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외교학 석사 학위논문

1980-1990년대 

미·일 기술패권 경쟁과

통상마찰:

기술 문제의 안보화와 

미국의 경제적 대응

2020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최 용 호





- i -

국문 록

본 연구는 1980-1990년  선도부문(leading sectors)을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이 벌인 기술패권 경쟁이 미국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켰는

지, 그리고 자국의 우월한 지 를 지속시키기 해서 미국이 어떻게 

응했는지 국제정치경제학 분야의 이론  시각을 원용하여 체계 으로 분

석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본 연구는 강 국 간 패권경쟁 과정에서 나

타나는 세 가지 패턴에 주목하 다. 첫째, 선도부문에서 벌이는 강 국 간 

주도권 경쟁이 향후 경제력과 군사력을 근간으로 하는 패권의 부침과 

히 련이 있다는 에 착안하 다. 둘째,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해 

선제 으로 행동하는 패권국의 주체 인 모습에 주목하 다. 셋째, 선도부

문에서의 우 라는 목 을 달성하기 해 패권국이 경제  수단을 활용하

는 모습에 을 맞추었다.

 1980-1990년 에 첨단기술 산업을 심으로 개된 미국과 일

본의 갈등은 이러한 패권경쟁의 다채로운 국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

례이다. 본 연구는 미국 내에서 일본 문제가 민군겸용기술을 매개로 경

제와 군사  안보의 문제로 부상하고, 궁극 으로 이것이 미국의 경제  

제도·정책 응으로 이어지는 복합 인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주로 경제

 요소들에 치 하는 기존연구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도를 펼쳤다.

본 연구의 핵심주장은 이 시기 미일 경쟁이 선도부문의 기술패

권 경쟁이라는 구조  요소를 배경으로 하여 기술 문제의 안보화라는 미

국 내부의 이념  변화, 경제  이익을 극 화하려는 민간 행 자들의 

정책 선호의 변화, 그리고 제도  차원의 미국의 경제정책의 변화라는 

요소들이 복합 으로 연계되는 사례라는 것이다. 

첫째, 구조 인 차원에서 선도부문에서의 우 를 둘러싸고 벌어진 

미국과 일본의 기술패권 경쟁이 요하게 작용하 다. 기술패권 경쟁이 

유발하는 상  지 의 변화는 민군겸용기술을 둘러싼 미래에 한 불확

실성을 불러일으켜 미국 내부의 변화를 추동하는 구조  유인으로 작용하 다. 

둘째, 선도부문의 경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미국의 상  지 의 

하락과 이것이 수반하는 미래에 한 불확실성은 기술 문제를 경제와 군

사  측면의 문제로 안보화하는 미국 내부의 이념  변화를 추동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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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수정주의자들은 민군겸용기술의 속성을 지닌 주요 첨단기술 산업

에서 일본이 우 를 할 경우, 미국이 직면할 수 있는 두 가지 안보 

을 강조하 다. 첫 번째는 일본식 발 모델이 내포하고 있는 불공정성이 

문제이고, 이것이 미국 경제의 미래를 한다는 ‘경제  론’이었다. 

두 번째는 일본의 기술 굴기가 미국의 군사 부문의 취약성을 높여 미래의 

국가 안보를 한다는 ‘군사  론’이다. 이들은 시장의 자유경쟁에 

한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던 미국 사회 내 지배  자유주의 담론에 도

하면서 미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첨단기술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일

본과의 무역을 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담론들은 미국 사

회 반에 확산되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상당한 향을 미쳤는데, 이는 담론

 실천을 통해 미국이 리고 있던 기술패권을 미래에도 지속시키려는 목

을 가지고 실을 재편하려는 담론정치의 형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도부문에서 미국의 상  지 의 하락은 세계시장

을 둘러싼 경쟁에서 불리한 치에 놓이게 된 민간 행 자들의 정책 선호 

변화, 그리고 경제정책의 략  활용이라는 미국 정부의 정책 ·제도  

차원의 변화를 추동하 다. 미국의 민간 기업  이익집단들은 자신들의 

경제  이익을 극 화하기 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산업을 구제하

고 지원하길 바라며 압력을 행사하 다. 이러한 이익집단의 압력은 곧 

미국 정부 내 수정주의  강경 에 힘을 실어주었다. 한편 일본의 부상

에 응하여 미국 정부는 통상제재를 무기로 일본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

는 공격 인 통상정책, 그리고 자국 첨단기술 산업을 육성하기 한 정책

들을 펼치게 되었으며, 이는 미국과 일본 사이의 통상마찰로 귀결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은 미국이 이러한 정책을 펼친 이면에는 안보 

을 쟁 화시킴으로써 일본을 견제하겠다는 수정주의  인식이 짙게 깔

려 있었다는 이다. 요컨 , 1980-1990년  미·일의 경쟁과 이에 한 미

국의 응은 선도부문에서 물질  기술력의 변화와 연동하여 발생하는 이

념과 제도  이익의 복합  변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주요어 : 미국, 일본, 기술 패권경쟁, 통상마찰, 선도부문, 첨단기술 산업, 

민군겸용기술, 안보화, 리무역, 략  산업정책, 수정주의 

학  번 : 2017-2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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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문제

후발국의 부상과 선발국의 상  쇠퇴라는 구조  변화는 선발 

패권국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선발 패권국 내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

타나는가? 패권국의 국가이익은 어떤 과정을 통해 구성되며, 궁극 으로 

자국의 우월한 지 를 지속시키기 해 어떻게 응하는가? 지난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패권을 둘러싸고 수 많은 국가들이 경쟁하고 명멸해 

갔음을 알 수 있다. 최근의 ‘투키디데스 함정’의 유추의 소재가 되었던 

고  그리스 아테네와 스 르타의 경쟁에서부터 19-20세기 국과 미국

의 패권교체, 그리고 오늘날의 미국과 국의 경쟁에 이르기까지 그 양

상이 매우 다채롭다. 선발국은 자신의 치를 공고히 하고 더 발 하기 

해, 후발국은 선발국을 따라잡기 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강 국의 흥망성쇠와 이것이 가져오는 정치  의미를 추 하는 것은 국

제정치학의 오랜 심사  하나일 수밖에 없었다.1) 그러나 패권 경쟁을 

다루는 기존의 논의들은 패권의 조건과 그 순환  주기를 거시 인 

에서 추상 으로 조망하거나, 구조  세력변동 과정에서의 쟁 발생 여

부에만 을 맞추었을 뿐, 부상국의 도 에 직면한 패권국이 주체 ·선

제 으로 응하는 역사  과정은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본 연구는 특히 강 국 패권 경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흥

미로운 상에 주목하 다. 첫째, 당 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첨단기술 

산업, 소  ‘선도부문(leading sectors)’의 요성이다. 많은 연구에서 지

하듯이, 패권경쟁 과정에서 기술진보에 따른 경제  성장과 군사력의 변

1) 패권경쟁과 강 국 흥망성쇠의 동학을 다루는 표 인 국제정치학 연구들로 다음을 

꼽을 수 있다. Gilpin, Robert. 1987.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Gilpin, Robert. 1988. “The 

Theory of Hegemonic War.” The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18(4), pp. 

591-613; Kennedy, Paul. 1988.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Economic 

Change and Military Conflict from 1500 to 2000. (New York: Random House); 

Modelski, George and William R. Thompson. 1996. Leading sectors and world 

powers: the Coevolution of Global Politics and Economics.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김우상. 2004. “세력 이이론.” 우철구·박건  편. 『  

국제 계이론과 한국』(서울: 사회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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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서로 하게 연 되어 나타난다. 역사 으로도 선도부문에서 벌어

지는 강 국 간 주도권 경쟁은 향후 경제력과 군사력을 근간으로 하는 

패권의 부침과 히 련되어 나타났다. 이런 측면에서 선도부문에서의 

기술패권 경쟁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요한 학술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2)

둘째, 부상국의 도 에 직면한 패권국의 주체 ·선제  응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패권경쟁을 다루는 연구들은 

체로 패권의 상승과 쇠퇴의 국면이 반복되는 거시 인 순환 주기를 상

정하고 있다. 그러나 패권 흥망성쇠의 거시  구조에 지나치게 집 하게 

되면 거시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행 자들의 주체  역할을 놓칠 우려

가 있다. 특히 패권의 쇠퇴를 가속화시키든지 아니면 늦추든지 그 효과를 

차치하더라도, 기존의 패권국은 자신의 쇠퇴를 늦추기 해서, 나아가 다

시 국제체제에서 유리한 치를 지속시키기 해서 선제 으로 극 인 

행동을 취하기 마련이다. 게다가 패권국은 이를 실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이 일반 이다. 다시 말해, 패권국은 도 국에게 쉽게 패

권을 넘기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자신의 상  치의 변화에 극

으로 응하는 패권국의 주체 인 모습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3) 

셋째, 국가들이 지정학  이익을 달성하기 해 경제  수단을 

략 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체로 구조  세력변동이 패권 쟁으로 귀결되는지 여부(혹은 

반 로 평화  패권교체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등 군사 인 측면에 이론

2) 선도부문에서의 패권경쟁과 권력의 속성에 주목한 표 인 연구로는 다음이 있다. 

Akaev, Askar, and Vladimir Pantin. 2014. “Technological Innovations and Future 

Shifts in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8(4), pp. 867-872; 

Thompson, William R. 1990. “Long Waves,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Relative 

Decline.” International Organization  44(2), pp. 201-233; 하 선·김상배 편. 2018. 

『신흥 무 의 미  경쟁: 정보세계정치학의 시각』( 주: 한울아카데미). 

3) 일례로, 2차 세계  이후 실질 으로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국이 

자신이 리던 융패권을 고수하기 해 래튼우즈 회의에서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다는 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사례에 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조. Steil, Benn. 2013. The Battle of Bretton Woods: John Maynard Keynes, 

Harry Dexter White, and the Making of the New World Order.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박종희. 2016. “20세기 국과 미국의 융패권 경쟁과 

상호인식.” 정재호 편. 『평화  세력 이의 국제정치』(서울: 서울 학교출 문화원), 

pp. 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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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맞추고 있다. 최근 국의 부상과 련되어 국제정치학계에 

나타나는 ‘투키디데스 함정’의 논의도 이런 경향을 강하게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의 세계  이후 강 국 사이의 규모 패권 쟁

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경험  사실, 그리고 쟁의 비용이 이 보다는 

매우 높아진  국제정치 실을 고려할 때 강 국 간 갈등은 규모 

군사  충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오늘

날 경험 으로 찰되는 흥미로운 상은 강 국 간의 갈등이 지정학  

군사  충돌로 철되지 않고 주로 경제  마찰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는 이다. 일부 학자들이 ‘지경학(geo-economics)’ 혹은 ‘경제 략

(economic statecraft)’이라는 개념으로 표 했듯이, 국가들이 정치  목

을 달성하기 해 경제  수단을 활용하는 상은 오늘날 심심찮게 

찰되고 있다.4) 이런 측면에서 패권국이 국제체제에서 자국의 우 를 유

지하기 해 경제  수단을 활용하는 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0-1990년 에 첨단기술 산업을 심으로 개된 미국과 일본

의 갈등은 에서 언 한 패권경쟁의 다채로운 국면을 극명하게 보여주

는 사례이다. 주요 첨단기술 산업에서 일본 기업들이 시장을 서서히 잠식

해 들어가고, 무역수지 등의 지표에서 미국에 불리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1980년  반부터 미국 내에서는 미국의 미래를 우려하는 목

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부상에 응하여 미국은 

일련의 기술·산업·통상정책들을 펼치면서 시장에 부분 으로 개입하기 시

작하 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미국은 외 으로 통상제재 혹은 제재에 

한 을 무기로 일본 시장의 개방에 한 요구를 강압 으로 표출하

고, 내 으로는 자국 첨단기술 산업을 육성하기 해 시장에 개입하

여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행태를 보이게 되었다. 즉 미국은 첨단기술 산

업에 한 정부의 제도·정책  지원 함께 첨단기술 개발에 한 정부의 

지원, 나아가 민·  기술 력 강화 등을 극 으로 추진하 다. 반

4) ‘지경학’과 국가의 ‘경제 략’의 개념과 사례와 련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조. 

Baldwin, David A. 1985. Economic Statecraft.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Blackwill Robert D. and Jennifer M. Harris. 2016. War by Other Means: 

Geoeconomics and Statecraft.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Luttwak, Edward. 1990. “From Geopolitics to Geoeconomics: 

Logic of Conflict, Grammar of Commerce.” The National Interest  20, pp.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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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일본의 부상에 한 미국의 응은 선발 패권국이 도 하는 후발국

의 부상을 견제하고 자국의 지속 인 발 을 진하는 일종의 ‘사다리 걷

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의 모습을 보 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미국이 일본에 해서 취한 정책 ·제도  응은 당시의 

정치·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 인 것으로서 흥미로운 연구문

제를 낳는다. 우선 미국은 제2차 세계  이후 GATT를 심으로 다자

주의  기제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무역질서를 설계하 다. 1980년  들어 

미국이 GATT를 심으로 하는 다자주의를 완 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

지만, 일본을 향한 통상정책의 변화는 미국 스스로 구축해 놓은 통상질서

의 부분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 미국은 통 으로 자유주의 

원리에 따라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었고, 산업에 한 

기술  지원은 군사  목 의 방  산업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이런 면에

서 1980년  후반부터 미국이 특정 민간 산업의 육성을 목 으로 시장에 

개입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 이었다고 할 수 있다.5) 게다가 당시 미국

과 일본은 동맹 계에 있었는데, 우방과의 계에서 이토록 강경한 조치

를 취했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 다면 이러한 이유에도 불

구하고 미국은 왜 이 과는 다른 정책을 펼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조치가 나오기까지 미국 내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체계 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은 일본의 기술 굴기라는 구조  

차원의 변화가 미국의 국내정치에 가져온 복합 인 향이다. 다시 말해, 

5) 실제 미국 경제가 시장근본주의에 입각하여 민간 역에서의 자유무역, 자유경쟁에 

따라 운 되었는지와 련해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반 인 통념과

는 달리 미국이 일부 첨단기술 산업에 해서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었고, 이것이 숨

겨진 형태로 제도화되었음을 주장하는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Bingham, Richard D. 

1998. Industrial Policy American Style: From Hamilton to HDTV.  (New York: 

M. E. Sharpe, Inc); Block, Fred. 2008. “Swimming against the Curent: The Rise of 

a Hidden Developmental State in the United States.” Politics & society  36(2), pp. 

169-206; Fong, Glenn R, 2000. “Breaking New Ground or Breaking the Rules: 

Strategic Reorientation U.S. Industrial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25(2), pp. 

152-186. 이 연구들은 미국산업정책의 역사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

구의 시각과 마찬가지로 80년 부터 한 제도  변화가 나타났음을 지 하고 있

다. 즉 기존의 미국의 기술산업정책이 냉 의 맥락에서 주로 군사부문에만 을 맞

추었다면, 80년  반부터는 직 으로 민간부문의 경제  경쟁력까지 고려하면서 

시장에 개입하는 형태로의 변화가 나타난다.  



- 5 -

미국 내에서 ‘일본 문제’가 정치  문제로 창발(emergence)하는 과정의 

복합  국면을 체계 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면 으로 ‘일본 문제’는 

‘경제 ’ 차원의 문제 다. 즉 미국의 정책  제도  변화는 국  기업 

등 미국 내 각종 민간 행 자들이 변화하는 국제  상황에 맞춰 자신의 

경제  이익을 극 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  요구들이 반 된 

결과물이었다. 한 사회의 요구에 조응하여 첨단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한 정책 결정자들의 략  고려도 요하게 작용하 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갈등 이면에 ‘일본 문제’의 ‘안보화’ 과정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를 들어, 당시 미국의 

많은 문가와 정책 결정자들은 일본의 미사일용 반도체나 잠수함용 무

음기술 등과 같은 이른바 ‘민군겸용기술(dual-use technology)’의 우 는 

궁극 으로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당시 

미국에서 발된 안보논란은 재의 실질 인 이었다기보다 앞으로 

실 될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안보 을 놓고 문제를 쟁 화하는 담론

정치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한편 가장 포 으로는 일본 문제를 규정하고 이에 한 해결책

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 내 문가들 사이의 논쟁도 간과할 

수 없다. 이 시기 문제의 주범으로서 ‘다른 일본식 모델’을 지목하면서 이

에 응하기 해서는 미국의 기술·무역·산업 정책들이 근본 으로 수정

되어야 함을 역설한 새로운 형태의 정책 이념(idea)이 미국 내 범 한 

‘반 일본주의’와 결합하여 상당한 공감 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념

이 자유주의 담론에 우 를 하면서 미국 내 주요한 정책 담론으로 자

리 잡고, 이것이 제도화되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 게 복잡하게 개되었던 1980-1990년 의 미·일 

갈등의 사례를 국제정치경제학 분야의 이론  시각을 원용하여 체계 으

로 분석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특히 패권국이었던 미국이 국제체제에

서 자국의 우 를 유지하기 한 략으로서 경제  수단을 활용하는 

상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 내부의 복합  변화에 한 분석을 시도

하고자 한다. 

다음 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이 시기 미국과 일본의 경쟁

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미국 내에서 ‘일본 문제’가 부상하는 복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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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를 종합 으로 이해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 본 연구는 경제와 안보의 이슈들이 서로 히 연계되고, 

그 과정에서 물질  이익, 이념, 그리고 제도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역동  변화에 주목하는 ‘복합지정학’의 시각을 제시하 다. 궁극 으로 

본 연구는 복합지정학의 시각을 통해 미일 갈등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강 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수반하는 패권국의 변화와 응 략에 한 

일반 인 함의를 엿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이러한 시도는 오늘날 국제정

치학의 최  화두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국의 기술패권 경쟁의 본질

을 악하는 하나의 단 를 제공하는 실천 인 의미도 가질 것이다. 

2.  기존연구 검토

1980-90년  미국과 일본의 갈등과 이에 한 미국의 응을 다

룬 기존의 주요 연구들은 부분 본 사례를 경제 인 측면에 집 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경제 문제 이면에 잠복하고 있었

던 미국 내 안보논쟁을 본격 으로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안보

의 시각에서 본 사례를 근하는 연구들도 일본의 기술  부상이 가져

오는 군사 안보 을 실재하고 주어진 것으로 제한다는 한계를 지

닌다. 이런 근은 미국 내 발된 안보논쟁이 당시 실제로 ‘실 된’ 

에 기 하기보다 미래에 ‘실 될 수 있는’ 안보 과 불확실성을 둘

러싸고 발된 담론정치의 성격이 있음을 놓치고 있다. 여기서는 기존

연구들의 논의를 시하는 이슈 역, 주요 행 자, 분석수 을 기 으

로 범주화하여 체계 으로 정리하고, 이 연구들을 비 으로 검토함으

로써 본 연구의 분석틀을 설정하는 디딤돌로 삼는다.

1) 경제 심 인 시각

우선 본 사례를 통상과 산업에서의 갈등으로 보는 ‘경제 심 ’ 

시각들이 있다. ‘경제 심 ’ 시각은 다시 시하는 행 자  분석수

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첫째, 미·일 통상마찰을 경제  

이익을 극 화하려는 미국 내 민간 행 자들의 정책요구가 반 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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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는 ‘사회 심 ’ 시각이 있다. 이러한 시각은 다원주의 이론의 

통을 계승하여 사회 수 에서 형성된 각종 이익집단의 경제  선호를 

시하며, 이들의 정책요구가 반 된 결과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을 이

해한다. 요컨 ,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공공정책이란 정치연합들 사이의 

정치  충 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승자의 이익을 반 하는 것이며, 국

가의 정책 결정자들은 이를 충실하게 실행에 옮기는 존재로서 이해된다. 

이러한 에서 보면, 미·일의 통상마찰은 1970년  이후부터 

미국 경제의 상  지 가 하락하면서 변화된 사회세력들의 이익을 반

하는 사례이다. 다시 말해, 미국의 무역 자가 증하면서 보호주의의 

호소력을 크게 증 되었고, 이는 곧 이익집단 정치라는 정치  효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를 들어 1970년  이후 AFL-CIO, UAW, ILGWU 

등 조직노동의 부분이 이 에 보 던 자유주의 정책에 한 지지를 

철회하 고, 1980년 에 들어서 이들은 완 히 보호주의 세력으로 돌아

서게 되었다. 1980년  이래 미국에서 등장한 강력한 보호주의 법안들

은 부분 이러한 노동세력의 이익을 반 하여 입안되고 추진되었다.6)

이러한 시각의 연속선 상에서 첨단기술 산업에 종사하는 국  

기업들의 경제  이익 변화에 을 맞추는 연구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내에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첨단기술 산업의 다국  기업들

은 1970년  후반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해 보호주의 

세력을 지하고 자유무역 연합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향력을 발휘하

다.7) 그러나 미국 첨단기술 산업의 경쟁력 하가 뚜렷해지기 시작한 

1970년  후반을 거쳐 80년 에 들어서면서 통 인 자유주의-보호주

의의 틀로 악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요구가 미국의 주요 첨단산

업의 다국  기업들 심으로 표출되기 시작하 다. 즉 이들은 기존 정

책의 변화를 요구하며 미국 무역정책이 자유주의의 기본 인 틀은 유지

하는 가운데 이 보다 공격 으로 상 방(주로 일본)의 시장을 개방하

6) 백창재. 2015. 『미국 무역정책 연구』(서울: 사회평론). pp. 72-73. 1980년  미국에서 

등장한 보호주의  요구에 한 반 인 논의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 Destler, I. M.. 

1986. American Trade Politics: System Under Stress.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7) Milner, Helen. 1987. “Resisting the Protectionist Temptation: Industry and the 

making of Trade Policy in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1970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1(4), pp. 63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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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그리고 이들은 미국의 요

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국 시장의 폐쇄와 상 방에 한 경제  보

복을 동해야 한다고 요구하 다.8) 첨단기술 산업의 이러한 정책 선호

는 미국의 다른 사회세력의 범 한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이것이 

미국이 일본에 해서 강경하게 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9)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 심 ’ 시각을 취하는 연구들은 

미국의 사회 수 에서 나타난 민간 행 자들의 경제  이익의 변화에 

을 맞춘다. 이런 시각은 당시 미국의 국가이익이 형성되는 사회 ·

경제  기원을 밝히는데 그 유용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에만 의

존할 경우 경제와 사회의 향력을 과장하여 이해할 우려가 있다. 즉 

이러한 시각은 경제정책 결정 과정의 수요의 측면에만 몰두함으로써 사

회의 이익 표출과 국가 차원의 정책 ·제도  변화를 동일시하기 쉬우

며, 이는 정책 결정 과정의 공 자라고 할 수 있는 국가 행 자의 자율

성을 경시하는 결과를 낳는다. 

 둘째, 첨단기술 산업의 략  속성과 과  시장 구조, 그리고 

자율  정부의 극  역할을 강조하는 ‘국가 심 ’ 시각이 있다. 

표 으로 크루그먼(Paul Krugman)이나 타이슨(Laura Tyson) 등과 같

은 정치경제학자들의 논의에서 발견되는 ‘ 략무역정책론

(strategic-trade theory)’을 꼽을 수 있다.10) 략무역정책론에 따르면 

첨단기술 산업의 시장은 과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과이윤을 

둘러싼 제로섬  경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부분 으로 개

8) Milner, Helen and David Yoffie. 1989. “Between Free Trade and Protectionism: 

Strategic Trade Policy and a Theory of Corporate Trade Demand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3(2), pp. 239-272.

9) Zeng, Ka. 2007. Trade Threats, Trade Wars: Bargaining, Retaliation, and 

American Coercive Diplomacy.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p. 

127-167.

10) 략무역정책론의 표 인 연구들로는 다음을 참조. Cohen, Stephen S. and John 

Zysman. 1987. Manufacturing Matters: The Myth of the Post-Industrial Economy. 

(New York: Basic Books); Krugman, Paul R ed. 1986. Strategic Trade Policy and 

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s. (Cambridge: MIT Press); Tyson, Laura 

D’Andrea. 1992. Who's Bashing Whom? : Trade Conflict in High-Technology 

Industries. (Washingt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Richardson, J. 

David, 1990, “The Political Economy of Strategic Trade Polic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4(1), pp. 1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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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여 기술 신을 진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비교우 를 창출하

는 것이 요하게 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1980-90년  미·일 경쟁

은 첨단기술 산업에서의 일본의 산업·기술 정책에 항하여 미국의 정

책 결정자들이 자국의 후생을 증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해 

략 으로 응한 결과이다. 

컨  크라우스(Krauss)와 이치(Reich)의 연구에 따르면, 미

국의 행정부는 첨단기술 산업은 다른 부문과는 달리 국가의 미래를 

해 굉장히 요하다고 인식하 고, 이에 히 응해야 한다는 압력

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첨단기술 산업 에서 특히 미국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던 FSX 투기 사업, 인공 성 산업, 그리고 슈퍼컴퓨터 산

업에서 미국이 시장에 개입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11) 

‘국가 심 ’ 시각은 사회의 특수 이익이 아닌 국가 체의 경

제  이익을 고려하는 자율 이고 합리 인 정책 결정자들을 상정한다

는 에서 앞에서 다룬 ‘사회 심 ’ 시각과 차이를 보인다. 즉 정책 

결정의 공 자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정부 행 자들에 한 분석을 가능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국가 체 이익을 총체 으로 고려하는 

공평무사한 정책 결정자를 제로 하기 때문에 이들이 왜 자신들의 사

익이 아닌 공익을 해 행동하게 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국가이익이 주어진 것으로 제함으로써 이것이 국내정치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동학을 포착하지 못한다. 

셋째, 미국 내 요 행 자의 물질  이익에 을 맞추는 시

각과는 달리, 미국 경제정책의 결정 과정의 국내 제도  구조와 여기에 

배태된 이념을 시하는 ‘제도 심 ’ 시각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러한 시각은 사회 내 다양한 이익과 선호의 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지

만, 이것들이 같은 비 으로 정책에 반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다시 말

해, 공공정책이란 정치연합들 사이의 정치  권력 투쟁과 충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승자의 이익을 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선호가 

결집 되는 제도  기반이 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제도 심 ’ 시

각은 미국의 경제정책 결정 과정이 구조화되고 변화하는 역사  과정을 

11) Krauss, Ellis S. and Simon Reich. 1992. “Ideology, Interests, and the American 

Executive: Toward a Theory of Foreign Competition and Manufacturing Trade 

Polic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4), pp. 857-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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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하게 된다.

이런 에서 보면 1980-1990년 의 미·일 갈등은 요한 제도

 기반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즉 이 시기는 1934년 상호무역

정법을 근간으로 형성되었던 제도  기반들이 해체되는 과정이었다. 2

차 세계  이후 미국의 자유무역정책은 데쓸러(Destler)가 ‘1934년 체

제’라고 명명한 제도  기반에 의해 가능하 다.12) 그러나 이러한 제도  

기반은 1970년  이래 차 붕괴되어 왔고 1980년  이르러 심각하게 손

상되게 된다. ‘1934년 체제’하에 행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정책 결정 주도

권이 차 의회로 넘어오면서 행정부는 사회의 압력에 이 보다 더 취약

해졌으며, 통상정책의 원리는 ‘자유무역주의’에서 ‘공격  일방주의

(aggressive unilateralism)’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상징 으로 

보여주는 것이 1988년에 입법된 ‘1988년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의 수퍼 301조라고 할 수 있다. 수퍼 301조는 

미국이 일본에 해 강경하게 응할 수 있는 무기로 작용하 다.13)  

한편 제도와 이념의 ‘변화’에 을 맞추는 연구들과 달리, 기존

의 지배  정책 이념의 ‘연속성’에 주목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컨 , 

12) ‘1934년 체제’라고 부를 수 있는 미국 통상정책 제도의 형성, 지속성  그 의미와 

련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조. Bailey, Michael A., Judith Goldstein, and Barry 

R Weingast. 1997. "The Institutional Roots of American Trade Policy: Politics, 

Coalitions, and International Trade." World Politics  49(3), pp. 309-338.; Destler, I. 

M. 2005. American Trade Politics 4th edition.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p. 3-47.; Haggard, Stephan. 1988.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Hegemony: Explaining the Reciprocal Trade Agreements Act of 

1934.” International Organization,  44(4), pp. 91-119.; Irwin, Douglas A. & Randall 

S. Kroszner. 1999. "Interests, Institutions, and Ideology in Securing Policy Change: 

The Republican Conversion to Trade Liberalization After Smoot‐Hawley." The 

Journal of Law & Economics  42(2), pp. 643-674.  

13) 1980년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 제도  기반의 변화를 다룬 연구들은 다음을 참조. 

Destler, I. M.. 2005. American Trade Politics 4th edition.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p. 41-136.; 김정수. 1996. 『미국 통상정책의 

정치경제학: AT&T 분할과 통신 스페셜 301조』 (서울: 일신사), pp. 205-254. 특히 

88년 종합무역법의 입법 과정과 이와 함께 등장한 ‘공격  일방주의’의 함의와 련해

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 Bhagwati, Jagdish, Patrick Hugh eds. 1990. Aggressive 

Unilateralism: America's 301 Trade Policy and the World Trading System (New 

York: Harvester Wheatsheaf); 백창재, 2015, pp. 80-114. 한편 제도주의 시각에서 이 

시기 미국 통상정책 제도의 ‘변화’ 보다는 ‘연속성’에 을 맞추는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Goldstein, Judith. 1988. “Ideas, Institutions, and American Trade Polic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2(1), pp. 17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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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스타인(Goldstein)의 연구는 경제 인 측면에서 미국 통상정책 제도

의 기본 원리 속에는 자유무역, 공정무역 등의 정책 이념들이 동시에 혼

재되어 배태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무역에 한 이념은 

자유무역과 배타 인 것이 아니라 자유무역의 실 을 한 필수  제

조건으로 이해한다.14) 이런 에서 골드스타인은 미국 통상정책의 기본 

성격은 변화하지 않았다고 본다. 컨 , “미국이 보호주의를 행해 치닫

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확고한 증거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15) 

사실 기존 제도와 이념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골드스타인의 주장

은 완 히 틀린 말은 아니다. 골드스타인의 지 로 당시 미국은 완

히 상주의  보호무역으로 선회한 것도 아니었고, 모든 산업부문에서 

국가의 직  개입이 나타난 것도 아니었다. 한번 제도화된 정책 이념

들은 경로 의존성을 보이면서 추후의 정책 결정에 지속 으로 향을 

미치고,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념과 제도의 지속성을 지나치

게 강조하다 보면 이 시기 분명 나타났던 변화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러한 시각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국제 인 구조 

차원의 물질  변화가 가져오는 불확실성과 이러한 문제를 규정하고 해

결책을 제시하기 해 기존의 지배  담론에 도 하는 새로운 이념의 

향력을 간과하기 쉽다. 요한 것은 물질  변화가 추동하는 새로운 

정책 이념이 기존의 지배  담론과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제도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지 분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 으로 ‘제도 심  근’은 국가 내 이익집단, 행정부  

의회의 선호와 역량 그리고 이들 간의 계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궁극

으로 국가 차원의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지 보여 다는 에서 요한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심  근’만으로는 정책의 

실질  내용이 왜 그 내용으로 채워졌는가를 밝히기 어렵다. 다시 말해, 

행 자들의 물질  선호와 이념  변화와 같은 투입요소들을 밝 야 그

것들이 제도  결집을 통해 산출되는지 알 수 있고, 제도  변화도 함

께 살펴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제도  기반에 한 논의는 행 자들의 

경제  선호와 이념  요소에 한 분석과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4) Goldstein. 1988, pp. 179-217.

15) Goldstein, Judith. 1986. “The Political Economy of Trade: Institutions of 

Protec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1), p.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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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경제  상호의존 증 라는 국제 인 요소에 특히 강

조하는 입장이 있다. 이 연구들은 국제정치학의 자유주의 이론들이 지

하는 것과는 달리, 경제  상호의존의 증가가 오히려 경제  분쟁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일의 통상마찰도 외가 아닌데, 이 시각에 따르

면 미국과 일본의 갈등은 무역에서 비 칭성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이 미

래 무역에 한 부정 인 기 를 형성하고 극 으로 응한 결과이다.16)

정리하자면, ‘경제 심 ’ 시각은 민간 행 자들의 경제  선호

의 변화와 이러한 선호들의 제도  결집과정, 나아가 국가의 내외  경

제정책이 략 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포착할 수 있다는 에서 유용하

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미국과 일본과의 갈등을 경제의 문제로 좁게 

해석하여 그 이면에 잠복하고 있었던 미국 내 안보 논쟁을 세부 으로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당시 미국인들이 ‘일본 문제’를 경제 안

보의 문제, 나아가 기술 의존성이 만들어내는 군사 안보의 문제로 규정하

다는 을 고려하면 ‘경제 심 ’ 시각을 넘어서는 근법이 필요하다. 

2) 안보 심 인 시각

둘째, ‘일본 문제’를 강 국 간 지정학  갈등과 기술의 속성이 

만들어내는 군사 안보의 문제로 다루는 ‘안보 심 ’ 시각이 있다. 일

차 으로 상  힘의 분포 변화 등의 구조 변수를 강조하는 실주의

 시각이 이런 과 통한다고 할 수 있다. 를 들어, 루트웍

(Luttwak)은 미·일 갈등이 심화 된 이유로 일본을 존 하지 않은 미국 

외교의 미숙함, 숨겨진 무역장벽 등 왜곡된 일본 경제구조 등을 제시하

고 있지만, 근원 으로 소련이라는 공통의 이 사라진 국제  환경

이 미국과 일본의 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17) 

마스탄두노(Mastanduno) 한 실주의  에서 미·일 계

를 분석하면서, 미국 경제력의 상  쇠퇴와 일본의 성장, 그리고 소련

의 군사  의 감소 등 구조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는 힘

16) Lee, Yaechan. 2018.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Peace: a Case Comparison 

Between the US-China and US-Japan Trade Disputes.” East Asia, 35, pp. 215-232. 

17) Luttwak, Edward N. 1992. “The U.S.‐Japanese crisis.” The Washington 

Quarterly, 15(4), pp. 10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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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포 변화로 인해 미국의 주요 정책 결정자들은 일본과의 계를 

‘  이익’의 문제에서 ‘상  이익’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 고, 

이것이 FSX 투기 사업, 인공 성 산업, HDTV 산업에서의 제로섬  

갈등의 형태로 표출되었다고 주장한다.18)

한편, 일본의 기술성장과 비 칭  상호의존, 기술의 속성이 미

국에 제기하는 안보 에 을 맞추는 연구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

다.19) 이들은 ‘민군겸용기술(dual-use technology)’ 분야에서 일본의 우

에 설 경우, 미국의 군사력은 일본의 기술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

고, 이는 미국의 군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일본과의 비 칭  상호의존이 심화 되면 미국의  일본 취약성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궁극 으로 미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들은 미국이 

산업화 발 에 있어서 통 으로 채택하고 있던 ‘스핀오 (spin-off)’ 

모델에서 ‘스핀온(spin-on)’ 모델로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선도부문의 

육성을 한 략 인 산업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 안보와 직 으로 련된 방 산업 련해서 이념  요소

들을 강조하는 페이지스(Pages)의 연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

는 일본에 한 기술 의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방 산업들이 

안보 에 노출되고 이를 해결하기 한 새로운 정책 이념들이 나타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가의 개입이 나타나지 않았던 산업들에 

이론  을 두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지배 인 자유주의 이념이 산

18) Mastanduno, Michael. 1991, “Do Relative Gains Matter?: America’s Response to 

Japanese Industrial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16(1), pp. 73-113.

19) 기술 의존성과 이것이 가져오는 안보  함의를 심으로 미·일 경쟁을 분석한 표

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Alic, John A., Lewis M. Branscomb, Harvey Brooks, 

Ashton B. Carter, and Gerald L. Epstein. 1992. Beyond Spinoff: Military and 

Commercial Technologies in a Changing World.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Friedberg, Aaron L. 1989.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Relative Economic 

Decline.”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04(3), pp. 401–431.; Kapstein, Ethan 

Barnaby. 1992. The Political Economy of National Security  (South Carolin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Moran, Theodore H. 1990. “The Globalization 

of America's Defence Industries: Managing the Threat of Foreign Dependence."  

International Security 15(1), pp. 57-99; Sandholtz, Wayne, Michael Borrus, John 

Zysman, Ken, Conca, Jay Stowsky, Steven Vogel, and Steve, Weber (eds.). 1992. 

