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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뿔 

대표적인 자본주의 국가로서 또 자유시장에서의 창의와 경쟁이 강조되는 국가 

인 미국의 경제운행에서， 정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가대된다 그러 

나 경쟁 규칙의 제정과 유지자로서， 그리고 안정적인 거시경제여건의 조성자로 

서의 정부의 역할은 필요하며， 특히 위기관리자로서의 국가의 막중한 역할 때문 

에 전쟁은 물론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 정부의 위 

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미국 헌법은 경제와 관련된 정부 역할에 대하여， 조세， 정부지출， 차입， 법화의 

주조， 외국과의 상거래의 규제 등에 대하여 연방의회가 권한을 가진다고 간단히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정부는 최대한 자유로운 기업활동시장에서 자유경쟁 

을 보장하는 기조를 오랫동안 지속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감에 따라 특히 전쟁， 

경제적 침체， 겸제공황 혹은 가난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 당면할 경우에 정부는 

이를 시장에만 맡기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조세와 관세 혹은 무역장벽의 높이를 

조정하고 기업활동을 엄격히 규제하고 경제여건의 조성자로서 적극적으로 시장 

* 본 연구는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학부설연구소 과제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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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개입함으로써 대응하여 왔다 

미국경제에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수행한다 할 수 있다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경제주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 

지하며， 개별 경제주체들의 활동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제도를 시행하고，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소득을 직접적으로 재분배하며， 공 

공부문이 더 잘 공급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며， 거시경제를 안정화 

시키는 일들이 그것이다. 모든 수준의 정부(연방， 주， 지방정부)들이 위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거시경제의 안정은 주로 연방정부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연방정부의 경제부문 역할은 적어도 1880년대까지는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데 한정되어 왔다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새로운 

지역을 개발하여 주민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무상으로 토지를 공여하거나， 도로， 

운하， 철도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외국 제품과 기업과의 경쟁으 

로부터 미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역장벽을 높이는 것 등이었다. 이러한 지원 

을 제외한다면 이 기간 중 연방정부는 기업활동을 거의 제한하지 않는 이른바 자유 

방입주의를 견지하였으며， 정부의 최우선 순위는 경제적 자유라 할 수 있었다. 

자유경쟁 속에서 시장을 지배할 만한 대규모 기업들이 등장하고 담합과 카르 

텔로 경쟁이 제한되고 도시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문제가 대두되자， 연방정부는 

1880년대부터 1차대전까지의 기간 중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였다. 기간 

중 기업을 규제하는 중요한 몇 개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1) 그 외에도 이 기간 

중 연방의회와 대통령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몇 가 

지 법들을 제정하기도 하였다，2) 그러나 1차대전 기간 중， 연방정부는 전쟁물자의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들과 밀접하게 협력하였으므로， 기업에 대한 규 

1) 대표적인 예를 들면， 1887년 주간통상법(Interstate Commerce Act)은 최초로 연방규제기 
관인 주간통상위원회(ICC， 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를 설립하여 이 법을 시행 
관리하였다， 1890년에는 셔먼법 (Shennan Anti-trust Act)을 제정하여 독과점을 금지시 
켰으며， 1914년의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삶 Trade Commission Act)은 허위광고와 가격 
담합과 같은 불공정 기업관행을 막기 위한 연방거래위원회 (FTC)를 설치하였다. 

2) 예를 들변， 1906년의 순수식품 및 의약법(Pure Food and Drug Act)은 회사들이 식품과 

의믿E품의 내용물을 표시하도록 했으며， 1916년의 근로자보수법(Workrnen’s Compensation 
Act)은 장애인 연방직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다， 1916년 아담슨법 (Adamson Act)은 

철도노동자에 대한 일일 8시간 노동과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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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노동자 •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연방정부의 노력은 다소 주춤하였다. 

1차대전 후 소위 번영의 1920년대 중에는 연방정부와 기업간의 협력관계가 지 

속되었으며 경제적 자유라는 정책기조가 강화되었다. 

1929년의 증권시장의 붕괴와 뒤이은 1930년대의 경제대공황 시절에는 경제사 

회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역할을 강조한 루즈벨트의 뉴딜정책과 함께 

연방정부의 기능이 확대되고， 따라서 더 많은 기구 및 인원과 예산이 연방정부 

에 부여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세기 미국경제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은 1930년대 뉴딜정책의 시기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러한 추세는 그후 2차대전 

중의 국방비 증대 등 대규모 지출 증가와 1950년대의 작은 뉴딜(Little New 

DeaIl로 이어지면서 연방정부의 위상을 계속 강화해 왔다. 

이러한 추세의 반전은 1980년대에 가서야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역 

할보다는 시장의 힘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제정책 운영과 함께， 총수요의 인위 

적·정책적 확대보다는 통화긴축을 통한 물가안정을 중시하는 추세로 정책기조가 

바뀌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각각 

장기호황국면을 지속했으며， 1990년대 하반기 이래의 소위 신경제론의 기반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 경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의 변화를 통계적으로 

밝혀보고， 그 중에서도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 간의 위상 변화의 특징 

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물론 그러한 위상변화의 배경으로서 경제여건과 경제정 

책 및 제도변경 뿐만 아니라， 당시의 민간 여론과 학계의 주장을 함께 고려해 

보고자 한다. 

특히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1930년대 대공황에 대한 민주당 루즈벨트 행정 

부의 대응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1980년대 공화당 레이건 행정부의 정책대응의 

방향과 내용 및 그러한 대응의 배경을 비교함으로써 정책함의를 찾아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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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머국월제와 정부 벼증의 변화 

1) 정부지출의 상대적 규모와 재정수지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가 가지는 위상을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본 

절에서 미국의 각급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국 

내 고용에서 정부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검토한다. 

정부지출의 규모면에서는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를 합친 미국 정부의 총지출이 미국 GNP 혹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차대전 이전까지는 7-8% 수준이었으나， 1차대전 이후 1920년대는 10% 

를 넘어섰으며， 뉴딜이 시작된 1933년에 16%를 기록하고 1939-1940년의 경우 

20% 선으로 상승하였다. 최초로 미군에 의한 직접적인 대규모 해외 군사개입이 

있었던 2차대전 중， GNP에 대한 정부지출의 비율은 40%를 넘어섰다. 불론 2차 

대전 중에는 국방비의 비율이 37-38% 수준에 달하였던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2차대전 기간 중 국방비의 급증이라는 요소를 감안한다면， GDP에 대한 일반정 

부 총지출의 비율은 대 체로 30%를 향하여 1970년대까지 꾸준히 상승해 왔다. 

1990년대 틀어 그 비중은 약간의 하락 추세를 보였다. 

재정수지변에서는 20세기의 시작에서 1920년대까지는 대체로 균형을 보여왔지 

만， 뉴딜이 시작된 1930년대부터 2차대전 종전까지는 대규모 재정적자를 기록하 

였다. 주 및 지방정부의 경우 대체로 재정균형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의 거의 모두는 연방정부의 그것이었다. 2차대전 전 뉴딜기간 동 

안의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GNP 대비 2-3%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2차대전 

중 연방재정수지 적자는 GNP 대비 20-30% 수준에 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1930년대 이후 2차대전 종전 이전까지 경제내에서의 정부의 재정지출의 규모확 

대는 같은 폭의 조세수입 증대를 수반하기보다는 대체로 완만한 조세수입 증대 

와 연방정부의 재정적자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할 수 있다. 

