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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자는 말

1980 년대는 세계적으로 엄청난 격변의 시대였었다.

동구권 국가들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되고， 마침내는 사회주의의 종주국 소련이 와해확고 말았다. 그로 인하얘 냉전채제는
붕괴되었으나 이제 국제사희에는 무역을 둘러싼 새로운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기 시작하였

다.

무역마찰 흑은 무역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이 새로운 양상의 국가간 대결의 진원지는

미국이었다. 2 차대전 이후 셰계최고의 경제력을 자랑하던 미국은 80년대 들어오면서 천문
학적인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기 사작하였으벼， 이 문제는 곧 미국 통상정책의 거본방
향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즉， 과거와는 달리 교역상대국들의 불공정한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매우 저톨적이고 공세적언 통상외교를 전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소위 수퍼 301 조의 출현이었다. 수퍼
301 조는 미국의 교역상대국들이 며국과 상응한 정도의 시장개방을 하지 않을 경우， 수입
제한이라는 보복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초강경 협상무기이다.

이 조치는 약 3년여간의 공방

끝에 레이건 대통령의 거부권마저 누르고 법의회적 지지로 통과된 1988 1갱도 종합무역법의

한 부분으로서 1974년도 무역법의 301 조 규정을 강화한 것인데， 최근에는 행정명령으로
다시 부활되기도 하였다1) 301 조 및 수퍼

301 조는 2 차대전 이후 미국의 주도로 출범한

GATT의 다자주의라는 기본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따라서 80년대 이후 미국이 이 조

치를 무역협상의 전면에 내세웠다는 것은 곧 마국익 통상정책기조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
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 미국 통상정책의 최고 핵심인 301 조를 시행하는 담당기관은 바로 마국무

역대표부 (UST묘)이다. 따라서 US밤묘은 80 1년대 이후 변화한 미국 통상정책의 핵심부에 위

치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통상정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US’X‘R에 대한 고찰
1) 수퍼 301 조에 관한 논의는 김정수수퍼 301 조를 통해 본 미국 통상정책의 실상J.
학회보~.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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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오늘날 미국 통상정
책시스템에 있어서 USTR이 차지하는 의의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다.

ll.

미국 통상정 책 레짐

(1) 통상정책권한의 소재

(Trade Policy Regime) 의

구조

의회 VS. 행정부

미국의 통상정책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미국 헌법

1 조 8항에 의하면 외국과의

교역을 규제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은 의회에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때문에 흔히
들 미국 통상정책의 최종적인 권위는 의회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 헌법 2조
2 항은 외 국과의 대 외 관계 (Foreign relations) 를 다루는 권 한은 대 통령 이 가지 고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외관계에는 무역협상진행 및 협정체결 등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결

국 대외통상정책은 대통령의 소관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통상정책에 관한 한

미국의 최고법인 헌법은 다소 모호하고 이중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

즉，

의회와 대통령

간에 국제통상문제를 둘러싼 책임 및 권한의 배분이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양자
의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2) 이때문에 미국의 통상정책은 어느 일방에 의해
독점된 것이 아니라 양자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3)

그러나 역사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통상정책을 둘러싼 미국 의회와 행정부 간의 권한배
분 양상이

항상 고정되어

있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의회-행정부 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미국 통상정책레짐의 변천을 세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4) 첫번째는 1930 년대
중반 이전까지의 시기로서 이때까지는 관세율 결정권을 가진 의회가 통상정책을 주도하였
다. 그러나 1929 년 공황이 발생하자 미 의회는 1930년도 관세법(일명 Smoot-Hawley법)
을 제정하여

고율의

관세장벽을 쌓았는데，

다른 나라들도 이에

반발하여 서로 관세율을

높이게 되었다. 그 결과 공황이 세계적으로 번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며 , 이로 인한 극심
한 경제난은 결국 2 차대전의 촉매역할을 하였다 5)

한편 2차대전이 끝난 후부터

1970 년대까지는 행정부가 통상정책의 전권을 휘두르던 시

기였다. 사실 Smoot-묘awley법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자 의회는 곧 1934년도 상호

2)

이를 두고

Robert H.

Jackson은 흡사 낮인지 밤인지 분간이 어려운 “황흔지대"

(Twilight Zone)
Thomas E. Mann , “ Making Foreign Policy:
President and Congress ," in Thomas E. Mann (ed.) , A Question of Balance: The President, the
Congress , and Foreign Policy, Washington ,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9.
3) Robert A. Pastor, Congress and the Politics of US Foreign Economic Policy, 1926-1976,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1980.
4) 김정수미국 무역정책체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J. W한국행정학보J. 26:2. 1992.
5) Judith Goldstein , “ The Political Economy of Tr ade: Institutions of Protec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 80:1 , 1986.
와도 같다는 유명한 비유를

남기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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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법을 제정하여 관세결정권을 행정부(국무부)에게 대폭 위입해 주었다 6) 그리고

2

차대전 이후로는 단순히 관세정책 뿐만 아니라 통상문제 전반에 걸쳐서 정책결정 및 대외

협상에 있어서 행정부가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처럼 의회가 헌법상 보장된 권한을

행정부에게 위임해 준 이유는 의회의 대실책으로 인한 뼈아픈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
해서였다.

즉，

통상정책에 관한 전권을 행정부에게 넘김으로써

정책실패로 인한 책임과

비난으로부터 보호받겠다는 것이었다 7)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의회는 다시 통상정책에 관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
다. 왜냐하면 무역적자가 기록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정책권한을 위임받은 행정
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해 결국 의회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더욱 심

화되었기 때문이다 8) 과거 행정부는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적절히 구사하며 의회가

통상문제로 인하여 고통받지는 않도록 막아주는 방패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80년대에 들
어와 엄청난 무역적자 앞에서 속수무책 내지는 수수방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정부는 이

제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 더 이상 쓸만한 대리인이 아니었던 것이다. 따라서 개선의 여
지가 보이지

않는 통상문제를 계속해서

행정부의 자유재량권에

방임해두지

않고 의회가

적극적으로 통상정책에 간여하며 행정부에 대한 통제와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것
이다. 1988 년도 종합무역법이 레이건 행정부의 극력반대에도 불구하고 범의회적으로 압도

적인 지지를 받아 가결되었다는 사실은 미 통상정책의

주도권이

의회쪽으로 넘어갔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9)

(2)

행정부의 통상정책결정구조

일반적으로 미국의 공공정책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3 대요소는 의회， 행정부，
리고 민간부문(이익단체)이다.

그런테 의회와 민간부문이

주로 정책의

그

요구(수요)자로서

의 역할을 담당한다면， 행정부는 실제 정책의 공급자로서 기능한다. 3 자간의 이러한 기본
적

관계는 국내정책

뿐만 아니라 대외통상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본 논문의

목적상

여기서는 일단 행정부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간략히 고찰하기로 한다.
미국 행정부의 경우 통상정책을 전담 혹은 독점하는 특정부처가 있는 것은 아니다.

행

정부 내에 있어서 통상정책의 수립 · 집행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USTR같은 대통령 직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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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 M. Destler, “ Protecting Congress or Protecting Tr ade?" Foreign Policy , No. 62, 1986a.
8) 1. M. Destler, American Trade Politics , Washington ,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1986b.
9) Jungsoo Kim , Political Economy of Domestic-’표ade Policy Linkage , Ph.D Dissertation , Yale
University, 19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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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농무부 등 내각의 여러 부처， 그리고 관

(International ’표ade Commission) 같은 독립 기 관들에

분산되어

있다.

그 이유는 통상문제라 하더라도 그 실제내용이 이들 각 부처의 고유업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통상정책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이 행정부 내부적으로 여기져가 흩어져있기 때문
에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의

체계적인 조정미흡이 자주 문제되곤 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상문제를 전담할 통상부를 따로 설립하자는 의견도 몇번 제시되었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현지}로서는 통상문제에 관해 행정 각 부처간의 입장을 정려하고 조정
하는 역할은 부처간 협의체를 주재하는
신설된

국가경 제 회 의

(National

USTRol 담당하고 있으며，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웹conomic

Cou. ncil) 는

볍 정 부차원 에 서

대내외

경제정책의

기본방침을 결정한다.
통상문제에 관하여 행정부처간 의견을 조정하는 기구는 크게 세가지가 있다 10) 첫째는
통상정 책 실 무위 원회 (맘‘ade

Policy Staff Com없ittee) 인 데

(Assistant UST묘)가 주재하는 국장급 회의이다.
묘eview Group) 인데

USTR

UST묘왜 통상정 책 조정 담당 대 표보

둘째는 통상정책검토그룹(맘ade

부대표 (Deputy) 가 주재하는 차관.차관보급 회의이다.

국가경제회의 (NEC) 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어

주재하는 장관급 회의인데，

USTR

Policy
그리고

대표를

비롯해서 상무장관， 재무장관， 국무장관， 농무장관， 노동장관 등 내각의 각료들과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 등 고위참모진들이 참가한다. TPSC에서는 대개 일상적이고 기술적인 내
용의 안건들을 다루며 TPRG를 거쳐서 N휩g로 올라갈수록 국가적 차원에서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요소가 많아지게 된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이러한 부처간 협의를 거쳐서 구체화
되는데 이 과정에서 USTR은 부처간 조정작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의 그림

1 은 미국 통상정책결정체제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m
m USTR 의 연혁

본 절에서는 USTR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USTR의 탄생배경 및 변천
과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USTR의 탄생배경
2 차대전

이후 미국은 서방진영의

리더로서

자유주의적

국제경제질서를 구축하는 데에

힘을 쏟았었다. 당시 미국은 공산주의 소련과 정치적 · 이데올로기적으로 극한대립을 벌이

10)

이에

대해서 는

GATT, ’I￥ade Policy Review: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82 ,

식 · 조현태미국의 통상정책 결정요인~ , 산업연구원.