The Highest Stakes: The Economic Foundations of the Next Security Syste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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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정책을 옹호하는 이념들에 우 를 보이면서 이들 산업에서는 국가 정

책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다.20)  

‘안보 심  시각’은 표면 으로 드러나는 경제 인 차원의 갈

등을 넘어서 그 이면에 잠복하고 있는 일본의 안보 에 주목한다는 

에서 미·일 경쟁을 보는 참신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일본의 기술  부상이 가져오는 군사 안보 을 실재하고 

주어진 것으로 제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컨 , 당시 일본이 미국 

심의 안보 질서에 동맹국으로서 편입되어 있었다는 , 미국과 일본의 

기술력의 상  격차가 어들고는 있었지만 여 히 미국이 일본에 여

러 부문에서 우 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등을 고려하면 일본에 한 

미국의 군사 안보 이 과연 물질 으로 부과되고 객 으로 실재했

던 이었는지는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물질  조건이 

만들어내는 불확실성에 해 미국이 주 으로 안보 을 과장함으

로써 ‘일본 문제’가 미국 내부에서 심각하게 부상하는 ‘담론정치’의 양상

을 추가 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문화 심 인 시각

마지막으로, 일본과의 갈등에 있어서 미국 내 다양한 행 자들

이 공유하고 있던 집단  문화, 담론 등에 을 맞추는 ‘문화 심  

시각’이 있다. 이 연구들은 미·일 갈등의 요인으로 당시 미국 내에서 

범 하게 형성된 ‘반 일본주의’  인식, 미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 일

본에 한 미국인들의  인식 등을 꼽는다. 

컨 , 모리스(Morris)의 연구는 제2차 세계  당시의 진주만 

공습의 경험으로 미국 내에서 일본을 ‘노란 (yellow peril)’으로 보는 

인식이 잠복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냉 이 형성되면서 이러한 

인식은 소련에 한 감으로 체되었으나, 70년 부터 일본의 경제

 성장이 미국을 하게 되자 반일본주의가 일본의 경제모델과 아시

아  가치를 문제 삼는 소  ‘일본 때리기(Japan-Bashing)’ 형태의 담론

20) Pages, Erik R.. 1996. Responding to Defense Dependence: Policy Ideas and the 

American Defense Industrial Base. (Westport: Praeger Publ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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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재등장하게 된다. 모리스의 연구는 이러한 담론이 80년  들어서 

본격 으로 미국의 문화  언론 보도를 통해 표출되는 양상, 그리

고 구체  정책 이념의 형태로 ‘수정주의’가 미국 사회에 확산되는 과정

에 주목한다.21) 

한편, 홀게르손(Holgerson)의 연구는 미국과 일본 사회의 문화  

차이, 사회  심리  요소들과 개인  집단의 일본에 한 인식 등이 

미국과 일본의 통상마찰에 어떻게 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있다.22) 

러(Miller)의 연구 한 미국인들이 일본을 바라보는 정치 ·문화  인식

과 이념들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역사 으로 추 하고 있다.23)

반 으로 다른 연구들이 주로 물질 인 이익 차원의 변수들을 

강조하는 반면에 ‘문화 심  시각’의 연구들은 상 으로 심을 덜 

받았던 미국 사회의 문화  요소들을 분석의 상으로 삼았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문화  요소만으로 미·일 갈등을 종합 으로 이해

하기가 어렵다. 미국 사회에서 반일본주의  분 기가 왜 80년 에 그

토록 강렬하 는지 이해하기 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물질  차원의 

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합하자면, 기존의 연구들은 선도부문에서 일본의 부상이 미국 

내부에서 경제의 문제로 표출되고, 이를 넘어서 안보의 문제로 창발하

게 되는 복합 인 경로를 충분히 다루고 있지 못하다. 한 기존의 연

구들은 물질  이익, 이념, 그리고 제도  요소들 그리고 분석수  차원

에서 국제와 국내  측면의 어느 하나를 부각하여 다루면서 이러한 변

수들이 유기 으로 연계되는 동 인 과정을 입체 으로 포착하고 있다. 

따라서 선도부문에서의 일본의 부상에 한 미국의 응을 이해

하기 해서는 국제와 국내정치의 연계, 국가와 사회의 상호작용, 이념과 

제도의 역할, 그리고 기술, 안보, 경제의 이슈가 복합 으로 연계되는 과

정을 체계 으로 다룰 수 있는 분석틀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는 이론  

21) Morris, Narrelle. 2011. Japan-Bashing: Anti-Japanism since the 1980s. (New 

York: Routledge).

22) Holgerson, Karen M.. 1998. The Japan-U.S. Trade Friction Dilemma: The Role 

of Perception. (Brookfield, USA : Ashgate).

23) Miller, John H. 2014. American Political and Cultural Perspectives on Japan: 

From Perry to Obama. (Maryland: Lexington Books).



- 16 -

정교함이나 설명의 경제성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미국의 경제  응이 

수립되는 과정의 역동성을 입체 으로 포착하는 것에 을 둔 것이다. 

다음 에서는 국제정치학 분야의 이론을 원용하여 이 게 복잡하게 

개되었던 미·일 갈등의 구조와 동학을 분석하기 한 분석틀을 설정한다.  

3.  분석틀  핵심주장

기술패권 경쟁과 패권국의 응과 변화에 한 입체  분석이라

는 본 연구의 목 에 비추어 볼 때, 콕스(Robert Cox)의 이론  논의와 

국내 학계를 심으로 개되고 있는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

의 논의가 유용한 출발 을 제공해 다. 여기서는 콕스  복합지정학

의 논의들을 활용하여 앞에서 살펴보았던 기존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기

술패권경쟁과 패권국의 변화  응을 바라보는 분석틀을 설정한다.

콕스는 세 가지 권력의 범주로 ‘물질  능력’, ‘제도’, 그리고 ‘이

념’ 변수를 제시하면서,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 역사  구조가 형

성되는 종합  분석틀을 제시한다. 콕스에 따르면, 국제정치경제 질서에

서 물질  능력은 자원과 기술로 확보되며, 이념은 특정 체제를 유지시

켜나가는 행동들에 한 기 를 구성하는 간주  의미(intersubjective 

meaning)들과 사회질서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들의 집단 이미지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패권 질서의 안정화와 속화를 해서 이러

한 요소들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24) 

이러한 콕스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앞서 기존연구 검토에서 

살펴봤던 다양한 들은 콕스가 제기한 권력의 세 가지 범주의 각각 

하나의 개념  층 를 다루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콕스의 

논의의 유용성은 국제 인 ‘물질  능력’의 변화가 국내 차원의 새로운 

’사회세력‘을 형성하는 동시에 ’국가형태와 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변

수로 작동하고, 궁극 으로 ’세계질서‘의 구도를 바꾸는 역사  구조의 

변화를 종합 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하는 데 있다. 

24) Cox, Robert. 1981. “Social Forces, and World Orders; Beyo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Millennium 10(2), pp. 126-155. 콕스의 국제정치이론은 기본 으

로 ‘문제해결이론’의 한계를 지 하면서 세계정치의 변 을 꾀하는 실천  성격을 갖

는다. 본 연구에서는 콕스 이론의 실천  성격보다 분석  측면에 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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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복합지정학은 근 와 탈근 의 요소들이 혼재되어 작동하

는 복합 인 세계정치의 작동원리를 다차원 으로 악하기 해서 국

내 학계를 심으로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분석틀이다. 복합지정학은 

물리  지리  토와 공간을 심으로 정치를 이해하려는 지정학  사

고의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복잡한 세상의 한 단면만을 

담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복합지정학은 토국가들의 자원 권력 경

쟁에 주목하는 실주의  고 지정학의 시각, 토를 월하는 국  

행 자들의 흐름과 상호작용과 지구화의 추세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비(非)지정학의 시각, 나아가 권력의 담론  실천과 행 자들의 간주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구성주의  ‘비 지정학’의 시각을 모두 엮어서 

볼 때, 세계정치의 종합 인 구도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25) 

아래에서는 세부 인 이론  논의들을 살펴 으로써 선도부문의 패

권경쟁과 패권국의 변화를 이해하는 분석틀의 석을 놓고, 이를 통해 미·일 

경쟁의 사례를 분석했을 때 도출되는 핵심 인 주장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1) 구조  조건의 변화

복합지정학의 이론  분석틀은 우선 고 지정학의 시각에서 첨

단기술 산업의 미·일 경쟁의 구조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이는 콕스가 설정한 권력의 세 가지 범주 에서 ‘물질  능력’의 층

를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고 지정학은 권력의 원천을 물질  자원의 

분포와 이에 한 근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며, 국가의 략은 이

러한 자원과 시장을 확보하기 한 경쟁으로 이해한다. 이런 에서 고

지정학은 실주의 국제정치이론과 통하는 이 많다.26) 고 지정학

의 시각에서 보면, 미·일 경쟁의 구조  차원에서 선도부문에서의 물질

 경쟁과 강 국 간의 상  지 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 

강 국 간 기술패권 경쟁에 한 국제정치이론의 논의는 선도부

25) 복합지정학을 이론 으로 제시하고 이를 사이버 안보 등 ‘신흥 안보’ 이슈의 사례에 

용한 연구들로는 표 으로 다음이 있다. 김상배. 2018. 『버추얼 창과 그물망 방

패: 사이버 안보의 세계정치와 한국』 ( 주; 한울); 김상배·신범식 편. 2017. 『한반

도 신흥안보의 세계정치: 복합지정학의 시각』 (서울: 사회평론). 

26) 김상배, 2018, pp. 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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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세계정치 리더십의 장주기를 탐구하 던 모델스키(George 

Modelski)와 톰슨(William Thompson) 등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

다.27) 장주기 이론에 의하면 선도부문의 기술 신은 특정 지역  국가

에서 집 으로 발생하며, 선도부문을 이끄는 국가는 세계정치경제 질

서와 규범 체계 재편을 주도하면서 궁극 으로 패권국으로 부상한다. 

따라서 기술패권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기존 패권국과 부상하는 도 국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개된다. 

역사 으로도 선도부문에서 나타나는 기술경쟁은 패권의 향배를 

결정하 고, 이는 궁극 으로 국제정치의 구조  변동을 야기하 다. 

컨 , 19세기 후반 국은 산업 명을 바탕으로 소비재  경장비 기계 

산업을 선도하며 패권을 행사하 지만 20세기 ·반을 거치면서 당시의 

후발산업국이었던 미국이 기, 철강, 자, 석유, 자동차 등 선도부문을 

이끌고, 자국 심의 정치경제질서와 규범과 정당성의 체계를 설계하면

서 패권이 교체된 바 있었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20세기 후반의 미·일 경쟁도 외가 

아닌데, 반도체산업, 컴퓨터 산업, 인공 성 산업 등 당 의 최첨단 기

술 산업을 둘러싸고 선발국 미국과 후발국 일본 사이에서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이 나타났다. 요컨 , 선도부문에서의 ‘물질  능력’의 확보 경

쟁은 강 국 간의 ‘상  지  변화’를 유발함으로써 로벌 패권의 향

배에 지 한 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술패권 경쟁과 상  지 의 변화는 경쟁에 임하는 

패권국을 변화시키는 구조  유인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여기서 두 가

지 측면에서의 구조  압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사실은 선도부문을 이루는 첨단기술들이 민간부문에서 상업 으로 활용

될 뿐 아니라 동시에 군사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는 ‘민군겸용기술

(dual-use technology)이라는 이다. 따라서 부상국의 기술 수  향상

은 패권국의 주요 행 자에게 경제  향뿐 아니라 군사 안보의 측면

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사실은 구조  차원의 물질  변화는 미래에 

한 불확실성을 유발한다는 이다. 앞의 논의와 연  지어 살펴보면 

27) Modelski and Thompson, 1996, pp. 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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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국의 민군겸용기술의 성장이라는 구조  요소가 부과하는 경제와 

안보에 한 이 인 압력은 미래에 한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패권국

의 행 자들이 미래의 경제  이익에 한 기 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국가안보에 한 망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불확실한 문제

의 상황을 규정하고 이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이념  동학도 나

타나게 된다. 이하에서는 ‘상  지 의 변화’가 경쟁에 임하는 패권국 

내부에 어떤 향을 미치는 살펴보고, 이에 한 응으로서 패권국 국

가이익이 구성되고 부상하는 경로를 세부 으로 논한다.

2) 패권국의 이념  변화

콕스의 표 을 빌리자면, 세계질서에의 ‘물질’ 인 차원의 변화

는 사회질서를 이루는 행 자들의 간주  의미의 변화를 수반하며, 

이러한 ‘이념’  차원의 변화는 궁극 으로 제도화되어 국가형태의 변화

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주  공간의 구성에 주목하는 비 지정학의 

시각과 통한다. 비 지정학의 시각에서 지정학  실은 주어진 그 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재 되고 해석되는 상이다. 즉 지정학  상

은 담론  실천을 통해서 실을 재편하려는 권력 투사의 과정이다.28) 

이러한 비 지정학의 에서 보면, 기술패권 경쟁이 수반하는 강 국 

간 상  지 의 변화와 불확실성이 유발하는 패권국 내에서 이념  

차원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

그 다면 국제  차원의 물질  변화는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이념  변화를 유발하는가? 이를 세부 으로 논하기 해서는 이념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나 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29)  첫째, 이념은 이해

계를 정의하고 세상의 문제를 규정하는 ‘ 임’의 역할을 한다. 국제

인 차원의 물질  변화는 행 자들이 이 과는 다른 환경에 놓이게 

28) 김상배, 2018, pp. 75-78; Ó Tuathail, Gearoid and John Agnew. 1992. “Geopolitics 

and Discourse: Practical Geopolitical Reasoning in American Foreign Policy.” 

Political Geography  11(2), pp. 190-204.

29) 이하에서 논의하는 이념의 역할과 개념  층 는 반 으로 다음의 연구의 이론  

논의를 발 시킨 것이다. Blyth, Mark. 2001. “The Transformation of the Swedish 

Model: Economic Ideas, Distributional Conflict, and Institutional Change.” World 

Politics 54(1), p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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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듦으로써 불확실성을 래한다. 불확실성이 강한 상황에서는 문제의 

상황을 규정하고, 그 문제의 원인과 향을 규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 임’을 짜는 이념의 역할이 요해진다. 컨  특정 이념은 경제는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나아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이 바

람직한지 규범  단을 가능  한다. 이념이 ‘청사진’의 역할을 담당함

으로써 행 자들은 불확실성을 이고 한 응을 강구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존의 지배  담론 내지는 공유된 이념이 새롭게 부과되는 

불확실한 상황을 제 로 규명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이념이 그 자리를 

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30)

특히 도 국의 부상에 해 패권국의 주요 행 자들이 문제의 

성격을 안보의 문제로서 임을 짜는 안보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펜하겐 학 를 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안보화(securitization) 

이론’은 두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안보 담론의 주  속성이다. 안보 

은 객 으로 실재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주 으로 구성되는 

일 수 있다. 따라서 안보란 존하는 이 무엇인가에 한 사회  

합의를 간주 으로 구성하는 정치  담론이다. 둘째, 안보 이슈의 확

이다. 특정 상이 통 인 군사 안보 이슈 역의 문제가 아니더라

도 행 자들이 이를 한 으로 인식하고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

는 담론을 형성함으로써 안보문제로 부상할 수 있다.31) 

한 안보 담론은 ‘ 재’ 실재하는 물질 인 요소와 이익을 기반

으로 출 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미래’의 실  조건들을 새로이 규정

하고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기도 하며, 이러한 목 에 따라 ‘ 재’

의 이 과장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담론은 물질  요소에 한 행

자의 비물질 ·이념  반 임과 동시에 이 게 구성된 행 자들의 이

념은 기존과는 다른 방향으로 실재  실의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32) 

이런 시각에서 보면, 도 국의 부상이 패권국 내에서 안보의 문

30) Blyth, Mark. 2001, pp. 3-4.

31) Buzan, Barry, Ole Wæver and Jaap de Wilde. 1998. Security: A New Framework 

For Analysis. (Boulder: Lynne Rienner), pp. 21-47.

32) 김상배. 2015. “사이버 안보의 미 계: 안보화 이론의 시각.” 『한국정치학회보』 

49(1), pp. 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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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부상하는 것은 반드시 군사  차원의 실재하는 본질 (primordial) 

을 반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패권국이 직면하는 안보 은 

도 국과의 상  격차가 어들어 ‘ 재’ 리고 있는 우 가 ‘미래’에

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한 상황이 만들어내는 구성

(constitutional) 일 수 있다.33) 특히 이 과정에서 기술의 속성이나 

경제  측면에서의 산업 경쟁력 등 기존에는 안보 역에 속하지 않던 

쟁 들이 군사  문제들과 연계될 때, 특정 쟁 이 안보의 문제로 창발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34)

둘째, 불확실한 상황에 한 ‘ 임 짜기’가 이 지고 나면, 이

를 기반으로 행 자의 목 과 이익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문제의 상황

을 해소하는 ‘해결책’으로서의 이념의 역할이 요하게 작용한다. 새로

운 물질  변화와 이것이 래하는 불확실성을 기존의 지배  이념이 

제 로 설명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는 안 담론이 등

장하게 된다. 새로운 정책 이념은 기존의 지배  이념과는 달리 문제를 

규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다른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듯 안 담론은 

기존의 정책 이념에 항하는 ‘무기’로서 기능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

념들의 경합이 나타나게 된다.35)

궁극 으로 이러한 이념 간 경합의 결과에 따라 특정 정책에 

한 정책 결정자들의 합의가 도출되며, 공유된 이념들이 법과 규범으로

서 제도화될 경우 다시 행 자들의 이익을 규정하고 제약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이념경합의 과정을 거쳐 정책  합의가 도출될 

때, 특정 이념이 가지는 정당성의 문제가 요하게 부상한다. 즉 새로운 

안 담론이 기존의 지배 인 담론에 비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33) 여기서 언 하는 의 층 는 다 샤의 민족주의 연구에서 원용한 것이다. 다 샤

에 따르면, ‘본질 인 (primordial threat)’은 상상된 것이 아닌 ‘실재하는’ 을, 

‘구성  (constitutional threat)’은 고정되거나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닌 ‘형성되는’ 

을 지칭한다. Dawisha, Adeed. 2002. "Nation and Nationalism: Historical 

Antecedents to Contemporary Debates."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4(1), pp. 

3-22.  

34) ‘신흥안보’의 시각에서는 이를 특정 이슈가 ‘이슈연계의 임계 ’과 ‘지정학  임계 ’

을 넘어서 안보의 문제로 창발하는 과정으로 표 한다. 김상배. 2017. “신흥안보의 복

합지정학과 한반도: 이론  논의.” 김상배·신범식 편. 2017. 『한반도 신흥안보의 세계

정치: 복합지정학의 시각』. (서울: 사회평론), pp. 32-36. 

35) Blyth, Mark. 2001,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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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과 동시에 그것이 옳은 방식이라는 공감 가 형성될 때 새로운 

이념은 더욱 많은 지지자들을 확보하여 최종 으로 구체 인 정책  

제도에 반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비 지정학  시각에서 볼 때, 선도부문에서 

일본의 부상에 해서 미국의 주요 문가  정책 결정자들은 일본 문

제를 다음과 같은 이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 다. 우선 기존에 미

국을 지배하고 있던 자유주의 이념의 향을 강하게 받은 소  ‘ 통주

의자(traditionalist)’들은 일본과의 문제를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상으로 인식하 다. 따라서 통주의자들은 자

유주의 이념에 따라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반 하 으며, 국가

의 무분별한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일본과의 계가 악화되거나 시장의 

왜곡 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반면 새롭게 등장한 소  ‘수정주의자(revisionist)’들은 일본과의 

문제를 두 가지 차원에서 이  하 다. 첫째, 경제 인 측면에서 일

본의 부상이 미국의 경제  번 에 한 을 가한다고 인식하

다. 특히 수정주의자들은 일본의 성장이 기본 으로 국가가 산업 미국

과는 근본 으로 다른 자본주의 모델에 기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을 

통한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고 보았다. 이들은 국가가 산업화 발 을 주

도하는 일본식 자본주의 모델이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 으며, 

이 게 불공정한 게임에서 미국이 다른 제조업 부문을 넘어 첨단기술 

산업에서도 일본에게 우 를 내주게 되면 미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에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수정주의자들은 첨단기술 산업에서 일본의 부상이 경제의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에도 이 된다고 주장하 다. 이들은 일본이 

선도부문을 장악하게 되면 미국은 미래의 주요한 최첨단 기술을 일본에 

의존하게 된다고 보았다. 당시의 첨단기술은 상업  부문의 성장에도 

활용되기도 했지만 주요 무기체계에 활용되는 등 군사  목 으로도 사

용되는 민군겸용기술이었기 때문에 기술 의존성이 심화 되면 무기 부품 

조달 등 군사 작  수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수정주

의자들은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미국의 미래는 더욱 받을 수 있

다고 주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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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할 은 수정주의자들이 지 하는 경제  군사  

은 실재 으로 ‘실 된’ 이 아닌 미래에 ‘실 될 수도 있는’ 가능

성에 기 하고 있었다는 이다. 물론 수정주의 담론은 어느 정도는 실

재 인 물질  변화에 기 하고 있었다. 이들이 주장하듯이 첨단기술 

산업에서 일본과 미국의 상  격차는 어들고 있었고, 일본이 미국

에 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건들도 몇몇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자산업을 제외하고 미국은 반 으로 일본에 해서 기

술  우 를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일본은 미국이 설계했던 안보 질

서에 편입되어 군사 으로 미국에 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요했던 

것은 인 물  조건의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상  지 의 변화

가 야기하는 미래에 한 불확실성과 이에 한 행 자들의 주  해

석이었다. 이런 들을 고려할 때, 이 시기 등장했던 수정주의  주장들

은 담론  실천을 통해 미국이 리고 있던 기술패권을 미래에도 지속

시키려는 목 을 가지고 실을 재편하려는 안보화 정치의 형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일본 문제를 경제·안보 차원의 으로 이  한 이상 수정

주의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한 설득력 있는 방안들을 내놓아야 했다. 

이에 따라 수정주의자들은 국가가 부분 으로 첨단기술 산업 시장에 개

입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우선 수정주의자들은 일본

과의 통상에 있어 국가가 개입하여 시장을 리해야 한다는 소  ‘ 리 

무역론’을 제시하 다. 즉 일본에 한 무역제재 혹은 제재를 동원한 

박을 통해 일본의 불공정한 행을 제거하여 ‘공평한 게임의 장

(level-playing field)’을 만들고 일본의 시장을 개방하여 미국의 기업들

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발상이었다. 둘째 수정주의자들은 경제 ·군

사 으로 필수 인 략  산업에 한하여 국가가 부분 으로 민간부문에 

개입하여 산업을 지원·육성해야 된다는 소  ‘ 략  산업(무역)정책론’

을 제시하 다. 즉 략  산업에 해서는 자유무역의 원리에 따라 시

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내  육성을 통해 비교우 를 창출해

야 한다는 발상이었다. 궁극 으로 이러한 새로운 정책 이념들은 미국의 

실재 인 정책  제도 변화를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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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 선호  패권국의 정책·제도  변화

고 지정학은 지리 으로 구획된 장소와 공간 속에서의 물질  

자원의 분포라는 토  발상을 상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원 권력을 

극 화하기 한 토 국가 간의 경쟁의 차원에서 국제정치를 이해한

다. 이와 달리 비(非)지정학  은 토  경계를 넘어선 자원과 행

자들의 국  흐름을 탐구한다. 즉 비지정학  시각은 지구화 추세 

속에서 지리  공간을 넘어서 구축되는 물질  자원  상호 교류의 흐

름의 증 와 이것이 만들어내는 상호의존  질서에 주목한다. 행 자 

차원에서 비지정학은 토  기반으로 권력정치를 펼치는 단일한 국가 

행 자를 넘어서 국  기업과 같은 민간 행 자들 간의 경쟁과 력

과에 주목하는 동시에 사회의 민간 행 자들이 국가와 상호작용하여 만

들어내는 역동성에 주목한다. 권력의 작동 방식의 차원에서 비지정학은 

향력의 증 를 추구하는 국가들 사이의 략  경쟁뿐 아니라 자본의 

증식과 생산 활동을 통해 부의 극 화를 추구하는 민간 행 자들의 이

익추구 략에 을 맞춘다.36) 

비지정학의 시각에서 보면 일차 으로 경제  이익을 둘러싸고 

첨단기술 산업 시장에서 비국가 행 자들의 벌이는 경쟁에 주목하게 된

다. 시장 환경의 변화와 같은 구조  변화들은 사회 내의 경제  이해

계를 변화시킨다. 특히 선도부문에서 도 국의 기업들이 추격할 경우, 

세계시장에서의 이윤의 확보가 주된 심인 패권국의 국  기업들은 

유리한 경쟁 환경을 창출하기 해 국가의 행동을 요구하는 략을 펼

치게 된다. 이들의 선호를 결집하고 표출하는 이익집단들은 국가에 조

직 인 로비를 펼치게 된다. 즉 경제  이익의 극 화를 추구하는 비국

가 행 자들의 정치  활동이 정책 수요의 측면으로 작용한다. 

둘째, 비지정학의 은 국가와 사회가 상호작용하여 국가의 

정책 ·제도  변화로 귀결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단 를 제공해 다. 일

차 으로 사회의 이익을 표하는 국가 정책 결정자들은 사회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그러나 정책 수요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것이 

자동 으로 국가의 정책·제도  변화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 차

36) 김상배, 2018, pp. 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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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경제 ·군사  이익을 고려하는 료, 정치인 등의 주요 정책 결정

자들의 략  고려, 즉 정책의 공  측면도 요하게 작용한다. 이 과

정에서 앞에서 살펴본 정책 이념의 측면이 요하게 작용한다. 즉 의회

와 행정부 사이의 계, 그리고 행정부 내부의 료정치 차원에서 바람

직한 정책을 둘러싼 이념경합이 나타나며, 궁극 으로 특정 해법이 정당

성을 인정받아 많은 지지를 얻게 될 때 구체 인 정책으로 나타나게 된다.

결과 으로 선도부문 경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상  지 의 변

화는 패권국의 내외  경제정책의 기조를 략 으로 활용하게 만드

는 변화를 야기한다. 도 국의 추격을 경계하여 패권국은 외 으로 

통상제재 혹은 제재를 동원한 박을 통하여 도 국의 경제  침투를 

견제하는 동시에 도 국의 시장을 개방하여 자국 기업들의 이익을 극

화하고자 한다. 내 으로는 패권국은 시장에 일정 부분 개입하여 자

국 첨단기술 산업의 략  육성을 한 정책들을 펼치게 된다.

요컨 , 콕스의 표 을 빌리자면, 비지정학의 시각은 ‘물질  이

익’과 ‘이념’  요소들이 맞물려 궁극 으로 ‘국가형태’와 ‘제도’가 변화하

는 과정을 포착하기에 유용하다. 이러한 ‘국가형태’와 ‘제도’ 변환을 통해 

패권국은 도 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상 으로 침체된 자국의 패권을 

다시 북돋을 수 있는 원동력을 얻고자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비지정학  시각에서 볼 때, 선도부문에서의 

일본의 부상에 해 미국은 통상제재의 압력을 동원하여 시장개방을 압

박하는 동시에 자국의 첨단기술 산업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응하 다. 

를 들어, 미국은 반도체 분야에서의 보복 을 통해 일본의 시장개

방을 유도하 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기조는 1988년 종합무역법의 수퍼 

301조의 형태로 제도화되었으며, 이를 무기로 미국은 슈퍼컴퓨터와 인

공 성 등의 첨단기술 산업에 해서도 일본에 시장개방을 강요하 다. 

동시에 미국은 반도체산업, 평 디스 이 등 략  산업을 지원하여 

육성하는 행보를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제도  변화 이면에는 자신의 경제  이익

을 극 화하고자 하는 기업  이익집단들의 역할이 요하게 작용하

다. 반도체 제조업자  자산업의 주요 이익집단들은 조직화 된 로비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표출하 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일본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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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응하여 통상제재를 무기로 일본 시장의 개방에 한 요구를 강

압 이고 일방주의 으로 표출하는 동시에 자국 첨단기술 산업을 육성

하기 한 정책들을 펼치게 되었으며. 이는 미국과 일본 사이의 통상마

찰로 귀결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은 미국이 이러한 정책을 펼친 

이면에는 안보 을 쟁 화시킴으로써 일본을 견제하겠다는 수정주의

 정책 결정자들과 이익집단들의 인식이 짙게 깔려 있었다는 이다.

4) 이론  논의 종합

본 연구의 핵심주장은 1980-1990년  선도부문에서 일본과의 경

쟁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의 변화와 응 양상은 고 지정학 차원의 기

술패권 경쟁과 상  지 의 변화, 비 지정학 차원의 이념  변화, 그

리고 비지정학 차원의 경제  이익의 변화와 패권국의 정책 ·제도  

변화라는 세 가지 요소가 상호 복합 으로 연계되는 과정을 반 한다는 

것이다. 일차 으로 요했던 것은 고 지정학  요소 다. 즉 기술패권 

경쟁이 유발하는 상  지 의 변화는 미래에 한 불확실성을 야기하

여 패권국의 국내  변화를 추동하는 구조  유인으로 작동하 다.

둘째, 이러한 구조  변화와 이것이 수반하는 불확실성은 새로

운 이념과 담론의 등장과 실에의 투사라는 비 지정학  차원의 변화

를 유발하 다. 패권국 내부에는 상 방의 경제모델 자체를 문제라고 

임을 짜고 이를 비 하는 새로운 이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술 의존성의 문제를 국가안보의 문제로 임을 짜는 안보화 

담론정치가 등장하 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기존

과는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이때 

등장했던 담론들은 실재  물질  조건에 한 비물질 ·이념  반 이

었지만, 동시에 기존과는 다른 방향으로 실의 변화를 추동하는 원동

력으로 작용하 다.

셋째, 고 지정학  기술패권 경쟁은 민간 행 자들의 경제  이

익의 변화와 이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패권국의 정책 기조의 

변화라는 비지정학  차원의 변화를 유발하 다. 구체 으로 세계시장에

서 불리한 치에 놓이게 되는 패권국의 국  기업 등 사회의 비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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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자들이 변화된 경제  치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 화하기 해 국

가의 행동을 요구하는 이익 표출의 정치과정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 

패권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함과 더불어 국가 차원의 

경제·안보이익을 극 화하기 해 통상정책과 기술 산업정책을 략 으

로 활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지정학  변화는 기존의 지배  자유주의 

이념을 옹호하는 통주의자들과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수정주의자

들 사이의 경쟁이라는 비 지정학  담론정치에 의해 추동되었다.

4. 연구 방법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복합지정학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1980-1990년  미국

과 일본의 기술패권경쟁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의 변화와 응을 분석하

는 사례연구를 실시한다. 연구의 시기는 미국과 일본의 통상마찰이 단

순 제조업을 넘어 첨단기술 산업에서도 불거지기 시작한 1980년 에서 

미국의 첨단기술 산업 육성이 집 으로 이 졌던 1990년  반까지

로 설정하 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미국과 일본의 통상마찰은 1980년  이 까지는 주로 섬유, 철

강, 자동차 등 통 인 제조업 부문에서 나타나기 시작하 다. 이 시기 

제조업 부문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일 무역 자에 한 미국의 응 

방법은 주로 일본이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을 자제하도록 만드는 자율수

출규제(VER: Voluntary Export Restraint) 혹은 시장질서유지 정

(OMA: Orderly Marketing Agreement)의 형태를 띠었다. 그러나 1980

년  들어서는 미국의 첨단기술 산업까지 일본의 도 을 받게 되면서 

통상갈등이 반도체, 슈퍼컴퓨터, 자산업, 통신장비, 인공 성 등의 첨

단기술 산업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미국의 응 방식도 구체 인 일본 

시장의 개방  일본의 불공정 행의 시정을 요구하는 공격 인 방식

으로 변화하 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통상제재가 뒤따랐다. 동시에 미국

의 일부 첨단기술 산업에 한 략  육성도 함께 나타나게 되었다.

이 연구의 분석 상이 되는 1980년 에서 1990년  반까지의 

미일 갈등은 상 산업  미국의 응 방식에 따라 크게 세 시기로 구

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980년에서 1984년까지의 기간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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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는 첨단기술 산업에 한 기감이 미국 내 범 하게 확산되기 

시작했으나, 미국의 일본에 한 강경 응이 구체 인 정책의 형태로 

본격 으로 나타나지는 않은 시기 다.

두 번째 시기는 1985년에서 1990년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에

는 일본의 부상에 한 미국의 응이 구체 인 정책의 형태로 나타나 

양국의 통상마찰이 본격화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있었던 구체 인 사

건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1985년에 자통신, 의약품, 자산업, 임산

물 등의 분야에서 일본 시장의 개방을 추진할 목 으로 미일 

MOSS(Market Oriented Sector-Specific Talks) 상이 개시되었다. 

1986년에는 미국 반도체 산업의 일본 진출을 보장하며 일본의 덤핑 행

를 방지하는 목 의 반도체 합의가 체결되었으며, 그 이듬해인 1987

년에는 미국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SEMATECH37)가 나타

났다. 한편 1988년에는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의 입법이라는 한 제도  변화가 미

국에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여기서 수퍼 301조는 슈퍼컴퓨터  인공

성 등 일본 첨단기술 산업을 특정하는데 활용되었다. 한편 1989-90년에 

걸쳐서 미일 구조 의(SII: Structural Impediments Initiative)가 진행되었

고, 1991년에는 2차 반도체 합의가 체결되었다.

세 번째 시기는 1991년에서 1996년까지의 기간이다. 이 시기에 

미국에는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 평  디스 이 이니셔티

(NFPDI: National Flat Panel Display)’, ‘고도 정보 처리·통신 기술 

개발 계획(HPCC: High Performance Computing and Communication 

Initiative)등 등 주로 내  차원의 첨단기술 산업의 기술개발  육성

을 추구하는 정책이 극 으로 입안되고 추진되었다. 한편, 일본과의 

무역 계는 1993-1996년의 ‘미일 포 경제합의(U.S.-Japan Framework 

Talks)'를 기 으로 갈등이 완화되는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지 까지 

살펴본 미일 경제 갈등의 주요 사건들은 표 <1-1>에 정리되어 있다.

37) SEMATECH는 semiconductor manufacturing technology의 앞 자들을 따서 만든 

용어로서, 미국 반도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 으로 반도체의 제조 공정  

기술을 개발을 해 정부와 주요 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지칭한다.



- 29 -

연도 주요 사건 비고

1957 섬유 산업 상 VER

1966 철강 산업 상 VER

1972-1974
섬유산업 상 

철강산업 상
VER

1977 컬러 TV 산업 상 OMA

1981 자동차 산업 상 VER

1984 철강 산업 상 VER

1985-1986 MOSS 상

자통신, 자, 의약품, 임산물 

사업 부문에서 일본 불공정 행 

제거  시장개방 요구 

1985 Plaza 합의
일본, 독일의 통화에 한 미국 

달러의 통화 하

1986 1차 반도체 상 일본 시장 개방 요구

1987-1996 SEMATECH

 미국 반도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

화 목 으로 반도체의 제조 공정  

기술을 개발을 한 민  력체

1987-1993 기계 장비 산업 상 VER

1988 종합무역법 입법 수퍼 301조 조항

1989 수퍼 301조 일본 특정
슈퍼 컴퓨터, 인공 성 산업 

등에서 일본의 불공정 행 특정.

1989-1990  SII 상 경제의 구조  문제 의  조정

1991 2차 반도체 상 일본 시장 개방 요구

1993-1996 미일 포 경제 상 경제의 구조  문제 의  조정

1992 HPCC 고성능 컴퓨터에 한 연구개발 지원

1994-1998 NFPDI 평  디스 이 기술 연구개발 지원

<표 1-1> 미국과 일본 사이의 통상마찰과 주요 사건

출처: Fong, Glenn. 2000,  p. 153.; Lee, Yaechan. 2018, pp. 221-222를 참조하

여 필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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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에서 제시한 핵심주장들을 경험 으로 분석하기 하여 

본 연구는 련 문헌자료들을 폭넓게 활용한다. 구체 으로 미국 정부

에서 발간한 문서  보고서, 미국 의회의 청문회 자료  보고서, 언론 

보도자료, 주요 기업  이익집단에서 발간하는 보고서  입장문, 그리

고 당 의 주요 정책 결정자들의 작 등의 1차 문헌  련 사례를 

다룬 2차 학술 자료들도 함께 살펴본다.

