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정제론의 국내갱치 모형，
사회정제객 다원주의론 비판을 중심으로*

1 1 % | 서를대회쿄
지얘쩍인 긋찌정지"용이 국제정치외 국내정치의 문리에 이팅을 루어 온
것과는 딩리

극제징치경셰혼은 즉내정치의 흩액을 이흔찍으호 사고하고져

하는 노억흩 용뼈 ‘진얘 g다 시외경찌쩍 디윈쭈의흔용 극재정치깅애흔얘
서 극내 잉치. 사고에는 ;O: I~' 혀인 g 어.긍서 잉징에 *다

이 g은엉g 국

재정치경쩌의 외생직 언용으로우터 시핵경찌징딘i의 이익길용구n 영역
찍으로 추튿하고 정치혀 엉잉역 의요. 위한 이 . ~"률의 상호경영의 길
끽릎 정액g 피을을 잉영힌다는 .징 을 갖는다 그혀나 이 이튼은 시매깅 셰
집틴의 징에잉호. 신힘혀으로 규정하튼 깃이 사잉싱 융가능하다는 징괴
이허인 신호가 잉에 g 괴을g 연 g 외늪 용증인 료".용에 대인 정힘직 용거
기 부륙허다는 징에서 동제. 노정힌다

이는 g 긋 시며경셰 g 딘의 징책선

호가 수입외어 정에."융로 연 g 되늠 정씨파잉피 정치에도에 대언 이§혀

잉" . 에요로 히바긍 것인대 이러언 노역용 긋찌엉쩍피 극찌찌도. 톨러씨
고 잉진외어 온 잉 근의 흔의 i 얘서 그 딩호. "이를 수
쭈제어

극쩌엉치깅재

극내정치

g다

시피경제적 다엉쭈의를 시며경쩌집딩

징"세도

I

서론
이 융의 욕적용 굿제정치경재의 영역애서 갖내정치와 국제정치간의 상호작용융

이흔적으호 갱안하려는 다양한 시오즐용 갱토하고 그 의의와 안계흉 '1 히는 에예
.이 농훈용 영자의 =연 6앤 안쥬국예정치 악회 하져여슬찌외 ~K훈 -이 a정치와 국찌정
시의 ￥혀융 녕이 톨 수정

보앙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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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륙히
온

국내정치경재와 국찌정치경셰융 연경갯는 지애적인 용석 g로 양천얘

사회경재석 다원주의용 (socio-economic 이m빼n) 얘 애얻 비싼격 정동용 용예

궁내 갱치쩌도얘 대힌 이흔적 천악의 영요성용 캉조하고 그 가능성 융 보여주는
칙은의 이온격 논의동용 상여!I.고자 힌다
국찌정치의 영역이 일반칙으호 국 내정 치의 영역융 그 이혼척 용석 대상에서 예

제적으호 애 쩌시켜 응 것과는 당리

극찌정치경제 양야는 국내의 정치정재적 조

건과 국제정치경제 강의 상호작용파 그 효과에 대언 이흔걱 오써용 용에 방전혜

왔다 이 축애서 이러한 상호석용융 갱식찌하는 일안걱 훈석용로서 소외 사피정
찌적 다원주의용 이 안천에 었는에

이는 국찌 정제의 외생적 연화가 국내의 찌 사

희경제 징당에게 끼치는 영향으로우터 이증 갱단훌의 경제객 이악과 정액션효용
도융하고 이 용 용혜 국내 국셰객 수준에서의 갱치껴

갱책적 경과용융 성영하고

자 하는 껑근엽이라 정리양 수 있다 양하자연 이 용석용온 갱치쩍 정책격 결과
용& 정치의 기용 소재호서의 사회정찌갱단툴 간의 이익갈풍구죠료우터 성명하는

일종의

아얘로부터의 상충 (bonom up) 이라는 갱 E멍융 얘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용 4 용온 이이

1m녕대 이후 딴션얘 옹 소.)

션도원 제 2이이지용(<1<

g쩌뼈，ge reversed)" (Gouπvitsch 1 978) 과 그 예 g 강이하는 것이약고 양 수 있는
떼

션도핀 재 2 이이지용이 깨영 궁가의 역샤객

재도적 죠건얘 얘한 상세한 묘사

에 초정옳 잊추었다연 샤희 경찌쩍 다앤주의응옹 이러한 용수성융 워어 녕는 일
1간 이용적 정식화용 시도하고 있다는 정에서 차이가 난다 앙 수 ~다
이러한 정에서 사회→경찌적 다원주의용의 용석용온 국내갱치의 영역융 세계적

인 이용화가 <!가놓한 영역으로 간주해 용 국찌갱’1 이응외 연안적 정양성에 대항
하여 국내갱치외 국쩌갱치 간의 상호작용옹 세계적으로 암석하기 외한 유용한 층