19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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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

民間諾問委員會

部處間 協議機構

NATIONAL ECONOMIC COUNCIL

ACTPN

(大統領)

副統領 國務長官 財務長官 農務長官 常務長官

홍輸長官 에너

지長官 環境保護廳長 大統領經濟짧問委員長
OMB 局長，

m

通商政策·協商諸
問委員會

USTR代表 國家安保補住官 大統

領經濟政策 · 國內政策 · 科學技術政策 補住官

」
T뼈E 細.ICY REVIEW GROUP

II

USIT며

Policy-level
Advisory
Committees

(Deputy USTR)
商務部 農務部 國務部 財務部 勞動部 法務部
國防部 內務部 運輸部 에너지部 8뼈B 大統領

」커 經濟諸問委員會

國際開發協力機構

NEC 와 f----+-

NSC의 공동대표

投資 (INPAC)

。 州間 (IGPAC)
。農業 (APAC)

도 초청

。 勞動 (LAC)
。 國防 (DPAC)

*USITC는 Observer로 참석

TRA
職Y
짧g없
짧
TAF
앤FCOM
獅
MI
때聊搬搬I'뾰慣們搬
맴TF뼈맴
T뼈‘
(Assistant USTR)

* 參席範圍는
*

서비스 (SPAC)

。 그그業 (IPAC)

*特定問題를 다룰 경우 다른 關係部處 대표

서

@

e

USITC는

T합묘g통일

l

Non-voting Member

Technical!
Sectoral/
Fu nctional
Advisory
Committees

니 TPSC S뼈 鋼搬EES&T없뼈E~
(寶務作業班

資料

출처

GATT/TPRM 報告書 및 USTR/1993 쉴易政策報告書， p.118.
윤신 · 조현태미국의 통상정책결정요인~ , 산업연구원， 1993 , p.75.
그림

고 있었는데，

1

미국의 통상정책결정체제

이러한 냉전체제에서는 당연히 외교안보문제가 무역문제보다 더 중요한 정

책사안으로 우선시되었다

또한 자유무역체제의 확립과 국제무역의 확대를 통해 서방진영

의 경제부흥을 꾀하고자 하였던 미국은 몇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라운드를 똥해서 GAT’X‘
회원국간의 관세인하를 적극 주도하고 있었다.

미국정부의

이러한 안보제일주의와 자유무역주의 성향은 미국의 국내경제적 이익이

무

시 혹은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자아내게 되었다. 당시 진행되던 케네디 라운드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서 미 행정부는 의회에게 광범위한 관세인하를 취할 수 있도록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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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권한확대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의회에서는 자연히 이 새로운 권한이 행사됨에 있어서
국내적 사정도 충분히 고려되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의회의 판단으로는

국무부나 상무부같이 전통적으로 통상협상을 맡아왔던 부서들은 그러한 책임을 질만한 적
임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의회는 미국의 대외적

이익과 국내적

이익， 정치 · 안보적

이익

과 상업적 이익을 균형있게 조화시키는 임무를 수행할 별도의 기관을 행정부 내에 새로이
심어놓고자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통상정책을 놓고 수많은 관련부처들이
다 보니

관여하

일관성도 없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자주 지적되곤 했다. 즉 통상정

책결정에

있어서

누가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모호하므로 효과적인 통상

행정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1 1) 띠라서 여러 부처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수렴하는 기능

을 수행할 기구의

필요성이 자주 제기되었다.

broker가 필요하다는 것 이 다.

executive

요컨대

Trade Representative , ST묘)이다 12)

Sτ때으| 설치

1962 년 당사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의
에게

조정자 역할을 할

바로 이 와 같은 필요성 을 배 정 으로 탄생 한 것 이

오늘날 U8TR 의 전신인 특별무역대표부 (Special

(2)

행정부 내에서

행정부 내부에서

Wilbur D.

뼈ills(D-Ark.

)

위원장은 케네디

조정기능을 담당할 특별무역대표부 (8양ecial 맘ade 묘e맹resentative)

를 설치할 것을 제의하였다.

한편 케네디 대통령은 행정부에서 준비증이던 무역확대법안

을 의회에서 조기통과시키기 위해 願뼈삶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1월

15 일

대 통령 령

대통령

제 11075 호에

의해

g엠ecial

Representative for

멍'rade

1963 년

Negotiations가

설치되었다. 당시 ST묘은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었으나 정식으로 법적기반을 가진 기구
는 아니었다.
데，

STR에게

기대되었던 역할은 한마디로 “ Executive broker"라고 할 수 있는

국내이해관계와 외국정부，

행정부와 의회，

그리고 정부부처들 간의

“중재인” 노릇을

할 것이 기대되었다 13)

이처럼

ST묘은 의회가 행정부에 심어놓은 에이전트로서

통령으로서는 자기
반면，
때에는

11)

사무실에

“남의

탄생하였다.

사람”을 데려다 놓는 일에

대해

그렇기

항상 껄끄럽게

의회는 항상 8TR을 보호하고 그 권한확대 및 지위강화를 꾀하였다.

Council for International Economic 맘olí다r를

때문에 대

여긴

념슨 대통령

만들고 8TR 을 그 휘하에 두고 관할

이때문에 종종 통상정책결정의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 하는 파워게임이 발생하곤 하였다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도 관련부처간 염밀한 역할 · 기능정의가 분명하게 확립되지
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12) 1. M.

Destler, American 깐ade Politics, pp. 16-19.

13) Ibid ,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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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이러한 시도에 대해 의회는 U8TH의 기능이

“정치적”이고 당리당

략적 차원에서 왜독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였다. 그려하여 1973 년 하원은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즉， 동경라운드)의 개시를 위해 상정되어 있던 법안에 (케네디가 그토록
거부하였던) ST묘의 법률적

직제화를 명시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떠서 STH을 법률규정에 의해 대통령부(휩xecutive 0짧ice

of the

상원에서는 한술 더

합resident， 묘g맘)의 공삭기

구의 하나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벼 나아기. ST짧의 대표로 하여금 장관급 지위약 급료를 부

여받도록 하였다. 결국 포드 대통령에 의해 서명된 1974년도 무역법은 의회의 이러한 요
구들을 모두 수용하게 되었다 14) 이러한 변화는 곧 의회가 대통령과 행정부의 통상정책결

정에 간여할 수 있는 공식채널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3)

뼈 8T댐로2.1 개펌

그후 카터 대통령 말가인 1980년 1 월 4일 대통령령 제 12188 호에 의해 8TR 은 US'I뾰
(미국무역대표부， U빼te뼈

States

Tra뼈g 짧g엠rese뾰tatiγe) 로 Y정칭이

바뀌면서 조직 규모 및

권한의 확대개편이 이루어졌다. 사실 케예다를 비롯하여 그 후엄 대통령들은 “달갑지

않

은 손님”격인 8TH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폐지하려는 시도를 하였었다. 그혀나- 악
회의

끈질긴 보호노력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시도들은 무산되었으며

결국 카터

대통령의

조직개편에 의해 USTR로 새롭게 담생하게 되었다.

ST묘의 탄썽 자체도 그러했지만 USTR로댐 개편 역시 행정부 직제상 일관되고 전문적인
통상정책수립 및 부처간 이견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의회의 불만에서 비
롯되었다. (Des뼈er，

p.98)15)

예컨대 당시 수출촉진업무는 상무부가，

무부가，

불공정 무역문제는 재무부가，

있었다.

이들 부서는 당연히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GN.면『 관련문제는 국

곡물수출에 관한 문제는 농무부가 각각 담당하고
이들간의

의견조정

에카

니즘의 결얘로 인해 효과적인 통상정책결정 · 집행이 곤란하다는 비판이 심각하게 제가되
곤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다 효과적인 통상행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기환 것이
바로 일본의

것이었다.

이

통산성(1\때맴)에

상응하는 독립된 무역부 (De양artment of 쨌ade) 를 선설략는

안은 1979년 상원 재무위원회의 묘oth의원과 묘ibico짧 재무무역소위원장에

의해 법안으로 상정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하원의 반대에 부딪힌 결과 타협안이 만뜰어졌
는데， 그것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무역부 신설 문제를 고려해보고 구체적인 통상조직채편
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짓이었다. 그리하여 카터 대통령은 그 해 7 월 19 일 시안을
제출하였고 그 후 수정작업을 거쳐서 마침때

14) Thid, p. 9 1.
15) Thid, p. 98.

1980 년 1 월에 조작개펀아 이루어지게 확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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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을 USTR로 확대개편하여 통상정책의 수립， 조

둘째， 상무부로 하여금 대부분의 정책집행기능을 담당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16)

N.
(1)

USTR 으| 조직과 기능

USTR 의 조직

USTR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EOP 에 소속되어 있다. EOP를 구성하는 다른 모든 기

관들이 막료 (Staff) 조직인데 비해 유독 USTR만은 무역이라는 한 특정 정책사안을 다루는
계선 (Line) 조직이라는 점이 특정이다. EOP 의 조직구성은 다음 그림 2 와 같다.
-

예산국 (OMB)

-

경제정책심의회 (CEA)

-

국가안전보장회 의

(NSC)

」 무역대표부 (USTR)

대통령

부통령

국가경제회의 (NEC)

.- 환경문제위원회 (CEQ)

그림

US’I’R의

대표는 각료급으로서

2

-

과학기술정책국 (OSTP)

1

국가마약통제국 (ONDCP)

1

국가전략물자회 의 (NC없C)

대통령직속 집행기구표

공식적으로는 대사직(Ambassador) 명을 갖는다.

는 것은 EOP에 소속된 모든 기관 중에서 각료급에 해당하는 직책은
점이다. 따라서
이다.

USTR 대표뿐이라는

EOP 내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제외하면 USTR이 가장 높은 직급인 셈

또한 3 명의

Uruguay Round

재미있

부대표 (Deputy USTR) 들과 섬유협상대표 (Chief 밍양t뻐e

Coordinator도 역사 대사직명을 갖고 있다.

N egotiator )와

3 명의 부대표 중 1 명은 제네

바에 상주하며 2 명은 워싱턴에서 근무한다. 한편 부대표 밑으로는 대의회 관계， 민간부문

과의 관계，

각종 대외협상 등 분야별로 업무를 전담하는 실무급 Assistant들이

있다.