 우선 비 지정학  차원에서 일본 문제에 한 미국의 주요 

문가  정책 결정자들의 이념과 담론을 살펴보기 해서 당시의 주요 

학술 서 과 미국 정부에서 발간한 기술 보고서들을 검토한다. 먼  경

제 인 측면에서 미국인들이 일본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규정했는지 

분석하기 해 수정주의자(revisionist)로 불렸던 문가 집단의 문헌들

을 분석한다. 특히 ’4인방(Gang of Four)'로 불리는 정치경제학자 찰머

스 존슨(Chalmers Johnson), 이건 행정부 무역 료 클라이드 스

토비츠(Clyde Prestowitz), 명한 기자 던 제임스 팔로우스(James 

Fallows) 등의 을 심으로 수정주의자들의 주장을 살펴본다. 한편 기

술 의존성의 문제를 안보화하는 과정을 분석하기 해 미 국방부(DoD: 

Department of Defense)와 그 산하에 있는 국방과학 원회(DSB: 

Defense Science Board), 고등국방연구기획국(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등 군 련 기 과 의회에서 발

간한 정부 문서들을 분석한다. 이러한 문헌을 심으로 주요 행 자들

이 일본 문제를 어떻게 인식  규정하고, 미국의 장래를 어떻게 망

했으며, 이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체계 으로 살펴본다.

한편 비지정학  차원에서 사회의 민간 행 자들의 경제  이익

과 이들의 정책요구는 주요 기업과 이익집단들이 발행하는 보고서를 

심으로 고찰한다. 이 문서들은 민간 행 자들이 자신들의 핵심 이익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를 실 하기 해서 정부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명시 으로 알 수 있는 장 이 있다. 한편 의회 청문회 자료도 극

으로 활용하 다. 의회 청문회 자료는 근이 용이하다는 에서 일차

인 장 이 있으며, 청문회의 증언은 사회 수 의 선호나 정책 결정에 

계된 행 자들의 인식을 직 으로 보여주는 자료라는 에서 요

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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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일본의 부상에 한 미국의 제도·정책  응을 분

석하기 해서 구체 으로 미국이 시장에 개입했던 핵심 인 사건들을 

분석한다. 당 의 첨단기술 산업이자  민군겸용기술을 활용하는 표

 사례인 반도체 산업에서 일본과의 통상마찰  내  육성 정책의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를 으로 분석한다. 한 수퍼 301조로 슈

퍼컴퓨터 산업  인공 성을 특정한 사건, 그리고 HDTV  평 디스

이(flat-panel display) 산업에 한 미국의 지원 등의 사례들도 함

께 분석한다. 이러한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을 추 하기 해서 2차 학

술 문헌에서 발췌한 내부자 인터뷰 자료, 당시 정책 결정 과정에 몸담

고 있었던 주요 인물들의 작과 이들이 의회 청문회에서 했던 증언, 

그리고 민간에 공개된 정부 발간 문서들을 극 으로 활용한다. 이 과

정에서 특히 비 해제된 행정부의 문서들을 분석하여 주요 정책 결정자

들의 인식을 살펴본다.

본 연구의 체 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Ⅱ장은 고 지정학

 에서 구조  차원의 기술패권 경쟁과 이로 인해 패권국 미국의 

상  지 가 변화하는 과정을 다룬다. 구체 으로 제2차 세계  종

 이후 냉 의 맥락에서 미국이 선도부문에서의 압도  우 를 바탕으

로 명실상부한 패권국의 지 에 오르게 되었음을 논한다. 그리고 다양

한 지표를 통해 미국과 일본의 상  지 가 변해가는 과정을 살펴보

며, 이것이 미래에 한 불확실성을 유발하여 미국 내부의 논쟁을 발

하는 구조  유인으로 작동했음을 주장한다.

제 Ⅲ장은 비 지정학  에서 미국의 이념  변화를 다룬

다. 즉 선도부문에서 일본의 부상을 미국의 주요 문가  정책 결정

자들이 어떻게 규정하고, 어떠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는지 살펴본다. 

구체 으로 일본의 부상을 경제  으로 규정하고, 일본식 발 모델

과 경제 행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는 수정주의자들의 인식을 세부 으

로 논의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정부 기 들이 자국 첨단기술 

산업의 쇠퇴를 안보의 문제로 인식하는 과정을 고찰한다. 궁극 으로 

이러한 수정주의  담론들이 일본 문제를 해결하기 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제 Ⅳ장은 비지정학  에서 일본의 부상에 한 미국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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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제도  응 과정을 외  측면과 내  측면으로 나 어 추 한

다. 구체 으로 미국의 외경제정책의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미·일 통상 마찰이 1986년 반도체 합의로 귀결된 과정, 그리고 미국이 

1989년 일본을 수퍼 301조의 우선 상 상국으로 지정하고 슈퍼컴퓨터 

산업과 인공 성 산업과 같은 첨단기술 산업을 일본의 불공정 행으로 

특정하는 정책 결정 과정을 살펴본다. 한 내경제정책의 차원에서 미

국이 1987년 SEMATECH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추진했던 과정

과 일본의 표 을 견제하여 독자 인 HDTV 표 을 설정한 과정, 그리

고 1994년 ‘국가 평  디스 이 이니셔티 (National Flat Panel 

Initiative)’를 통해 평 디스 이 산업을 지원한 과정을 논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회의 민간 경제 주체들의 이익 표출. 주요 

정책 결정자들의 략  고려,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이 요하게 작동

하 음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 Ⅴ장은 본 연구의 결론을 다룬다. 여기서는 앞에

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동시에 본 사례를 분석하는데 

복합지정학의 분석틀이 가지는 이론  유용성을 강조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복합지정학의 분석틀이 오늘날 국제정치학의 최  

화두라고 할 수 있는 미· 간의 기술패권 경쟁과 이에 한 미국 트럼

 행정부의 응을 바라보는 단 를 제공할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본 

연구의 일반 ·실천  함의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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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패권 경쟁과 상  지 의 변화

이번 장은 고 지정학  에서 구조  차원의 기술패권 경쟁과 

이로 인해 패권국 미국의 상  지 가 변화하는 과정을 다룬다. 제2차 

세계  종  이후 냉 의 맥락에서 미국이 선도부문에서의 압도  우

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패권국의 지 에 오르게 되었다. 냉 과 소련과

의 경쟁이라는 구조  배경에서 미국은 다른 동맹국들에게 우호 인 경제 

환경을 제공하 고, 이러한 구조  공간 속에서 일본은 국가가 심이 되

는 추격 략을 펼쳐 첨단기술 산업을 포함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선도부문에서의 미국의 우 는 70년 부터 일본의 추격을 받기 

시작하여 80년 에 이르면 미국과 일본의 상  격차가 상당히 어들

게 되었다. 그러나 상  지 가 변했다고 해서 미국의 우 가 완 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미국은 이 만큼은 아니더라도 여 히 선도부문

에서 우 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물질  조건의 변

화 그 자체가 미국에게 객  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상  지 의 변화와 이것이 유발하는 미래에 한 불확실성이 미국의 

국내  변화를 추동하는 구조  유인으로 작용하 다. 

1.  미국의 기술패권과 일본의 추격

1) 미국의 기술패권

2차 세계  종  이후 미국은 군사와 경제 모든 면에서 명실

상부한 패권국으로 등장하 다. 두 차례의 세계 을 거치면서 다른 국

가들은 산업 기반이 모두 괴되거나, 산업화 자체를 시작하지 못해 

발 의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상 으로 쟁의 

피해를 게 받았기 때문에 강력한 군사력, 규모 시장, 거 한 생산능

력, 융시설, 강력한 통화 등을 바탕으로 패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1945년 미국은 세계 산업 생산량의 반 가까이 생산하 고, 후 세계 

무역의 약 1/3은 미국이 차지하고 있었다.38)

특히 미국 패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첨단기술 산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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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다른 국가들을 월등히 압도하고 있었다.39) 1950년-1960년 에 이

르는 기간 동안 미국은 당 의 선도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우주산

업, 컴퓨터 산업, 반도체  자산업을 지배하고 있었다. 당시 미국은 

문 교육을 받은 과학자들과 공학자 등 풍부한 인 자원, 학을 심

으로 하는 연구기반, 민간 기업들의 우수한 신역량, 그리고 국방부 등 

군 련 정부기 들의 R&D 지원과 수요 창출 등을 바탕으로 세계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끌고 있었다.40) 를 들어, 1955년 세계 체의 제조업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 은 약 26%를 기록하 는데, 기술집약  

상품의 경우에는 세계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 이 약 36%에 달하

다. 이는 일본의 약 2% 서독의 약 18% 그리고 랑스의 약 6%에 비

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 다.41) 

미국이 리고 있던 기술  우 는 다른 자료들에서도 구체 으

로 드러나고 있다. 를 들어, 다음 에 있는 <표 2-2>을 보면, 1962년 

미국의 첨단기술 산업의 수출 비 수입의 비 은 약 22%로, 미국은 

부분의 첨단기술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었다. 같은 기간 일본의 수치가 

약 89%를 기록하 음을 감안하면 미국 선도부문에서 리고 있던 우

를 짐작할 수 있다. 한 첨단기술 산업에서 미국 기업들은 세계시장 

매량의 무려 79%를 하고 있었다(<표 2-3>). 첨단기술 산업에서의 비

교우  수 을 지표화한 한 자료에 의해서도 미국이 리고 있던 기술  

우 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6>를 보면 1970-1973년 기간 동안 미국

의 비교우  수 은 219% 수 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일

본이 기록한 80%,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기록한 99%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38) Gardner, Richard N.. 1980. Sterling-Dollar Diplomacy in Current Perspective: 

The Origins and Prospects of our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 178.

39) 패권국의 부상에 있어 선도부문이 가지는 이론  요성은 다음을 참조. Gilpin, 

Robert. 1987, pp. 65-117.; Modelski, George and Thompson, W. R. 1996, pp. 51-62. 

선도부문이 미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 과 요성에 해서는 다음을 참조. U.S. 

Department of Commerc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1983. An 

Assessment of U.S. Competitiveness in High Technology Industries. (Washington 

D.C.: Department of Commerce), pp. 3-5. 

40) Nelson, Richard R. 1990. “U.S. technological leadership: Where did it come from 

and where did it go?” Research Policy 19, p. 123.

41) U.S. Department of Commerc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1983,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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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미국이 추진한 안보·경제 정책들은 이러한 미국의 우월한 

구조  치를 바탕으로 이 질 수 있었다. 그리고 미국 패권이 수립한 

우호 인 정치경제 질서 안에서 일본과 같은 국가들이 성장할 수 있었

다. 2차 세계  이후 소련과의 냉 이 본격화되자 미국은 자유주의 세

계경제를 추진하기 한 정치 이며 략 인 동기를 가지게 된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 공산권과의 체제 경쟁에서 우 를 하고 소련의 군사

 에 응하기 해서는 자유주의 진  내에서의 군사 ·경제  

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미국은 자유주의 진 을 구

성하는 서유럽  일본 등과 동맹을 맺고, 이를 기반으로 자본주의 경제

를 재건하고자 노력하 다. 한 미국은 안보의 부담을 짊어지는 동시에 

자유 진 의 국가들에게 경제  원조를 제공하 다. 그리고 미국은 

GATT 등의 제도를 통해 자유주의 진  내에서 자유무역을 진하고자 

노력하 고,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의 산업화 발 을 지원하 다. 요컨 , 

미국의 패권과 냉 의 요소가 만드는 우호 인 경제 환경 안에서 일본은 

경제성장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42) 

마찬가지로 미국은 소련의 에 효과 으로 응하기 해 방

 산업에 해서도 동맹국과의 기술 력  자유로운 무역을 극 으

로 추진하 다. 무기의 기술 표 을 공유하게 되면 동맹국들이 자체 으

로 무기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을 감할 수 있고, 나아가 이들과의 함

께 합동 군사 작 을 펼치기가 더 수월했기 때문이다.43) 따라서 GATT

의 규정에 국가안보의 목 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가 외 으로 허

42) 후 냉 기 미국의 자유주의 질서의 구축 련해서는 다음을 참조. Pollard, Robert 

A.. 1985. Economic Security an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1945-1950.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Ruggie, John Gerard. 1982. "International 

Regimes, Transactions, and Change: Embedded Liberalism in the Postwar 

Economic Ord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36(2), pp. 379-415; 강근형. 2003. 『미

일 계의 정치경제: 미국의 패권과 일본의 도 』. (제주: 제주 학교 출 부), pp. 

83-100. 일본의 발 에 한 미국의 역할  미국 패권의 향에 해서는 다음을 참

조. Beckly, Michael, Yusaku Horiuchi and Jennifer M. Miller. 2018. “America’s 

Role in the Making of Japan’s Economic Miracle.”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8, pp. 1-21.; Calder, Kent E.. 2004. "Securing security through prosperity: the San 

Francisco System in comparative perspective" The Pacific Review.  17(1), pp. 

135-157; 강근형. 2003, pp. 124-157.

43) Feldman, Jan. 1984. “Collaborative Production of Defense Equipment Within 

NATO.”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7(3), pp. 28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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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이러한 규정을 용하는 경우

가 매우 드물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무기와 련된 신기술을 일본

에 이 하는 등 동맹국들과 기술 력을 극 으로 추진하고 있었다.44)  

2) 선도부문에서 일본의 추격

주지하듯이 일본의 성장은 소련과의 경쟁 과정에서 미국이 자유

주의 진  동맹국들에게 제공한 우호 인 정치경제 환경이 있었기에 가

능하 다. 그러나 동시에 후발 산업국가로서 일본이 극 인 추격 략

을 펼쳤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즉 국제  조건이 허용하는 범  

안에서 일본은 내재 이고 자율 인 산업화 발 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

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첨단기술 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일본의 산업화 발 과정에서 국가와 시장이 담당했던 역할과 차

지했던 비 에 해서는 학계에서도 여 히 논란이 존재한다. 국가의 역

할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일본의 발 과정에서 사회에 한 국가의 상

 자율성, 일본 국가에 배태된(embedded) 발 지향 인 제도  특성, 

그리고 범 한 산업정책 수단 등이 요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반

면 이를 비 하는 학자들은 생산요소의 투입, 기업의 략 등 민간부문

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한다. 그러나 흥미로운 은 어도 첨단기술 산

업과 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주도 인 추격 략을 펼쳤다는 것에 해

서는 체로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이다.

국가의 역할을 부각하는 학자들은 특히 일본 통산성(MITI: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으로 변되는 국가기 이 

일본의 첨단기술산업 발 에 주도 인 역할을 했다는 을 강조한다. 

를 들어, 일본 정부는 컴퓨터, 반도체, 통신 산업발 에서 주도 인 역할

을 담당하 다.45) 한 일본 정부는 일본 경제가 지속 인 성장을 하기 

44) Pages, 1996, p. 52.

45) Anchordoguy, Marie. 1989. Computers, Inc.: Japan's Challenge to IBM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Borrus, Michael, James E. 

Millstein, and John Zysman 1983. "Trade and Development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Japanese Challenge and American Response." In Zysman, John, Laura 

D’Andrea Tyson (eds.). 1983.  American Industry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Government Policies and Corporate Strategies. 142-148. (Ithaca: Corn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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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자산업이 필수 일 것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육성하기 한 

극 인 정책들을 펼치고 있었다.46) 

한편 ‘일본의 발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학자들

도 첨단기술 산업만큼은 외로 취 하여 국가의 주도  역할을 인정한

다. 를 들어 칼더(Calder)는 반 으로 일본이 ’국가 주도형 경제‘보다 

’산업 주도형 경제‘ 모델에 더 가깝다고 주장하면서도, 컴퓨터와 반도체 

같은 첨단기술 산업에 해서는 MITI가 산업을 육성하여 국제  경쟁력

을 갖출 수 있도록 다스릴(reign)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  

투쟁 없이 그러한 략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

다.47) 국가 심 인 설명을 비 하면서 '사회  국가(societal state)', 

혹은 ’네트워크 국가‘라는 개념을 제시하는 오키모토(Okimoto) 한 첨

단기술 산업에 한 일본의 산업정책을 고려했을 때에는 MITI가 가장 

지배 인 행 자(dominant player)라고 주장한다..48) 한 일부 학자들은 

일본의 컴퓨터 하드웨어 산업의 발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

면서도 정부의 지원 정책이 요했다는 을 인정한다.49)

요컨 . 후발주자 던 일본은 첨단기술 산업에서 선발국을 따라

잡기 해 극 인 추격 략을 펼쳤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추격 략

은 컴퓨터, 반도체 등의 첨단기술을 개발하기 해 MITI가 개시했던 다

양한 로젝트들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를 들어, 1962년에는 컴퓨터 

산업의 기술개발을 해 MITI는 2백만 달러 규모의 FONTAC 로젝트

University Press); Johnson, Chalmers. 1989a. “MITI, MPT, and the Telecom 

Wars: How Japan Makes Policy for High Technology.” In Johnson Chalmers, 

Laura D'Andrea Tyson, and John Zysman (eds.). 1989. Politics and Productivity: 

How Japan's Development Strategy Works.  177-240. (New York: HarperBusiness).

46) Yamamura, K. 1986. “Caveat Emptor: The Industrial Policy of Japan.” In 

Krugman, Paul R. (eds.). 1986. Strategic Trade Policy and 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s. 169-209. (Cambridge: MIT Press).

47) Calder, Kent E. 1993. Strategic Capitalism: Private Business and Public Purpose 

in Japanese Industrial Financ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20, p. 247.

48) Okimoto, Daniel I. 1989. Between MITI and the Market: Japanese Industrial 

Policy for High Technology.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p. 

226, pp. 229-238.

49) Levy. Jonah D. and Richard J. Samuels. 1992. Institutions and Innovation: 

Research Collaboration As Technology Strategy in Japan.  The MIT Japan 

Program:Science, Technology, Management. MITJSTP 98-02,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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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시하 다. 1966년에는 그 규모가 확장하여 6천4백50만 달러 규모의 

‘고속 컴퓨터 로젝트(High-Speed Computer Project)'가 실시되었다. 한

편 1976년에는 MITI 주도로 3억6천만 달러 규모의 ’ 고 도집 회로 

로그램(VLSI: Very Large Scale Integrated Circuits Program)‘ 이 개시

되었다.50) MITI가 주도했던 첨단기술 산업 분야에서의 주요 연구개발

로젝트들은 <표 2-1>에 정리되어 있다. 이러한 추격 략을 바탕으로 일

본의 첨단기술 산업은 성장하여 서서히 미국의 우 에 도 하게 되었다.

기간 로젝트 지원 분야
산 

규모

1962-64 FONTAC 로젝트 컴퓨터 57

1966-71
고속 컴퓨터 로젝트
(High-Speed Computer)

컴퓨터 10

1967-72
일본 소 트웨어 회사 로젝트

(Japan Software Company)
소 트웨어 3.0

1971-80
패턴 처리 정보 시스템

(Pattern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소 트웨어 22

1972-76
뉴 시리즈 로젝트

(New Series)
컴퓨터 57

1975-80
고 도집 회로(VLSI) 로젝트
(Very Large Scale Integration)

반도체 29

1976-81
소 트웨어 생산 기술 개발 로젝트

(Software Production Technology Development)
소 트웨어 6.5

1981-90
슈퍼컴퓨터 로젝트

(Supercomputer)
컴퓨터 17.5

1982-93
5세  컴퓨터 시스템 로젝트

(Fifth Generation Computer Systems)
컴퓨터 54

1985-89 SIGMA 로젝트 소 트웨어 12.5

<표 2-1> 1960-80년  MITI 주도 주요 연구개발 로젝트 (단 : 10억 엔)

출처: Fong, Glenn R, 1998. “Follower at the Frontier: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Japanese Industrial Polic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2(2), p. 341을 참조하여 필자가 작성.

50) MITI가 주도했던 다양한 기술개발 로젝트의 목록  내용은 다음을 참조. Fong, 

Glenn R, 1998. “Follower at the Frontier: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Japanese 

Industrial Polic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2(2), p. 34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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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과 일본의 상  지 의 변화와 불확실성

1) 미국과 일본의 상  격차 감소

근 20년간 유럽과 일본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미국이 리고 있

던 압도 인 지 는 차 상실되고 있었다. 미국 쇠퇴의 조짐은 70년

에 들어 제조업 부문에서 먼  나타나기 시작하 다. 10  주요 국가들

의 산업 생산량에서 미국이 차지하던 비 은 1950년까지 62% 수 을 유

지하고 있었으나, 70년  들어서는 44% 수 으로 하락하고 있었다.51) 

한 세계 제조업 시장에서 미국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 은 1953년에는 

약 30% 수 이었으나, 1971년 13% 수 으로 하락하고 있었다.52) 일본

과 유럽이 제조업 분야에서 원래의 지 를 되찾아가면서 통상은 후의 비

정상 인 상황을 벗어나 각국의 비교우 를 반 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70년  들어서 미국은 소비재의 수입국으로 변하고 있었다.53)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제조업 반의 쇠퇴도 문제 지만, 이 추

세가 1980년 부터 차 미국의 미래를 짊어질 최첨단 기술 산업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문제 다. 특히, 일본의 첨단기술 산업이 성장

하면서, 미국과 일본 사이의 상  격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들게 되었다. 제조업에 한 미국의 무역수지를 기술 수 별로 나타낸 

<그림 2-1>과 <그림 2-2>가 이를 잘 보여 다. <그림 2-1>에 의하면 

1970년  들어 단순 기술을 활용하는 제조업 부문에서는 무역수지 자

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같은 기간 첨단기술 산업은 흑자를 유지하면서 

총 제조업 무역수지는 략 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즉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경제는 첨단기술 산업이 지탱하고 있었

다. 그러나 80년  반 들어 첨단기술 산업도 자로 돌아서면서 미국

의 무역수지 자 폭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미국의 첨단기술 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일본과의 양자 계를 고

51) Branson, William H. 1980. "Trends in United States trade and investment since 

World War Ⅱ." In Feldstein, Martin  (eds.) The America Economy in Trans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191.

52) Branson, William H., 1980, p. 196.

53) Branson, William H., 1980, p.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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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미국의  일본 무역수지를 기술 수

별로 나타낸 <그림 2-2>를 보면, 미국의 첨단기술 산업의 무역수지는 

70년 부터 지속 으로 자를 기록하기 시작하여 80년  반에 이르면 

자폭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상 인 에서 일본과

의 경쟁에서 미국의 첨단기술 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1> 미국의 기술 수 별 제조업 무역수지 (1970-1985)

     

출처: Kunkel, John. 2003. America’s Trade Policy Towards Japan: 

Demanding Results. (New York: Routledge), p. 38. 

  <그림 2-2> 미국의  일본 기술 수 별 제조업 무역수지 (1970-1985)

출처: Kunkel, John. 2003. America’s Trade Policy Towards Japan: 

Demanding Results. (New York: Routledge),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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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부기 들도 미국의 첨단기술 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

고 있다는 지표들을 내놓고 있었다. 를 들어, 상무부의 자료(<표 

2-2>)에 따르면 첨단기술 산업에서 미국의 수출 비 수입의 비 은 

1962년 22.2% 수 에서 1980년 51.8% 수 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즉 미

국은 첨단기술 제품을 이 보다 외국에서 더 많이 사서 사용하기 시작하

다. 반면 일본의 첨단기술 산업에서 수출 비 수입의 비 은 1962년

에 무려 88.7%에 달하 는데, 1965년에 52.8%로 격히 어들더니 

1980년에는 34.5% 수 으로 낮아져 있었다. 일본 첨단기술 산업의 경쟁

력이 상승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목이다.

연도 미국 일본

1962 22.2 88.7

1963 23.5 89.8

1964 26.7 81.3

1965 29.2 52.8

1966 37.3 46.7

1967 34.2 52.4

1968 35.9 47.2

1969 38.0 44.7

1970 40.5 51.6

1971 44.0 44.7

1972 52.5 ‘40.2

1973 49.9 44.6

1974 44.1 44.7

1975 41.0 37.4

1976 49.6 34.1

1977 53.7 30.3

1978 58.3 29.5

1979 53.5 35.8

1980 51.8 34.5

<표 2-2> 첨단기술 산업에서 수출 비 수입의 비      (단 : %)

출처: U.S. Department of Commerc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1983. An 

Assessment of U.S. Competitiveness in High Technology Industries. 

Washington D.C.: Department of Commerce. Appendix B p. 52.를 참조하여 

필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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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첨단기술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경쟁력의 측면에서도 

미국의 상  지 는 하락하고 있었다. <표 2-3>를 보면, 첨단기술 산

업에 종사하는 미국 기업들은 1959년에는 34개가 있었는데, 1978년에는 

26개만이 시장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첨단기술 산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매출은 1959년 약 79%에서 1978년에 이르면 약 47%로 어들

어 있었다.

첨단기술 산업에 한 미국과 일본의 양자무역의 차원에서도 미

국과 일본의 상  격차는  어들고 있었다. <표 2-4>를 보면 첨

단기술 산업에서 미국의 일 무역수지는 60년  반까지는 흑자를 기

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60년  후반부터 자를 기록하기 시작하여 그 

폭은 1978년까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산업

세계 주요 

기업

(개수)

미국의 주요 기업

(개수)

세계 매량에서 미국 

기업들의 매 

비 (%)

1959 1978 1959 1978

의약품 12 9 7 61.6 35.0

화학공학 12 7 4 66.3 31.9

자산업 14 8 6 75.6 46.9

항공우주 11 10 9 95.4 90.1

첨단기술 

산업 체
49 34 26 78.8 47.4

<표 2-3> 첨단기술 산업에서 미국 기업들의 상  지  (단 : 개수, %)

출처: U.S. Department of Commerc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1983, 

Appendix B p. 53.를 참조하여 필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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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1962 0.2 0.1 0.1

1963 0.3 0.1 0.1

1964 0.3 0.2 0.1

1965 0.4 0.3 0.1

1966 0.5 0.4 0

1967 0.5 0.5 0.1

1968 0.6 0.6 -0.1

1969 0.8 0.9 -0.1

1970 1.1 1.2 -0.1

1971 1.1 1.4 -0.3

1972 1.2 1.9 -0.7

1973 1.6 2.3 -0.7

1974 2.3 2.7 -0.4

1975 1.7 2.5 -0.8

1976 2.0 4.1 -2.0

1977 2.1 4.8 -2.7

1978 2.8 6.2 -3.4

1979 4.1 6.6 -2.5

1980 4.9 7.7 -2.8

<표 2-4> 첨단기술 산업에서 미국의  일본 무역 (단 : 10억 달러)

출처: U.S. Department of Commerc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1983, 

Appendix B p. 48.를 참조하여 필자가 작성. 

다른 자료들도 첨단기술 산업에서 미국의 상  경쟁력 약화라

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세계 첨단기술 산업의 수출에서 주요 국가들

이 차지하는 비 을 보여주는 한 자료(<표 2-5>)에 의하면 미국과 유럽

의 비 은 1970년 부터 1989년까지 지속 으로 하락한 반면, 일본의 비

은 꾸 히 증가하고 있었다. 세계 첨단기술 산업의 수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 은 1970-1973년 기간 약 7% 수 에서 1988-1989년 기간

에는 16%를 기록하면서 약 2배 이상을 뛰었다. 반면 미국의 비 은 같

은 기간 약 30% 수 에서 약 21% 수 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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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미국 EC-9
b 일본

1970-1973 29.54 46.38 7.07

1973-1976 27.36 47.50 7.54

1976-1979 24.37 47.48 9.21

1979-1982 25.07 44.14 10.06

1982-1985 25.24 39.26 12.93

1985-1987 22.29 38.60 15.03

1988-1989 20.64 37.38 16.01

변화율

1970-1989
-8.91 -9.00 +8.94

<표 2-5> 세계 첨단기술 산업의 수출에서 주요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
a
  (단 : %)

출처: Green, Eric Marshall. 1996. Economic Security and High Technology 

Competition in an Age of Transition : the Case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London: Praeger Publishers), p. 19; Guerrieri Paolo & Milana 

Carlo. 1991. “Technological and Trade Competition in High-Tech Products." 

BRIE Working papers  54.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Tyson, Laura D’Andrea. 1992, p. 23을 참조하여 필자가 작성. 

a. 이 지표는 세계 첨단기술 산업 수출 비 각 국가가 차지하는 첨단기술 산업 수출

의 평균 비율을 의미한다. 첨단기술 산업에 한 분류는 (Guerrieri Paolo and 

Milana Carlo, 1991)의 분류를 따른다.

b. EC-9에는 독일, 랑스, 국, 이탈리아, 벨기에, 덴마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그

리고 네덜란드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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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세는 미국과 일본의 비교우 의 변화를 반 하는 것이

었다. <표 2-6>를 보면, 미국 첨단기술 산업의 비교우  지표54)는 1970

년에서 1989년 기간 동안 감소한 반면, 일본 첨단기술 산업의 지표는 동 

기간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비교우 는 기계장비, 자 

산업, 과학 장비, 항공기  부품 등의 주요 첨단기술 산업에서 감소하고 

있고, 오직 화학  의약품 분야에서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비교

우 는 자료에 포함된 모든 첨단기술 산업에서 증가하고 있다. 

제품 군

미국 일본 EC-9
b

1970-

1973

1986-

1989

1970-

1973

1986-

1989

1970-

1973

1986-

1989

체 

첨단기술 제품
219 192 80 113 99 91

화학  의약품 111 124 86 47 123 130

기계 장비 156 146 93 144 68 108

자 제품 212 168 110 200 95 71

항공기  부품 440 416 6 7 63 91

과학 장비 217 208 86 100 103 109

<표 2-6> 주요 국가들의 첨단기술 산업의 비교우  수
a
     (단 : %)

출처: Guerrieri Paolo and Milana Carlo. 1991, p. ; Tyson, Laura D’Andrea. 1992, p. 

24를 참조하여 필자가 작성.

a. 이 지표는 특정 국가의 세계시장에서 체 제조업 상품의 수출 비  비 첨단기술 산

업 상품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 으로 측정되었다. 첨단기술 산업에 한 분류는 

(Guerrieri Paolo and Milana Carlo, 1991)의 분류를 따른다.

b. EC-9에는 독일, 랑스, 국, 이탈리아, 벨기에, 덴마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그리

고 네덜란드가 포함되었다.

54) 이 지표는 특정 국가의 세계시장에서 체 제조업 상품의 수출 비  비 첨단기술 

산업 상품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 으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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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많은 지표들이 미국이 더 이상 이 과 같은 기술  우

를 리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첨단기술 산업에서 미국과 일본의 상  격차가 어들고 있었다

고 해서, 일본이 미국을 완 히 추월한 것은 아니었다는 이다. 즉 미국

은 많은 첨단기술 산업에서 여 히 우 를 유지하고 있었다. 컨 , 

<표 2-5>를 다시 보면, 미국의 첨단기술 산업 수출이 세계시장에서 차

지하는 비 이 1970년 에 비해 1980년  후반에 하락하고, 동 기간에 일

본의 비 이 상승한 것은 맞지만,  수치를 보면 미국이 여 히 일본

을 앞서고 있었다. 비교우  수 을 측정한 <표 2-6>를 다시 도, 첨단

기술 산업에서 일본이 미국을 상당히 따라잡은 1986-1989년에도 미국의 

비교우  수 은 192%로 일본의 113% 수  보다 인 수치상에서는 

앞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자 부문을 일

본에게 내주고 있었지만, 다른 부문에서는 여 히 일본을 앞서고 있었다. 

특히 항공부문이나 과학 장비 부문에서는 일본을 압도하고 있었다.

미국과 일본의 양자 계가 아닌 세계 시장에서의 미국과 일본

의 성 표를 놓고 보면, 미국이 선도부문을 일본에게 완 히 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7>은 세계 첨단기술 시장에

서의 미국과 일본의 무역 지표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이 자료를 보면, 

어도 1980년까지는 미국이 첨단기술 산업에서 무역 흑자를 보고 있었

으며, 흑자 규모도 일본에 비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다고 

인 규모에서 미국을 앞선 것은 아니었다.

요컨 , 제2차 세계  이후 미국이 리던 압도 인 기술 인 

우 는 일본의 첨단기술 산업이 성장하면서 서서히 물고 있었다. 즉 

선도부문에서 미국과 일본의 상 인 지 가 변하고 있었다. 그 다고 

해서 일본이 미국을 완 히 따라잡은 것은 아니었다. 비록 일본과의 상

인 격차는 많이 어들고 있었지만, 인 규모의 차원에서 미국

은 여 히 선도부문의 강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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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미국 일본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1962 4.6 1.0 3.6 0.6 0.6 0.1

1963 4.7 1.1 3.9 0.7 0.7 0.1

1964 5.4 1.4 4.0 0.9 0.8 0.2

1965 6.2 1.8 4.4 1.3 0.7 0.6

1966 6.9 2.6 4.3 1.7 0.8 0.9

1967 8.0 2.7 5.2 1.9 1.0 0.9

1968 9.5 3.4 6.1 2.5 1.2 1.3

1969 10.6 4.0 6.6 3.2 1.4 1.8

1970 12.2 5.0 7.3 4.0 2.0 1.9

1971 13.1 5.8 7.4 4.8 2.2 2.7

1972 14.0 7.4 6.7 6.1 2.5 3.7

1973 18.8 9.4 9.4 8.0 3.6 4.4

1974 26.4 11.7 14.8 11.1 5.0 6.1

1975 27.8 11.4 16.4 11.1 4.2 7.0

1976 31.0 15.4 15.7 14.2 4.9 9.4

1977 33.2 17.8 15.4 17.6 5.3 12.2

1978 40.2 23.5 16.8 23.2 6.9 16.4

1979 51.0 27.2 23.7 26.1 9.3 16.7

1980 63.3 32.8 30.5 32.5 11.2 21.3

<표 2-7> 세계시장에 한 미국과 일본의 첨단기술 무역수지 (단 : $10억 달러)

출처: U.S. Department of Commerc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1983. 

Appendix B p. 46.를 참조하여 필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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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에 한 불확실성의 증가

이런 측면에서 일본의 부상이라는 물  조건의 변화 자체가 자

동 으로 미국에게 객  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요하게 작용했던 것은 이러한 지표들이 미국에 함의하는 것이 무엇인지

에 해석하는 문제 다. 다시 말해, 미국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수치

상의 지표 그 자체보다 이것이 미국의 ‘미래’에 어떤 향을 미칠 것인지 

불확실했다는 것이 요하게 작용하 다. 한 첨단기술들이 민간부문에

서 상업 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동시에 군사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

는 ‘민군겸용기술(dual-use technology)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장차 미국

의 경제와 안보에 어떤 향을 미칠지 불확실하 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의 해석에 따라 미래에 한 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었다.

미국의 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을 어떻게 받

아들일 것인가에 한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소  ‘쇠퇴론자

(declinist)’라고 불리는 일군의 문가들은 미국은 19세기에 국이 그랬

듯이 이제 ‘ 스 아메리카나’는 끝이 날 것이며, 국제체제에서 미국은 더 

이상 패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즉 이들은 재

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미국의 미래가 매우 어두울 것이라는 부정 인 

망을 내놓고 있었다. 

이런 인식은 미국 정부기 의 보고서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컨 , 상무부에서 낸 한 보고서는 미국의 경제  국가안보에 필수

(vital)인 첨단기술 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

무부는 첨단기술 부문에서 자국 산업을 타켓 해서 육성하는 외국 정부

의 행을 지 하면서 이 분야에서 선진국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

고 고하고 있다. 특히 상무부는 일본과의 경쟁이 미래에 더욱 치열하

게 개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상무부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래

에 미국의 경쟁력이 더욱 하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55) 

미 국방부도 일본의 부상이 가져오는 불확실한 상황을 국가안보

의 에서 해석하여 부정 인 망을 내놓고 있었다. 1987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 국방부는 국가안보에 필수 인 24개의 반도체 기술 항목 

55) U.S. Department of Commerc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1983, p. iii.



- 49 -

에서 미국은 오직 4개의 항목에서 우 를 보이고 있으며, 8개의 항목

은 일본과 동등하고, 12개의 항목에 해서는 미국이 우 를 내주고 있

다고 진단하고 있다.56) 

이런 인식은 민간 부문에서도 나타난다. 를 들어, 미국 경제인

들도 구성된 비 리단체인 미국경쟁력 원회(Council of 

Competitiveness)가 1992년에 출간한 한 보고서는 미래 경제 성장에 

요하다고 여겨지는 산업  1/3 정도에서 미국의 경쟁력이 매우 약해지

고 있다고 지 하고 있다.57) 요컨 , 미국 내에서는 일본과의 계를 제

로섬 계로 설정하는 인식들이 범 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제로섬  인식은 후 질서를 가능  했던 냉 질서가 

차 와해됨에 따라 더욱 강화되었다. 1980년 반을 거쳐 후반에 이르

는 시 에 미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국인 소련의 힘이 상당히 쇠퇴하고 

있었으며, 냉  질서의 종식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경제나 기술정책의 

측면에서 동맹국들에게 상당히 했던 미국의 안보 략이 소련과의 경

쟁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라는 을 생각하면 냉 질서의 와해는 이러한 

미국의 략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즉 미

국의 심사는 이제 소련과의 이데올로기 경쟁이나 략  경쟁에서 일

본과 같은 국가들의 경제  기술  성장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이제 미

국도 일본과의 계를 상  이득(relative-sum)의 에서 제로섬

으로 인식할 수 있는 구조  환경이 갖춰지고 있었다.58) 

그러나 이러한 부정 인 망을 비 하는 문가들도 지 않았

다. 이들은 쇠퇴론은 곧 허구이며, 미국의 향력은 여 히 건재할 것이

라고 주장하 다. 이들이 보기에 첨단기술 산업에서 일본과 같은 국가들

이 성장하는 것은 곧 세계시장의 확 를 의미하므로 경제 으로 모두가 

이득을 릴 수 있었다. 한 이들의 성장은 서방 동맹국들의 번 을 의

미하므로 지정학 인 차원에서도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었다. 이들이 

보기에 미국은 여 히 세계에서 1등 국가 던 것이다.59)

56) U.S. Defense Science Board. 1987. Report of the Defense Science Board Task 

Force on Defense Semiconductor Dependency.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Acquisition), p. 8.