2차대전 후 1950-60년대 중에는 당시의 경제호황 등에 따른 조세수입 확대로 

재정수지는 GDP 대비 1-2%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20세기 전체를 통하여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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띨 만한 수준의 재정흑자가 있었던 유일한 기간이었다. 

1970년부터 재정수지는 다시 적자로 돌아서 20세기의 끝 무렵까지 약 30년간 

재정적자 기조가 지속되었다. 이 기간 중의 재정적자 요인은 다양하겠지만， 석유 

파동과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의 조세수입 부진 속에서도 1930년대의 뉴딜의 지 

속·확장과 1960년대 후반에 도입된 작은 뉴딜 등으로 경직성 정부지출이 꾸준히 

증가하였던 점을 반영한다. 1980년대에는 레이건 행정부의 대소련 군비경쟁에서 

의 우위확보를 향한 군비증강도 재정적자의 원인이었다. 

1990년대 초 냉전체제의 붕괴에 따른 국방비 지출의 급속한 감소와 고속 경제 

성장에 따른 조세수입 증대 등으로 점차 감소하던 재정수지 적자는 1998년도부 

터 소폭의 흑자로 반전하였으며 그 후 흑자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1950년대 이후의 연방지출과 후술하는 연방고용의 움직임을 비교해 보면， 지 

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연방지출에서 사회보장 등 

소득이전적 지출계획이 19501년대 이후에는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출 

액에 비례하는 고용증대가 필요하지 않았다. 

<표 2-1> 연방， 주， 지방정부 재정의 대GNP/GDP 비율 (단위 : %) 

일반정부 연방정부 주 및 지방정부 

연도 지 출 
수입 지출 수지 수입 

소계 국방 
수지 수입 지출 수지 

1902 7.84 7.66 0.18 2.40 0.70 4.80 
1913 7.53 8.09 -0.닮 2.40 0.60 5.90 
1922 12.58 12.52 0.06 5.10 1.20 8.10 
1929 10.96 9.99 0.97 3.69 2.52 0.00 1.16 7.37 7.57 -0.19 
1933 14.18 16.31 -2.13 4.l2 6.10 0.00 •1. 98 10.98 11.13 -0.l5 
1934 16.l3 19.82 3.69 5.38 9.83 0.00 -4.45 13.21 12.44 0.77 
1940 18.34 19.07 • 0.73 6.74 9.84 1.76 -3.01 10.36 9.64 0.73 
1945 24.03 41.87 -17.84 20.42 41.87 37.49 21.50 5.24 4.07 1.17 
1950 25.11 22.22 2.89 14.40 15.57 5.01 -1.13 7.71 8.15 -0.44 
1955 25.40 24.54 0.86 16.57 17.30 10.80 -0.76 7.94 8.27 0.33 
1960 25.24 23.07 2.l7 17.85 16.51 9.25 1.37 8.l6 7.33 0.83 
1965 25.49 24.08 1.41 17.34 16.87 7.35 0.46 9.20 8.25 0.94 
1970 27.58 28.30 0.72 18.18 19.59 8.06 1.42 11.31 10.60 0.70 
1975 27.61 31.90 -4.29 17.71 22.15 5.55 • 4.44 12.80 12.65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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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부 연방정부 주 및 지방정부 

연도 지 출 4- 。업1 지출 수지 -/「‘ 。님1 

소계 국방 
수지 수입 지출 수지 

1980 28.08 29.72 -1.64 19.14 21.11 4.91 -1.97 11.59 11.27 0.32 
1985 27.42 31.16 -3.74 18.05 22.32 6.10 -4.28 11.33 10.79 0.54 
1990 28.02 30.98 -2.97 18.40 21.41 5.22 -3.01 11.56 11.52 0.05 
1995 28.91 31.32 -2.41 18.90 21.52 3.72 2.62 12.54 12.32 0.21 
1998 30.껑 29.22 1.03 20.27 19.73 3.11 0.54 12.39 11.91 0.48 

자료 : US CEA(l967, 2(00). US Bureau of Census(l975). 

2) 각급 정부간 비중 

또 하나의 관심은 연방·주·지방정부 등 각급 정부간 역할의 변화이다.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정부지출 중 연방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뉴딜 

이전에는 약 30% 수준이었으나， 뉴딜을 거치면서 그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였다. 

2차대전 기간 중의 80% 수준을 제외한다면 뉴딜 이후에는 대략 60%대의 수준 

을 지속하고 있다. 환언하면 20세기 초반 30여년간 60% 수준을 보이던 주 및 

지방정부의 비중은 1930년대 이후 급속히 하락하여 40% 수준으로 상대적 위상 

이 크게 하락하였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연 

방정부의 주 및 지방정부에 대한 양여금(feder머 grant to state and local govem

ments)이다.<표 2-2>에서는 이 양여금을 주 및 지방정부에 포함시켰다.<표 2-2> 

에서와 같이， 주 및 지방정부의 전체 세입 중에서 연방정부로부터의 양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20년대까지는 1-2% 수준이었으나 뉴딜 기간 중 그 비중은 

10%를 상회하였으며 (2차대전과 한국전쟁 기간 중에는 연방정부의 국방비 비중 

이 컸던 기간에는 5-9% 수준으로 하락)， 1960년대 이후에는 15-20%의 매우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양여금 비중의 증대는 주·지방정부에 대한 연방정부 

의 우위의 지표로도 볼 수 있으며， 적어도 연방정부와 주·지방정부간의 협력관 

계의 심화로 해석된다. 



미국경제에서의 연방정부의 위상 61 

〈표 2-2> 정부지출 중 연방정부와 주 。 지방정부의 비중 (단위 : %) 

연 도 연방정부 
끼 3.져/δ 「B- n1 주 및 지방정부 세입 중 
지방정부 연방정부 양여금의 비중* 

1902 34.16 65.84 0.70 
1913 29.89 70.11 0.60 
1922 39.39 60.61 2.10 
1927 30.57 69.42 1많 

1934 38.69 61.31 13.70 
1940 44.91 55.09 8.70 
1946 82.43 17.57 5.70 
1952 69.10 30.90 9.00 
1957 62.11 37.89 9.10 
1962 59.98 40.02 12.80 
1967 58.76 41.23 16.80 
1972 52.41 47.59 19.70 
1977 53.04 46.96 24.60 
1982 57.45 42.55 19.00 
1987 59.33 40.67 15.80 
1992 58.33 4l.67 21.40 
1997 60.13 39.87 19.40 
1998 59.23 40.77 19.55 

주 *는 주 및 지방정부의 세입 중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양여금의 비중임. 
자료 : US CEA(1967, 2000). US Bureau of Census(1975) 

3) 정부부문 고용의 비종 

미국 경제내에서의 정부의 위상변화는 고용측면에서도 나타난다. 1929년의 미 

국 비농업부문 민간고용의 구성을 보면 제조업이 34.2%, 서비스가 57.6%를 차지 

하고 있었으며 서비스 중에서 정부서비스 부문의 고용은 전체 비농업부문 민간 

고용의 10%를 밑돌고 있었다. 특히 연방정부 고용자는 2%에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뉴딜기간을 거치면서 연방정부의 고용은 3% 수준으로 크게 상승한데 이어， 2 

차대전 기간 중에는 국방관련 업무의 확대(군인은 민간고용에 포함되지 않음)와 

원호관련 엽무 증대에 따른 관련 연방고용의 증대로 그 비중이 6-7%로까지 상 

승하였다 3) 그후 정부부문 고용의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였으며， 특히 냉전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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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해 및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노력에 따른 연방정부규모의 축소가 추진되었던 

1990년대 중 연방정부 부문 고용의 민간부문 고용자에 대한 비중은 2% 수준으 

로 크게 하락하였다. 