이

중 대외협상의 경우， 다자간 협상， 양자간 협상， 그리고 부문별 협상 이렇게 세가지로 다
시 구분된다. 다자간 협상은 주로 GATT 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며，
따라 유럽 · 지중해，

중남미，

일본 · 중국，

카나다 · 멕시코，

양자간 협상은 지역에

그리고 아시아 · 태평양지역으

로 구분하여 각기 전담 Assistant가 있다. 부문별 협상의 경우는 산업， 지적재산권 · 환경，

서비스 · 투자 · 과학기술，

그리고 농산물 등 4부문으로 구분하여

Assistant를 두고 있다. USTR의 조직구성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16) Th id, p. 99.

역시

각 부문별

전담

COUNSELOR

(Amb.)

대사직명

USTR과 3명의 부대표
섬유협상대표가
대사직명 보유

FOR
MULTlLATERAL 1...... '1 PUBLIC AFFAIRS AND
TRADE
1
PRIVATE SECTOR
NEGOTIATIONS

LIAISON

1

BILATERAL
NEGOTIATIONS

ASSISTANT

ASSISTANT

ASSISTANT

ASSISTANT

ASSISTANT

ASSISTANT

ASSISTANT

GATT

EUROPEAND

LATINAME-

JAPAN

CANADA

ASIAAND

INDUSTRY

AFFAIRS

THEMEDI-

RICACARI-

AND

AND

'IHE

TERRANEAN

BBENAND

CHINA

MEXIC。

PACIFIC

ASSISTANT

ASSISTANT

ASSISTANT

SERVICES,

IP, SCIENCE

AGRICUL-

INVESTMENT

AND

TURE

TECHNOLOGY

디}매빼야 ug
월 써뻐뻐씨꾸샤@요}
건소
m녀
요‘ψ
파쩨싸
밍}n

COORDINATOR

AFIRICA

-거 m뻐여'OR/SOUTH EAST 없 AND T.빼짜 |

URUGUARY
ROUND

-거 m뻐:CTOR/.싫없N 뼈D 뼈IA[

COODINATOR

。。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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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으| 기능 변천

USTR은 미국을 대표하여 국제무역협상을 수행하며 제반 통상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조직구조면에서도 그러했듯이 USTR의 가능 역시 처음부터 확고하게 설
계되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국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진화되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초

기에는 주로 국내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조정하고 균형맞추는 일에 춧점을 맞추었던
반면 80 년대 이후에는 국제통상협상의 대표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UST묘의

전선언 g밤짧은 원래 행정부의

방편으로 의회가 행정부에 심어놓은

‘지나친

자유무역주의적

태도를 견제하기 위한

“심부름꾼”의 성격을 띠었다.

미국은 2 차대전 이후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을 기치로 내걸고 GATT체제를 이끌어오고 있었으며，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벼 공산권과의 대결을 통해 서방진영의 결속을 다져왔었다. 전쟁으
로 인해 피폐된 서방진영 국가들의 신속한 경제재건을 위해 머국은 앞장서서 자유무역주
의를 실천하며 수차레에 걸쳐 다자간 협싱라운드를 주도하였다.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딜

론의 이름을 딴 딜론 라운드 이후 케네디 대통령은 대대적인 관세장벽철폐를 목표로 하여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의회는 행정부가 국제사회의

리더로서의

미국의 국제적 • 정치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적 경제이익은 뒷전에 미루어 두고 말
것을 염려하였다.

Executive

따라서

의회의

강력한 요구로 행정부내에

신설된

g영‘묘에게는 철저히

broker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었다. 즉， 미국의 국내이익과 외국국가들의 이익간

에 균형을 맞추고，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서

거간노릇을 하며，

관련된 행정부처틀간에 이

견을 조정하는 역할이 맡겨졌던 것이다.
그 후 1974년도 무역법은 ST묘의 지위와 기능을 법적으로 공식화하였다. 즉， ST묘은 。1
때부터

정식

EOP

소속기관으로 확정되었으며，

아울러 국제무역협상 및 통상정책 조정에

관한 권한과 책무를 맡게 되었다. 대외협상에 관해서는 1930 년도 무역볍 , 1962 년도 무역

확대법， 그리고 1974년도 무역법에 규정된 무역협정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되었다.
또한 1974 년도 무역법과 1975 년 3 월 27 일자 대통령 행정명령

각부처 사이의 통상정책 조정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되었다.

11846 호에 의거하여 행정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의회

가 강조하고자 한 메세지는 통상정책의 최고책임자는 (그때까지 통상정책의 주도권을 쥐
고 있던) 국무부나 상무부가 아닌， 의회가 후견하는 ST묘이라는 것이었다.
부가 통상문제를 다룸에

이는 곧 행정

있어서 의회가 간여할 수 있는 확실한 루트를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한편 카터 행정부 말기에 단행한 조직개편은 ST묘의 명칭을 USTR로 바꾸면서 조직규모

도 늘리고 기능도 확대.강화하였다. 1980 년 1 월 4 일 공표된 행정명령

12188 은 UST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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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전반적인 통상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총괄하는 책무를 부여하였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무역과 관련된 모든 국제협상， 즉

-

GATT 와 관련된 모든 활동
무역 및 상품이 주의제인 OEC묘의 모든 논의 , 회담， 협상

-

무역 및 상품이 주의제인

UNCTD 및 기타 국제기구의 협상

-

무역 및 상품이 주의제인 여타 양자간 및 다자간 국제협상
1930 년도 관세법 704조 및 734조에 규정된 협상

-

해외직접투자 및 그 장애요인에 관한 협상

등에 있어서 USφRol 미국을 대표하여 협상대표직을 맡도록 하였다.

그 후 수많은 논란 끝에 통파펀 1988년도 종합무역볍은 UST묘의 가능을 볍조문화하얘 상
세하게 정의하였다. 동법은 USTR이 가지고 있던 자존의 뀔한 외에 추가적안 기능을 부여하

였으며， 또한 1974년도 무역볍 3망조를 수정하여 풍조항의 시행권한을 US’F묘에게 ε애폭 위

임하였다. 동법에 의해 규정뭔 현책 USTR의 기능은 다음에샤 구체적으로 살i택보기로 한-다.

(3) 뼈용#햄의 혐채 기능
1988년도 종합무역볍 제

1601 조는 1974년도 무역법 제 141 조의 규정을 일부수정하여

UST묘의 기능을 상세하게 법조문화하였다 17) 통 조항은 UST묘의 역할을 일반적인 기능과

불공정무역관행과 관련된 기능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었다.
가) 일반적 기능
동조항 (a) 항에 의하면 US맘묘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능을 수행한다.

@

통상정책(및 해외투자관련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집행을 조정할 우선적인 책임을 갖
는다.

@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수석자푼관 역할을 담당하며，

아울러

미국정부의

다

른 정책들이 대외무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조언한다

@

상품 및 직접투자 교섭을 포함한 제반 국제통상협상에 미국의 수석대표자로서 참여

하여 협상을 진행할 책임을 진다
@(통상정책의 조정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방지를 위해 펼요한 볍위내에서) 정부 각

부처간의 조정을 위하여 통상정책의 -수행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 맞
해석문제에 관한 정책지침을 마련한다.

@ 국제통상문제에 관하여 대통령의 주대변인 역할을 한다.

@ 제반 무역협정 프로그램에 관해 대통령과 의회에 직접적으로 보고하며， 그 집행에

17) US Public Law 100-418, Section 16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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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서도 대통령과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 대통령과 의회에 대해 국제무역의 비관세장벽， 국제 상품협정， 기타 무역협정 프로
그램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다.

g

위의 @항 및 @항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962 년도 무역확대법 제 242 조 (a) 항에 의거하여 설치된 부처간 통상정책조정기구

(interagency trade

organization) 의 의장이 되며

USTR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상

담 및 자문을 구한다.

@ 1988 년도

종합무역법의 시행과 함께 USTR에게 위임된 제반 기능들 외에 대통령이

지시하는 다른 업무들을 수행할 책임을 진다.
나) 불공정무역관행에 관한 기능

한편 불공정무역관행에 관한 USTR의 기능은 공정무역의 달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주로
외국의 무역장벽을 철폐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88 년도 종합무역
법은 301 조의 시행에 관련된 제반권한을 UST묘에게 부여하였다
무역법 제 301 조

309 조까지의 내용을 의미하는데.

301 조는 본래 1974년도

1988 년도 종합무역법에 의해 더 한

층 강화되었다 18) 301 조의 발동에 관한 규정은 크게 4가지， 즉 레률러 301 조， 수퍼

301

조， 지적재산권 스페셜 301 조， 그리고 통신부문 스페셜 301 조로 구분된다
레률러 301 조란 1974년도 무역법 제 301 조-309조의 내용을 1988 년도 종합무역법 제

1301 조에서 개정한 것을 가리킨다.

본래 USTR은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정책 · 법 · 관챙

등에 대한 조사시행 및 그 철폐를 위한 보복조치를 건의하는 기능만을 가졌었으며，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재량권이었다.

