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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

롤

20 세가 초반 이돼 세계무역과 경채는 마국의 절때적

영향력과 리더쉽 하에 움직얘

왔

다. 1980 년대 후반 냉전체제의 해소와 세계정채의 다극화로 인하여 미국의 영향력이 다소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은 여전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향력의 산실은 대통령야다

아러한 미국의 영

비록 세계 어느 냐라보다도 국가정책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결정되는 것이 미국이라고 하지만 국내정치와 국제정치경제의 복잡한 요 인들이 동사에 작
용하는 며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과 려더쉽을 규명해 내기란 불가능한

일인지 모른다- 사설 미국의 통상정책 및 통상정책과 정치에 관한 수많은 연구 속에서 대
통령의 역할과 리더쉽에 초점을 맞추고 었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글 역시 이러한 명확한 한계에 갇히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은 우선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체제가 제도화되어 온 역사적 과정을 개관함으로써 대통령이 어떠한 위치와 시작얘서
국내외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국의

통상정책문제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도

록 되어 있는가-를 정리해 보려고 한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통상정책 결정
체제에 나타나고 있는 의회와 대통령의 정치적 역학관계이다. 다음으로 미국의 모든 대통
령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은 힘에 벅찰 뿐만 아녀라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적젤하지

도 않다고 판단되므로， 주로 1980 년대 이후 미국확 주요 통상정책기조와 사례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역할과 라더쉽을 추적해 보려고 한다.이를 위해 1930년대 어후 일광되게 자유무
역지향적이었던 미국의 똥상정책기조에 현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현상으로 일반적으

로 지적되고 있는 쌍무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의 선호， 공정무역의 강조， 지역주의의 추구，
관리무역의 확산 등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애 보려고 한다. 끝으로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

여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마국 대통령의 역할과 리더쉽에 대한 관찰과 추론을 종햄적
으로 정리해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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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상정책체제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정처적 역학

ll.
1.

國

1930 년대초까지의 미의회의 보호무역적 성향

미헌법

1 조는 외국과의 통상을 규제하는 권한 (power

to regulate commerce with foreign

nations) 은 의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18 세기 말로부터 20 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세계교역량이 적고 관세가 주된 무역규제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수입의
약 50% 를 점하고 있었던 당시의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미의회는 1934년
상호무역협정법 (Reciprocal Tr ade

Agreements

Act) 이

제정되기

이전

1 세기

동안 취약한

국내산업의 보호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통상정책의 전권을 무제한적으로 행사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30 년의

Smoot-묘awley Act는 미의회가 주도한 보호입법의

법은 국내산업의 보호와 지원을 정치적 지지획득의

白眉로 꼽히고 있다.

주된 수단으로 삼았던 의원들이

이

log-

rolling의 방식으로 20.000 여개 품목의 관세율을 기록적으로 인상함으로써 당시 진행되고
있던 대공황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든 법으로 유명하다.
의 결정과정을 연구한 대표적

이 시기의 미국의 통상(관세)정책

학자인 Schattschneider는 이

법 제정

당시의 미국의

산업

빛 경쟁력구조에 비추어 볼 때 이와같은 경제논리에 반하는 극한적인 보호입법은 결코 미
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제정되게 된 것은 관세율

책정을 둘러싼 미의회의 보호주의 성향과 정치적 역학관계에 비추어 정치적으로 불가항력
적이었다 (politically invincible) 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1 935 )，
사실 1934년 이전 미의회의 통상정책은 관세를 아직 경쟁력이 취약한 자국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그리고 高關脫를 자국산업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유럽국가
들과의

전략적

협상수단으로 보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자유기업주의에

입각하여

산업과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면서

도 유독 무역에 관해서는 보호무역주의를 미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사항
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요컨대 자유무역사상 (free
기초 (basis

of

policy) 로서

인식조차

되지

못하는 상태에

trade ideas) 은 통상정책의

있었다는

것이다 (Goldstein.

1988).
2

상호무역협정법의 제정과 통상정책 권합의 행정부 위임

1934년 상호무역협정법 (RTA) 은 보호무역 일변도의 미국의 통상정책이 자유무역을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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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분수령이 되었다. 이 법에서 미의회는 통상정책 결정권한의 전권
적

행사를 포기하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외국정부와 포괄적인 관세인하협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물론 대통령에 대한 통상정책 결정권한의 위임은 무제한적이
거나 무기한적인 것은 아니었다. 우선 대통령은 통상협상에 있어서 50% 한도내에서만 미
국의 관세를 의회와 추가적인 협의없이 언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또한 동 권한
의 위임기간은 3 년으로 국한하였다. 그러나 이후 미의회는 1937 년， 40 년， 43 년에 계속적

으로 위임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의회가 더 이상 통상정책을 전권적으로 행사할 뜻이 없음
을 분명히 하였다.

그동안 고관세를 향하여 치달아 오던 미국의 롱상정책이 저관세로 방향을 바꾸게 되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1934년 무역법이 제정되기까지에는 보호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공화당을 물리치고 집권한 묘，oosebelt 대통령의 정치적 지도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또한 고

관세와 차별적인 무역은 세계경제의 공영과 세계평화를 위태롭게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전개하면서 대통령과 의회를 설득할 수 있었던

Cordell Hull 국무장관과 같은 불세출의 정

치가가 있었다. 더 나아가서 공화당과 비교하여 보호주의 성향이 약하였던 민주당이 대공
황의 여파속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의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모든 사실을 감안할지라도 통상정책(관세율의 조정)아 의회가 하는 일의 중요부분을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격렬하게 다투던 중요한 정치적

이슈

(Sundquist , 1981) 였던 당시에 며의회가 초당적으로 통상정책 결정권한을 행정부에 위임
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 사
실 여기에는 미의회의

보다 깊이있는 정치적

책략과 의도(같은 의미에서

전후의

수많은

우선 1929→ 30 년 대꽁황이 시작되던 시기에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거침없이

Smoot-

미국 통상정책의 역설과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숨어 있었다.

圓awley Act를 제정하였던 미의회는 고관세가 수입의 감소 이상으로 수출의 감소를 초래함
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내산업에

타격을 입히고 대공황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아이로니칼한 현실에 직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미국의 기록적인 관세인상을

계기로 무역대상국들이 모두 보복적으로 인근궁핍화정책 (beggar냉hy-neighbor policy) 을 추
구한 당연한 결과요，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미

의회는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정책설패를 범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산업의 직접
적이고 일방적인 보호주의

압력에 의해 의회가 겉잡을 수 없이

떠밀려가는 일이

없도록

의회를 직접적인 보호주의 압력으로부터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
가 있다는 문제인식을 갖기 시작하였다 (Destler ，

1992: Bauer, de Sola

뿜001，

and Dexter ,

1972).
미의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의회가 아난 다른 기관으로 통상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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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책정)권한을 떠넘기는 방법 외에는 없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통상정

책 결정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떠넘기는 것에 대한 정당화가 시급하였다. 또한 통상정책결
정의 헌법상 권한이 여전히 의회에 있고 최종적인 결과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

의회인 이상 이

기관이 의회와 마찬가지로 보호주의

압력에 무력하게

굴복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이중적 필요 속에서 미의회는 우선 대공황의 여파로 신음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미국경제의 재건을 위하여 국제적인 관세인하협상이 불가피해지고 있던 당시의 상
황에 버추어 미국이 국제협상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논 의회에 부여되어

있는 관세율 책정권한을 국제협상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행정부에 위임하지 않을 수 없다
는 논리로 대통령에 대한 통상정책 결정권한의 위임을 정당화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때까

지 의회가 볍률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결정해 온 관세의 성격을 랩적 관세(legal tariff) 로
부터

협상관세 (bargaining ta뼈표)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상정책결정의 전권아 의회에

다만 의회는 통

있는 이상 행정부에 대한 권한위입은 어디까지나 협상의 효

과적 추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의회가 승인한 협상지침의 테두라 안에
서 행정부는 국제협상에 임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벙히 하였다.

더 나아가서 당시의 상황

에서 행정부에 대한 롱상정책 결정권한의 위임은 의회로 하여금 행정부가 일방적인 보호

주의 압력에 펀파적으로 이끌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 주었다. 즉 1920 년대
이후 국제규범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무조건부 최혜국대우 (uncon냉itional 없FN) 원칙에 따

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관세인하를 위한 국제협상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이상 미

행정부가 관세인하협상을 추진하게 될 때 여기에 당연히 해외시장의 확대를 추구하는 수
출산업 (expo뼈 interests) 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아고 이 때 행정부는 일방적인

보호주의 압력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근거흘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본 것이다.

이

것은 행정부에 대한 통상정책 결정권한의 위임이 통상정책의 초점을 국내산업의 보호문제
로부터 해외시장의 개척을 통한 국익의 확보문제로 전환시커는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
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의회의 통상정책 결정권한의 행정부 위임은 1970 년대에 이르러 질적으로 변모하게 되었
다. 1934년 이후 계속된 관세인하에 추가하여 Kenne얘y
적으로 하강한 이후 비관세장벽

성행하게

되자 1973 년

(non-tariff barr’ ier:

Round

이후 관세율 수준이 대폭

NTB) 이 새로운 무역규제수단으로 크게

Ni.xon 대통령은 추가적인 관세언하와 아울러 국제무역에 있어서

비관세장벽의 제거에 초점을 맞춘

Tokyo

Roun얘(1 974→ 79) 의 출범을 앞두고 행정부가 이

협상을 효과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의회에 추가적인 권한위임을 요청하였다.