비농업부문 민간고용에 대한 주·지방정부 고용의 비중은， 2차대전과 1990년대 

의 소폭하락을 제외한다면， 꾸준히 상승추세를 나타냈으며， 절대적인 고용자 수 

는 계속적으로 증기-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상당한 폭으로 증 

가하고 있는 것은 주·지방정부의 관할사항인 교육· 경찰 등에 대한 사회적 수 

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정부부문 고용 비중의 변화는 전반적인 경기국면에 따른 산업부문의 고용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아왔다. 농업부문 종사자의 감소추세， 제조업의 고용 비 

중 하락과 민간 서비스의 비중 상승이라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복무중인 군대의 규 

모와 실업률의 변동에 따라 전체 비농업 민간고용의 총수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표 2-3> 비농업부문의 민간고용의 산업별 분포 (단위 천명) 

서 비 스 업 

연도 광업 건설업 제조업 
소 계 

민 간 정부서비스 총 계 

서비스 소계 연방 주·지방 

1929 1,087 1,497 10,702 18,053 14,988 3,065 533 2,532 31,339 
1933 744 809 7,397 14,661 11,495 3,166 닮5 2,601 23,611 
1935 897 912 9,069 16,175 12,694 3,481 753 2,728 27,053 
1939 854 1,150 10,278 18,426 14,441 3,985 905 3,080 30,708 
1940 925 1,294 10,985 19,175 14,971 4,204 998 3,206 32,379 
1945 836 1,132 15,524 22,903 16,958 5,945 2,808 3,137 40,395 
1950 901 2,364 15,241 26,691 20,664 6,026 1,928 4,098 45,197 
1960 712 2,926 16,796 33,755 25,401 8,353 2,270 6，0잃 54,189 
1970 623 3，잃8 19,367 47,302 34,748 12，또4 2,731 9,823 70，잃O 

1980 1,027 4,346 20，쟁5 64,748 48,506 16,241 2,866 13,375 90,406 
1990 709 5,120 19,076 84,497 66,194 18,304 3，0잃 15,219 109,403 
1999 535 6,273 18,432 103,370 83,210 20,160 2,669 17,491 128,610 

자료 : US CEACl967, 2(00). US Bureau of Census(l975). 

3) 군인뿐만 아니라， 우편배달부까지를 제외한 연방고용의 민간고용에 대한 비율은 뉴 

딜 이전의 0.3~0.4% 수준에서 뉴딜을 거치면서 0.8%로 두 배 이상 상승했으며， 2차 

대전 후에는 1.2% 수준으로 더욱 높아져 1990년까지 l.0% 내외를 지속하고 있음 
Rockoff(1998) , pp. 127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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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비농업부문의 민간고용 구성 (단위 : %) 

서 비 스 업 

연도 광업 건설업 제조업 민 간 정부서비스 총 계 1 
소계 

서비스 소계 연방 주·지방 

1929 3.47 4.78 34.15 57.61 47.83 9.78 1.70 8.08 100 
1933 3.15 3.43 31.33 62.09 48.68 13.41 2.39 11.02 100 
1935 3.32 3.37 33.52 59.79 46.92 12.87 2.78 10.08 100 
1939 2.78 3.74 33.47 60.00 47.03 12.98 2.95 10.03 100 
1없O 2.86 4.00 33.93 59.22 46.없 12.98 3.08 9.90 100 
l없5 2.07 2.80 38.43 56.70 41.98 14.72 6.95 7.77 100 
1950 1.99 5.23 33.72 59.05 45.72 13.33 4.27 9.07 100 
1960 1.31 5.40 31.00 62.29 46.87 15.41 4.19 11.23 100 
1970 0.88 5.06 27.32 66.74 49.02 17.71 3.85 13.86 100 
1980 1.14 4.81 22.44 71.62 53.65 17.96 3.17 14.79 100 
1990 0.65 4.68 17.44 77.23 60.밍 16.73 2.82 13.91 100 
1999 0.42 4.88 14.33 80.37 64.70 15.68 2.08 13.60 100 

자료 : US CEA(1967, 2000). US Bureau of Census(l975). 

앓。 1930댈￡뼈 뽑뿔짧 멸밟쩔뽑빽 빽활 훌뼈 

1) 1920년대 경제번영 21 ^I속가능성 

미국경제에 대한 연방정부 역할 변화의 전기는 1933년 민주당 루즈벨트 대통 

령의 집권과 그후 추진한 소위 뉴딜정책이라 할 수 있다. 대공황의 경제적 어려 

움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인기가 하락하였던 현직 대통령 후버를 압도적으로 

누를 수 있었던 루즈벨트의 정치지도력과 극도로 어려웠던 경제사회적 여건을 

바탕으로 뉴딜정책은 추진될 수 있었다.4) 

1929년 10월의 주식시장붕괴가 대공황의 원인은 아니었다. 두 사건이 밀접하 

게 관련되었지만， 두 가지 모두는 1920년대의 경제번영 기간동안 형성된 고질적 

4) 뉴딜 경제정책에 대한 공과를 평가한 최근의 논문은 양통휴(2000) 및 Wallis & 
Oates(l998)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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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의 결과였다.5) 1차대전 후 1920년대 미국의 경제적 번영은 자본주의 경제 

가 가질 수 있는 심각한 약점들을 배태하는 과정이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번영 

의 지속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고 있었다. 

비록 표면상으로 번영의 시기를 나타냈을지라도， 소득은 불공평하게 배분되었 

다. 부유한 사람들은 더 많은 소득과 부를 차지했지만， 많은 미국인들은 그들이 

번 것 이상으로 소비했고， 농부들은 농산물의 저가격과 가중된 채무에 직면함으 

로써 지속적인 경제번영의 기초가 파괴되고 있었다. 제 1차대전의 지속된 여파는 

유럽이 전쟁 채무와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많은 국가들에게 

경제적 문제점들을 야기시켰다. 이런 문제점들이 대공황을 생기게 한 위기 즉 

1929년의 재앙적인 미국 주식시장 붕괴를 가져왔다. 

