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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론-워상톤 면호사
“〔미국의〕

변호사들은 정치사회외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0969:264) 의 예언은，

Tocqueville

현재 미국사회에서 차지하는 약 80 만 명의 변호사들의 지위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 1) 특히 워싱톤 변호사(￦ashington Lawyer) 라 불리는 일군의 변호

사집단들은，
과 맞물려

2 차대전 이래의 미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정부기능의 확태 • 징화현상

1950 년대에 이마 그 실체를 형성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하여 현재 여타 거대도

시보다 인구대비 10배 이상에 상당하는 약 37 ， 000 명에 이르는 거대집단으로 성장하고 있

다. 여기에， 247 재(1 983 년 환재)에 이르는 지점들을 두고 있는 법률회사들까지 고려한다
면 워싱톤은 변호사의 도시라고 하여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이들은， 현재 미국 정부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룬다. 연방대법원 등 사법부를 향한 각종의
소송관련업무나，

연방정부를 쳐냥하는 여러 이익단체， 공익단체 또는 기업들에 대한 법률자

문업무와 같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소위 lawyering) 를 수행하면서， 정부와 사인 사이에새 정

부행위를 해석하고， 각자에게 그 상대방의 욕구나 요구사항， 희망들을 설명하는 기능을 수행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인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고자 하
며，

…

다

즉，

고객의 편에서 정부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온 것(圓orsky ，
변호사 자신이 정부의

한 외곽가관으로서，

1952: 10) 으로

이해된

정부의 행위를 보다 유의미하게 딴들

고， 정부행위에 대한 시빈의 복종을 유도하는 역활 외에도， 정부의 효율적인 작동에 필요
불가결한 각종의 정보자료들을 정부에 전달하는 대리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의 통합
에 기여하는 공적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ibid ，

125-131;

Parsons 、

1964:384) ,

하지만， 이 고찰은， 워싱톤 변호사들의 주요한 업무영역의 하나인 대정부 로비행위를 “혼
란 속에서 공익의 실종을 야기하는， 정부에 대한 압력행위”로서 혐오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

써(圓orsky:

35) , 2) 오늘날 워싱톤 변호사들이 차지하는 정치 · 사회적 지위와 기능의 이해

1) 일례로， 1983 년 현재로 미국상원의원의 60% , 하원의원의 44% 가 변호사출신이다.
2) 그에 있어서의 변호사의 로비행위란， 선거과정을 통한 영향력의 행사와， 입법자에 대한 교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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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미치지 못하는 일면성만을 노정한다

변호사의

업무대상이 법을 향하여

회 없이는 법이 있을 수 없고， 정치 없이는 의회가 있을 수 없다 (Susman ，
언하자면，

법의

존재는 펼연적으로 정부기구와 제도에 의존하며，

후자의

있다면， 의

1992:6).

환

실질은 정치에

의하여 충만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경제부문에 대한 정부기능의 폭발적인 확대 • 강화현상
은 부분적 이해관계들을 정치과정에 적절히 투입 ·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
게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Susman의 서술은 나름의 적실성을 가진다.
정치는 정부과정에 적용되는 게임의 규칙과 범위를 규정한다

바로 이 게임을 바탕으로 워싱톤

변호사들이 생계를 위하여 활약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적이건 집단적이건，
급부의 수혜를 위한 것이건. 투입이건 산출이건， 지역적，

문제제기를 위한 것이건

전국적이건 국제적이건 간에

..

이 모든

것이 워싱톤변호사들의 주요한 몫이다. 정치는 이미 워싱톤변호사들에 있어 정상적인 법실무의
심적 부분을 이루고 있다 (ibid ，

핵

7)

이 글은 이러한 워싱톤변호사가 미국정부의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의

확대현상

소

위 법률폭발(law explosion) 현상-에 착안하여， 현재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관심

사가 되고 있는 미국의 무역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미국변호사들의 기능을， 위에서 말한
직역이라는 구분 속에서，

그것이 어떠한 구조 속에서 수행되며 그를 뒷받침하는 미국 나

름의 구조적， 제도적 원인요소들을 적시하고자 한다.

I

미국변호사의 직역-법률문화와 법률시장

미국변호사의 직무형태의 변화와 그의 의미

1

아래 표 1 은 미국변호사들의 직역종사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크게 법률사무소 소속변
호사 (private

lawyers) ,

기업 · 단체소속변호사 (in

house counsels) ,

정부소속변호사 3) 그

리고 사법부 소속 변호사(법관 및 재판연구관) 등으로 대별되는 변호사들의

준다

이 표는 1951 년부터

분포를 보여

1980 년까지 변호사의 절대적 인원은 약 2.5 배 정도 증가하였

음에 반하여 기 업 · 단체 소속의 변호사수는 5 배 4) 정 부소속의 변호사수는 3 배 정 도의 증

의미에서의 정보， 자료， 의견의 전달행위 두 종류뿐이었다. 하지만 이것도 변호사의 고유한 업
무영역으로는 보지 않았다.

3)

여기에는 검사와 법률구조변호사가 포함된다. 하지만 이 글에서 앞으로 정부소속 변호사라 칭할
경우에는 그것은 이들을 제외한，

순수하게

행정적 업무만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의미하는 것으

로 한다.
4) 특히 이 점은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비용절감전략의 일환으로， 외부변호사의 고용에 소모되
는 제반의 비용들을 절감하고， 당해 사건이나 사안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 등을 고려한 결과로
서

오늘날

기엽체가

(Machlowitz , 1989).

변호사들을

직접

내부적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미국 무역정책과정과 변호사의 역할

표

1

변호사의 직역별 분포(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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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l. 1989:300)

:

1948

1951

1954

1957

1960

1963

1966

1970

1980

증감률a

법률

합계

89.2

86.8

85.5

80.1

76.2

74.7

73.5

72.7

68.3

109

사무

단독

::î:、

합동

61. 2
23.6
4.4

59.0
23.2
4.6

57 , 5
23.3
4.7

51. 9
23.3
4.9

46.3
24.1
5.8

42.1
26.1
6.5

39.1
27.1
7.2

36.6
28.5
7.6

33.2
26.3
8.8

50
205
391

b

5.7

6.9

8.3

9.2

10.2

10.6

11.3

10.9

401

교육기관

0.6

0.6

0.6

0.7

0.8

0.9

1. 1

1. 2

445

합계

8.3

9.8

9.6

10.3

10.2

10.9

10.8

11.1

10.8

195

지방

4.7

3.9
1. 8
4.1

3.9
1. 6
4.1

3.3
1. 7
5.3

3.3
1. 7
5.2

2.9
2.4
5.6

2.6
2.6
5.6

2.4
2.9
5.8

5.6
3.7
1. 5

78

C

192

C

4.2

3.6

3.6

3.3

3.2

3.3

3.4

3.2

3.6

156

3.5

3.4

3.0

3.2

4.3

4.5

5.1

5.2

5.3

310

고용
기업

정부

단체

3.2

-;z

「

연방
사법부
은퇴·휴업

총계

166

a. 1951-1980
c

사이의 절대인원의 증감률

b.

교육기관종사자 포함

법률구조 국선변호사는 양분하여 각각 주/지방과 연방에 포함시킴

가율을 보이고있다.

반면에 전통적인 변호사 업무종사방식인 법률사무소를 중심으로 하는

변호사의 수는 2 배 정도의 증가에 그치면서， 전체 변호사에 대한 비율 역시. 86.8% 에서

68.3% 에 그치고 있다.

이 점은 미국변호사들의 사회적

역할의 변화를 암시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송무중심의 업무수행역할에서， 법률자문이나 협상， 로비 등 사회적 분쟁들을 법

원 밖에서 처리하는 사전적 분쟁해결의 역할로의 이행-즉，
보여주고 있다

변호사 직역의 확대현상 5) 을

6)

미국의 정책과정에 대한 변호사의 역할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회 · 경
제부문에 대한 정부의 역할 증대와 관련하여‘ 변호사들도 정부산출물에 대한 고객이익의 사

후적인 방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정부과정 자체에 관여함으로

써 변호사공급에 따르지 못하는 법률수요를 창출하는 동시에 고객의 요구를 즉각적이고 보다
편이하게 충족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소위 워싱톤변호사라 지칭되는

일단의 변호사군의 상대적으로 막대한 규모에서도 나타난다

5)

이들은 이미

“펜실바니아街를

이랴한 직역분화는 변호사 상호간의 공통성을 회미하게 만들어 과연 워싱톤에는 변호사라고 불
리는 공통된 집단이

있을까 라는 문제조차 야기하게

만든다

이

점은

Edwards (l 992 :74-75)

참조

6)

물론

Abe10989.