57) Council on Competitiveness. 1992. Gaining New Ground: Technology Priorities 

for America’s Future. (Washington D.C.: Council on Competitiveness),  pp. 7-11.

58) Luttwak, Edward N. 1992, pp. 116-117. ; Mastanduno, Michael. 1991,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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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  제2차 세계  이후 선도부문을 장악했던 미국의 기술

 우 는 70년 부터 시작하여 80년 에 어들면서 차 상실되고 있

었다. 일본은 패권국 미국이 구축한 우호  환경이 허용하는 공간 안에

서 자체 인 추격 략을 펼쳐 첨단기술 산업에서 놀라운 발 을 이룩하

여 70년 에 들어서는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 결과 선도부

문에서 미국과 일본의 상  격차가  좁 지게 되었다.

그러나 상 인 지  변화 자체가 미국에게 객 인 차워에서 

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의 추격이 거셌지만, 미국은 이 만

큼은 아니더라도 여 히 선도부문에서 우 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측

면에서 물질  조건의 변화 그 자체 보다는 그것이 유발하는 미래에 

한 불확실성과 이것을 해석하는 문제가 요하게 작용하 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 상  지 가 변하는 것은 곧 지 껏 그래왔듯이 미래에도 미

국이 패권국으로 군림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은 미국 내 주요 행 자들이 경제·안보 이익을 재설정하

고, 문제의 상황을 새로 설명하는 이념  변화를 유발하는 구조  유인

으로 작용하 다. 

다음에 이어지는 제 Ⅲ장은 이러한 구조  차원의 변화가 어떻

게 미국의 국내 행 자들의 이념을 변화시켰는지 살펴보고, 제 Ⅳ장은 

경제·안보 이익의 변화와 더불어 미국의 정책과 제도들이 변화해가는 과

정을 논하도록 한다.

59) 이들은 기존처럼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보

았다. 표 으로 다음의 연구를 참조. Bhagwati, Jagdish. 1991. The World Trading 

System at Risk.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51 -

Ⅲ. 일본에 한 미국의 인식과 담론

이번 장은 비 지정학  에서 일본과의 경쟁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의 이념  변화를 다룬다. 즉 선도부문에서 일본의 부상을 미국의 주요 

문가  정책 결정자들이 어떻게 규정하고, 어떠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

했는지 살펴본다. 우선 미국이 패권국으로 부상한 제2차 세계  이후부

터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자유주의 이념의 내용을 간략히 논의할 것

이다. 시장원리와 경쟁에 한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는 자유주의 이념은 

미국의 다양한 제도에 배태되어 일본과의 갈등이 표면으로 부상한 이후에

도 지속 으로 미국의 정책에 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러한 믿음을 유

지했던 통주의자들은 일본과의 우호 인 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 다.

한편 일본의 부상과 이것을 수반하는 불확실성은 미국 내에서 

민군겸용기술의 문제를 안보의 문제로 인식하는 새로운 수정주의  이념

이 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구체 으로 일본의 부상을 경제  으

로 규정하고, 일본식 발  모델과 경제 행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는 담

론들이 등장하 다. 한 미국의 여러 정부 기 들은 자국 첨단기술 산

업의 쇠퇴를 안보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극 으로 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정주의자들은 일본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는 국가가 시장에 극 으로 개입하여 무역을 리하고 첨단기술 산업

을 육성하여 미국의 산업 기 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

다. 이 시기 등장했던 수정주의  주장들은 담론  실천을 통해 미국이 

리고 있던 기술패권을 미래에도 지속시키려는 목 을 가지고 실을 

재편하려는 안보화 담론정치의 형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1. 기존의 지배  자유주의 이념: 통주의 담론

일본 문제가 본격 으로 수면에 부상하기 시작한 1980년  이

까지 미국의 경제정책은 반 으로 자유주의에 한 합의에 기 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이념들은 2차 세계  이후 세계

으로 우월한 지 에 있는 당시 미국의 구조  치를 상당 부분 반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차 세계 이 끝나고 냉 이 시작되면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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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자유주의 정책은 본격화 되었으며 ‘1934년 체제’라고 할 수 있는 각

종 국내 제도  장치들은 이러한 미국의 정책을 뒷받침해주고 있었다.60) 

많은 정책 결정자들은 자유주의에 기 한 자유로운 상품과 정보의 유통이

야말로 미국의 경제  번 과 안보의 확보에 필수 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한편 미국은 국내 기술  산업정책도 반 으로 자유주의  

이념의 원리에 따라 운 되고 있었다. 즉 미국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

여 특정 산업을 지목하여 승자로 만드는 것을 지양하고 있었다. 물론 80

년  이 까지 미국의 산업정책을 완 히 펼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

다. 미국은 군사 안보에 필수 인 일부 방  산업에 하여 수요를 창출

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정책  제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최첨단 기술의 개발을 통해 군의 역량을 높인다는 군사  목

에 근거하고 있었다. 즉 미국은 민간부문에 한 직 인 개입은 지

양하고 있었다. 통 으로 미국의 기술 산업정책은 군사 기술의 개발을 

통해 민간부문에도 정  효과를 기 한다는 ‘스핀-오 (spin-off)’ 

패러다임에 기 하고 있었고, 이는 미국이 민간부문의 기술 신을 정부

가 직 으로 통제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61)

일본이 기술 ·경제 으로 성장하여 미국 내에서 일본 문제가 

수면 로 부상할 무렵, 기존의 자유주의 시각을 유지하는 일군의 학자, 

직 료, 기업가, 정치인들은 기존의 자유무역체제를 옹호하며 ‘ 통주

의자’들로 불리게 된다. 이들은 후술할 수정주의  주장에 항하여 일본 

한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진 에서 성장한 것이므로 일본의 부상 자체

는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 다. 이러한 믿음에 따라 이들은 미

국이 통 인 자유무역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 다. 이

런 맥락에서 통주의자들은 섣부른 보호무역 정책이 무역 쟁을 유발하

여 일본과의 외교 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 다.62)

60) 미국 경제의 자유주의  합의를 지탱해  국내 제도에 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

조. Bailey, Michael A. et al. 1997, pp. 309-338.; Destler, I. M. 2005, pp. 3-47; 

Goldstein, Judith. 1988, pp. 179-217; Haggard, Stephan. 1988, pp. 91-119; Irwin, 

Douglas A. et al. 1999, pp. 643-674.

61) Alic, John et al. 1992, pp. 8-13; Pages, Erik R. 1996, pp. 51-56.

62) 미국의 많은 문가, 료  정치인들이 통주의 이념을 따르고 있었다. 이들은 미

국이 통 인 자유무역 정책을 유지해야 하고 일본과의 우호 인 외 계를 유지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는 에서 ‘ 통주의자(traditionalist)’ 혹은 ‘국제주의

자’(internationalist)로 불리게 된다. 본 연구는 통일성을 유지하기 해 이들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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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주의자의 다수는 주류 경제학의 향을 강하게 받은 자유무

역 옹호론자들이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일본 문제‘는 시장에서의 자

연스러운 경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아닐 수 있었다. 문제

가 있었다면 이는 정치  갈등과 련되거나, 오히려 미국이 자 했던 

거시경제  정책들에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은 어떤 형태든지 무

역장벽은 자유무역을 훼손하여 국가 체의 후생을 감소시키므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이들이 보기에 무역

자 등 수치로 드러나는 상은 일시 인 것으로서 미국 산업의 근간을 

반 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아가 이들은 일본에게 통상압력을 넣어봤자 

큰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63)

2.  민군겸용기술의 안보화: 수정주의 담론

제 Ⅱ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첨단기술 산업에서 미국과 일본의 상

 격차가 어들면서 미국 미래에 한 불확실성은 증 하 고 반 인 

기감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변화가 가져오는 문제를 규

정하고 이것의 원인을 규명하는 새로운 이념  담론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여기서 당시의 선도부문을 이루는 첨단산업들이 기 하고 있었

던 기술의 속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당시의 표  첨단기술이라고 

할 수 있었던 반도체, 자공학, 디스 이 등의 기술은 민간부문에서 

상업 으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이것이 조 만 개조되면 군사  용도로

도 활용될 수 있었던 민군겸용기술(dual-use technology)이었다. 를 들

어, 반도체와 같은 자장비는 군용 무기의 주요 부품으로 쓰일 수 있었

으로 통주의자라고 지칭한다. 통주의자의 표 인 인물들로는 사회학자 보겔

(Ezra Vogel), 정치학자 깁니(Frank Gibney), 경제학작 색슨하우스(Gary 

Saxonhouse), 국제정치학자 패커드(George Packard), 직 일본 사 맨스필드(Mike 

Mansfield) 와 폴리(Thomas Foley), 민주당 상원 의원 래들리(Bill Bradely), 공화

당 의원 체니(Richard Cheny), 부시 행정부 국무부 장  베이커(James Backer), 달먼

(Richard Darman), 보스킨(Michael Boskin) 등이 있다. 통주의자에 포함되는 인물

의 범 에 한 상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Morris, Narrelle. 2011, pp. 33-34. 

63) Kunkel, John. 2003. America’s Trade Policy Towards Japan: Demanding Results. 

(New York: Routledge), p. 71; 통주의 시각을 보여주는 표 인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Bhagwati, Jagdish. 1991. The World Trading System at Risk.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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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민간부문에서 활용되는 디스 이 기술들은 각종 군사용 단말기에 

활용될 수 있었다.64)

따라서 민군겸용기술을 심으로 형성되는 첨단기술 산업에서 

미국과 일본의 격차가 어든다는 것은 미국에게 2가지 차원의 불확실성

을 야기하 다. 첫 번째는 미국 경제에서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는 

첨단기술 산업의 우 를 일본에게 내주게 되면 미래에 미국의 지속 인 

경제성장을 보장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이었다. 두 번째는 군

사 안보의 차원에서도 미국이 일본의 기술에 의존하게 되면 국가의 안

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확실성이었다. 여기서는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의 가능성을 안보의 으로 다루었던 수정주의 담론의 구체 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수정주의 담론의 등장

미국인들이 일본에 해 가지는 부정 인 이미지들은 1980년  

들어 새롭게 생겨난 것은 아니었다. 2차 세계   일본의 진주만 공

습이라는 역사 인 사건을 계기로 미국 사회 깊숙이 일본을 으로 간

주하는 ‘노란 (yellow peril)’ 담론이 지속 으로 존재했다. 그러나 2차 

세계  종  후 냉 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이 소련으로 바 면서 일

본에 한 부정 인 이미지는 상당 부분 희석되었다. 오히려 후 일본 

경제가 속도로 성장하면서 일부에서는 일본의 ‘경제  기 ’을 동경하

는 인식도 나타났다. 요컨  1980년  반까지 일본에 한 미국의 인

식은 ‘노란 ’과 ‘경제  기 ’의 이미지가 병존했다고 할 수 있다.65)

64) ‘민군겸용기술(dual-use technology)의 속성과 군사부문과 상업부문과의 연 성에 

한 상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Alic, John et al, 1992, pp. 54-81; Vogel, Steven. 

1992. "The Power behind "Spin-ons": The Military Implications of Japan's 

Commercial Technology" In Sandholtz, Wayne et al. (eds.). The Highest Stakes: 

The Economic Foundations of the Next Security System, 55-8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60-64. 특히 미 의회에서 발간한 보고서는 군사부문과 

민간 산업 기반과의 계를 시각화하여 직 으로 잘 표 하고 있다. 다음을 참조. 

U.S. Congres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1991b. Redesigning Defense: 

Planning the Transition to the Future U.S. Defense Industrial Base.. 

OTA-ISC-500.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 40.

65) 80년  이 까지 미국의  일본 인식에 한 구체 인 논의는 다음을 참조. Miller, 

John H. 2014, pp. 93-119.; Morris, Narrelle. 2011, pp. 1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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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도부문에서 미국의 경쟁력 상실이 본격 으로 수면에 

부상하기 시작한 1980년  반에 들어, 일군의 학자, · 직 료, 기

업가, 그리고 정치인들은 일본의 부상이 야기하는 경제 ·군사  을 

지 하면서 미국이 이 과는 다른 방식으로 응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 다. 1989년 8월 미국의 한 주간지인 Business Week에서 이들의 

주장을 ‘수정주의(revisionism)’라고 명명하면서 이후 이들은 수정주의자

들로 알려지게 되었다. 수정주의자들은 통주의라고 할 수 있는 기존의 

지배  자유주의 담론을 비 하면서 도 하 고, 이들의 주장은 미국 정

부의 내·외 경제정책에 상당한 향을 미치게 되었다.66)

특히, '4인방(Gang of Four)'이라고 불리는 일군의 문가 집단

의 논의가 수정주의 담론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 다. ‘4인방’은 정치

경제학자 찰머스 존슨(Chalmers Johnson), 이건 행정부 무역 료 클

라이드 스토비츠(Clyde Prestowitz), 명한 기자 던 제임스 팔로우

스(James Fallows)와 칼 반 울 (Karel van Wolfren)을 지칭한다. ‘4

인방’의 논의는 지속 으로 미국의 문가들  정책결정자들에게 향

을 미치며, 새로운 정책 근의 이론  기 를 제공하 다. 부시 행정부의 

미 무역 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료 던 후

쿠시마(Glen Fukushima)는 이들의 향력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1985년에 제가 USTR에 합류했을 무렵, 무역 상에서 일본을 

상 하는 사람들은 … 일본을 상 하는 것이 다른 산업화 된 

선진국들을 상 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통산성(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66) 수정주의  주장들은 미국에서 일본과의 통상문제가 격화되기 시작한 80년  반에 

본격 으로 논의되기 시작하 고, 80년  반에 들어서는 미국 사회 내에 상당한 지지

를 얻고 있었다. 80년  후반  90년  반에 들어서는 수정주의  이념이 미국 정책

에 상당 부분 반 되게 된다. 수정주의자들은 ‘ 실주의자(realist)', '무역 매 (trade 

hawks)', ’흑선집단(Black Ship group)' 등으로 불리기도 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통일

성을 유지하기 해 이들을 포 으로 ‘수정주의자’라고 지칭한다. ‘수정주의자’로 분류

되는 표 인 인물들로는 후술할 ‘4인방(Gang of Four)’을 비롯하여 민주당 하원의원 

게 트(Richard Gephart), 공화당 상원의원 덴포스(John C. Danforth), 이건 행정부의 

수석보좌  베이커(Howard H. Baker), 부시 행정부 무역 표부 료 후쿠시마(Glen 

Fukushima). 클린턴 행정부 경제자문 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ors) 원장 타

이슨(D'Andrea Tyson), 정치경제학자 트(Pat Choate) 등이 있다. 수정주의자에 포함

되는 인물의 범 에 한 상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Morris, Narrelle. 2011,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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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을 다룬 찰머스 존슨의 책이 사람들에게 더욱 진지

하게 받아들여지기 까지, 그리고 스토비츠, 명한 기

자 던 제임스 팔로우스와 칼 반 울 이 각각 Trading 

Places, The Enigma of Japanese Power를 집필하기 까지, 

그리고 짐 팔로우스가 The Atlantic Monthly에 자신의 논문

을 발표하기 까지는 일본을 상 했던 미 료들의 경험이 

체계 이고 신뢰할만한 방법으로 공고화되고 체계화되지 않

았습니다.67)

‘4인방’을 필두로 미국 내 학자, 문가, 직 료, 국회의원, 기

업가 등 사회 각계 층에서 수정주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 다. 특히 

루스 스캇(Bruce Scott)과 조지 롯지(George Lodge)와 같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Harvard Business School)의 연구자들, 그리고 존 자이스

먼(John Zysman), 마이클 보러스(Michael Borrus), 스테  코헨(Stephen 

S. Cohen), 로라 타이슨(Laura Tyson)과 같이 국제경제에 한 버클리 

라운드 테이 (BRIE: Berkely Roundtable on International Economy)의 

연구자들이 수정주의 이념의 표주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수정주의 이념이 하나의 통일되고 일 된 주장들로 이루어진 것

은 아니다. 수정주의자들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넓은 범 만큼이나 이들

의 주장도 매우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공통 으로 일

본의 부상이 미국의 장래에 부정  향을 미친다는 것에 체로 동의한

다. 특히 이들은 민군겸용기술의 속성을 지닌 주요 첨단기술 산업에서 

일본이 우 를 할 경우, 미국의 경제 ·군사  안보는 크게 받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들이 보기에 일본은 은 아니었으나, 일본의 경제정

책과 행은 매우 ‘ ’이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수정주의자

67) 후쿠시마 인터뷰, 재인용: Kunkel, John. 2003, p.134. 필자번역. 원문은 다음과 같다. 

“By the time I joined USTR in 1985, those people who are dealing with 

Japan on trade negotiations … knew that dealing with Japan was different from 

dealing with other advanced, industrialized trading partners.

But codification and crystallization of these experiences was not done in a 

systematic and credible way until Chalmers Johnson's MITI book was taken more 

seriously, Clyde Prestowitz worte Trading Places, Karel van Wolferen came out 

with The Enigma of Japanese Power and Jim Fallows wrote his articles in The 

Atlantic Mont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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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미국의 경제정책들이 ‘수정’되어야 함을 역설하 다. 이들은 일본의 

을 부각하면서 기존의 자유주의 담론에 도 하게 되었다. 다음에서

는 이러한 안보 담론의 구페  내용을 경제  측면과 군사  측면으로 

나 어 세부 으로 살펴본다.

2) 경제  의 안보화 담론

수정주의자들은 우선 일본의 부상이 미국에 야기하는 경제  

을 강조하 다. 이들의 논의는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

째, 이들은 일본 경제의 ‘다른’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일본의 경제모델 자

체를 문제 삼고 있다. 즉 일본의 정치경제모델이 자본주의 모델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미식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와는 근본 으로 다른 

모델이라는 것이다. 이런 에서 일본 정치경제모델과 미의 모델간의 

수렴(convergence)을 주장하는 통주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둘째, 

‘다른’ 일본의 경제 모델은 미국에게 경제  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다. 이들은 일본의 불공정한 경제정책과 행으로 미국의 이익이 일방

으로 피해를 받으며, 궁극 으로는 미국이 산업의 경쟁력을 상실하여 산

업공동화(de-industrialization) 상이 나타날까 우려하 다. 셋째, 일부 

수정주의자들은 일본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미국 사회에 부당하게 향력

을 행사한다고 비난하 다. 

(1) ‘다른’ 일본 경제모델의 불공정성

첫째, 수정주의자들은 미국을 포함한 서양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일본을 오해하고 있으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인식했던 것과는 달리 일

본의 정치경제모델은 자유주의에 기 하고 있는 미식 자본주의 모델과

는 근본 으로 다르다고 주장하 다. ‘4인방’의 한 사람인 존슨의 논의를 

살펴보자.68) 존슨은 서양자본주의 국가들은 일본에 해서 무지했고, 일

68) 1982년 존슨의 서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출  이후, 그의 주장은 수정주

의 이념의 ‘지  토 intellectual anchor)’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그

는 자신이 ‘수정주의자’로 분류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다. Morris, Narrelle. 

2011,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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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치경제 모델이 미식 모델과 ‘다른’ 면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비

한다. 그리고 존슨은 일본의 ‘다른’ 정치경제 모델을 ‘자본주의 발 국가 

모델(capitalist developmental state)'로 이론화하여 제시하고 있다.69) 따

라서 존슨은 미국의 외경제정책이 일본의 이런 다른 들을 명확히 

인식하여 응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존슨이 한 언론사에 기고한 

은 일본에 한 그의 인식을 쉽고 간단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일본 경제모델은 미국과는 다른 산업화의 역사, 미국과는 다

른 경제에 한 국가의 역할, … 등의 산물입니다. 일본을 

하는 미국의 경제정책은 이러한 차이들을 제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제 입장은 간단합니다. … 우리의 경제  독립을 유지하기 

해서는 일본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우리와의 무역을 

리했듯이, 우리도 일본과의 무역을 리하고, 미국에서 만든 

상품들이 미국의 소비자들의 길을 끌 수 있도록 산업정책

을 실시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입니다.70) 

통상 문가이자 ‘4인방’의 한 사람인 스토비츠도 일본 모델

69) 일본의 ‘발 국가’모델 논의에 한 존슨의 표 인 작으로 다음이 있다 . 

Johnson, Chalmers. 1982.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75.  (California: Standford University Press); Johnson, 

Chalmers. 1995. Japan: Who Governs? The Rise of the Developmental State.  

(New York: W. W. Norton).

70) Johnson, Chalmers. 1992. "The "revisionist" stance on trade with Japan." 

Washington Post. August 1992. 

https://www.washingtonpost.com/archive/opinions/1992/08/11/the-revisionist-stance-

on-trade-with-japan/91418395-49b3-4672-bb77-8fb929afca26/ (검색일: 2019. 6. 2). 

필자번역. 원문은 아래와 같다. 

“The Japanese economy is the product of a different history of 

industrialization from that of the United States, of a different role for the state in 

economic affairs, … .American economic policy toward Japan should be premised 

on these differences. 

My position is simple. … In order to maintain our economic independence, 

we have no alternative than to manage our trade with Japan -- as the Japanese 

have always managed their trade with us to their advantage -- and to implement 

an industrial policy to ensure that U.S. manufactured goods are attractive to 

American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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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서 존슨과 유사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71) 그는 1988년에 출

한 작에서 미국의 료들이 일본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경

제정책을 펼치는 실수를 지르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 하고 있다.72) 즉 

일본의 경제는 서양의 신고  경제모델과 매우 다른 원칙, 목표, 구조, 

그리고 행에 기 하고 있다는 것이다.73) 

수정주의자들이 보기에 미국의 자본주의 모델과 다른 일본의 산

업정책과 경제의 행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었다. 존슨은 한 편집서 속

의 에서 일본 정부의 발 국가  산업정책의 특징과 공정하지 못한 

행을 구체 으로 밝히고 있다. 우선 가격 결정 메커니즘 차원에서 일본

은 인 으로 상품가격을 설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일본 내 상품

가격 보다 미국 내 일본 상품의 가격이 더 비싸다는 것이다. 존슨은 이

러한 일본 기업들의 가격책정 행태가 실질 으로는 보조 을 받는 것과 

유사한 것이라고 본다. 둘째, 특허정책의 차원에서 일본은 미국의 지 재

산권을 빈번히 침해하여 이익을 취하는 반면, 일본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에게는 부당하게 엄격한 지 재산권이 설정된다고 주장한다. 셋째, 

규제정책의 측면에서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 에서도 행정 차가 매우 

불투명한 축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넷째, 정부조달의 측면에서도 자국 기

업에게 유리한 낙찰가격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 행 가 만연하며, 일본의 

공정거래 원회는 이런 행에 하여 극 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

다고 비 한다. 이외에도 일본 기업문화와 계열기업의 문제, 유통구조의 

비합리성 등을 지 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일본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

지 못하고 있다고 비 한다.74)

71) 스토비츠는 1983년-86년의 기간 동안 이건 행정부에서 일본 문제에 한 미 

상무부 장 의 자문 으로 재직하 는데,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공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정주의  주장을 펼쳐나갔다. 

72) Prestowitz, Clyde. V. 1988. Trading Places: How We Allowed Japan to Take the 

Lead. (New York: Basic Books).

73) Prestowitz, Clyde. V. 1993.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wins of Opposites?" 

In Aspen Strategy Group  (eds.) Harness the Rising Sun: An American Strategy 

for Managing Japan's Rise as a Global Power, 75-98.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p. 75.

74) Johnson, Chalmers. 1990. “Trade, Revolutionism, and the Future of 

Japanese-American Relations.” In Kozo Yamamura. (eds.), Japan's Economic 

Structure: Should it Change?  (Seattle: Society for Japanese Studies), pp. 10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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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력 하락과 자유주의 질서에 한 

둘째, 수정주의자들은 미와는 ‘다른’ 일본의 경제모델 자체가 

미국에게 경제  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 다. 즉 수정주의자들은 

일본이 상주의  발 략을 활용하여 발 할 경우, 세계 경제를 석권

하여 궁극 으로 미국 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 다. 

를 들어, 당시 경 학의 명한 인사 던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

는 일본의 발 모델을 ‘  무역(adversarial trade)’으로 규정하며, 

미식 ‘경쟁  무역(competitive trade)’과 비시키고 있다. 드러커에 따르

면  무역은 재화를 수입하는 국가의 사회  혼란을 래하기 때문

에 공정한 경쟁 행 가 아닌 상 방을 약탈하는 행 이다. 이 게 되면 

미국의 국내산업이 부당하게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

으며, 이는 궁극 으로 규모 실업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곧 미국의 

산업 공동화를 래하는 경제  이었다.75)

수정주의자들이 보기에 통 인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이 떨어지

고, 일본으로 표되는 외국의 산업들이 이를 체해나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한 이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첨단기술 산업에 집

하고, 후발 도 국들이 통 인 제조업을 이어받아 발 한다는 모델이 당

시에는 일반 인 인식이었으나, 수정주의자들은 이러한 인식 자체가 미국

의 미래 경쟁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즉 이들에 따르면 산업 

간의 연계성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제조업이 성장하여 수요를 창출해야 

이것이 첨단기술 산업도 함께 발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제

조업 분야가 쇠퇴한다고 해서 이것이 다른 부문의 성장으로 체될 수 있

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 산업이 공동화되는 것은 미래 미국 

경제의 지속 인 번 에 한 근본 인 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76)

75) Drucker, Peter F. 1986. "Drucker on Management: Japan and Adversarial Trade." 

Wall Street Journal. April 01.

76) Borrus, Michael and John Zysman. 1992.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American National Security" In Sandholtz, Wayne, Michael Borrus, John Zysman, 

Ken, Conca, Jay Stowsky, Steven Vogel, & Steve, Weber  (eds.) The Highest 

Stakes: The Economic Foundations of the Next Security System, 7-5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12-13. 철강, 컬러 티비, 섬유 등 통 인 제조

업 부문에서의 경제  기와 련된 수정주의자들의 인식은 다음의 연구에서 구체

으로 나타나 있다. Zysman, John, Laura D’Andrea Tyson (eds). 1983.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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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정주의자들이 보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본의 불공

정한 행에 의해 미국의 최첨단 기술 산업이 심각한 기에 처했다는 

이었다. 즉 경제  효과가 큰 첨단기술 산업에서의 패배는 미국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했다. 를 들어, 일본에 반도

체 시장을 내주는 상황, 즉 ‘ 자 칩에 해서 지는(losing the chips)’ 상

황은 텔 비 과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 부문에서의 미국의 패배와 같이 

미래 미국의 경제에 치명  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이들이 보기에 

자산업과 같은 첨단기술 산업에서의 미국이 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의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었다. 즉 통산성

(MITI: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등 일본의 주요 정

부 기 들이 선도부문의 육성을 해 조직 으로 개입하고 있었기 때문

에 이 로 놔두었다가는 미국의 기업들이 공정하지 못한 경쟁에 의해 일

본 기업들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이 수정주의자들의 핵심 주장이었다.77)  

한 수정주의자들이 보기에 일본의 경제모델은 미국이 구축하

던 국제 인 자유주의 질서 자체에 한 한 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식 발 국가 모델을 모방함으로써 궁

극 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미국이 큰 경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표 으로 '4인방‘  한명인 팔로우스는 Atlantic 

Monday에 기고했던 ’Containing Japan'이라는 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

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궁극 으로 미국이 소련에 그랬듯이 일본을 

‘ 쇄(contain)’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일본을 쇄하지 않는다면, 미국에 요한 몇 가지 

사항이 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요한 사항이란 미

국이 외교정책을 집행하고 그 이상을 발 시킬 수 있는 미국 

자신의 권 ,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들의 힘으로 실 하

고자 하는 미국 시민들 미래의 망. 그리고 제2차 세계  

Industry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Government Policies and Corporate 

Strategi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77) Prestowitz, Clyde. V. 1988. pp. 26-70.; Fallows, James. 1994. Looking at the Sun: 

The Rise of the New East Asian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  (New York: 

Pantheon Books), pp. 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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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로 미국이 지속 으로 유지해왔던 자유무역 체제입니다. 

국제  자유무역질서에 한 주요 은 미국의 보호주의로

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무역질서에 한 은 일본

이 설정한 본보기로부터 비롯됩니다. 일본, 그리고 만과 한국

과 같이 일본 모델을 추종하는 국가들은 자유무역 사회들과 

‘자본주의 발 국가’들과의 정면 결에서 자유무역주의자들이 

궁극 으로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78)

한편 분석  차원의 비 을 넘어서 일부 문가들은 일본이 부

당하게 미국 사회에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일본에 한 감

정  비난의 수 를 높여나갔다. 를 들어, 아트(Pat Choate)는 일본

이 미국의 지 에 제 로 응하지 않고, 미국의 비난을 무마시키기 

해 ‘변명’을 일삼고 있으며, 교묘한 수법을 활용하여 이러한 일본의 주장

을 미국 내에 하고 있다고 주장하 다. 다시 말해, 일본인들은 우수

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각종 로비활동, 선  활동, 심지어 정치인 매수 활

동 등을 통해 미국 사회에 부당한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트가 보기에 일본의 이러한 활동은 미국 사회를 심하게 부패시키고 있

으며, 미국인들의 기본  가치 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었다.79)

요컨 , 수정주의자들은 일본의 성장이 가져올 경제  을 강

조하고 있었다. 이들은 일본이 미국과는 ‘다른’ 경제모델을 운 하고 있

다고 지 하면서 일본 문제가 단순히 무역 자 등 지표상의 문제가 아닌 

근본 인 경제체제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본의 모델은 

78) Fallows, James. 1989. "Containing Japan." The Atlantic Monthly 263(5), p. 53. 필

자 번역. 원문은 다음과 같다. 

“Unless Japan is contained, therefore, several things that matter to America 

will be jeopardized: America's own authority to carry out its foreign policy and 

advance its ideals, American citizens' future prospects within the world's most 

powerful business firms, and also the very system of free trade that America has 

helped sustain since the Second World War. The major threat to the free-trade 

system does not come from American protection. It comes from the example set 

by Japan. Japan and its acolytes, such as Taiwan and Korea, have demonstrated 

that in head-on industrial competition between free-trading societies and 'capitalist 

development states'. the free traders will eventually lose.”

79) Choate, Pat. 1990. “Political Advantage: Japan’s Campaign for America.” Harvard 

Business Review. September-October 1990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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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에서 볼 때, 지극히 불공정한 모델이었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미국 경제의 미래 망은 단히 어두웠다. 특히 단순 제조

업 부문을 넘어 첨단기술 산업에서도 일본의 약진이 지속되는 상황은 미

국에 한 경제  으로 작용할 터 다.  따라서 일본 문제는 단순

히 시장의 자동 인 조  메커니즘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고, 시장에 맡

기면 일본의 모델이 미의 모델로 수렴할 것이라는 통주의자들의 주

장은 잘못된 것이었다. 이러한 수정주의  담론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미국 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러한 향을 받아 미국 사회는 ‘일본 때

리기(Japan Bashing)’ 열풍에 휩싸이게 되었다.80)

3) 군사  의 안보화 담론

한편 수정주의  이념이 단순히 일본의 부상이 가져오는 경제  

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었다. 첨단기술 산업에서 일본의 약진이 두드

러지고 미국의 상  쇠퇴가 가시화되자, 미국 내에서는 민군겸용기술

의 일본에 한 의존이 가져올 군사  안보 에 한 다양한 논의가 

표면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즉 수정주의자들은 일본 문제를 군사 안보 

문제로 규정하여 기술의 문제를 안보화 하 다.

(1) 기술 의존성과 안보 에 한 인식

미국은 2차 세계  이후부터 우월한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자

자족 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다지고 있었다. 이처럼 미국의 패권  

치가 공고할 때에는 기술의 문제가 특별히 군사 안보 문제로 확 되지

는 않았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일본이 세계 첨단기술 시장에 차 

향력을 넓  나가게 되면서 군 료, 의회, 학계 등 주요 행 자들은 선

도부문에서 미국의 경쟁력 하락이 곧 미국의 미래 군사 작 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81)  

미 의회의 군사 원회(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가 

80) Kunkel, John. 2003, pp. 140-143; Morris, Narrelle. 2011, pp. 51-63.

81) Tansey, Kevin, and Rosa Johnson. 1992. “The Pentagon’s Dependence on Foreign 

Sources.” GAO Journal 14, pp. 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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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에 낸 보고서는 미국의 기술 의존성이 가져올 안보 을 단 으

로 보여주고 있다. 동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본 패 은 국가의 방  산업 역량이 심각하게 하락했으며, 

이것이 우리의 국가 안보를 심각한 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요한 산업  요소들의 놀라운 침식, 

그리고 필수 인 물질들에 한 해외 의존성의 격한 증가

는 함께 작용하여 우리의 방 의 근간을 근본 으로 훼손하

고 있습니다.82) 

동 보고서는 이 과는 달리 미국 방  산업의 기 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를 인지한 창기의 공식 인 문서라는 에서 의

미가 있다. 세부 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방  산업에 한  인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첫째, 미국의 방  산업이 심각한 기에 처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둘째, 미 국

방부(Department of Defense)  의회 등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이 

문제에 히 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근본

으로는 미국의 국가 안보가 심각하게 받는다는 것이다. 셋째, 특히 

군용품에 필수 인 부품의 부족, 그리고 이러한 부품들을 미국의 통제 

밖에 있는 외국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은 민간 경제뿐 아니라 국가안보에 

심각한 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83)  

1980년에 등장한 이 보고서를 필두로 미국 정부는 기술 문제가 

가져오는 안보  함의를 연구하는 다양한 로그램들을 지원하 고, 이

러한 연구들은 미국 내 기술 안보 담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하 다. 컨

82) U.S. Congress, Hous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1980. The Ailing Defense 

Industrial Base: Unready for Crisis. Defense Industrial Base Panel Report. 96th 

Congress, 2d Sess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 Ⅲ. 

Letter of Transmittal. 필자 번역. 원문은 아래와 같다. 

“The panel finds that there has been a serious decline in the nation’s 

defense industrial capability that places our national security in jeopardy. An 

alarming erosion of crucial industrial elements, coupled with a mushrooming 

dependence on foreign sources for critical materials, is endangering our defense 

posture at its very foundation.”

83) U.S. Congress, Hous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1980,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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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공군, 합동참모본부(Joint Chiefs of Staff), 주일미군병참본부

(Japan Logistical Command), 고등국방연구기획국(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등 군 련 정부기 들이 산업계

와 랜드(Rand)와 같은 싱크탱크들과 함께 미국의 군사  안보 을 

집 으로 연구하 다.84)

이 로그램들의 연구 동향을 구체 으로 살펴보자. 1980년  

반 직 으로 군사 안보와 련된 미 정부 기 들은 미국의 기술 수  

하락과 기술 의존성 증 가 가져올 수 있는 잠재  을 체계 으로 

연구하기 시작하 다. 1983년과 1985년 기간 동안 미국 국방과 련된 

주요 연구기 들은 자국의 산업시설들이 탱크, 무장차량, 투기 엔진, 

어뢰, 정 유도무기(precision guided munitions) 등의 투 장비들을 생

산할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 이 연구들은 

완성된 형태의 무기를 생산하는 산업뿐 아니라 완제품에 들어가는 여러 

부품 생산자들까지 포함하여 과연 미국의 방  산업이 미국의 국가 안보

를 지탱할 만큼의 역량이 되는지 검토하 다. 그리고 무기 완제품의 생

산 보다는 그 완제품에 들어갈 하  부품들과 련하여 미국이 외국의 

렴한 첨단기술 장비들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가 안보를 하

게 할 잠재력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85) 

이러한 인식은 직 으로 군사 작 을 수행해야 하는 입장

에 있던 직 군인들에게서 더욱 명확히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

용하는 주요 무기체계가 외국의 부품에 의존하는 것에 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다. 를 들어, 1987년의 한 인터뷰에서 당시 태평양에서 

해군 지휘 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제임스 라이온스(James Lyons) 제독

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하 다. “우리의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

는 F-16과 F/A 18 투기들, 그리고 우리의 M-1 탱크들, 그리고 군사

84) 주요 연구 목록은 다음을 참조. Friedberg, Aaron L. 1989, p. 414.