양정융 져 용한다 양 주 있다 그영에도 불구하고 이 용석톨용 이후 논의핑 몇 가지
중요안 이용적

정엉적 용세용 제기하는대

이는 우엇보다 이 용석용이 국내정치

객 용악의 앤재료호서의 사회경채석 이익이 정치걱 갱잭걱 경과용로 상앙외는 과
갱

측 갱치파정파 정치재도의 훈채용 이온적으로 구성하고 있지 옷하다는 떼에

았다 이 정 E냉이 기온척으호

아얘호부터외 상? 이라는 앙식용 액하고 있옹에

도 용구하고 그 상숭의 과정용 윗양갱하는 이용걱 장치가 경여외어

있용으로 예

셔 이흔적 지기완견성과 정엉켜 예측가능성이 제언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언 문쩌갱용 정치찌도와 찌도적 앵위자의 역앙율 이용적으표 경앙앙융 용

‘，~정치정‘흔의 극내정에 오영

혜 극욕원 수 있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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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연게잉(lWo-Jeve1 games) 의 용제의식용 바탕으로 진화예

용 최근의 이용객 양전 속에서 이러힌 노력풍용 찾아 올 수 있다 이 융용 국내정
치제도용 요형여하는 다양한 논의용융 살여용으표써 사회정 1 걱 다연주의온외 훈
제 정옵 극욕항 수 있는 대안적 용씌 톨의 상용 오섹예 보고자 한다 우성 다용 장용

논의의 종양성2.호서 국제정치이용에서 긋내정치적 용액이 세 계적￡로 배제외어
왔언 인식용객 기초와 그 용제정융 간단히 지척한다 이용 야 당2.호 다융 장옹 사

예경제적 다원주의용의 논의구죠와 그 운쩌정융 논의하고 이어서 사회경 제 적 다
원주의용의 한계흐 지적되는 g내정치제도의 역안과 중요성옹 이용킥으호 경엉하

려는 영련의 시도융융 국쩨협력 잊 축찌찌도에 강한 논의§용 중싱으료 상여용다

II 국제정치이론에서의 국내정치 모엉의 부찌 . 그 인식흔적 기초
국내정치의 똥악과 억힘의 문찌는 오햇용안 국찌갱치이용의 판싱 영역 바낌얘

종재혔다 웅내갱씨의 영억옹 한연으로는 영 또는 쭉가이익 용 국제‘ 셰 수춘외 연
수융이 영영하고 냥용 장여융 {resid 때 ) 외 영역으료 혹온 깨 영 국가애 고유한 역

사객

찌도객 혹용 운화적 용성으로 인해 세계적인 이용화가 앙가능한 영억으호

간주외어 왔다 ( MOOlVCSik 1993.:1.)

웅내정치적 용어애 대한 이러힌 우안싱온 정치

악의 두 하외용야로서의 국쩌정치 와 비교갱지가 일종의 g 엉걱 구죠 하얘서 각기

상야한 연구대상융 아앙으료 욕자적으효 양전얘 왔다는 시성과도 완연이 있썼지
안 그호다는 국셰갱치의 지얘적 이용융이 기안하교 있는 인식흔적 기초가 국내정

치적 용학외 푼쩌 8 셰 찌적으 g 얘찌하오륙 하는데 기여'i 왔다는 사실얘 기인하
는바크다고양수있다
그 충에 서 도 욕 '1 척어도 영츠 ( W:띠IZ 1 979) 가 셰 계적인 국제 정치이용의 영요성

용 강조한 이얘로 지얘혀 예러다잉으로 자리 장용 단일 앵에자 ( unitary actor ) 호서
의 국가라는 한녕。1 극내 갱치에 얘힌 씨계씌인 이용화용 가호악는 주요한 왼인이

의었다고 안 수 잉다 주지하는 아야 같이
용석률씩

~.ð.는 용석수준 ( levels of analysis) 의

안연앤주의 ( anti 찌JCtionism) 의 '1 치 야혜 국제정치의 보연격 엉칙성

용 유명하고지 하는 세 계켜 이흔의 영요성융 주장한 아 았다 여기셔 그가 앙하는

국셰 갱지현상의 보연적 엉칙성이란 깨영 욱가외 특수한 갱치 사회적 구성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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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없이 용영하게 강청되는 안욕칙 연상융 의미하는에

만l!씬주의의 기치는 이러

한 운쩌외식의 양로라 함 수 있다 。1 로부터 보연척 냉칙성의 연경옹 개냉 국가 수
준용 엮어 넙는 얘호용 수준 측 국셰세셰의 수준에서인 가능하며 이는 ，，~에재
의 구성요소로서의 국가를 그 내적 구성파 우연하재 일갱언 엉책성얘 따라 용직이

는 동정적 단위로 요사한 것융 요구한다는 견§이 도용띈다
딴일 앵왜자 로서의 국가라는 판녕옹 이러한 이흔적 요구를 충혹시키기 위해

명요한 것인때 이용 용헤 에쩌의 구성요소로서의 국가가 갖는 개영성과 륙수영용
이은척으호 추상하여 찌찌 혹용 구죠 수중에서의 동악용 하나의 잉인적 엉칙 으로

정킹힘 수 있도륙 하는 이흔적 장치가 아연되는 것이다 이~-우터 영의 용포와 균
형이 국셰정치현상용 판용하는 기용혀 엉혀성이라는 신현실주의 (nooreal ism) 의 기
본업용이가능하게 원다
그인애