234) 의 말처럼， 새로이 진입하는 신참변호사들을 기존의 법률사무소에서 제

대로 홉수하지 못하는 공급과잉의 현상도 그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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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와 그 주변까지도 관심의

4) 더 나아가 이들은，

전통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

행정법관련 송무업무나 공식적

절차에의

접근보다는 의회과정과 정치과정에의 비공식적 접근을 중심으로 보다 전문화되고， 보다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7) 고객의 요구에 총체적으로 반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의 무역정책 8) 의 결정 • 집행에도 마찬가지이다.
년대에 들어서면서

의

의회가 무역정책과정에

이익단채들과 개별기업들의

깊숙이

참여도 활발히

미국의 무역정책과정은 1980

관여하고 있으며 민간부분에서도 각종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미국무역대표부

(UST묘)는 민간부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부내에 존재하는 각종의 무역관련 부처나 위

원회들 간의 무역정책들을 조정하는 정책조정기능을 수행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대
표하여 각종의 대외무역협상 및 교섭의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이 기구는 대통령의 직속
기관으로 편제되어
큼，

무역정책의

있기는 하지만，

결정에

있어

의회의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통제하에

민간부분과 행정부，

의회

놓여

있는 만

3자를 연결하는 중핵적인 위치에

있다(조현태 . 1993 ’ 77-79) .

그런데，

무역세계에

있어서의

“그린베레”

(Lewis. 1990: 5) , 그 구성에 있어

또는

1974년부터

“제다의

기사”로 지칭되는 이

기구는

1990 년까지의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던

자의 42% 가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구성을 보이고 있다 (ibid ， 27). 이는 비록 미국양
원의 의원들에 대한 변호사구성비율보다는 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미국무역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은 관심의 대상이 된다 9)
즉，

7)

워싱톤 변호사들의 주된 업무방식인 행정업무의 처리，

로비를 중심으로 하는 이익대

오늘날 미국의 법률회사들은 그의 거대화현상과 더불어， 변호사가 아닌 파트너를 고용하거나(이

는 워싱톤 D.C. 에서만 인정된다) 또는 M&A의 형태로 경제

· 경영자문회사틀을 포섭하는 등 경
Goldberg (1 9 9 2 ) 참조.
8) 미국의 통상정책은， 1930 년의 관세법 (Tariff Act: Smoot- 묘awley Act) 이 취한 보호주의 무역정
영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책이 대공황과 경제블록화를 초래한 파괴적 요인이 되었다는 자각 하에， 1934 년의 상호무역협

정법 (Reciprocal 맘ade

Agreements Act) 과 그를 바탕으로 한 GATT 체제를 필두로 40 여년동안

자유무역주의와 행정부 중심의 통상정책운영체제를 이루어 왔었다. 1970 년대부터 시작되는 미
국의 무역수지적자와 달러위기를 배경으로 다시 비관세조치를 중심으로 하는 보호주의적 경향
이 서서히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의 기조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1980 년대의 고금리， 달러화강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저하 등의 현상으로 인한 무역수지적자폭
의 급격한 확대현상은 1985 년을 정점으로 공정무역

(Fair Trade) 과

맘ade Policy) 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통상정책기조가 형성되기

공격적 통상정책
시작하였다.

통상법의 제 301 조의 내용을 슈퍼 301 조와 스페셜 301 조 등으로 강화하면서
종합무역경쟁력법

(Aggressive

이는 1974 년의

UR과 1988 년의

NAFTA 체결， 교역상대국에 대한 수입규제， 강력한 시장개방압력 등의 형태

로 나타났다 (Holmer ，

1986

참조l.

9) 특히， 그 기간동안의 USTR대표 7 인중 5 명이 변호사이며， 현재의 M. Kantor대표 역시 아 범주
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부대표의 경우 15 명 중 7 명이‘ General Counsel 의 경우에는 전원이
변호사이다

이러한 구성은 미국에서의 변호사의 기능과 정책결정의 특이성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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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및 조정，

그리고 송무업무가 각각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무역정책과정에 나름의

영향

을 미침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법률만능과 법률폭발

2

미국의 정치과정에서 변호사들이 상당히 적극적 ·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었다는 점은 이
미 주지의 사실이다.

Schlesinger (1 9 5 7 )나 표Iain 등(1 975) 은 정치영역에서의 변호사들의

“과다대표”의 원인으로 두 가지의 점을 들고 있다: 첫째，

변호사-들은 법집행과정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정치인들이 갖지 못한 정치적 상승의 기회를 갖게 된다. 둘

째，

정치적

상승의

기회가 보다 많다는 점에서부터

다른 직업영역보다 유려한 지위에

있다.

그렇다면，

변호사들은 정치적인 경력의
변호사들의

형성에

이러한 〔장점〕들-법원체

계내에서 법의 집행과 관련된 관직을 독점할 수 있는 특수한 법기술엽chlesinger ，

1957 )

-은 어떻게 하얘 여타 국가들과는 또 다른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는 본고
의 목적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맥략에서 살i택 볼 수 있다

A. 대립당사자주의적 합법성
첫째，

미국의

정책집행방식 내지는 분쟁해결의

방식은 항상 종국적으로는 법원에 의한

해결을 전제로 한， 대립당사자구조약 합법성의 문제로서 규정된다는 점을 들 수 었다. 소
위 미 국삭 의

“대 립 당사자주의 적 합법 성

인 법 적 변 론 (Formal

법적

권리/의무，

(Adversarial Legalism)" 이 라

LegaI Contestation:

절차적

요건

등의

할 이 방식 은 형 식 적

대 부분의 문제 를 법 률적 인 맥 락에 서 재 규정 하여

행태로 정서함) ,

소송상의

적극주의

(Litigation

Activism ’ 증거의 수집이나 주장의 구성 등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그의

강한 영 향 아래 에 서

이 루어 짐 ) , 그리 고 실 체 척

공식적인 결정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대립당사자방식의
로 구성된다 (Kagan ，

1994: 1-6).

요컨대，

불확정 성

(Substantive Uncerlainty

변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 등으

대립되는 이해관계들을 처리하는 과정에 정부

관료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계층적 처리방식 보다는 양당사자들이 서로 대등한 자위에
서 대등한 무기로써 적극적으로 영향을 마치는 (parly- in뼈uence뼈)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다.
이러한 사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우선권을 두는 정치적 자유주의와 권력의 집중이
나，

시민사회부분에 대한 국가의 개업을 소극적으로 바라보는 인민주의적 (populist) 인 정

치문화， 그리고 그 파생물로서의 분권주의적 정치 · 경제구조에서 연유하는 것이기도 하지

만‘ 동시에 미국 특유의 법구조로부터

연유하기도 한다(ibid ，

9-15)

배심과 정치적으로

선출되는 법관에 의한 재판‘ 청구나 주장， 입증을 법관이 아닌， 변호사에 일임하는 변론
주의.

선례구속의

원칙(이는 시간적

간격으로 인하여

항상 재해석의

가능성을 마련하고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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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kin. 1992) 등의 특징들은. Friedman (1 985) 이 말하는 “포괄적 정의 (’Total

Justice)" 에의 요구와 더불어 모든 문제들을 일종의 법률게임의 형태로 처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이래의 “법의 적정절차 (due

Warren Court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process

절차의 적정(합법률성)이나 실질의

oflaw) 조항”의 새로운 해석도
적정(합법성)뿐 아니라，

어떠

한 의사결정과정에의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까지도 요구하는 법률독트린
은 정부과정의

어떠한 단계에 대하여도 그들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의 최후적인 담보는 포
괄적인 사법심사권을 가지는 법원에의 접근가능성이다.
이와 같은 볍 · 정치문화적

특성은 정부구조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입법과정이든

행정정책과정이든， 그것이 대립되는 이해관계들 간의 조정을 바탕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것을 게임의 형태로 전환하고 이를 대립당사자구조로써 처리하는 행태와 관습

이 형성되는 것이다.
권력에 대한 불신，

권리의무중심의 사고방식，

구체적 형평성을 중시하는 법문화，

정부

그의 필연적 결과인 분권화된 정부구조， 정부기관 상호간의 유기적인

견제와 균형의 구조，

잘 분화되어 있는 시민사회와 그를 바탕으로 형성된 이익단체들， 그

리고 “법의 지배”의 원칙-이 모든 요소들은 대립당사자주의적 합법성의 구조가 정부과정

전체를 관통하도록 하는 주된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법원에의 접근권
을 독점하고 있는 변호사의 장점이 형성된다一“변호사들 ... 은 이익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인
정부정책의 수행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서 동원된다."

