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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은 여러가지

성격이나 그 나라의

기본적으로 규정하며，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구조적 관점에서

구조상 위치약 같은 변수들이

무역정책확

국가중심적 시각에서는 무역정책이란 국가가 외교적，

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됨다

보

조듣~..Q..

e e

혹은 상업상

또 사회 내부의 동적 과정을 중샤하

는 이론들은 무역정책 자체를 사회내부의 특정 세력 혹은 집단들의 이익야 관철환 것으로
파악한다

이같이

다양한 시각에

따라 분석수준과 분석단위

역시

세계무역구조에서부터

국가， 관료조직， 사회세력， 이익집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미국의 무역정책을 설명하는 이론들도 이와 같이 다양한 시각에 바탕하고 있다. 전통적
으로 미국의 무역정책은 사회내의 이익집단들로부터의 요구와 맙력에 크게 영향받는 것으
로 취급되어

왔다.

들의 즉각적

경제적

우될 수 밖에

비교론적으로 볼 때

‘내적으로 취약한’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무역정책에

미국의 국가가 특히 사화집단
있어

이익집단들의 영향에 좌

없다는 시각이다1) 반면 이차대전 이후의 자유주의 정책을 설명하가

전후의 세계경제구조와 미국의 지위를 강조하는 이론이 주목받기도 하였다. 이
론’

위해

‘패권하 안정

(hegemonic stability theo쩔r) 은 전후 GATT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세계무역질서가 수

립，

1)

유지，

변화되어온 것이

대표적 인

것으로

미국이라는 패권적 존재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고 설명한다 2)

E. E , Schattschneider, Politics , Pressure , and the Tariff, 묘 amden ， Conn ,:

Archon Books , 1963 , rev, ed , 보다 최 근의 업 적 으로 Helen Milner, Resisting Protectionism:

Global lndustries αnd the Politics of lnternational Trade , Princeton: Princeton univers썩r Press ,

1988
에

이외에 보호주의 무역정책의 수요의 측변을 중시하는 연구들의 대부분， 특히 경제학자들

의해

시도되는 모델들은 대부분 이러한 시각에 기반하고 있다. 일별을 위해 Robert
Baldwin, The Political Economy of Import Policy, Cambridge , Mass ,: MIT Press , 1985 참조.
2) 대표적인 문헌으로 Charles Ki ndleberger, The 빼 rld in Depression , 1929-1939,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1973; Robert Gilpin , The Political Economy of lntemational
Rel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987; Stephen Krasner, “ State Power and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맘ade ，" World Politics , 28:2 , pp , 317-3갖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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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에 있어서의 미국의 압도적 지위가 전후의 자유주의 질서를 창설하도록 했고， 반

면 이같은 지위가 하락하면서 자유주의에 대한 미국의 신봉 역시 퇴색해가고 있다는 것이
다. 또 미국 무역정책을 기본적으로 외교정책상의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파악하기
도 한다 3) 즉 사회내부의 국지적 특수이익들의 요구와 압력을 제어하고 주로 외교적 고려

에서 규정되는 국가이익을 관철해 온 것으로 전후의 미국 무역정책을 설명할 수 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관점들과 이론들은 각각 그 공과가 평가되어

왔다 4) 전체적으로 볼

때， 세계경제구조적 변수들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미국의 국내 행위자들
-개별 기업， 또는 이익집단， 산업부문，

로 평가될 수 있고，

혹은 사회세력-의 요구와 목표를 결정하는 것으

국가는 무역정책을 포함한 대외정책의 실질적 수립 주체이며 무역정

책이 대외정책 전체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행위자 이상의 역할을 수행
한다고 간주되며，

또 각 이익집단을 비롯한 사회적

행위자들은 미국정치체제의

(porousness) 과 무역정책의 성격을 감안할 때 상당한 수준의
이론적 , 경험적 연구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명력만큼을 결여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침투성’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반면 각 시각들은 다른 시각들이 지니는 설

예컨대

세계경제구조적

변수에만 치중하여

미국

무역정책을 설명하는 경우 이러한 구조하에서 어떻게 국내 행위자들이 반응하고 이들간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따라 어떻게

실제적

정책결과가 산출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평가된다.

미국 무역정책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수들 모두를 포함하고

이들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설명틀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5)
이 글은 이러한 서각들 중 사회세력적 접근을 중심으로 미국 무역정책의 역사적 전개과
정을 분석한다. 후술하듯이 사회세력적 접근은 여러가지 문제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무
역정책의 변화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무역정책을 추구하는 정치적 연합의 성격과 이러한 정치적 연합이 결성， 유지， 변화
되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사회세력적 접근의 문제점을 상당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3) Stephen Krasner, Defending the National Interest: Raw Materials Investment aηd U. S. Foreign

Policy ,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8; David Lake, Power, Protectioπ， and Free
1γade: International Sources of U.S. Commercial Strategy, 1887-1939 ,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1988.
4) Benjamin J. Cohen, “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맘ade ，" lnternational Organization ,
44:2 , pp. 262-281; G. John lkenberry, “ Conclusion: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American
Foreign Economic Policy," lnternational Organization , 42:1 참조
5) Cohen , “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Trade ," pp. 269-270; Ikenberηr， “ Conclusion ," pp.
2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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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정치 연합， 무액정책

접근법은 미국 무역정책을 국내 사회세력들간의

투쟁의

결과로 해석한다

즉， 각 사회세력들은 무역정책에 연관된 특정한 이해를 지니고 있고， 이들간의 정치적 싸

움에서의 승자에 따라 미 무역정책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다른

두가지 시각과 다음의 점에서 구별된다. 우선， 세계경제와 미국 경제，
변화에 따라 미국내 사회세력들의 이해관계가 변화하며，
국의 포괄적 무역정책 (generic

그리고 그 지위의

이들간의 대립과 연합에 의해 미

trade policy) 의 장기적， 전체적 성격이 규정된다고 보는 점

이다. 즉， 구조적 변수들이 직접적으로 미국 무역정책을 결정한다기보다는 이에 따라 각
사회 세 력 들의 요구 (preference) 와 전 략 (strate잃T) 이 형 성 되 고 , 이 들간의 정 치 적 연 합과 대

립의 결과에 따라 미 무역정책의

‘틀’ 이 규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국가， 혹은 각 이

익집단들의 영향력은 단기적 정책이나 산업부문별 정책의 경우 결정적인 요소일 수 있으

나， 장기적 변화추세와 포괄적 정책이 수립되는 선택의

‘폭’은 이들보다는 사회세력의 연

합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이러한 시각에서 시도된 가장 야심적인 이론화로 생산요소론 (factor
에

기반한 로고스키의

Samuelson theorem) 는

모델을 들 수 있다 6) 주지하듯이

endowment theory)

스툴퍼-사뮤엘슨 정리 (Stolper

한 나라의 무역을 그 나라가 지니고 있는 생산요소의 양으로 설명

한다， 즉 한 나라는 무역에 있어 자신에게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
용하여 생산하는 재화를 수출하고 상대적으로 빈곤한 생산요소가 집 약적으로 사용되 는 재

화를 수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역 량의 증대는 필연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의 보
유자에 혜택을 가져오고 희소한 생산요소의 보유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반면 무역량

의 축소는 상대적으로 희소한 생산요소의 보유자들의 이익이 된다. 로고스키는 여기서 자

신의 무역정치 모델을 추론한다. 우선 이같이 변화하는 무역 상황에서 혜택을 받는 세력
은 혜택을 유지， 혹은 확대하려 할 것이므로 무역 상황의 변화를 지속시키거나 가속화하
려 할 것이며，

반면 이러한 변화의 피해세력은 변화를 늦추거나 회귀시키려

이 세력들은 무역정책 상의 선호에 따라 유사한 선호를 지닌 세력끼리

할 것이다.

연합( coalition) 을

이루게 되고 이 연합에 의해 정치적 균열구조 (cleavage st빠cture) 가 형성된다.

이러한 상

황에서 변화의 혜택， 즉 소득이 증대된 세력은 증대된 경제력에 비례하여 정치적 영향력
도 증대될 것이며，

이들이 지배적 정치연합을 이루고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는 무역정책을

6) Ronald Ro gowsky, Commerce and Coalitions: How Trade A땀cts Domestic Political Alignments ,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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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게 된다.

로고스키는 이러한 간단한 모텔로 고대

로마시대부터

정치적 균열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예컨대

이차대전 후 미국의

무역정책과

19세기 후반 산업화의 초기에 있

던 미국의 경우. 토지는 풍부한 생산요소였고 자본과 노동은 희소한 요소였으므로 무역의
확대가 자본과 노동에는 불리했던 반면 농업에는 유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미국의

무역 정책은 자본과 노동의 연합이 농업과 갈등하는 국면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정치적

갈등의 결과 농업이 패배함으로써 20 세기 초반까지의 보호주의 정책이 구축되었다는 것이
다.
연

합

로고스키의 모텔은 세계무역이 확대 · 수축되던 18-20 세기의 각국 무역정책과 정치

의 성격을 설명함에 있어， 그리고 특히 미국 무역정책의 사회적， 정치적 기반이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함에 있어 유용한 시각을 제시해 준다. 게다가 그의 모델은 자본， 노동， 토지

의 세 생산요소의 풍부/희소라는 극허 단순한 변수로써 당시 서구의 정치체제의 성격과
정책결과의

복잡성을 설명하고

것이다

있는

그러나

로고스키

모델은

이러한 경제성

(parsimony) 에 도 불구하고-혹은 이 로 인하여-몇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생산요소의 풍부/희 소 여부를 측정 하는 방법 론적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이 모델의 가장 중
대한 오류는 이차대전 후 미국의 노동에 관한 그의 분석에서 발견된다

그의 모텔에 따르

면 당시

있어

미국은 노동이

희소하였으므로 이차대전 후의

보호주의적 정책을 요구하였어야 했다.

당연히

무역

그러나 실제

확대기에

미국 노동은

노동은 뉴딜 연합의

강력한

축으로서 적어도 30 년에 걸쳐 자유주의 정책을 지지하여 왔다.
이 같은 오류는 어 디 에

가 인 하는가? 밀포드 (Paul Milford) 가 지 적 하듯이

모델의 설명변수가 무역에 연관된 사회내
이다 7) 즉 로고스키는 노동，

자본

분류할 수 있다고 간주하고 있으나，
예컨대
별로，

이해관계를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토지의

삼대 생산요소로서

실제 무역에

노동의 경우 미국 경제 전체의

상당 기간 미국은 노동집약적

반면 숙련노통은 풍부했으므로，

무역고} 연관된 이해관계를

연관된 이해는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경우에는 부족한 생산요소일 수 있으나，

그리고 숙련도의 정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것이다.