보복

그러나 지금은 조사개시， 보복

조치의 결정 및 집행 권한이 대통령으로부터 USTR로 이전되어 있다. 이러한 권한이전은
과거 정치적 • 안보적 차원의

이유에서 무역보복조치의 시행을 주저하였던 대통령의

재량

권을 몰수하여 비정치적 통상전담기관인 USTR에게 위임함으로써 미국의 통상이익을 적극
적으로 확보하려는 의회의 작품이었다. ( 부당한

무역관행이 서정되지 않는 경우 USTR의

보복조치 시행은 의무적) 19)

수퍼 301 조는 1988 년도 종합무역법 제 1302 조에 의해 1974년도 무역법 제 310 조로서
추가된 규정이다. 동 조항에 의하면 1989 년과 1990 년 2 년동안 USTR은 301 조에 의거한

18)
19)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김정수수퍼 301 조를 통해 본 미국 통상정책의 실상」 참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USTR의 임변권자가 대통령인 이상 USTR이 대통령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
을 할 수는 없으리라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301 조 관련권한의 이

전은 그동안 대통령의 통상정책 운용에 대한 의회의 강한 불만을 표출한 상징적 조치라는 것
이다
Judith Hippler Bello and Alan F. Holmer. “ The Heart of the 1988 Tr ade Act: A
Legislative History of the Am endments to Section 301."in Jagdish Bhagwati and Hugh T.
Patrick (eds.) , i앵gressive Unilateralism , Ann Arbor: The University ofMichigan Press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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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국가들(맘FCs) 을 반드시 지정하고 이들의

불공정한

법 · 정책 · 관행 등을 철폐하기 위한 협상을 반드시 진행시켜야만 했었다. 또한 USTR은
매년 외국의 무역장벽과 관행을 검토한 국별무역장벽보고서 (NTE) 를 의회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수퍼 301 조의 특정은 301 조 조사의 개시 및

PFCs

지정을 UST묘의 재량이

아닌 강제적 의무로 규정하고 었다는 점이다. 지난 1994년 3월 행정명령의 형식으로 2년

간 한시적으로 부활된 수퍼 301 조는 UST묘에게 이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고 었다.
지적재산권 스페셜 301 조는 1988 년도 종합무역법

제 1303 조에 의해

개정된 1974년도

무역법 제 182 조를 가리킨다. 이 조항은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취
하지 않거나 지적재산권에 의존하는 미국인에 대한 공정하고도 평등한 시장접근을 부정하
는 나라에 대해서 수퍼 301 조와 유사한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UST묘은 매년
외국의 지적재산권 관련조치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밤훤g로 지정된 국가들과 협상을 진

행하며 적절한 보복조치를 취해야 한다.

통신부문 스페셜 301 조는 1988년도 종합무역법 제 1371 조 - 1381 조의 내용을 가리킨
다.

이 부분은 특별히

외국의

1988 년도 통신무역법으로도 불리는데， 통신부문의 무역에

불공정한 무역장벽을 철폐하기

UST묘에 의한 조사개시， 밤FC 지정，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 조항에

있어서
규정된

협상 및 보복조치 시행등은 기본적으로 수퍼 301 조

와 유사하다.

V.

미국 통상정책레점 및 때 ST혐의 주기능 벅화

(1) UST륙의 두 얼굴. 대내적 정책조정자와 대외적 협상대표자
위에서 살펴 본 US밤묘의 제 기능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미

국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의견들을 조정하여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역할이며， 둘째

는 대외적으로 미국정부를 대표해서 외국정부와의 통상관련 협상을 주도하는 역할이다.
USTR의 첫째 얼굴은 통상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하여 행정 각 부처간의 조정을 담
당하는

Executive broker로서의

역할이다

이것은 통상문제에 대한 행정부서들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일관된 통상정책을 수립하려는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사실 통상정책권한이 행
정부 내에 분산되어

있으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자주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곧 일원화된 통상행정체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왔었다.

그러나 USTR의 존재가

통상정책의 최종권위

및 책임소재에

관한 한 여전히 모호한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특히 정책의 집행 측
면에 있어서는 사안에 따라 관련된 내각의 각 부처들이 담당할 수 밖에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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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 USTR이 이들을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USTR의 또 다른 얼굴은 다자간 및 양자간 국제무역협상에서 미국의 수석대표로서 참여

하는 기능이다.

이것은 과거 사회주의 블럭과의 정치이념적 대립상황 하에서 통상정책을

안보정책의 의붓자식 정도로 다루었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미국의 통상이익 자체를 확보할
비정치적 성격의 통상문제 전담기구로서의 UST묘의

역할을 의미한다. 즉，

미국의 통상이

익이 안보적 · 정치적 목적때문에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정치적 부서인 USTR을 국
제무역협상의 선두에 내세워 통상문제는 오로지 통상차원에서만 다루겠다는 것이다.
대내적 정책조정자와 대외적 협상대표자로서의 UST묘의 기능은 사실 서로 독립된 것이

아냐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외국정부와의 협상에 임하기 위해서는 먼

저 미국정부의 입장이 정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국내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조율

하고 정리하여 하나의 일관된 통상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UST묘의 기능변천을 살펴보면 통상정책 결정 · 집행에 있어서의 내부적 조정이라
는 면에서

이

점차 국제무대에서 미국을 대표하여

변화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히 국제협상에서 미국의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역상대국들의

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무역협상을 주도하는 측면으로 그 강조점

이익을 대변하는 정도가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최전방 공격수로서의

앞에서도 보았듯이 오늘날 미국 통상정책의

기능이

두

“전가의 보도”라고

불리우는， 해외 시장개방압력용 무기인 301 조의 시행과 관련된 제반권한이 UST묘에게 전

적으로 부여되어 있다는 것은 그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대외통상환경 및 통상정책레점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2)

미국의 대외통상환경 및 통상정책레집의 변화

80년대에 들어와 미국의 대외통상환경은 두가지 면에서 크게 변화하였다. 첫번째는 동구
권의 몰락 및 소련의 해체로 인한 냉전체제의 붕괴이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대립이
사라지자 자연히 과거의 안보동맹관계는 느슨해지게 되었으며， 과거와는 달리 경제적 이해
관계를 둘러싼 국가들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냉전 (C。뼈￦ar) 대신

통상전쟁(맘ade ￦'ar) 혹은 경제적 춘추전국시대라는 표현이 낯설지 않게 되었다.
미국 통상환경의 두번째 변화는 미국의 대외무역적자가 엄청난 규모로 급증하였다는 점
이다. 아래의 그럼 4는 미국 무역수지의 변화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미국의 무역수지는 1980 년대 레이건 행정부 하에서 급속도로 악화

되었다. 무역적자의 이같이 기록적인 증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의 경제력이 점차 쇠퇴
해가고 있다는 정조로 받아들여졌다. 그 결과 80 년대 중반에 들어와서는 무역문제가 미국
내적으로 극도로 민감한 정치적 사안으로 부각되게 되었다 20)

대외무역수지가 이처럼 급속히 악화되면서 자연히 업계와 의회에서는 미 행정부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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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너무나 안이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행정부에

대한

비판의 요지는 행정부가 세계자유무역체제의 확립이라는 이상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으
며 안보 등 고위정치적 샤안에 밀려 미국의 통상이익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었다 2 1) 의회와 업계의 견해에 의하면 다른 나라들은 모두 자국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주저없야 보호주의적 정책의 채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마국만 자유무역의 가수
로서

고상한 척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행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냐는

무역적자문제에 대해셔 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대처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미 행정부의 통상정책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과 불만의 팽배는 결국 미국의 통상정

책레짐 자체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2 차대전 이후 지속되었던 미국 통상정책레짐은

@ 행

20) Ki m , Political Economy of Domestic- Trαde Policy Liηkage ， p. 238.
2 1) 의희는 미 행정부가 통상정책을 마치 안보정책의 “의붓자식" (stepchild)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고 비난하였다. U.S. Congress , Telecommunications Trade, Hearing before the Subcommittee
on lnternαtional Trade of the Committee on Finance , U.S. Senate , S. Hrg. 98-1056 , June 26 ,
1984, p.3
‘

94

美

國

學

정부가 통상정책결정을 주도하였다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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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주의를 정책결정의 절대적인 기본

@

원리로 삼았다는 것이 특성이었다 22) 이 체제는 헌법상 궁극적인 통상정책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와 이를 위임받은 행정부간의 절묘한 역할분담에 기초하여

운영되었다 23) 그러

나 이 체제는 엄청난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붕괴되고 말았다.
하에서

자유무역을 신봉하며

동시에

즉， 기록적 무역적자로 인한 위기상황

미국의 국제정치적

입장도 고려하는 행정부에게

더

이상 통상문제를 맡겨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의회는 행정부의 반대를 뒤엎
고 통과시킨 1988 년도 종합무역법에 의해 301 조 시행과 관련된 대통령의 재량권을 볼수
한 반면， 권한을 강화시켜 놓은 USTR에 대해서는 의희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통상정책
에 관한 한 의회가 주인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통상문제에

있어서 의회의 통제와 발언권이

이념적 기반도 변화하게 되었다.
유무역주의였다면.

80 년대

강화되는 한편 미국 통상정책의

2 차대전 이후 전통적인 미국 통상정책의 기본이념이 자

이후에는

공세적

상호주의 ’ (Aggressive Reciprocity) 가 미국

통상정책의 기본원리로 자리잡게 되었다 24) 즉， 자유무역 확대를 명분으로 상호적인 시장
개방을 요구하되 미국의 요구에 불응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수입제한 등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시장은
활짝 열려져
일반적인

있음에 반해 다른 나라들의 시장은 상당히 폐쇄적이라는 생각이 미국사회의

인식이기

하고 미국이

때문이다 25) 미국기업들의

뛰어난 국제경쟁력에도 불구

무역적자로 고전하는 것은 이처럼 시장접근기회자체가 구조적으로 미국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불공정한 무역장벽만 철폐된다면，

마련된다면，

미국기업들의

미국사회의 지배적인 대중정서이다.