(Kagan: 14)

B. “Ambulance Chasers"

Balkin (1 992: 1983) 은
화경향을 지적하고 있다.

화와‘

포스트 모던 시대의
그는，

입헌주의를 고찰하면서，

법률전문직의 산업

오늘날 대규모에 걸친 사실조사능력을 갖추고，

사무자동

기업과 유사한 소송 및 업무처리체계를 갖춘 거대한 법률회사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제공하고자 한다.

이들 법률회사들은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비법률적인 용역까지도

법률회사의 부속기관이나 자회사들은 로비에서부터 경제분석‘ 은행관계

자문‘ 보건， 고용문제 등 고객의 수요가 있다면 어느 곳이건 달려간다 (Susman: 10). 소위
법률전문직들에 “기업적 개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10)

Dan Quayle 전 미국부통령의 지적처럼 미국의 변호사는 이미 80 만 명을 넘어서 “전세
계인구의 불과 5% 민 차지하는 미국에 전세계 변호사의 70% 가 집중되어 있고‘" 2000 년

10)

결국에는

“hired

밍ln" 의 지위로 전락하게 만들기도 한다 (Powell.

이러한 현상은 변호사틀로 하여금 고객의

이익실현만을 염두에 두게

둘러싼

변호사와 고객. 법원의 관계 및 그 행태에

1992:68) 재판과정에서의 수임료를
관하여는 Blumberg (l 96:': [l 967) :328-330)

만들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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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는 100 만 명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Gibbons.
야기하고 있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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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변호사과다공급현상을

이는， 행정규제완화정책이나 독점규제행정의 감소경향으로 종래 변호사들

업무영역이었던 행정법분야에서의

감하기 위한 기업의 자구노력

수요감소와，

손해배상소송에서의

과다한 비용을 경

대표적인 것이 유사업체간에 무과실책임보험계약이나 이를

강제하는 입법 등을 통하여 소송을 거치지 않고서도 소비자와의 분쟁을 사전적으로 해결
하고자 하는 노력이다-등과 겹치면서，

변호사의

전통적인 활동영역을 점차 축소시키고

있는 효과를 발생시컨다，
바로 여기서 미국변호사들의 경비절감노력-사무자동화.

인원축소， 수수료부과방식의 변

경(소모시간에 따른 부과에서 사건이나 안건단위의 부과방식으로의 변화) 등-과 더불어

수요창출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의 원인이 나타난다. 그 단적인 예가， 스스로 압력집
단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벌이는 경우이다.

이익에 반하는 입법이나 사회적 움직임에 노골적인 반대투쟁을

예컨대，

미국송무변호사협회(Association

of Trial Lawyers of Ame앙ica)

는. 1980-90년대에 이르기까지 각종의 손해배상청구절차에서 입증책임의 간소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의 도입 등 소송을 피하거나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모든 입법노력들에 반대
하는 로비활동을 하였으며，
하는 공화당에

반대하여

심지어 지난 대통령선거
민주당측 클린턴

후보의

때에는 민사소송절차의
선거운동진영에

개혁을 주장

가담하기도

하였다

(Nelson. 1983: Kagan: 56-58: Schmitt. 1993).
나아가，

대규모의 법률회사들은 그 자구책의 일환으로 군소전문용역회사들을 흡수， 통

합하는 현상도 두드러진다

이들은 주로 로비회사나 조세，

무역관련자문회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회사에

13).

흡수되거나 또는 그의

자회사형태로서

투자관련회사，

재정자문회사，

워싱톤에서만 31 개의 회사들이 이들 법률
설립되었다 (Goldberg:

55: Susman: 11-

또한 나머지 군소 법률회사나 단독개엽변호사(실제 이는 로비스트가 아닌 경우가 대

부분이다)의 경우에도 변호사가 아닌 자를 파트너로 하여 개업하거나 11) 나름의 전문영역
을 개척하여 격렬한 경쟁에

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점차 분화되고 다양해지는 고객

의 요구를 총체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법률회사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
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법률기술을 이용한 소송등 각종의 절차에 관한 업무나 법규정 또
는 약정서의 제정 나아가 기존 볍규정의 해석이라는 형식적 측변의 업무영역에서 벗어나，

비록 비변호사의 내부적인 협조를 전제로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이익의 형성과 관리에 관여함을 의미한다. 그들은 더 이상 피동적이

고 방어적인 지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오히려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객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실현에 합당한 자원의 정서와 그의 능동적 집행에까지 관여하는 것

11)

이는 워싱톤 D.C. 에서만 허용된다

Rule 5.4 of D.C.(Rules ofProfessional Conduc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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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C.

결

론

이상과 같은 미국의 법 · 정치문화와 법률시장의 양태변화는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행정부의 정책결정이나 그 집행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대립당사자주의적 합법성

이라는 문화양태는 자유주의， 분권주의， 소극적 권력관과 더불어 행정과정에까지 침투하
변서，

수요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뛰어드는 변호사들의 주요한 업무기반을 이룬다.

법

규정의 실질내용 자체가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새로이 재해석되는(또는 그것이 요구되
는) 상황에서， 적어도 국가작용에 관한 한 “모든 것은 법원으로 통하는” 볍문화의 속성은

정부로 하여금 아미 사업가가 되어 버린 변호사들의 주요 타켓이 되게 만들지 않을 수 없
는 것이다. 이 점은 미국의 무역정책과정에서의 변호사의 역할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타
당하다. 물론 미국변호사들이 무역정책의 실질에 능동적으로 개입한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무역정책이 다양한 이해관계들의 조정을 비-탕으로 이루어지는 한，

엠불랜스

의

오히려，

여러

연구결과들이

뒤만 따라 다니는 미국변호사들이

게임규칙의 형성과 그의 해석
률회사의

종합병원식

이든，

정반대의 결론을 내어놓고 있다.

자신의

고유영역-법의

적정절차를 중심으로 하는

보다 새로이 등장하는 확대된 업무영역-대규모 법

서비스행태-이든 나름의

개입얘지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이

다 12) 이하에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특히 UST묘을 위요한 미국의 무역정책과정에서

의 변호사의 개입과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m.
1.

정부소속 변호사와 무역정책과점에으! 참여

무역정책실현수단의 결정

조사자 및 판정자

미국의 무역정책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실현수단으로서는 반덤핑， 상계관세， 1930 년도
관세법 제 337 조， 그리고 1974년 무역법의 301 조와 1988 년 종합무역법의 슈퍼 301 조 및

스페살 301 조를 들 수 있다(김정수， 1992:477-479). 이들은 그 담당기관과 처분발동절
차등에서 나름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소 또는 정부자체발의→

조사→사실확정→보고→결정-→처분의 과정을 거치면서 각각의 과정속에 상당한 기간의 유

예적 기간을 설정하여 무역상대국과의 교섭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이
만，

위의

337 조에 의한 제재조치는 미국의 행정절차법

의 조정절차를 그대로 원용하면서， ITC판정관(일종의

12) Newman

일반적이다.

(Administrative Procedure

administrative law judge) 의

등(1 985:1207) 은 1974 년 관세법 337 조와 관련하여

다

Act) 상
판단에

〔이 조항을〕 미국의 기업과 외

국회사들이 보다 많은 소송의 대상으로 삽을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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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음이 특이하나 (Newman 등， 1986:1189). 그 역시 이 과정
의 툴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정부소속의 변호사가 개입할 수 있는 곳은 조사，

사실확정 및 그것의 법규정에의 포섭작엽이다.