확대기의

이는 로고스키

산업부문의

산업부문

따라서 이차대전 이후 무역

비숙련 노동은 상대적으로 희소했던

섬유노조를 비롯한 비숙련 노동은 자유주의

정책에

강력

히 반대했으나 당시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지니고 있던 숙련 노동은 자유주의 정책을 지지하
는 입장을 택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자본과 토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8)

로고스키와 달리

7)
ι8)

거 비 치 (Peter Gourevitch) 나

퍼 거 슨 (Thomas Ferguson) ,

Paul Milford , “ International 맘ade and Domestic Politics: Improving on Rogowsky’s
Political Al ignments ," lnterrtational Organization , 47:4 , pp. 535-564.
lbid. , pp. 55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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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ffrey Frieden) 등의 설명은 적용대상과 시기에 있어서는 제한적이나 로고스키의 오류
를 극복하고 았다 9) 이들은 단순한 자본，
이들 내부의

노동

농업 삼자간의 연합에 초점을 두지

다양한 세력들간에 결성되는 이해관계와 정치

정치체제의 성격을 설명한다. 예컨대 소위

。1-..，-，

l용..ll

연합의 성격으로 무역정책과

‘ 1896 년 체제’ (system of

1896) 10) 로

일컬어지

는 공화당 패권기는 국내파 자본과 근교농업， 그리고 노동 등 보호주의 세력으로 결성된
정치연합이며 이에 대항했던 자유주의적 곡물농업과 급진 노동운동세력은 1890년대에 패

배함으로써 야후 1920년대까지의 보호주의적 체제가 수립， 유지되었다는 것이다11) 마찬
가지로 1930년대 이후 추진되가 시작한 자유주의 정책은 국제파 자본과 노동이 중심이 된
뉴딜 연합이 대공황이라는 위기상황에서 기존의 국내파 자본중심의 정치세력에 승리를 거
둠으로써 가능했고 이후 이들의 패권기가 계속됨에 따라 마국의 전후 자유주의 정책이 확
대되었다고 설명한다 12) 요컨대 무역에 얽힌 이해관계는 자본， 노동，
법적

구도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간，

그려고

내부의

농업의 단순한 삼분
다양한 분파적

이익

(sectoral interests) 에 영향을 주벼， 정치연합 역사 이러한 분파적 이익틀간에 이루어진다
는 것이다.
로고스키의 모텔에 대한 또하나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가 무역 이슈의 결정력 혹은 적

설성 (salience) 을 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연 무역정책에 관련된 갈등은 항상 정치세력
을 재편할 만큼 강력한 것인가? 미국의 경우에 한정하여 볼 경우，
도 부정도 아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긍정

즉， 식민 시대아래 최근까지 미국 정치세력의 재편에

있어 무역의

슈는 핵섬적 요인으로 작용한 경우도 있고 별다른 영향을 마치지 않은 경우도 있으벼 ,

τ[

J-

어떤 사회세력에게는 사활적 (vital) 이슈였던 반면 다른 쩨력에게는 부차적인 이슈였던 경
우도 있다 13)

9) Peter Gourevitch , Politics in Hard Ti mes: Comparative Responses to Intemationαl Economic
ε'rises ，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6; .뾰lOmas 훤‘erguson， “F‘ rom Normalcy to New Deal:
Industrial Structure, Party Competition, and Ameεican Public Policy in the Great Depression,"
Intemational Organization , 38:1, pp. 41-94; Jeffrey Frieden, “ Sedoral Conflict and Foreign
Economic Pol1영T， 1914-1940," Intemationαl Organization, 42: 1. pp. 59-89.
10) Fer멍lson， “ From Normalcy to New Deal," p. 43.
11) Gourevitch , Politics in Hard Ti mes , pp. 105-113.
12) Frieden, “ Sectoral Conflict and Foreign Economic Policy."
13) 미 국 정 치 세 력 괴 정 당 지 지 구조의 재 편 (pru:양 realignment) . 전기 적 선 거 (critical elections) , 지
배적 정치 연합 (governing coalitions) 등에 관해 다읍을 참조하라. 째'alter D. Burnham, Critical
Elections and the MainsJ가‘ings of Alηerican Politics , New York, W 뼈~ Norton, 1970; James L.
Sundquist , The L양namics of the Paπy System: ι4.lignment αnd Reolignment of Politicol Pa뼈es
in the United Stαtes ， Washington, D. 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3; David ￦'. Brady,
Criticol Elections απd Congre8sionol Policy Mα king，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1988;
Everett Carll Ladd, Jr. and Charles D. Hadley, Transformαtions of the American Party System:
PoUtιcαl ε'oalitions from the New Deol to the 19708 , New York: W.￦'. Norton ,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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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간의 단선적 관계를 상정하는 것은 단순히

을 확보하기 위해 현실을 단순화하는 것 이상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론의 경제성

예컨대 특정 정치

연합이 무역정책 상의 선호를 중심으로 형성된 경우 이 연합이 해체， 혹은 변화되는 데는
무역구조의 변화가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역 이슈가 대다수에게 부차적으로 작

용하여 결성된 정치연합이라면 무역 이외의 변수에 따라 변화될 것이다. 또한 정치연합에
참여한 사회세력들에 따라 무역 이슈의 적실성이 다르다면， 즉 한 사회세력은 무역정책상

의 선호에 따라 참여했고 다른 사회세력은 무역정책 이외의 이슈때문에 참여했다면， 무역
정책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정치연합은 불안정할 것이고， 다양한 변수가 다양한 형태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정치연합의 형성과 무역 이슈，

그리고 그 적실성 간에 복합적

관계가 파악되어야 이 연합들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무역정책의 변화가 이해될 수 있
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논의할 문제는 지배적인 사회세력，

정치세력과 무역정책의 성격간의 불일치

현상에 대한 것이다. 예컨대 1920년대에 이르러 자유무역에 의한 이익이 급증하고 국제주
의 세력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 무역정책의 보호주의적 경향이 강화되었고.

1930

년대 초반 이미 보호주의 정치연합은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주의 정책은 유지되었
다.

반면.

연합간의

1890 년대 보호주의연합과 자유주의

대결이

보호주의

끝나자 미 무역정책은 즉각 보호주의의 강화로 나타났다. 이같은 소위
-과 그 유무-은 제도론자들의

논의 15) 를 원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연합의 승리로

‘지 체 현 상’

(l ag) 14)

즉 지배적 정치연합

이 수립된 후 이들에 의해 무역정책과정을 장악하는 정책연합냉olícy coalitíon) 이 형성되며
이를 뒷받침해 줄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창출된다.

역으로，

지배적

연합이

붕괴되었어도

새로운 정책연합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무역정책상의 구지배연합과 구제도가 지
속됨으로써

무역정책의

변화가 억제될 수 있다.

요컨대 사회세력，

그리고 제도간의 불일치로 인해 지체현상이 야기되는 것이다.
일치로 지체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고，

정치연합，

정책연합，

1890년대의 경우 이들간의

1920-30 년대의 경우는 이들간의 불일치로 인해 상

당기간 지체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었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다음의 분석틀을 상정할 수 있다.

국내경제의 변화는 사회내의 경제적
사회세력이 형성되고 이들간의

이해관계를 변화시킨다.

연합과 대립이

연합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슈 중의

우선 국제경제구조의 변화와

이루어지며，

하나로 작용한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에 따라

여기서

전기적

무역의

이슈는 이들의

선 거 (critical election) 에 서

14) Stephen D. Krasner, ed. , International Regimes ,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1983; David
A. Lake , “ International Economic Structures and Am erican Foreign Economic Policy, 18871934 ," World Politics.
15) 제도론에 관해서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의 특집호 42: 1( Winter 1988) 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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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석틀

승리한 정치연합은 새로운 균열구조가 형성되기까지 연합의 결속력이 지속되는 한 지배적
정치연합으로 정치체제의 성격을 결정한다. 무역정책에

있어서도 이들，

혹은 이들 중 무

역의 이슈에 첨예한 이해 연관성이 있는 세력에 의해 정책연합이 결성되어 무역정책의 성
격이 결정되며，

이는 제도적 장치의 수립으로 확립된다.

경제적 이익과 사회세력이 정책

연합과 제도적 장치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현상이 일어난다. 즉 지배적 이익이나
연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이 유지되는 것이다.
。1 러한 분석틀을 기반으로 이 글은 건국 초거부터 현재까지 마 무역정책의 거시적 흐름

을 조망한다.

이 글에서는 시기적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정책상 변화를 각 시기의 지배적

정치연합의 성격으로 설명하려 시도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설명이 현재 미 무역정

책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검토한다.

m

보호주의의 꺼월

이 시기까지의 미 무역정책은 곧 관세정책이었고 이는 통상 국내정책의 일부분으로 간
주되었다.
정부의

16)

건국후부터

관세는 정부 재정의 주요 수입원으로 취급되어

왔고 따라서

연방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관세율이 크게 증대되었다 16) 1789년 제정된 첫 관세법은

1830-1850 년대

관세는 연방 재정

수업의

90

퍼센트에

달하였다.

Pastor, Congress and the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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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에 따라 관세율을 책정하였다.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관세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본격적으로 관세정책에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초반까지 소급된다. 당시 국내 주요 산업기반이었던 면방직， 모직， 및 철강제품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를 책정하여 수입 억제 효과를 가져왔던 1816 년 관세법이 그 시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후 남북전쟁까지 오랜 기간동안 고관세정책이 유지되었다.

북동부의 산업과

서부의 농업이 고관세정책의 강력한 지지세력으로서 남부 대농장주 세력의 반대를 저지하
며 보호주의적 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다 17)

이러한 정책은 남북전쟁 이후 공화당에 의해 행정부와 의회가 독점되면서

었다.

보다 심화되

이 시기는 전쟁 기간 동안 급속히 성장한 북동부 산업이 도약하는 단계얘

이들이 서부로 확대되어가는 과정이었다.
지원하는 데 정책의 우선을 두었고，

있었고

따라서 연향정부는 고속도로 진행되는 산업화를

게다가- 공화당에 의해 독점되어

있었으므로 산업자본

애 대해 각종의 특혜가 부여되었다. 무역정책， 즉 관세정책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
졌다.

즉， 산업화의 초기단계에

있는 국내산업을 보호히-기

위해，

그리고 납부 농업의 희

생아래 북동부 산업자본의 이익을 위해 고관세 정책이 추진되었던 것이다.
기는 미국이

제퍼슨적

농경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 이전하는 초기단계였고，

산업화의 필요에 의해 그려고 산업자본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 정치연합의

요컨대 이 시
이러한 초기

이해의 논리에

의해 철저히 보호주의 정책이 시행되었다.

1870 년대에 이르면 그간의 일방적인 보호주의 정책이 도전받게 되고 이러한 정책에 어
느 정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우선 남부 주들의 연방재편입( reconstructio뾰)이 완료되면
서 전쟁 뒤의 공화당 패권이 마감되어 양당이 다시 균형을 이루게 되었고 민주당 내부에
서 북동부 산업자본 위주의 고관세정책에 대한 저항이 조직화되기 시작하였다 18) 또한 산
업화가 보다 심화되면서 해외시장의

개척이 필요하게 되었고，

보호주의적

고관세 정책이

수출 증대를 가로막는 장애라는 사실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19)

무역정책에 대한 이해대립은 1880년대에 더욱 심화되었고 1888 년 선거에서 관세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작용하깨 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1890 년대 초반의 경제위기로 격화되

어 , 흔히 전기적 선거 (critical election) 20) 로 간주되는 1896 년 선거에 이르러 기존 정치세

Politics of U. S. Foreign Economic Policy, 1929-1976,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 p. 73.