사회적으로는 1차대전이 끝난 후 1920년대에 미국인들은 국제적 이슈와 사회 

적 문제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개인주의를 향해 빠져 들어갔다. 그 핵 

심은 부를 축적하는 것과 새로운 일시적 유행， 새로운 발명， 그리고 신사상을 즐 

기는 것이었다. 상징적으로는 미국 사회의 전통가치틀이 도시를 중심으로 한 세 

대에 의해 변화되고 있었다. 미니스커트를 입고 화장하며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젊은 여성의 충격적인 행동으로 상징되고 있었다. 

1920년대의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경제적 필요와 잘 맞아떨어진 것처럼 보였 

다. 근대 산업사회는 대량생산기법을 통하여 막대한 소비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그러한 생산에 따 

른 번영은 단지 수요가 공급만큼 빠르게 성장할 때만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저축중시， 오락과 구매의 자제， 꼭 필요한 것만 필요한 양만큼 구매하는 것과 같 

은 전통적인 가치는 지속적인 번영을 저해하고 있었다. 제1차대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된 광고방법들을 이용하여， 자동차， 라디오 및 가정용 전기기구처럼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사람들이 구매하도록 설득하였다. 그에 따른 대량소비가 

1920년대 동안 내내 경제성장을 유지하게 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소득분배상의 문제 때문에 충분한 구매력이 뒷받침하지 

못 하였다 소득은 매우 불공평하게 배분되었으며 1920년대의 10년 동안 최부유 

5) 세계 대공황의 원인에 대하여 정리한 논문으로는 양동휴(1992， 1998), Bordo et al 
(1998), Temin(1994)이 참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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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으로 가는 소득의 비율은 계속 커졌다. 기업들은 1920년대 동안 생산성의 현 

저 한 상승을 나타냈지만， 노동자들에게 돌아간 소득의 몫은 상대적으로 더 작았 

다. 미상무부 통계국(1975)에 따르면， 1923년과 1929년 사이 시간당 노동자의 제 

조업 생산량은 32% 증가했지 만 노동자 임금은 8%만 증가했다. 같은 기간에 기 

업의 이윤은 65% 높아졌고 정부는 부유층들이 더 많은 이익을 가지도록 하였 

다 6) 이런 경향의 결과로， 1929년의 경우 상위 0.1% 소득계층의 총소득이 하위 

42%의 총소득과 같게 되었다. 이러한 불평등한 소득분배는 신제품을 구입하려는 

의지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구매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런 어려움을 피하고 구매력을 높힐 수 있도록 즉 오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 

은 후일에 지불하도록 하는 또 다른 혁신인 소비자 신용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소비자가 생산라인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을 구입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채무가 누적되는 날을 단지 연기하는 것 뿐이었다. 

농촌지역도 어려움이 쌓여갔다. 당시 경제의 약 4분의 1을 대표하던 미국 농 

업은 이미 1920년대 동안에 거의 경제적 공황에 와 있었다. 미국 농부들은 농작 

물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 유럽내의 생산이 급격히 줄어들었던 1차대전 동안 그 

들의 생산량을 늘렸지만， 1차대전후 과잉 공급된 국제시장에서 농산물 가격은 

크게 하락함으로써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엔 큰 타격을 주었다. 

대외적으로도 미국경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제 1차대전후 미국은 

유럽 국가들이 전쟁채무와 배상금을 갚느라 허덕아는 동안 세계 제 1위의 채권국 

이 되었지만 미국은행들은 새로운 역할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심한 경기침체로 차관상환이 어려워진 유럽 특히 독일의 차입자들에게 미국은행 

들은 지나치게 대출하였다 유럽 국가들의 막대한 대외부채는 1920년대 후반 국 

제적 금융구조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대외경제정책에서도 미국은 해외에 차관을 제공하고 미국 제품을 수출하려고 

노력만 하였지 다른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를 억제하기 위 

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만약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그들의 제품을 팔 수 

없다면， 그들은 미국제품을 구입하거나 또는 미국 차관을 상환하는데 필요한 외 

6) 1926년의 조세법은 1백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의 세금을 3분의 2 이상 삭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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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만들 수 없었다. 다른 주요 산업국가들도 자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비슷한 정책을 추구하였다. 

1920년대 미국내 소비 증가는 주식가격 상승에 현혹된 부의 효과(wealth 

effect)에 의해 지나치게 증가하였다. 부유층의 소득증가는 특히 1927년과 1929년 

사이 주식시장의 호황을 촉진하였다. 곧 주식가격은 해당 기업의 지분가치 이상 

으로 상승하였다. 사람들은 주식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을 믿었고 그들이 이익을 

남기고 그 주식을 곧 팔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높은 가격의 주식을 

구입하고， 그래서 주가는 계속 상승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투자자들은 수백만 달러의 주식지분을， 물품의 외상구매와 유 

사한 관행인 투기주식매입 (on a margin)을 하였다. 그들은 충분히 높은 가격으 

로 주식을 팔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가격의 단지 일부분을 자기 돈으로 지 

불하고 나머지는 차입하여 지불하였다. 실제로 주요 공업기업들의 주식가격을 

표시하는 다우존스 공업평균지수는 1927년부터 2년도 채 못되어서 가치가 두배 

가 되었다. 1920년대 후반의 주식시장의 호황은 투기적 거품의 전형적 예였다. 

1929년 가을， 주식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이 약화되면서 10월 후반부 

터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기 시작했고 시장은 냉각되었다. 공황의 최악의 날인 

10월 29일 하루에 주식은 가치변에서 100억 -150억 달러를 상실했고， 11월 중순 

까지 그 이전 2년 동안에 상승하였던 주식가치의 대부분이 사라졌는 바， 평가손 

실은 약 30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식시장 붕괴는 대공황의 시작을 알렸다. 주식시장의 붕괴는 경제 전반에 파 

괴적인 영향을 미쳤다. 붕괴는 불공평하게 배분된 부， 농업침체， 그리고 은행 문 

제들과 같은 근본적인 결점들을 없앨 수 있는 경제의 회복능력을 감소시켰다. 

그후 1933년 3월까지 급속한 수요침체 속에서 물가가 하락하고 생산과 고용이 

급감했다. GNP는 3분의 1 이상이 감소했으며， 산업 생산은 50% 이상 감소하고 

실업율은 25%를 넘어섰다. 이른바 급속한 경기하강과 경제붕괴가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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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버 행정부의 대응과 효과 

대공황에 대한 정부의 초기 반응은 비효과적이었다. 이러한 경제붕괴와 침체 

심화 국변에서 당시 공화당의 후버 행정부는 경제는 정상적이며 곧 회복될 것이 

라고 국민들을 설득하였다. 후버는 경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면 

기업이 투자를 시작하고 생산량을 늘리면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 경제가 건강 

을 회복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기업 경영자는 팔리지 않는 제품들이 재고로 

쌓이는 동안 생산과 투자를 늘리지 않았으며， 1932년의 경우 투자는 1929년 수 

준의 5% 이하로 떨어졌다. 