첫 째 , 미 국무역 정 책 과정 에 서 의 조사 (i nvestiga tion) 와 사실 확정

(determination) 의

절차는 소송법상의 증거와 같은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의 합리

적 추론이 가능한 정도이변 충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법원에서 볼 수 있는 이의제기

(objection) 와

같은 동태적인 공격방어의 행태는 일어나기 어렵다. 다만， 조사권의 발동이

제소에 의한 경우에는 제소자와 피제소자 그리고 조사기관의 3 면관계가， 그리고 관할기관

의 자체적인 발의에 의한 경우에는 피조사자와 조사기관의 2면관계가 형성되는 만큼， 조
사의 방법이 피조사자의 자발적인 자료제출에 의하건(반덤핑， 보복관세의 경우) , 또는 조

사기관의
있다.

직권적，

예로써，

능동적

탐색에 기한 것이건 상호간의 공캠방어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제출자료나 진술들의 전실성 맞

이들 상호간의

인과적

관련성，

어떠한 사

실관계에 대한 소명자료의 흠결여부， 보완자료나 진술의 확보가능성 및 확보방볍 등의 사

안들은，

무역과 상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 외에도 법절차 특히 증거절차에 관한 충분한 지

식과 경험을 요하는 것들이다.

둘째，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절차를 마련하여 조사의 방법이나 조사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한 당사자모임을 갖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러한 조사방법과 계획

의 협상 및 확정에 변호사의 전문적 능력이 상당한 장점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적어도
피조사자의
다.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조사기관의 편견을 완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

이 경우 조사기관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의 신빙성이나 연관성에 대한 예단을

합리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조사
기간이

소송(이는 소명으로 기일연장이 가능하다)에 비하여

단기에 그치면서

일정이

확정

되기 일쑤인 만큼， 무차별적인 자료수집 · 원용보다는 염밀한 계획과 자료 및 주장의 조직
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ibid ，

셋째.

337 조와 같이

있는 경우에는，

1195).

대립당사자구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청문절차까지 설정하고

주장과 판정의 적실성에 관한 당사자등의 주장을 합함적으로 판단，

선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나름의 논리적 추론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아
니되는 것이다 13) 청문의 경우에는 소송과 유사하게 증인심문(주로 전문가감정)아나 반대
심문의 과정에서 제소인과 피제소인 그리고 조사담당검찰관 사이에， 관련자료들이 불공정
성여부 또는 공익의 침해여부와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가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방어가 이

루어진다.

13)

비록 입증책임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바로 이 부분에서 각

그래서. 337 조의 경우 별도의 조사담당검찰관 (investigation attorney) 을 두고 있다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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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들의 사실관계상의

國

學

第十七輯 (994)

장점과 약점들을 강화/둔화시키면서

나름의

논리전개를 펼칠 수

있는， 전문적인 변술능력과 법적 변별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넷째，

법규에의 포섭과정

역시

경제적

관점

이상으로 법률적인 판단을 요하는 부분이

다. 거의 모든 정책실현수단들이 주된 발동요건으로서 불공정무역행위의 존재여부를 규정

하고 있다， 반텀핑

및 보복관세의 경우，

덤핑이나 보조금의 지급여부가，

그리고 각종의

301 조의 경우에는 외국정부가 미국의 시장접근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치나 관행을 마련하

고 있는지의 여부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비용-가격의 상관성에 관한 평
가 외에도 그 비용(특히 조세제도)이나 제도/관행들의 특성과 그것이 당해국가에서 차지
하는 사회적 의의에 관한 평가 또한 요구한다. 예를 들어 일본에 대한 자동차부품의 수출
이 자동차의 정기검사제도에 의하여 가로막히게 된다는 사실은 그 부품의

유통과정과 소

비자들의 선호에 관한 지식도 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굳이 자동차정기검사제도가 일본에

서 존재하여야 되는 사회적 의미에 관한 적확한 이해가 없이는 이 장벽의 철폐주장을 유
효하게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각종의 무역제재조치를 위한 과정들이 그 발단이 어떠한 것이든 모두 대립당사자

주의적

구조속에서

당사자들간의

합리적

변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법률기술을 요하고 있다. 이것은 보다 거시적인 차원의 무역정책 일반에 관한 의사결정이

아-닌，

구체적인 불공정무역행위와 그에 대한 보복조치를 중심으로 한 설명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 차원에서의

정부소속 변호사들의 기여는 적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들은

조사관으로 또는 판정관으로 정책집행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이해관계의 대립을 선
재하는 규범적

틀 내지는 절차적 궤도 내에서

그들로 대표되는 시민)들을 합리적인 근거로써

관련자료들을 제어하고 당사자(더

나아가

납득시키는(또는 그러한 지지를 통원하기

위한 일종의 상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2.

무역관련법령， 조약의 기초자-USTR 소속의 변호사

USTR은 미국무역관련정책의 조정자로서의

만，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은 이미

밝힌 바 있지

이 조정의 역할은 단순히 조정 · 자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안의 입안

에까지

이른다.

실제，

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나，

1974년 무역법，

1984년 무역법，

1988

년 종합무역법 등과 같은 것은 USTR( 또는 그 전신인 8TR) 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

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니며，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표(1 971-74) ，

U8TR

보기 나름으로는 당연하다 하겠지만，

고위직의 역할은 적지 않다.

예컨대，

이 과정에서

W. R. Pearce 부대

J.H , Bello(1985-89) , A. Holmer0985-89) , J.H.Jackson (l 973-74) , R.

R. Rivers (1 977-79) 등의 General Council들은 단순히 조문화나 법률체계의 정비 , 용어정
리 등과 같은 기술적인 법전화작업에만 종사한 것이 아니라，

보다 능동적으로 위의 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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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질을 규정하면서 그의 의회통과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의회교섭작업까지 벌이고 있
다 (Lewis，

'Profiles

부분 참조).

이 점은 나아가 USTR가 변호사비율이 높은 구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게 한
다. USTR의 여 러 부서 들중에 서 의 희 담당실 (。隨ce
당실

(Office of Public Affairs)

등과 더 불어

of Congressional Affairs) ,

정치적

성격이

강한 부서 로서

공공문제 담
자문위 원실

(Office of General Council) 을 들고 있으면서 , 역대의 General Council이 모두 변호사자격
자로 임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법률자문에 못지 않게 입법기능의 수행에도 변호사의
이 불가결함을 보여

준다.

즉，

전술한，

역할

대립당사자주의적인 합법성 (adversaty legality) 를

중시하는 미국의 법문화가 정부과정 깊숙히 침투하여

있는 실정에서，

형식(법규정)이 실

질(정책내용)을 규정하는 경우를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법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정치과정이 이해관계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속
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요구하는 법의 적정절차 원칙은， 대개의 경우，

Zero-sum

게임식

의 대립당사자간의 갈등/분쟁을 전제로 하여 구성되고， 당사자의 자율성에 의하여 제약되
는 정부로 하여금 그 지위가 심판관이건， 또는 이해당사자 중의 일방이건 간에 항상 자신

의 결정을 그 상대방(들)에 합리적으로 이해시키도록 강제한다. 일종의 정책변론의 형태
가 정부구조의 기본골격을 이루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규정하게 되는 각종의 무역관련법규들은 헌법의

미국의 무역정책의 주요골자를

차원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관계

설정(주로 주간통상조항을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다) . 의회와 행정부간의 관계， 행정권의
재량설정의 문제 등을 비롯하여， 각각의 절차에 있어서의 판단과 결정의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설정 , 각 절차에 대한 당사자 및 주무관청의 권리/권한분배의 문
제，

여타 법령과의 충돌/조화의 문제(체계정당성의 문제)， 분권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기

존의 법질서와의 관계， 특히 연방법원의 선례，

입증의 문제 등등 수많은 선결적 과제들과

조화/배척의 문제들이 야기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무역정책기관의 권한 그 자체의 성격과 범위에 관한 규

범체계의 해석으로부터

나온다

과거

주간통상조항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해석 14) 이

이에

관한 연방주의자들과 공화주의자들의 첨예한 대립을 대하여 전자의 손을 들어 줄 수 있었
듯이， 법의 지배하에 있는 정부기관의 권한문제도 그 주장의 정당성기반을 법의 해석으로
부터

찾아야 하는 것이다

간주한다 할지라도，

법을 형식으로만 이해하여

정치게임에

대한 단순한 상징으로

구체적인 게임운영행태가 적나라한 힘의 결과가 아니라 나름의 타당

성을 가지는 것으로 주장-즉， 지지획득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필연적으로 그 주
장의 근원을 법으로부터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 점이 법학 또는 법실무에 있어 핵심부를

14)

대표적인 사건으로

Gibbons v. Ogden, 9 Wheaton 1

(824) 를 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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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하고 있는 법도그마의 주요한 기능인 것이다.