쉽게

말해서

따라서 외국의

“평평한 운동장" (Level Playing Field) 만

미국의 무역적자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믿고 있다. 오늘날 미국통상정책의

최

대관섬이 해외시장의 개방에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대중정서-그 객관적 타당성 여부에
상관없이 때문인 것이다 26l

22)

김정수미국 무역정책체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이에 관한 논의는 Andrea Fürst , “ The ‘ Interaction Mechanism' between Congress and the
President in Making U.S. Foreign ’l'rade Policy," in Carl-Ludwig Holtfrerich (ed.) , Economic
and Strategic Issues in U. S. Foreign Policy ,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9 참조
24) 김정수미국 무역정책체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J: William R. Cline , Reciprocity: A New
Approach to World Trade Policy? Washington ,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September 1982.
25) Jagdish Bhagwati, “Aggressive Unilateralism: An Overview," in Jagdish Bhagwati and Hugh
T. Patrick (eds.) , Aggressive Unilateralism,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1990, p. 27.
26) 김정수수퍼 301 조를 통해 본 미국 통상정책의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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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80 년대 이후 USTR의 두가지 얼굴- 즉， 정책조정자로서의 기능과 협상대표자로서의 기

능-중에서 특히 후자가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위에서 본 미국의 대외통상환경

및 통상정책레짐의 변화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가 자유

무역주의에서 공세적 상호주의로 변화하였다는 것은 이제 미국의 주관심이 미국시장 내에
서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의 불공정 무역관행의 제거에 있음을 의미한다. 즉， 미국정
부가 통상정책 운용에 있어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은 교역상대국들의 시장을 개방시키

고 불공정한 무역장벽을 철폐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일인 것이다. 이에 따라 80 년대 이후
미국은 매우 공격적인 스타일의 통상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바， 국제무역협상전선에 내보
내진 최전방 공격수가 바로 UST묘인 것이다. 즉， 미국 통상정책의 성격이 공격적으로 변

함에 따라 미국의 협상대표자인 UST묘이 선봉장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미국의 교역상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USTR의 이미지는 자국시장의 빗장을 부수려고 달려

드는 “싸움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나운 공격수로서의 USTR의 역할은 특히 냉전의 붕괴 이후 신국제질서의 구축과 관련
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미국， 일본， 유럽 등 열강들은 21 세기의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경쟁은 과거와 같이 무
력을 사용한 전쟁이
무역전쟁이라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 증강을 위한 경제전쟁， 서로 많은 상품을 팔기 위한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USTR은 미국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해외시장이라는 밭에서 거친 잡초와 자갈을 골라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즉，
UST묘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교역상대국들의 시장을 개방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국 미국기업들의 해외시장 공략을 최대한으로 돕기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것이다. 따라
서 용맹한 무역전사 UST묘의 분투는 21 세기 새로운 국제질서에서도 패권국가로서의 지위
를 계속 유지하려는， 다시 말해서 “守城을 위한 l調爭”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왜 하필이변 UST묘이 국제무역협상의 최전선에 선봉장으로 투입되었는가? 그 이

유는 80년대 이후 통상정책을 둘러싼 세력균형이 행정부에서 의회로 기울어졌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80 년대 미국 무역적자의 누적에도 불구하고 행

정부가 별반 신통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자 성난 의회가 다시 통상문제에 대해 적극적
으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국제무역이 엄청나게 복잡한 현실

에서는 의회가 과거와 같이 직접 통상정책결정 및 무역협상에 나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
능한 일이다. 결국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미렵지 못한 행정부에게 통상문제를
맡겨두기는 하되 다만 행정부가 의회의 뜻을 충실히 따르도록 통제를 강화하는 길 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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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회가 행정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편으로 선택한 것은 행정부 내에서 그래도 의

회가 “쓸만하다”고 믿을 수 있는 기관애게 통상정책에 관한 권한을 몰아주고 의회는 그
기관의 고삐를 단단히 쥐어잡는 방법이었다. 이때 선택된 기관이 바로 USTR이었다. 그리

고 미국의 무역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회는 301 조를 더욱 강화하였고，

그 최종권한을 대통령에게서 UST묘로 넘겨주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USTR이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UST묘의 탄생배경에서 찾아볼 수 있
다.

USTR의 전신인 STR은， 쉽게 말해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통상문제를 제대로 다루는

지 감시하기 위해 의회가 EOP 에 앉혀놓은 일종의
대통령들은 대체로 USTR의

왔던 것이었다. 물론

“요원”이었던 것이다.

역할을 감소시키려 한 반면，

이때문에 역대

의회는 USTR을 보호하고 키워

USTR 대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측근이가는 하지만 의회로서는 그

래도 UST묘이 행정부 내에서 가장 믿을만한 기관이었다. 또한 내각보다는 대통령 주위에
서 오로지 통상문제만을 생각하는 기관， 그러면서도 그 대표는 각료급 지위를 가지고 있
는 UST묘이야말로 최상의 후보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VI.
본 논문에서는 USTR의

맺는 말

연혁과 그 조직 및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미국의 대외무역

환경 및 통상정책돼점의 변화에 따른 UST묘의 주기능 변화에 대해 고찰하였다. UST묘의
주거능을 두가지로 구분하면 대내적으로는 정책조정자의

역할과 대외적으로는 협상대표자

로서의 역할로 대별해볼 수 있다. 80 년대 이후 UST묘의 두가지 주기능 중 전자에서 후자
로 강조점이 옮겨가고 있으며，

특히 교역상대국에게 시장개방압력을 가하는 무역전사로서

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다. 본 논문의 주장은 그 이유를
역적자 급증이라는 미국 무역환경의 변화와
상정책의

기본이념으로서

공세적

@ 냉전의 종식 및 무

@ 통상문제에서의 의회의 주도권 회복 및 통

상호주의의

확럽이라는 미국 통상정책레짐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무역전사로서의 USTR의 분투는 냉전체제 이후의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잡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미국기업들의 우수한 경쟁력을 십분 밸휘
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을 개방시킴으로써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USTR을 국제통상협상의 선봉장으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UST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종의 딜레마 상황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USTR은 대통령과 의회，

양자에 대해 동시에 책임을 지는 기관이다. 다시 말해서 통

상문제에 관한 한 대통령의 오른팔 노릇을 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의 명령과 통제

뿐만 아니라 행정부가 늘 주창하는 자유무역체제 확대라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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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 명분과 함께 국내적으로 의회 및 업계의 보호주의정책 요구를 통시에 만족시켜야 한
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교역상대국들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공셰적

상호주의는 USTR의 입장에서 볼 때 양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절묘한 탈출구가 아닐 수

없다. 어찌 보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것 같은 양자 간의 최대공약분을 확보하면서도 마
국의 이익 또한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묘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많은 미국
인들이 믿고 있듯이 해외시장의 개방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력이 과거의 영화를 되핫을 수
있을지는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USTR ol 처한 국내정

치적 상황과 굳어진 미국의 대중정서를 고려할 때 수퍼 30] 조로 무장하고 “적지에 뛰얘들
어 무차별 난사하는" UST묘의 모습을 우리는 당분간 계 속 지 켜 보게 될 것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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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조의 일반적 운용절차

(302 조)

(同時)
(303 조)
(302 조)

USTR의 판정

시

I
기

(304조)-

@

해당국과의 분쟁해결절차가 완료된 후 30 일， 또는
조사개시 후 18 개월이 되는 날 중 이른 날까지

@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경우는 조사개시 후 6 개월 이내
내

용:(j) 무역협정에 따른 미국의 권리가 거부되고 있는지 여부

(301 조)@ 해당국의 법， 정책， 관행이 부당， 불합리， 차별적인지 여부

@ 위의 @ 또는 @항에 대해 긍정판정을 내리는 경우，
취해야 할 보복조치의 내용

보복조치 시 행

I

(305 조)

。 USTR의 판정 후 30 일 이내 (최장 180 일까지 연기가능)

*자료출처

김남두미국의 무역장벽~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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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률러 301 조와 수퍼 301 조억 절차비교

수퍼 301 조(행정명령. USTR 작성

(301 조)

。상웬재무위， 하원세입위
제출

.USTR

(부처간 협의기구와 협의)

조사개시 이후는 301 조

조사를따름

8

무역협정(보조금， 상계관세 제외)은 조사개시후 18 개월이내

o

기타는 조사개시후 12 개월이내

보복조치 시행

@

보복결정후 30 일이내

(1 80 일이내로 연기 가능)

*자료출처

‘

상공자원부 통상협력국 통상협력과，

“수퍼 301 조 부활 행정명령

1994

부록

Section

3.

비국의 주요 통상정책수단 및 담당행정부서

Basis for action

Administering authority

Remedy

201

Tr adeAct
of1974

Escape clause

Increased imports which are a
substantial cause of serious
injury (product-specific from
aH sources)

US International Tr ade Commission
(ITC) (recommendation);
President (final action);
US Congress (disapproval of
Presidential action if different than
rrc recommendation).

Tariff increases , tariff-rate
quotas , quantitative import
restrictions , orderly marketing
agreements , expedited
a(챔 ustment assistance.

406

Tr adeAct
of 197얘

Market
disruption

Increased im함orts from a
Communist country which are
a signi잠cant cause of material
injurγ (both produd-specific
and country-specific).

ITC (Recommen뼈ation);
President (Final action);
US Congress (disapproval of
Presidential action if different than
ITC recommendation).

Tariff increases , tariff-rate
quotas , quantitative import
restriction , orderly marketing
agreements , expedited
adjustment assistance.

303 ,
703
and
705

Tariff Act
of 1930

Countervail

Import sales benefiting from
foreign subsidies (both
product- and country-specific).

US Department of Comerce
(Commerce subsidy determination);
ITC (injury determination where
required by international obligations).

Countervailing duties equal to
the amount of net subsidies.

733
and
735

Tariff Act
of 1930

Dumping

Import sales at less than fair
value resulting in material
injury (both product- and
company-specific)

Commerce (dumping determination);
ITC (injury determination).

Anti-dumping duties equal to

377

Tariff Act
of1930

Unfair import
practices

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injuring a US industry 0 1'
restraining 0 1' monopolizing
US trade and commerceusuaHy a patent ir얘'rÎngement
(product-specific).

ITC (order);
President (veto authority).

4

Common name

6 쩨써
뻐&
꾸μ
U&호소요 디 m나며요 파
월 써U
디}매뼈얘 ug

Statute

margin of dumping.

Exclusion from entry into US ,
a cease-and-desist order.

0 1'

a

{

부록

Section
22

332

Statute

Commonname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3,
as amended

’I'rade Act

of 1930

General factfinding Ínvestigations

Basis for action

3.

--N

계속

Administering authority
US Deparlment of Agriculture
(recommendation)j
ITC (recommendation);
President (final action).

Investigate US foreign trade
and its effect on industries
and labour or provide
assistance to the US Congress
and the President o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upon request.

President, House Ways and 뼈eans
Committee, Senate Finance
Committee , either branch of the US
Congress or the Commission.