후버는 연방정부의 균형예산이 경제안정과 기업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라 

고 확신하여 정부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높였다. 그러나 이것은 수요를 더욱 감소 

시키는 조치였다. 또 후버 행정부는 은행과 산업에 긴급 차관을 제공하고 공공근 

로를 확장하고 주정부의 구호품 제공을 도왔지만， 그것은 너무 미약하고 너무 늦 

었다. 자수성가한 사람의 전형언 후버는 개인주의와 자립을 믿었다. 더 많은 미국 

인들이 직업을 잃고 굶주림에 빠져들고 있었으나 후버는 국민들간의 상호부조와 

자선을 통하여 인간들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 

장했다. 실제로 민간의 자선활동이 크게 증가하여 1932년에는 최고 수준을 기록 

하였지만， 자선기관들은 엄청나게 많은 자선요청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부지원은 유일한 해답으로 보였지만， 후버는 연방보조금의 지급이 

수혜자의 자립자세를 해친다고 확신하고， 그의 임기 중 이런 조치를 거부했다. 

후버 행정부의 대책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반발도 심화되어 1932년 6월에 1차 

대전 퇴역군인틀은 정부가 약속한 정부 상여금의 조기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워 

싱턴 거리를 행진했다. 정부는 이를 거절했고y 소위 Bonus Army라 불려지는 일 

부 사람들이 수도를 떠나지 않자 연방 군대가 이들과 그 가족들을 강제로 해산 

하였다. 

후버 행정부와 공화당원은 상품 수입을 억제하고 미국산 제품의 판매를 증가 

시켜 미국경제를 진작하기 위해 보호관세를 확고히 지지하였다. 1930년 그들은 

미국 역사상에서 가장 높은 평균관세를 설정한 Smoot-Hawley 관세를 법률로 

제정하였다. 이것은 미국보다 먼저 공황으로 빠져 들어가던 유럽 경제에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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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타격이었다. 다른 국가들도 그들의 관세를 올림으로써 보복하였다. 이런 행동 

은 국제무역을 억제하여 미국내 공황을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황을 국제적 

으로 전파시켰다. 1929년과 1932년 기간중 세계 무역액은 반이상 감소하였다 

3) 정부역할 증대와 관련제도의 실험 

공업화의 급진전과 도시화의 진행속에서 도시 임금노동자의 비중이 커지면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구조와 생활 

의 양태가 분명해졌으므로，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역할증대가 요구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영업이 점점 적어지고， 노동자들은 그에게 불어닥친 곤란에 

대하여 방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인구의 도시집중이 심해지면서 정부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억제해야 할 필요가 증대하였다. 

즉 정부가 역할을 증대시키고 시장에 개입하여 경제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일반의 여론과 전문가들의 입장은 점진적으로 진화되어 왔을지라도，7) 대공황과 

같은 경제현실의 강력한 충격과 이러한 현실에 대한 혁신적 정책변화를 위한 전 

략·전술을 잘 구사할 수 있는 정치지도력이 없었다면， 1930년대 구체적인 프로 

그램과 기관의 설립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결국 일자리를 잃 

은 실업자와 농민， 은행예금을 찾을 수 없게 된 예금자， 연금없는 노인들에게 있 

어 혁신적인 프로그램과 정부개입의 확대는 큰 부담없이 수용될 수 있었다. 문 

제는 다양한 경제프로그램들을 신속하게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었지만， 당시에 도입된 사회보장， 실업수당， 최저임금， 공공소유， 공공사업， 증권 

규제， 예금보호 등의 제도들은 프랑스， 독일， 핀란드 등 유럽국가나， 캐나다， 호주 

등 영어 사용 선진국에서 혹은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검토되고 있었으므 

로，8) 경제전문가들은 이 제도들의 장점과 그리고 운영방안에 관한 경험적 증거 

를 찾아 활용할 수 있었다.9) 

7) Rockoff(l998). pp. 132 -135. 
8) Rockoff(l998). p. 126 
9) Barber(l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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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뉴딜파 연방정부 위상 및 협력적 연방주의 

뉴딜은 대공황의 붕괴적 경제사회 혼란에 대응하여， 1933년 새로 들어선 루즈 

벨트 행정부 히에서 2차대전이 발발하기 전인 1938년까지 취해진 일련의 혁신적 

인 조치들을 의미한다 이 기간 중 루즈벨트와 미의회는 광범위한 연방프로그램 

과 기구를 새로이 만들었으며 유능한 정치지도자로서 루즈벨트는 전례가 없을 

정도의 새로운 정부서비스 및 규제와 보조금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뉴딜정책은 구호(relief) ， 회복(recovery) 및 개혁 (reforrn)의 세 종류로 분류되 

곤 한다 10) 구호정책으로는 긴급은행법， 연방긴급구호청 (FERA， Federal Emer

gency Relief Admi띠stration) ， 민간산림 치 수단(CCC， Civilian Conservation Corps), 

농업신용청 (FCA， Farrn Credit Administration), 민간근로청 (CWA， Civil Works 

Administration), 농업 조정 법 (AAA, Agricu1tural Adjustment Act) 등을 통하여 

은행제도의 개혁과 실업자 및 농업부문에 대한 긴급구호를 도모했으며， 경기회 

복을 위 한 대 책으로서 는 전국청 년청 (NRA, National Youth Administration), 공 

공근로청 (PWA, 뻐blic W orks Administration), 금준비 법 에 의 한 달러 의 평 가절 

하， 주택건설， 재건금융공사(RFC， Reconstruction Finance Corporation) 등이 추 

진되었다.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개혁조치로는 테네시계곡 개발청 (TVA， 

Tennesse V머ley Administration), 사회 보장법 (SSA, Social Security Act) , 증권 

거래위원회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연방통신위원회 (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 농촌전화청 (REA, Rural Electrification 

Administration), 연방준비제도(FRS， Federal Reselγe System)의 개혁， Wagner 

법안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11)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연방프로그램의 확대는 정부지출규모와 범위의 대폭적인 

증가로 나타났다. 뉴딜 시작전에 GNP 대비 12% 수준이었던 정부지출이 1940년 

에는 20%에 끈접하였다. 

프로그램의 확대와 정부지출 규모의 증가는 결국 연방정부의 위상과 역할 강 

10) Bemstein(987) 등의 분류로서 , 양동휴(2000) 참조， 

11) 양동휴(2이0)는 핵심적인 조치들을 은행제도의 개혁， 생산에 대한 정부통제의 강 

화， 사회적 안전망 구축으로 분류하여 평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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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나타났다. 앞 절에서 본 바와 같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비중은 소폭증가 

나 수준 유지에 그친 반변， 연방정부의 지출은 급속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 지출의 증가 추세 속에， 미국 각급 정부간의 상호관계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그 이전의 소위 고전적 혹은 이중적인 연방주의 (coordinate fed

eralism)에서 협력적 연방주의 (cooperative federalism)로의 이동이 그것이다. 전 

자에서는 주·지방정부들이 연방정부와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등한 위치에서 상 

대적으로 독립적인 운행을 강조했다면， 후자에서는 연방정부의 주도적 역할 속 

에서 연방정부가 주·지방정부에 대한 막대한 양여금 이전을 통하여 이틀 정부 

와 긴밀히 협조하거나 간여하는 형태의 정부간 관계가 캉조되었다 

또한 뉴딜 하에서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연방정부가 완전히 추진하기보다는， 

주정부 차원에서 이를 실행하되 연방정부로부터 대응양여금(matching grant)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정치적으로 구미에 맞았으며， 프 

로그램 최종수혜자들의 지지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주，지방정부들의 지지도 

얻어냄으로써 그 프로그램들은 더 오래 존속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12) 

5) 뉴딜의 유산 

공공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조달과 관리에 관한 협력적 연방주의의 추세와 함께， 

1930년대 뉴딜에 의해 제시된 미국 연방정부의 새로운 역할은 20세기 중 지속되 

어 왔다.2차대전 중 연방정부의 활동은 양적으로 더욱 급증하였다. 전쟁은 연방 

정부의 역할을 엄청나게 확대하고 주와 지방정부 지출의 절대규모를 축소하였다. 