신현싱주의 S 융러싼 국제정치 영역에서의 논쟁얘서 안일 앵왜자로서

의 극가라는 판녕옹 그 대상이 외지 않는다 오히려 신현실주의의 대척정에 서 있

언 이용동도 이러한 원녕의 야탕 위에서 논생융 전개하었는에 신자유주의적
도주의( Il('.()\ibel피 instirutior비 i sm) 가 그 에가 원 것이다

찌

신자유주의적 재도주의의

이흔적 출 앙갱용 신현성주의익 기온 가정용융 용싱히 따프는 상양 하얘서도 국쩌
협혁이 가능하다는 것융 보여주는 데 있었다 ( Kcohane 1986) 따라서 신현실주의얘
얘언 신자유주의척 제도주외외 에연용 단일 앵혜자호서의 즉가라는 \'l녕 자에가

아니라 그러한 국가의 앵에용 경갱짓는 요인얘 초갱이 잊혀져 있었다

예컨대 신현실주의자흩이 국가의 앵"용 경정짓는 은용 용인이 힘의 용쪼 잊
그얘 연동원 비" 역학적 논리에 잊다고 가정하는 안연(Grieco 19'Xl) 신자유주의

적 쩌도주의자툴온 국가가 이익 또는 "용의 중대라는 기용적인 경째여칙 논리얘
충실한 것으호 성갱하였던 것이다 (KooIωle 1986: Manin and Simmons 1~얘 1. 1980

년대 후반얘서 1990녕대 중안껴지 신 현실주의 진영과 신자유주의적 에도주의 진

영 사이에서 얼어진 소위 결대적 또는 상대켜 이익 (absoluιof relalive gainsr 개녕
용 툴려싼 논갱옹 양 진영 꽁 <1 연일 앵위자호셔의 국가 라는 완녕얘 바앙용 두

고 있었융융 융연걱으효 보여 주는 갯이었다 앙 수 있다

”

이어언 사정용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양대 학파 요우에 대한 비영객 예려다

" 이 논갱에 예얻 에 1 핵 스α，V~ 1l1 'à씌 명가에 대예서는 MiIner(l 992) 톨 보아

국‘갱’l 경제용의 굿내정치 요엉

'"

잉으호 용장한 구성주의자용에게서도 "f찬까지요 확인원다 '1 딴이 ε과 사 '1 악칙
제도주의얘 "f당융 운 구생주의 이용용

구gε-앵~자 (structure.agency) 의 동악옳

중싱 ξ호 강찌한계용 션영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은걱 운재제기에셔 증양었지얀

극기용 단일영 앵외자호 파악하는 인식용적 용옹 기존의 억파와 공유한다 신현성
주의녁!자유주의석 제도주의 논쟁에서와 아찬가지호 구성주의 또한 국가의 앵써
용 규갱하는 논리와 그 동인얘 대한 상이한 이예용 찌시하는 것으로서 주퓨 이 ξ
에얘항하었던것이다

구생주의자동옹 신현실주의

엉리적

신자유주외적 제도주의자융이 풍유하고 있었언

앵쩌자로서의 국가라는 싼녕에 대항하여

사에화 파정과 연녕척 요소

동 ( ideation이 f OCl ocs ) 이 욱가의 앵위용 추흥하는 은용걱 동인입융 규영하는 애애

초정옹 맞추고 있다 (Wendt 1999) 여기에서 주용한 것옹 국가의 사회화 과정이 그
갱치 샤회객 구성과는 우완하게 국가간의 상호작용얘 의예 싼정씨는 것으호 영정
되고 있다는 정이다 마치 사회죄 규엉파 운화에 의얘 개인을의 사회화가 싼정되
는 것파 아잔가지로 국가 또한 5캉셰규밍 또는 운화융 용해 사이화 과갱용 씨는 것

으호 이얘외고 외는 것이다 구영주의는 국가의 사회화용 개인의 사회혀와 둥치시

잉으로써 단일앵외자로서의 극가라는 원녕융 재앵산하고 았는 것이다

”

국찌정치의 주요 이 ε증용 그 차이정에도 용구하고 단잉 행와자호셔의 국가라
는 판녕 속에서 국내정치씌 흉악융 이흔 구성의 중요한 요소로쑤터 얘제시킨다는
꽁용갱융 갖고 있는 것이다 그언에

국내정치걱 풍악에 대한 이러한 이용석 우완

싱 혹용 애 찌는 이용의 성명혁파 정엉혀 다당성에 용제용 야기힌다 묵내정치용
이용석 잔여 g로 취급하는 오씬 전왕에도 융구하고 얘￥용의 경영석 연구가 국가

의 앵위용 성영하기 에얘 극내갱치구죠얘 대언 한석얘 의존하고 있용옹 이§ 안중
하는 것이다 (M~씨sι

19921

" 국내 정치구죠에 대언 정시가 규염의 사피찌에 8엔 구생주의의 농외에 야기하는 용세
정억 그에 얘언 얘안경 앙석의 쇼깨로는 。‘:ckel (l997 )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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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경 셰 잭 다원주의혼의 논의구조와 문 셰 접