Imporl fees of up to 50 per cent
ad valorem or quantitative
restriction reducing allowable
imporls of the article to a level
not less than 50 per cent of the
quantity imported during a
representative period.
){lIl:
않핑

에흉

밟 +1π
鐵

Imporls of an arlicle are
materially ínterfering or likely
to interfere with a programme
of the US Deparlment of
Agriculture.

Remedy

301

Tr adeAct

Violation of US rights under a
trade agreement, or any
foreign act, policy or practice
which is unjustifiable ,
unreasonable , or
discriminatory and burdens or
restricts US commerce.

USTR (recommendation);
President (final action).

“All appropriate and feasible
action" including retaliation in
the form of suspension or
withdrawal of trade agreement
benefits , imposition of tariffs ,
fees or other imporl
restrictions.

232

Trade
Expansion
Act of1962

Imporls which threaten the
national security (productspecific from all sources).

Commerce (recommendation);
President (final action).

Such action as the President
deems necessary to safeguard
the national security.

@∞

(]

A
)

부록

Section

Commonname

’I'radeAct

τ'rade

of 1974

adjustment

Basis for action
Increases in imports that have
contributed importantly both
to (a) the total or partial
separation of a significant
number or proportion of
workers from their firm and to
(b) a decrease in production or
sales of the firm.

계속

Administering authority
US Department of Labor
(investigation , determination , and
provision ofbenefits).

Remedy
As sistance in the form of trade
a예 ustment allowances ,
training, and other
employment services , andjob
search allowances.

n 써
월 뻐M@μ요
꾸}
Mm
&}
디}매때@ν&
〉
」디 m니벼E 파
W

2

Statute

3.

닝

}
()

<Abstract>

USTRinA뾰lerlCan 옆￥ade
훌얘rom 밤olicy Coordin없or

to

Policy:

Intern밟ional 뿔ade W:융뾰lOr
Jung-Soo Ki m

This paper examines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I￥ade 묘epresentative

in the

American policymaking process. Born in 1963 by the strong demand of Congress , the
UST묘，

then called the Special

’X￥ade

Representative ,

w융 s

originally meant to be the

“ executive broker" between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ive branches , between domestic

interests and foreign
function of the

UST묘

govermαwnts ，

and among the relate생 government agencies. The main

is twofold: to coordinate the trade policymaking and implementation

process and to represent the US in the international trade negotiations.

묘ecent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and in the Am erican trade policy regime have led
to the shift of the focus of the USTR’s main function: from a domestic policy coordinator to
a brave trade
the

￦arrior.

UST짧 。ver

This change is especially manifested by the increased authority of

the section 301 procedures , as amended by the Omnibus Tr 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It was a result of the Congress' effort to regain its control
over the Executive in foreign trade matters.

묘 aving

to serve two masters , i.e.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 , the USTR must find a way to balance the Executive
imperative of free trade on one hand and the Congressional demand for protectionism on
the other hand. And that means the USTR will keep pressing other countries for
reciprocal ‘fair trade’, which aims at free trade through protectionist measures. It is
expecte뼈

that the USTR will have to keep fighting in the international trade frontiers for

more and more open , liberalized foreign markets so that Am erican companies can play
freely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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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두(대외경제정책연구원)

美國通商政策에 대한 우리 국내의 昭究는 그동안 주로 經濟的 觀點에서 접근되어

왔으

나， 오늘 세미나에서는 通商政策決定機關間의 政治力學關係를 분석함으로써 아 문채를 보
는 우리의 視角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허 척교수의 論文은 때통령
의 역할과 리더쉽이라는 분석하기 어려운 主題에 대하여， 核心的으로 또 正確하게 정리함

으로써 오늘 세마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훌륭한 學習機會를 주었다.
이 論文에 담긴 제반 분석내용과 평가에 덧붙여 討論者로서， 通商政策의 방향설정과 관

련된 당시의 經濟社會的 여건을 중심으로 몇기-지 점을 언급해 보고자 한다.

첫째， 레이건대통령 집권가간 충 발생한 많은 %色操置(일본과의 자동차 수출자율규제，
주요 對美鐵鋼輸出國과의 철강 맘묘& 등)약 1988 년 *宗合質易法을 。I 유로 헤이건을 매우
보호주의적 성향의 통상정책을 추진한 대통령으로 評價하는 것은， 그것아
의 인용이라 하더라도，

공평하다 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인 평가

당시 업체와 노조로부터의 반텀핑 채소，

세이프가드 발동 요청， 상계조치 제소 등 점증하는 보호주의 압력에 당면하얘， 또 民主黨

주도의 議會가 추진한 강경한 보호주의적인 當初 結合賢易法案에 대하여， 오히려 아를 완

화하거나 제 3 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 얘통령의 노랙을 인정해야 할 듯하다. 물론 해이건
行政府의 거시경제정책 특히 재정수지적차를 유발한 소득세 감면과 군벼증강 및 달러화의
高評價를 가져 온 金廳政策이 결국 막대한 寶易收支j한字를 초래함으로써
주의

압력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결과적 으로 보호

당시의 보호주의적 통상입법과 각종 회색조치에 대한

원인 제공자로서 레이건 행정부외 간컵적인 책임을 논한다면，

그것은 옐개의 문채로 법을

것。]다.

둘째， 1934년 상호무역협정법을 전후하얘 마의회가 헌볍이 부여한 통상정책권한을 행정

부에 위임한 것은 保護主義 慶力으로부터 상처받기 쉬운 議會를 保護하기 위한 것으로，
또 1970-80 년대 들어 통상정책결정과정에 의회가 더 깊이 개입한 것은 통상정책결정에

관한 主導的 回復을 위한 의회의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의회의
의도와 행태를 초래한 당시의

경제사회적

상황야

보다 근본적인 배경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계적 대공황을 경험한 1930 년대 들어서면 國際協商을 통한 주요국 관세율
의 상호인하가 강력히 요청되었으벼 전문적인 대외협상을 의회자신은 수행할 수 없는 상

황 속에서， 미국의회의 그러한 선택은 거의 불가피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1970 1년대
이후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의 심화와 섬유，

철강， 신발， 가전제품 등 주요 제조업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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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미국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미국내 실업증대와 무역수지 악화문제가 일반국민의 주

요 관심사로 등장하였던 그런 여건속에서， 보다 빈번히 선거를 치루어야 하는 의원들로서
는 통상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셋째， 1970 년대 초반 이후 미국이 통상정책을 통하여 종전과는 달리 自國의 經濟利益을
앞세우고 특히 무역수지 악화의 原因을 外國의 不公正質易行薦에서 찾으려는 경향을 나타
낸 것도 당시 경제여건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전후 미국이 세계경제를 압도

하였던 시절에는 國內 經濟政策目標間의 상충과 國內 利害集團間의 對立을 국내경제의 活
力으로 대내적으로 흡수 무마하면서 통상정책은 오히려 공산주의의 팽창억제와 같은 안보

외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활용되었지만， 1970년대 이후에는 어려워지는 國內經濟問題의 해

소를 위해서 통상정책수단에도 기대게 된 데에 그 근본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美國 通商政策은 전반적으로 1960 년대 이전에 비해서 중요한 經濟政策 분야로 등장
했으며， 행정부는 通商政策手段들을 보다 빈번히 또 短期的 덤的으로 活用하고자 하는 성
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넷째， 어떤 사기의 미국 通商政策의 基調를 설명함에 있어서， 다자주의적 접근， 쌍무주
의적 접근， 혹은 일방주의적 접근 등이 상대적으로 강조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통상채

널들이 상호 배타적이고 션택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시하는 “實用主義的，

國家經濟利益을 중

結果指向的 通商政策 을 추구하는 미국 통상당국은 이들 채널을 상

호보완적으로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부분의 통상의제들을 다자간기구， 지역
협력체， 쌍무적 협상테이블 및 미 국내법에 따르는 일방적 시한 등을 다원적으로 활용하
고 있으며 또 각 채널에서의

협상진행 내용은 여타 채널에서의

통상정책 수행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주요 對外通商議題에 관한 1993 년 11 월과 12 월 클린턴 행정부의 전략은
이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즉 北美 3 國間의
비준(1 1 월

17 일) , 아태지역의

일) , 다자간 자유무역규범

경제협력

自由貴易地帶協定인 NAFTA에 대한 의회

강화를 위한 시애틀

강화를 위한 UR협상의

APEC

최종 타결(1 2월

정상회담 (11 월

20

15 일)에 관한 일정을

정하고， 이 세가지 의제가 서로 다른 의제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미 의회，

APEC

회원각국 및

UR

협상에 참여한 각국 등을 설득하고 압력을 가함으로써 이를 성공

적으로 추진하였다.
다음으로 USTR에

대하여

김정수 교수에게

한가지

묻는다면 , USTR의

탄생 연혁을 볼

때 議會는 USTR의 후견인처럼 보이지만 과연 대통령이 임명하는 각료인 USTR이 대통령

을 견제하는 기관으로 의회가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지? 1988 년 琮合쉴易法은 301 조나
수퍼 301 조의 운영과정에서 USTR의 권한을 강화하였지만，

이는 301 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당해 외국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일 뿐，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대신

USTRo]

대통령을 견제하도록 하려는 의회의 의도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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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주제발표자들이 보는 향후 美國 通商政策의 전망에 대하여 듣고 싶다. 강력한
紹爭解決節次와 通商政策檢討밟Ij度 (TP뾰聊) 등의 機能을 가지 는

WTO 체제하에서도 미국은

301 조와 같은 -方的 惜置들을 과거처럼 계속할 것인지? 또한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추진

체계에 대한 示浚點， 특히 @ 대통령중심제 국가인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대외협상 창
구의 -元化 혹은 彈化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독립적이고도 강력한 輸入救濟機關으로서
있는 바，

@

정책의

미국의 USITC는 準司法的 權限을 가진

일관성과 전문성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우리나라의 무역위원회도 그 機能을 강화하고 독립기관으로서 지위를 격상시켜

야 한다는 주장 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경산(연세대학교)

박찬욱 교수가 미국의 통상정책결정과정에서 미국의 의회의 역할에 대해 여러가지 측면

에서 그리고 특히 최근의 클린턴 행정부와 그전의 부시 , 레이건 행정부 시기를 예로 들면

서 발표를 해주었기 때문에 특별히 덧붙일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논문을
읽으면서 절차에 관한 규정들이 어떻게 대통령의 행위를 규제해왔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최근에 미국정책연구로는， 특히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와서 분할정당정부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그만람 그동안 미국의 정치에서 정당의 역할은 경시되어 왔다고 볼 수 있
다. 그런데 최근에， 특히 제 2차세계대전 이후의 선거에서 많은 경우 분할정당정부가 탄생

되었다. 미국의 정치에서 주요한 행위자들인 대통령과 상하원 세가지 기구는 모두 정책결
정과정얘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 삼자는 어느 정도의 거부권을 가지

고 있다.