물론 전쟁 중에는 뉴딜에서 제시한 긴급구호 프로그램들에 대한 필요성도 감소 

되었다. 전쟁 후에는 주 · 지방정부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지면서， 연방정부와 주· 

지방정부간 협력이 다시 중요해졌다 

1950년대 중 연방정부는 1956년 국가방위 고속도로법을 통하여 주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주 · 지방정부 지원에 나섰다 1952년 4.15억 달러였던 고 

속도로 건설 관련 연방정부 양여금은 1962년 중 27.48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각 주 

12) Bordo et 머(1998).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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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방차원의 가이드라인과 지침에 따라 고속도로의 계획과 시공을 담당하였다. 

한편 정년퇴직한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격자의 증대로 사회보장지출도 급증하였다. 

1960년대에 연방정부는 양여금제도의 기획과 운영을 더욱 심화시켰다. 주정부 

를 거치지 않고도 양여금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자금이 공여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는 연방정부의 관리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해당 프로젝트에 접근하여 통제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3) 이는 기존 정부질서의 위계질서를 뛰어넘어 연방정부 

가 필요한 곳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한 셈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중반까지는 뉴딜에서 제시된 사회복지체제가 강화되었 

다. 기존의 복지프로그램의 수혜자가 확대되고， 노령자， 맹아자， 지체불구자에 대 

한 지원이 추가되었다. 이에 더하여 저소득층 식료품 구입권(Food stamp) , 노령 

자에 대한 의료보호제도(Meclicare) ， 빈곤층 의료보조제도(Meclicaid) 등의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고 또 교통부와 주택도시개발부가 신규로 설립되었다. 닉슨 행정 

부 시절에는 부양아동을 가진 모든 가정에 일정 이상의 최저연간소득을 보장한 

다는 Family Assistance Plan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14) 이 기간 중에는 연방정부 

는 교육， 상하수도 및 천연자원 등에 관해서 주 ,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꾸준 

히 확장시켰다， 

연방정부의 위상 확대 경향은 1970년대 하반기와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에 

가서야 양여금 프로그램 축소 움직임에 따라 변화를 맞게 되었다. 양여금 축소 

의 개념은 해당 프로그램의 통제권을 연방정부에서 거두어 주정부애 돌려주자는 

시도였다. 그에 따라 과거에는 구체적으로 자금사용 용도를 정하여 제공하는 조 

건부 영여 프로그램이었으나 점차 자금용도가 포괄적으로만 제시된 광역블록 

프로그램 (broad block program)으로 바뀌었다.15) 동시에 연방정부 양여금의 규 

모 역시 전반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었으며 실제로 1980년대 재정수지적자 누 

적추세에서 주·지방정부에 대한 양여금은 크게 삭감되었다. 그러나 1998년 현재 

에도 주·지방정부 세엽의 약 19%를 유지하고 있다. 

13) Wallis & Oates(l998) 참조 
14) 의회가 부결시켰으나， 만약 이 계획이 입법에 성공했더라면 뉴딜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될 뻔했다‘ Wa11is & Oates(l998). p. 172. 

15) Wa11is & Oates(1998). p.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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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주。지방에 대한 개입과 관련하여서는， 양여금 이전을 통한 방법 

외에도， 최근에는 비재정적 형태도 있다. 소위 자금지원 없는 임무부여 (unfunded 

mandate)로 운용되는 이 제도는 주 • 지방정부에 책임을 부여하면서도 연방정부 

가 이 정부에 그것을 수행하도록 하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서， 환경법규 

등의 경우 제도설립의 근거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6) 이 경우 연방정부 

양여금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연방정부의 영향력을 전제로 한 제도라 할 수 있다. 

4. 1980낼돼2.1 규聊완화와 면방철명의 액할 훌& 

1) 1970년대와 저12황금기의 종언 

미국경제는 2차대전 후 1973년까지 소위 제2의 횡금기(La I뻐영eme B리le Epoque) 

라 불리던 경제안정과 고속성장의 시기를 지나， 1970년대 중반 이후 들어서 높 

은 인플레이션과 실업증가의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하였다. 생산성 증가율은 

1966년 이후 급격히 떨어지는 가운데， 경제성장은 세금 감변에 따른 소비증대 

및 베트남전쟁 지출， 그리고 동시에 사회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증가에 의해 인위 

적으로 지속되었다. 

처음에는 낮은 생산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이 성장을 계 

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생산시설의 높은 가동율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였다. 물 

가상승률은 1971년에서 1974년까지 닉슨의 임금 • 물가동결 조치 등 가격통제에 

의해 인위적으로 낮추어졌으나， 통제가 자유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의 폭발을 초래 

하였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경우， 1960-65년간 연평균 1.2%, 1966-72년간 

연평균 4.2% 수준이었으나， 1973년 6.2% 1974년 11.0%로 급상승함으로써， 실질 

소득의 정체와 경제불안정이 심화되었다. 이에 더하여 1974년과 1975년에는 대 

공황 이래 처음으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른바 경제침체 속 

의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 미국경제를 누르기 시작했다. 

16) Wallis & üates(1998). p.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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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번영의 인위적 확장 속에서 산업경제는 충격에 더욱 취약해졌다. 1970년 

대 초의 세계적인 1차산품 붐과 1972년과 1973년의 농작물 흉작， 그리고 1973년 

중 석유가격 4배 인상 등 충격에 뒤이은 경기후퇴의 여파 속에서， 대부분의 국 

가들은 힘든 조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미국도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측면의 

많은 변화에 적응해야 했다. 변화는 고인플레이션과 높은 명목이자율， 에너지 가 

격 상승， 변동환율로의 전환， 오래되고 큰 도시에서의 인구감소， 서비스 경제의 

성장과 급속해지는 기술변화를 포함했다. 모든 국가는 에너지， 환경， 직업상의 건 

강과 안전， 소비자 보호，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의 보호， 그리고 그 외의 다른 목 

표에 대해서도 직접적이고 매우 엄격한 규제조치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복잡해 

진 국가과제에 대한 조정압력은 베트남전쟁을 위한 재정확대와 인플레이션 압력 

에 더하여， 작은 뉴딜로 추가된 사회복지 프로그램들 때문에 더욱 높아졌다. 