기존의 법규정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포

섭하면서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로까지 나아가는 전과정을 지배하면서 그것을 정당화

시켜 주는， 구체적인 법규에 대한 정당성 내지는 타당성의 준거틀로 작동하는 것이 이의
기능인 것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정치에 대한 하나의 도구인 동시에 나름의 준거틀의

의미를 가지는 게임규칙으로서의 법의 성격이 정책의 설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소
지가 나타나는 것이며，

이 부분에서 하위직 뿐 아니라 고위직까지도 법률전문가로서의 변

호사의 조력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는 것이다 15)

3.

“

Getting to

Yes" →협상능력

USTR은 대 외 적 으로는 쌍무적 , 또는 다자간 협상과정에
가지며， 실제 UST묘 대표와 부대표，

정에서 실질적인

General Council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있어

미국을 대표하는 권한을

거의 대부분이 각종의 대외협상과

막중한 대외협상의

책무를 수행하는

이들 관직의 대부분이 변호사들로 충당되어져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변호사들은 자료의 수집 , 분류，

체계화를 위한 집중적인 훈련을 거치고 실무에 종

사하게 된다는 점이 첫번째의 장점으로 작용한다.

엄격한 증거법칙에

케이스 스터디를 중심으로 하는 변호사양성과정은 당면한 문제의

기하는 소송구조와

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자료들이 요구되며 이들간의 논리적 결합을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지위를 미련하
는가를 반복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사건과 무관한 제 3자(법관과 배심원)에게 자신의

원고와 피고의

대립구조속에서 전혀

주장을 납득시켜야 하는 소송체계 내지

는 법문화는， 사실관계와 지향하는 목적간의 합리적 연판성， 그리고 그 목적과 법령/규범
간의 상관성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변론능력을 불가결한 것으로 만든다

송은 본질적으로 그 체계와 목적을 달리 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자의 틀을 공유하면서

유사한 구조 속에서

비록 협상과 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립당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변호사들의

이러한

전술적 능력은 그들로 하여금 협상에서의 유리한 지위를 보장하는 결과가 된다 16)

15)

이

점과 관련하여

변호사에

의한 법창조기능은 중요한 의마를 가진다

Powel1 0993 :427

428) 은 변호사들의 변칙적인. 그러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탈세행태에 관한 연구를
언급하면서，

바로 여기서 변호사들이 고객을 위하여， 법실무를 담당하는 과정속에서 사적 입

법의 기능을 수행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사적 입법의 기능은.1) 고객의 의
뢰에 따른 로비활동을 하거나.

2) 잠재적인 고객을 예상하면서 사전적으로 의회나 행정기관의

활동을 감시하는 경우와‘ 3)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을 함으로써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4)
새로운 법적 관행이나 법장치를 개발하는 경우를 틀고 있다

16)

물론 현재 미국의 많은 법과대학에서 협상술에 대한 독립적인 과정을 설치， 훈련시키고 있음
도 부각되어야 할 사실이다，

미국 무역정책과정과 변호사의 역할

N.

189

변호사-로비스트 (Lawyer-Lobby i st)

로벼의 구조

1

미국은

더

이상

국가가

뼈lαshington Monthly의

아니다.

편집 인인

C.

그것은

로비스트들의

합eters의

이

위원회에

불과하다

The

발언( Congressional 률uarterly 뼈C. ，

1982: 1 에서 전재)은， 미국의 무역정책과정에도 예외적인 것은 아니다

19세기 초엽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전문직업화된 국민의 청원권(R ight to Petition) 의 행사는， 비록 수
많은 스캔달과 반민주적 성격 17) 으로 인하여 벼난대상야 되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정부와 고객 양자에 대하여 당해 정책에 관한 상세한 정보의 전달기능 18) 과， 그 정책

으로부터 예상되는 손익의 귀속주채，

그리고 정책담당자의 성격을 보다 분병허 공저하는

기능을 행한다는 점에서 나름의 존재이유를 찾기도 한다 (ibid ，

활동은 초기에는 주로 개인적인 로벼스트들에 의하여

2). 19)

이루어져

정부조작 및 영역의 확대에 따라 점차 전문화 · 조직화되어，

그리고 이같은 로비

왔지만，

정치자문자，

사회의

분화 및

외국대라인，

입

법전문가， 소비자운동가， 무역단체대리인， 정부문제전문가 등등을 중심으로 상호결합하거
나， 합병의 형태로 대형화하면서 그 수도 근래에 와서 급증하고 있다 (ibid ， 2). 그리고 물

론 그 중핵에는 법률회사를 비롯한 변호사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다.
로비스트-보다 넓게는 이익집단의 대의자 (representatives) 들은 그 업무의 속성상 결과
지향적이다.

그들은 정부과정 어느 곳에서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

이면 개입하게 된다-의회에서 실패하게 되면，

구체적언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부서로 또

는 경우에 따라 연방법원에까지 노력을 경주한다

바로 이 점에서 법률회사는 보다 우월

한 구조를 갖춘 대의자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점과 관련하얘

Nelson 등 098 '7， 1988) 은 기존의 통념과는 다른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두 가지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된다. 첫짜，

17) Kreml (1 991 :46) 은

이

미국의 정책과정에서 워싱톤 변호사

점을 다읍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워싱톤의

변호사 로비스트들이 정

부과정속에 깊이 포섭되어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정부의 대표성을 고양하는 것은 결코 아
니다-

오히려

... 시민들이 정부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또 다른， 민주주의의 장벽을 형성한

다”

18)

특히 이 점에 관한 논의는 적지 않다.

et. al. (993)
19)

실제，

대표적인 것으로는

Austen-Smith (1993) ,

Ainsworih ,

등 참조

로버스트들은 고객과 정부간의

정보전달기능을 하지만 그것이

일방적으로만 진행되는

것을 결코 아니다. 그는 고객에 대하여도 유의미한 정보들을 전달하면서 그들의 선택지를 한
정하고，

또한 고객과 정부의

Ainsworih (1 9 9 3 ) 참조，

상호작용관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가능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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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일반적인 권력브로커로서 자신들의 전문법률지식과 정치적

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관한 3가지

일반적인 인식이었음에 반하여，

연계를 결합하여

핵심적

그들은 이익대변행태에

모델-전문성모델 (cognitively or professionaUy based Model) , 제도적 (based

on institutional targets)

모델 및 고객 지 향적

(client-based or organizational)

모텔 중에 서

현실적으로 의미있게 작동하는 것은 후자일 따름이며， 오로지 변호사에 의한 이익대변의
경우에만 전문성모델이 어느 정도 타당하나， 그것도 정책의 실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
률지식에 기한 주변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20) 이 점은 변호사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그들의 계속되는 연구(1 988) 에서도 마찬가지의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다. 둘째， 변호사
의 경우에는 다른 대의자들에 비하여 법률지식의 활용이라는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독립적
이기는 하나，

어쨌든 일반적으로 모든 대의자들이 고객에 종속적이며 21) 고객들은 그들의

전문성이나 능력에 의하기보다는 일정한 개인적， 사회적 속성-성별，

인종， 종교， 출신지

또는 출신학교등에 의하여 비교적 정규적으로 일정한 대의자들을 선별한다고 결론짓고 있
다

이러한 후자의 결론은 연방대법원에 등록하여 송무에 전념하는 변호사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서 (McGuire ,

1993)

대의자들이나 송무변호사들 모두가 일정한 사회적 네트원

에 의하여 구조화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에도 불구하고 워싱톤지구의
변호사 및 법률회사의 수가 증가하고 법률회사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하여야 할 것인가? 그리고 변호사의 로비활동은 과연 형식적-주

변적인 것에 그친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첫째의 답변은 정부영역의 계속적 확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비록 레
이건행정부 이래 행정규제완화 및 작은 정부를 향한 정책이

구조의 분권화경향과，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 정치

행정영역의 확대는 종래 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로비활동으로

하여금 그 춧점을 행정부로 분산시키도록 한다는 점이 바로 그 것이다.