그것은 대

통령이 NTB 협정안의 。1 행법안을 소정기간내에 의회에 통보하면 의회는 이에 대하여 법안
내용의

수정 (amendments) 없이

可否 (up-or-뼈own) 투표로 승인하는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미국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대통령의 역할과 리더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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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가 대외적인 공신력을 갖고 협상에 임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행정부가 국내의 보
호주의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후 신속처라권한 (fast-track authority) 으로 명명된 새로운 통상협상권한 위임방식은
UST묘과 상원무역소위원회 사이의 긴밀한 협의를 거치편서

CD

협싱타결 후 행정부가 제출

하게 될 이행법안의 내용에 대하여 상하원 무역소위원회가 관여 (advice) 할 수 있게 하고，

@ 양자 사이의 견해차이를 해소한 다음，@ 이행법안을 합동으로 작성하여，@ 대통령여
의회개시 90 일 이전에 통고 (notice

of intent) 하게

되면，@ 의회를 이 법안을 60 일 이내에

可否를 의결하도록 하되，@ 관련 위원회나 전체회의(없oor) 에서의 수정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낙착을 보게 되었다

선속처리권한 방식을 통한 통상정책 결정권한의 행정부 위임은 종전의 관세율 안하협상
을 위한 권한위임과는 두가지 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가지께 되었다.

첫째， 관세언하협상

의 경우에는 협상재시전 의회가 설정한 최대관세안하폭 안에서 행정부가 협상을- 찬행하는
한 의회가 또 다시 협상결과를 인준해야 할 필요성야

없었다

그러나 신속처리권한 방식

을 통한 N'I맙협상에 있어서는 협상개사전 신속처려권한의 부여를 위하여 그리고 협상타결
후 이행법안의 비준을 위하여 두차례에 걸쳐 의회가 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아것은 의화
를 통하여

국내산업의 보호주의

다.

관세율인하협상에

둘째，

압력이

가중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결과를 초래하였

있어서는 상원의

재정위원회 (Finance Comm뼈tee)와 하원의

세입세출위원회(뼈ays an때 Means Committee) 만이 관여할 수 있었으나， 여러 분야외 국대

정책 및 제도와 연결되는 뼈T묘협상의 경우에는 농업위원희， 상업 및 에너지위원회 등 악
회의 여러 위원회가 관여하지 않을 수 없께 됨으로써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정치적 과
정이 훨씬 뎌 복잡해지게 되었다.
무역대표부

3

1934년 상호무역협정법이 제정된 이후 陣빼X야
1934-45년의

기잔에

27 개국과 327R 에 달하는 쌍무협정을 체결하였고，

목의 64% 에 이르는 품목분야에서 관세율을 평균

1984)

이끄는 국무성 (圓ull은 1944년 퇴임)은
전체 관세대상품

44% 인하할 수 있게 되었다 (Jackson ，

그러나 1950 년대부터는 GA'맴가 주도한 수차례의 관세인하협상 라운드에도 불구

하고 성과가 극히 미미하였다. 개별품목별로 접근해 가는 관세인하 협상이 한계성을 드러

내기

시작하였고，

그간에

이루어진 관세율인하로 국내산업의

보호주의

압력이

증대하제

되었다. 또한 1957 년에는 전후복구를 마친 유럽제국이 공동체시장의 형성을 추진하게 되
자 미국의 국익이 손상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뾰ennedy 대통령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Kennedy

1962 댄 교착상태에

빠전 국제무역협상의

묘oun얘(1 962-67) 를 출범사컬 목적으로 품목별

관세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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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인하가 아니라 전품목에 대한 관세율의 일괄적 인하 (across-the-board
하게 하기 위한 통상확대법(맘ade

tariff cut) 를 가능

Expansion Act) 의 제정을 의회에 요청하였다

Kennedy의 제안을 받아들이되 그동안의 쌍무협정의 체결이

의회는

외국과의 원만한 외교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주안점을 두는 국무성에 의하여 주도되는 과정에서 국내산업의

이익이 충

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또한 국무성을 대신하여 상무성이 통상업무를 주관하

게 하기에는 너무 무능할 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이유
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무역대표부 (Special

Representative for

맘때e Negotiations(ST묘) )

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Kennedy는 이러한 의회의 제안에 회의적이었다

여기에는 적어도 두가지 이유가 있었

다， 첫째， Kennedy는 대통령의 일상적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무역업무 담당기관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무역업무는 매우 기

술적이고 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2차적 중요성밖에는 갖지 못하는
업무로서

만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무역대표부를 두게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이

되면

의회가 아니라 대통령실

보호주의 압력 을 직 접 적 으로 받게 될 것 을 우려 하였

다. 둘째， 보호주의 압력이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향해 가해지게 될 때 대통령으로서 중요
한 정치적 이익집단의 요구를 거부해야만 하거나，

이해가 상충되는 집단 가운데 불가피하

게 어느 한 집단의 편을 들어주어야 하는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 자신이 처하게 되는 것을
극력 회피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Kennedy

대통령과 의회는 무역대표부를 법적 기구 (statutory

agency)

가 아닌 형태로 설치하도록 하는 선에서 타협하였다， 1962 년 무역법과 대통령훈령에 입각
하여 영거주춤한 형태로 대통령실에 설치된 무역대표부는 의회로부터 두가지

역할을 부여

받게

다른 하나는

되었다.

하나는 미국정부를 대표하여

통상협상을 주관하는 일이었고，

STR이 통상협상과 관련된 부처간 협의체의 의장을 맡아 미국의 통상정책을 주도하는 일
이었다. 그러나

Kennedy

대통령의 절대적 지지를 받지 못한 무역대표부는 최소한의 인원

만으로 운영되었고 그 결과 극히 제한적인 역할밖에 수행할 수 없었다.

무역대표부에 대한 대통령의 미온적인 태도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예를 들면 Nixon대
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무역대표부의 폐지 또는 권한의

약화를 기도하였다. 그러나 의회

는 1974년 무역법(Trade Act) 의 제정을 계기로 무역대표부를 오히려 법적 기구로 승격시

켰다. 더 나아가서 미의회는 1979 년 동경라운드 (Tokyo

협정법(맘ade

Round)

협상결과의 이행법인 통상

Agreement Act) 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무역대표부의 직원을 증원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 이름을

USTR(United States '1￥ade Representative) 로

개명하였다.

이후 USTR은 대통령과의 친소관계， 개인적 정치력 등에 따라 권한의 보유와 행사에 많
은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면 1983 년 ￦illiam

Brock USTR

대사는 Reagan의 신임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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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drige 상무장관과 자주 마찰을 빚었다. 급기야 Baldrige 장관은 미국도

일본과 같이 적극적인 통상산업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었다는 주장을 전개하면서 통상산업
성

(Department of Intemational

흡수할 것을 제안하기에

앞ade

이르렀다.

이

and Industry: DITI) 을
제안은 당시

설 립 하고 여 기 에

상원무역소위원회

USTR을

의장이었던

John

Danforth의원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아무튼 1980년대초 이래 국제경쟁이 가열되고 미국의 무역적자가 급증세를 보이면서 강
화되기 시작한 의회의 보호주의적 성향은 UST묘로 하여금 특정산업의 보호주의 압력에 직
접적으로 호응하기보다는 보다 공격적으로 해외시장의

수정하게 하였다

간단히 말한다면 1980 년대 이후 UST묘은 한편으로 또 다시 보호주의적

성향을 강화하기 시작한 의회의
대통령

및

행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통상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정치적

broker) 로서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 (Destle:r.

4

개방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브로커 (exec따ive

1992).

통상문제의 법적 해결기구로새의 무역위원회

일방적인 보호주의 압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행정부

에 대한 통상정책 권한의 위임만으로 끊임없이 보호주의 압력에 대처해야 하는 미의회의
고민이 모두 해결될 수는 없었다. 특히 관세인하 협상 이후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또는 덤

핑 및 보조수출 등 외국기업이나 외국정부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인하여 타격을 받게 된
국내산업의 보호 등 특정상황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산업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구비는 특정산업을 지향한 보호주의적

입법의

압력을 저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필수적인

조치로 이해되었다. 다시 말하면 미의회는 보호주의 압력을 소화해 낼 수 있는 또는 통상
정책문제를 非政治化 (depoliticize) 하기 위한 추가적인 통로 (channel)를 필요로 하였다.

사실 미의회는 이것의 펼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였다. ￦ilson
대통령 집권기인 1916년에 설치된 관세위원회 (밤'a:riff Commission) 가 바로 그것이다. 독립

규제위원회로서 의회와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히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관
세위원회는 당시 유럽제국과의 쌍무적 통상협상에서 결과된 관세인하의 여파로 또는 외국

기업의 덤핑이나 외국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언한 불공정한 수출로 인해 야기될지도 모
르는 자국산업의 피해구제를 임무로 부여받았디

사실 외국기업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인한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구제 관련법률은 관세
위원회가 설치되기

이전부터

입법이

이루어져

왔다.