1차 오일 쇼크 후의 스태그플레이션의 진행 속에서， 기업들은 새로운 환경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가 분명해질 때까지 행동을 연기하는 경향이었다. 초 

기에 취해진 통화 완화정책과 정부지출의 급속한 팽창으로 1975년과 1978년 사 

이의 단기적인 경제회복은 강력했었다. 그러나 일시적인 고통의 완화일 뿐 인플 

레이션의 심화는 경제적 어려움을 다시 심화시켰다. 1978년에 발생한 두 번째 

오일쇼크는 더 근본적 인 조성을 요구하였다. 

2) 시장경제와 큐제완화 : 경제척 자유주21의 부활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한 연방정부의 경제정책의 기조전환은 일반적으로 레이 

건 행정부가 출범하여 강력한 규제완화와 시장경제력의 회복을 강조한 1980년대 

초반으로 잡는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1978년을 전환점으로 평가한다 17)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규제완화는 1974년 “인플레이션에 관한 

백악관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 1978년에 에너지와 항공부 

문 규제완화가 결정되었다. 캘리포니아의 “제안 13(Proposition-13)"18)은 국민들 

17) Levenson(l991) 참조. 
18) 정부의 실업억제 대책으로 불가가 상승하고 조세부담 역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캘 

리포니아 투표권자들은 주가 부과하는 재산세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입법요구를 



74 美 國 學 第二十三輯(2000)

은 정부지출의 제한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했다. 1978년 4월에 카터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억제가 제 1순위 경제정책과제라고 발표했다 인플레이션의 

섬화를 무시하고 실업률 3%를 경제운영 목표로 묶어둔다는 험프리-홉킨스 법안 

에 대하여 협상하던 시기에 나온 인플레이션 억제에 대한 대통령의 천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 문제는 실업 문제와 적어도 대등하 

게 중시되는 쪽으로 장책방향을 조정한 것이다. 

험프리 흡킨스 토론으로부터 생긴 이러한 정치적 합의를 반영하여， 1979년 10 

월 폴 볼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뼈) 의장은 통화정책의 목표변수를 이자율에 

서 벗어나 통화량 증가율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다. 1978년의 험프리-흡킨스의 

절충은 1980년대 초 인플레이션 극복을 향한 대전환을 가능하게 했다. 

1981년 출범한 레이컨 행정부는 카터 행정부 시기의 정책전환을 바탕으로， 기 

업가 정신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촉진하고， 시장의 힘에 의해 경제운행을 

중시하는 풍토를 조성했다. 이때의 정책내용은 사회지출 증가의 둔화， 기업과 개 

인 소득세율의 삭감， 이자율과 그 외 가격의 자율화， 규제된 시장의 지속적 개방 

과 경쟁촉진，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력한 억제정책을 유지하였다. 

1980년을 전후하여 채택된 통화긴축과 시장력에 대한 더 많은 의존이라는 경 

제정책 기조의 변화와 새로운 방식의 강력한 통화긴축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성공 

적으로 억제하였으나， 2차 오일쇼크와 결부되어 1980년과 1981년 중 1930년대 

이래로 최악의 경기침체를 초래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는 산 

업들이 이제 스스로의 적응 노력 없이는 안존하도록 보호될 수 없다는 것을 확 

신시켰다. 

이런 여건 속에서 깨업가 정신이 피어나고， 대기업들보다 용이하게 변화에 신 

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중소규모의 모험기업들을 창출했다 기업가 정신의 확 

산은 청년， 소수그룹， 여성， 다수의 실업자 등 과거의 가부장적인 환경에 익숙했 

던 것과는 다른 것을 모색하는 사람들을 자극하였으며， 경제의 활력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19) 

경제와 기업들은 보다 개방형 구조로 바뀐 것으로 평가된다. 애플 컴퓨터의 

담은 제안을 1978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통과시켰다 
19) Leveson(1991)의 p. 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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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구조설계는 다른 제조업자들 및 소프트웨어 제공자의 제품들과 함께 작동되 

도록 했다 시장을 통하여 경제시스템에 힘을 더하고 기업들은 더욱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었다. 이러한 개방구조경제는 레이건 행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에 의 

해 촉진되었고 정보혁명의 발달에 의해 강화되었다. 

시장력에 대한 더 큰 의존과 규제완화 속에서의 통화긴축이라는 새로운 풍토 

와 함께， 미국경제는 기술혁신과 기술변화의 물결에 직면하게 되었다. 새로운 기 

술의 출현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이미 주기 시작했고 경쟁을 심화시키고， 세 

계화의 추세속에서 지리적으로 다른 경제단위를 더욱 효과적인 네트워크로 연결 

시켰다. WTO를 통한 서비스교역 자유화， 지적재산권 보호의 확대， 국제투자의 

촉진과 결부되어， 이전에 존재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서비스와 정보경제 

를 창조하고 있었다(Levenson， 1991). 

3) 경제적 보수주요|의 확삼 

1980년대 초 레이건의 승리와 함께 등장된 보수주의는 영국의 대처수상 집권 

과 함께 몇 년 사이에 전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그것은 독일의 콜 정부 등장， 

캐나다의 멀로니 내각의 출범， 일본의 나카소네 총리 집권과 후임자들의 나카소 

네 정책 계속 등을 포함한다， 또한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 대통령과， 호주의 진보 

당 호크 수상에 의한 상대적인 보수주의적 정책으로의 선회를 포함한다 1980년 

대에 추진된 캐나다에서의 에너지 가격 자율화， 독일과 일본의 예산 삭감과 프 

랑스의 이익이 없는 제철소 폐쇄 등으로 이어졌다. 

1980년대의 경제적 보수주의는 각국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초래하였다. 근본적 

으로 민간의 역할을 중시하였던 미국에서 민영화는 적었지만， 국가소유 기업에 

크게 의존하는 많은 국가에서 현저하였다. 영국과 스페인 같은 곳에서 뿐만 아 

니라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민영화의 추세가 활발하였다.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는 제3세계에서도 점차적으로 분명해졌다. 국제통화기금 

의 조건부 정책권고(IMF Conditiona1ity)는 자금지원국에게 환율이 시장력을 반 

영하도록 허용할 것과 예산적자 축소와 같은 안정을 중시하는 거시경제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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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도록 요구하였다. 즉 채무국들은 가격상승을 자율화하고 과거에 국가소유 

기업에 지배되었던 부문에서 사기업이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고， 국가관할 산업 

들의 보조금을 삭감하는 프로그램을 받아들여야만 하게 되었다. 중국과 소련 및 

동유럽에서의 경제운영방식의 변화도 극적이었음을 보였다. 

4) 신경제 및 향후전망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벤쳐기업가들의 성공에 기초한 미국의 1990년대의 이 

른바 신경제 (the New Economy)에 의한 전후 최장기의 호황국면의 지속은 상당 

한 정도로 1980년대 이후의 규제완화와 시장경제력에 대한 신뢰증가를 내용으로 

하는 정책기조에 큰 영향을 받았다.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은 기술개발과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며， 기술변화의 

물결은 새로운 방법， 제품， 비용구조 도입에 의해 새로운 경쟁을 야기한다. 