85) 이 시기에 이 졌던 연구 로젝트의 기원과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에 잘 정리되어 

있다. Libicki, Martin C., Jack Nunn, and Bill Tayler. 1987. U.S. Industrial Base 

Dependence/Vulnerability: Phase Ⅱ-Analysis. Mobilization Concepts Development 

Center.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p. 16-24; Vawter, 

Roderick L... 1986. U.S. Industrial Base Dependence/Vulnerability: Phase Ⅰ

-Survey of Literature.  Mobilization Concepts Development Center.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p.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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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으로 활용하는 컴퓨터 등에 들어가는 핵심 인 부품들은 모두 동

아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는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추세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

하게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86)

미국의 주요 행 자들이 어떻게 기술의 문제에 을 느 는지 

구체 으로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우선 일군의 문

가들은 군사  차원의 물품 조달에 한 안보 을 강조했다. 이들은 

미국의 주요 무기체계가 외국의 기술과 공 원에 의존할 경우 기가 발

생했을 때 과연 미국이 필수 인 부품들과 장비들을 필요한 만큼 제때 

받을 수 있는가에 한 의문을 제기했다. 둘째, 외국 기업에 한 통제권

의 문제를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즉 외국의 기업들이 첨단기술을 

통제할 경우 과연 이들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게 행동할 것인가

에 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셋째. 기술 인 측면의 장

기 인 에 주목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미국 시장과 세계시장

에서 외국, 특히 일본 기업들의 약진이 계속될 경우, 미국의 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하여 기술  우 를 완 히 빼앗길 것을 우려했다. 즉 이들

은 미래에 미국의 군사 기술이 외국에 완 히 종속되는 것을 경계하

다. 마지막으로 기술 의존, 그리고 미래의 기술  종속이 가져오는 정치

 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일본과 같이 첨단기술 산

업에서 부상하는 국가들과 기업들이 기술에 한 통제권을 가질 경우, 

이들이 이를 활용하여 미국의 정치  결정에 향력을 행사할 것을 우려

하 다. 

(2) 무기체계의 부품 조달의 문제

우선 미국의 국방부 등 군사 략 문가들은 기 시 군사력의 

동원을 안보의 핵심으로 악하 다. 기 상황에서 군사  필요에 맞춰 

충분한 양의 무기체계를 재 소에 생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의 기술 우 가 계속되어 미국의 국내  

86) U.S. Naval Institute Proceedings. 1987. “Interview with James A. Lyons, Jr.” 

https://www.usni.org/magazines/proceedings/1987/july/interview-admiral-james-l

yons-jr-usn(검색일: 201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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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반이 무 질 경우, 우수한 무기체계  장비를 제 로 생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무기의 생산이 외국의 기술과 공

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상치 못하는 경제  정치  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이 여기에 자율 으로 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87)

당시 주요 문가들은 미국의 주요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부품들

은 상당 부분 외국의 생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단하고 있었다. 미 공군

과 해군에서 발행한 한 보고서는 “외국칩이 아니면 선택권이 없다(no 

choice but foreign chips)”라고 표 하며 외국 기업에 의존하는 주요 무

기체계를 열거하고 있다. 를 들어, Global Positioning System, Integrated 

Underwater Surveillance system, Defense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 

F-16 Fighting Falcon, APG-63 Airborne Rader, M1 ABRAMS Tank 등의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반도체 부품들은 오직 외국, 특히 일본 기업들의 

기술력과 생산에 의존하고 있었다. 미국 합동참모본부에서 실시한 한 조

사에 의하면 만약 외국의 공 원과의 계가 단 되어 미국의 무기 생산

자들이 국내 부품 생산업체들에게만 납품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러한 무기체계의 생산은 략 6-14개월 정도 지연될 수 있었다. 그리

고 이는 미국에 한 안보 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88) 

이러한 인식은 다른 정부기 의 기술보고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를 들어, 반도체 산업을 분석한 1987년 국방과학 원회의 보

고서는 구체  수치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미국의 최신 무기체계에 사용

되고 있는 집 회로들의 상당 부분이 외국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국내의 공 원을 확보하거나 재고를 충분히 확충하

지 못한다면 미국은 쟁 시 군사 으로 필수 인 장비들을 활용하지 못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방과학 원회는 이처럼 미국의 안보가 외

국의 첨단기술에 의존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unacceptable)” 상

황이라고 표 하고 있다.89)

87) Friedberg, Aaron L. 1989, p. 414.

88)  Air Force Association and the U.S. Naval Institute Database. 1988. Lifeline in 

Danger: An Assessment of the United States Defense Industrial Base. (Arlington, 

Va: Aerospace Education Foundation), pp. 16-17.

89) U.S. Defense Science Board. 1987. Report of the Defense Science Board Task 

Force on Defense Semiconductor Dependency. (Washington D.C.: Depart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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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군사  기가 도래했을 때, 과연 미국은 자국의 

기술 으로 의존하고 있는 동맹국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한 우려가 제

기되었다. 를 들어, 올센(Olsen)은 동맹국들이 만약 다른 국가로부터 박

을 받는 상황이라면 과연 이들을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심지

어 어떤 동맹국들은 평시에도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올

센은 만약 요한 군사  장비들을 안정 으로 공 받을 수 없다면, 미국의 

국가 안보에 필수 인 산업이 쇠퇴하는 것을 그  바라보는 것은 매우 근

시안 인 략이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90) 

이러한 문가들의 우려는 과거의 례에 비추어 볼 때 실  불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를 들어, 베트남 쟁 

당시 일본의 자 기업이었던 소니(Sony)는 미국의 지속 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텔 비  카메라를 공 하는 것을 거 하 는데, 당시 이 부품

들은 미국의 미사일 체계가 작동하기 해 필수 인 장비들이었다.91)

엄청난 화력을 쏟아부어야 하는 의 특성상 무기의 재고는 

방 소진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런 경우 국내생산 기반이 무 져 충분

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기 상황에서 미국은 군사 작 에서 

치명 인 약 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동맹국을 지원하기 어려울 

수 있었다. 포크랜드 쟁의 사례가 이런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당

시 미국은 국에게 MK-15와 AIM9L 미사일 등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만약 이 분쟁이 더 길어졌다면 미국의 무기 재고가 심각하게 소진될 가

능성이 있었다. 이런 사례에서 봤을 때 미래에 있을 분쟁 상황에서 미국

이 외국의 공 원에 의존하여 무기 재고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이는 

치명 인 국가안보 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92)   

군 작 을 진두지휘했던 군 고  장교들은 이러한 안보 을 

범 하게 공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합동참모본부의장(Chairman 

of Joint Chief of Staff)이었던 리엄 크로우 제독(Admiral William 

Crowe)이 퇴역 후 한 언론사에 기고한 은 당시 군인들이 공유했던 안

Defense, 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Acquisition), pp. 1-2

90) Olsen, Edward A.. 1987. “A Case for Strategic Protectionism.” Strategic Review 

15(4), pp. 64-66.

91) Libicki, Martin et al. 1987, p. 94.

92) Air Force Association and the U.S. Naval Institute Database. 1988,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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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인식을 잘 정리해주고 있다.

미래의 교 에서 각 국가는 기존에 비축해 두었던 재고를 활

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의 가장 요한 안보 체제의 개발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첨단 국내 공작기계산업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 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외국 공  업체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면 안보체제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능력이 심각

하게 약화 될 수 있습니다.

걸  쟁은 미국이 모든 동맹국의 일치된 지지를 받았다는 

에서 특이한 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그러한 상황

에서도 (동맹국들)과의 력은 어려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미국의 국방산업 기반이 략  무기들을 공  받는데 있어

서 이미 외국 공 원에 무 의존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

습니다. 만약 다음번에 다시 우리가 동맹국들에게 요청했을 

때, 동맹국들이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 보다 응하지 

않는 것이 자국에 더 이익이 된다고 단한다면 어 하겠습

니까? 제가 보기에 자국 정부의 보조 을 받으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외국에게 미국의 필수 인 산업 기반을 빼앗기는 

것은 우리의 국가 안보를 하게 할 것이며 이는 안보

의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93)

93) William J. Crowe. 1991. “Strategic Supplies Depend on U.S. Industries.” 

Washington Post. December 19. 

https://www.washingtonpost.com/archive/opinions/1991/12/19/strategic-supplies-depe

nd-on-us-industries/8c7e3b98-1ee4-47e3-9f1c-7b03e52cc62b/(검색일: 2019. 5. 22). 

필자 번역.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 future engagements, each country will be forced to draw on its existing 

stockpiles and inventory, …In sum, it is imperative to maintain a viable high-tech 

domestic machine tool industry that can support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our most sensitive defense systems -- when we need them. Our ability to do 

that could suffer seriously if we were forced to rely heavily on foreign suppliers.

The gulf war was unique because America enjoyed the unanimous support 

of all its allies. Even so, cooperation was difficult. The Joint Chiefs of Staff have 

warned that the U.S. defense industrial base is already in danger of becoming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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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 기업에 한 통제의 문제

두 번째로 외국 기술에 한 통제권에 심을 두는 문가들은 

미국이 일본과 같은 국가들과의 기술경쟁에서 려서 기술  우 를 내

 경우, 첨단기술에 한 통제권이 외국 정부와 기업에 넘어갈 것을 우

려하 다. 이들은 외국 정부와 기업들의 이익과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지 하 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외국의 정

부와 기업들이 미국이 필요한 기술  장비들과 물품들을 공 하지 않을 

수 있었다. 특히 외국 기업들이 미국의 무기체계만이 갖는 특수한 표 에 

부합하는 부품을 지속 으로 생산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다. 를 들어, 

당시 인공 성 통신 회사의 CEO로 재직했던 버나드 슈왈츠(Bernard 

Schwartz)는 1989년의 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하 다.

외국의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기업을 요한 방식으로 통제하

는데, 이는 미국의 안보 목표에 부합할 수도 있고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 으로 외국의 소유의 진정한 험

은 미국이 오늘의 방  기술에 한 통제권과 내일의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을 잃는 것에서부터 기인합니다. … 소

유권이 미국의 손을 벗어나는 순간 해당 외국 기업이 설정하

는 우선순 가 미국이 자국의 안보 토 를 구축하기 해 설

정하는 우선순 들을 지속 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

습니다.94)

dependent upon foreign sources for strategic supplies. What if the next time we 

are called upon to respond, our allies decide it is in their best interest to sit it 

out? In my view, the loss of this critical industry to foreign subsidized imports 

would seriously erode our national security and be totally unsatisfactory from a 

defense perspective.”

94) Schwartz, Bernard L.. 1989. Foreign Ownership of U.S. Defense Companies: 

Where Do We Draw the Line?  (Washington D.C.: Johns Hopkins University 

Foreign Policy Institute), p. 13. 재인용 : Pages, 1996. p. 18. 필자번역. 원문은 아래

와 같다. 

“The foreign owner controls the enterprise in critical ways that may or 

may not support U.S. defense objectives. Overall, the real risk of fo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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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식은 1988년 미 의회에서 발행한 기술보고서에서도 발

견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외국 기업들이 다른 곳에 자신들의 역량을 

투입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높다고 단할 경우, 외국의 첨단기술 산업

들은 미국이 요구하는 특수한 장비들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데에 자신들의 

자원을 투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미국 정부는 국내의 기술발 을 진하거나 자신들이 희망하는 기술 

없이 참고 견디거나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95)

1980년  반에 있었던 몇몇 사례들은 미국 문가들의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를 들어, 당시 국방부

는 오 라인 장장치의 한 형태로서 버블기억장치(bubble memories)를 

필요로 하고 있었는데, 일본 기업들은 이러한 기술의 개발을 꺼리고 있

었다. 결국, 이 장비는 미국의 기업인 인텔(Intel)이 기술개발에 참여함으

로써 공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만약 일본 기업들이 이 기술에 한 통

제권을 완 히 쥐고, 인텔과 같은 미국의 국내 기업들이 일본과의 경쟁

에서 려 기술을 개발할 여력이 안 다면, 국방부는 필요한 장비를 확

보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무기체계를 일본의 기술 표 에 맞추게 되는 상

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96)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많은 문가들은 외국 기업들이 기술  

우 를 유지하기 해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을 공유하지 않거나, 미국에 

가장 좋은 품질의 장비들을 납품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 다. 이 경우 외

국 기업들은 가장 좋은 장비들은 자국 정부에 공 하고, 미국에는 이것

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장비들을 공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궁극 으로 

외국 기업들이  단계뿐 아니라 미래에도 미국의 기업에 해 기술  

우 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었다. 

ownership stems from America's losing control of today's defense technology and 

its ability to influence investments in tomorrow's technology. … Once ownership 

control passes out of U.S. hands there is no assurance that the company's 

priorities will continue to support the priorities of the U.S. defense establishment."

95) U.S. Congres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1988. The Defense Technology 

Base: Introduction and Overview A Special Report. OTA-ISC-374.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 14.

96) Libicki, Martin et al. 1987,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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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본 첨단기술 산업의 폐쇄  성격은 미국 문가들의 우

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즉 다음의 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문가

들은 일본에서 시작되는 최첨단 기술 혹은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장

비들이 일본 외부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을 깊이 우려하고 있었다.

그들이 가지는 국제  성격에도 불구하고 산업  과학 단체

들은 국제 인 수 보다 국내 수 에서 더 하게 연 되

어 있으므로, 국제 으로 과학 지식을 교환하는 것으로 국내 

연구기반의 침식을 완 히 체하기는 어렵습니다. … 이 분

야(반도체)  다른 여타 분야에서도 일본 내의 산업  과학 

단체들은 서로 매우 가까운 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서유럽과 비교할 때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결

과, 기술과 정보, 특히 단순히 상품 시장을 통해서는 획득할 

수 없는 정보는 일본과 다른 국가 사이에서 흐르는 것보다 

일본 내에서 훨씬 더 격하게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97) 

이 게 최첨단 기술 혹은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장비들이 일

본 내부에서만 존재하고 외부로 확산되지 않는다면 미국으로서는 좋은 

기술에 한 근성이 제약되게 된다. 미국의 국방력이 첨단 기술력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던 만큼 미국이 신기술에 근하지 못하게 되면, 이

는 미래의 신무기 개발에도 상당한 타격을  수 있었다. 

97) Boruss, Michael, Laura D’Andrea Tyson, and John Zysman. 1986. “Creating 

Advantage: How Government Policies Shape International Trade in Semiconductor 

Industry.” In Krugman, Paul R. (eds.), 1986. Strategic Trade Policy and 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s.  (Cambridge: MIT Press), p. 94. 필자 번역. 원문은 아래와 

같다. 

“Because business and scientific communities, despite their international 

character, remain more tightly knit on a national than on a international level, it 

is unlikely that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scientific information can be a 

complete substitute for the erosion of a domestic research base. … Japanese 

scientific and business communities in this and other fields are quite close, 

certainly when compared with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 As a result 

technological information, especially the kind of information that does not flow 

through simple product market channels, is likely to move much more rapidly 

within Japan than between Japan and the rest of the world.”



- 73 -

이러한 우려는 미국 정부의 여러 기 에서 엿볼 수 있다. 를 

들어, 1990년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 원회(DSB: Defense Science 

Board)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 반도체 기업인 니콘(Nikon)은 당시로

는 최첨단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활용되는 노

장치를 미국보다 자국 일본에 먼  선보 다. 그리고 미국이 이러한 장

치에 근하기까지는 무려 24개월이 걸렸다. 니콘은 이 조치가 외국에 

납품 이  해당 장비의 결함 유무를 검토하기 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당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일본의 이러한 행이 자국의 

기술  우 를 확보하기 한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98) 

미국의 주요 첨단기술 산업 기업들도 이와 유사한 인식을 공

유하고 있었다. 회계감사원(GAO: General Accounting Office)에서 실시한 

한 조사에서도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조사 상이었

던 컴퓨터 산업에 종사하는 59개의 미국 기업 에 52개의 기업은 일본의 

공 자들에게 최첨단 장비들을 공 받고 있었다. 그리고 이  거의 반

에 해당하는 22개의 기업들은 일본 기업들이 첨단장비를 구매하겠다는 자

신들의 제안을 거 하거나, 물품을 공 한다고 해도 늦게 납품하여 최종 

장비를 얻기까지는 무려 6개월이 넘는 기일이 걸렸다고 답하 다. 첨단기

술의 발  속도를 고려할 때, 장비나 부품을 공 받는 기간이 조 이라도 

길어지면 경쟁자들에 비해 미국 기업들의 기술 수 이 격하게 떨어지게 

된다. 이는 궁극 으로 미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에게 첨단기술의 주도

권을 완 히 내주고 기술 으로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다.99)

외부 기술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우려는 일본처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자신들의 첨단기술과 장비를 제3국

에 넘길 가능성에 의해 증폭되었다. 만약 제3국이 소련과 같은 미국의 

국이고, 이들이 첨단장비를 군사  목 에 사용하게 된다면 미국의 미래 

국가 안보는 상당히 받을 수 있었다.100) 를 들어 일본의 화학기업이 

98) U.S. Defense Science Board, Industrial Base Committee. 1990. Report of the 

Defense Science Board Task Force: Foreign Ownership and Control of U.S. 

Industry. Report to the Undersecretary of Defense for Acquisition.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p. 20.

99) U.S. General Accounting Office. 1991. International Trade: U.S. Business Access 

to Certain Foreign State-of-the-Art Technology. Report to the Honorable Lloyd 

Bentsen, U.S. Senate. (Washington D.C.: General Accounting Office),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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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에 제공한 할론(Halon) 가스는 소련이 자신들의 탄도미사일유도체제

(ballistic missile guidance system)을 더 강화하는데 이용될 수 있었다.101) 

이러한 우려가 실제로 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다

른 로 일본의 잠수함 무음기술이 소련에게 이 된 사례를 들 수 있다. 

1987년 5월 일본 기업인 토시바(Toshiba)는 정교한 링머신(milling 

machine)을 소련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장비로 인해 소련은 

자신들이 보유한 핵 잠수함의 소음을 획기 으로 일 수 있었다. 이 사

건 자체로 미·소 군사력의 균형이 변화한 것은 아니었지만, 미국 내에 

엄청난 우려와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 다. 미 의회는 상징 으로 

‘토시바에 한 쟁’을 선포하 고, 세계 각국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본

산 라디오들을 때려 부수는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하 다. 많은 문가들

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기술이 가져오는 경제  함의를 넘어선 잠

재  안보 문제를 걱정하기 시작하 다.102)    

(4) 산업 기반 붕괴와 기술 종속의 문제

이러한 단기 인 문제 외에도 장기 인 차원에서 외국에 한 

기술 의존성이 미국의 첨단기술 산업 기반과 제조업에 미칠 악 향을 우

려하는 목소리들이 두되었다. 즉 미국의 국방부가 외국의 기업들에게 

의존하는 상황은 미국 국내 기업들의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궁

극 으로 미국 기업들의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이 게 되면 미국의 방 산업은 기 인 부품뿐 아니라 최첨

단 기술에 기 한 장비들도 외국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

었다. 이는 선도부문의 경쟁력의 상실뿐 아니라 장기 인 미국의 국가 

100) Friedberg, Aaron L. 1989, p. 422.

101) Sanger, David E. 1988. “Japanese Police Raid Seller of Gas to Soviets” New 

York Times. December 8. 

https://www.nytimes.com/1988/12/08/business/japanese-police-raid-seller-of-gas-to

-soviets.html (검색일: 2019. 5. 22).

102) Vogel, Steven. 1992. "The Power behind "Spin-ons": The Military Implications 

of Japan's Commercial Technology" In Sandholtz, Wayne, Michael Borrus, John 

Zysman, Ken, Conca, Jay Stowsky, Steven Vogel, & Steve, Weber  (eds.), The 

Highest Stakes: The Economic Foundations of the Next Security System, 55-8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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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에도 심각한 이 되는 것이었다.

앞서 살펴봤던 반도체 산업을 조사한 1987년 국방과학 원회의 

보고서는 이러한 을 다음과 같이 표 하고 있다.

우리 태스크 포스 이 처음에는 안보  수요, 특히 동원 상

황에서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반도체 하드웨어의 확보 가

능성에 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더 확실해지는 것

은 미국의 최첨단 방 체제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고  

반도체 기술이 이제 더 이상 미국 내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 가장 핵심 인 문제라는 입니다.103) 

이 보고서는 장기 인 측면에서 미국이 기술  우 를 어떻게 

잃을 수 있는지에 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 등 일본

의 제조업자들이 세계시장에서 약진하면서 큰 이윤을 남기게 되면 이러

한 자본은 다시 미래에 큰 규모의 연구개발(R&D: research & 

development)에 재투자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장기 으로 

일본과 미국의 기술격차는 더욱 어들 것이고, 궁극 으로 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우 를 넘어설 수도 있는 것이었다. 이 보고서는 반도체 산

업을 분석 상으로 삼고 있지만, 이러한 시나리오는 다른 부문에서도 실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104) 

(5) 정치  향력 상실의 문제

마지막으로, 미국의 많은 문가들  정책 결정자들은 외국에 

한 기술 의존이 가져올 정치  향을 우려하 다. 즉 이들은 외국인

들이 자신들의 기술 ·경제  우 를 정치  향력으로 환하여 미국

103) U.S. Defense Science Board. 1987, p. 68. 필자 번역. 원문은 아래와 같다. 

“Although the Task Force initially focused on the availability of 

semiconductor hardware to support defense needs, particularly during time of 

mobilization, it rapidly became evident that the principal concern was the fact that 

that advanced semiconductor technology simply would not be available within the 

United State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leading edge defense systems.”

104) U.S. Defense Science Board. 1987,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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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율 인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해할까 우려하 다. 기존에는 

미국의 우월한 향력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들에게 자신이 선호하는 정

책들을 일정 부분 강요할 수 있었는데, 이제 역으로 미국이 외국의 향

력을 우려하는 상황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 첨단

기술 제품을 가장 많이 공 했던 일본과의 정치  계가 미국에게 불리

하게 작용할까 우려하 다. 를 들어, 미국의 국방부 장 을 지냈던 하

롤드 라운(Harold Brown)은 다음과 같이 미국과 일본의 계가 이

과는 같지 않을 것이라고 망하 다.

일본이 미국과 등해지면 새로운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술  역량을 월하게 되면 이런 경향은 더

욱 강해질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지 보다 더욱 하

락할 것이고, 미국의 지정학  군사  힘의 기반이 되는 경

제  기반은 더욱 침식할 것입니다. … 그 게 되면 기술  

경제  효과와 더불어 심리  향도 나타날 것입니다.105)

일본의 기술  향력에 한 미국인들의 두려움은 1989년 일본

에서 발간되었던 한 문서에 의해 증폭되었다. “The Japan That Can Say 

No”라는 이 문서는 일본 의회의 구성원이었던 신타로 이시하라(Shintaro 

Ishihara)와 소니의 회장이었던 아키오 모리타(Akio Morita)에 의해 발간

되었는데,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일본

에 한 인식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문서에서 이

시하라와 모리타는 일본은 재의 기술  우 를 정치에 활용해야 한다

고 주장하 다. 이들은 아무리 미국과 소련이 자신들의 향력을 확장한

다고 해도, 만약 일본이 컴퓨터 칩 등과 같은 첨단기술 장비들을 공 하

105) Brown, Harold. 1987. U.S.-Japan Relations: Technology, Economics and Security. 

(Washington D.C.: US/Japan Economic Agenda), p. 5. 필자 번역. 원문은 아래와 같

다. 

“A new situation will emerge as Japan equals, and more so should it 

surpass the United States in technological capability. The economic growth rate of 

the U.S. would decline further, and there would be a further relative degradation 

of the economic base on which rests U.S. geopolitical and military strength. … 

Psychological as well as technological and economic effects would be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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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 다.106) 이 문서는 이

후 미국에서 번역되어 의회의 논의 과정에서 직 으로 언 되는 등 미 

정부의 주요 행 자들의 일본에 한  인식을 강화하는데 일조하 다. 

요컨 , 미국의 군 련 정부기 들과 주요 문가들은 첨단기술 

산업에서 일본의 부상이 경제의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에도 이 된다고 

주장하 다. 이들은 일본이 선도부문을 장악하게 되면 미국은 미래의 주요

한 최첨단 기술을 일본에게 의존하게 된다고 보았다. 당시의 첨단기술은 상

업  부문의 성장에도 활용되기도 했지만, 주요 무기체계에 활용되는 등 군

사  목 으로도 사용되는 민군겸용기술이었기 때문에 기술 의존성이 심화 

되면 무기 부품 조달 등 군사 작  수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

었다. 나아가 일본 기업들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게 행동하도록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술 의존성의 심화는 국가 안보를 할 수 있었다. 그리

고 장기 인 차원에서 미국이  기술 신 역량을 상실할 우려가 있었으

며, 궁극 으로 패권국 미국의 정치  향력이 하락할 수도 있었다. 

4) 일본 문제에 한 수정주의  해법

일본 문제를 경제·군사 차원의 안보 으로 이  한 이상 

수정주의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한 설득력 있는 방안들을 내놓아야 했

다. 수정주의자들의 결론은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가안보에 필수 인 첨

단기술 산업에 해서는 국가가 부분 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문제를 해

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선 수정주의자들은 일본과의 통상에 있어 국

가가 개입하여 시장을 리해야 한다는 소  ‘ 리무역’론을 제시하 다. 

즉 일본에 한 무역제재 혹은 제재를 동원한 박을 통해 일본의 불공

정한 행을 제거하여 ‘공평한 게임의 장(level-playing field)’을 만들고 

일본의 시장을 개방하여 미국의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발상

이었다. 한 이를 달성하기 해서 기존의 다자 인 방식보다는 양자  

방식으로 근하여 상력을 높이고, 일본에게 구체 이고 가시 인 결

과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 다. 

106) Morita, Akio and Shintaro Ishihara, trans by Baldwin, Frank. 1991. The Japan 

that Can Say No: Why Japan Will Be the First Among Equals. (New York: 

Simon & Schuster)



- 78 -

둘째 수정주의자들은 경제 ·안보 으로 필수 인 략  산업

에 한하여 국가가 부분 으로 민간부문에 개입하여 산업을 지원·육성해

야 된다는 소  ‘ 략  산업(무역)정책론’을 제시하 다. 즉 략  산업

에 해서는 자유무역의 원리에 따라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내  육성을 통해 비교우 를 창출해야 한다는 발상이었다. 

수정주의자들은 일본과의 문제를 시정하기 해서 미국의  일

본 통상정책이 근본 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를 들어, 

스토비츠는 양자 상을 통해 일본의 생각을 바꿀 것을 요구할 게 아니

라 미국의 요구를 분명히 반 하여 일본에게 구체 인 결과를 강하게 요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우리의 상은 항상 결과를 내기 한 것이어야 합니다. 정

의되지 않은 '개방'시장을 얻기 해 외국 문화의 차에 

해 상하는 것은 좌 과 실패를 자 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법을 개정하기 해 상할 수 있습니다. 한 우리는 어떤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체 인 매량 는 슬라이딩 스 일을 상을 통해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식별 가능하고 구체 인 것은 그 무

엇이든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학이나 인식에 

해서는 상할 수 없고 그것을 시도해서도 안됩니다.107)

한편 존슨도 미국 정부가 극 인 무역  산업정책을 펼쳐야 

함을 역설하고 있었다. 존슨은 기존의 자유주의 이념은 일본의 변칙  

모델로 유효성이 상실되었음을 지 하면서 미국이 일본의 행동을 견제하

기 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첫째, 이제 미국의 가

107) Prestowitz, Clyde. V. 1988, p. 322. 필자 번역. 원문은 다음과 같다. 

“Our negotiation should always be for results. To negotiate over the 

procedures of a foreign culture in hopes of obtaing an undefined ‘open’ market is 

to court failure an frustration. We can negotiate to alter a revision in a law. We 

can negotiate to prevent a law from passing. We can negotiate a market share or 

a specific amount of sales or a sliding scale. We can negotiate anything 

identificable and concrete. We cannot negotiate philosophy or preception and 

should not try to d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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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요한 외교정책의 문제는 소련이 아닌 일본 문제임을 시하고, 일

본과의 양자 계는 구체 이며 목표지향 인 동시에 세 히 통제된 

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둘째, 일본의 통산성처럼 미국의 경제정

책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미국 정부가 미국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었

다. 즉 존슨의 구상은 요체는 미국 정부가 독 규제 등의 규제지향  역

할뿐 아니라 일본처럼 산업의 발 을 지원할 수 있는 발 지향  리무

역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108)

이러한 수정주의  처방은 략 으로 요한 첨단기술 산업에 

한 육성이 필요하다는 ‘ 략  무역(산업)정책’론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논

자들마다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들이 공통 으로 주장하는 핵심은 경제  

효과가 크고 안보의 측면에서 핵심 인 첨단기술 산업을 선별하여 국

가가 이 분야에 한 비교우 를 직  창출하여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해

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들의 주장은 쇠퇴하는 산업의 지원이 아닌 미래에 

유망한 선도부문에 한 지원을 강조하 다는 에서 통상 인 산업정책

론과 구분되는 이 있었다. 요한 은 정부가 신 하게 략  산업을 

선별하고, 이 게 선택된 산업을 정부가 보조 , 세제혜택, 기업들과의 

력,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외국과의 경쟁에서 우 를 확보하

는 것이었다. 이러한 에서 표 인 략  무역론자인 타이슨은 자신

의 근을 ‘신 한 행동주의(cautious activism)'라고 불 던 것이다.109)  

3.  본질  ? 구성된 ?

이상에서 수정주의  이념이 일본의 부상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

지 살펴보았다. 그 다면 과연 수정주의 이념이 기 하고 있는  인

식이 객 이고 실재하는 물질  에 기 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행

자들의 주 인 단에 기 하여 미래의 실  조건들을 새로 규정

하고 재구성하기 한 목 에 따라 과장되고 구성된 이었는가?

108) Johnson, Chalmers. 1989b. “Their Behavior, Our Policy.” The National Interest 

17, pp. 26-27.

109) Tyson, Laura D’Andrea. 1992, pp. 25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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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수정주의자들의 담론은 어느 정도 실의 물  변화에 토

를 두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이들의 안보 이 아무런 실

 근거 없이 상상된 것은 아니었다. 제 Ⅱ장에서 자세히 살폈던 것처럼 

미국과 일본의 상  지 가 변하고 있다는 다양한 지표들이 제시되고 

있었다. 미국의  일본 무역 자의 규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

고 있었으며, 첨단기술 산업에 해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었다. 한 

자산업을 심으로 일본의 첨단기술 기업들이 미국의 우 에 지속 으

로 도 하여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제 Ⅱ장에서 논했듯이, 비록 일본과 미국의 상  격차

가 고는 있었지만, 미국의 우 가 완 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어떻

게 보면 이러한 추세는 제2차 세계 과 그 이후 냉 이라는 특수한 환

경이 만들어낸 비정상  상황이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일 수도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상  격차의 감소라는 물  조건의 변화 자체가 미국에 

실재  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요한 것은 이러한 추세가 계

속되면 미국이 리던 우 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과 두려움 

그리고 이에 한 미국인들의 주  해석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민군겸용기술을 둘러싸고 미국에서 발된 안보

논쟁은 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한 행 자들의 주  해석에 기 하

여 미래의 실  조건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구성하고, 이

러한 목 에 따라 재의 을 쟁 화하는 안보화 담론정치의 형을 

보여 다. 다시 말해, 수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안보 은 재의 실질

인 이었다기보다 앞으로 실 될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안보 

을 놓고 문제를 쟁 화하는 성격이 강하 다. 이러한 모습은 1988년 당시 

국방 차 이 국방부 장 에게 보고하는 공문서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국가 안보의 에서 국방 생산에 필수 인 기술에 한 외

국의 의존성은 본질 으로 험하며, 이를 최소화하는 것을 

국방부와 국가의 우선순 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 

우리는 이러한 기술 의존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제는 커녕 

이를 식별해낼 수 있는 체제조차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 

국방부는 우리의 체제에 외국 부품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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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조달된 부품  구성 

요소를 식별하기 한 체계 이고 확립된 수단이 없으므로 

우리가 얼마나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취약성이 

어느 정도인지도 평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 국가 비상사태 

시 우리가 외국의 공 원에게 범 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의 

결과는 치명 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  당장 드러나는 결

과는 우리가 주요 제조업에서 속도로 기술  우 를 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의 장기 인 국가 안보 이익에 

매우 부정 인 향을 미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110)

의 국방부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

째, 첨단기술 산업의 외부  환경 변화와 이것이 수반하는 미국의 외국 기

술의 의존 정도를 객 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으로 

미루어볼 때 미국의 취약성 정도 자체를 확실히 알기 힘들다는 불확실성 

자체가 미국 정책 결정자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 보고서에서 강조하는 은 아직 실 되지 않은 미래의 장기 인 

이라는 이다. 즉 동 보고서는 외국의 기술에 의존하다 보면 미국의 산

업 기반이 약화되어 군사 으로 요한 기술들에 한 주도권을  잃

을 수도 있다는 ‘잠재 ’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안보 을 부각시키고 있다.

110) U.S. Department of Defense. 1988. Bolstering Defense Industrial 

Competitiveness. Report to the Secretary of Defense by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Acquisit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 

47. 필자 번역. 원문을 아래와 같다. 

“From the national security perspective, foreign dependencies in technologies 

essential to defense production are inherently risky, and minimizing them should 

be a Department of Defense and national priority. However, there is at present no 

reliable system even to identify such dependencies, not to mention systems to 

minimize them. … The Department of Defense does not know the extent to which 

foreign-sourced parts and components are incorporated in the systems it acquires. 

There is no systematic, established means to identify foreign-sourced parts and 

components and, hence, no way to determine the extent of foreign dependencies or 

vulnerabilities. … In a national emergency, the consequences of extensive 

dependence on foreign sources could be extreme. More immediately, however, an 

apparent consequence is that we are experiencing the loss of technological 

leadership in key manufacturing technologies at an increasing rate. This has 

extremely adverse potential for our long term security interests.”



- 82 -

이러한 특징들은 이번 장에서 다루었던 자료들에서 반 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일본의 안보 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로 두면 

미국과 일본의 상  격차가 어드는 추세가 미래에도 계속될 것을 암

묵 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그러나 아직 실 되지 않

은 미래)에 미국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일종의 잠재  시나리오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에 한 미국의 안보 은 물질

이고 고정 인 에 한 객 인 이었다기보다 행 자들의 주

 단에 기 하여 형성된 측면이 강하다.  

요컨 , 수정주의자들의 인식은 차 불안정하고 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세계에서 과연 미국이 이 과 같은 우 를 유지할 수 있

느냐는 문제와 결부되어 나타났다. 일본에 한 안보 논쟁은 상당히 주

 단에 기 하고 있었고, 재의 불확실한 에 한 평가와 동

시에 미래에 아직 실 되지 않았던, 그러나 실 될 가능성이 있는 

을 문제 시 하 던 것이다.  

 이번 장은 일본과의 경쟁이 미국에 어떤 이념  변화를 불러일

으켰는지 살펴보았다. 미국은 통 으로 자유주의  합의가 강하게 존

재하 지만, 국제체제에서 일본의 부상, 특히 첨단기술 산업에서의 성장

세가 두드러지자 80년 부터 미국이 내외  경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새로운 근이 필요하다는 수정주의  담론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

은 일본의 경제모델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미국이 직면하는 경제  

을 강조하 고, 여기서 한발 나아가 기술 의존성의 문제를 군사 안보의 

문제로 부각하 다. 그리고 수정주의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미국 정부가 이 까지 펼치던 자유주의  정책 기조를 바꾸어 무

역을 리함과 동시에 주요 략  산업을 육성하여 미국의 산업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들은 비 지정학  차원에

서 담론  실천을 통해서 권력이 재편되고 실이 재편되는 양상을 잘 

보여 다. 다음에 이어지는 제 Ⅳ장은 Ⅱ장에서 논한 구조  차원의 변

화와 이번 장에서 논의한 이념  차원의 변화가 어떻게 미국 주요 행

자들이 경제·안보 이익의 변화를 추동하여 궁극 으로 실제의 미국의 정

책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졌는지 그 과정을 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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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본에 한 미국의 정책·제도  변화

비지정학  차원에서 보면, 미국의 기술경쟁력 하락으로 세계시

장을 둘러싼 경쟁에서 불리한 치에 놓이게 된 민간 행 자들의 정책 

선호의 변화와 더불어 경제정책을 략 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미국 정

부의 정책 ·제도 를 포착할 수 있다. 미국의 민간 기업  이익집단들

은 자신들의 경제  이익을 극 화하기 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산

업을 구제  지원하길 요구하기 시작하 다.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제 Ⅲ장에서 논의한 수정주의  담론이 반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이익집단의 압력은 곧 미국 정부 내 수정주의  강경 에 힘

을 실어주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일본의 부상에 응하여 통상제재를 무기로 

일본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공격 인 통상정책을 펼치고, 자국 첨단기

술 산업을 육성하기 한 정책들을 펼치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은 미국이 이러한 정책을 펼친 이면에는 안보 을 쟁 화시킴으로

써 일본을 견제하겠다는 수정주의  인식이 짙게 깔려 있었다는 이다. 