이 점은 다시 로

비활동의 성격에 의해서 강화된다. 종래 의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로비활동은 그 결과물
이 공공재의 성격을 띠면서 (Gowa ，

1988:20-2 1),

게 무차별적으로 혜택/손실을 야기한다.

일반화가능한 일정범주의 이익집단들에

따라서 각종의

연합체(예컨대 소비자단체，

상공

회의소， 인종집단 등)들이 로비스트의 주요한 고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특히 경제규모
의 확대와 계속된 불황으로 인한 기업간의 경쟁의 강화현상은 개별기업들로 하여금 공공

재를 추구하는 이러한 연합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지여하도록 유인할 메리트를 갖
지 못하게 한다

20)

환언하자면， 이들 개별기업들이 그때 그때의 즉각적인 목적을 위하여 임

이와 비슷한 결론에 이르고 있는

Dan Wood

등 (1993) 은 독점규제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법무

부의 독점규제실(Antitrust Division) 에 소속된 변호사의 수와，

경제전문가들과의 비율을 중심

으로 독점규제활동을 분석한 결과 이들간에는 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21) Heinz

등 (978) 도 마찬가지 결론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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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이고 편의적인 결합의 형태로 로비활동에 나서게 된다는 것이다 22) 따라서 로비활동
이

개별적

이익실현을 지향하면서 23) 그 춧점도 행정부의

그 절대적인 숫자도 증가하게 된다 (Susman:
둘째

구체적인 처분을 향하게

되며，

10 , 13f 참조).

이상의 수요측면의 설명과 더불어 또 하나 가능한 것이

바로 변호사나 법률회사

의 공급측면이다. 앞서도 밝혔듯이 미국의 법률회사(특히 대규모)들은 더 이상 클리닉 형
태의，

좁은 영역에만 국한된 전문적 서비스의 제공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들은 하부전문

기구를 설치하거나， 자회사의 형태 또는 기업합병 등의 방식으로 자신들이 결여하고 있는

비법률적 영역에 관한 전문지식의 보완을 꾀하고 있다.
률회사는 더

이상 고전적 의미의 법률회사가 아니며，

이러한 사실은 현재의 워싱톤 법

오히려 기업경영

과 이익대변을 행하는 종합병원격의 성격으로 전환되어 버린 것이다

일반에 관한 자문

그리고 바로 이 점

에 정부소속의 변호사들이 법률전문지식을 중심으로 주변적인-즉， 정책결정이 아니라 정

책집행에 주로 기여하는-현상과는 다른 양태를 보이게 하는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위의 Nelson 등의 주장은， 일단 개인으로서의 변호사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는 방법으로

변호사들간의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고객이나 이 개인으로서의 변호사가 자신

의 개인적인 특성들을 중심으로 상호작용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도 예외적이라 할 수는
없다.
결론이

그러나 만일 시야를 돌려 현실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변호사에 주목한다면 또 다른

가능하다.

적어도 고객의

요구에

따라 나름의

활동을 개시하고 있는 변호사라고

한다면， 그의 활동대상이 되는 자 또는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개인이 아니라 변호
사 고객을 연계하는 일종의 조직이 움직이는 것이다.

특히 그 고객이 기업이나 이익단체

인 경우에는 거대한 조직체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셈이 된다.

“많은 시민을 대표하는 대규

모 집단은 그 자체로서 정당성을 가진다" (Congressional 뼈뼈a뼈erly Inc. , 5-8) 는 말은 달
리

표현하자연 변호사-로비스트는 그 자체가 고객의

조직의

한 단위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라고 한다면，
된다.

계선

그 변호사-로비스트가 법 률회사의 구성원
참모의 상당부분이 모두 결합되는 셈이

Nelson 등이 언급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점이다. 변호사-로비스트는 법률회사의

조직과 고객의

22)

고객의 조직에 법률회사의

특히

한 부분 또는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이

결합한 보다 큰 단위의 상징인 것이다.

이

점에서

로비에 나서는

이 점은 로비스트의 주요한 테크닉과 관련되기도 한다. 로비활동의 효과성은 그들이 대변하는

이익집단의 크기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만름， 주어진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고객집단들을
포섭하는 것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불가결한 요소이다 (Congressional

Quarterly Inc. , 3-5 ’

Powell 1993:428).
23)

실제 긴급피난조항의 적용을 받은 사례들에 관한 한 연구 (Goldstein.

통적인 압력단체인 기업연합이나，

1988: 196) 에서는，

전

산별연합단체들의 제소에 의한 경우보다 개별기업(이 경우

기업의 규모가 크변 더욱 유리하다)의 제소에 의한 경우가 더욱 많은 구체처분을 받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美

192

國

學

그

관한 정보나 지식이 어디에서

나왔건 간에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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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안에 관한 광대한 자원-정보， 지식， 그리고 힘-을 가지고 기능한다. 결국 변호사를

“ hired gun" 이라 표현하는 것은 고객의 입장이나， 고객과 변호사와의 지배-종속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만 가능하다.

그가 일단 고객으로부터

선임되어서

단계에서는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후원집단 (constituent) 을 모집，
그것을 자신의

활동하기

시작하는

형성하고 조직하면서 24)

능력과 영향력의 배경으로 삼을 수 있을 때에는 그는 이미 야전군단의 핵

심이 되는 것이다 25)

2.

USTR 의 “호|짐문 (revolving

미국의

door)"

무역정책은 국내이해집단간의 정치의 산물이다 (Lake ，

역정책과정에서의 UST묘의 역할과 기능은 첨언을 요하지
기업들의

집중적인

로비대상이

1988: 33).

특히， 미국무

않는 만큼， 그를 위요한 수많은

되고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Lewis (1 990: 58) 는

“미국연방정부의 공무원중 가장 유능한 사람들 로 구성되어 있는 이 기관이 단순히
을 위한 로비스트가 되는 훈련장소”로 전락하고 있음을 개탄하고 있다.

소위

door현상이

고위직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47% (1 990 년

실제.

1974년 이래

74병의

revolving

외국의 눈으로 본다면，

아니라，

관리중

현재)에 달하는 퇴직자가 외국정부나 외국기업의 로비스트로 법무부에 등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우려도 지나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하지만，

로비스트로서

“외국

거의

바로 그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기업의

활약하고 있음은 더욱 콘 문제를 야기한다.

미국의 무역정책이

보호주의가

불공정무역관행의 시정을 통한 자유무역의 실현이라는 이념의 첨병으로 활약하고

있는 USTR 이 그 이념의

가식 아래에서 미국의 개별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스트 내

지는 로비스트 후보자들의 위원회에 불과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37 조상의 절차를 살펴 보자. 불공정무역의 요건이 충족되면 대통령에 그 사
안이 회부된다

이 때，

대통령 즉，

USTR은 60 일 이내에 기록을 가능한 한 면멸하 검토

하고 대통령에 대한 권고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그의 주된 관심사는 주로 공공정책 관련부
분에 집중된다. 바로 이 부분이

Newman

등(1 205) 의 말처럼 로비의 여지가 발생하는 것

이다 26) 워싱톤의 로비행태에 관한 많은 연구결과들이 밝히고 있듯이， 고객과의 개인적 ·

24)

이 부분은 고객인 이익집단의 성격과도 관련된다.

Salisbury

등(1 987:1228) 의 표현처럼 이악

집단이 조직화된 갈등의 체계라고 한다면， 이 갈등 내지는 분쟁에 대한 나름의 정서와 조정이
필요하며 따라서 변호사의 보다 능통적인 기능수행이 요구되는 것이다.

25) Nelson 등의 발견은 변호사 로비스트의 선임단계， 또는 그들과 정부관리와의 접촉개사단계

-ι-

는 고객 변호사-정부관리에 이르는 각 단계에서의 선뢰성의 형성에 작용하는 결정요인들에

보

n:

다 타당할 것이다.