17)

1846 년 관세법 이후 예외적으로 고관세정책이 약화되었다. 이는 당시 관세율이 이미 수입금지
적으로 높았고，

영국의 자유화정책(곡물법 (Corn Laws) 폐지)이

시작되었으며，

이에 따라 납부

대농장주와 북동부 산업자본간의 타협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후 남북전쟁 기간까지 이러한
경향이 유지되었다. 초기의 관세정책에 관해서는 고전적 연구 Frank W. Taussig, The Tariff
History ofthe United States , New York: Putnam’ s Sons. 1922 를 참조하라
18) Brady, Critical Elections and Congressional Policy Making , p. 50-5 1.
19) Lake , “ International Economic Structure and Am erican Foreign Economic Policy," pp.52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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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30 여년간의 무역정책의 기조가 확립되게

되었다.
1896년 선거를 전후한 사회세력들간의 연합과 이틀간의 정치적 균열은 산업화에 대한
농업의

저항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농민들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었다.

우선

1880 년대 중반이후 계속된 자연재해와 1890년대 초반의 불황으로 파산이 속출하였다. 그
러나 이보다 더욱 근본적인 농업의 위기는 당시의 고금리정책과 금본위제에 의한 통화량
의 한정， 철도를 비롯한 산업부문의 독점화 현상， 그리고 보호주의적 무역정책 등 산업화

위주의 정책에 의해 비롯되었다. 즉. 1870년대 이후 농업생산은 급속히 증대된 데 반해
통화량은 한정되어

있어

농산불 가격이 자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이러한 기-운데 생산자로

서의 농민은 고금라의， 그리고 소비자로서외 농민은 독점과 보호주의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요컨대 산업화과정에서 농업이익이 지속적으로 희생당하고 있었먼 젓이다.
따라 남부와 북，
받g앙ty)

어

.

.

그레연지당 (Grange

농민동맹 (Farmers’ A뼈ance) 등의 조직이 결성되어 농민이 정치적으로 조직화되

갔고，

다

중서부를 증섬으로 그런백당 (Greenback 뺨arty)

이에

이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또다른 희생자로 여겨지는 노동과의 연합을 서도하였

그 결과 북 。 중서부와 납부의 농민과 급진적 노동운동 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민중당

(Pop빼ist party) 이 제 3 당으로 출현하였고 1882 년 선거에서

g 퍼센트의 지지율을 획보하

게 되었다.
민중주의 세력의 등장과 1890냉대 초반의 경제 위기는 균형상태에 있먼 기존의 정당구

조를 해체하였다. 1896 년 선거에 이르러 민주당은 브라이언(￦illiam Jennings B:ryan) 중
심의 민중주의파와 클리블랜드 (Grover

Cleveland) 계열의 친산업파로 양분되었고， 공화당

역시 정도는 약하나 콜로라도와 미주핵 출신을 중심으로 한 분파가 분리되었다. 이에 따
라

1896 년

선거는

브라이언을

대통령

후보로

하여

연합한

민중주의

세력과

맥칸리

(￦i뻐am 뼈cKÏx돼ey) 를 후보로 한 산업이익이 대결한 전기적 선거가 된 것이다.

이 선거에서 민중주의 세력이 내세운 정책들은 대부분 기존의 산업이악 위주의 정책을
폐기하는 것들이었다.
입 등을 요구하였다

예컨패 만중주의 세력은 철도 등 독점기업의 해채와 은본위제의 도
이중 은본위제의 도입은 농업이악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던 이슈

로서 은본위채의 도입으로 통화량을 늘림으로써 농산품 가격의 지속적 하락을 막으려

던 것이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했던 이슈는 무역정책이었다.

했

이들은 독점과 보호주의의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소비자의 입장이었으므로 1890 1년의 백컨리 관세법파 같은 보호주의
정책을 철폐할 것을 요구히-였고 저관세에 의한 보다 자유주의적 무역정책의 수립을 공약
하였다.

20)

반면 공화당은 기존의 산업이익 위주 정책을 고수하였다

당시 공화당의 정장에

V. O. Key, Jr. , “'A Theorγ of Critical Elections ," Journal of Politics , 17, pp.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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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의 독립과 번영의 기초’로서 보호주의 정책을 강력히

‘미국인 생산자를 위한 미국 시장의 확보’ 야말로 ‘진정한’

관세정책

이라고 천명하였다 2 1)

브라이언의 민중주의파 민주당은 납부， 중서부， 북서부의 농업을 중심으로 급진적 노동

과 콜로라도 중심의 은 산업의 연합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연합의 주 대상으로 여
겼던 북동부와 중서부 노동의 대부분은 공화당 연합으로 편입되었다. 이는 노동이 소비자
로서보다는 생산자로서의 이익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며 공화당 역시 산업화 부문
의 이익이 곧 노동과 자본 모두의

이익이라는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22)

따라서 공화당 연합은 중공업， 섬유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 그리고 이들에 투자하고 있
던 금융업 등의 자본과 대부분의 노동， 그리고 도시시장에 의존적인 근교농업을 포함함으
로써 민주당에 쉽게 승리하였다 23) 그 결과 소위

‘ 1896년 체제’

(system of

1896) 의 지배

연합， 즉 공화당 패권기가 시작되어 이후 대공황과 스뭇-흘리에 의해 붕괴될 때까지 30 여
년간 지속하게 되었고， 남북전쟁 이후의 산업화 워주정책들이 유지되게 되었다

보호주의

무역정책은 이 체제의 골격을 이루는 핵심적 정책으로 강화， 유지되었다.
표 1 은 이 시기의 관세율 변화를 정리하고 있는데 1897 년 딩글라 관세법 (Dingley

Tariff

Act) 이래 고관세 정책이 유지되면서 시기에 따라 관세율이 증감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러한 변화는 당시의 미국 경제와 국제경제구조， 무역정책에 연관된 이해관계와 정치세력，
그리고 당시의

무역정책

경정체제의

성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 것이다.

우선

1896 년 선거 직후 공화당은 새 관세법을 제정하여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하였다. 딩글리
관세법은 또한 보호주의에 대한 저항을 무마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었다.
성의 원칙하에 통상협정을 체결해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이다
의해

즉 호혜

이 조항에

l17ß 의 통상협정이 시도되었으나 공화당이 통제하는 의회는 단 하나도 비준하지

않

았다 24)

12 년 뒤 개정된 페인-알드리치 관세법은 당시 공화당 연합이 무역정책과 관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새 관세법은 유명무실화된 대통령의 통상협정권

을 폐기하고 무역정책 결정과정의
책정과정에 행정부나 의회，
율이

‘과학적’

것이

‘유동 관세’

‘정치성’을 배제한다는 취지로 입법화되었다. 즉 관세

이익집단，

정당 등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관세

기준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정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 방안으로 입법화된

(flexible tariff)

제도로，

이에 의해 의회가 제정한 최소 관세율 (minimal

21) Brady, Critical Elections and Congressional Poli낀y Making , p.55.
22) Gourevitch , Politics in Hard Ti mes , pp. 105-11 1.
23) lbid.
24) Pastor, Congress and the Politics of U. S. Foreign Economic Policy ,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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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관세법， 연도

맥킨리 (McKinley).

미국 관세율.

1887-1934

전품목의 관세율

관세대상품목의 관세율

비관세대상품목 비율

23.7
20.5
26.2
20.0
8.8

48 .4
41. 2
47.6
41. 0
26.8

50.8
50.0
45.1
51. 3
67.5

13.9
19.0

38.2
55.3

63.5
65.5

1890

윌슨 고만 (Wilson-Gorman).

1894
(Dingly). 1897
페 인 알드리 치 (Payne-Al drich). 1909
언더우드 (Underwood). 1913
포드니 -맥 컴 버 (FordneyMcCumber). 1922
스뭇 흘리 (Smoot-Hawley). 1930
딩 글리

출처

1.

Lake, “ International Economic Structure and American foreign Economic Policy," p. 534, Table
2.

tariff)의

25

퍼센트 한도내에서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기준

은 “미국 국내 생산원가와 수출국 생산원가의 차이를 상쇄”하는 양이었고 이러한 객관적
기준은 새로 창설되는 관세원 (Tariff Boar뼈)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였다.

요컨대 비교우위

라는 무역의 필요성을 무효화시키도록 관세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보호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25)

공화당 내분의 도움으로 민주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했던 1910 년대는 이 기간 중 잠

시나마 자유주의적 무역정책이 추구되었던 시기이다. 우드로 윌슨(뼈oodrow Wilson) 은 대

통령 취임 직후부터 관세제도의 개혁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
였다. 그 결과 입법화된 것이
관세를 크게 인하하였다

1913 년의 언더우드 관세법으로 이 법은 기존의 수입금지적

그러나 일차대전의 발발은 이러한 관세 인하를 사실상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었고 26) 미 무역정책이 자유주의 정책으로 전환되는 것을 봉쇄하는 결과를 가

져 왔다. 그러나 당시 보호주의 세력의 영향력과 국제연맹의 운명에서 미루어 볼 수 있듯
이，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언더우드 관세법이 지속되고 새로운 보호주의적 관

세법의 등장이 지연되었다는 해석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1918 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시 의회를 장악하자 의회는 다시 보호주의 법안을 통과시
켰고 이는 1920 년 선거에서 하딩(￦arren Harding) 이 승리하고 난 뒤 곧 시행되었다. 이
관세법은 2 천 4백여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인상하고 27) 평균 관세율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관세정책을 언더우드 관세법 이전으로 복귀시켰다. 반면 포드니-맥컴버 관세법은 처음으로

25)

태프트는 이 조항에 따라 유통 관세제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의회의 반대로 관세위원회를 구성
하지도 못하였다

용되고 되었다

26) Ibid. , p. 76.
27) Ibid. , p. 76.

그 결과 대통령의 관세책정권은 사문화되고 의회가 정한 최소 관세율이 적

Ibid. ,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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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국(뼈ost Favored Nation) 대우의 무차별원칙을 도입하였다. 즉 행정부로 하여금 무차

별 원칙에 입각하여 타국과의 통상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당시 미국경제

의 규모와 성격‘ 그리고 무역 의존도의 심화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점차 보호주의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자유화의 펼요성이 대두된 때문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정
책에 있어 포드니-맥컴버 관세볍은 여전히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지속시키고 있었으므
로 자유주의 정책의 실현성은 전무하였다고 볼 수 있다 28)

포드니 맥컴버 법은 또한 페인-얄드리치 법의 유동관세제를 부활사켰다. 즉 관세위원회
(φ'ariff Commission) 의 권고에 의해 대통령이 관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역시

50

퍼센트 범위 내에서 수시로 조

그 기준은 국내 생산원가와 해외 생산원가의 차

이를 상쇄하는 것으로 보호주의 원칙을 재차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는 또한 제도적으로

실행불가능한 것엄이 곧 드러나게 되었다. 수천개에 달하는 대상품목의 국내 및 수입지의

원가를 수시로 밝히고 이에 의해 야뜰 품목 각각에 대한 관세율의

‘과학적’

근거를 산정

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다 29) 이는 곧 수년 뒤 스뭇 흘리라는 대참사가
벌어지는 제도적 근원이 되었다.
스뭇-흘리 관세법은 1920 년대 농업 위기에 대한 공화당의 대응에서 비롯되었다.