퉁주의  이념이 완 히 패배한 것은 아니었지만, 수정주의  해법이 정

당하다는 공감 가 형성된 일부 필수 (critical) 첨단기술 산업에 해서 

미국의 경제정책이 변하게 되었다.

이번 장은 첨단기술 산업에서 일본의 성장에 한 미국의 정책

·제도  응 과정을 외  측면과 내  측면으로 나 어 살펴볼 

것이다. 이를 살펴보기 한 구체 인 사례로서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미·일 통상마찰이 1986년 반도체 합의로 귀결된 과정, 그리고 미국이 

1989년 수퍼 301조를 활용하여 일본의 슈퍼컴퓨터 산업  인공 성 산

업에서의 불공정한 행을 특정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그리고 미국이 

1987년 SEMATECH를 통해 반도체 산업을 지원했던 과정과 1994년 ‘국

가 평  디스 이 이니셔티 (National Flat Panel Initiative)’를 통해 

평 디스 이 산업을 육성한 과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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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에 한 미국의 외  견제

1) 반도체 산업에 한 미·일 갈등과 미국의 응 

(1) 일본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미국의 경쟁력 하락

1970년 까지 미국은 기술 선도국가로서 반도체 산업에서 확고

한 우 를 하고 있었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은 1947년 벨 연구소(Bell 

Laboratory)가 트랜지스터(transistor)를 개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미

국 기업인 Texas Instruments가 1959년 집 회로(integrated circuits)를 

발명하고, Intel이 1971년 마이크로 로세서(microprocessor)를 개발하는 

등 미국은 반도체 산업의 기술 신을 주도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는 당시까지 미국의 기술  우 에 도 할 

만한 경쟁자가 없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한 산업 내의 다양한 기

업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효율 인 발 을 추구할 수 있었

다. 한편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했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미국 정

부는 명시 으로 민간 반도체 산업을 지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군사  

목 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주요 군사 부품에 한 정부 조달

(governement procurement)을 통해 반도체 기업들의 수요를 창출하는 

등 요한 역할을 담당하 다.111)

한편 후발주자 던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1970년  이 까지만 

해도 미국에 비해 상 으로 낙후되어 있었다. 그러나 70년  들어 일

본의 반도체 산업은 미국을 하는 수 까지 성장하게 된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주도 인 역할을 담당하

다. 우선, 일본 정부는 경쟁력이 약했던 창기에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111) 미국의 반도체 산업의 발 과정과 산업 구조에 한 상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Alic, John A. et al. 1992, pp. 257-268; Irwin, Douglas A. 1996. "Trade Politics and 

the Semiconductor Industry." In Krueger, Anne O.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American Trade Policy, 11-7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14-24 ; O’Shea, Timothy J.C.. 1992. "The U.S.-Japan Semiconductor Problem" In 

Walters, Robert S. (eds.), Talking Trade: U.S. Policy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51-56. (San Francisco: Westview Press), pp. 55-60; Tyson, Laura D’Andrea. 1992, 

pp. 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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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기업들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취하 다. 한 70년  들어 일본의 

통산성(MITI: Minisi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이 주도

으로 최첨단 기술개발을 지원하면서 산업발 을 진하 다. 통산성 주

도로 1976년에서 1979년까지 4년간 실시되었던 고 도집 회로(VLSI: 

Very Large Scale Integrated Circuits Program) 로그램이 표 인 

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일본 정부는 국가-기업 계  기업 간 

계 등 자국 반도체 산업의 구조를 외국과의 경쟁에 유리하도록 조직하

는 등 주도 인 역할을 담당하 다.112)

1970년  후반에 들어서면서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시장

을 석권하면서 미국의 우 에 도 장을 내 게 된다. 컨  1979년 말

에에 이르러 16K DRAM 분야에 있어서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시장의 43%를 유하고 있었다. 1980년에 들어서는 당시 차세  반도체

라고 할 수 있었던 64K DRAM 반도체에서도 일본 기업들이 미국 시장

의 79%를 유하는 등 미국을 하기 시작했다. 일본과의 경쟁이 치열

해지자, 미국 내에서는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에 필수 인 반도체 산업의 

미래에 한 범 한 기의식이 발되었다.113)

(2) 민간 행 자의 정책 선호의 변화

1970년 까지 미국의 주요 반도체 생산자들은 체로 자유무역

을 선호하 다. 를 들어, 미국의 많은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정부가 다

자 상인 도쿄 라운드에서 무역 자유화 상을 하는 것을 지지하 다. 

한 국내 으로도 이들은 반도체 산업에 한 미국의 세를 반 으

로 낮추는 것에 해서 반 하지 않았다. 이는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 화하고자 하는 반도체 산업의 선호를 반 하

는 것이었다. 컨 , 당시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외국에 생산 기

지를 두고 있었으며, 생산의 상당 부분을 수출하고 있었다.114) 

112) 일본의 반도체 산업의 발 과정과 산업 구조에 한 상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Flamm, Kenneth. 1996. Mismanaged Trade? Strategic Policy and the 

Semiconductor Industr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pp. 

39-126. ; Irwin, Douglas A. 1996, pp. 24-35; O’Shea, Timothy J.C. 1992, pp. 56-59; 

Tyson, Laura D’Andrea. 1992, pp. 93-101.

113) Irwin, Douglas A. 1996, pp. 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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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70년  후반에 시작되어 80년  반에 이르러 일본 반

도체 기업이 16K DRAM 분야에서 시장을 석권하기 시작하고, 미국의 

경쟁력이 반 으로 하락하면서 미국의 주요 반도체 생산자들은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는 새로운 주장을 펼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산업

회(SIA: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가 요한 역할을 담당하

다.115) SIA는 1980년  반부터 일본의 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극 인 응을 요구하고 있었다. SIA에서 1980년에 발행한 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미국 반도체 생산자들은 일본과 비교할 때 자본에 한 근

이 구조 으로 불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리함은 상품을 

타  하여 미국  기타 지역에 공격 으로 수출하는 일본

의 행과 맞물리면서 1980년 에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경

쟁에서 불리한 치에 놓이게 만들 것입니다. 이를 방하기 

한 공공정책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말이지요.116)

 

1981년에 들어서 SIA는 일본의 에 해 2가지 차원의 극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첫 번째 요구는 국제 인 

차원에서 외국, 특히 일본 시장에 한 시장 근이 제약되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 으로 1982년 4월

까지 미국산 반도체에 한 일본의 세를 행 10%에서 4%으로 낮출 

114) Milner, Helen. 1987. pp. 639-665.

115) 1976년에 설립되었던 SIA는 1980년  반에 들어 57개의 주요 기업들을 표하는 

반도체 산업의 이익집단으로 성장하 다. 이 57개의 기업에는 AT&T, IBM 등과 같이 

자사 내부소비 용도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captive producer’와 Texas Instruments, 

Intel, Motorola와 같이 외부 시장에 매할 목 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merchant 

producer’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Zeng, Ka, 2007, p. 131. 미국 반도체 산업의 형성 

과정과 구조에 해서는 다음을 참조. Alic, John A. et al. 1992, pp. 257-268.

116)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1980. An Industry Response to the Foreign 

Industrial Challenge in High Technology Industries. (Cupertino, California.: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p. 38. 원문은 아래와 같다. 

“The US semiconductor manufacturers are at structural disadvantage in 

access to capital as compared to the Japanese and that this disadvantage coupled 

with the target product practice in Japan of focused export aggressiveness in the 

US and else where abroad would put the semiconductor industry in dire competitive 

straits during the 1980’s, unless public policy was invoked to preven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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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요구하 다. 한 내국민 우(national treatment)의 차원에서 일본 

국내에서 일본 기업과 미국의 기업들이 동등하게 우할 것을 주장하

다. 한 SIA는 일본 정부가 과거 외국 기업들에 해서 행했던 불공정 

행을 구제하기 한 ‘차별철폐조치(affirmative action program)’을 실

시해야 한다고 역설하 다. 두 번째 요구는 국내 인 차원에서 미국 정

부가 반도체 산업의 자본 형성, R&D 투자  공학교육을 극 으로 지

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117)   

이런 배경에서 미국과 일본 사이의 양자 상인 ‘첨단 산업에 

한 미일 워킹그룹(U.S.-Japan Working Group on High Technology)이 

1982년 4월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미국 반도체 산업계의 주장이 만족스

러운 수 으로 미국의 정책에 반 된 것은 아니었다. 1980년  반 

이건 1기 행정부는 상 으로 통주의자들의 향력이 강했기 때문에 

이들은 일본에 해서 상 으로 미온 인 반응을 보 다. 즉 이들은 

일본에 해서 공식 인 제재조치를 취하기보다 양자 상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다. 이는 실질 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함이 아

니라, 행정부 차원에서 의회에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성격이 강하 다.118) 민간인공동 원장으로서 상 의 일원이었던 

스토비츠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상은 백악 의 주요 우선순 가 아니었습니다. 

행정부의 주요 리  부분은 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들  일부는 생각이 달랐지만, 부분의 행정부 리들

의 에는 이것은 군비 통제와 Star Wars119)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상을 통해 구체 인 성과를 도출하

라는 그 어떠한 지시도 없었습니다. 결과 으로 우리는 상

단에 포함된 ··· 등의 다양한 정부기 들의 공통된 합의에 

제약 속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117)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1981. The International Microelectronic 

Challenge.  (Cupertino, California: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pp. 22-23.

118) Kunkel, John. 2003, pp. 85-87.

119) Star Wars는 당시 이건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략방 구상(Strategic Defense 

Initiative)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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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합의란 더 나은 시장 근을 요청하는 것은 하지만, 

구체 인 시장 유율을 요구하는 것은 자유무역 원리를 

배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120) 

1982~83년에 걸친 양자 상이 미온 으로 진행되고, 일본의 반

도체 산업이 16K DRAM을 넘어 보다 발 된 형태인 64K DRAM  

256K DRAM 분야에서도 미국을 하는 상황에서 SIA는 자신들의 이

익을 반 하는 정책을 지속 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즉 이 시기 동안 

SIA는 일본의 구조  무역장벽, 덤핑 행, 그리고 산업을 지원하는 정

부 개입과 약탈  행을 지 하면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었다.121)    

SIA는 한 효과 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정책 결정자들에게 

달하기 해서 청원서를 보내고 료들을 직  만나는 다양한 활동을 펼

치고 있었다. 컨 , SIA는 홍보회사에 의뢰하여 언론을 통해 자신들에

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자 하 다. 더불어 SIA는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해  사람들을 동원하고 조직화하고 있었다. ‘의회 반도체 지지 모임

(SCSG: Semiconductor Congressional Support Group)’는 이런 배경에서 

탄생하 는데, 이 모임은 반도체 산업을 지지하는 20명의 의원들로 구성

되어 있었다. SCSG에 속한 의원들은 상·하원뿐 아니라 민주당 공화당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이  일부는 공화당 이건 행정부의 료들

과 한 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모임은 SIA의 의견을 고  료

들에게 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하 다.122)  를 들어 SCSG는 당시 국

120) Prestowitz, Clyde. V. 1988, p. 51. 필자 번역. 원문은 다음과 같다. 

“but theses talks were not a top White House Priority. ··· Most of the key 

administration figures were not engaged. Although some of us thought otherwise, 

in the eyes of most of the cabinet this was a long way from arms control and 

Star Wars. Thus, there was no mandate to achieve anything specific. As a result, 

we had to operate withing the bounds of a consensus obtained from the various 

agencies of the US negotiating team including ···.

The Consensus was that, while it was appropriate to request better market 

access, asking for specific market share volume would violate free-trade doctrine 

and hence be unacceptable.”

121)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1983. The Impact of Government Targeting 

on World Semiconductor Competition. (San Jose, California: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122) O’Shea, Timothy J.C. 1992, p. 64.; Zeng, Ka, 2007,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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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부 장 이었던 슐츠(George Shultz)와의 만남을 주선하 고, 여기서 

SIA는 자신들의 의견을 효과 으로 피력할 수 있었다.123)

한편 1983년 여름에 들어서 SIA는 Dewey, Ballantine 등의 로펌

의 도움을 받아 공식 인 301조 제소를 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SIA 

안 에서 이런 움직임에 반 하는 사람이 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일

본의 불공정 행 가 수면 아래에서 조직 으로 그리고 계획 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는 것이 산업계에 알려지면서 변하게 된다. 를 들어, 일

본 기업인 히타치(Hitachi)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한 메모가 세상에 알

려지게 되었는데, 이 ‘히타치 메모’에는 미국 시장의 확보를 한 덤핑 

략이 노골 으로 담겨 있었다, SIA는 이것이 일본의 불공정 행을 명

확히 드러내는 증거라고 인식하 다. 히타치는 이 메모가 자사의 공식

인 입장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공식 인 제소를 향해 나아가는 SIA의 

행보를 막을 수는 없었다.124) 한 미 산업계 내부에는 일본 주요 반도체 

생산자들이 ‘9인의 원회(Council of Nine)’라는 조직을 비공식 으로 만

들어 막후에서 향력을 행사한다는 소문이 팽배하 다. SIA는 이들이 

담합을 통해 일본의 덤핑 가격  생산량을 설정하는 등 막후에서 음모

를 꾸미고 있고, 일본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125)  

1985년 6월 14일 SIA는 1974년의 무역법(Trade Act of 1974)의 

301조에 근거하여 일본을 불공정무역으로 미 무역 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에 제소하 다.126) SIA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선 SIA는 일본 정부  기업들의 문제를 지

하 다. 첫째 문제는 일본에 각종 비 세 장벽이 존재하여 미국 기업들

이 일본의 국내 시장에 근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특히 SIA는 일본 

정부가 시장에 극 으로 개입하여 반경쟁 이고 차별 인 시장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 다. 한 일본에 내에 만연한 ‘일본산 사용하기(buy 

123) Yoffie, David B., John J. Coleman. 1988.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and the Trade Dispute with Japan (A)" Harvard Business School Case  no. 

9-387-205, p. 6.

124) O’Shea, Timothy J.C. 1992, pp. 61-64.

125) Flamm, Kenneth. 1996, p. 164.

126) Wolff, Alan W. 1985. Petition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Pursuant to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as amended, for relief from the 

Effects of Japanese Market Barriers in Semiconductors.  (San Jose: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 90 -

Japan)’와 같은 불공정 행이 미국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

장하 다. 두 번째 문제는 일본 기업들이 덤핑(dumping)을 통해 미국 시

장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SIA는 기업들의 행뿐 아니

라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투자 험을 임으로

써 덤핑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하 다.127) 

이런 문제에 직면하여 SIA는 미국 정부가 극 으로 개입하여 

이런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구체 으로 이들의 요구사항

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처럼 미

국의 기업들도 일본 시장에 동등한 수 의 근을 할 수 있도록 제도  

틀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이를 해서 SIA는 일본이 미국의 반도체 

상품을 구매하고, 덤핑 행   반경쟁  행을 그만두도록 미국 정부

가 압력을 행사하길 원하고 있었다. 둘째, 만약 일본에 한 시장 개방요

구가 철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요구를 철하는 동시에 외국의 불공정

한 경쟁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한 통상제재를 요구하 다.128)

특징 인 것은 반도체 문제와 련해서 미국 이익집단들의 입장

이 비교  일치된 모습을 보 다는 것이다. 첫째, 반도체 산업 내부의 목

소리가 일 성을 유지하 다. 사실 반도체 산업에 속한 모든 기업들의 

이해 계가 완 히 같지는 않았었다. 반도체 산업 내에서도 회사 내부소

비를 목 으로 생산하는 제조업자들(captive producer)과 외부에 공 하

기 해 생산하는 제조업자들(merchant producer)이 나뉘었고, DRAM을 

문으로 생산하는 기업과 EPROM을 문으로 생산하는 기업들도 나뉜

다. 이런 상황에서 IBM과 같은 기업들은 처음에는 SIA의 주장에 동조

하지 않았다. 여기서 SIA는 일본 시장개방이라는 공통의 목 을 강조하

면서 이러한 반  기업들을 설득하 다. 이 게 일치된 움직임 아래, 

SIA의 301조 제소 이후 추가 으로 개별 기업들의 제소가 나타나게 된

다. 컨 , 미국의 메모리 생산자인 Micron Technology는 일본이 64K 

DRAM 시장에서 덤핑을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반덤핑 소를 제기하

다. 한 Texus Instrument와 같은 기업들은 일본의 반도체 생산자들

이 자신들의 지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를 제기하 다.129)

127) Irwin, Douglas A. 1996, p. 39; Kunkel, John. 2003, p. 91; O’Shea, Timothy J.C. 

1992, p. 65; Prestowitz, Clyde. V. 1988, pp. 55-56.

128) Wolff, Alan W. 1985, p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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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SIA의 입장에 해서 반도체와 련된 산업뿐 아니라 다

른 산업도 행동을 같이하거나 최소한 동조하는 모습을 보 다. 만약 다

른 국내 행 자들이 반도체 산업에 항했다면, 반도체 산업의 요구가 

미국 정책 결정자들에게 큰 향을 미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측면

에서 미국 자산업 회(AEA: American Electronics Association)가 SIA

와 입장을 같이 했다는 것이 요하게 작용하 다. AEA는 3500개의 미

국 자산업 기업들을 표하는 이익집단이었는데, 이들은 부분 간

재로서의 반도체 사용자 다. 따라서 SIA의 활동에 의해 일본산 반도체 

수입 가격이 오를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는 치에 있었다.130) 

SIA는 이런 AEA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하 고 끊임없이 

설득 작업을 벌 다. 특히, SIA의 공공정책 원회의 의장이었던 스칼리

스(George Scalise)는 자신들이 제기한 301조 청원에 한 AEA의 지지

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 다.131) SIA는 일본 수출 시장이 개방될 경우 

미국 자산업 체가 이득을 볼 수 있으며, 미국 국내의 보호조치는 반

도체 수입 가격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 균형 가격을 회복시키는 것

임을 설 하 다. 결론 으로 AEA는 일본 시장의 개방이 무엇보다 요

하며, 따라서 SIA의 301조 청원을 지지하기로 결정하 다. 를 들어, 

IBM과 Hewlett-Packard와 같은 기업은 반도체 기업들의 행동을 반 하

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 으로 표명하 다.132)     

(3) 정책 결정자들의 인식과 정책 결정

1980년  반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계로부터의 압력이 강하

게 나타나고 있던 시 에 이건 행정부의 료들은 이 문제에 해 서

로 다른 정책 안들을 제시하며 양분되어 있었다. 이들은 각각 통주

의와 수정주의 이념을 표하고 경합하고 있었다.133) 우선 당시 워싱턴

129) Zeng, Ka, 2007, pp. 132-133.

130) Prestowitz, Clyde. V. 1988, p. 58.

131) Yoffie, David B. 1988. “How an Industry Builds Political Advantage.” Harvard 

Buisness Review 66(3), p. 86.

132) Zeng, Ka, 2007, pp. 133-134.

133) 이 당시 행정부 부처 간의 입장 차이에 해서는 다음을 참조. Krauss, Ellis S. 

1993. "U.S.-Japan Negotiation on Construction and Semiconductors, 1985-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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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어를 빌려 표 하면 ‘흰 모자 (the WHite Hats)’와 ‘ 도 (the 

Middle-of-the-Roaders)’는 통주의  입장에 서 있었다. ‘흰 모자 ’를 

구성하고 있던 것은 산국(OMB: 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경제자문회의(CEA: Council on Economic Advisors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그리고 법무부(JD: Justice 

Department)의 료들이었다. 이들은 체로 자유무역을 진하고 소비

자를 보호하기 한 조치를 집행해야 된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었다. 

한편 ‘ 도 ’는 동맹국과의 원만한 외교 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

표로 하는 국무부(DoS: Department of States)와 국가안 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cil), 그리고 건 한 재정  융정책을 유지하려던 

재무부(DoT: Department of Treasury)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게 통주

의의 입장에 있던 료들은 체로 첨단기술 산업의 문제는 미국 산업계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일본 정부에서 

이를 시정하기 한 움직임을 계속 보여 왔기 때문에 동맹국인 일본에게 

가혹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해서 반 하 다. 무엇보다 이들은 수정주의

 주장이 미국이 시하는 자유주의 원리를 반하고 있다고 생각하 다.

한편 수정주의  입장을 따르는 ‘검은 모자 ’에는 상무부(DoC: 

Department of Commerce), 무역 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국방부 산하의 국방과학 원회(DSB: Defense Science 

Board), 앙정보부(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의 주요 료들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미국 산업의 요구에 상당한 동정을 표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본의 행을 시정하기 해서는 미국이 강경한 응

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 산업의 성공이 미래의 미국의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고 국가안보의 

확보에 필수 이라는 략 인 고려가 깔려 있었다. 

1980년  반 1기 이건 행정부에서는 상 으로 통주의  

Building Friction and Relation-Chips." In Evans, Peter B., Harold K. Jacobson, and 

Robert D. Putnam (eds.), Double-Edged Diplomacy: International Bargaining and 

Domestic Politics, 265-30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267-271.; O’Shea, Timothy J.C. 1992, pp. 71-73.; Prestowitz, Clyde. V. 1988, p. 56; 

Zeng, Ka, 2007, p. 137.; 유석진. 1995. “양면게임과 미·일 통상마찰: 비교사례연구.” 

김태 ·유석진·정진  편. 『외교와 정치: 세계화시 의 국제 상논리와 략』 (서울: 

오름), p.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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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이 우 를 보이면서 정책에 반 되고 있었다. 당시 행정부는 산업계

의 요구에 반응하고 있었지만, 미국의 정책 기조가 근본 으로 수정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의 301조 제소와 같이 사회로부터의 

요구가 더욱 강력해지면서 수정주의  담론이 정책에 본격 으로 반 되

기 시작하 다. 한때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제일 잘 나가던 첨단

기술 산업들이 이제는 일본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차 려나고, 국내 

생산자들이 국가에 손을 벌리는 상황에서 많은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가지는 기감은 배가 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미국의 첨단기술 산업이 

멸종하기라도 하면, 미국 경제의 미래뿐 아니라 국가안보까지도 받는 

상황이 올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건 행정부는 일본에 한 강경 

응을 원하는 미국 내의 정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웠다.

를 들어, 비  해제된 이건 행정부의 ‘국가안보 의사결정 지침

(NSDD: National Security Decision Directives)’ 문서들을 살펴보면, 일본

을 소련의 에 공동으로 항하는 동맹으로 인식하면서도, 경제 인 문

제에 해서는 일부 강경 응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구체 으로 이 문

서는 일본 시장을 개방하기 한 조치들을 계속 추진하고, 일본 불공정한 

행을 양자 상을 통해 시정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첨단기술 

산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고 일본 기술에 근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을 밝히고 있다. 한 일본의 첨단기술 기업들

이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 과정에서 나타나는 ‘약탈 (predetory)’ 행을 방

지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134) 

이건 통령 본인은 일본과의 우호 인 동맹 계를 유지하기 

해서라도 경제 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135) 

한 이건 통령은 국내에서 강력하게 제기되는 수정주의  압력을 의식

하고 있었다. 컨 , MOSS 상을 해 일본의 나카소네 총리와의 만남

을 비하는 과정에서 이건 통령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34) White House. 1982. “National Security Decision Directive on United States-Japan 

Relations” National Security Decision Directive Number 62. (May 20.)

135) White House. 1984a. “Preparatory Process for the Visit of Prime Minister 

Nakasone and the U.S.-Japan Follow-Up Effort.” National Security Decision 

Directive Number 151. (Decembe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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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문제는 일본과의 가장 요한 양자  경제 문제를 구성

하며 일본과 다른 세계와의 경제 계에서 매우 요한 문제

이다. 일본은 GNP에 한 제조업 상품의 수입 비율이 매우 

낮다. 그리고 이러한 수입을 늘리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부정 인 효과는 미국 내 보호주

의 압력의 증 이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한 해법은 

일본의 정책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로 일본의 외국 상품에 

한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기 

한 효과 인 략이 필요하다.136)

이건 통령은 일본과의 문제가 미국 사회에서 엄청난 정치  

쟁 이 되고, 이를 해결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킬 효과 인 략을 고민하고 있었다. 구체 으로 

이건 통령은 일본이 시장을 개방하여 미국 상품을 더 수입하도록 ‘

구(urge)'하며, 일본 측에서 이에 한 충분한 진 을 보이지 않을 경우, 

미국 행정부는 견디기 힘든 ’심각한(severe)'한 정치  압력에 시달릴 것

이며, 그 게 되면 일본에 한 통상제재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

(caution)'하겠다고 정책 목표를 밝히고 있다.137)

이러한 분 기에서 미국 정부의 수정주의자들은 일본의 기술굴

기가 계속되면 미국이 직면하게 될 경제  군사  안보 을 강조하

면서, 필수 (critical)' 산업의 구제  지원을 통해 일본의 부상을 견제

하고자 하 다. 이 과정에서 특히 USTR, DSB, CIA와 같은 기 들이 

136) White House. 1984b. “U.S.-Japan Trade Policy Relations” National Security 

Decision Directive Number 154. (December 31.), p. 1. 필자 번역. 원문은 다음과 같다.

“Trade policy issues constitute our most important bilateral economic problem 

with Japan and are a major problem in Japan's economic relationship with the rest 

of the world. Japan has an extremely low ratio of manufactured goods imports to 

GNP. It has not shown a propepsity to increase such imports. One adverse result 

has been the buildup of protectionist pressures in the U.S. The key to alleviating 

this problem will be policy changes in Japan which increase Japan's receptivity to 

imports of manufactured goods. We need an effective strategy to bring_about such 

changes.”

137) White House. 1984b, p. 1.



- 95 -

특히 수정주의  주장들을 펼치기 시작하 다. 컨 , 비  해제된 한 

CIA의 문서에 의하면, 1985년 3월까지 USTR의 표를 맡았던 록

(William Brock)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인공 성, 통신, 그리고 소 트웨어 등은 그 번 과 건실함이 

미국의 경제와 안보 이익에 필수 인 첨단기술 산업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일본 시장에 한 근이 거부되고 

있는 것은 세계시장을 둘러싼 경쟁에서 미국 기업이 일본 기

업과 비교해서 불리한 여건 속에서 경쟁하고 있음을 의미합

니다. 이것은 미국 기업들이 제품의 개발이 정부에 의해 

진되고 지원되는 ··· 일본 기업과 경쟁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강력한 외국의 경쟁사를 배제한 국내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

는 공격 인 일본 기업들과의 경쟁에 직면하면서, 미국 기업

들은 시장 유율뿐만 아니라  흐름도 어들게 되었는

데, 미국 기업들은 연구개발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한 

투자를 이러한  흐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리

한 경쟁으로 인해 미국의 산업은 생산성과 기술 신 역량이 

감소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국가의 안보에 심각한 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138) 

138) Brock, William E. 1984. U.S. Trade Policy Toward Japan. Washington D.C.: 

Central Intelligence Agency, pp. 9-10. 원문은 다음과 같다.  

“Satellites. telecommunications, and software are high technology industries 

whose health and prosperity are vital to the economic and security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Denial of access to the Japanese market, the second largest in the 

world, means that U.S. firms must compete at a growing disadvantage against 

Japanese firms in their own market and elsewhere. It means they must compete 

with Japanese firms ··· whose development of commercial products is spurred and 

supported by government. Faced with aggressive Japanese competitors. who 

compete fiercely with one another in their own market, from which strong foreign 

competitors are excluded, the U.S. firms find diminished not only their market 

share but the cash flow on which their investment in R&D and production 

capacity expansion depends. The prospect that, because of such one-sided 

restrictions on competition, these U.S. industries might diminish in relative 

productivity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s one that has serious implications for 

the security of this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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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은 시장원리를 따르지 않는 일본의 정책을 바꾸기 해 그 

동안 “구두 설득(verbal persuasion)”에 의존하 으나, 실질 인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139) 따라서 일본의 행동 변화를 실질 으

로 유도하기 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강경한 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구체 으로 록은 미국이 일본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한 노력을 계

속하는 동시에 일본이 구체 으로 수입 목표를 정하여 미국 제품을 그 

만큼 수입하도록 만들고, 시장을 왜곡하는 일본의 국내 산업정책을 제거

하도록 요구하며 이러한 행동을 일본이 공식 정책으로 내놓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140)

DSB와 CIA와 같은 부서들도 수정주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일

본에 한 강경 응을 주장하고 있었다.141) 컨 , DSB의 한 보고서는 

반도체 산업의 략  요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첫째, 미국

의 군사력은 상 방보다 우월한 기술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둘째, 군사 

기술에 필수 인 것이 자 산업이며 이를 지탱하는 것이 반도체 산업이

다. 셋째, 따라서 미국의 군사력이 유지되기 해서는 경쟁력 있고 우수

한 반도체 제품을 량으로 확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넷째, 반도체를 

량으로 확보하기 해서는 민간부문의 반도체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한

다. 다섯째, 그러나 재 미국의 상업 반도체 산업은 심각한 기에 직면

해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약화 되면 국방부는 외국의 반

도체 생산에 의존하게 되며, 이는 미국의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볼 때 ‘받

아들일 수 없는(unacceptable)’ 상황이다.142) 이처럼 국방과 련된 정부 

기 들은 반도체 산업이 국가안보에 필수 이라는 주장을 개하고 있었다.

CIA도 일본에 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비  해제된 

CIA의 문서를 살펴보면,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일본과의 통상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 보고서는 정책 목표로서 일본과의 

무역 자를 반으로 이는 동시에 일본이 미국 제품에 한 수입을 두배

로 늘리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특이한 은 

일본이 재와 같이 정당화할 수 없는 정책을 계속할 경우, 통상제재 등의 

139) Brock, William E. 1984. pp. 3-4.

140) Brock, William E. 1984. pp. 12-14.

141) Prestowitz, Clyde. V. 1988, p. 58.

142) U.S. Defense Science Board. 1987,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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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을 명시 으로 밝히고 있다는 이다.143)  

이러한 수정주의  안보담론은 반도체 산업에 한 미국의 정책 

응에도 향을 미치게 되었다. 컨 , 통상문제의 조사와 상에서 

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USTR의 리들은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경

제  안보에 있어서 반도체 산업의 략  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당시 USTR의 고  리 던 스미스(Michael Smith)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우리의 기술과 품질이 일본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이 분명

했습니다. 어쩌면 일본보다 더 뒤처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

나 우리는 CIA, 국방정보국  국방부에서 이것이 매우 심

각한 문제라는 리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반도체 분야에

서 우리의 역량이 감소하는 것을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느낀 것이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

리가 과민 반응을 보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가장 귀한 보물이 기에 처했다고 느 습니다. 우리

는 이 분야의 가장 명한 사람들로부터 반도체가 미래의 열

쇠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능력을 잃으면 

우리는 의존 인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자 그 다면 자유 

진 의 지도 국가인 미국이 그것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우

리는 그 지 않다고 단했습니다.144)

143) Central Intelligence Agency. 1984. US-Japan Trade Discussions at the 11 

December Cabinet.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p. 5. 

144) Smith, Michael 인터뷰, 1996. 재인용: Kunkel, John. 2003, p. 92. 필자 번역. 원문은 

다음과 같다.

 “It was clear that our technology and our quality were no better than the 

Japanese; could have been worse. But we had briefings from the CIA, Defense 

Intelligence Agency and the Defense Department that this was a pretty big issue. 

They couldn’t afford to lose capacity in semiconductors. ···

We felt rightly or wrongly – we may have overreacted- but we felt in a 

way the crown jewels of the Unites States were at stake. ··· We were being told 

by very reputable people that semiconductors were the keys to the future. If you 

lose that capacity, then you’re dependent. Now could the United States as the 

leader of the free world do that? We judge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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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이 노동부로 자리를 옮기고 USTR의 표로 오게 된 야이

터(Clayton Yeutter) 한 기술 의존성의 이라는 안보 인 이유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을 구제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한 인터뷰에

서 야이터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일본과의 경쟁으로 반도체 산업은 큰 기에 착했으며, 

는 확실히 일본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약탈 인 덤핑을 하

고 있다고 느 습니다. 물론 일본은 반 로 주장하겠지만, 

는 일본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시장에서 쫓아내

기로 결정했다는 주장에 설득되었습니다.

는 이 사업 분야의 문가로 일컬어지는 사람들  한 분이 

에게 다음과 같이 했던 말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반도체를 신

경 쓰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미 끝장났어

요. 컴퓨터 산업을 구하는 데 심을 더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

하면 반도체 다음은 컴퓨터 차례니까요.” 쎄요 마지막 순간

에 는 이제 반도체 산업을 구할 기회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는 주요 국

가안보의 문제들이 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런 문제는  

당시의 경제 인 상황을 압도하고 있다고 느 습니다(필자 강

조). 당시 이런 생각을 공개 으로 밝힐 수 없었습니다.145) 

145) Yeutter, Clayton 인터뷰, 1996. 재인용: Kunkel, John. 2003, pp. 92-93. 필자 번역.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industry was in deep trouble because of Japanese competition and 

what I felt was clearly predatory dumping in the US market by Japanese firms. I 

was persuaded, although I suppose the Japanese would argue to the contrary, that 

the Japanese firms were determined to put the American semiconductor firms out 

of business.

I will never forget that one of the people supposed to be an expert in this 

business said: “Don’t even waste your time with semiconductors; it’s gone. You’ve 

got to devote your attention to saving the computer industry because that’s going 

to be next.” Well finally I decided that I wasn’t ready to draw the conclusion that 

there was no opportunity to save the semiconductor industry. And I felt there 

were major national security issues at stake and that these overwhelmed the 

economics of the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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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야이터(Clayton Yeutter)는 1985년 7월 11

일 SIA의 301조 제소를 받아들이면서 301조에 의한 불공정 행  조사를 

개시하 다. 이는 수정주의자들의 주장이 힘을 얻는 신호탄이었다. 이처럼 

야이터를 포함한 USTR의 료들은 SIA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경제  안

보에 있어서 반도체 산업의 략  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행정부에 한 의회의 압박도 이건 행정부 내의 수정주

의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 1985년 9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은 미국의 증하는 무역 자를 지 하면서 이건 행정부가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었다. 이 시기 의회 내에서는 

일본을 표 으로 하는 보호주의  법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 많은 

정치인들은 종합무역법안의 입법을 통해 미국의 통상정책 제도 자체를 

개 해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었다. 게다가 이건 행정부는 당시 의회의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었던 ‘젠킨스 섬유 법안(Jenkins textile bill)’에 

한 거부권을 행사하기 해 의회 내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공격 인 통상정책을 요구하는 의회의 압력이 거세지면서 행정

부가 통상에 한 주도권을 유지하기 해서는 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행동을 취해야만 했다.146)

의회의 압력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건 통령은 ‘무역 스트라

이크 포스(Trade Strike Force)’라고 불리는 특별 응 을 꾸린다고 발표

하 다. 그리고 발표 직후 발표 직후 이건 통령은 수정주의자로 

리 알려진 상무부 장  릿지(Malcom Bridge)을 특별 응 의 총 책임

자로 지명하 다. 그러나 사실 이건 통령이 이러한 발표를 하던 시

까지도 이 특별 응 에 한 구체 인 계획이 확립된 것은 아니었다. 

즉 이건의 조치는 의회를 달래기 한 정치 인 성격이 강했다. 그러

나 통령이 그 이유가 수사 이든 정치 이든 간에 통령이 의지를 표

명한 이상, 이 특별 응 은 무엇인가 행동을 취해야만 했다.147)

한편 이 시 에서 반도체 산업의 요구는 한층 더 강해지고 있었

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 반도체 산업의 가장 요한 두 기둥이었

던 AT&T와 IBM도 개별 으로 미국 정부의 단호한 행동을 요구하고 

146) O’Shea, Timothy J.C. 1992, p. 67.