26)

물론 ITC의 결정이 제소언에 유리하게 내려진 경우에는 그 결정을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미국 무역정책과정과 변호사의 역할

사회 적

속성 의

공유가

로비 스트의

활동경 로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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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한다면 ,

UST묘의

소위

“ revolving door" 현상은 제 소자의 변호인 또는 그의 법 률회 사를 통한 직 접 적 또는 간접 적
로비의 가능성과 그 효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각종의 301 조들의 경우에는 더욱 많은 로벼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들 관
련사건들은 의제설정에서부터

구체적인 보복조치의

발동여부결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이

정치적 · 외교적 협상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것아 추구하는 결과도 다양한 선택지를 가
지기 때문에， 로비스트틀의 활동영역은 그만큼 확대된다. 우선 1974년 무역법의 301 조의

경우에는 제소자가 외국정부의 관행에 관한 증거와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 요구된

다. 또한 나머지 두 301 조의 경우에는 떼8TR이 주체적으로 그러한 증거와 대안을 모색하
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소자냐

관련이익집단들의 변호사 또는 대의자는 전술한 바처럼

U8T흉의 변호사와 마찬가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다만， 그들의 U8φ묘의 외부에 있다

는 점만이 다를 뿐이다.
정부구성원들은，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정보를 얻기보다는， 고객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

버스트가 가져다 주는 정보 또는 첩보들에서 당해 로비스트의 목적-즉， 사적 아익 부분

을 여과함으로써 보다 간편하게 정책결정의 기반이 되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Ainswor뼈 등，

860-861). 정부가 로비스트들의 위원회에 불과하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의 활동영역이 보장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여기서， 변호사-로비스
트의 장점이 나타난다.
그들은 정보제공자이자 동시에 그 정보들을 조직화，
의

체계화함으로써 그에 기한 행정부

판단 및 결정을 정당화할 수 었는 합법적 기반까지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회전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변호사-로비스트의 경우는 이 점에서 상당한 강점을 가진다.
그틀은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에 정보의 수집능력 뿐 아니라 정보의 해석 빛 조직화에 있어

서도 대립당사자주의적

합볍성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발휘할 수 있

다. 또한 그들은 전직 USTR의 고위간부였다는 점에서 그들의 정보에 대한 상당한 신뢰성
을 확보활 수 있을 뿐 아니라， 로비기술의 첫째로 꼽히는， 정책담당자에로의 직접적 접촉
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장점까지도 겸비한다 27) 그리고 바로 이 점들이 그들로 하여금 또

따라서

이 때의 유효한 로비활동이란 제소인에 불리한 결정을 뒤집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라

할 것이다

27)

레이건 대통령의 선거운동원이었던

C.

Black은 〔로비가술의〕 첫째는 접근이다.

만나서 당해사안에 관하여 설명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

문앞에서라도

어떻게 사건을 형성하고 또 제사하는

가는 그 다음일 따름이다. 그 관리를 개인적으로 얀다는 것， 그들의 참모를 안다는 것，
고 이들이 정보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작업하는가를 안다는 것
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고 하였다.

...

그리

이러한 지식은 당신이 고객

(Congressional Quarterly Inc .. 5 에서
Congressional Quarterly Inc. (6-7) 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전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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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들과 직접적인 거래가 가능한 여타의 변호사-로비스트들로 하여금 고객의 요구를 만
족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8)

결국 USTR을 중섬으로 하는 변호사-로비스트들은 법해석 및 절차통제에 관한 법률전문

기술，

각종의

자료수집 · 분석 · 조직능력，

로비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고객집단의

규모를 확보하기 위한 협상 · 설득능력， 대규모법률회사로서의 조직적 장점，

USTR

구성원

들과의 사회적 유대의 공유 등을 활용하여 보다 쉽게 USTR의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V

무역정책과 사법심사

송무관련업무는 변호사직역의 본질에 속하는 만큼， 무역정책과 변호사의 관계를 논함에
있어 비록 그 실질이 떨어진다 하여 지나칠 수는 없다. 미국의 법원， 특히 연방법원은 외
교문제에 관한 한 1964년의

Banco Nacional de Cuba v. Sabbatino(376 U. S

398) 사건 29)

을 필두로 일관되이 소극적인 경향을 보여 왔고， 이는 무역정책에 있어서도 별로 다를 바
가 없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면서 경제영역에서의 지구촌화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점점 더 많은 사건들이 보수적인 법관들의 심판대상으로 제가되는 추세
에 있다 (Garvey ， 1993: 462). 이들은 주로 재산권이나 계약， 또는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또는 독점규제법과 관련한 경제질서교란혐의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그에 적용되는 법리도
종전의

주권면책 (Sovereign

(doctrine of “comity")
부 (commercial

or

immunity) ,

통치행위론 (Act

등 소극적인 관점에서，

of State Doctrine) ,

친화이론

소송물의 성격-통상행위언가 아닌가의

여

noncommercial)-에 따라 적절히 미국의 법을 적용할 여지들을 찾고 있

다 (ibid 참조).

그러나 이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내용이

아니과，

호사들의 행태이다

그러한 법원에까지 외교 또는 무역관련사건을 이끌고 나가는 미국변

사건의 승패와는 관계없이， 어떠한 문제이건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

의 대상으로 거론할 수 있다는 사고와 그를 뒷받침하는 변호사들의

행태는 대립당사자주

의적 합법성이 행정부 내지는 무역관련기관의 행태와 절차를 규정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
인을 이루기

때문이다.

미국법원이 가지는 배심과 변론중심의 소송구조는 상황에 따라서

는 승패를 뒤집는 경우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나， 오늘날의 선례구속의 원칙의 변칙
적 , 유동적

28)
29)

적 용경 향은 이 경 향의 촉진 역 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모습의 구체적인 사례들은

Lewis( 1990: 14-57) 가

더 우기

ambulance chaser들의 ,

잘 열거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Harlan대법관은 사법소극주의의 이유로서， 정보의 부족，

의 판단능력부족， 적절한 구제방법의 발견능력부족 등을 들고 있다.

외교적 뒤앙스나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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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한다 (cut-no-corner) "는 식의 고객우선적(즉， 경영우선적) 사고
방식은 비록 성공률이 희박하다 할지라도 무역정책대결에서 패배한 고객으로 하여금 새로

운 도전의 기회를 마련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는 무역정책과정의

절차와 소송절차의

차이에

의하여

강화된다.

전자에서는

당사자 또는 무역정책기관의 주장/판단과 사실관계의 관련 또는 사실관계 그 자체의 진정

성에 관한 느슨한 입증-즉， 소명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실질적 증거
의 법칙 (substantive eγidence
한 법원의 심사대상이

되지

rule) 30) 에 의해 사실문제에 관한 판단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않으며

따라서

원래의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의 적정성이나 증거의 해석， 법률문제(절차의 적정성은 당
연히 이 범주에 속한다) 등에 관한 판단권은 고유한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하기 나름
으로는 1 차적인 판정기관의 결정과는 다른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3 1) 뿐만 아니라，

보다 높아지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지처분 (injunction) 등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지는 결

정과 소송지연전략이

상호 결합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보호활 수 있는 시간을 벌거나，

또는 협상에 있어 보다 유리한 전략으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조차 마련하고 있다.

VI.
이상에서

미국의

무역정책과정에서의

결

론

변호사들의

역할을 대립당사자주의적

합법성이라

는 절차적 요소와 미국변호사들의 수요창출행위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간략하게나마 살펴
보았다. 실제 대립당사자주의적 합법성이라는 관념은 미국의 법 • 정치문화적 요인의 산출

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미국변호사들
의

기엽가적 사고방식에

연유하는 바도 적지

않다.

사건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있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변호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건이 생긴다는 식의 수요창출행
위는 미국 사회 전역에 걸쳐 모든 이해관계의 대립을 법적 대립으로 승화시키고， 따라서
자신의 법률전문기술을 활용할 여지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의

무역정책과정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그들은 실질적

이 점은 미

합리성과 효과성이 지배하는

무역의 영역에까지 침투하여 그것을 절차적 합리성과 합법성의 관념으로 전환하며，

경우

에 따라서는 규모의 확대나 조직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실체적인 측면에까지 개입하는

30)
3 1)

이에 관하여는

NLRB. v. ColumbianEnameling& StampingCo. , 306 U.S 292 (1 939)
Court of Appeals) 은 337 조의 실질적 침해 조항과 관련하여

일례로 연방항소법원 (U ， S ，

참조.
종래와

는 달리 비록 특허릉 지적 재산권의 경우라 하더라도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나‘ 상
당한 양이

1985) .