미의회는 1897 년 외국의

보조수출

(subsidized exports) 에 대해 재무성이 특별관세를 부과힐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다. 관
세위원회가 설치된 이후인 1921 년에는 반덤펑법을 제정하여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여부에
대한 판정권한을 관세위원회에 부여하였고.

1930 년 관세법 337 조에는 특허권의 침해 등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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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관세위원회가 조사 및 피해판정업무를 담

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1942 년 미-멕시코 무역협정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모든 무역
협정에 삽입된 긴급수입제한조치 (escape

clause

0 1: safeguards) 의

경우에는 관세위원회가

사실조사 및 피해판정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국내산업이 정당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위의 세가지 경우에 있어서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설정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해서는 대통령이

먼저 덤핑과 보조수출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거의 허용하지

않았다，

즉 재무성(관세국)이

동

행위의 불공정성을 조사확인한 뒤 관세위원핵자 국대산업획 피해판정을 내리게 되면 재무
성이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허는 첫으로 보호조차가 마무리되게 되어

만 보조수출료 인한 불공정우역행위악 경우에는 재무장관이 특별면채조차

었었다.

다

(special WaiVeI‘)

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푼에 대룡령이 다소 재입할 수 있는 소지가 열려 있
었다

이에 비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및 관세법 337 조)의 경우에는 관새위원회가 사실조사 및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긍정적 판정과 함께 적절한 보호조치〈관서1 인상， 쿼타설정 등)를 대
통령에게 건의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통령은 보다 넓은 국익의 확보 차원에서 관

세위원회의 보호조치 건의를 거부하거나 동 위원회가 건의한 보호조치 외예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일 대통령의 최종결정에 대하여 의회가 불만이 있는 정

우에는 상하원합동회의의 2/3 (1 974연 이전) 또는 과반수 의결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파기
(overrule)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역자유화 과정에서 야기되는 통상문제를 객관적 기준에 의하얘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
한 구제장치에 관한 법률규정은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예를 들면 1962 년 통상

확대법 제정과정에서 의회는 1951 년 무역법에 규정된 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규정이 지나

치게 느슨하다고 보고 이것의 발동요건을 다소 강화하였다
조치의

발동요건을 완화하는 동사에

관세위원회를 무역위원회

관세위원회의

독립성을 한층 강화할 필요성에

(Intemational ’표ade Commission:

을 9명으로 증원하고 입기를 9년으로 연장하였다.

1974년 무역법에서는 다시 이
따라

ITC) 로 개편함과 동시에 위원

1979년 통상협정법에서는 불공정무역

에 대한 제재의 강화 팔요성이 강하제 제가됨에 따라 볍적 구제절차의 종료가간을 축소설
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구제장치 및 절차에 냐}재된 의회와 대통령의 역학관계는 거의 변함

이 없이 유지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에 대하여 재량적 판단펀한을 부여한 건급수

입제한조치(및 관세법 337 조)의 경우에 의회는 한번도 대통령의 결정을 파기한 적이 없었

다 (Goldstein.

1988; Goldstein and Lenway , 1989).

치의 활용이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판단하에서

다만 의회는 행정부의 법적 구제장

1979 년 통상협정법 제정시 텀핑 및 보조수

미국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대통령의 역할과 리더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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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등 불공정무역행위의 발동요건 심사가관을 상대적으로 자유무역지향적인 재무성으로부
터 국내산업에 보다 동정적인 상무성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고.

Carter 대통령은 1980

년 정부조직개편법에 이를 반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5

무역조정지원제도

법적 구제절차와 더불어 미의회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과정에샤 경쟁력을 상실핸 일부
국내산업의 강력한 보호주의 압력을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동 산업의 구조조
정을 촉진하기 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 (trade 융djustment 융ssistance: ‘rAA) 를‘ 마련하고 있
다. 1962 년 무역확대법 제정시 .AJF‘L-CIO의 정치적 지원을 받았번 짧.enne뼈y 대통령의 요
청으로 도입된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파 노흥자에

대하여 설업수당에

준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가장 확실택게 자유무약체제로외 애행을 보장활 수 었
는 제도라고 할 수 있었다.

01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자가 관셰위월획쐐 청원

할 수 있채 하였고， 관세위원회는 전급수입제한조치와 유샤한 가준과 절차에 따라 지월억
필요성을 판정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다.

그러나 TAA제도의

운영이

아 위원핵의 건의에 따라 최종결정을 내리도록 하였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동일했던 이상 TAA제도는 띨렘따얘

봉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게 된 미의희는 1974년 무역법 제정시 ’rAA제도를 근본적으로 재
혁하였다.

우선 지원대상에는 기업과 노동자에 더하얘 수입경쟁으로 타격을 입은 해당지

역 (comm뼈m빼es) 을 포함시켰고， 지원액수를 증액하였으며 , 지원기간도 연장하였다. 또한
TAA제도와 관련한 조사권한을 노통자의 경우에는 노동성으로，

기업과 지역이

관련된 경

우에는 상무성이 갖도록 하였다. 적합성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기준도 완화하였다. 이
제도는 소득재분배적

성격을 갖는 제도로서

참재적인 보호주의

압력에

의회와 행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력한 수단이었으나. 1981 년 묘，eagan 대통령은 집권초기 이 제도의
시행을 마지못해 2년간 연장하였으나 그후 예산절감을 이유로 아 제도를 기존의 실업보험
제도로 흡수하면서 아예 폐지샤켜 벼렸다.

m.

1980'찮 CH 어후 톨상철챔핵.?E.Q.I 변확짧 εJ뼈톰훨악 염활

앞절에서 우리는 미국이

1934년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통상정책의 기조를 전환

한 이후 대체로 1970년대말에 이르기까지 미국 스스로 비교적 자유무역지향적인 정책을
유지하면서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주도활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은 보호무역보다 자유무역
을 우선할 수 있는 통상정책체제의 구축과 제도화 (institl.ltionalization) 라고 말활 수 었다.
이려한 자유무역지향적인 통상정책체제의

제도화는 세계

최강국으로서의

미국의

강력한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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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과 지도력이

이

trade

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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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하였다.

다름아닌 자유무역의

1970 년대에

國

들어선

전후의 미국경제와 세계경제의 고도성장

결실임을 누구나가 확신할 수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후 미국의

주요 통상정책결정자들의

그 결과

마음속에 자유무역사상 (free

ideas) 은 더 이상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미국이 지향해 나가야 할 통상정책의 확고

한 기초요， 통상정책이 그로부터 벗어나서는 안될 테두리 (constraints) 로 인식되게 되었다

(Goldstein , 1988).
1960-70 1년대의 미국의 자유무역의 신화는 1980 년대에 이르면서 실상을 드러내기 시작
하였다

물론 1970 년대에도 미국은 섬유， 철강， 신발，

전자제품 등의 분야에서 GATT의

자유무역 규범을 일탈하는 보호주의 조치들을 취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80 년대에 이

르러 수많은 산업분야에서 미국이 경쟁력저하를 경험하게 되고 무역적자가 누적적으로 증

가하는 과정에서 미의회와 행정부는 과거와는 양상을 달리하는 일련의 보호무역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교역대상국들은 과연 미국이 여전히 자유무역주의를

수호하고 지탱할 의지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하여 깊은 회의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0 년대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통상정책기조는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
해 왔으며，

이러한 변화의 배경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이 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

가?

1.

1980 년대 01 후의 미통상정책기조의 변화

가. 1980 년대 초반의 통상정책문제의 근원
미국의 통상정책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1980년대 초반 묘eagan 행정부의 느슨한 재

정정책과 긴축통화정책， 부적절한 환율정책이 통상정책의 운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쳤다
고 지적한다.

초강세를 유지했던 달러 (super-doHar) 가 보호무역주의의 부활을 불가피하게

하였다는 지적이 q(Richardson ，

Bergsten , 1994)

1994: Stem , 1994: Destlell', 1992: Frankel , 1994:

달러가 최고치를 기록한 1985 년 2월말을 기준으로 볼 때 달러환율은

경상수지의 균형을 위해 요구되는 적정환율 수준보다 약 40% 나 초과하여 고평가되고 있
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수출산업부문이 약 40% 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감수하지 않

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America is

달러의

초강세를 마치

미국의

영광의

back"을 정치적으로 선전하던 묘eagan 대통령은 뒤늦게

인식하게 되었고，

1985 년 9월

G-5

회복인 것처럼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재무장관의 Plaza회담 이후 달러환율을 평가절하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87 년 말에는 달러환율이 1980 년 수준으로 복귀하게 되었고，
무역수지의 적자는 현저한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안정을 회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다자주의적 접근방식에 대한 회의와 쌍무협상의 선호

이후

미국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대통령의 역할과 리더쉽

미국정부가
(묘ichardson ，

(til t) 되는

1980 년대에

1994)

다양한 형태의

기、多者主義 (minilateralism) "

또는 쌍무협정 방식을 롱하여 통상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경사

경향을 보이게

(multilateral

들어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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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 에

된

배경에는 GATT 체제

대한 환멸과 좌절이

있다.