국내갱치와 갖쩌정치 영역의 용허

그리고 그 상호작용에 대한 이 ε켜 원싱의

경여가 지얘적인 극재정치이용융 특징지어용 것이라연 국제정치정셰 g야는 국내
갱치의 영역파 긍찌갱치의 영역간의 상호작용융 당영한 이용걱 용호 경영하고자

하는 노릭으로 혹정지어질 수 있다 이러한 노혁옹 혹히 궁찌우역과 긍융 운야얘

서 사회경 제 적 다앤주의용외 훈석 용용 야당으료 양천하여 았다

”

사찌경제적 다원주의흔온 사회정찌세력의 선호구조에 대한 영역적 이용과 갱영

앵용의 논리용 바탕으로 얻 정치과갱흔융 주요 구성요소로 얻다 이 용석용용 우
션 국셰정찌의 외생적 (ex(짱~) 연용으요우터 사회정찌적 집단융의 이익과 션호

구조강 연역하는 잉안이옹으로우터 종땅힌다 주료 거시 정째이흔에 바탕용 동 。l

'1 얻 일딴이혼의 갱식회는 개앵킥가외 억샤격 제도죄 g수성융 엮어 녕어 궁제정
찌가 즉인경재애 미치는 효과흩 앙일한 이용걱 용로서 비교 용석힐 수 있도육 얻

다는 갱에서 이 정은 엉 의 중요한 용앙정 용 이용다 이영재 연역잉 사회정 셰 객 깅
당외 이익강동구초g부터 갱왜적 정파융껴지의 여갱용 영안적인 다연주의 이익갱

안이흔올 여용다 혹 사회정찌걱 갱연흩의 상대적 멍의 크기와 그로우터 따생외
는 정시석 영양혁에 의예 국가의 최종척 정에선호가 결정잉다E 보는 것이다
( Friedenιnd Manin 2001: F1어"，，"잉 Rogowski 1996)

국채우역파 긍융얘 싼한 대우분의 경엉씌 연 구융용 얘우용 이 '1 언 갱 e엉얘 기
초얘 잉다 차이가 잉다연 사회경세혀 집단파 그 이악용동구조얘 대한 연역객 이

예얘 있어서 서로 생이얻 거시정제이용얘 기안하고 있다는 껑이다 예정대 이러얻

훈석 용에 기초하여 우역정에의 연화훌 연구얻 로고우스키 ( '억~wski 1 9여 9) 의 갱우
는 스용에 사무영슨 ( So에~-S찌 uelson ) 의 생산요소 오영에 기초하여 자용

노용

토지 동 생산요소의 싱대객 회소성얘 따라 이용 요소용 소유하고 있는 깅딴동의
우역갱책에 대한 선효가 경정되는 것￡로 보고 있다

3) 01 f.석톨이 극셰우역이나 긍융용<H안 국한외는 것용 아니다 }’‘9’ lë의 정용에도 이
용석’용 영엄써하게 앤용피고 있는'. 하스 ( H.‘ l잉"의 인기능주의 용W<>lë' 01나 오
라브직 ( Mon:、.:sik 199311 , 1998) 의

자유주의씩 갱우간주외(lilx이 -비‘m)

풍에 이 양씌톨융용에 륭앙의 갱시석 켜정&이예하l 있다

국예정씨정찌용외 국내갱씨 오영

3~

스용쩌 사우영슨 요앵용 상용의 상대적 가격 영용이 생산요소을 간의 상대켜 수

익성융 경갱하여 우역정셰이 생산요소의 소유자률에게 이대갱척 X파용 낳는다고

보는 떼에 그 주장의 예싱。1 있다 이 요영얘 따르연 자유우역 하에서는 비교우찌
용 경정하는 생산요소의 상대적 용우앙에 의에 그 수익성이 경갱되는 안연

(Hedcsher-Oh linsj 갱리) 보호우역용 판세내 우역장역 동외 인위켜 가격 연용에
의얘 ’산요소의 상대척 수익성에 영양융 주재 원다 !’세나 우역장역 동용 이흩
용에 보호망는 상용의 상대적 가격& 인외척으로 상승시힘으로써 이융 상용의 생
산애 갱충격으호 소요되는 생산요소의 수익성옹 중대시키는 반연 여타 생산요소

의 수익성 옹 상대적으호 감소시키는 경과용 낳게 원다 따라서 자유우역 하얘서
비교영외용 갖는 상대적으로 여소한 생산요소의 소유자융용 보호우역용 용얘 수
익성의 개선율 도오힐 수 있는 한연

상대객으로 풍부한 생산요소의 소유지융용

보호우억。1 비교우껴 톨 용한 수익성올 대세하지 옷하는 힌얘서 수익성의 장소용

경엉하재 원다
호고우스키는 이 오영융 바탕으호 상대적으호 용우한 생산요소의 소유지}툴용
자유우역용 선호하는 반연 상얘적으로 회소힌 생산요소의 소유자을옹 보호무역용

션효힌다는 경용융 도응하고 이흩 사회정 제갱단융의 각혹의 경파료 우역갱에의
영화용 성명힌다 용 차용가 노동자 지주 집단 충 정앙얘용의 용제 용 효융켜으
로 혜경하고 정치적 영양력융 확보하는 갱단의 신호에 여와 개연 국가의 무역정에