1 차대

전 중 생산량이 급증하게 된 반면 전후 세계적 수요가 하락함에 따라 1920년대 초반 농가

소득은 반 이하로 감소하게 되었고 이는 1920 년대

말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1928 년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후버는 수입 농산품의 관세를 인상함으로써 국내 생산자를 보
호하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공약하였고， 당선후 이를 위한 관세볍 개정이 시작되었다 30)
대공황이 심화되어가는 상황에서 진행된 새 무역법안의
바와 같다.

28)

삿슈나이더의

고전적

입법과정과 결과는 널리 알려진

연구가 보여준 바와 같이

입법과정은 이익집단에

의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레잎과 같이 포드니 맥컴버 법을 미국이 자유주의 세계 무역구조을 위해

패권적

라더쉽을 행사하려

한 첫

Economic Structures and Am erican
가 이

시도로 보는
Forei밍1

데는 문제가 있다. Lake , “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p. 534-536 참조. 하덩 행정부

법에서 부여된 무차별적 최혜국대우를 앞세워

유럽

각국과의 통상협정을 시도하였고，

또 관세 뿐 아니라 금융과 직접 투자 등의 이슈도 협정의 대상으로 인식한 것은 사실이나， 실
제

미국 자신의

관세율이

대폭 인상되어

보호주의

정책이

강화되었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여전히 공화당의 정책 기조였음을 감안힐 때 이같은 해석은

과장된 것이다. 탕시 하멍 행정부가 내세운 소위

‘문호 개방 정책’ (Open Door policy) 의 모순

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실은 이 법안이 성공리에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한 인물이 바로 상
원의원 스뭇 (Smoot) 이었다는 점이다.

29)

1922 년부터

1930 년에 걸쳐 관세위원회가

개였다.

중

이

5 개를

제외한

나머지

‘과학적’

품목에

대해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던 품목은 불과
하딩

쿨리지

38

(Calvin Coolidge) . 후버
(Herbert 묘oover) 의 공화당 행정부는 관세를 인상하는 조처를 취했다‘ Pastor, Congress and
the Politics of U. S. Trade 암olicy ， p. 76
30) Lake , “ International Economic Structures and American Foreign Economic Policχ"p.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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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되어

‘떡고물 나누기’

(pork barreling) 식으로

관세 인상이라는 지대 (rent) 가 분배되었

고 3 1) 이 과정에서 보호주의의 직접적 피해자들은 일방적으로 소외되었다. 예컨대 상원에
서만

1. 2537H 의

수정안이 통과되어 각 부문에 대한 관세율 인상이 이루어졌다 32) 그 결

과 20 세기 중 최고의 관세율이 책정되었다. 미국경제와 세계경제에 대한 스뭇-흘려 관세
법의 영향은 최악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으로，

이 법의 통과후 수개월내에 각국은 경쟁적

으로 보호주의 관세장벽을 세우게 되었고， 그 결과 1929 년에서 1933 년까지의 기간 동안

미국의 수출은 4억 9 천만 달라에서 1 억 2천만 달라로， 수입은 3 억 7 천만 달라에서 9천
백만 달라로 각각 4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세계무역

역시

350 억 달라에서

6

120 쩍

달라로 격감하였다 33) 따라서 스뭇-흘리 관세법은 대공황의 늪에 빠진 미국과 세계 경제
에 치 명 타로 작용하였다고 인식 되 었다.
스뭇 흘리 관세법은 이 시기의 소위
드러내 주고 있다.

‘ 1896 년 체제’

(system of

1896) 의 성격을 여실히

19 세기 말 무역정책과 산업화의 。1 슈를 중심으로 벨어진 대립에새 승

리한 산업 이익들로 결성된 공화당 연합은 1930 년대 초까지 무역정책 영역에서 패권을 장
악하고 있었고 보호주의적
왔던 것이다

관세정책을 통하여

20세기 초반 이후，

무역과 국제 투자에

있어 미국의

특히

이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파해를 최소화해

1 차대전 종전 후 미국의 경제력이

영국을 앞서고

이익이 크게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보호주의

를 고수하고 국제무역체재의 폐쇄를 선도하게 되었던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

다. 즉 1920 년대에 이르면 상품과 자본의 국제 교역에 연관된 미국내 경제적 이익이 크재
성장하게 되고 무시못할 사회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윌슨 시가 언더우드 관서l 볍을 통한
자유주의적 정책이나 이후 하딩의 문호개방 정책 시도 등이 당시 증대되어 가던 자유주의

적 이익과 반보호주의 세력의 존재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사회세력적
요인이

변화되었읍에도 불구하고，

보호주의

세력은 무역정책과정을 장악하고 있는 지배적

연합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무역정책과정에서
수 없었던 것이다

국제연맹의 운명이

반보호주의 세력은 큰 영향력을 행사할

암시하듯이 윌슨의 자유주의 정책은 1 차대전의 상

황이 아니었으면 보호주의 연합에 의해 언제라도

‘거부’ (vet이될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이 시기 무역정책의 핵심은 관세정책에 있었고 이는 국내 생산벼와 해외 생산비의 가격차
를 상쇄함으로써 국내 생산자를 보호한다는 원칙하에 수립되어 왔고， 따라서 윌슨 행정부

이후 자주 제기되었던 미국의 수출 시정 확보를 위한 문호 개방 정책이나 호혜 통상 조약
의 추구는 이러한 보호주의의 틀을 벗어나기 어려운 한계를 지나고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미국의

경제구조가 변화하게 되고 이에 따라 무역

31) Schattschneider, Politics, Pressure, and the 11αriff.
32) Pastor, Congress αnd the U. S. Foreign Economic Poli낀Y ， p. 78.
33) lbid. ,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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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七輯 (994)

에 연관된 사회세력의 분포가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96 년 체제의 정치 연합은

1930

년대 초까지 지속되었고 특히 무역정책에 있어 이 보호주의 연합은 지배적인 정책 연합으
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정치세력으로서 공화당으로，

그리고 무역정책에

있어

보호주의로

나타나는 이 연합은 점증하는 자유주의 이익의 영향력을 차단하면서 이 시기 미국 무역정

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였다.

1 차대전 이후 미국이 자신의 세계경제상 위치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에 입각한 패권적 리더쉽을 추구하지 않은 지체현상은 이같은 국내정치적 요인으
로 이해될 수 있다.

N.
1920 년대

말부터

시작된

뉴딜 연합과 자유주의 정책

대공황은 미국 경제의

전

영역을 강타하였다.

1929 년에서

1933 년까지의 기간동안 미국의 GNP는 천 40 억 달라에서 580 억 달라로 반감되었고， 기
업 소득은 100 억 달라에서 30 억 달라로 급락하였다. 노동에 있어서도 총임금이 450 억 달
라에서 250 억 달라로 반감되었고 고용율 역시 3 분의 1 이 하락하였다. 산업부문이 이같이
대공황의 늪에 빠져드는 동안 1920년대 초반 이래 위기에 처해 었던 농업부문은 더욱 심

각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었다.

이 기간 총 농가소득은 138 억 달라에서

이하수준으로 하락했고 미시시피 주의 경우 농지의 4분의
황이

64 억 달라로 반

1 이 지불불능으로 압류되는 상

벌어졌다 34) 이러한 경제 위기는 곧 아이다호 주 농민 소요나 연금 요구 퇴역군인

(bonus army)

시위 등 전국 각지에서의 크고 작은 소요사태로까지 이어졌다 35)

미국은 물론 세계 자본주의 최대의 위기에 대한 후버와 공화당의 대응은 대체로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즉 디플레이션이라는 신고전주의적 처방과 스뭇 흘리 관세법

으로 상정되는 고관세 정책이 대공황에 대한 대응이었다. 초기에 후버 행정부는 재정지출
을 감축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을 폈고，
증대와 조세수입의

이러한 처방의 효력이 의문시되자 공공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공황의 타격을 받고 있는 각 산

업부문을 구제 (relief) 하는 문제에 대해 연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는 1932 년 선거시 공화당 정강에서 드러나듯이 36) 공화당 연합과 후버 행정부는 시장
경제의 자율성과 국가 개입의 불가능성에 대한 확고한 신봉자였으므로 신고전주의적 처방
이 정책 기조였다 37) 대공황에 의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던 도시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후

벼 행정부의 처방 역시

‘ 1896 년 체제’ 다운 것이었다

34) Historical Statistics ofthe U. S .. 1789-1945

설업자의 구제는 “주정부와 지방정

침조.

35) Brady, Cηtical Elections and Congressional Decision Making , p. 87.
36) Ibid. , p. 86
37) Gourevitch , Politics in Hard Ti mes , p.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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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문제로 취급하는 것이 미국적 전통이며 정부 운영의 원칙”이라고 공화당 정강은 규
정하고 있고， 또 농업에 대해서도 후버 행정부의 정책， 즉 스뭇-흘리 관세법에 의해 농산
품 가격 이

“그나마 다른 나라의

경 우보다 나은 상황” 을 유지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38)

이러한 공화당의 미온적 대응은 공화당 연합을 이루고 있던 노동과 농업부문의 사회세력

들이 공화당을 등지게 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화당 연합의 핵심이던
산업， 금융자본의 대부분도 대공황의 심화와 사회적 불안에 직변하여 더 이상 1896 년 체
제의 진부한 신고전주의적 처방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더 이상 시장

자체가 주어진 시간 내에 스스로 치유할 수 있으리라고 믿지 않게 되었고， 계획적 조정과
질서， 안정화， 감독 등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것이다 39)

1932 년 선거에서 루즈벨트와 민주당의 처방은 이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었다.

민주

당은 대공황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와 사회에 연방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고 공약

했던 것이다.

우선 실업자 구제에 있어서

“재원이 부족한 주 정부에 대해 연방정부가 재

정 지원할” 것이며， 실업 보험과 노후 보장 보험제도를 도입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또 농
업문제에 대해서도 농가부채와 파산을 해결하기 위해 파산 방지와 파산된 농가의 회복을
위한 저리의 대출을 공약하였다.
한 연금 지급，

민주당의 정강은 또한 금융기관의 규제， 퇴역군인에 대

그리고 금주령의 철폐 40) 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요컨대 민주당과 루즈벨트

38) Brady, Critical Elections and Congressional Decision Making , p. 86.
경제정책에
앨리스’

대해

(Alice in

민주당은 신괄히 공격하였다

1932 년 선거에서

공화당의 이 같은 대 내 외

루즈벨트는

‘이상한 나라의

때londerland) 에 빗대어 공화당의 모순적 정책， 특히 무역정책을 야유하는 다

음과 같은 선거 연설을 즐겨 사용하였다‘
혼란스러워진 앨리스가 공화당 지도부에 불어봅니다

“증권과 채권을 더 발행하고 새로운

공장을 더 많이 짓고 또 생산성을 더욱 증대시키게 되면 우리는 결국 우리가 구매할 수 있
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게 되는 것이 아년가요?"
언합니다

“그게 아니야라고 험프티 텀프티는 단

“많이 생산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살 수 있는거야 ”

“아 그건 다른 나라에 팔면 되지

“우리가 빌려주변 되지

“남는 것은 어떻게 하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무슨 돈으로 우리 물건을 사지요?"