147) Prestowitz, Clyde. V. 1988,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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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섰다. 당시 통주의자들은 merchant producer들이 비록 경쟁력을 잃

더라도 captive producer의 두 거  기업인 AT&T와 IBM은 건재하다는 

을 들어 미국 반도체 산업은 아직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심지어 IBM의 한 임원진은 반도체 merchant producer들이 문제만 있으

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울보들(crybabies)’이라고 비난하기도 하

다. 그러나 이제는 이 두 거  captive producer들도 반도체 산업이 기

에 처해 있으며, 일본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미국 체의 산업 기반이 붕괴할 수도 있음을 지 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제는 반도체 산업을 해서만이 아니라, 국가 체의 이익을 해서

도 국가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이건 행정부에 요구하고 있었다.148)  

이런 상황에서 특별 응 의 각료들은 1985년 10월 24일 일본의 

불공정 행 에 한 반덤핑 조치를 통령에게 건의할지 말지를 결정하

는 회의를 개최하 다. 회의의 분 기는 당시 특별 응 의 일원으로 참

여했던 상무부 소속의 스토비츠의 에 잘 묘사되어 있다.149) 특별

응 의 총 책임자 던 릿지는 이 회의에서 미국이 일본에 해서 반

덤핑 조치를 실시하는 것에 해 반 하는 기 이 있는지를 물었다. 여

기서 통주의자들은 일본에 한 반덤핑 조치의 장을 우려하 다. 

를 들어, NSC의 한 료는 일본에 한 강경한 조치는 당시 진행되고 

있던 략방 구상(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에 악 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 다. 한편 국무부와 재무부의 료들은 미국의 기업들

에 문제가 있으며, 일본에 한 반덤핑 조치는 자유주의 원리에 반하는 

일종의 산업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 하 다. 통주의  주장에 해 수

정주의  입장을 따르고 있던 상무부는 반도체 산업의 문제를 국가안보

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지 하면서, 불공정 행 에 맞서겠다는 

통령의 말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통주의자들의 유보 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에서 특별

응 은 결국 일본에 한 반덤핑 조치를 통령에게 권고하기로 결정

하 다. 미국 산업이 실제로 기에 처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물 터지

듯 쏟아져 나오고, 산업계와 의회가 일치된 목소리로 강력한 압력을 행

148) Prestowitz, Clyde. V. 1988, p. 59.

149) Prestowitz, Clyde. V. 1988, pp.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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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는 상황에서 통주의자들이 명시 으로 반  의견을 내기 어려웠

다. 1985년 12월 이건 통령은 특별 응 의 권고안을 승인하면서 수

정주의  주장이 정책에 반 되었다.

흥미로운 은 통주의  입장의 핵심 인 행 자 던 국무부

가 종래의 입장을 바꾸어 상무부와 USTR의 강경한 주장에 동조하기 시

작했다는 이다. 주지했듯이 국무부는 원래 일본과의 원만한 외교 계

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에 강경 응에는 유보 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에 계속 있었던 일본과의 양자 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업들이 

일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일본 기업들의 덤핑 행 에 한 증거

들이 드러남에 따라 국무부의 입장은 차 상무부와 USTR와 같은 수정

주의  입장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한 앞에서 언 했듯이 SIA와 같은 

반도체 산업계는 오래 부터 SCSG를 통해 당시 국무부 장 이었던 슐

츠(George Shultz)를 만나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하고 설득 작업을 펼치

고 있었다.150) 이러한 사회의 요구와 의회의 정치  압력에 직면하여 슐

츠와 상에 참여하는 국무부 료들은 반도체 산업의 문제를 경제와 국

가안보 모두와 직결되는 략  국가이익의 문제로 정의하여 근하 으

며, 궁극 으로 수정주의  주장에 동조하게 된다.151)

이 듯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반도체 산업의 략  이익을 

강조하는 수정주의  주장에 명시  혹은 묵시 으로 동조하게 되었다. 

이런 분 기 속에서 상무부와 USTR은 일본과의 상에 공격 으로 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일본의 양보를 요구하는 의회와 산업의 

정치  압력이 끊임없이 작용하 다. 그 결과로 도출된 것이 미국과 일

본 사이의 1986년 반도체 정(The US-Japan 1986 Semiconductor 

Agreement)이다. 동 정은 미국의 이해를 상당히 반 하고 있었다. 

컨 , 동 정은 일본 정부가 미국 기업이 일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

록 범 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일본 시장의 20% 

수 의 시장 근을 보장토록 구체 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152)

1986년의 반도체 정은 여러 면에서 그 이 의 미국 통상정책 

기조와 차이를 보 다. 우선, 경제제재의 박을 동원한 공격 인 상의 

150) Yoffie, David and B., John J. Coleman. 1988, p. 6.

151) Krauss, Ellis S. 1993, pp. 267-268.

152) Zeng, Ka, 2007, pp. 13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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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도출된 최 의 정이라는 것이다. 둘째, 특히 미국이 반도체 산

업과 같은 첨단기술 산업을 상으로 미국 정부가 이제는 극 으로 

략  산업을 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정이었다.153) 셋째, 구체 인 

시장 근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과정의 공정성뿐 아니라 결과의 공정성까

지 요구하는 상이었다.154) 이는 일본과의 통상에 있어서 미국 정부의 

근이 근본 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조 다고 할 수 있다. 

2) 수퍼 301조와 슈퍼컴퓨터  인공 성의 특정 

(1) 1988년 종합무역법의 수퍼 301조의 의의

1980년  이후 등장한 미국 무역정책의 성격을 이해하기 해서

는 미 의회의 주도로 입법된 ‘1988년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의 핵심 조항인 ‘수퍼 301조’를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수퍼 301조는 그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1974년 무역법’의 301

조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서 그 이 에 비해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첫째, 일방주의  성격을 지닌 조항이라는 이다. 기존 301조는 불공정 

무역 행과 그 시정 차를 다자주의 제도인 GATT의 틀 내에서 규정

했다면, 수퍼 301조는 불공정 무역 행을 보이는 상국가에 한 단

을 GATT가 아닌 미국이 직  정하도록 규정하 다. 나아가 GATT의 

분쟁해결 차를 이용하지 않고 미국이 일방 으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 다. 둘째, 무역정책에 한 통령의 권한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기존 301조의 권한을 통령에게 일임했으나, 수퍼 301조는 집행의 각 

단계를 규정된 시한 내에 행정부에 의무화함으로써 통령의 권한을 제

한하 다. 이 에는 통령이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인지 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면 수퍼 301조는 통령이 오히려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의회에 소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겨 으로써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을 강화하 다.155)

153) Tyson, Laura D’Andrea. 1992, p. 109.

154) Kunkel, John. 2003, pp. 100-102.

155) 백창재. 2015, pp. 79- 83. 1988년 종합무역법의 입법 과정에 한 상세한 분석은 

다음을 참조. 백창재, 2015, pp. 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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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 , 수퍼 301조는 미국의 국내법으로 무역 상 국에 하여 

일방 으로 제재조치를 취하거나, 제재를 취하겠다는 박을 통해 자국

의 이익을 철시킬 수 있는 길을 제도 으로 열어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 일반 으로 상 와의 외교 계를 고려하여 통상문제에서 

상 으로 온건한 태도를 취하는 행정부에 하여 의회가 압력을 행사

함으로써 더욱 강경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을 높인 것이었다. 1989년 5월 미

국은 수퍼 301조에 따라 일본을 우선 상 상국으로 지정하고, 슈퍼컴퓨터

와 인공 성에서의 일본의 정부조달 행을 우선 상 행으로 지정하 다. 

(2) 슈퍼컴퓨터의 301조 특정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슈퍼컴퓨터 산업에서도 미국은 통 으로 

우 를 하고 있었다. 1970년  반에서 1983년까지 슈퍼컴퓨터 시장

에서는 미국 기업인 Cray Research와 Control Data Corporation만이 존

재하 다. 그러나 1983년에 들어 일본 기업인 Hitachi와 Fujitsu가 시장

에 진입하 고, NEC가 1985년에 시장에 진입하면서 미국과 일본 기업들 

사이의 경쟁이 시작되었다. 

일본 기업들의 성장 이면에는 일본 정부의 직 인 지원이 있

었다. 컨 , 일본 통산성이 주도했던 VLSI 로젝트는 1980년  일본 

기업들이 수퍼 컴퓨터 산업에도 뛰어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한 

일본 통산성은 직 으로 1981-1989년 동안 ‘과학  그리고 기술  사

용을 한 고속 산시스템(High-Speed Computing System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Uses)’ 로그램을 통해 6개의 일본 기업들

에게 1억 2천 달러가 넘는 액을 지원하고 있었다.156)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1980년 반에 들어 일본 기업들의 약진

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미국의 제품의 품질이 더 우수하다는 일반 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은 일본 시장에서 고 을 면치 못했다. 

동시에 일본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도 진출하게 되자, 미국 기업들의 

기감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기감은 일본 기업인 NEC가 ‘휴스턴 지역 

156) U.S. Congres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1991a. Competing Economies: 

America, Europe, and the Pacific Rim. OTA-ITE-498.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p. 26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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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컨소시엄(Houston Area Research Consortium)’에 슈퍼컴퓨터를 공

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고조되었다.157) 

특히 자국 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일본의 차별 인 정

부 조달(government procurement) 행이 문제로 부상했다. Cray와 같은 

미국 기업들은 일본 정부가 슈퍼컴퓨터 조달 계획에 한 공고를 내놓지 

않고, 입찰 과정에서도 성능을 기 으로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지 않는다

고 비 하 다. 한 Cray는 일본 기업들이 계약을 따내기 해 합리 인 

가격보다 80-90% 낮은 가격에 입찰에 임하고 있다고 주장하 다.158)   

미국 슈퍼컴퓨터 산업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

는 일본의 불공정한 행을 다루기 해 ‘시장 시형개별분야(MOSS)’ 

의의 틀에서 일본과의 양자 상을 시작하 다. 그 결과 1987년 8월 미

국과 일본은 슈퍼컴퓨터 합의(1987 Supercomputer Agreement)에 도달

하게 된다. 이 합의에 의해 일본의 정부조달 과정이 더욱 투명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Cray가 제시한 다른 두 가지 불공정 행, 즉 가

격을 지나치게 내리는 일본 기업들의 행과 능력  성능에 기 하지 

않는 입찰 평가 기  등은 여 히 존속하고 있었다.159) 

87년 합의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1989년 반

에 들어서면서 미국 기업들은 정부가 301조를 통한 더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일본 시장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 다. 를 들어, Cray는 자신들이 

세계시장의 63%, 미국 시장의 84%, 그리고 유럽 시장의 81%를 유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장의 유율은 15%밖에 되지 않는다는 

을 들면서 일본의 불공정 행이 여 히 존재한다고 주장하 다. 같은 

기간 일본 기업들은 유럽 시장의 10%밖에 유하지 못한 반면, 일본 시

장의 85%를 유하는 등 유독 일본에서만 좋은 성 을 거두고 있었다. 

한 1989년까지 일본 정부가 실시한 51개의 슈퍼컴퓨터 정부구매 계약 

 5건만이 외국 제품을 구매한 것이었다.160) 

157) Bayard, Thomas Q., and Kimberly Ann Elliott. 1994. Reciprocity and Retaliation in 

U.S. Trade Policy.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 105.

158) Tyson, Laura D’Andrea. 1992, p. 77.

159) U.S. Congres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1991a, pp. 25-28.

160) Cray Research, Inc. 1991. “The Japanese Public Sector: Problems and Prospects 

for US Supercomputer Vendors.” (Minneapolis: Cray Research Inc). 재인용: Tyson, 

Laura D’Andrea. 1992,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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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사건이 미국 기업들의 기감을 고조시

켰다. 하나는 일본 기업인 NEC가 이제는 미국의 제품을 넘어서는 세계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고 발표한 사건이었다. 두 번째

는 1989년 4월에 미국 슈퍼컴퓨터 산업의 양  산맥  하나인 Control 

Data Corporation이 시장을 떠나기로 결정한 사건이었다. Control Data

의 표들은 슈퍼컴퓨터 산업은 산업 그 자체만으로 요할 뿐 아니라 

다른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도 요하기 때문에 이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경우 미국은 상당히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 다.161) 

Cray와 같은 기업뿐 아니라 다른 슈퍼컴퓨터 산업 종사자들도 

일본에 한 미국의 강경 응을 지지하 다. 를 들어, 한 청문회에서 

기 자기술자 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는 “일본식의 경쟁 방식은 곧 미국의 고성능 자산업에 한

(significant) ”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162) IEEE는 1987년에 일

본과 맺은 슈퍼컴퓨터 합의는 명목상의 상호성을 반 할 뿐 실질 으로 상

호 이지 못했다고 생각하 다. 따라서 IEEE는 미국 정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일본 정부에 해서 새로운 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63) 

한편 다른 산업의 주요 행 자들도 미국 정부가 강경한 조치를 

통해 일본에 해 구체 인 결과를 받아오길 원하고 있었다. 이들은 부

시 행정부가 일본을 301조의 우선 상 상국으로 지정한 것을 지지하고 

있었다. 컨 , 미제조업 회(NAM: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는 수퍼 301조를 통해 일본을 압박하려는 미국 정부의 

조치가 실용 인 동시에 책임감이 있는 조치라고 보았다. NAM은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증언하 다. NAM과 같은 이

익집단들은 수퍼 301조를 통한 강경 응이 미국 제조업 반의 맥락에서

도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이다.164)

161) Zeng, Ka. 2007, p. 147.

162) U.S. Congress, House Committee on Government Operations, 1992. Is the 

Administration Giving Away the U.S. Supercomputer Industry? : Hearings Before 

Legislation and National Security Subcommittee of the the Committee on 

Government Operations, House of Representatives, 100th Congress, 2nd Sess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 125.

163) U.S. Congress, House Committee on Government Operations, 1992. pp. 140-141.

164) U.S. Congress, Senate Committee on Finance. 1990. Super 301: Effectiveness in 

Opening Foreign Markets.. Hearings Before the Subcommitteee on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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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 의 범 한 합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정책결

정자들은 일본에 해 강경하게 응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미국 정책결정자들의 고민 이면에는 슈퍼컴퓨터 산업이 경제·안보  측

면에서 요한 산업이라는 략  고려가 작용하 다.165) 우선 경제 인 

측면에서 슈퍼컴퓨터 산업은 큰 이윤을 남길 수 있고, 다른 산업에도 

정 인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이 분야에서 생산된 지식은 경제의 

다른 부문에도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었다. 그런데 미국 정책결정

들이 보기에 이 분야에서 일본은 불공정한 방식으로 자국 산업을 지원할 

뿐 아니라 미국의 기업들을 차별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슈

퍼컴퓨터 산업을 구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166)

둘째,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슈퍼컴퓨터 산업이 국가 안보에서 

차지하는 요성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다. 슈퍼컴

퓨터는 미항공우주국(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이 진행하는 항공우주산업  에 지부(Energy 

Department)의 핵무기 로그램과도 연계된 요한 산업이었다. 따라서 

핵심 기술을 외국에 의존하는 상을 이고 국가 안보를 달성하기 해

서 민간부문의 슈퍼컴퓨터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 다.167) 

반 으로 미 의회는 행정부가 자신들이 새로  수퍼 301조라

는 무기를 활용하여 일본에 한 강경조치를 취할 것을 압박하고 있었

다. 의회는 301조가 일본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부

시 통령이 이러한 의회의 기 에 부응하길 기 하고 있었다. 한 무

역 표부와 상무부는 미국의 국내 통상법을 일본에 일방 으로 용하기

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모든 정책 결정자들이 일본

에 한 강경 응에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과의 외교 계를 고려

Trade of the Committee on Finance, House of Representatives. 101th Congress, 2nd 

Sess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p. 1-3.

165) Markoff, John. 1989. “Supercomputers Worry U.S. as Japan Challanges American 

Dominance.” New York Times. May 1.

   https://www.nytimes.com/1989/05/01/business/supercomputers-worry-us.html 

   (검색일: 2019. 7. 15).

166) Bayard, Thomas Q., and Kimberly Ann Elliott. 1994, p. 102.

167) Bayard, Thomas Q., and Kimberly Ann Elliott. 1994, p. 102.; Mastanduno, M.. 

1992. “Setting Market Access Priorities: The Use of Super 301 in US Trade with 

Japan.” World Economy  15, pp. 74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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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유보 인 태도를 보이는 온건 도 지 않았다. 를 들어, 부시 

통령의 최고 경제자문 원이었던 보스킨(Michael Boskin), 산 담당

이었던 달만(Richard Darman)과 같은 사람들은 일본을 301조의 용

상국으로 지정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동맹국인 일본과 무역 쟁이 일어

날 수 있으며, 이것은 미국의 국가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 다. 국

무부, NSC, 그리고 OMB와 같은 정부기 들도 반 으로 이들과 같이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168) 

그러나 궁극 으로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슈퍼 컴퓨터 산업에 

해서 수정주의  정책을 채택하게 된다. 수정주의자들은 국무부와 같

은 온건 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 국무부와 같은 온건 들이 결국 일본

에 한 강경 응을 받아들인 이유는 이러한 조치가 단기 으로는 일본

과의 계가 악화될 수 있었지만 서로의 문제에 더 많은 심을 기울임으

로써 장기 으로는 오히려 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공감 가 

형성 기 때문이다. 한 첨단기술 산업의 략  요성, 그리고 의회의 

강력한 압력도 요하게 작용하 다.169)

사회  미국 정부내에서 수정주의  주장이 힘을 얻는 가운데 

1989년 5월 무역 표부의 표 힐즈(Carla Hills)는 일본을 우선 상 상

국으로 지정하고, 슈퍼컴퓨터 산업에서의 불공정 행을 우선 상 행으

로 지정하 다. 6월에 들어 무역 표부는 이에 한 조사에 착수하 다. 

무역 제재조치를 제로 한 이러한 강경 응을 바탕으로 1990년 미국은 

일본과 슈퍼컴퓨터 산업에 한 합의에 이르게 된다.  

(3) 인공 성의 301조 특정

1980년  반까지 미국은 인공 성을 포함한 항공우주산업 

168) 301조의 취지와 용에 한 행정부의 주요 행 자들의 인식과 온건 와 강경  사

이의 논쟁에 해서는 다음을 참조. Powell, Bill, Rich Tomas, and Bradley Martin. 

1989. “Japan makes the Hit List.” Newsweek June 5.

https://advance.lexis.com/api/document?collection=news&id=urn:contentItem:3SJ4-GG

P0-0008-X1N8-00000-00&context=1516831. (검색일: 2019. 7. 15). 

169) Pear, Robert. 1989. “Far-Off Silver Lining In Dispute With Japan.” New York 

Times. May 27. 

https://www.nytimes.com/1989/05/27/business/far-off-silver-lining-in-dispute-with-jap

an.html (검색일: 2019.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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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해서도 독  지 를 리고 있었다. 미국에 있어서 항공우주산

업은 과학  지식의 증 , 군사 안보의 증진, 그리고 상업  이익의 증

라는 목 을 모두 띠고 있는 분야 다. 그리고 항공우주산업의 기술, 안

보, 그리고 경제 인 요소들은 서로 분리될 수 없었다. 컨 , 국가안보

의 목 에 따라 개발된 미사일 발사 가 상업 인공 성의 발사를 해 활

용되기도 했으며, 통신  정찰의 목 을 띠고 개발된 인공 성의 기술들

이 다시 상업 인공 성의 개발에도 활용되기도 했다. 요컨 , 미국에게 항

공우주산업은 민군겸용기술을 활용하는 형 인 략  산업이었다.170) 

일본 한 1980년  들어 인공 성을 포함한 항공우주산업에 

한 심을 표명하기 시작하 다. 창기 일본의 항공우주산업은 1969년

에 체결한 미국과의 정을 근거로 한 기술이 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

러나 미국이 최첨단 기술의 이 을 거부하고 미국으로부터 이 받은 기

술을 상업  목 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자 일본 정부는 1980년  반 

들어 항공우주산업에 직 으로 개입함으로써 우주 역에서의 독자 인 

발 을 꾀하기 시작하 다.171) 일본의 우주개발사업단(NASDA: National 

Space Development Agency of Japan)은 자국 항공우주산업의 성장을 

진하기 한 략의 일환으로 일본의 기술과 장비들을 최 한 활용하

고자 했으며, 외국산 완제품 인공 성의 구매를 지하 다.172) 일본의 

이러한 정책으로 미국의 항공우주산업 기업들이 차별 우를 받게 되면

서 미국과 일본 간의 갈등의 불씨가 피어오르게 되었다.

미국은 일본의 이러한 조치에 반발하면서 항의하 다. 1983년 

USTR의 록(William Brock)이 일본 외상에 항의 서한을 보내는 것을 

필두로 MOSS 상에서도 인공 성 문제가 다루어졌다. 그 결과 1985년 

일본은 여 히 공공부문의 시장은 개방하지 않고 있었지만, 민간 시장은 

미국의 인공 성 기업들에게 개방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173) 그러나 

170) Bayard, Thomas Q., and Kimberly Ann Elliott. 1994, p. 112.

171) Bayard, Thomas Q., and Kimberly Ann Elliott. 1994, p. 113.

172) U.S. Congress, Senate Committee on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 

1989b. Japanese Space Industry: An American Challenge. Hearing Before the 

Subcommitteee on Foreign Commerce and Tourism of the Committee on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 101th Congress, 1st Sess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 10.

173) Mastanduno, Michael. 1991, pp. 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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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히 일본의 공공부문 시장은 외국 인공 성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었

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갈등이 완 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인공 성을 포함한 항공우주산업 반

을 경제 ·안보  측면에서 요한 략  첨단기술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일본이 자국의 공공부문의 항공우주산업을 개방하지 않고 자

체 인 기술개발에 집 하게 되면 곧 미국에게 략 으로 요한 항공

우주산업을 따라잡을 뿐 아니라 종국에는 미국을 능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범 하게 존재하 다. 일본이 

반도체 산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첨단기술 산업에서 미국의 우 에 도

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 략을 견제할 필요가 있

었던 것이다. 한 미국의 료는 다음과 같이 말하 다. “10년 후에 일본 

기업들이 매우 강한 인공 성 산업을 발 시킬 경우, 그들은 미국의 인

공 성을 구매할 의향이 있지만 미국이 자신들이 원하는 인공 성을 만

들지 못해서 구매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174)

이러한 략  고려를 바탕으로 부시 행정부는 인공 성을 수퍼 

301조의 우선 상 상 행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 다. 즉 수정주의  

이념이 정책에 최종 으로 반 되게 된 것이다. 의회와 통상을 장하는 

USTR과 상무부의 료들은 미국의 장기 인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해 

통상제재의 박을 동원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다. 컨 , 한 청문회에

서 USTR의 리엄즈(Lynn Williams) 그리고 상무부의 국장 

(Michael Farren)은 인공 성을 수퍼 301조로 특정하는 것이 미국이 오

랜 기간 비교우 를 리고 있던 항공우주산업에서 일본이 부상하는 것

을 견제하는 아주 효율 인 방법이라고 증언하 다.175)

물론 행정부의 모든 료들이 일본에 한 강경한 조치를 강력

히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앞에서 슈퍼컴퓨터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국

무부, OMB, CEA와 같은 부서들은 반 으로 일본과의 통상에서 수퍼 

301조를 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었다.176) 그리나 일본의 부상이 부과하는 

174) Schlesinger, Jacob M.. 1989. “U.S. Looks Skyward and Sees Satellites Bearing 

Japan’s Imprint, Not Its Own.” Wall Street Journal. June 15. 

175) 의회 청문에서 리엄즈와 의 증언  의원과의 화. 주요 내용은 다음을 참

조. U.S. Congress, Senate Committee on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 

1989b, pp. 7-10, 13-15. 

176) Powell, Bill, et al.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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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안보  과 더불어 미국의 미래에 핵심 인 첨단기술 산업의 

요성 때문에 궁극 으로 온건 들도 수정주의  주장에 수 할 수밖에 

없었다. 수정주의  주장이 힘을 얻는 가운데, 부시 행정부는 1989년 일본과 

인공 성을 수퍼 301조의 우선 상 상국과 상 행으로 특정하게 된다.

흥미로운 은 앞서 살펴본 반도체 산업이나 슈퍼컴퓨터 산업의 

이해당사자들이 정부의 극 인 개입을 요구한 것과는 다르게, 인공

성 생산자들은 정부의 강경한 조치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는 이다. 미국의 3  인공 성 생산자라고 할 수 있는 Hughes 

Aircraft, Space Communications Corporation, Ford Aerospace  그 

구도 인공 성을 수퍼 301조로 특정하거나 다른 형태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미국 정부에 요구하지 않았다.177) Huges의 한 임원은 자신들은 정

부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가 인공 성을 

301조로 특정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매우 놀랐다고 이야기하 다. 심

지어 General Electric 같은 기업들은 인공 성을 301조로 특정한다는 것

을 반 한다고 밝히기도 하 다.178)

이들이 명시 으로 나서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로 풀이된다. 첫

째, 비록 정부조달 차원에서 일본 정부는 외국의 인공 성 수입을 지

하고 있었지만, 미국이 1985년에 일본과 맺은 정으로 일본의 민간 시

장은 외국 생산자들에게 개방되어 있었다. 그리고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

으로 미국의 생산자들인 이 부문에서 선 하고 있었다. 미국의 인공 성 

생산자들은 만약 무리하여 일본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고자 압력을 

행사할 경우, 민간 시장에서의 향력도 상실할까 우려하 다. 둘째, 미

국의 인공 성 생산자들은 외국의 인공 성의 수입 허가에 한 권한을 

쥐고 있는 일본의 우정성(Ministry of Post and Telecommunications)의 

치를 보고 있었다. 이들은 미국 정부의 일본에 한 지나친 압박이 자

신들에 한 보복으로 돌아올까 우려하고 있었다.179)

그러나 이들이 일본 시장에 한 근성을 높이려는 미국 정부

의 노력에 반 하는 정치  활동을 벌이지 않았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불어 비록 인공 성 생산자들의 직 인 압력은 없었다

177) Mastanduno, Michael. 1991, p. 97.

178) Schlesinger, Jacob M. 1989. 

179) Mastanduno, Michael. 1991, p. 97; Zeng, Ka. 2007,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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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지라도 다른 이익집단들은 미국 정부가 301조를 활용하여 일본에 

해서 공격 인 통상정책을 펼치는 것을 극 으로 지지하고 있었다. 

를 들어 미국 자산업에 종사하는 약 3500개의 기업들을 표하는 

AEA는 일본에 범 하게 존재하고 있는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해 미

국 정부가 공격 인 상 략을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 다.180) 한 

NAM의 표들은 일본 정부가 인공 성의 정부조달을 지한 것을 직

으로 문제 삼으면서, 이처럼 일본 정부가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것

을 자유무역 원칙보다 우선한다면, 미국의 통상정책도 이에 응할 필요

가 있다는 을 피력하 다. 이에 따라 NAM은 미국이 수퍼 301조와 같

은 수단을 극 으로 활용하여 미국의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181) 요컨 , 비록 인공 성 생산자들의 명시 인 지지는 없었지만, 

부시 행정부는 사회의 범 한 합의를 바탕으로 일본에 한 강경한 정

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이 일본의 인공 성 분야에서의 행을 수퍼 301조 특정하여 

통상제재의 압력을 가하는 가운데 일본과의 양자 상이 다시 시작되었다. 

미국의 요구에 일본이 반발하면서 상은 갈등 인 양상으로 개되었다. 

왜냐하면 미국의 요구가 기본 으로 일본이 인공 성 분야를 발 시키고

자 하는 정책을 포기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일본인들

은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

다. 당시 일본 통산성의 고  료 던 야스노베(Shin Yasunobe)는 “만

약 미국이 우리가 우리 고유의 항공우주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만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었다.182) 그러나 

궁극 으로 미국의 요구가 거의 다 철된 형태로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1990년 인공 성 합의가 도출되게 되었다. 이 상의 결과로 미국의 인공

성 생산자들은 상당한 경제  이익을 릴 수 있게 되었다.183) 

180) U.S. Congress, Hous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1989. USTR 

Identification of Priority Practices and Countries under Super 301 and Special 

301 Provisions of 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Hearings 

Before the Subcommittee on Trade of th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House 

of Representatives, 101th Congress, 1st Sess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p. 33-37.

181) U.S. Congress, Hous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1989, pp. 41-56.

182) Schlesinger, Jacob M. 1989. 

183) Zeng, Ka. 2007, p. 154, p.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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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선도부문 지원  육성

1) 반도체 산업의 육성: SEMATECH

(1) 민간 행 자의 정책 선호의 변화

앞서 SIA와 같은 미국 반도체 산업의 주요 행 자들이 일본 기

업들과의 경쟁 과정에서 유리한 치를 하기 해 일본에 한 시장개

방 요구  불공정 행의 시정 등의 정책을 미국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

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외 인 견제조치만으로 미국 반도

체 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 

기반 자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었다. 특히 끈끈한 유 를 바

탕으로 서로를 지원하면서 성장했던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과는 달리, 미

국의 반도체 산업은 상 으로 분 되어 있었다. 즉 반도체 기업들과 

기술자들은 경쟁사를 시한 것은 물론 서로 교류도 거의 없었던 실정

이었다.184) 미국 반도체 산업의 이러한 구조는 자원 투입을 분산시키고, 

기술개발 력을 해한다는 에서 일본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악화시

키는 요인으로 지 되었다.185)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반도체 산업은 

외 인 측면에서 일본의 행동을 시정하기 한 정책 요구와 더불어 내

인 측면에서 력  기업-국가 계의 구축을 통해 미국의 산업의 경

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역할을 담당하길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목 에서 미국의 반도체 산업은 산업의 역량 강화를 

한 일련의 조직화 된 행동을 취하고 있었다. 를 들어, 1981년 SIA는 

‘반도체연구 력(SRA: Semiconductor Research Cooperative)’이라는 컨

소시엄을 조직하 다. SRA는 미국의 거의 모든 반도체 기업들을 포 하

고 있었고, 국방부, 국립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  

국립표 기술연구소(National Bureau of Standards) 등의 정부기 의 부

분 인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 컨소시엄의 목 은 주요 학들에 R&D 

184) Browning, Larry D., Shelter Hudy C. 2000. Sematech: Saving the U.S. 

Semiconductor Industry.  (Texas: Texas A&M University Press), pp. 202-203.; 

O’Shea, Timothy J.C.. 1992, p. 56.

185) Alic, John et al. 1992, p.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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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지원하여 반도체 분야의 기  연구를 장려하는 동시에 유능한 인

자원의 확보하는 것이었다.  다른 로 미국의 반도체 산업은 

DARPA와 함께 스탠포드 학(Standford University)에 연구자 을 지

원하여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 다. 그러나 

미국의 오래된 반독  통 아래 이러한 활동은 일정한 제약 속에서 이

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1984년 미 의회가 ‘국가연구 력법안(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Act of 1984)’를 통과시키면서 이러한 연구개발을 

한 합작투자가 원활히 이 질 수 있는 제도  기반이 갖추어지게 되었

다.186)  

앞서 살펴봤듯이, 일본과의 경쟁이 한창 치열해지던 1985년 무

렵, 국방과학 원회(DSB: Defense Science Board) 등의 정부 기 들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다양한 연구들을 실시하게 된다. 이들

은 1986년까지 지속 으로 교류하며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

기 한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었다. 를 들어, 1986년 SIA는 미국 반도

체의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테스크 포스 을 구성하여 자신

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이들은 미국 반도체 제조업 부문의 경쟁

력을 높이기 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

으며, 어떤 방식의 개입이 가장 효율 인지 논의하기 한 목 을 가지

고 있었다.187)  

국가의 개입을 옹호하는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SIA는 

직 으로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을 설득하여 지지자들을 확보해 나가는 

활동들을 개해 나갔다. 여기서 SCSG는 다시 한번 반도체 산업계와 의

회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 다. 한 반도체 산업의 주도로 개최되

었던 여러 정기 인 세미나들도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달하

는데 요하게 작용하 다. 략 300여명의 주요 백악 , 의회, 그리고 

다양한 행정부의 기 들의 인사들이 참여한 세미나에서 SIA는 반도체 

산업이 겪고 있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한 정부의 개입과 산업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 다. 한 SIA는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월간 소식지들

을 참여자들에게 보내면서 지속 인 활동을 펼쳤다.188)   

186) Flamm, Kenneth. 1996, p. 147.

187) Pages, Erik R. 1996, p. 97.

188) Lodge, George C. 1990. Comparative Business-Government Relations.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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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배경에서 1987년 SIA는 본격 으로 반도체 산업을 반

으로 포 하는 동시에 정부가 참여하는 컴소시엄을 구성할 것을 제의하

다. 3월 3일 SIA와 SRS는 후술할 국방과학 원회의 제안에 기 하여 

자신들의 SEMATECH 추진 계획을 발표하 다. 5월 12일에 이르러 

SIA의 14개 기업들이 SEMATECH에 참여할 것을 발표한다. 이 14개 

기업은 SEMATECH의 재원  50%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창

기 창립회원으로 활동하게 된다.189) 

(2) 정책 결정자들의 인식과 정책 결정

한편 수정주의  입장에 동조하는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도 반도

체 산업의 략  요성을 인식하면서 기에 처한 산업을 구하기 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었다. 반도체 산업은 미래의 국가의 부의 축 뿐 

아니라 국가안보의 측면에서도 필수 인 산업이었다. 따라서 제 Ⅲ장에

서 상세히 논의하 듯이 국방과학 원회와 같은 정부 기 들은 일본 반

도체 기업들의 약진이 지속될 경우, 민군 겸용기술에 한 의존성 문제

가 발생하여 미국의 국가이익을 침해할 것을 우려하 다. 컨 , 당시 

국방과학 원회 의장이었던 어거스틴(Norman Augustine)은 의회 청문

회에서 “미국 반도체 산업의 쇠퇴가 지속될 경우 미국의 방  산업은 외

국에 더욱 의존 으로 될 수밖에 없고, 이는 반도체 기술의 요성을 고

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증언하 다.190)  

이런 맥락에서 국방과학 원회의 1987년 보고서가 SEMATECH

의 출범에 결정 인 역할을 하 다.191) 이 보고서의 연구 에는 국방과

Jersey: Prentice-Hall), pp. 141-142. 정치인들을 설득하기 한 SIA의 핵심 주장은 

책으로 출 되어 다음에 정리되어 있다. Howell, Thomas R., William A. Noellert, 

Janet H. Maclaughlin, and Alan William Wolff. 1988. The Microelectronics Race: 

The Impact of Government Policy on International Competition. (Boulder, 

Colorado: Westviews Press).

189) Bingham, Richard D. 1998, p. 114.; Pages, Erik R. 1996, p. 98.

190) U.S. Congress, Hous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1987. Hearings on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s 1988/1989: Research, Test. 

and Evaluation. 100th Congress, 1st Session.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p. 3327.

191) Alic, John et al. 1992, pp. 272-273.; Bingham, Richard D. 1998,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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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원회의 의장이었던 어거스틴을 포함하여 당시 국방부 장 이었던 인

먼(Bobby Inman), 그리고 훗날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 을 지내

게 되는 페리(William Perry) 등 국방정책 형성에 큰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보고서는 반도체 산업의 침식이 

가져올 군사 안보 을 단 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집  회로가 

지닌 민군 겸용의 성격을 지 하면서, 반도체 산업에서 일본의 약진과 

미국의 쇠퇴가 지속된다면 미래의 첨단 무기 시스템에 필요한 반도체의 

국내 조달의 어려움 등 국가안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 다. 

앞에서 이미 여러 번 언 하 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보고서의 최종 결

론만 다시 언 하자면, 동 보고서는 “미국의 안보는 이제 반도체 분야에

서 외국의 최첨단 기술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unacceptable situation)”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192)

이 보고서를 작성했던 사람들의 사회  향력과 보고서가 담고 

있는 심각한 내용을 고려할 때, 미국 정부 안 의 주요 행 자들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 을 것이라는 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실제

로 이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앞에서 봤듯이 SIA는 이에 기 하여 

SEMATECH 컨소시엄의 구성 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한 이 보고서는 

SEMATECH에 한의회 행 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일조하기도 

하 다. 1987년 3월 27일 의회에는 공화당 의원 로리오(James Florio)

와 리터(Don Ritter)는 SEMATECH에 한 정부의 지원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게 된다.193) 

의회도 체로 반도체 산업의 략  요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극 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국방과학 원회와 차이가 

있다면, 의회는 체로 반도체 산업 기반이 가져올 경제  효과를 강

조하면서, 민간부문 육성을 한 정부의 역할을 특히 강조하고 있었다. 국

가 안보에 한 고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반도체가 미국 경제의 미

래에 필수 인 산업이라는 에서 경제  목  그 자체로도 국가의 개입

이 정당화될 수 있었다.194) 를 들어, 의회에서 낸 한 보고서는 반도체 산

업은 그 자체의 요성뿐 아니라 자산업 체를 지탱해주는 토 가 되

192) U.S. Defense Science Board. 1987, pp. 1-2

193) Pages, Erik R. 1996, p. 97.