이 정정원다고 료는 것이다
로l우스키가 사회정제적 깅안율과 그 이익갈용구조용 생산요소 요앵융 'f땅으
로 설정하고 있는 안연

프리앤 ( Frieden

1991 , 20(2 ) 온 산업우운 (seclOr) 오옐얘 기

호하여 사회경제적 이익갈등구조용 영역얻다 호고우스키의 이혼이 기안하고 있
는 스용쩌-사우영슨 오영옹 생산요소의 완여한 이동성 (focror mobility) 이라는 다소

비현실 적인 가갱얘 바탕용 두고 있다는 정에서 리카도 바이너 ('"'"φViner ) 오영

에 의빼 이양얻용 바 있다 리카도와 바이너는 셰 생산요소 중 가장 이용성이 g온

'f온의 정우얘도 자산혹갱성 (asset spe디「κ~ ) 이나 기타 요인에 의얘 수익성의 연풍
얘 따용 산업부문간 。1 홍성이 제약잉다는 정에 주욕하고 무역정책이 야기하는 비
대갱껴 효과는 생산요소 단왜가 아니라 산업부용단위호 쪽갱외어야 항융 지적하

였다
프라연온 리카 50-바이너의 산업우운 요엘과 언영 율에빙의

상외일 1 용리

JJI) 얻즉징치연구

세 17~ 제2호 (2008)

(unholy Di nity theorem) 얘 입각하여 용화 환융갱액융 운석한다 언앵 용에빙의
상외일제

공리얘 따르연 재연 국가의 긍융 용화 정에용 자유로운 자용 이동성

고갱영융찌 용화정에의 자융성이악는 세 가지 정액 옥요 충 오직 두 가지안용 취
항 수 있다 {MUlldell 1962. 1963: Aemmi ng 1962} 적어도 ，，.，년대 중안 이후 자용
이용의 지뉴유화가 션 세계걱으료 찍산원 정용 강안@ 예 이는 용 재영 국，)용，) 고

갱환융찌 ~용 용파정책의 자융생이와는 두 가치 갱액 욕g 중 하나안융 선액에야
앤다는 것용 외이한다 프라앤용 리카도 바이너의 산업부문 오영얘 기초허여 산엉
우용간의 비대칭객 이해강제와 이흩 상호간의 각혹의 경파호 용여 영융정에이 경

갱잉다고 온다 예컨대 수출지양적얀 산업 부운과 얘외'1-자자흩의 정우 l!용 양
안정성이 야기하 는 해영푸당용 최소화하는 데 。1 얘찬계용 가지으호 용화정에의
지용성 보다는 고정환융셰용 션호하는 안연

l!융연용예 상대혀으로 운강한 내수

지향격 산업우훈의 경우 용회정에용 용언 경기우양의 가능성융 내포한 용화갱책
외 자용성용 선호하께 왼다는 것이다 ( Frieden

1991 , 1 아16. 2(02)

그러나 사여정찌석 다앤주의용의 기본적 용앙정으효서 생산요소 혹용 산영부용
이 가장 적함한 용석단외인가에 대빼서는 앙의원 경흔이 오종외지는 옷하고 있다

예견얘 미국 우역 엉안용 등러싼 호비 양동을 용삭한 얘기 ( Magee 1%애) 는 산엉부
용요생이 단기적 정액션호와 호비핑동융 성영하기에 혀앙엔 안연

옹 미극 자용의 장기적인 이익& 영영하는

'1

생산요소 요엘

보다 적앙하다는 깅흔융 내였으나

그 타당성용 여천히 농생의 대상이 되고 았다 (Al! andGilligan 1994: A lt et 에 1 아~

Braw Jey 1997

‘liSCO

JL:

200 l) 나아가 일연의 연구자융용 산영우용 보다 하위 단써

인 기엉으호 용석수종용 낮증 것용 제안하고 잉기도 하다 (Mil oer

1988 , 1997)

이러언 일련의 논영즐。1 제키외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경제적 다원주의

e이 증알갱-'-로 상고 <1는 사회경제갱언의 정책 선호톨 영확히 성정하기 어영다
는 대에 있다 예 견대 생산요소 요생에 대한 산엉우운 오영의 비판의 기용걱인 종
양갱용 생산요소 요영이 성정하는 '1의 갱혜 선호가 각 우용영호 다르게 나타난다
는 애에 있다 아찬가지 액락에서 기영단위의 g석융 강조하는 이흔률의 정우

동

일 산업우용 내에서도 개냉 기영의 갱액 션호가 다르다는 정애 주옥하고 있는 것
이다

그려나 이 운제는 용석연쩌용 보다 세용파하고 이시파앙으로써 극북핑 수

있는 것용 아년에

왜냐하연 사회정씨갱당의 정에선호는 다양한 정치척

찌도적

연수증의 영향으호부터 자유용지 않기 예용이다 예건대 브용리 ( Brawley 1 997) 와

국1 정써정찌혼외 국내정치 요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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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흐 (Garst 1998 ) 는 사회 경제 징 당의 우역갱씩에 대언 션호가 생산요소 요형이나