기술사이클과 장기 경기순환의 성숙단계에서는， 새로운 산업이 대규모 생산체 

제로 변모하고 성공한 기업들이 합병함에 따라， 경제구조는 다시 1920년대와 

1960년대의 경제구조와 더욱 유사하게 닮아갈 수도 있다. 임금과 가격의 유연성 

은 감소되고， 고용을 높히기 위한 수요진작이 요구될 수도 있다. 경제 안정에 대 

한 관섬이 경쟁과 활력에 대한 관심보다 중요해지고 인플레이션 억제보다는 실 

업억제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줄 수 있다. 그러한 상황하에서는 더 많은 규제와 

정부간섭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장기사이클 상승의 영향은 1980년대 이후 장기 

적인 추세였던 시장경제의 힘을 중시하는 정책기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 

기술혁신의 방향이 이러한 가능성을 압도할 수도 있으며， 그것은 경쟁압력과 

강력한 기술혁신을 지속시킬 수도 있다 기술혁신의 빠른 국제적 전파는 더 큰 

국제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정보경제의 특성과 기술전파의 특성은 급격한 변화 

의 장기간 지속을 가져올 수 있다. 

통신분야 프로젝트와 같은 일부 프로젝트들은 규모의 경제를 가지므로， 집중 

화된 경제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경제회복에 도웅이 

된다는 이유로 더욱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대규모 자본과 장기간의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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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우주， 해양 및 생명공학 등 및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서 정 

부간 협조가 요구되며 이 역시 경제의 경직성을 더할 수도 있다. 많은 서버스 

산업의 활동들은 기술에 바탕을 두게 될 것이고 많은 규모의 경제로부터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경제의 신축성이 감소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와 정보경제는 과거의 기계적 기술이 지배하던 산업경제보다 

더 신축적이고 덜 집중적일 것이다. 

5. AI A~ 웰 

20세기 들어 미국경제는 두 번의 경제위기， 1930년대의 대공황과 1970년대의 

고인플레-고실엽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을 경험하였다. 물론 경제위기의 강 

도와 내용은 크게 달랐으며 대응의 방향 역시 매우 대조적이었다. 특히 1930년 

대의 대공황 이후 취해진 뉴딜은 그후 50여년간 유지·확대 과정을 통하여 미국 

의 국가제도로서 확실하게 뿌리내렸다. 경제적 보수주의로의 회귀라 할 수 있는 

1980년대 이후의 정책기조는 뉴딜 당시 우측에서 좌측으로 크게 돌았던 방향타 

가 좌측에서 중앙으로의 소폭적인 복귀로 비유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방향의 선 

회라는 점에서 1980년대 이후의 정책기조 변화와 정부역할의 변화 역시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경험은 1930년대와 1980년대 공히 그것이 이데올로기의 변화라기보다 

는，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건 기술산업적 변화이건 경제여건의 변화이건， 일반 

국민의 인식 변화와 경제학자들의 이론적 정책 제언의 변화 및 국제적 여건에 

대한 반응으로서 설명될 수 있었다 물론 방향선회의 속도와 구체적인 추진방식 

은 정치지도자의 능력과 태도에 따라 달랐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최근 신경제론에서 제기하는 신경제와 구경제간의 본질적인 차이의 여부 

와 장기호황국면의 한 기퉁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주식시장 호황의 불안정성 등 

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2000년의 미국 경제상황은 1920년대 말의 상황과 다 

른 점도 많으나 유사한 점 역시 많은 것으로 보인다. 

1997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관련해서는， 특히 금융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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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업구조개혁을 위한 막대한 재정적자와 정부지출， 금융안정을 위한 새로운 

기관의 설립은 1930년대 뉴딜 당시의 정책들을 연상시키며， 그리고 다른 한편으 

로 시장경제의 힘을 중시하는 각종 규제완화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개혁 방향은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정책기조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제도로서 제대로 정착되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 

행과정을 필요로 하며 근본적으로는 종합적이고도 일관된 정책 비션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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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흩co없omic C뼈용$용 짧n뼈 $뾰e Role 0짧 훤g뼈g뽑빼 
Go함g빵짧me뼈 빼 Am용뼈ca: C없용es 빼 빼g 

X 용용뼈8 없뼈뼈 19용뼈g 

Kim , Namdoo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role of federal govemment in the Ameri

can economy, especially when faced with severe economic difficulties. Re

search work is done largely through comparing p이icy responses by the Roo

sevelt govemment to the Great Depression in the 1930s with those by the 

Reagon administration in the 1980s to the prolonged economic stagflation 

after the oil shocks 

Utilizing the existing studies and economic statistics, we trace the eco 

nomic crises to their backgrounds and det려led situations. And we examine 

the two cases in terms of changes in people’s primary concems, the ideolog

ical changes in intellectual society and world economic situation at that time. 

Then we draw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responses by respective govem

ments, the perception on the cnS1S by the presidential leadership, belief in 

self-correcting market mechanism, the role of the govemment in the capitalist 

economy, and relative importance among the various levels of the govemment. 

During the New Deal period from March 1933 till the outbreak of World 

War II , the Roosevelt Administration has shown adept capability to adopt 

swiftly the broad-ranged New Deal programs to enact the laws for estab

lishing the new institutions and protecting the unemployed, the elderl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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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abled. The Great Depression in the 1930s resulted in a watershed for a 

fundamental change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and between the different levels of the government. The New 

Deal has a long-lasting mark in modem American history in the forms of 

much greater role of federa1 govemment, many social welfare programs, 

labour union, minimwn wages and so on. Economica11y the federa1 govem

ment expanded its expenditures to stabilize the macroeconomic condition 

when the economy lacked sufficient aggregate demand. That is, the govem

ment increased market intervention, which was contrasted with the c1assica1 

view of the less government and the greater and freer markets in tenns of 

economic system. 

The Reagon Administration in the 1980s has reversed the inter끼rentionist 

policy regime to the new regime. The turning point in recent U.S. economic 

policy was the yeaτ 1978 under Carter Administration, prior to Reagon 

election. In 1978, energy and airline deregulation were passed and inflation 

was announced as the nationa1 priority economic problem by the government. 

The tum to the new policy paradigm was basica11y viewed as a proper 

response to the quite changed environment, the prolonged economic stagnation

cwn-inflation in the 1970s. The stagflation seemed to be caused by the oil 

price hikes and wrongly heavy dependence on government spending to 

sustain the economic expansion. Faced with such stagflation, a series of 

actions, since the late 1970s, has been taken to a110w market forces greater 

rein and national priority for fighting inflation has been estab!ished. This 

implies that the new policy regime has at least debilitated the previous 

interventionist trend since the New Deal. 

This new regime favoured actions for deregulation and monetary restraint, 

fostering incentives for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s. Under the new 

policy regime, combined with technologica1 advancement especially in infor

mation and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 United States has exp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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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ed a longer economic expansion with low price inflation since early 1990s, 

the New Economy. However we still expect to decide whether the New 

Economy is distinct from the traditional one and to measure how much the 

new regime has contributed to the economic performance during the 199O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