판매되고 있음을 입증할 것이 요구된다고 선언하였다.

753 F,2d 1019(Fed, C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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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의 해결사로 기능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상당히

분화된 직역과 그들의 편재성으로 특정지워지는 미국변

호사들의 독특한 형태를 규정한다. 그들은 정부내에서 또는 그 정부를 향한 대의자로서，
법원에서의

변론사로서，

기업내의

법률전문가로서

기능한다

그들은 무역정책을 비롯한

거의 모든 정부과정에서 고객의 이익을 대변하는 과정속에서 정부의 목적을 규정하고， 그
목적을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재해석하고，
절차적 통제이건，

로비나， 자문과 같은 정보의 제공 · 整序이건 간에， 또는 개업의 층위가

구체적인 보복조치의

그는 합법성의

“구체적 규범”을 창조한다. 비록 그 방법이

결정절차이건 보다 포괄적인 형태의

이름으로 합리성을 대체，

무역정책방침의

결정단계아건，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바로 이것이

오늘 날 미국변호사들의 존재이유이자 그들의 생존근거이가도 하다.

물론 이와 같은 서술이 미국무역정책의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은 부분의 설명에 불과할 따름이다.

세계체제내에서의

미국의 위치，

오히려

무역수지

아주 적

및 경쟁력

이라는 측면에서의 미국의 경제적 상황， 대통령과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정치구조
와 상황， 지구촌화 경향속에서의 미국기업들의 전략 등 보다 많은 설명력을 가진 변수들
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변호사라는 변수를 무역정책에 투입하여

살펴 보아야 할， 학문적 호기심 이외의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향한 대응전술개발의

펼요성

때문이다.

수요를

찾아 끝없이 헤매는 미국변호사들은 GATT 등의 국제무역관련기구들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강력한 장치들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내에서도 보복조치들을 보다 강화하면서 다양한 절

차들을 확보한다. 얼마 전에는 무역통제의 방편으로 독점규제법(Anti-맘ust Act) 을 활용하
는 방안을 현실화시키고 있기도 하다. 그들의 성화에 촉발된 연방법원은 외교문제의 통상
문제화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고 이 모든 장치들에서 협상은 항상 준비되어
들은 서비스 서장의 개방이라는 기치

분쟁이 처리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영역내에서

그리

있는 자신들의 전문영역이다이 모든 것

아래 법률시장의

개방을 촉구하는 그들의 시장창출

노력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실제 그들의 요구대로 대형법률회사의 지점이 개설된다고 해서， 그들이 이 작은 볍률시
장에서 우리 변호사들과의 경쟁만을 겨냥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그들의 주된 관
심은 대미수출에의 의존도가 적지 않은 우리 정부와 기업들을 이와 같은 거대한 무역분쟁
처리장치로 편입시킴으로써，

애초부터 우리나라에는 형성되지 않은 새로운 법률시장을 형

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일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국 우리에게 있어

서는 적어도 무역세계에 관한 한 법률적 종속상태에 빠지게 됨을 의미하게 된다.

자면，

모든 무역분쟁들이

것이다 32)

미국적

가치와 기준에 의하여

환언하

해결되는 현상을 야기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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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학교

육이나 변호사충원제도， 나아가 변호사들의 실무양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

지 않다. 오로지 법률시장개방요구에 대한 정서적 차원에서의 반대의견만이 있을 뿐이고，
철저한 독점의 보호막 속에서 전근대적 호혜성에 바탕을 둔 파행적 송무처리만이 성행하

고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이 독점이 마련하고 있는 유일한 통로인 사법시험은 법과대학
들로 하여금 취직시험준비학원으로만 기능하게 만들고 있다. 법률시장의 개방결과가 종국

에는 이 사법시험과 법과대학마저도 미국의 그것에 종속시킬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

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 말이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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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용g없훌훌훌훌*뼈X훌 훌4짧뼈쩔re￦용 a효훌g훌 훌J.8. 뿔월뼈용 훌)(핵숍y

Sang-Hie Han

The growing deficit , weak dollar, and declining competitiveness have urged the U. S. to
get some devices to open foreign markets , such as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
Section 337 remedies of the Tariff Act of 1930 , and the three 301 provisions. It is said that
뼈lese

devices and their implementations are politically determined as

struggles between conflicting interests and/or between the U.S. and

res빼ts

forei짧1

of intense

governments.

Some says too that the Washington Lawyers exercise considerable influence over national
policy making in the U. S. If they are the cases , what roles do the

뼈Tashington

Lawyers

play in U.S. trade policy making and implementing processes? How is it possible?
This study seeks a partial explanation of the Washington Lawyers' roles in those
processes. It focuses on two kinds of lawyer in Washington D.C.

a앙ea:

private practitioners

(esp. law firms) , government lawyer. Do they play just peripheral roles as some articles
have presented?

뼈y

Answer is “Not Al ways" , because 1 keep two factors , among other

things , in mind.
1 ar망1e that private practitioners as well as government lawyers can play enlarged roles

in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trade policies through investigation , contestation ,
negotiation , and litigation , because policy implementation and dispute resolution
processes of the U.S. government are seriously influenced by adversarial and legalistic
legal/political culture
Lawyer’s “ambulance-chasing" behavior constitutes another factor in explaining the
lawyer ’s role. Deregulation

an뼈

decrease in anti-trust litigation have caused serious

financial problems to many law firms. Wh ere can they find the “exit" sign in these hard
days? Besides some efforts to overcome the increasing financial squeeze (e.g. office
automation , reduction of personnel), market -creating strategy must be another and more
efficient answer. Several large law firms have merged or acquired smaller firms such as
lobbying firms , financial counselors , economic research firms and so on. They would hire
nonlawyer consultants and lobbyists. Their purposes are not only to tackle all the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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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but also to handle aH the financial , economic or political businesses on their client’s
demands.As ‘hired guns ,’ they are ready to go everywhere if they can bill.
The adversarial legalistic governmental structure and lawyer ’s xrarket-creating
behavior are interrelated. The former has enhanced the latter, and vice versa. These two
factors simultaneously make lawye앙s as an extension of 뼈e U.S.
participate in government’s

멍olicy

omnipotent because aH the governmental PI’ ocess shall be
맴ley

뼈

governmenL They can be

rule뼈

by the

“뼈ue

process of

can be almighty because they have sophisticated legal skills , which their staffs

can fiH up with substantial Ìnformation on economy, finance , commerce , or
wo뼈ld

Lawyers can

making and implementing process. They can argue on

that policy if necessary. They can contest any decision

law".

governme뼈.

tra뼈e.

’X‘hey

cut no co:mers because it is j뼈st client that wiH compensates their jobs.

Lawyer-lobbyists a :re so illustrative ones at this point. They have consi뼈e:rable amount of
legal skills to cope with adversarial

legalis뼈c

structu:re of government: If they open “ the

revolving door," they can make some opportunities fo :r direct contact with senior officials ,
to whom can they

presel뼈

occasion , they can argue on

some “creditable"
an뼈

attack the

in뼈:rmation

뼈esirability

the guise of “ fair t :rade" , and may p:ropose some
“ free

an냥

of any existing trade policy

altex’na뼈ves-all 뼈lese

un뼈er

are made not for‘

fair trading", but for their client’s Ínterests.

Acco:rding to one scholar,
:representational

￦hat

on behalf of their client: On

functions

Lawyer-Iob뼈yists

t값at

is the wo:rse is , howeve:r,

de-democ:r atize Ame:rica ,

“impe냥ing t없g

the U.S. govemment ... must provide for its citizen:ry."

뼈at

they can 빼 stort

an뼈

con’upt the existing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base빼 on free trade PI뼈lciple， and may frustrate developing nations’ efforts
뼈

achieve economic

able Ame:rican
village.

grow뼈

in않ust얘T，

under the

WOI’뼈

trade regime , only for the interests of some

at the sacrifice of “pu뼈ic interest" of the U.S

an뼈Jo:r 뼈e

glob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