산엉우운 오앵이 가정하는 바의 이익강풍구죠에 외에서가 아니라 갱치적 연수용
예건예 갱당 선거 또는 노조 흥과 강용 연수등파의 상원안계 용에 서 안 이에휩 수

있용용 !It히고 있는 것이다
용식 당휘와 이익강동구조의 성격 그리고 그애 따흥 정책선호용 정식찍하는

'1

있어서의 차이정에도 훌구하고 사회경제적 다앤주의의 껑 은앵 용 풍용의 논리칙

구죠얘 기안하고 있다 즉 극제우역 또는 국세긍융경서외 연용으로부터 사회경얘
겁단의 이익과 갱에선호용 연억하고 상이안 정에선호톨 갖는 사회정셰정당의 호

'I l!용의 경파로 정액 경파용용 영영하는 것이다 그언얘

이러한 아래호우터의

상송 이라는 논의구죠는 몇 가지 이용석 정 11 객 문제용 셰기얻다 우선 1 기되는
운제는 앙서 논의힌 아와 감이 사회정쩌갱단의 이해싼갱와 정에션 I톨 션엉객으
호 규정하기 어경다는 것이다
이률 이용률옹 꽁히 거시정찌이흔의 야당 위얘서 사회정찌겁당용의 이에판계와
정책선호용 도종하고 잉는애

용찌는 이융 헤안융이 예호 상충찍 는 이얘싼계훌 용

시얘 보유앙으로써 각 깅단의 정책션효용 혹갱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 이

1999 :

Cryst어 20031

예헌대

프리앵온 수융지향쩍인 산업우훈의 경우 자

유우역파 고갱생융제에 대힌 션효용 갖는다고 가갱하고 있으나 이러한 가정옹 갱
확척 보호우역 갱에이나 연용죠작융 용힌 경쟁력 와보가 수층지향척인 산업우용

의 이예완껴 8 구성하는 중요언 언 측잉융 강과하고 있는 것이다 (Milner and YofflC

1989)
그러나 보다 근용쩍인 운제갱용 이융 이용융이 용에 국내정치세도 혹온 갱시동

악의 운제용 간파하고 잉다는 떼에 있다 사실 이률 이흔증온 사회경제집안동의
이에싼계앙 영연하고 그을외 정액션 .:Hi 연역하는 에 그갱 양 그러엔 이얘완갱용
이 정치혀으포 요융외고 총앙외는 파갱

용 갱치파갱파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 융

경여하고 잉다 이는 이 이용용이 다원주의걱 정치와정흔 융 정책경과 g용 최종
객으로 정쟁에셔 승리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딴의 이얘잔계용 안영한다는 논리에
의존하고 있기 예문인대 이로우터 두 가지 문껴가 제기원다

첫 연끼 운째는 경헝적인 용셰이다 사회경재걱 다앤주의은용 상이안 정에선호
용 갖는 사회정찌집안즐。1 자신의 정에선호융 성현하기 위얘 갱왜경정자증에재

다양언 앵얘로 표 '1 항용융 천개하며 그 경파 욕정외 정액이 얘핵전다고 보고 잉

i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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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언~ 용찌는 정찌션 1톨 상언하려는 사회정찌집연률외 로 '1 4t틈에 대언 껑
앵얘 충거가 시정상 쭈셰하다는 생이다 ( Broz and Frieden 2001) 요히 허 잊잊 예외

쩍인 경우톨 제의 언 대쭈용외 정엄혜 연구률이 사여 정찌징당외 로비 와 영양혁 앵

사가 정찌경정파정의 충.B.엉 ，~ 수가 아니 라‘) 여 타의 정치껴 연 수i 예션대 갱당
이나 갱 치 지도자외 이녕껴 지양생 ( Garrel1 1995 : McNamra 1998)

선거 주기

(Ban빼뼈 μ에.ang 1999) ..용 갱당 구죠( Bean::e 2lJ( 3) 용파 깅용 연수응이 정책
경정파갱에 호다 충요하게 싹륭하고 잉용용 보여주고 잉다 사회정 j 척 다원주의

틀의 논외구조에서 사회정셰갱단의 효 '1 휠용이 연역찍으로 추용잉 이익갱용구조
와 갱에철파를흩 예끼하는 .싱 연수라는 껑에서 이에 대언 정엉쩍 융거의 우찌는
이 정 e엉의 타당성에 싱각얻 운세톨 세기하는 것이라 양 수 았다

이와 완련하여 제기되는 우 엉찌 용세는 정치제도의 성격파 X파에 얘@ 이에이
다 사회정찌객 다씬쭈외§용 정서제도톨 이익집단을 캉의 각싹이 엉 어 지는 하나
외 용간 혹용 수흥객 싱영자호서 이예하고 았는데

이러얻 인식용 사회 경제척 이

의출용 수@하고 션찍혀으로 수용하는 정치찌오의 기능파 성칙을 강파앤다는 에
운1정이 외다 갱쳐찌도는 사회정져씩 이악융 에 '1 하는 안숭한 용호라'1 "-다는
그러한 이익툴융 조칙하고 또 .갱외 이익융 상대칙으로 혹권회 암으로써 정에경