“아 알았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 돈으로 우리 물건을 사게

되는 거군요- 물론 이 빚은 우리에게 물건을 팔아서 갚게 되겠지요?"
아니야

우리는 관세라고 불리는 높은 벽을 세워 놓고 있단다

“아니 아니，

은 우리한테 진 빚을 어떻게 갚지요?" 앨리스가 마지막으로 물어 보았읍니다
니

너는 지불 유예 (moratorium) 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읍니다

여러분‘ 이래서 결국 우리는 소위

없니?"

절대로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

“그것도 모르

험프티 텀프티의

대답이었

1928 년에 이루어진 요술과 같은 처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Herbert Feis , The Diplomacy of the Dollar: First Era 1919-1932,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1950 , p. 14. 다음에 서 재 인 용 Jeff Frieden, “ Sectoral Conf1ict and Foreign
Economic Policy, 1914-1940 ," International Organization , 42:1 (Winter 1988) , p. 83.
39) Gourevitch , Politics in Hard Ti mes , p. 149.
40) 1910 년대 금주령(수정 헌법 18조)의 실시가 단순히 도덕적， 종교적 요구뿐 아니라 생산성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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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미국의 경제와 사회에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대응책을

제시하였고， 이는 공화당의 정책과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당시 사회세력들에게 명

확한 선택의 기회를 주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업과 노동 이외에도 공화당 연합을 이탈
한 산업 • 금융 자본이 민주당을 지지하게 되었다.
1896 년 체제는 이렇게 붕괴되었다. 선거 후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루즈벨트는 이른바
‘ 100 일간의 밀월기간’

실현된 일련의 정책을 통하여 30 년간

(Hundred Days' Honeymoon)

지속되어 온 공화당 띤합의 경제정책을 개혁하였다. 그러나 뉴딜 연합과 뉴딜 정책， 그리
고 자유주의 무역정책이 이 당시 이루어진 것은 이-니다. 국내경제정책에 있어 새 행정부는

‘국가산업 부흥’ (뼈ational
들로 구성 되 는

Industrial Recovery Act:

‘국가부흥위 원 회 ’

(National

NI묘A) 을 제 정 하여 사회 세 력 들의 대 표

묘ecove엉T Adminis때'ation) 로 하여 금 상품의 질

과 가격， 그리고 생산량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당 연합의 주축을 이루던 산업 빛 금융자본이었다

화하고 노동에도 조합주의적

‘농업 구조조정 법 ’
개입하여

후버

행정부의

단 NlRA는 노동의 단체행동권을 합법

대표권을 부여하였다

(Agricultural Adjustment Act) 을

농산물 가격을 상승시키려

후기에

시도되었던

하였다.

이 위원회의 핵심은 공화

농업에

대해서도 루즈벨트 행정부는

통해 가격 , 생 산량. 유통의 전 단계 에

요컨대

루즈벨트 행정부의 초기

경제정책과 같이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지향적 (domestic

oriented) 인 것이었으나 국가의 역할이 강화된 코포라티즘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4 1)

대공황에 대한 루즈벨트 행정부의 초기

대응안은 또한

‘민족주의적’ 인 것이었다.

미국은 금본위제를 포기하였고 국제통화 안정을 위한 런던회의
산시켰다

또한 이 시기

(London

우선

Conference) 를 무

루즈벨트 행정부는 스뭇(흘리에 의해 폭등한 관세율을 소폭 인하

하였을 뿐 보호주의 정책을 개혁하려는 노력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고， 다만 미국의 수

출 증대에만 역점을 두고 있었다. 요컨대 루즈벨트 행정부 초기 미국의 무역정책은 여전히
1896년 체제의 보호주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었던 것이다.

1933-34년까지 추진된 소위

‘제 1 단계’

뉴딜정책의 이같은 특성은 1932 년 선거를 통해

상과 산엽재해 방지라는 경제적 요구에 의해 추진되었듯이‘

슈를 넘어서는 경제적‘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철폐 역시 개인의 자유권의 이

금주령을 해제하여 주류의 소비를 합법화

함으로써 주류의 생산， 유통과정에서 대규모의 조세 수입을 거두어 정부의 세업을 늘릴 수 있
었던 것이다. 또 당시 대기업들은 주세라는 대체 세원이 마련됨으로써 기업과 개인에 대한 소
득세율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듀폼사 (DuPont) 와 같은 대기업들이

강력히 지원했던 것은 이같은 계산 때문이었으며，
민주당을 지지하게

된

유인

중의

하나로

따라서

작용하였다고

금주령
볼

수

금주령의

해제를

철폐의

이슈는 대기업들이

있다

Ferguson , “ From

Normalcy to New Deal ," p. 73
4 1) 이러한 정책이 후버 행정부가 말기에 추진하던 정책과 유사하다고 점에서 거비치는 루즈벨트
가 후버 의 기 본 정 책 에 국가의 역 할 강화를 접 목시 켰다고 평 하고 있다 Gourevitch , Politics in
Hard Ti mes , pp. 14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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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거를 통해 공화당 연합이 와해

되고 공화당 연합의 주축이던 산업 · 금융자본과 노동， 농업이 민주당을 집권하도록 한 것
민주당 연합에 가담한 자본은 기본적으로 노동집약적이고 국내시장 의존적인 산업

이다.

자본과 이들에 투자하고 있는 금융자본으로 고위

‘국내파’ (nationalist) 자본 중심이었고，

한계를 감지하고 국가 개입의

이 들은 공화당의 신고전주의 적 처 방의

증대와 노동과 농업

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양보가 불가결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42) 그러나 대외경제정책에 관

한 한 민족주의적 。 보호주의적 정책이 양보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루어진 초기 뉴딜 연합은 내부의 균열과 갈등을 지니고 있는 과도기적언 것이
었다.

우선 자본의

경우 이들간의

수 없음이 곧 판명되었다

이해관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질

즉 대공황의 대응책으로 추진된 코포라티즘적 정책은 신고전주

누리던 이익을 애느 정도 포기하는 부담을 이들에게 자율적으로 분배하

의적 정책하에서

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이는 자연히 이들간에 갈등을 수반하게 되었다.

경제의 복구 속도가 완만하였다는 점도 이들간의

이 기간 동안 미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는 것을 가로막은

이같이 자율적 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간의 타협을 강제할 수 있을 만큼

요소였다.

강력한 국가 기구도 결여되어
을 의문시하게

있었으므로 국내파 자본들은 점차 초기 뉴딜정책의 실효성

되었다 43) 노동의

문제도 초기 뉴딜 연합에 내재되어 있던 핵심적인 모순

이다. CIO를 중심으로 한 노동은 루즈벨트 행정부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었고 거의

1

고

이

E

루

으

푹

모든 정책을 지지하였다 44) 그러나 뉴딜 연합에 참여한 국내파 자본은 노동집약적 산업이
있었으므로 노동정책에

있어

야들과 노동의

이해는 정 합게 임 (zero-sum

game) 적이었다고 블 수 있다. 띠랴서 이들로서는 노동의 조직권을 인정하는 것만도 양보
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갈등의

원천이었다.

이는 루즈벨트 행정부 초기 민주당 연합과 자본， 자본과 노동간의

더우기

조직권을 인정받은 노동은 CIO를 중섬으로 보다 급진화되어

갔고 연합 내의 노동 자본간의 관계는 1935 년 대법원에 의해 NI묘A의 합헌성이 부인되면
서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i뼈ernationalist)

국내파

자본이다.

자본을

대체하는

새로운

미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파트너로
해외로의

대두된

것이

팽창도 자연히

국제파

진행되었

42) Fer밍lson ， “ From Normalcy to New Deal ," pp. 79-84
43) Gourevitch , Politics in Hard Ti mes , pp. 150-15 1.
44) 루즈벨트가 노동에 진 빚보다는 노동이 루즈벨트에 진 빚이 많다는 것이 당시의 평가였다. 즉
루즈벨트가 새로운 연합의 한 축으로서 CI。를 주축으로 한 노동을 선택했고 노통의 이익을 상
당히 반영하는 정책을 폈다는 것이며，
리하고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더쉽은 실제

이와 같이

당시의 정치적

‘반드시’

생각했고 따라서

상황에서

이는 루즈벨트가 선거에서 승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루즈벨트의

당시 노동의 리

정책들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였다

Steve Fraser, “ The ‘Labor’ Question," in Steve Fraser and Garγ Gerstle, eds., The Rise and
Fall ofthe New Deal Ord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pp. 55-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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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는 1 차대전 후 특히 가속화하였다. 1929 년 현재 미국의 직 · 간접 해외투자는

억 달라로서

이는 국민총생산의

20

210

퍼센트에 이르는 것이며 이러한 비중은 1981 년에야

다시 도달될 정도였다 45) 우선 월스트릿의 겨우 1 차대전 이후 1929 년까지 매년 해외

여

신 규모는 10 억 달라로 이는 총여신액의 6 분의 1 에 달하였고. 1930년대 초반에는 3 분의

1

규모로 증대되었다. 미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도 1920 년대에 크게 증대되어 자동차，

계， 석유， 고무 등의 산업의 경우 해외 자산이 고정자산의

15-25

다 46) 이러한 기업들은 또한 해외시장에의 의존도가 높았다.

기

퍼센트에 달하게 되었

이들은 대체로 해외 시장에

서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어서 수출이 판매고의 큰 비중을 차지하거나 또는 원자재의 확보

를 해외 시장에 의존하고 있었다.
과 자유무역의

확대는

중대한

따라서 이러한 국제주의 자본에 있어 세계질서의 안정

이익이었다.

이들은

윌슨 시기부터

‘대외관계위원회’

(Council on Foreign 묘elations) 등을 중심으로 개입주의적 외교정책과 자유무역의 확대를
주창하여 왔고，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이 주체가 되어 국제 통화 · 무역질서를 안정

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하여 왔다 47)

국제주의 자본이 지닌 중요한 특성은 이들이 노동에 대해 보다 타협적이었다는 점이다.
노동집약적인 국내파 자본에 비해 이들은 보다 자본 · 기술집약적이었고 따라서

임금상승

에 큰 위협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은 노동에 대한 탄압이 노동운동의 급진화를 유도
한다고 간주하고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도 노동의 대표권을 인정하고 산업관계를 비
대립적 (non-confrontational) 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국제주의 자본은 일

찍부터

‘산업관계협의회’ (I ndustrial Relations Counsellors) 와

Society)

등 노동권의 보호를 위한 운동을 지원하였다 48)

‘테일러

협회’ (Taylor

이러한 국제주의 자본은 수적으로는 국내파 자본에 비해 열세에 있었고 따라서
대를 통하여

공화당 연합의 민족주의적

대외경제정책과 고립주의적

1920년

외교정책을 수정하려

는 시도는 번번히 실패하곤 했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해외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대외 경

쟁력을 갖춘 선도산업으로서의 이들의 세력은 점차 강회렉었고， 특히 헤어날 길이 보이지
않던 대공황의
강화되었다.