194) Alic, John et al. 1992, p.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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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산업이라는 에서 반도체에 한 정부의 지원을 정당화하고 있다.195)

SEMATECH에 한 표결이 있기 직  미 의회 산처(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서 발행한 한 보고서도 반도체 산업이 

필수  산업(critical industry)이라고 인식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옹호하

고 있다. 이 보고서 역시 반도체 산업이 가지는 안보  함의는 부차 인 

것으로 취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효과는 매우 정 으로 망한

다. 즉 이 보고서는 SEMATECH를 통해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면, 그 효과

가 경제의 다른 부문에도 되어 나타날 것이라고 언 하고 있다.196) 

요컨 , 반 으로 미 의회는 반도체 산업이 가지는 경제  

요성을 강조하면서 SEMATECH 구상을 극 으로 옹호하고 있었다. 

반도체 산업은 다른 자 산업의 기 가 되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을 육

성하는 것은 미국 산업 반의 토 를 다지는 의미가 있었다. 물론 반도

체 산업의 안보  함의도 무시하지 못할 요소 다. 그러나 이 과는 달

리 군사  부문에만 한정하여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수는 없었다. 반도

체 산업의 상업 인 측면도 요하 다. 민간부문이 활성화되면 그 효과

가 군사 안보 부문으로도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의회가 체로 SEMATECH 구상을 극 으로 지지했던 반면, 

상 으로 행정부는 이러한 정책 합의가 약하 다. 즉, 1986년 반도체 

정의 체결 과정에서도 보았듯이, 이건 행정부 내에는 자유 시장원리

를 옹호하는 통주의자들이 상당한 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구체

으로 국방부와 상무부는 SEMATECH 구상을 지지하고 있었지만, OMB, 

통령의 경제자문회의(CEA), 그리고 재무부는 연방정부가 

SEMATECH에 자 을 지원하는 것을 반 하고 있었다. 이들은 체로 

반도체 산업이 매우 요한 산업이라는 에 해서는 수 하면서도, 수

정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연방정부가 나서서 민간 역의 특정 산업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산업정책은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자유시장경쟁 원리

195) U.S. Congress, Hous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Subcommittee on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nd Competitiveness. 1987. Competitiveness of 

the U.S. Semiconductor Industry. 100th Congress, 1st Session.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p. 58.

196) U.S. Congres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1987a. The Benefits and Risks of 

Federal Funding for Sematech.  (Washington D.C.: Congressional Budget Office), 

pp. 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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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197) 

이러한 통주의자들의 자유주의  성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수정주의  주장이 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

었다. 특히 SEMATECH 구상이 정부가 직 으로 특정 기업을 지원하

거나 산업 구제를 펼치는 통 인 산업정책과 다르다는 것이 주효하게 

작용하 다. 우선 SEMATECH가 민간 행 자들도 극 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것이 요하 다. 수정주의 입장을 따

르는 사람들은 SEMATECH가 운  산  민간 참여자들이 50%를 책

임지는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온건 들이 주장하듯이 정부가 산업

의 승자와 패자를 가려내는 통 인 산업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하

다.198) 한 이들은 SEMATECH 구상 자체는 외국에 한 보호무역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왜곡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국내산업 기반을 

다질 수 있는 효과 인 방법이라고 강조하 다.199) 

한편 산업계는 SEMATECH가 단순히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의 자력구제 노력을 반 하는 동시에, 기업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는 산업 반의 정  효과를 만들기 한 것이라는 

을 강조하 다. 즉 반도체 기업들은 자신들의 자 을 출자하는 동시에 

SEMATECH를 통해 나오는 기술 신의 성과들을 공유하기로 합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 산업계는 SEMATECH가 원천기술(generic 

technology)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개별 기업들이 기술 연구

의 성과를 독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기술 신은 다른 산업부문에도 확

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산업의 표자들은 “우리가 정부와의 

50:50 공동 출연을 제안하는 것은 정말 반도체 산업 독자 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개별 산업이 취할 수 있는 이득보다 사회 반

에 확산되는 이득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정당화될 수 있

197) Pages, Erik R.. 1996, p. 101.

198) U.S. Congress, Hous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Subcommittee on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nd Competitiveness. 1987b. Trade and 

competitiveness(Part2) : Hearings Before the Subcommittee on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nd Competitiveness of th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House of Representatives, 100th Congress, 1st Sess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p. 175-178.

199) U.S. Congress, Hous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1987, p. 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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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200) 

결국 SEMATECH의 최종 형태는 의회와 행정부의 충 과정에

서 결정되었다. 1987년 당시 의회는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여

러 방안을 종합무역법안에 포 으로 포함 시키려 노력하고 있었다. 

SEMATECH 구상도 종합무역법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이건 행정부 내 통주의자들은 반 으로 일본에 한 강경조치가 

포함된 종합무역법안을 좌 시키거나 최소한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었

다. 그러나 행정부는 주된 심사 던 이른바 ‘게퍼트 조항’이나 ‘공장 폐

쇄 통고 법안’ 등을 막는 것에 주력하면서 상 으로 SEMATECH 조

항에 해서는 극 으로 다투지 못했다.201) 

그러나 행정부는 종합무역법 자체의 입법을 1988년까지 미루는 

것에는 성공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SEMATECH는 종래의 무역법안

에서 분리되어 국방수권법(defense authorization bill)의 형태로 다루어지

게 되었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의회는 SEMATECH를 상업  경쟁력을 

높이는 경제  시각에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원안에는 상무부가 이를 지

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안보 법안으로 다 지게 되

면서 SEMATECH에 한 정부 지원의 창구는 국방과학 원회의 제안에 

따라 DARPA가 담당하게 되었다. 이는 SEMATECH에 해서 비 이

었던 통주의자들의 공격으로부터 SEMATECH를 분리하여 보호하는 

효과가 있었다. 결국 의회는 1987년 12월 22일 매년 1억 달러씩 5년 동

안의 연방 자  지원을 SEMATECH 컨소시엄에 한 공동 출연 의 형

태로 지출할 것을 승인하 다.202)  

이러한 의회의 강력한 압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행정부 내의 

통주의자들도 결국 SEMATECH에 반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특히 국방부가 SEMATECH의 문제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이 하고, 산업계  의회의 압력이 거센 상황에서 통주의자들은 

SEMATECH 구상을 좌 시킬 정치  동력을 얻기 어려웠다.203) 요컨 , 

200) U.S. Congress, Hous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Subcommittee on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nd Competitiveness. 1987b, p. 34.

201) 1988년 종합무역법의 입법 과정에 한 상세한 분석은 다음을 참조. 백창재, 2015. 

pp. 80-114.

202) Lodge, George C. 1990, pp 146-147; Pages, Erik R. 1996, pp. 101-102; 송 진. 

1992. “SEMATECH: 미국 반도체산업의 새로운 ” 『과학기술정책』 34, pp. 24-28.



- 119 -

궁극 으로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자신들의 국가이익에 가장 핵심 이

라고 생각되던 첨단기술 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로 정책  합의

를 이룬 것이다.

SEMATECH는 명시 으로 민간부문의 기술발   산업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에서 기존에 미국이 택하던 경제정책 기조와는 

차별화되었다. 물론 그 이 까지 미국의 기술·산업 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에는 무기개발을 한 기술 신을 지원하는 등 주

로 군사 안보  측면에 이 맞추고, 민간부문은 자유시장경쟁의 원리

에 따라 국가가 민간 산업에 직 ·명시 으로 개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었다는 에서 달랐다. 군사부문에서의 기술 신의 성과는 민간부문으

로 ‘스핀오 ’할 수 있었으나, 그것 자체가 정부의 주된 심사가 아니었

다. 그러나 80년  반 들어 일본의 도 이 거세지자 이제는 이런 정책

으로는 선도부문에서의 미국의 하락을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이 리 확산

되었다. 그 결과, 미국 정부는 이제 민간 산업을 지원함으로써 미국의 산

업 기반을 튼튼히 하고, 이를 토 로 안보에서의 우 도 유지하고자 하

다. 즉 SEMATECH 구상은 군사부문의 성과가 민간부문에도 자연스럽게 

된다는 기존의 ‘스핀-오 ’ 패러다임에서 역으로 민간부문의 성과가 군

사부문으로도 되게 만드는 ‘스핀-온’ 패러다임을 반 하고 있었다.204)   

2) 독자 인 고화질텔 비 (HDTV) 표 의 모색과 평 디스 이

(Flat Panel Display) 산업의 육성

1989년 일본이 자국의 표 인 “HI-Vision"을 세계 표 으로 내

세우면서 고화질텔 비 (HDTV: high-definition television) 산업의 문

제가 미국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되었다. 미국의 HDTV 생산자들

은 이에 응하는 움직임을 가져갔다. 1989년 5월 AEA는 정부의 극

인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AEA는 미국의 HDTV 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기 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반독 법의 완화, 그리고 

HDTV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정부와 산업의 콘소시엄을 구성할 것을 

203) Pages, Erik R. 1996, p. 102.

204) Alic, John et al. 1992, pp. 255-282; Fong, Glenn R, 2000, pp. 17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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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 다.205) AT&T와 Zenith 같은 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었다.206)

 1989년 반까지만 해도 미국 정부 내에서는 HDTV 산업계의 

요구에 동정 인 수정주의  주장이 우세하 다. 이들은 HDTV 산업이 

경제  측면에서 요할 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필수 인 략 인 산

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HDTV 산업 지원에 가장 극 으로 

나섰던 것은 고등방 연구계획국(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이었다. 당시 DARPA의 수장이었던 필즈(Graig Fields)

는 HDTV에 하여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곧 군사부문의 

수요를 충당하는데 필수 이라고 주장하 다. 한 HDTV 산업이 발

하면 반도체나 컴퓨터 등 다른 자 산업의 발 에도 도움을  수 있었

다. 따라서 필즈는 경제 이면서 동시에 군사 안보  이유로 HDTV에 

한 지원은 필수 이라고 주장하 다.207) DARPA는 HDTV를 지원하는 

것이 “잃어버렸던 산업을 부흥시키는 동시에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기회라고 보고 있었다.208)  

상무부 한 HDTV를 지원하는 구상을 극 으로 지지하고 있

었다. 당시 상무부의 수장이었던 모스바셔(Robert Mosbacher)는 HDTV

를 지원하는 것이 자 산업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필수 인 

요소라고 보았다. 그는 HDTV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을 공개 으로 지

지하 고, 미국 정부는 기투입자본(seed capital)를 제공하고 법  규제

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HDTV 산업을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었

다.209) 한편 미 의회도 HDTV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AEA의 요구를 

205) AEA의 허버드(Pat Hill Hubbard)의 증언 참조. U.S. Congress, Senate Committee 

on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 1989a. High Definition Television.  

Hearing Before the Subcommitteee on Science, Technology, and Space of the 

Committee on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 101th Congress, 1st Sess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p. 42-54.

206) Burgess, John. 1989. "Zenith, AT&T Seeks U.S. Funds for Joint Venture on 

HDTV." Washington Post. March 1. p. F3. 

207) DARPA의 필즈(Craig Fields)의 증언 참조. U.S. Congress, Senate Committee on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 1989a, pp. 4-18.

208) Richards, Evelyn. 1988. "Pentagon Aims to Revive U.S. TV Industry." The 

Washington Post. December 19, p. A1.

209) Auerbach, Stuart. 1989. "High Definition Commerce Chief." Washington Post. 

April 28. p. A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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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으로 지지하고 있었다. 1990년  까지 HDTV와 련된 7가지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고, 10개의 원회가 청문회를 개최하 으며, 

HDTV 지원 방법을 다루는 당  모임이 의회 내에 형성되었다.210)

DARPA와 상무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HDTV를 지원하는 문

제는 부시 행정부 내의 통주의자들의 반 에 직면하게 되었다. 부시 

통령의 수석 보좌 이었던 선 (John Sununu), CEA의 보스킨

(Michael Boskin), 산국 국장 달먼(Richard Darmon), 그리고 정책자문

원 포터(Roger Porter) 등이 주요 행 자들이었는데, 이들은 HDTV를 

지원하는 것을 명시 으로 반 하면서 행정부 내에서 상당한 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들의 반 는 정부가 민간부문에 직 으로 개입하

여 승자와 패자를 정해버리는 산업정책은 시장의 왜곡을 불러일으킨다는 

자유주의 담론에 기 하고 있었다.211) 한 정부 내외에서는 HDTV가 

과연 지지자들이 주장하듯이 략 으로 요한 산업에 해당하는지에 

한 의문이 범 하게 퍼져 있었다.212)

통주의자들의 반 가 거센 상황에서 1989년 후반에 이르면 수

정주의자들은 사이에서 미묘만 입장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 다. 기존

에 HDTV 지원 구상에 한 강력한 지지자 던 상무부는 1989년 9월 

들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특정 산업을 지목하여 지원하는 형태가 아

닌 첨단기술 반에 한 포 으로 지원하는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HDTV에 한 지원 구상을 철회하 다.213) 1990년에 들어서 

국방부는 기존에 HDTV를 지원하기 해 DARPA에 책정했던 산의 

부분을 삭감하 다.214) 수정주의자들의 패배를 알리는 가장 큰 사건은 

HDTV 지원에 가장 열렬히 앞장섰던 필즈가 DARPA의 수장 자리에서 

해고된 사건이었다. 반 가 거센 상황에서 1990년 필즈는 DARPA 재량

으로 일부 HDTV 로젝트들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

210) Pages, Erik R. 1996, p. 130.

211) Farnsworth, Clyde. 1989. "The Bush Team Has Competing Ideas on Competing 

with Japan." New York Times. June 25, p. E4.

212) Mastanduno, Michael. 1991, pp. 106-108.

213) Burgess, John and Evelyn Richards. 1989. "Commerce to Drop Role in HDTV." 

Washington Post. September 13, pp. C1-C4. 

214) Markoff, John. 1990. "High-Detail TV Faces Fund Cuts." New York Times. 

April 6, p.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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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부시 통령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필즈를 해고했던 것이다.215) 

궁극 으로 HDTV 산업은 기 하던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HDTV를 지원하려던 상무부와 DARPA의 시도가 좌 된 것은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정책 이념경합에서 통주의  이념이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목할 은 비록 정부가 지원하

는 형태의 컨소시엄 구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HDTV 산업에 한 

정부의 심이 완 히 없어지지 않았다는 이다. 첫째, DARPA가 주도

하는 HDTV 산업 지원은 좌 되었지만 그 이후 바통을 넘겨받은 연방

통신 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enter)는 미국 기업들이 유

리한 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 다. 미

국보다 앞서서 HDTV 산업을 주도했던 일본의 ‘Hi-Vision' 표 은 인공

성을 통해 아날로그 신호를 송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FCC는 이러한 일본의 표 을 받아들이지 않고, 디지털 방식으로 신호를 

송하는 미국식 표 을 채택하 다. FCC의 원장 사익스(Alfred 

Sikes)는 이러한 표 을 채택함으로써 미국의 기업들이 일본과의 경쟁에

서 더 유리한 치에서 경쟁하길 바라고 있었다.216)

둘째, 1989년 HDTV 산업계의 강력한 요구는 이와 연 된 기술 

분야에 한 정부의 심을 발시켰다. HDTV 기술과 불가분의 계에 

있는 평 디스 이(FPD: Flat Panel Display) 기술에 한 략  

심도 이 시기에서 시작된 것이었다.217)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국가이

익의 에서 FPD 산업의 두 가지 략  요성에 주목하고 있었다. 

첫 번째는 경제  요성으로 FPD를 량으로 생산 할 수 있는 국내산

업 기반이 취약할 경우 다른 자 산업에 필수 부품으로 활용되는 FPD

를 외국에 의존하게 되고, FPD 기술이 다른 산업에 확산될 수 있는 

정 인 효과를 놓칠 수 있었다. 한편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국방부는 

미국의 FPD 산업이 성장하지 못할 경우 군사 무기체계에 필수 인 최

첨단 기술에 미국이 선제 , 안정 으로 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려하

215) Davis, Bob. 1990, "Ouster of Defense Aide Craig Fields Sparks Discord, 

Congressional Criticism." Wall Street Journal. April 25, p. A4.

216) Bingham, Richard D. 1998, pp. 119-120; Hart, Jeffrey A. 1994. "The Politics of 

HDTV in the United States." Policy Studies Journal. 22(2), pp. 218-225.

217) Bingham, Richard D. 1998, pp. 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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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218) 

반도체, 슈퍼컴퓨터 인공 성 산업과는 달리 FPD 시장은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의 생산자들이 통 으로 우 를 자랑하고 있었다. 일본

의 기업들은 세계 FPD시장에서 약 95%의 유율을 기록하면서 시장에

서 독 인 지 를 행사하고 있었다. 반면, 미국의 생산자들은 세계시장

에서 약 3%만을 유하고 있었다.219) 미국 정책 결정자들은 국내산업 

기반이 이 게 취약한 상황에서 이를 방치할 경우 장차 미래의 경제  

이익을 놓치는 동시에 국가안보에도 이 될 수 있다는 략  고려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략  인식을 바탕으로 DARPA는 1989년부터 ‘고화질 

시스템(HDS: High-Definition System) 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었다. 

HDS 로그램은 부품 생산자, 디스 이 제조업자, 그리고 디스 이

의 최종 사용자의 력을 유도하여 미국의 FPD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

다는 목 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DARPA의 지원만으로는 FPD 산업

을 반 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HDS 로그램은 시제

품(prototype) 개발에만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220) 

FPD에 한 국가의 지원이 이 보다 제도화된 것은 클린턴 행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다. 클린턴 행정부는 미국에 필수 인 첨단기술 산

업을 극 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1993년 클린턴 행

정부는 민간과 정부의 상호 력으로 핵심 인 기술을 발 시킨 형

인 로 SEMATECH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모델을 다른 첨단기술 산업

에도 확 하여 용시킨다는 구상을 내놓았다.221) 이런 맥락에서 클린턴 

행정부는 평  디스 이(FPD: Flat Panel Display) 산업을 집 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게 된다.

 세계 인 경쟁력을 갖춘 FPD 기술을 개발하기 해 클린턴 행

218) U.S. Congres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1995. Flat Panel Displays in 

Perspective. ADA-337367.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 

10.

219) Flamm, Kenneth. 1998. "US National Flat Panel Display Initiative: Summary and 

Overview." Industry and Innovation. 5(1), p. 97.

220) Bingham, Richard D. 1998, pp. 122-124.

221) Clinton, William J. and Albert Gore, Jr. 1993. Technology for America's 

Economic Growth, A New Direction to Build Economic Strength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p. 9.



- 124 -

정부는 1994년 4월 28일 ‘국가 평  디스 이 이니셔티 (NFPDI: 

National Flat Panel Initiative)를 발표하게 되었다. NFPDI는 FPD산업에 

1998년까지 약 3억 7천만 달러를 지원하 는데, 주요 임무는 FPD의 기

술에 한 연구개발 지원, 문 인 첨단기술에 한 지식  문가 양

성, 투자 확 , 그리고 시장 창출 등을 포 하고 있었다.222) 

NFPDI는 국가안보의 확보  경제  이익의 창출이라는 두 가

지 략  목표를 모두 담고 있었다. 우선 국방부가 이 로그램을 직  

으로 지원하고 리하고 있었다는 에서 NFPDI는 군사  고려

가 짙게 깔려 있는 산업정책이었다. 한 NFPDI를 통해 개발된 디스

이들이 아 치 헬기, F-16 투기 등에 바로 용된다는 도 이 로

그램이 국가 안보의 목 에 따라 기획 음을 보여 다.223) 

국방부는 NFPDI를 통해 군사 작 상 필수 인 FPD를 안정 이

고 선제 으로 공  받고자 하 다. FPD는 군사 통신체제, 항공기  잠

수함에 들어가는 워크스테이션 단말기(workstation display)등에 활용되

는 등 군사 작  수행에 있어서 필수 인 기술이다. 군사용 FPD에 사용

되는 기술은 민간 시장에서 유통되는 FPD와 근본 으로 동일하 다. 그

러나 군사용 FPD는 크기, 모양, 그리고 작동 환경의 측면에서 상업용 

FPD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국방부는 군사 작 의 목 에 

맞게 최 화된 FPD를 안정 으로 공  받을 필요가 있었다. 한 국방

부는 민간부문에서 유통되기 이 에 선제 으로 최신 FPD 기술에 근

함으로써 무기체계의 우 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국방부의 우려는 

재의 취약한 군내 FPD 산업 기반으로는 이러한 군사  수요를 충당할 

수 없고, 외국 기업들에 한 의존은 안정 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었

다. NFPDI는 이러한 국방부의 안보  고려에 의해서 탄생한 것이다.224)

한편 NFPDI는 민간부문 FPD의 육성을 목표로 했다는 에서 

기존에 DARPA를 심으로 실시되었던 HDS 로그램과 같은 제한된 지

원과는 달랐다. 미국의 컴퓨터, 정보통신, 반도체  자산업이 미래에

222) Flamm, Kenneth. 1998, pp. 100-105.

223) Fong, Glenn R, 2000, p. 178.

224) U.S.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Acquisition and Technology. 1994. Building U.S. Capabilities in Flat Panel 

Displays: The Flat Panel Display Task Force Final Report.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p.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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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속 으로 경쟁력을 지니기 해서는 탄탄한 국내 FPD 산업 기반

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 는데, NFPDI는 이러한 목 에 따라 상업  

FPD의 발 을 추구하 다.225) 한 백악 의 료들은 NFPDI를 로 공

학, 자 패키징(electronic packaging), 미세 자기계시스템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 등의 다른 민간 첨단기술 분야에도 

용될 수 있는 기술발 의 모범 사례로서 NFPDI를 지원하고 있었다. 

즉 NFPDI는 세계 첨단기술 산업에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한 하나의 실험  시도 던 것이다.226)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선도부문 일본의 부상에 해 미국은 통

상제재의 압력을 동원하여 시장개방을 압박하는 동시에 자국의 첨단기술 

산업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응하 다. 미국은 반도체 분야에서의 보복 

을 통해 일본의 시장개방을 유도하 으며, 1988년 종합무역법의 수

퍼 301조를 무기로 슈퍼컴퓨터와 인공 성 등의 첨단기술 산업에 해서

도 일본에 시장개방을 강요하 다. 동시에 미국은 국가와 민간이 력하

는 컨소시엄인 SEMATECH를 구성하여 반도체 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하 고, HDTV 분야의 독자 인 표 을 모색하는 한편 평 디스 이 

산업을 지원하여 육성하는 행보를 보이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은 미국이 이러한 정책을 펼친 이면에는 안보 을 쟁 화시킴으로

써 일본을 견제하겠다는 수정주의  인식이 짙게 깔려 있었다는 이다. 

이와 더불어 경제  이익을 극 화하기 한 민간 행 자들의 압력도 

요하게 작용하 다. 즉 이익집단의 압력은 곧 미국 정부 내 수정주의  

강경 에 힘을 실어주었다. 

225) U.S.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Acquisition and Technology. 1994, p.Ⅰ- 6.

226) Barfield, Claude. 1994. "Flat panel displays: A second look." Issues in Science 

and Technology, 11(2),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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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연구는 선도부문에서의 패권경쟁이 선발 패권국에 어떤 변화

를 불러일으키는지, 그리고 자국의 우월한 지 를 지속시키기 해서 패

권국이 어떻게 응하는지 살펴보고자 하 다. 첨단기술 산업을 둘러싸

고 1980년 부터 시작하여 1990년  반까지 이어졌던 미국과 일본 사

이의 경쟁은 자신의 우월한 지 가 하락하기 시작하는 패권국이 어떻게 

변화하고 응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선도부문에서의 미·일 경쟁을 국제정치학의 이론을 통하여 체계

으로 분석하는 시도를 펼쳤다. 특히 본 연구는 미국 내에서 일본 문제

가 민군겸용기술을 매개로 경제와 군사  안보의 문제로 부상하고, 궁극

으로 이것이 미국의 경제  제도·정책 응으로 이어지는 복합 인 과

정을 입체 으로 분석하는 시도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고

지정학의 시각뿐 아니라 비 지정학, 비지정학과 같은 다양한 이론  논

의를 엮어서 보는 ’복합지정학‘의 분석틀을 제시하 다. 복합지정학의 시

각에서 본 미일 기술패권 경쟁은 선도부문의 기술패권 경쟁을 구조  배

경으로 하여 이념  차원의 안보화, 이익 차원의 정책 선호의 변화, 그리

고 제도  차원에서 패권국의 정책 응이라는 요소들이 복합 으로 연

계되는 사례이다.

첫째, 고 지정학의 에서 보면 선도부문에서의 우 를 둘러

싸고 벌이는 패권국과 도 국 간의 기술패권 경쟁을 포착할 수 있다. 특

히 기술패권 경쟁이 유발하는 상  지 의 변화는 민군겸용기술을 둘

러싼 미래에 한 불확실성을 야기하여 패권국 내부의 변화를 추동하는 

구조  유인으로 작용하 다. 2차 세계  종  이후 냉 의 맥락에서 

미국이 선도부문에서의 압도  우 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패권국의 지

에 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우 는 70년 부터 일본의 추격을 

받기 시작하여 80년 에 이르면 미국과 일본의 상  격차가 상당히 

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상  지 가 변했다고 해서 미국의 우 가 완

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미국은 이 만큼은 아니더라도 여 히 선도

부문에서 우 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물질  조건의  

변화 그 자체가 미국에게 객  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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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상  지 의 변화와 이것이 유발하는 미래에 한 불확실성이 미국

의 국내  변화를 추동하는 구조  유인으로 작용하 다.  

둘째, 비 지정학  차원에서 선도부문의 경쟁의 결과로 나타나

는 미국의 상  지 의 하락과 이것이 수반하는 미래에 한 불확실성

은 미국 내부에 안보화 담론정치를 유발하 다. 미국의 주요 행 자들은 

일본이 민군겸용기술의 속성을 지닌 주요 첨단기술 산업에서 우 를 

하게 되면 경제 ·군사  측면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에 한 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 다. 첫째, 일부 문가들은 일본의 부상이 가져오는 

경제  을 강조하면서, 일본식 발 모델 자체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

기 시작하 다. 둘째, 미국의 군사 문가를 심으로 일본의 기술 굴기

는 미국이 일본에 기술 으로 의존하게 만듦으로써 군사 으로도 한 

안보 을 가할 것이라는 주장들이 두되었다. 이들은 시장의 자유경

쟁에 한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던 미국 사회 내 지배  자유주의 담론

에 도 하면서 미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첨단기술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일본과의 무역을 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수정주

의  담론들은 미국 사회 반에 확산되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상당한 

향을 미쳤는데, 이는 담론  실천을 통해 미국이 리고 있던 기술패

권을 미래에도 지속시키려는 목 을 가지고 실을 재편하려는 담론정치

의 형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비지정학  시각에서 보면, 미국의 기술경쟁력 하락으로 

세계시장을 둘러싼 경쟁에서 불리한 치에 놓이게 된 민간 행 자들의 

정책 선호의 변화와 더불어 경제정책을 략 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패

권국의 정책  응을 포착할 수 있다. 미국의 민간 기업  이익집단들

은 자신들의 경제  이익을 극 화하기 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산

업을 구제  지원하길 요구하기 시작하 다. 이러한 이익집단의 압력은 

곧 미국 정부 내 수정주의  강경 에 힘을 실어주었다. 한편 미국 정부

는 일본의 부상에 응하여 통상제재를 무기로 일본 시장의 개방을 요구

하는 공격 인 통상정책을 펼치고, 자국 첨단기술 산업을 육성하기 한 

정책들을 펼치게 되었다. 이는 미국과 일본 사이의 통상마찰로 귀결되었

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은 미국이 이러한 정책을 펼친 이면에는 안보 

을 쟁 화시킴으로써 일본을 견제하겠다는 수정주의  정책 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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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이익집단들의 인식이 짙게 깔려 있었다는 이다.

이러한 복합지정학의 시각에서 본 미·일 경쟁의 사례는 선도부

문의 우 를 둘러싸고 펼쳐질 강 국들의 경쟁과 이러한 경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패권국의 변화와 응 양상의 일 단면을 보여 다는 에서 이

론  의미가 있다. 우선, 아무리 세상이 변화하여도 고  지정학, 즉 토 

국가들의 자원 권력 게임은 여 히 유효하다. 미래에도 선도부문의 우

를 확보하기 한 강 국들의 경쟁은 여 히 치열하게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담론  실천을 통한 권력 투사 과정에 주목하는 

비 지정학  담론정치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로벌 패권경쟁 과정

에서 상 방을 안보·경제  으로 여기는 담론들이 발될 것이며, 

이러한 이념  변화는 실제의 실 공간에서의 국가 간 갈등으로 창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  자본이 추동하는 지구화의 추세에 주목하는 

비지정학  시각도 여 히 유용하다. 미래의 패권경쟁은 세계시장의 우

를 둘러싼 경제  경쟁의 양상으로 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시

장에서 민간 행 자들끼리 경합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행

자와 민간 행 자 사이의 비 칭  경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국가들은 자국의 배타  국가이익을 극 화하기 해 내외  경제정책

을 략 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패권경쟁은 국가들 사이

의 직 인 군사  충돌로 격상되기 이 에 국가와 민간 행 자가 복합

으로 상호작용하는 경제  갈등의 양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복합지정학의 시각은 오늘날 국제정치의 

최  화두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국 사이의 패권경쟁에도 함의하는 

바가 지 않다. 고 지정학  차원에서 오늘날 미국과 국의 경쟁은 

IT 제품, 5G 이동통신 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 , 로   드론 등 이른바 ’4차 산업 명‘ 분야라고 불리는 선도부

문에서 치열하게 개되고 있다. 

한편 비 지정학  차원에서 상 방의 기술성장을 사이버 안보 

으로 규정한다든지, 상 방의 경제모델 자체를 비난의 상으로 삼

는 담론이 등장한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컨 , 미·  무역 쟁

에서 미국의 301조 조치가 < 국 제조 2025>를 겨냥했다는 사실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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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의 발  모델 자체를 문제 삼고 있음을 보여 다. 한 미국이 

화웨이와 같은 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국 제품들이 야기하

는 사이버 안보 문제를 제기했다는 은 기술의 문제가 안보화 되는 매

커니즘을 잘 보여 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비지정학  차원에서 사회의 경제  요구가 표출되

는 과정  민간 기업과 국가의 충돌 양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러스

트벨트(rust belt)를 포함하여 세계시장에서의 불리한 치에 놓이게 된 

경제 주체들이 트럼  통령의 주요 지지층이었다는 것을 떠올릴 필요

가 있다. 한 미국 정부의 통상제재 상이 국의 화웨이  ZTE와 

같은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을 떠올리면 패권국이 경제  수단을 

통해 국의 부상을 견제하며, 그 충돌 양상도 국가와 민간 행 자 사이

에서 나타나는 비 칭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 상이 되는 1980-90년 의 미·일 경쟁과 

오늘날 펼쳐지고 있는 미·  경쟁의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역

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미래를 견하지 못한다. 

따라서 역사  유추를 확  용하여 실을 왜곡하여 바라보는 것을 경

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80-90년  당시 일본은 

미국의 설계하는 안보 질서에 편입되어 미국과 동맹 계에 있었던 반면, 

국은 미국 사이에서는 이러한 안보  유 가 없다는 이다. 이는 두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 패권국 미국은 자국의 첨단기술 산업이 에 

처할 경우, 동맹국에 해서도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이다. 그

다면 경쟁 계에 놓여 있는 국에 해서는 더욱 단호하게 응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의 경우 미국의 강압  요구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 다. 

이는 안보의 측면에서 미국에 의존 인 일본의 상황을 반 하는 것이었

다.  그러나 미  경쟁은 국이 미국의 조치에 세보복으로 응함으

로써 단순한 통상 마찰을 넘어 통상 쟁으로 확 되는 모습을 볼 수 있

는데, 이는 미일 계와 달리 미 계는 더욱 갈등 일 수 있음을 보여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한국과 같은 견국에게 시사하는 바를 

간략히 살펴보고 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복합지정학의 시각에서 이해

된 강 국 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한국의 미래 략에 미치는 향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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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까? 첫 번째는 패권국과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다. 미국은 선도부

문에서 일본이 도 하자,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방식으로 응

하 다. 이는 쇠퇴 국면에 어드는 패권국이 동맹국들에게 호의롭게 행

동하는 ’자애로운 패권(benevolent hegemon)’의 모습을 버리고 ‘약탈  

패권(predatory hegemon)’으로 변모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이 동맹국들에 해 무임승차국이라고 비난하면서 방 비 분담 비율

을 높이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이런 에서 우려스럽다. 

둘째, 두 강 국 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한국과 같은 견국에 미

칠 수 있는 향이다. 경제  상호의존이 심화된 오늘날의 실을 감안

할 때, 강 국 간의 경쟁이 통상 쟁과 같은 충돌로 나타날 경우, 한국과 

같은 견국들도 직간 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두 강

국간의 기술경쟁이 서로 호환되지 않는 두 개의 표 을 만들어낼 경우 

한국은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컨 , 한국이 5G 분야에

서 빠르게 치고 나가기 해 국 화웨이의 통신망을 도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국의 제재 움직임에 동참해야 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략  

모호성을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이 추진해야 하는 외교 략의 내용은 무엇일까? 이러한 고민은 단순히 

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민간 경제 주체들의 몫으로만 남길 수 없다

는 것은 분명하다. 학계, 문가, 정책 결정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을 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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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how the U.S. and Japan's competition 

for technological hegemony over the leading sectors in the 1980s and 

1990s changed the United States, and how the United States 

responded to sustain its superior stat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case using theoretical perspective of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This study focused on three patterns in the process of hegemony 

competition between the great powers. First, this study focused on 

the fact that the competition between the great powers in the leading 

sector is closely related to the ups and downs of hegemony bas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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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and military power. Second, attention was paid to the fact 

that the hegemony preemptively acts to maintain its superior status. 

Third,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use of economic instruments by 

the hegemony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Japan, which developed 

around the high-tech industry in the 1980s and 1990s, is an example 

of this various aspects of hegemony competition. This study focused 

on the complex process within the United States in which the Japan 

issue emerged as a matter of economic and military security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dual-use technology, which ultimately 

shaped America’s economic policy and institutions.

The key argument of this study is that the U.S. economic 

responses to Japan’s challenge reflect the interaction of various 

factors; changes in the relative position of the international structure 

due to hegemonic competition in the leading sector, securitization of 

technological issues, changes in policy preferences of private actors, 

and strategic response of the hegemony state. 

First, the U.S,-Japan competition for technology hegemony in 

the leading sector, which altered the structural position of these states 

was important. The change in the relativ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provoked uncertainty about the future prospects of the state, 

which served as a permissive condition to drive change within the 

United States.

Second, the change in relative status and the accompanying 

uncertainty drove ideological change in the United States. The new 

revisionist ideology framed the ‘Japan Problem’ as a two-dimensional 

security problem. The first was the “economic threat” perspective. 

Revisionists argued that Japan's economic model itself caused a 

serious economic threat which threatened the future prosperity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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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economy. The second was the “military threat” perspective. 

Revisionists argued that increasing dependence on Japan’s dual-use 

technology will increase the vulnerability of the U.S. military and 

thus threatens future national security. Revisionist ideas challenged 

the dominant liberal discourse in American society and argued that 

the US government should intervene in the market, foster high-tech 

industries, and manage trade with Japan. These discourses had a 

profound effect on the policy-making process as they spread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demonstrating a typical pattern of 

discourse politics to reshape reality with the aim of sustaining the 

superior status of America in the future.

Third, changes in the relative statu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haped the preferences of private actors, while influencing 

economic policies of the U.S. government. As Japanese firms in the 

high-tech industry began to expand their influence in the global 

market, U.S. firms and interest groups, aiming to maximize their 

economic interests, pushed the government to intervene in markets and 

support the domestic industry. These political movements supported the 

revisionist hard-line groups in the U.S. government. Meanwhile, 

responding to the rise of Japan, the US government has launched 

aggressive trade policies that require the opening of the Japanese 

market, as well as policies to foster its high-tech industries, which 

resulted in trade fric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revisionist ideas, which emphasized Japanese 

threat, had a great impact in shaping the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keywords : high technology, Japan, America, trade conflict,  

leading sectors, dual-use technology, securi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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