와융율 산흩하져 원다(AIdriCh 1995: Bcarce 2003: R야"'"ι 1999)

극찌우역와 긍

융용화생 1 에 대얻 갱엉씩 연구률이 사여정세갱당률의 영양혁호다는 갱 *1 세도의

중요생융 양정하는 것용 갱여세도의 이러한 특생 예용이하 양 수 있다 사회정찌
혀 이익강동구죠가 갱치과갱흩 e용혀으로 경정씻는 중요언 생요입에는 용영하

나 정시찌도에 대 한 이용혀 엉악 없이는 갱치객 정 에적 경과예 대 한 양갱혀인 논
외가 융가능언 이유이다(Caponso 1997 )

IV ‘ 국제엉력과 국내 쟁 '1 "1도
국1 정치정셰용의 영엑에셔 갱씨찌도톨 에끼로 국내갱씨와 국져갱씨의 상~착

‘ ) NAFTA 엄 상역갱에서 이국 기업입안을의 호에‘흉껴 그 갱씨에 1~예 얘인 경엉혀 톨
껴흩 져시언 aιsc(:m3) 의 연구응 8찌까지 거외 유영언 에 의 라 ‘ 수 잉다

굿1갱쳐정세용외 국내갱’1 오앵

ID

용용 이용화하허는 노력용 국찌엉력파 협상 국제세도에 안얻 논의흩 속에서 찾아

융 수 았다 이러한 노력의 융앙갱의 하나포 어트냥(Putnam 1985 )의

양연재잉

(tw o- level games) 오엠융 용 수 있다 이 오행용 사실 자기 싼경적인 이용이라기보
다는 하나의

용유 ( -)로서 양전힌 것인얘 그 흩양갱용 국제협상의 당샤

자(국가지도자 혹용 그의 대리인)가 동시에 혜정얘야 앙 셰 약죠건융 갱식야하는
것이다 이 요영에 여르연 국채영싱용 상대 국가가 수용힘 수 있는 갱책의 영해

("" =α'"

’ ‘.)와 국내척으효 '1 중 가놓안 정책의 엉쩌('"…~"，)에 의에 이

중척으호 제언되는데 국가 지도자는 국쩌칙 충쩌와 국내객 용외에서 찌기되는 운

찌용 동시적으호 혜정빼야 한다 국찌엉상이 국가률 상호간의 판계애 의혜서안이
아니라 국내 정치세도에 의에서도 정정외는 것으로 성정하고 았는 것이다
이 파정애서 각 총삐에서 셰기되는 용찌는 국가 지도자에게 재약조건이자 용시

얘 갱치척 자산이 외기도 한다 예천대 국내적으호 비농 가능한 정씨외 엉에가 용
흩 경우 국가지도자는 이흉 상대국으로우터 양보용 영어냉 수 있는 갱치척 자산으

로 양용앙 수 있고 역으호 협상 상대국의 엽강융 이용해 극내정치에서 영양역융
와보양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얻 다양인 가능성률옹 국가 지도지냐i 자신의 고유

한 이익 혹옹 갱찌션호용 실언하기 위해 션략적으로 앵용하는 앵쩌자로 설정앙으
효써 도출되는 것인에

여기에 굿내 정치찌도와 정치앵위자가 사회경제갱연융의

요구와는 구냉되는 특링적인 영향력융 앵샤한 가놓성이 존재하늠 것이다
사회경제적 다띤주의용의 논의구￡와 비교하여 이 오앵의 의의는 정치찌도와

셰 도적 앵해자용 중싱으표 국내정치와 극’예 정치의 상호작용융 용석하고 잉다는
얘에서 잦융 수 있다 국내 갱시구죠E

이준 융 "1 ’R 호 한 재도척 앵워자용외 각

용파정으로 이해하고 국가 지도자영 욕엄원 정책션호용 갖는 션학적 예외자호 설

정앙으흐써

정치제도용 사회경제적 요구으l 수용객 용료호 이혜하는 사회정셰척

다앤주의은의 논의구조용 녕어성 수 있는 당초훌 아경얘 주고 있는 것이다 。1 러
얻 갱으로 인얘 이 요앵옹 그 지나시재 용유적인 성격에도 용구하고 정치제도용
"1개표 극내정치 와 국찌갱치의 상호작용융 정식화하는 이후의 다양한 시도융외

요에가원 수있었다
그러나 이 요옐 용 국내갱 '1 걱 요인과 국져갱치적 요인의
라는 인식과

용시척

상호작용이

일 안g형이흔 적 갱 E업에 바양융 두요 있다는 정에서 용1 정용 가

지고 있다 국내객 찌약파 국찌칙 찌약의 흥시적 예경이라는 이 오옐의 기용 인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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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 힌연으로는 국제협력의 기본적으흐

용시척 인 성칙융 다흔 한연으호는 국내

갱치쩍 요인꾀 극제정치척 요인의 경엉객 우~의 가능성융 고려하지 옷하도욕 힌
다 후자는 션도원 제 2이미지 온에서쳐영 극재정치적 요인이 국내갱치척 연용융
유양하는 경우나 혹옹 그 안대의 정우에서 확인앙 수 있는 것으요서