하에서의

다자주의적

접근방식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UST묘은

Tokyo 묘ound에 상정할 수 없었던 새로운 통상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새로운 무역협상라운
드를 구상하였다. 사실 미국은 OECD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해 왔고.

년의 G-7 정상회담에서

1981

대통령은 선진국 정상의 지지를 얻으려 노력하였다. 그러

Reagan

나 선진국 정상들의 반응은 대단히 미온적이었다‘ 당시 세계경제는 극도의 불황국면에 처
해 있었고， 미행정부의 새로운 라운드의 구상이 무르익지도 못한 상태에 있었다.
미국은 1982 년 11 월 GAT’밤 각료회담에서 새 라운드 추진의도를 적극화하였다. UST묘
은 농산물교역

문제와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오래된 숙제와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보호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다자간협상의 개사를 제안하였다

는 농산물교역자유화에 비타협적이었고，

그러나 미국의 설득노력에도

EC

인도 등 개도국은 서비스교역 자유화에 완강하게

반대하였다. 더불어 모든 회원국은 새로운 라운드의 구상을 초강국 미국의 횡포를 표상하
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공개적으로 규탄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GATI‘

각료회담은

GATT로 하여금 농산물과 서비스 시장에 대해 조사연구를 하도록 한 채 씁쓸한 뒷맛을 남
기면서 폐막하였다.
이 회담 이후 대통령， 의회 등 미국의 주요 통상정책담당자들은 GA'맘P의 다자간 접근방
식을 통한 시장확대의 가능성에 대하여 깊은 회의를 품으면서 가능한 한 다자간 접근방식

을 취하되， 필요하다면 쌍무협상을 통해 시장개방을 추구해 나갈 수밖에는 없다는 판단을
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이중적인 접근전략 (two-handed

approach)

하에 미국은 이후

GATT가 주도할 새로운 라운드의 개시를 계속 추진함과 동시에，

다자간접근이 실패할 경

우를 대비하여

시작하였다(묘ichardson.

쌍무협상을 통해

시장확대의

돌파구를 열어가기

1994).
다. 공정무역을 축으로 하는 통상정책의 전개

GA':뼈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체제의

상당한 주안점을 두었던

Tokyo

공고화와 함께

공정무역 (fair trade) 의

확보에

묘ound 타결 이후 미국은 주요교역국들이 보다 공정한 규

칙을 준수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1980 년대에 들어서면서 자국의 주요산
업의 경쟁력 저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자 미국경제와 산업의 곤경이 대부분 경
쟁 국들의 무의 식 적 인 또는 고의 적 인 불공정 무역 관행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1989) .

특히

되었고‘

(unfair trade pracitices) 에 서

이러한 의심은 점차 확신으로 변모해

비 롯되 는

갔다 (Pearson.

일본이 승승장구하고 신흥공업국들이 무서운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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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와 유럽제국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있는 것은 이들 국가들의

수출지원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모두는 미국의 눈으로 볼 때 지극히 부당한 인

위적인 경쟁력 강화노력으로 비치지 않을 수 없었다 (Cooper ，

이것은 미국 정부와 국민 사이에 널리 퍼져
다.

1970-80 년대에 경쟁국들의

적극적인 산업정책과

미국시장에

1993).

있는 하나의

인지 (perception) 에 불과하였

대하여 불공정무역행위가 실제적으로 증가했

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기업의 무역관행이 다른 경쟁국
에

비하여

암ear8on ，

평균적으로

더

공정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다(짧cha뼈80n ，

1994;

1989). 그러나 여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정부와 국민의 인지의 정확성과

는 관계없이 불공정무역에 대한 불만이

이후 머국의 똥상정책기조의 변화를 유발한 결정

적 요언으로 작용하였다는 시-실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통상정책기조가 공정무역을 축으로 발전하게 된 또 하나의 배경은

1980 년대에 들어서면서 전통적으로 와교정책과의 긴밀한 관련 속에서 결정되어 왔던 통상
정책이 국내정치 (domestic p뼈i업cs) 에 휩쓸려게 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냉전체제가 완화되기 시작한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전후의

이제 미국은 더 이상 경쟁국을

우방국이라는 외교적 틀 속에서 특별히 배려해야만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아
다. 미국경제의 대외무역의존도가 1970 년의

6% 수준에서 1980 년 12% 수준으로 배증한

이래 더 이상의 증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미국 통상정책이 궁극적으로 국내정치
의 틀 속에서

내정치의

머물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을 보여주고 있다.

장으로 회귀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통상정책이

아무튼 미국의 통상정책이 국

때중적 관심의

일부기 되게 되었

다는 것을 뜻하고， 의회가 통상정책의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면서 의
회와 행정부간의 통상정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게 되었음을 뜻한다.

라

의회의 적극성과 통상정책리더쉽 경쟁

미국의 통상정책기조가 공정무역을 축으로 삼게 된 이상 이제 통상문제는 일반인의 문
제가 되어 버렸다. 자유무역의 원리와 이득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공정무역의 정당성

은 일반인의 상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공정무역을 얘기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평평한
운동장(level

playing gro뼈nd)

의 확보라는 상징적 표현이 단적으로 서사하는 바와 같이 국

제무역도 스포츠에서와 같이 공정한 게임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응정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주장이 엽청난 호소력을 지니게 된 것이다.
앞절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통상정책 결정권한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데 따른 책임과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대신 행정부에 이를 위엄하고 간접적으로 행정부의 통상
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오는 것에 만족해 왔던 미의회는 1980년대초 불황속에
서 미국산업의 경쟁력 약화되고 무역적자가 급증하면서 대두되기 시작한 강력한 보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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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에

적

대응하여

(Destler , 1992) ,

스스로 보다 적극적으로 통상정책

결정과정에

37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때마침 묘eagan 행정부의 자유주의경제 이데올로기애 의혹을 갖고 있던

차에 Reagan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내린 수출입은행에 대한 지원의 격감조치와 신발류

(footwear)

수출자율규제 협 정 의

연장 거부는 의회가 보호주의로 선회하는 도화선이

퇴었

다.
미의회의 보호무역주의로의 선회는 1984년 많ade an얘 Tari짧 Act로 한고비를 념겼다. 그
때까지의 수많은 보호주의적 입법을 다소 정리한 의미를 지닌 이 법에서 의회는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권한을 행정부에 부얘하고，

@

자유

UST묘로 하얘금 외국의 무역징

CID

벽에 대하여 조사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미통상법 301 조에 근거하얘 외
국정 부의 불공정 한-정 당화할 수 없고 벼 합라 적 이 며 차별 적 언 (뼈nj때stifiable， 뼈않easo뼈able，

and discriminatory)-무역 장벽 의

제 거 를 위 하얘 UST짧아 수통 적

적 (alCtive) 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얘하였다.

(reactive) 야

아니 랴 적 극

달러환율야 최 고조에 달하고 있던

1985 년 초 묘eagan 대통령이 USTR의 불공정무역관행얘 돼한 직권조사 등을 독려하지는

않은 채

일본와

자동차수출자율규제 혐정을 종료시키고，

US’호‘짧 Brock대사를 노동부장관으로 전임 시 킨 뒤

3 개월 동안이 나 UST뾰을 공석으로 비 워

두게 되자 의회의 분노는 폭발하고 말았다(묘es뼈er ，
에

달하는

보호주의적

이후 3 년간 미의회는 수백건

1992)

무역법안들을 놓고 토론을 계속해
이후 처읍으로 자신의

Smoot-Hawley Act (1 9 30)
’표ade an얘

당시 의회의 지지를 염고 있던

Competitiveness

Act) 을 상하원의

오던

~ι

걷「

드다어

1988 1건에

손으로 성 안한 종합무역 법 (Om때뼈뼈g

절대적인

지지

속에

통과시켰다(표eε뼈앉，

1992; Baik , 1993). 물론 전자가 수통적 보호주의 입법이었다고 한다면， 후자는 시장개
빵을 지향하는 공격적인 보호주의 입법이라는 차이기- 있었다.
종합무역법은

asse뼈iveness) 이

통상정책

결정에

절정을 이루면서

대한

의회의

적 극성

(Congressional activisim

만들어낸 산물인 동시에

OK‘

1990 년대의 마국의 통상정책

기조를 확정한 입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 법 제정 이후 의회는 뎌 이상
보호주의적 입볍을 추진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법에 규정된
실온

Super 30 1(사

Section 310조)， 지적재산권 분야에 적용되는 Special 301 조， 통신분야에 적용되는

Telecom

301 조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조항들이고，

이들 조항애 규정된 보복조치는 이후

일본， 한국， 대만 등 주요관심국의 시장개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Uruguay Ro뼈nd
다결의 밑거름이 되었다

1980 년대에 고조된 미의회잉 적극적인 통상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개업은 불가피하게 의

회와 행정부 사이의 오래된 통상정책 결정의 주도권 경쟁을 격화시켰다

그러나 통상정책

결정의 주도권 경쟁은 의회와 행정부의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기보다는.
와 행정부가 미국의

국익을 위한 통상정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새롭게

머의회

역할분담할 수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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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1980 년대 이후 미의회와 행정부는 나쁜 겸찰/좋은 경찰 (bad

cops/good

cops) 의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Nivola.