시기 세계 무역이 점차 회복세에 들어서면서

이들의 정치적

입지는 보다

점차 증대되는 경제적 중요성과 더불어 이들이 국내파 자본을 대치하고 뉴딜

연합의 새 파트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야들의 타협적 노동정책이었다.

앞에서 언급한대

로 이들은 노동권과 임금정책에 있어 보다 타협적일 수 있었으므로 노동과의 장기적 제휴
가 가능하였고 당시 루즈벨트 행정부의 수요 창출 정책의 강력한 지지 세력이 될 수 있었

45)
46)
47)
48)

Frieden, “ Sectoral conflict and Foreign Economic Policy, 1914-1940," p. 63.
Ibid. , pp. 63-67.
Ferguson, “ From Normalcy to New Deal ," pp. 63-68.
Ibid. , pp. 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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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의 제 2단계가 시작되는 1936 년경 이들은 마침내 국내파 자본을 대치하고

노동， 농업과 함께 지배적인 정치연합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제 2단계 뉴딜정책의 연합이 결성되었고，

무역정책에

있어서도 국제주의자

가 지배적인 정책연합으로 등장하였다. 국제주의자 중심의 정책연합은 또한 무역정책 결
정과정의 제도적

변화에 의해 강화되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보호주의 시기의 무역정

책 결정과정은 곧 의회 중심의 관세책정 과정이었고 이는 외국의 비교우위를 상쇄한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었다.

같은 제도 하에서 보호주의 세력의

수밖에 없었고 자유주의에의

요구는 간과되곤 했던 것이다.

을 지탱하는 제도적
T￥ade

영향력은 당연히 강화될

따라서 새로운 무역정책연합

변화가 수반되어야 했고 이는 1934년 제정된 호혜통상법(묘.eciprocal

Agreements Act:

묘TAA) 에 의 해 제 공되 었다.

RTAA는 외국과의 호혜협정을 통하여 기존 관세의 50 퍼센트까지 인하할 수 있는 권한
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였다

관세

책정권이 의회로부터

행정부로 이전되었다는 것은 이후

자유주의 무역정책이 추진되고 유지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공화당 패권기의 의회
가 아니더라도 의회는 그 속성상 이익집단의

압력 에

취 약하고 국지 적

(parochial)

이익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호주의의 요구를 거부하고 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는

적합치

않으며，

스뭇-흘리의

경험에서

드러나듯이

의회가

‘통나무

굴리기’

(l ogrolling) 로 보호주의 의 혜 택 을 ‘떡 고물나누기 ’ (pork barreling) 할 경 우 무역 정 책 의 파
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경우 의회의 정책결정은

더우기 당시와 같이 보호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이 심각한

‘교착상태’ (deadlock) 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정부는 국지적 특수이익을 무시하고 다수 (majority) 의
있다.

또한 즉각적인 경제적

이에 비해 행

이익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이익보다 중장기적인 이익，

그리고 비경제적이나 국가의 사

활적 (vital)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RTAA의 업법이 당시 국무장관 헐

(Cordell 묘ull) 에 의해 추진되었고49) 이후 본격적인 무역협상에서 국무성이 주도적인 역할
을 담당하게 된 것도 미국의 무역정책이

민족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인 틀에서 벗어나 국

제주의적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요컨대 관세책정권이 의회로부터 행정

부로 이전된 것은 곧 보호주의 집단들의 요구와 압력을 차단하고 최소한 포괄적 무역정책
에 있어서는 이후 자유주의 정책이 추진되는 데 제도적 기초가 된 것이다 50)

49) RTAA

입 법 과정 에 대 해

Pastor, Congress and the Politics of Foreign Economic Policy , pp. 84

93 을 참조하라

50)

많은 제도론자들이 이러한 점에서 RTAA를 이차대전 후 미국 자유주의 무역정책의 제도적 기
반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 인 것으로 Stephan Haggard , “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Hegemony: Explaining the Reciprocal Tr ade Agreements Act of 1934 ," International
Organization , 42:1 , pp. 91-119를 참조하라 그러나 RTAA는 제도적 ‘기반’ 일 뿐 ‘원인’ 은 아
니라고 보아야 한다

즉 RTAA에 의해 대통령으로 무역정책 권한이 이전됨으로써 자유주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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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AA 후 미국의 관세 인하

인하대상품목 비율

대상품목 인하율

총인하율

관세율 /1930 년 관세율

63.9 %
53.6 %
5.6 %
11. 7 %
16.0 %
20.0 %
79.2 %
n.a.

44.0 %
35.0 %
35.1 %
26.0 %
15.6 %
12.0 %
45.5 %
n.a.

32.2 %
2 1. 1 %
1. 9%
3.0 %
3.5 %
2.4 %
36.0 %
29.6 %

66.8 %
52.7 %

RTAA-GATT (l 934-47)
GATT 1 차협정 (1 947)
GATT 2 차협정 (949)
GATT 3 차협정 0950- 1)
GATT 4차협정 (1955-6)
딜론 라운드 0961-2)
케네디 라운드 0964-7)
도쿄 라운드 0974-9)
출처

學

國

Robert E. Baldwin, Trade Policy in a Changing

때Torld

5 1. 7 %

50.1 %
48.9 %
47.7%
30.5%
2 1. 2 %

Economy , New York: Harvester, 1988, p.

20 , Table 2. 1.
이후 루즈벨트의 2 차. 3 차 임기 동안 미 무역정책의 자유화는 서서히 추진되었다. 이는
당시의 세계 경제가 대공황의 수렁 에서 아직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었고 세계 무역질서가
있었기 때문이며， 미국의 경우 역시 급격한 정책 변화의 충격이 클 것이

너무나 훼손되어

그러나 1936 년경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간에 금본위제로의 복귀와 환

기 때문이었다.

율 안정을 위한 협정이 체결되고 여러 무역상대국과의 무역협상이 진행되었으며 국제자본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협상 역시 추진되었다. 또 1939 년이 되면 묘TAA가 적용되는 대상

이 총수입의 60 퍼센트에 이르게 되었고 1945 년에는 묘TAA를 의회가 다시 연장시키게 되

었다. 요컨대 미 무역정책은 강력한 보호주의적 • 민족주의적 성격을 탈피하고 자유주의적
방향으로 전환되어 갔던 것이다.
이차대전이 종전되고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자유주의 정책은 본격화되었다. 표 2 에
드러나듯이 미국의 관세율은 계속 하락하여 도쿄 라운드 이후

10 퍼센트 미만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시기 미국은 자국의 자유주의 정책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세계 자유무역
질서의 수립을 주도하였고 이후 상당기간 자유 무역질서의 유지를 정책목표로 삼았다.

-

」

L ..

패권하 안정론자들이

미국에

있었고，

책이

지적하듯이

자유주의

세계무역질서의

정치적。경제적

필요성이

또 이를 수립， 유지하는 비용을 감당할 능력을 미국이 지니고 있었기 때

추진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전의 하딩

행정부까지도

는 외교적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초기

루즈벨트 행정부-혹은 그

경제적 목적에 따라 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려 하였으

나 관세책정권을 의회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호주의 정책이 유지되었다는 해석이 제시
된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이는 사실이 이니다

R’TAA에 의한 무역정책 결정권한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이후 자유주의 정책이 추진， 유지되는 데 여러가지 보다 심각한 도전
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주의자 중심의 지배적인 정치연합이 없었더라면 묘TAA는 자유

무역이 추진되는 데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한 해거드의 비판은 오히려 거꾸로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프리든과 퍼거슨에 대

Ibid. , pp. 97-99.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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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가능했다 51) 그러나 그 기반에는 앞에서 살펴 본 뉴딜 연합과 국제주의 자본의 이익
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부가 추진한 자유주의 정책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V.

뉴딜 연합의 변화확 수정주의의 r.H 뚜

1950 년대와 60년대는 자유주의 무역정책이 공고해진 시기이다.
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주당의 뉴딜 연합이 지속되고 었었고

아이젠하워 시거의 특
자유주의적 무역정책과

개입주의적 외교정책은 큰 도전을 받지 않았다. 몇가지 요인들이 이에 공헌하였다.

우선

이 시기 미국의 경제력은 세계경제에 있어서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1950 년 미
국의 GN맘는 8웹CD 전체국가 GN망의

60

퍼샌트에 달하고 있었고 미국 무역 량은 세계 무

역량의 3분의 1 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1960 년에 이르러 각각
로 하락하였고， 다시

1970 댄에는

47

퍼센트와

54

퍼센트와

30

퍼센트

퍼센트로 소폭 하략하였으나 미국의 경

29

제적 패권은 여전하였다 52) 이같은 경제적 부는 미국으로 하여금 대외적으로는 자유무역

질서 유지와 확대의 비용을， 그리고 대대적으로는 자유무역질서에 따른 구조 조정과 피해
구호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미국의 자유무역정책이 대내외적으로 큰 갈등

을 수반하지 않고 추진될 수 있었다.

이는 또한 행정부가 경제적 이익보다 외교 · 안보적

고려에 우선하여 무역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둘째로 세계경제에 대한 미국 경제의 의존도가 크게 증가한 것도 자유주의 정책이 지속
될

수 있었던

1960 년에는
시

9

요인이 었다.

20

초반 국내

총생산의

퍼센트로 증가하였고 1970년대에는

1921 년 국내 총소비의

에는

1920년대

2.5

퍼센트로 증대되었다.

퍼센트에서

20

1960 년에는

2

퍼 센트에

불과하던 수출은

퍼센트에 이르게 되었다. 수입 역

5

퍼센트로， 그리고 1970 년대말

미 기업의 초국적성 (m벼tination.ality) 역시 크게 증대되어

미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가 1950 1건에는 118 억 달라에 이르렀고 1970 1날에는 860 억 달라
로 급증하였다. 또 1970 년 이들의 해외자산은 총자산의

20

퍼센트에 달하였다 53) 따라서

미국 경제는 세계경제에 보다 의존적이 되었고 세계 자유주의 무역칠서의 유지가 미국경

제의 안정에 직결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1950 년에 이르러 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도전은 거의 사라졌고 사회세력들과 정

치세력들 간에 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통령의 무역정책권이 의회에 의해 연장된 후，

1945 년 RTAA 에 의한

자유주의와 국제주의적 정책에 대한 최대

5 1) 주 2) 창조.