의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는 경우에도 상하 양원이 공통으로 똑같은 문구의 법

률안을 통과시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분할정당정부에 관한 연구들이 유행

처럼 진행되어 왔으며‘ 또 이때까지 경시되고 있었던 정당소속이라는 것을，

비록 단순화

시키는 측면은 있지만 좀더 중요한 요소로서 연구할 필요성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 있어왔

다.
스튜어트와 와인 게스트라는 학자들이 미국의

변화들을 살피면서 내놓은 가설이

있다

건국초기부터 지금까지 주요한 정책적인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입법적인 변화가

있는 서기는 갑자기 새로운 단일정당정부가 등장했을 때라는 것이다. 즉 한번 한 정당이 ,

예를 들면 민주당이 세 개의 정책결정기구들을 장악하고 있었다면 그 가운데 하나나 둘을
공화당에게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기구를 통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애초 시작했던 정책적인 기조는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몇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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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언급한 것 가운데 하나가 통상무역， 더 구체적으로는 관세정책에 관한 것이었다.

1930 년대， 더 엄격하게 말해서

1960 년대까지 내려오는 패턴으로 공화당 정부가 세 개

의 주요 정책결정제도를 장악했을 때 관세율이 급등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한두
가지

부서가 민주당으로 넘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민주당이

되면 관세율이

완전히 뚝 떨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당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세 개

부서를 모두 장악하게

그러한 패턴들이 지속되어

평가를 해야하는 것이

왔고

아닌가 생각된

다. 그러한 패턴들은 스무트흘리법에서도 나타났다. 공화당이 삼부를 다 장악하고 있었을
때 그러한 상황이 나타난 것이다.
그후 34년에 있었던 RTA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아사다시피 민주당 대통령과 민
주당 상하원이

새로운 정책적인 큰 변화를 이루었는데 사실은 전통적인 민주당의

그대로 반영하는 정책이었다.

입장을

민주당은， 물론 때에 따라서 또 의원 개개인의 입장에 있어

서는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틀을 지지하는 경향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그려고 공화당에
벼해서 상때적으로 자유무역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중요하게

언급해야 할 것

은 엄청난 경제적인 공황기를 맞이하면서 스무트흘려법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났
고 이와 같은 사건을 정치적인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었다는 점이

다. 이런 입장에서 민주당은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원칙을 34 년의 법안에서 뎌
철저 하고 강력 하게 표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이 지속되어 오다가 53 년 공화당 정부가 들아서면서 단일정당정부
가 다시 등장하였다. 그렇지만 아이제하워 행정부 시기에 있었던 무역통상법안에 관한 조
치들은 결국 의회에서
있다.

그러니까

일년씩

스튜어트와

1953 ， 4년이고 그래서

아니면 삼년씩 기존의
와인

RTA를 연장시키는 조치들에 그치고

게스트가 제시했던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실은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그 시기부터 이때까지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분명하게

보호무역주악적이고 자유무역주의적인

있었던 단순한 패턴에서

벗어나 이제

다른 패턴이

나타나기

입장을 지니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기부터 다른 패턴은 결국은 대통령과 의회와의 제도적인 책임성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지기반인 전국민을 상대로 정책을 수행하는

수밖애 없고 대통령에게 부여되고 또 기대되는 역할 자체가 국가이익에 더
둘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많은 중점을

그래서 재선시기에 있어서도 대통령은 전반적인 경제적 상황에

관해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그에 반해서 의원들， 특히 하원의원들의 경우
에 있어서는 굉장히 특수화된 이익을 제공해야만 선거에서 재선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입
장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스무트흘리법과 대공황을 겪고 나면서

머국의 통상정책정치에

다 .T묘A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새로운 역할이 부여된 것이다.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

그리하여 대통령의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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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책임성과 의원들의 책임성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또한 정당간에 입장의 전환이 나타나
게 되었다는 점이다.
박교수도 지적했지만 60 년대 후반. 70 년대 초반부터 마국은 상당한 무역적자를 겪게 되

며 다국적기업들의 문제들이 크게 보도되기 시작하고 노조가 최초로 보호무역주의로 입장
을 바꾸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에 따라서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

보호무역주의적인 입장

을 더 쉽게 채택하는 커다란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노조의 입장 변화가 직접적으로 얼마
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상 60 년대 후반부터 그러한 요인들이 잠재해 있
다가 73 년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양당간의

전도된 모습들이

들어나가 시작했다는 것이

다.
카터 행정부의 경우 중요한 법안들은 찾아볼 수 없지만 79 년에 중요한 통상법안이 하다

통과되는데 거의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았다. 분병히 민주당 의원들이 70년대 초반을 고버
로 보호무역주의적인 입장으로 선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이었

다는 이유가 상당히 커다란 작용을 해서 거의 무리가 없이 자유무역주의적인 법안이 통과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다. 그 이후에 레이건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이 있었다. 대

통령은 공화당 출신이었음에 반해 의회는 민주당아 장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레이건은 대

통령이가 때문에 자유무역주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고， 게다가 공화당 출신의 대통
령이기 때문에 대더욱 겉으로는 자유무역주의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

다.

반면에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원으로서의 재인적인 이유에서도

보호무역주의적인 입장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고 또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
였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적인 색채가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얘 80 년대 초중반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통상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압박
을 받는 사기였다고 볼 수 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당간，

제도들간의

갈등이

중복되어

왔고 더구나 그동안 잠잠했던 의회가 전면에 부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클란턴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보호무역주의적인 입장
을 취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

무

리한 답변이었다고 생각되었지만 돌이켜보면 맞아떨어진 것 같다. 적어도 N뾰돼의 경우
에

있어서는 별문제없이 통과가 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N뾰‘’X‘&법안에 대해서

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였다.
의원들은 선거과정에서부터 댄뼈1돼 지지 입장을 표명해왔다.
당 의원들이

NA용φ'A법안들을 지지하지

전반

반면 공화당

이 경우 비록 다수의 민주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당수의

의원들이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이라는 입장을 바꾸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역사적인 패턴을 보지

않고서

앞으로의

는 생각에서 나름대로 연구했던 것들을 말씀드렸다

문제에 대해서 예견하기 힘들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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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덧붙인다면 역사적 경험의 문제이다. 80년대 초중반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국 보

호무역주의적인 법안들은 통과되지 않고 기조 자체는 자유무역주의적인 기조가 계속 유지
되었다. 그 이유로 공황을 거치면서 그리고 스무트흘리법을 경험한 미국인들과 미국의 엘

리트들이 보호무역주의적인 법안들이 미국의 국익에 위배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이러한 경험들이 정책상의 전환으로 연결

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53 년. 54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공화당이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법안을 일년씩밖에 연장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보호무

역주의적인 법안들을 공화당 의원들이 일년씩밖에 허용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공화당 내
에서도 저항이 심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제 2차세계대전이후에 미

국이 감당해야 했던 역할과 앞서 말한 역사적인 경험에 대해 쉽게 적응을 했지만， 의원들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보호무역주의적인

입장에서

자유무역주외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입장 변화는 선거과정에서도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데올로기라는 것 자체가 역사적 경험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

지만 그러한 것들이 의원 개개인의 투표행태를 비롯한 여러 행태에 변화를 가져오기까지

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마찬가지로 커다란 경제적인 위기가 있
지 않다면， 그리고 미국의 경제상황이 호전된다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미국의 보호무역
주의적인 경향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달곤(서울대학교)

김정수교수의 논문은 미국통상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개
별기관을 분석한 논문으로 UST묘의 기능변화를 내부정책조정자에서 무역전사로 집약하고
있다.

미국 통상정책결정체제를 기구와 조직별로 설명하고 특히 UST묘의

연혁과 개편과

정， 조직과 기능을 소개하고 최근의 기능변화를 지적하고 있다.
본 논문의 기본적인 사실소개는 간략하게 잘 간추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나 몇 가지

점

에서 이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미국정부의 정치 · 행정적인 특정을 과도하게 단순화하려는 유혹에 빠져있는 느낌
이 드는데 USTR의 정치 · 행정과정은 대단히 복잡하고 분산된 기관간에 정교한 조정이 이

루어지는 대단히 복잡한 정책체제이다. 따라서 USTR이 있음으로 해서 통상정책의 조정이
이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또 대외협상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USTR

책과정을 왜곡전달할 가능성아

한 기관을 중심으로 서술되면 미국의 복잡하고 분권화된 정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정책결정

및 집행기

관은 조직적인 외양으로 보면 대단히 분산되어 있고 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이해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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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실질적인 기능면에서 관찰하면 생각보다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정책개발의
방식이 단순하며 협상전략의 형성과 대외협상에 관련된 권한이 대단히 집중적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국의 정부운영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USTR의 외양
과 업무만을 참조하여 한국에서도 이러한 대응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대칭

적일 수 없는 두 정부를 통일선상에서 다루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고자 한
다.
둘째 USTR이 의회와 대통령 사이에서 서로 다른 요구와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켜 나가

는가 하는 문제와 미국의 통상정책의 기조변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적절한 역할을 찾아나

가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감하나 일부에 대해서는 약간 다
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의회는 지역의 산업체로부터 개별적인 보호주의적 정

책을 택하라는 압력하에 있게 되고 대통령은 미국전체의 경제여건과 통상정책을 연계하면
서 대외정책적인 고려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일 것이다. 다만

USTRol

이러한 두 가지

상충될 수도 있는 정책노선 위에서 균형을 시도한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실효성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USTR의 대표는 대
통령이 임명하는 행정직이며 이 기관은 대통령직속의 정책기관이라는 점에 있다. UST묘의
대표의 개인적인 충성과 기관으로서의 충성은 일차적으로 대통령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만 의회는 보호주의적 영향력을 다른 부처나 장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용이하

게 투사할 수 있는 점이 있음은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슈퍼 301 조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보복조치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USTR이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때
에도 대통령이 보복조치의 시행에 있어 별도의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다. 물론 거
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일부 축소조정된 규정이
영상 이려한 문제가 본질적으로 의회와 대통령의

있으나 실제 운

영향력에 대한 균형상태를 바꾸어 놓았

는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세번째， 한 정부기관의 성격과 기능은 행정부가 바뀌고 대통령의 리더쉽 성격이 달라지
면서 관련기관의

역할과 임무가 실질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데 이러한 분석이 미진하다.