1993).

양자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미행정부는 언제나 의회의 보호무역주의적 동향을 빙자함으
로써 행정부가 제시하는 정책대안을 상대국이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었다.

진행되는 의회는 계속하여 행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채근하고，

협상이

협상이 진행중이라는 이

유로 개별산업의 보호주의 입법 (speciallegislation) 압력을 효과적으로 물리쳐 왔다. 요컨

대 지속적인 협상만이 특수산업의 보호주의 압력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자전거
이 론 (bicycle

theory) 에

입 각한 수출정 치

로 열리게 된 것이다 (Destler ，

(export politics) 의

시 대 가 의 회 와 행 정 부의 합작으

1992 ),

마. 관리무역의 확산
1980년대 이후 미국이 불공정무역관행을 중요 표적 (target) 으로 삼고 이 문제의 해결에
주로 쌍무협상방식을 동원한 이상 관리무역 (managed trade) 의 확산은 불가피해지게 되었

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관리무역 방식의 범람도 불가피해지게 되었다.

종래의 관리무역은 주로 부문별 관리무역이었다(돼son ，
제품에

대하여

(rules-oriented)
정，

협정당사국이

준수해야

할 정책적

관리무역(예: 원산지 규정，

1990 , 1992).

특정산업이나

규정이나 지침을 정하는 규칙지향적

반덤펑 규정，

COCOM( 대공산권수출규제)규

정부구매 규정)과 협정국들간에 특정 품목이나 산업별로 수출입 물량을 설정하는 결

과지 향적

(results-oriented)

관리 무역 ( 예 : 수출자율규제 협 정 (V묘A) , 시 장질서 협 정

다섬유협정(없훤~))이 성행하였다.

특히 후자는 수입국이 자국산업의

(OMA) ,

보호를 위하여 수출

쿼타 등의 방법을 통하여 수출국들이 자국에 대한 수출량을 제한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오
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1980 년대 후반 미국은 이러한 전통적인 결과지향적인 관리무역 유형에 전혀 새로운 유
형을 선보였다. 묘&D를 통한 외부경제효과 (external economies) 가 크고， 국제무역이 독과

점적 불완전경쟁상태에

있으며，

규모의 경제효과가 큰 전략적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컴

퓨터와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의 수출을 확대하고 기술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새

로운 형태의 관리무역을 추구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래에서 고찰하게 될 미}일 반도체
협정과 같은 수입확대협정 (voluntaη

협정국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import target) 까지

import expansion:
수출국으로부터

VIE) 의

특정

형태로 나타났다.

제품의

수입을 일정

이것은

목표치

확대 하도록 요구하는 것 으로서 수출보호적 ( export-protection) 성 격 을

띤 새로운 관리무역 형태라고 할 수 있다 (Bhagwati ，

1988)

여기에 더하여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이러한 부문별 관려무역에 더하여 거시적 관리무
역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특정국가와 포괄적으로 무역수지개선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미국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대통령의 역할과 리더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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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무역을 관리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1987 년 민주당 Gephardt의
원이 제안한 법안은 이것의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였다

이 법안은 일본을 염두에 두고

대미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로 하여금 흑자폭을 매년 10% 씩 삭감해 나가도록 의
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무역수지는 근본적으로 통상정책보다는 거시경제변
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경제논리， 결과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국이 매우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 그리고 이러한 접근방법은 경제원리에 크게 위배될 뿐만 아

니라 결과적으로 자유무역의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채택되지는 않았
다. 행정부는 물론 이러한 접근방식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수많은 의원들은 이러한 방식
의 접근에 동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2

주요 사례를 통해 본 대통령의 역할

이상에서

고찰한 미국의

집권 271 는 물론이고 이후

새로운 통상정책기조는 1980 년대 초반이래

Bush

행정부，

Clinton

Reagan

대통령의

행정부로 변함없이 이어져 대려오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통상정책관리 스타일에도 커다란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기
회있을 때마다 자유무역을 주창해 온 이들 대통령이 실제로 운영한 통상정책의 내용은 모
순으로 가득차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면 묘，eagan은 자유기업주의와 자유무역의 기수를 자처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
어서는 묘oover 이후 어느 행정부보다도 많은 새로운 무역규제를 실시하였다

1988).

(Niskanen ,

거듭된 자유무역에 대한 修蘇 (x‘hetoric) 에 불구하고 뾰eagan은 가장 보호무역주의

적인 대통령이었다(많ern ，

1994).

정부개입

축소와 규제완화 (deregulation) , 자유시장경

제의 창달을 모토로 하는 묘eaganomics를 들고 나온 그가，

또한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고 집권한 그가 자유무역에 대한 소산과 철학을 지키지 못하고 오늘날 실제적인 변에

서 가장 보호무역주의적인 대통령으로 평가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그의 리더쉽
의 부족이었는가? 아니면 마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의 구조적 특성과 결함을 보여주는 것
인가?

여기에서는 새로운 미국의 통상정책기조의 변화를 대표하면서 미국 통상정책의

이중성

을 극명하게 보여 준 사레들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 미국의 대통령

이 고려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들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가， 對 日 자동차 수출자율규제

1979년 제 2 차 오일쇼크 이후 일본의 대미자동차수출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타격을 입
게 된 미국의 포드자동차와 전국자동차노조는 Carler행정부 시절인 1979년 ITC에 무역조
정지원과 함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청원하였다. 그러나 뾰g는 자동차수업의 증가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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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나라는 이유로 부정적 판정을

한편 노조의 실업자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요청은

약 10 억불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못된 1981 년 3 월 백악관회의에서

Carter

대통령에 의해

그러나 Reagan은 대통령에 취임한 지

받아들여

2 개월이 채

Stockman 예산관리국장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동차

산업의 문제를 일본정부와 쌍무적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하고 일본자동차의 대미수출자율규

제 (V휩묘) 문제를 일본정부와 협의하도록

US 'I‘R 용rock대사와 聊ansfield 주일본대사에게

지시하였다.
미 행 정 부 는 자동차수입 쿼 티 법 안 , 국산부품사용의 무화법 안 (domestic

content legislation) ,

부문별 상호주의 (sectoral reciprocity) 법안 등 보다 강력한 의회의 무역제재 움직임을 들먹

이면서 자동차문재를 양국 행정부가 조용히 해결할 것을 은근히 종용하였다. 양국 정부관
료 사이의 몇차례의 협의 끝에 일본정부는 동년 5 월 대미 자동차수출자율규채 방침을 공
표하였다. 물론 일본정부로서는 미의회의 보호주의적 동향과 이를 빙자한 미행정부의 의

도를 뻔히 얄고 있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의 문제해결이 갤코 일본정부나 업계에 일방적

으로 불리한 선택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Nivola ，

수출국정부약

관여하에

이루어지는 것인

수 있다는 장점 (?)과 함께 미국시장에서의

1993).

이것은 수출자율규제가

이상 정부가 관련업계에

대한 영향력을 보유할

일본자동차의 수출가격

상승은 물론이고 업계

의 상위시장 (up-market) 진입이나 대미투자의 촉진이라는 의미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
각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무역규제로 인하여

1981-84년간 미국의 소비자는 약 9 억불

의 손실(자동차업계는 9 억불의

일본의 자동차업계는 5 억불의 이득을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Stern ，

이악)을 보았고，

1994 ),

의회에 대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의회의 보호주의적 입법에 대하여 안
전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던

Reagan

대통령이

아와같이 쌍무협상을 통하여 어떤

변에서 보든 경제적으로 합리화시키기 어려운 방식으로 통상문체를 해결하려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가장 주된

어유는 선거기간동안 자동차업계의

정차적

제시한 일본자동차 수입제한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었다 (Stoc값ma뾰，

개회될 의회에서 세출예산을 삭감하기
삼으로써

정치적

위해서는 보호주의

자본(멍oli때cal capital)을 비축해

지지의

1986).

반대급부로
또한 곧이어

성향을 지닌 의원들의

두어야

할

필요도

환심을

있었다 (Stern ，

1994) .
나. 철강 수출자율규제

1984년의 철강수출 자율규제협정은 또 다른 측면에서 미국의 통상정책과 선거와의 관계
를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1984년 9월 대통령선거전을 2 개월 앞둔 시점에서 묘eagan 대
통령은 베들레햄철강과 전국철강노조가 제출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청원에 대하얘 ITC가 사

미국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대통령의 역할과 리더쉽

실조사 부분과 관련하여 긍정판정

수입제한조치에 관계없이
폐해를 제거함과 동시에

(affirmative

41

finding) 을 내렸으나 이후 ITC가 건의하는

마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피하고，

이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 위하여

불공정무역관행의

최근 수출이 급증하고 있고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하고 있는 주요 철강수출국들과 협상을 전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Annu.al Re용ort of the 망resident ，

1988:

밑줄 필자) . 이후 미행정부는 유럽제국，

한국 등을 포함한 27 개 주요 철강수출국(당초 19 개국，

일본，

차후에 8 개국 추가)과 협상을 벌

여 당초 청원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던 품목인 특수강까지를 포함한 묘든 철강제품에 대
하여 동년 10월 철강수출자율규제협정을 타결하였다.