52)

묘enrγ

53)

뼈elen

Nau , The Myth of American Decline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1990 , p. 64.
Milner, Resisting Protectionism: Gl obal lndustries and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Trade ,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988, pp. 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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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전은 1953 년 아이젠하워 행정부 출범 직후에 도래하였다. 즉 의회와 행정부를 장악
한 공화당이 십여년 지속되어 온 자유주의 정책을 보호주의로 복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기존 정책의 고수를 강력히 추진하였고

공화당 통제하의 의회도 아이젠하워의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54) 요컨대 이 시기
에 이르면 이미

공화당 내에서의 보호주의 세력은 크게 위축되었던 것이며，

정책과 무역정책에

있어서의 국제주의와 자유주의라는 대원칙은 공화，

따라서 외교

민주 양당의 합의

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55) 이 합의하에 이후의 행정부는 자유주의의 확대를 추진해올
수 있었던 것이다 56)

마지막으로 보호주의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제도적 · 정치적 장치들이 고안되어

온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세계 자유무역체제를 수립하면서 농업을 그 대상에서 제외시킨 점을 들
수 있다

즉，

무역정책에

수입

농산품과의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을 미연에

필연적으로 생겨날 보호주의적
이

포괄적

경쟁으로 인해 농업

무역정책

전반에

부문이

방지하게

보호주의

된 것이다

세력화되어

포괄적

또한 자유무역

하에서

이익이 어느 정도 반영될 통로가 설치되어 이들의 영향력
압력을 가하지

못하게

되었다.

예컨대

자유화의

면책조항

(escape clause) 이 나 반덤 핑 관세 (anti-dumping duties) . 상계 관세 (countervailing duties)
등의 제도적

장치가 계속 고안되어 보호주의적 요구에 대한 안전 밸브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제도화된 보호주의적 혜택은 객관적 기준과 절차에 의해 분배됨으
로써 무역정책과정이 정치화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57)

1960 년대까지 지속되던 미국의 자유주의 무역정책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흔들리게

되었다.

앞의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분석할 때

기반이 붕괴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격히

하락되었다.

OECD

정치적，

제도적

우선 1970 년대 이후 미국 경제의 상대적 지위는 급

미국 경제가 여전히

1980 년에 이미 미국의 GNP는

이는 자유무역의 경제적‘

세계경제의

최강의

전체 국가 대비 3 분의

위치에

1

있는 것은 사실이나

수준으로 하락했고 대부분

의 산업부문에서 독일과 일본 등 급속히 성장한 국가들의 도전에 직변하게 되었다.

따라

서 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내외적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줄어들게 된 것이
다. 특히 무역에 있어서 상황은 1980 년대에 들어 급격히 악화되었다. 소위 레이거노믹스

54) Raymond E. Bauer, et al., American Business and Public Policy , New York: Al ldine, 1972, ch.
2.
55) Thomas E. Mann, “Making Forei망1 Policy: President and Congress," in Thomas E. Mann, ed. ,
A Question of Balance: The President, the Congress , and Foreign Policy, Washington, D. C.: The
Brookings Institution , 1990.
56) 1. M. Destler, American Trade Politics , 2nd ed. , Washington, D. C.: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 , 1992 , pp. 30-3 1.
57) lbid. , pp.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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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ganomics) 의 고금리 , 재 정 적 자， 높은 달라 환율 (strong dollar) 정 책 은 미 국 산업 의
대외 경쟁력을 악화시켰고 이는 곧 무역적자의 급등으로 이어졌다

1970 년대 중반이후 적

자를 기록하던 미국의 무역수지는 1980 년대 초반까지 3 백억 달라 미만의 적자 수준에 머
물고 있었으나. 1983 년 이후 급등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에는 천 5 백억 달라를 돌

파하였다.
천문학적 무역적자의 지속은 그 경제적 효과는 차치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자유주의 무역

정책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었다.

무역적자의

누증은 자연히 보호주의

세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1980 년대의 무역적자가 수입의 급증으로 야기된 것이므로 수
입품의 범람과 국내 산업의 파산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보호주의의 호소
력을 크게 증대시켜 주었다 58) 더우기 무역수지의

고용효과가 큰 산업부문에 집중되었다.

악화는 기초 제조업 분야와 자동차 등

즉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패배하여 붕괴되어 가던

산업부문이 주로 노동집 약적 인 기 초제조업과 고용효과가 크고 전통적으로 조직 노동을 선

도하는 자동차， 철강 등이었던 것이다. 그 정치적 효과는 곧 드러나게 되었다. 1970 년대
초반에 이 르면

AFL-CIO , UA'￦，

표g￦U 등 조직 노통의 대부분이 자유주의 정 책 에 대 한 지

지를 철회하게 되었다.

이후 노동은 기초제조업 부문의 보호주의 세력과 더불어 반자유주의 세력의 중추를 이
루어 왔다

특히

1980년대 이래 강력한 보호주의 법안틀의 대부분은 AFL-CIO를 중심으

로 한 조직 노동에 의해 입안되고 추진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9) 이는 무역정책

상의 지배적인 정책연합으로서의 뉴딜 연합이 그 한 축을 상실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
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유무역정책에 대한 노동의 지지가 뉴딜의 임금， 노동， 복

지정책과

‘교환적’ 인 것이었고，

따라서 뉴딜이래 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전체로서의 노동

이 한번도 강력하고 자발적인 지지를 제공한 적이 없다는 점， 그리고 자유주의 정책의 추

진력이

국제주의 자본과 국가기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치중하여 노동의

를 경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반자유주의화

이차대전 이후 자유주의 질서가 확대되면서 크게 약화되었던

보호주의 세력이 노동의 반자유주의화로 인해 부활되어 포괄적 무역정책과정에도 다시 강
력한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포괄적 무역정책과정이 다시 정치화된 것

이다 60) 이는 자유무역정책과 자유주의 정책연합에 섬각한 도전을 가져다 주었다. 대표적

58) Richard Clarida , “ That Tr ade Deficit, Protectionism and Policy Coordination," World Economy ,

12:4, p. 417.
59) Chang Jae Baik, “ Politics of Super 301: The D에mestic Political Basis of U. S. Forei망1 Economic

Policy," a Ph. D. dissertation ,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1993 , pp.

123-132 를 참조하

라.

60) 포괄적 무역정책 결정과정이 다시 정치화되게 된 것. 즉 보호주의의 압력이 부문별 정책에 국
한되지

않고 포괄적 정책에도 확산되게 된 데는 보호주의

압력을 차단하는 데 기여했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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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예로 미국의 무역수지가 급격히 악화되던 1980 년 중반부터 입법화되기 시작한 1988 년
종합무역법 (Omnibus 맘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스

뭇-흘리 이래 최초로 의회가 포괄적 무역정책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그 방향을 조정하려 했
던 시도로서，

게파트 수정안 (Gephart amendment) 등과 같이

입법과정에서

문제가 되었

던 강력한 반자유주의적 조항들의 대부분은 노동에 의해 입안된 것이었다 6 1)
물론 노동이 자유주의 정책연합의 반대세력화한 것이 곧 뉴딜 연합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정책과 복지정책 등에 의해 노동은 여전히 민주당내에 묶여 있고 노동으
로서는 민주당 외의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62) 이런 맥락에서

협 정 (N orth Am erícan Free 맘‘ade Agreement: NAFTA) 의

1993 년 북미자유무역

비 준과정 에 서 노동이 내 세 운 민

주당 지지 철회와 제 3 당 결성의 위협은 당분간 위협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3) 미국의 무역상황과 경제상황이 크게

악화되거나 거비치의 사례와 같은 국제경제

적 장치들의 효용성을 잃어가고 있는 데도 원인이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같은 제

도적 장치들은 반덤핑관세에서 상계관세에 이르기까지의 수입피해구제의 공급과정을 준사법화
함으로써 보호주의적 요구의 정치화를 막으려 한 것이었으나 이는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

다고 보아야 한다

즉‘

무역상황이

악화되고 국내산업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수요는 급증한 반면 자유주의 정책의 틀 안에서 제공될 수 있는 공급의 양은 제
한될 수밖에

요구는

없었던

것이다

골드스틴 (Judith Goldstein) 이

1970 년대와 1980 년대를 통하여

크게

밝히고 있듯이，

수입피해

구제의

증가하였으나 무역위원회 (I nternational Tr ade

Commission: ITC) 에 의 한 긍정 적 판정 의 수는 증가되 지 않았다 Judith Goldstein , “ The
Political Economy of Tr ade: Institutions of Protec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 80
1 ‘ pp.161-184 또한 ITC 익 긍정적 판정에도 불구하고 수입피해 구제의 요구가 대통령에
의해

거부되는 경우도 증대하였다

이에 따파 보호주의

세력은 ITC 를 통한 준사법적

장치를

통해 개별 부문에 대한 보호주의 혜택을 요구하는 방식에 점차 회의적이게 되었다. 더우기 레
이건 행정부에 이르면‘ ITC 의 판정은 무시한 채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철강산업 등에 대해 수
출자율규제 (Voluntarγ

Export Restraints: VER)

공하는 경우가 증대되었는데
기에

충분한 유인이

이는 정치적

등을 통해 비 공식 적 으로 보호주의 적 혜 택 을 제

영향력이

강한 다른 보호주의 집단들을 /정치화/하

되었다

Pietro Nivola , “암 ade Policy: Refereeing the Playing Field ,"
Mann, ed. , A Question of Balance , pp. 201 254 요컨대 수입피해 구제를 준사법화함으로써
보호주의 압력을 차단하려는 로위 (Theodore Lowi) 식의 제도적 장치는， 공급이 한정적일 수밖
•

에 없는 그 내재적 한계 때문에， 무역상황이 악화되고 보호주의에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점
차 그 효과가 상설되어 온 것이다.

Theodore Lowi , The Eηd of Liberalism , New York: W. W.
Norton. 1969
6 1) Baik, “Politics of Super 301 ," esp. , chs. 5 & 6.
62) 1970 년대 예비선거제도와 정당의 개혁 이후 민주당 내에서의 노동의 영향력은 급격히 약화되
었다

노동이 지원하는 후보가 이후의 예비선거에서 패배하는 현상이 반복되는 사실에서 엿볼

수 있듯이 노동은 민주당 연합의 한 축이라기보다는 일개 이익집단으로 전락해 왔다고도 평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노동은 속수무책이었다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1983
63)

NAFTA의 최대의 피해자는 노동으로 간주되었다
엽이

멕시코로 이전하고 멕시코로부터의

이는 다시

노동의

Nelson Polsby, Consequences of Party Reform ,

참조
수입에

대자본 협상력을 약화시켜

저임의 멕시코 경제와의 통합에 의해 미 기
의해

기초제조업

부문의

타격이

클 것이며‘

임금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가져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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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별 수출의존도 (198 1)

수출액/생산액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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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수출액/생산액

품

항공기 및 부품

45 %

산업용 비유기 화학제품

20 %

반도체

42 %

비료

31 %

전자계산기구

28 %

농기구

42 %

과학기구

40 %

트랙터 및 부품

63 %

자동차부품

밀

건축 토목 장비

30 %
38 %

77 %
52 %
50 %

변화

전기계측기구

31 %

대두

증기기관

28 %

j「
gLTι-T/-

39 %

인조섬유

25 %

쌀

32 %

출-처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Industrial Competitiveness ,
NewReαlity ，

Glσbα1

Competition , Vo l. H: The

Jan. 1985, p. 18 1.