아울러 기관 구성원의 자질과 지향，
의 기능수행에

조직내부 기관의 상호적용 등과 같은 변수들도 기관

있아서 변화를 주게 된다. 특히 대통령이 누구이며 그 당시의 경제 및 통

상현안 그리고 백악관의 조직구조 등에 대한 상이한 주장이 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영향을
미치고 았다. 조직 구성원들이 법적인 정향이 강하고 미국의 경제적 위치에 대한 우려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도 의회와의 관계 및 공세적 상호주의와 같은 라인을 용이하게 수용

할 수 있었던 기초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백악관의 조직들 중에서 장관직의 위상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 직속의 집
행부서가 있다는 점이 US’TR의 특징이다. 특히 각료기관의 조직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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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실에 이러한 협상을 집행하고 판단을 내리는 기능을 가진 관료조직이 있다는 점이 한
국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의)와 같은 조직과 비교하여

있다.

볼 때

이것은 미국대통령실에서도 뼈SC( 국가안전보장회

특이한 점이다.

본질적으로 통상문제는 개별산업이익

의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안보와 같이 국가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업무와는

성질상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선조직으로서 부처의 형태를 가지지 않는 것
은 의회의 관여를 어느정도 할 수 있게 하는 측면과 더불어 이 업무가 개별부처에서 전적

으로 다루어지기 어려운 점도 동시에 고려되었을 것이다.
미국나름의 창의적인 개발품이라고 본다.

치가 무산된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아것은

이러한 성격 대문에

1982-83 년도에 DITI의 설

이때는 의회의 반발도 있었고 농무성 및 노동성과 관련된 부처나 이

익집단으로부터의 비판도 제기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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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부 발표자 응답〉

김정수

이달곤 교수의 지적사항은 실제로 이 글을 쓰면서도 지적을 받겠다고 예상한 것이었다. 하
지만 굳이 변명을 하자면 모든 것을 짧은 글에 다 담을 수는 없고 어차피 하나의 시각애 따

라 글을 써야한다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춧점을 맞추고 나머지 분야는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내가 보기에는 조정문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
나라 내부문제라고 생각하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자변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간에 조정됨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에게 강압적으로 들이미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

서 그쪽을 주로 언급한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로열티를 말했는데 대통령과 의회가 지금은 입장이 같지만 만약 다

른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1988년에 종합무역법으로 인해 미국의 무역정책의 기본적인
방향 자체는 이런 식으로 선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그래서 미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고
의회를 주도하건 간에 앞으로 301 조를 무기르 하여 계속 밀어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301

조가 앞으로 살아남을 것이며 또한 미국이 강압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판단근거는

(여기에 행정학，

법학， 경제학 전공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나의 전공은 국제정치학이

다. ) 당위성 또는 희망사항과 현실과는 분명히 구별해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가 때문이
다. 불론 법적 논리만 따지자면 아머f 301 조는 ￦TO리든가 가트에 위배되며 그러므로 매국

이 ￦TO어1 가입하게 되면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랴
가 미국과 양자간 관계가 아닌 다자간 관계로 나가는 것아 우리의 바람직한 대응방식이라고
생각하며 개인적으로도 미국이 301 조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개인
적인 소망일 뿐이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법논리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 법논려 뒤

에 있는 더 근본적인 것은 힘의 논려라고 생각한다. 우랴의 당위와 미국의 당위가 다를 때，
우리의 법해석과 미국의 법해석， 우라의 법논리와 미국의 법논리가 다를 때 어느 쪽이 승리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힘의 논리라고 생각한다. 아까 농업문제가 나왔지만 종자개
량을 하는 것이 오랜 시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라고 농업을 구조적
으로 개편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살아남을 농민들은 거의 없다. 또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농업시장 개방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결국 지금의 상황을 최대한 기회로 역이용해서 대

처해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최병선 교수가 지적했듯이 우리는 피해의식을 버리고 이
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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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

질의가 발표를 보강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굳이 대답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 하나 말
씀드련다면 미국의회의 역할이 문제가 될 때 항상 느끼는 것이 이 제도에는 모순되는 점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회는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하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른 제도 나름의 집단적인 의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모습은 상당한 정도로 장기적인

이익도 고려하고 또한 좋은 국가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표출되는 의회이다. 그럴 경우
의회가 행정부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의회는 이를 통하여 행정부를 공격함으로써 행
정부의 대외교섭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국면에 가

보면 상원의원 백명에다 하원의원 4백 35명이 전부 자기의 선거정치 이익때문에특히 하원
의 경우 심한데 선거주기가 상당히 빠르다-그리고 지역구라는 것이 동질적이기 때문에 의회
는 지역구내의 노조나 농업이익들과 같은 사회이익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의회는
매우 개별화되거나 정당간 갈등이 발생하여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회는 이

런 모순적인 두 가지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회가 어떤 조건에서는 이
런 모습으로 나다나고 어떤 조건에서는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를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
까 이 통상분야의 경우 대통령에게 상당한 리더쉽이 있고 또 사실상 사회적으로 첨예한 갈등
이 없을 때는 의회는 전자의 입장을 취하게 되며 그렇지 않고 구조적으로

7,

80년대처럼 세

계경제에서 미국의 헤게모니가 약화되고 노동과 자본의 대결뿐 아니라 같은 산업아익내에서

도 부문별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면 결국 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는 그러한 상황에 부응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면을 같이 파악하는 것이 특히 이 분야에서의 의회의 역
할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최병선

김정수 교수는 개인적인 소망보다는 국제적 현실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미국이 계속
조를 무기로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했는데 나는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301
오히

려 나는 미국이 슈퍼 301 조를 사용하기를 소망하지만 국제적 현실이 그것을 어렵게 하고 있

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통상정책은 경제학자들이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오늘은 그런 접에서
예외적인 자리인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김남두교수는 경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제 논문에
대해 굉장히 현실적인 지적을 했다. 우선 첫번째로 통상정책의 기조가 변화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상대적인 것이지 기조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는가， 사실 리저널리즘
(re멍.on머ism) , 바이 래 터 럴 리 즘 (bilater봐ism) , 유니 래 터 럴 리 즘( unilateralism) 이 라고 하는 게

항상 동시에 같이 작용하는 것이 현실 아닌가 하는 반론을 폈다

사실 협상에 있어서는 그렇

다. 예컨대 다자간 협상이라고 하지만 170 개 나라가 한자리에 앉이·서 같이 협상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요 교역대상국들끼리 부분부분 협상을 해나가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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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다국간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옳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방식을 취해가느냐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지역주의를
추구해나가는 경우 무역전환효과때문에 세계경제 후생에 마이너스 요인이 오는 것은 분명하

다. 예를 들면 쌍무협상방식을 통해 나가는 것은 경제적 기대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정부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경제학자가 극렬
반발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정치논리가 지배하는 것이다

또 관리무역의 경우 시-실은 경제논리를 완전히 뒤엎고

예를 들면 양국간의 무역수지균형을 얘기하지만 양국간의 무역

수지균형을 전부 맞춘다고 하는 것은 경제논리에 반하는 것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무역적자
를 보고 다른 나라에서는 무역흑자를 보는 것은 바로 무역이 지금 자유무역의 원리에 따라서
매우 잘 아루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양국간의 교역이 균

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경계해야 될 그런 요소
들인데 이런 중요한 차이를 간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레이건이 가장 보호무역주의적인 대통령이었다는 주장은 나의 주장이 아니고 미
국의 학자들， 평론가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소개한 것이다. 나도 레이건이 말로는 자유

무역주의를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보호무역주의자였다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 내가
전달하고자 했던 바는 미국의 대통령의 지극히 실용주의적인 노선 혹은 정치적 편의에 쫓아가

는 현상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레이건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한 것이다.
다음으로 1934년 RTA를 통해서 행정부에 통상정책 결정권한의 상당부분을 위임하거나

7,

80년대 보호주의가 대두된 것은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 답
변하겠다. 경제학계에서는 인과를 그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정치학과 행정학분야에서
는 그렇게 볼 수 없다. 정치학과 행정학분야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문제는 1934년에 왜 국회
가 바로 대통령에게 그 권한을 넘겨줬는가， 그리고 UST묘을 그 당시가 아니라 60 1년대에 와

서야 설립하였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황의 결과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려고 전망에 대해 말했는데 ￦’X‘g 체제가 지금으로서는 약간의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것이 작동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상당부분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박경산 교수와 박찬욱 교수가 정당분야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많이 배웠다. 그러
나 역시 의회와 대통령간의 관계， 그리고 의회와 정당간의 관계는 통상정책 하나만 놓고 판
단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까 이교수가 몇가지를 보여주었지만 이슈 링커쥐

(issue linkage) 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같이 봐야만 당의 당파가 작용하는 것
여부를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것이며， 통상정책에 관한 투표의 결과 하나만 놓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