이것은 짧eagan 행정부가 한편으로

자유무역의 수호자인 것처럼 자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수입쿼타를 설정하는 이중

성을 극명하게 보여 준 것(뼈iskanen ， 1988) 인 동사에， 며행정부가 무역법상의 공정무역
과 불공정무역의 명확한 구분을 무시함과 동사에 정치적 책결을 볍적 해결에 우선한 것을
잘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Ster뾰，

1994).

다. 미-일 반도체협정

Reagan

대통령은 철강수출자율규제협정 체결을 계기로 집권 271 에 들어선 이후 자유무

역에 대한 修離에서 벗어나 공정무역(뼈ir trade) 의 챔피언으로 탈바꿈하였다. 국내산업의
수입보호보다는 해외시장의 확대에 통상정책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것이다.
1986 년

8월

미국이

일본과 체결한 반도체무역협정 (sen따on냥uctor

SC'I‘A) 은 이것을 극명하게 보얘주고 있다(맴Tson ，

1992).

trade agreement:

1980 년대 중반 반도체부문에서

국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본의 반도체업체들의 텀평공세에 따라 위기에 처한 미국의 반
도체산업협회는 1985 년 6월 미통상법 301 조에 의거 일본반도체 수출업체의 불공정무역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다.

것은 미국의

이들이

반도체수요업체(예:

반덤핑조사가 아니라 불공정무역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컴퓨터생산엽체)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다.

무관하제 상무성은 이려!적으로 일본의

한편 야와는

256KD願없 및 X 메가 용묘A뼈 생산업체들의 반휩

펑혐의를 잡고 직련조사를 개시하였다. 아 두가지 조λ}7} 동시에 진행되는 수개월간 협상
에 늘어간 미국과 일본정부는 1986 년 8월 반도체무역협정의 체결에 합의하였다.

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것으로서 며상무성이

01

협정

하나는 일본업체의 덤핑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일본업체의 수출가격(뼈reign

market

va빼e) 를 설정하고 일본정부가

이들의 수출가격을 감시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소위 시장접근 (market

access)

문제

로서 일본정부는 일본의 반도체시장에 대한 외국업체의 사장점유율을 5년안에 20% 에 아
를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당초 야 협정은 1991 년 7 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니- 1990 년 초에 이르러 두가자 점
에서 문제가 야기되었다

우션 미국의 반도체수요업채들이 이 혐정의 반텀핑규정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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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반도체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관련규정에 반대하였다.

다음으로 20% 의 수입목표치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왜냐하면 1991 년초 외
국업체의 일본수입시장 점유율은 겨우 14% 에 도달하였고 그것도 더 이상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반도체산업협회는 미국의

컴퓨터업체

들과 협의하에 반도체무역협정의 덤핑관련부분을 완화하고 대신 시장접근관련규정을 강화

하는 새로운 협정의 체결을 위해 로비를 전개하였다.

이 이후 미국정부와 일본정부는 재

차 협상에 들어가 1991 년 여름 5 년을 협정기간으로 하는 새로운 반도체무역협정 (new
SCTA) 을 체결하였다

이 새로운 협정에서 양국은

20%

수입목표치를 보다 명시적으로 설

정하고 이 목표치를 1992 년 말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미국
이 일본에 무역제재 위협을 가했음은 물론이다

새로은 협정의 체결 이후 외국업체의 일본 반도체시장점유율은 1992 년 말 20.2% 에 달
하였다. 시장점유율 변에서 볼 때 유럽과 한국의 대일 반도체수출이 다소 증가한 것도 사

설이나， 거의 대부분을 미국이 차지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대일반도체 수출은 이 협정이
처음 도입된 1986 년에 비하여 두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여기에 고무된 미국의 반도체제
조업계는 수입목표치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압력을 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Economist，

March 27. 1993). 더 나아가서 일본시장 침투에 애로를 겪어 온 그밖의 산업 특히 미국
의 건설업， 자동차부품제조업，

슈퍼컴퓨터제조업계가 미정부에 반도체무역협정과 유사한

부문별 무역협정의 체결압력을 가하고 있는 중이다.

라. 미-캐나다 목재 수출자율규제 협정
1983년 미국의

목재 (softwood

lumber)

상계관세조치를 청원하였으나 보조금의

산업은 상무성에

캐나다의

목재수출에

대하여

존재사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1986 년 5 월 동 산업은 또 다시 상무성에 청원을 제출하였다. 목재산업 지
역구 출신의원들의 압력을 받고 있던 상무성은 동년 10월 새로운 청원에 대하여 긍정적인

판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재무성은 15% 의 잠정적 상계관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캐나다정
부와 협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캐나다정부는 자국의 목재수출에 대하여 보조금을 상계
하기 위하여

15% 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동의하였다.

이 협상이 타결된 후 미국의 목재산

업은 청원을 철회하였고， 미행정부는 잠정적 상계관세를 폐지하였다.

마. 미-일 구조조정협의

1985 년

Reagan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한 나카소네 일본수상과의 회담에서 양국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거론하면서 미국이 경쟁력이 었으나 일본시장에 대한 진출이 봉쇄되어

있

다고 생각하던 통신， 제약，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목제품 등 4개 분야의 양국간 교역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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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시장지향적-개별부문 협상 (Market-oriented，
이

협상을 통해

미국은 상당한 양보를 일본으로부터

얻어 내었다. 또한 1988년에는 쇠고기와 오렌지류에 대한 일본의 수입쿼타를 포기하도록
하였고， 앞에서 검토한 바와같이 미-일반도체협정을 통해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대일 무역적자의 해소를 요구하는 의회압력에 따라 일본시장 개방을 향한 U8T묘
의 공격적인 시장개방요구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Bush

행정부하의 UST묘은 UR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1989 년 새로 제정된 종합무역법에 근거하여
불공정무역행위에

foreign countries: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일본，

인도，

Super 301 조에 의거한

브라질을 우선협상대상국 (priority

lPFC) 으로 지정하였다. U8T묘의 합용‘C 결정과정에서 이미 한국과 대만은

미국의 오래된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함으로써 P함￠지정을 가까스로 모면하였다. 그러나
lPFC로 지정된 국가들의 저항은 완강하였다
공격표적이었던 일본과 구조조정협의

이에

Bush

대통령은 USTR로 하여금 의회의

(Strucural lmpediment InitiatÍve:

SH) 에 착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협의는 일본시장 개방을 위한 미국의 그통안의 머시적 접근만으로는 양국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미국의 대일수출을 구조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장

애요인들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들은 마케팅과 유통체계，

일본의 저축과 투자패턴，

미국이 협의대상으로 제시한 것

일본의

정부기업관계 등 전통적으로

국내정책문제로 여겨져온 사항이었다. 미국은 이 협의를 통하여 일본이 무역과 직간접적
으로 관련있는 모든 부문에서 일본정부의 규제완화 (dereg벼ation) 압력을 가중시켰다.

국은 이어서

미

한국에서 대해서도 미일구조정협의와 유사한 영업구조개선협상(lPresident’s

Economic lnitiative: 함없)을
더 나아가서

Clinton

통하여 규제완화 압력을 가하였다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UR의 성공적 타결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무역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다루어 나가기 위한 구조수렴협상 (8truc뼈ral

Convergence Talks) .

또는 클린턴라운드 (Clinton 圓8뼈nd) 의 추진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Reagan

행정부는 U묘협상 추진논의가 재부상되고 있던 시기인 1984년 카리브연안국을

대상으로 한

Caribbean BasÎn

lni뼈ative를 추진하였다.

이어서

1985 년에는 미-이스라옐

자유무역협정을 의회의 지지하에 쉽게 체결하였다. 1986 년 UR이 개시된 이후에도 미국은

지역주의적 접근을 계속하였고. 1993 년 11 월초 UR협정의 타결에 앞서서 북미자유무역협
정(뼈뼈없)을 체결하고 의회의 비준을 얻었다.