의 위기시가 아닌 한 노동은 민주당 연합내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N뾰왜의 경우

에서 보듯， 무역정책에 있어 노동은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반자유주의적
정책연합의

핵심을 구성해 왔으며，

그만큼 자유주의적 정책연합은 약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로， 미국경제의 상대적 지위가 약화되고 거초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경쟁력이 취약
해진 반면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미국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다. 이
러한 경향은 1980 년대를 통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표 3 에도 드러나듯이 미국 경제의 무역
의존도는 이미 보호주의로의 복귀를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심화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로

고스키의 가설과 경험적 분석이 예시하는 것과 같이 자유주의 세력을 강화시켜왔고， 이들
은 1970년대， 80 년대를 릉하여 보호주의 세력을 저지하는 데 있어 행정부의 동반자 역할

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64) 더우기

무역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상당수는 미국 경제의

성 장의 통력 을 제 공하는 소위

‘유양 산업 ’ (blue ri빼onindushγ) 이 며 고부가가치 의 첨 단산

라고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은 일찍부터 NAF밤A의 의회 비준 봉쇄를 최우선 과제

로 선정하고 이에 전력투구했다

9 월경에 이르러 노동은 민주당내의 지지에 힘입어 과반수 이

상의 반대표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것이 역전되어 N댔V없가 비준된 것은 클린턴 행정부의 유
례없는

떡고물 나누기’ 에

분개한

노동계

일각에서

의한 대의회
제 3당

Kirkland) 는 다음 선거에서
고

민주당에

나오게

되었고，

연합 때문이었다

AFL-CIO

이에

의장 커클랜드 (Lane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

졸

r북미자유무역협정의 비준과정에 대한 연구J. 지역연구 학술발표회 발표논문，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64)

로비와 클린턴과 공화당과의

창당설이

1994 창조
Resisting Protectionism; 1. 뼈. Destler and John S. 。’Dell ， Anti-protection: Changing
Forces in United Stα tes Tr ade Politics , Washington , D. C.: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 , 1987.
뼈il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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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이다. 이 산업들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철저한 보호주의로의 회귀는 미국 경제에 치명

타가 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실현성을 잃게 되었고， 그만큼 이들의 영향력은 증대되
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숫적으로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반보호주의
의 주축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전형적인 자유주의 정책만을 신봉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산

업의 대외 경쟁력 저하가 뚜렷해진 1970 년대 이후 전통적인 자유주의-보호주의의 틀로 파

악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요구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들은 기존 정책
의 변화를 요구하며 미 무역정책이 자유주의의 틀을 유지하되 보다 공격적이고 자국중심
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것을 요구하였다.
관행의 보장을 적극적，

예컨대 폐쇄적인 해외시장의 개방과 공정한 무역

공격적으로 요구하는 공정무역 (fair trade) 정책이라든가，

양국간의

무역 량을 통제 하는 관리무역 (managed trade). 고부가가치 산업 의 대 외 경 쟁 력 육성 을 국가
에

요구하는 전략적

무역 (strategic trade) . 양국간 무역에

있어

부문별로 무역상 혜택을

교환하자는 부문별 호혜론 (sectoral reciprocity) 등이 그것이다. 일괄하여 수정주의적 자유

주의로 분류할 수 있는 이 요구들은 대체로 반도체 등 심각한 국제경쟁에 직면한 산업부
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때문에 거대한 시장의
등의

예에서 보듯이，

이들 산업의 특성은 대체로 규모의 경제와 막대한 R&D비용

확보가 생존의

필수조건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경쟁력

1970 년대 이래 항공기，

반도체산업

약화 원인이 외국 정부들이 자국산업의

육

성을 위해 자국시장을 폐쇄하고 자국산업을 보조하는 데 기인한다고 판단하였다 65) 따라

서 이들은 공정무역이나 관리무역， 전략적 무역 정책 등을 통하여 미국 첨단산업의 경쟁
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미국 산업에

대한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철폐하도록 하며，

나

아가 해외 시장의 일정 부분을 양보받도록 하자는 요구를 형성하게 되었다.
1980 년대 중반 이후 증대되어 온 미국의 해외시장 개방 압력과 미 무역볍 301 조를 통
한 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의 철폐 압력 등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66) 미

일 반도체협상이 성공을 거둔 1980 년대말 이후 이러한 수정주의적 요구는 많은 산업부문
으로 확대되어

갔다. 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적 지지세력이던 초국적 기업들의 상당수， 그

리고 해외시장에

의존적인 첨단산업

부문의

다 67) 심지어 노동을 비롯한 보호주의 세력

상당수가 수정주의를 포용하기
역시 전략적

시작한 것이

이유로 수정주의적 정책을 요구

하기도 하였다 68)

65) Helen V. Milner and David B. Yoffie , “ Between Free ’I'rade and Protectionism: Strategic Trade

Policy and a Theory of Corporate ’I'rade Demands ," International Organization , 43:2 , pp. 239272
66) Baik, “ Politics of Super 30 1."
67) Ibid. , esp. , chs 5 & 8
68) Ibid. , ch.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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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정주의 세력은 기본적으로 무역의존적 이익을 지니고 있으므로 전형적인 보호
주의정책을 지지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반보호주의

정책의

중요한 지지세력이다.

그러나

수정 주의 정 책 이 일방주의 적 ( unilateral) 이 고 공격 적 이 며 자국중섬 적 인 정 책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 세계 자유무역질서를 불안정하게 하고 미국의 자유무역정책을 약화시킬 가능
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1970 년대 이래의 경제적 변화는 미 무역정책의 사회적， 정치적

기반을 변화시켜 왔다. 이 중 특히 금후 미국 무역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혹
은 미치고 있는 것으로-판단되는 두 가지 변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자유주의 정책 연합
으로부터 노동의 탈퇴와 노동을 중심으로 한 보호주의의 부활， 그리고 수정주의적 자유주
의의

형성과 확산이

그것이다.

1970 년대

이후，

특히

1980 년대말 이후 미국 무역정책에

자국중심적이고 반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이같은 사회적 · 정치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우루과이 라운드 (Uruguay 묘.ound: UR) 를 통

한 다자주의 적 자유무역 확대를 주도함과 동시 에 N뼈‘맴나

APEC

등을 통한 지 역주의 적

접근을 추구하고， 미 · 일 포괄협상 (Framework Talks) 과 수퍼 301 조의 부활 등에서 보여지
듯이 공격적인 일방주의적 정책을 강화하는 등，
비일관적인 점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주의 세력의 지배가 막을 내리고，

미국의 포괄적 무역정책이 무방향적이고

이해될 수 있다.

자유주의，

즉 사회적 · 정치적

기반으로서의

보호주의， 수정주의 세력들이 흔재하며

각각 무시못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VI.
이

글의

글은 사회세력

접근에

분석틀인 사회세력

기반하여

접근에 관해

마

앨음말

무역정책의

간략히

역사적

검토함으로써

전개과정을 추적해

결론에

대한다.

왔다

이

앞 부분에서

지적했듯이 로고스키 모텔은 무역정책에 연관된 경제적 이익과 정치체제의 성격간의 관계
를 밝히는데

있어 강력한 설명력을 지닌 이론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설병의 경

제성으로 인하여 로고스키 모델은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고 잘못된 해석을 내리고 있
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동과 자본，

농업의 분파적 이익을 분류하는 것이 유효할 것이

다. 그러나 거비치와 프리든의 분석틀 역시 단순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고 무역 이슈의 중
요도를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1890년대 재편성기의 경우 무역의 이슈가 정치적 균열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적 이슈 중의 하나였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뉴딜 재편성기의 경우

는 다르다. 또 뉴딜 연합의 경우에서 보듯이 지배적 정치연합을 구성한 각 사회세력에게
무역 이슈의 중요도나 선호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이후의 무역정책의 성격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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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지적한 몇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사회세력 접근은 미 무역정책의 흐름을 파

악하는데 유용한 시각을 제공한다. 우선 이러한 접근은 무역정책을 단순히 국제 • 국내 경
제적

요인들로부터

직접 추론함으로써

정치과정을 공동화 (blackboxing) 시키는 구조적 접

근의 오류를 극복하고 있고， 또한 이익집단의 요구라는 수요의 측면만을 강조하는 미시적

접근의 한계도 넘어서고 있다. 경제적 변수들에 의해 사회세력들의 요구와 선호가 어떻게
형성되고 이들간의 연합과 대립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며， 그 결과에 의해 지배적 정치
연합과 무역정책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또 각 단계에서의 변화가 어떻게 진전되는가를 밝
히는 것은 미국 무역정책의 과거 · 현재 · 미래를 규명하고 예측하는 데 포괄적이고 동시에
분석적인 시각을 제시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각 변수들의 관계，
수들 (contingencies) 의

위치지움 등의

그리고 우발적

변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타당한 비교 (comparison) 를

통하여 모델의 정치화 (refinement) 를 이루는 것이 과제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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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Jae Baik

This study takes the so-called social coali뼈onal approach to analyze the changing natu1'e
of U. S. generic trade policy since the Civil ￥\lar-from the formation of the system of 1896

‘

and ensuing protectionism, to the collapse of the Republican hegemony the formation of
the New Deal coalition , the bi1'th of the

post-￦WII

liberalism , the demise of libe1'al

hegemony, and to the current subtle balance among free traders , protectionists , and
revisionists. Advocated by such scholars as Ronald Rogowski and Peter Gourevitch , social
coalitional approach provides a useful tool to investigate the complex
economic interests , social forces

:rallying behin뼈

sprung out of social forces , and the

natu양e

social coalitional app양oach has its own flaws
￦hile

analyzing the

뼈eveloment

social coalitional explanation that
of

analysis-밟at

is , capital, labor,

nee뼈 s
an뼈

on 얘ealigning and 1'ealigning political
밤u1'thermo1'e ， t 1'ade

forces

an뼈

coalitions

needs refinement.
poli탱T，

1 suggest three aspects of

theoretical improvement. First, 묘ogowski’s unit

agriculture-is too broad to

ealignment p1'ocess should be conside1'ed.

secondary issues.

an냉

孤ore

￦ade

coalit뼈ns，

Ìssues

cap뼈re

the dynamic

careful analysis of sectoral interests and

nee 뼈ed. Secon뼈，

1'

맹 olitical

among

of political regimes and certain policies. Yet

of U. S. generic trade

formation of sedoral interests within them.
the coalition among them are

them ,

relationshi맹

the saHence of trade issues in

않1e

Íssues sometimes exerled great influence

but othe1' times they me1'ely functioned as

we앙e

salient to cerlain secto1'al inte1'ests and

social fo 1'ces , but not imporlant at all to others at the same time. The 1atte1' point has an
impo1'tant implication fo 1' the collapse of governing political/멍olicy coalitions. Finally, 1 a1so
suggest to look at governing political coalitions and policy coalitions separately. A
t 1'iumphant politcal coalition tries to establish its hegemony over t 1'ade policy area by
einventing institutions to its advantage. The institutionalization thus makes governing

1'

policy coalitions in t 1'ade policy area which inco1'po1'ate the whole 0 1' the parlial segment of
the political coalition.

맘 he

p 1' 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may take time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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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alized policy coalition may resist change even after the hegemony of its political
coalition has already collapsed. The so-called ‘lag’ could be understood in this cont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