뼈뾰돼를 향한 미국의 지역주의적 접근

은 1988년에 시작되었다. 미국은 지역적 연고에 바탕하여 그리고 1993년을 목표시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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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은 묘C의 단일시장 (Single European 陣arket) 추진계획을 의식하여 캐나다와 자유무역협

정을 급속하게 추진하였다.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던 무렵부터 캐
나다와 NAFTA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던 멕시코의

Salinas

대통령은 1990 년 봄

Bush

대통

령에게 NAFTA의 추진을 전격적으로 제안하였다. Bush는 측근 정치참모의 반대에도 아랑
곳하지 않고 USTR로 하여금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미 미-캐나다 자
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던 상황에서 N뾰‘TA의 추진은 사실상 미 멕시코 자유무역협정

을 체결해 가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NA맘TA협정

채결과정에서 캐나다는 시종 미온적인 입장을 유지하였고，

멕시코는 대단

히 적극적이었으며， 미국은 국내의 분열된 여론에 시달려 왔다. 뼈 AFT:A 기본협정 체결을

전후하여 미국패에서 크게 세가지 문재가 줄기차게 져j 가되어 왔다(圓aufuaueI‘ an뼈

1993:

최병선，

1993) ,

Schott ,

가장 큰 문제는 노동문제였다， NAFTA가 체결될 때 마국의 기업

(특히 미국 답서부의 기업)들이 멕시코의 저임금을 노려 대거 멕시코로 이전해 가게 되면

미국에 막대한 실업이 야기되고 임금의 하향압력이

가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

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AFL-CIO는 NAFTA에 극력 반대하였다. 많은 의원틀이 노조
의 업징을 지지하였다.
대부분의 환경운동단체들도 N때TA에 반대하였다. 특히

Club) .

지구의 친구들 (Friends

of Earth) .

영향력이 큰 시에라클럽 (Sierr’a

묘alph Na얘er가 。1 끄는 공익시민의 모임 (P뼈없lC

등은 N.뼈'TA기- 체결되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의

Citizen)

환경문제와 멕시코 국내의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멕시코의 환경제도와 정책이
미국에 준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한 NA훤TA처l 결에 결코 찬성활 수 없다는 입장을 고

수하였다.

이들은 법원에 NAFTA가 미국환경정책법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거치

지 않았다는 아유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세번째

문제는 수입급증 (irnport surge) 이었다

NAFTA가 체결될 경우 3 국의

역내관세

가 15 년에 걸쳐 완전철폐될 예정이고 야 과정에서 멕시코가 매국시장에 덤핑을 자행함으
로써

미국산업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어 제기된 것이다.

수입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이 측면에서 띠국의 제딩엽체， 오렌지생

산농가， 판유리제조업체 등은 뼈A훤τR 에 완강하게 반대하였다.

이 세가지 문제로 인하여， 관련 3국이 서명한 NAFφA는 마국에서 의회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Clinton

행정부에 인계되었다.

대통령선거기간중 않inton은 노동단체와 환경단체

를 의식한 나머지 NAFTA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결국 이

세가지 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NA￥‘TA체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재협상 필요성을 강

력하게 시사하였다. 이러한 공약에 따라 며inton 행정부는 이미 공식적으로 서명이 이루어

진 협정을 놓고 다시 재협상을 벌이게 됨으로써 각각 선거를 앞두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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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를 곤궁에 처하게 하였다. 아무튼 미국행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따라 채협상이 진행되었

고， 1993 년 8월 13 일 수입급증에 대한 연례심사 규정 , 노동과 환경문제를 다룰 3국위원
회의 설치 등을 포함하는 부속협정

(supplemental agreements)

체결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NA훤멤&협정안 미의회의 비준이라는 또 하나의 힘든 고비를 념어야만 했다.

마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하여 극히 분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NAF밤&협정의 상

원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하원의석의 과반수 이상을 접하고 있는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였고， 176 명의 공화당의원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묘conomist，

정도만이 찬성하는 엽장에

특히 이 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Aug , 21 , 1993).

갖고 반대입장을 취한 하원의

2/3

Gephardt , Bonior의원

등은 민주당의원들의 입장을 곤란하

게 만들었다. 미국민 역시 대부분 NAFTA협정체결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1992탤 대통
령선거에 출마하였던 택사스 출신의

Ross 받erot는

NAFTA협정체결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

개하였다.

한편

Clinton

대통령은 노동단체， 환경단체

효과적으로 전개하지

못하였다.

Perot의 반대운동을 저지하기 위한 노랙올

사실 쨌뾰願
1 에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는 집단들이 많이

대한 반대집단 못지않게

협정의

채철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규합하지 못

하였다. 예를 들면 50 명의 주지사중 41 명의 주지사들이 NAFTA를 지지하고 있고， 세계의

500 대 기업에 속하는 대기업을 포함하여 수많은 기업들이 조속한 협정채결을 희망해 왔가
때문이다(최병선，
훤ord，

1993) ,

Carter, Bush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Clin뼈n은 g월 14 일 뒤늦게 백악관에서

등 전직대통령을 초청하여 NA훤얀rA 부속협정 체결을 기념하는 모임을

가졌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NA함TA가 전직대통령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는 초당파

적 문제임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11 월 17 일 의
회는 N왜‘TA 협정을 비준하였고 금년 초 발효하였다.

이상에서

고찰한

(:regionalism) 에

바와

같이

미국이

u묘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입각하얘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다음의

동안

지역주의

새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1990 년 말을 복표기간으로 셜정하였댄 u묘협상의 진전이 대단히 지자
부진하였다. 또한 u묘협양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만으로는 미국산업이 봉착하고 있는 다
양한 무역정책문제들을 다루어 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언식을 갖고 있었다. 둘째， 새l 계
시장이 일본， 묘C ，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하는 몇개의 권역으로 구조화되고 있어서 GATI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은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당사에 ￦’X‘g를 미처 상

정하지 않고 있던 미국으로서는 G.A':뼈가 협정준수여부를 감사하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상 쌍무협상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유려하다고 판단
하였다는 것이다.
U묘협상에 있어서 미국아 취한 협상전략에도 그러한 경향은 잘 나타났다. 미국은 U묘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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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대해서는 GATT규범에 따른 협상방식을 채용하였으나 그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쌍무

협상방식을 취하였다.

예를 들면 수입이

높은 관세율 품목의 관세율 인하협상，

여 쌍무협상방식을 사용하였다.
벽 (invisíble

trade barriers) ’

제한되고 있는 공산품과 농산물의

서버스시장 개방협상에

있어서

이것은 미국이 다자간 협상만으로는

관세화협상，

다자협상과 병행하

‘보이지 않는 무역장

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쌍무협상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미국 스스로 국제무역체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는 인식
을 갖고 있었다. 우선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1990 년 이후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감소되고
있기는 하나，

무역적자의 태반이 근본적으로 막대한 재정적자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 정

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는 더이상 무역상대국에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지렛대 (leverage) 로서 작용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인식이 미

국으로 하여금 조바심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의

또한 미국 무역적자가 주로 일본과의 교역

쌍무협상을 통하여

무역적자의

해소를 추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었다.

N.
1.

통상정책문제의 특성과 대통령의 관심

통상정책

다.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와 대통령의 역할과 리더쉽

문제는 미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이슈는 아닌 듯하

이것은 역대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통상문제에 대한 언급이 대단히 적게 발견되고 있

다는 사실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조세，

재정，

경제성장과 언플레，

복지，

외교국방， 선거 등 국민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적 이슈와 비교해 볼 때 통상문
제는 확실히 대통령의

일상적 관심을 끌기에는 부족하다.

다만 대통령 선거기간 중 중요

산업이나 집단에 제시한 보호 및 지원 약속에 대해서는 이를 관철시켜 주어야 한다는 정
치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상문제는 대통령이 깊이 개입해 본들 별다른 정치적 이득

을 얻기가 어렵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것은 환경규제 등 모든 규제정책이 다

그러하듯이 통상정책이 결국은 승자와 패자 (winners
기 때문이다.
다.

물론 통상정책에

and losers) 를

있어서 승자와 패자는 반드시

대부분의 경우에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의

만들어 낼 수밖에는 없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패자인 수출산업이나 소벼자는 그것에 대하

여 비교적 깊은 관심을 보이거나 쉽게 정치세력화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통상정

미국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대통령의 역할과 리더쉽

책의 특성은 통상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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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의 지속성과 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이데올로기나 당파를 초월한 실용주의적 접근

자유무역의 신봉자를 자처하였던 圓eagan 대통령이 실제에 있어서는 “ Hoover 이후 가장

보호무역주의적인 대통령이었다 는 오늘날의 일치된 평가는 미국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성
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적어도 1934년 미국이 자유무역올 통상정책의
기본으로 삼은 이래 대통령의 소속정당의 차이는 통상정책방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묘eagan 이래

대

10 여년만에 정권을 탈환한 민주당의

Clinton

통령의 자유무역에 대한 修解는 Reagan의 그것과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1960 년대 이후 비교적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강하게 보여 온 민주당정권 대통령의 등장

이라 해서 그가 과연 어떠한 통상정책을 추구할 것인가를 놓고 세계각국의 이목을 집중시

켰던 Clin뼈n은 취임후 2 달만에 가졌던 아메리칸대학에서의 유명한 “미국의
책”에 관한 연설에서

대외경제정

“지금까지 미국의 통상노력이 다국적이어야 할지， 지역적이어야 할

지， 쌍무적이어야 할지 아니면 일방적인 것이어야 할지에 대하여 부질없는 이념적 논의가
많았다.…이 모두는 제 각각 장단점이
을 것이다 ... 더

며

이상 어떤 철학에

결과지향적 (results-oriented) 인

있는 만큼 행정부는 이러한 논의들에 구애되지 않

엽각하여 정책입장을 마련하지

않을 것이며， 실용적이

통상정책을 추구하겠다”고 과감하게 (7)

선언하였다

(Am erican Univesrity Address , Feb. 26. 1993).
이러한 통상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당파의 무의미성은

ITC 건의에 대한 대통령

의 정치적 결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모든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보호무역보
다는 자유무역적 사고를 우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 점에

공화당 대통령이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Goldstein

3.

민주당 대통령과

and Lenway , 1989).

의회 등 여타의 통상정책 결정기관에 대한 리더쉽

미국의

대통령과 의회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로 유지한다는

1992;

있어서

뼈ivola:

암묵적인

1993).

합의

위에서

정치적

국익에 합치되는 자유무역체제를 기본적으
게임 (political game) 을 해

왔다 (Destler ，

겉으로 보기에는 통상정책 문제를 놓고 서로가 끊임없이

대립과

갈등을 빚는 것으로 보였을지라도 의회는 좀체로 실체적 역할 (substantive role) 을 수행하

려 하지 않았다. 1980 년대 이후만 보더라도 의회는 수많은 수백건의 보호주의 입법을 추
진하기는 하였지만， 1988 년의 종합무역법을 제외하고는 1934년 이래 특정산업을 보호하
기 위한 특별입법 (speciallegislation) 을 제정한 사례가 한건도 없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
다 (Destler ，

1992).

또한 ITC의 건의에 대한 대통령의 재량권 행사 및 거부권 행사에 대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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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의회가 이를 파기 (overrule) 하는 결정을 내린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도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의회는 헌법이 자신에게 부여하고 있는 통상정책 결정권한을 기꺼이 행정부에

위 임 하고 스스로는 상징 적 역 할 (symbolic
다 (Goldstein

role) 을 수행 하는 것 에 만족해 왔다고 볼 수 있

and Lenway , 1989).

이러한 미의회와 대통령 사이의 역학관계는 통상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정치
적

계산 (political

calculations)

위에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많은 경우

에 대통령은 자신의 재집권 등 정치적 목적에 비추어 결정적으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국
내정책， 특히 매년의 조세및 재정정책 프로그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의회에 대한 정치

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확보하기를 원하였고，
다

이를 위해서 통상정책을 적절히 구사해 왔

사실 의회를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통상정책만큼 유용한 협상물밟argaining chips) 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UST묘은 대통령 입장에서 다루거 거북한 존재였다. 의회의 뜻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대
통령실에

US밤묘을 설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보다는 의회에

대하여

일차적

충성

( allegiance )을 보여야 하는 독특한 기관적 입장에 있는 UST묘을 다루기 쉬울 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통상정책이 자유무역을 지향하변서 그것도 1980 년대 이후 공정무

역을 강조하게 되면서

UST묘은 대통령과 의회의

교량역으로서

또는 브로커 (broker) 로서

양자의 시각 차이와 정치적 계산을 감안하여 모든 통상정책문제에 대한 절충안을 만들어
내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하고 중요한 역할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이러한
역할을 가장 잘 수행했다고 평가되는 Carla 묘ills 이후 USTR의 기관적 위상은 이제 거의

정립된 것으로 보인다.

4

국제무역규범에 대한 태도와 리더쉽

미국의
희생시켜

역대 대통령들은 거의 모두 국내정치적
왔다.

Reagan은

GATT

이득을 위하여 주저없이 국제무역규범을

등 국제무역규범을 무시한 대통령 (쨌iskanen ，

1988) 이

라는 평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관세보다는 N'I맙가 중요한 무역문제로 대

두하기 시작한 1970년대 중반이후 계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이것은 NT묘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비추어

국제무역규범을 수립하는

이를 구체적으로 규범화하는 데 한계가 있고‘

것만으로는 미국의 필요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데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전후의 국제무역규범의 생산자요 산파였다는 사실도 대단히 중요하다.

다시 말하

면 미국은 현재의 국제규범을 이미 자국의 법제도 속에서 먼저 발전시켜 왔으며 이를 국
제무역규범으로 확산시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국제정치경제적 요인으로 인하

여 미국의 의도를 전적으로 관철시키기는 어려웠다. 많은 타협을 필요로 하였다. 바로 여
기에 미국이 자국의 무역법이 현재의 국제무역규범보다 더 합리적이라는 자만심을 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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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있다. Super 301 조는 이러한 미국의 자존심과 자만심을 통
시에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패권 (hegemonic power) 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

기는 어렵다. 또한 1980 년대 중반이후 미국의 무역적자가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불공정무

역 응징이라는 미국통상압력의 정당성도 약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으로 하
여금 국제협상의 지렛대 (bargaining leverage) 가 더

약화되기

이전에 하루속히 자신의

이

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제무역규범과 국제무역체제를 이끌어 기게 만드는 요인이 확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마국의 조급성은 교역국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신호 (signal) 를 보내

고 있다. 자유무역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공정무역이 아무려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냉전
체체가 해소된 오늘날 힘에

혼란을 야기하는 측면이

바탕한 일방적인 공세는 불펼요하게 세계교역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이

불확실성과

힘에 바탕한 실용주의적 정치를

추구하는 한 국제무역의 기초얀 경재적 합리성은 약화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미국의 쌍
무협상，

공정무역，

관리무역

선호 경향 등은 이런

변에서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Bhagwati. 199 1: Salvatore. 1993; Nivola , 1993). 자유무역의 수호자로서의 미국 대
통령의 참된 리더쉽이 아쉬운 시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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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얘1ess

to say, it is a formidable task to

President in the trade policymaking

뼈escribe 뼈1e

명rocess，

role and the leadership of the US

which has tremendous impact both o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al-economic scene. 1n this adventure , 1 have focused on
the division of labor between the Congress and the President(executive branch) , for in the
United States the primary responsibility 뼈 trade policymaking is vested in the President.
It is also in this context in which 1 analyzed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USTR, an뼈 the 1TC. 1 have posed their relationship in its historical context since 1934,
when the epoch-making free

trade-o:der뼈g 빼

R'I‘ A Act was instituted.

Against this institutional background, 1 haγe focused on the significant changes in the
basis and the tone of the US trade 업。 li맹T since 1981: among others , “ tilts" toward bilateral
deals , fair trade enforcement, Congressional aciivisim , and managed trade. And 1 set

01뼈

briefly several conspicuous cases which show very interesting turns and twists ,
contradictions, anomalies of the US trade policy in
restraint

agreement (V묘A)

뼈is

period. They include voluntary

for autos , steel , and lumber, the US-Japan Semiconducior

Agreement , the US-Japan Struciural Impediment Initiative(SII), and the NAF 'I‘ A.
Electoral politics aside , it seems that trade policy has not fallen within the domain of
day-to-day business of the President. Part of regulatoηT policy matters , trade policy is the
one in which the creation of “ winners and losers" is inevitable. This fact tends to have
discouraged presidents from being deeply involve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Rather, he has followed a pragmatic

ap힘roach

in taking trade policy positions after

looking at from and to where the political wind blows. Depite heavy rhetoric of free trade ,
for example , Reagan is now considered to be the most protectionist President since 묘oover.
Presidential party affiliation has not made distinctive difference. In making final decision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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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

學

第十七輯 (994)

on the ITC import relief recommendations , however, Presidents have fairly consistently
taken on free trade posture based on their respect for the broad national interes t.
IncidentaHy Congress has never overruled the President’s decision.
Presidents appear to have strong desire to save political capital for bringing important
domestic policy issues such as tax and budget programs through the Congress. Often they
took advantage of the Congressional activism in persuading foreign governments to accept
the administI‘ ation ’s more

mo얘 est

proposal. Clearly, the metaphor of

goo얘

cops!bad cops

tactics played a role.
The

US엿'R ，

peculiarly

positione뼈

to show allegiance both to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 , has generally 맹 layed a successful “ executive broker" role between the Congress
and the influential

in뼈ustI’y

interests , on the one hand , and the President and the

administration agencies , on the other. Over time , as the majm‘
policy

t뻐뼈

on

뼈118

。bjective 0￥

the US trade

issues of fair trade and of opening foreign markets on

뼈18

basis of

reciprocity, the USTR found the political competition (based on tacit undcrstanding of each
other’s political intent) for trade p뻐icy lea뼈ership between the Congress and the 1그resident
to be very useful in enriching its tactics in bargaining with foreigners. It has had virlually
no worry in bringing the more protectionist Congressional activism to bear on the
administration’s bilateral deals w뼈h foreign governments.
맺b

the extent that such is the nature of the US trade policymaking

멍rocess，

it is quite

natural that the political expediency has swayed the US presidents ’ trade policy
management. Despite all its advantages , however, their trade policyamking style has
exacted a high price. Over

해 me ，

more foreign governments tend to 10se the credibility

about the US commitment to a freer world tra얘ing system and the US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tra뼈e

norm mostly

뼈

commitment and the US presidents'

its own making. Without further
lea뼈ership ，

an뼈

stronger US

the world trading system will be put in

disorcler, and as a result all would suffer from it. PoHtical expecliency cannot but contradict
with economic principle on which the post-war world prosperity has

reste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