국찌영상이

국 내 정치척 요인파 국찌갱치적 요인의 동시객 작용에 의에 산용의 는 것이 아니 라
언 요인의 우에얘 의해 다흔 요인용 연엉 혹온 얘 셰 엉으호써 진앵되는 경우용 의

미얻다(CajXJraSO 1991) 이 오영이 상정하고 있는 것씨는 당리 국제협상이 엉 상 당
사자동과 굽내 정치세력 요두의 이얘완계용 앙상 충혹시키는 것용 아니여

예호

어느 일앙의 이해한계에 의해 여타의 이얘양계가 얘찌핑 수도 있는 것이다

륙히 이 오옐야 간과하고 있는 것옹 극제협혁이 풍시석 과갱이라기보다는 엄 상
과 비준 그리고 앙의 사항의 이앵융 g월하는 일종의

용시적 피정 이리}는 갱이

다 국제협력용 용상껴으효 영상의 개시호우터 시객하여 국내 비 춘융 거쳐 앙의원
사앙용 이앵항으로써 회총적으로 싼경원 다

을제엉혁의 이러한 용시객 생격으로

인빼 궁내 갱치적 연수는 양연 게잉 오생이 상갱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측셰협력
의 션 파갱얘 걸쳐 영향연용 앵사하게 원다
곽셰엄연외 용시성과 환경하여 국져엄력용 빵의 '1 안제 아 싱앵 당계호 구용하
고 싱앵 단계에서 국내 정치척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톨 용석한 아틴 ( Marti~

2Jll))외

l:lemocratic Coounitme이 혼에 주욕안 영요가 있 다 국내 갱치구조의 성격

륙히 외회와 앵갱우간의 원계가 국찌협력얘 이치는 영양용 훈씩하고 았는 이 아온
용 극제엉력의 초기 안뼈부터 의회가 적극격으로 개입항으료써 극제 엉혁의 성풍

가능성융 g일 수 있다고 주장얻다 @ 경용 더 나아가 이 이용용 소외
(이vided govemmen!)

톨앙갱쭈

측 외회의 다수여와 앵정우의 수장이 서로 다 용 정치셰혁용

대요하는 상양 하에서 오히려 낙셰협혁의 성꽁 가능성이 농아진다는 다소 안혀완
적인 경용용 셰시하는얘 이는 다용의 추용에 기초힌 것이다

아연용 우진 의회와 앵정우의 판계 용
초한
인

해잉 (deleg.잉ioo )

주인- 대리인(띠 oc 어l-agcnl )

오옐얘 기

야흔외 한갱에 서 이왜하는 대얘서 흩땅한다

주인 대리

요협용 외잉의 앵외가 대리인으로의 위입융 용예 기대의는 거해비용외 정감이

라는효파와 대리인의 회며 (agency shirk) 라는 기대 비 용사이에서 경갱외는 것으
긍 이예하는대

의회와 앵정우의 환계 또한 이러한 영안죄인 주인 얘리인 오영과

용일신상에서 이해핑 수 잉다는 것이다 륙히 국제엉상과 완연하여 앵갱부가 누리

국찌갱쳐정찌용의 국내정치 요형

'"

는 지위와 권얻용 갱보의 획득에 소요되는 거얘비용융 정강하고자 하는 의 -1 의 기

온걱 용기와 앵정우와 의회의 션효가 상이항으호 에서 앙생항 수 있는 기대 비용
간의 항수원재로 영갱원다

외회가 즉제앵상의 권힌용 앵갱부얘 위잉하는 것옹 국제엉싱외 용장성과 션용

성으호 인얘 야기의는 비용용 정강하기 쩌힌 것이지인 의회는 흥시애 앵정우가
자신의 성호와 상이한 엉상용 타경었을 예 얀생하게 영 비용용 재어하고자 힌다
따라서 의회는 자신의 갱액 션호와 영치하는 맹정부얘재는 국재엄상에 있어서 상
앙엔 재량권융 누리도혹 하지안 그 안대의 경우에는 앵정우의 씬한용 제한하고자
시도하게 원다 。 1"-우터 용힐정부 하에서 의회는 다양언 강시 장치흩 용해 애정

우의 욕갱적 협상권용 찌한양 것이라는 일차적 정용이 오층딩다 ”
앵갱부에 대언 의회의 간성과 강시의 충가는 국제협력파 연련하여 이중적인 경
파용 낳늠다 쑤션 의회의 간성과 양시의 충가는 협상파갱용 욕짐하게 하여 엉싱
의 타경용 어형께 하지안 다용 한연으요는 협상용 용해 함의원 사항의 '1 춘과 성
앵융 용이하게 한다

의회가 엄상파갱얘 적극객으로 개잉앙으로써 경파적으로 협

상의 경과올얘 얘얻 의회와 예정부의 엉의수춘이 농아지재 되는 것이다 n예라서
욱셰엉상의 비중과 이앵이라는 용연에서 용 예 의회와 ‘’정부의 정책션호가 상이
항 것으호 8안되는 한항갱부의 경우에 역셜객이게도 그 생흥 가능성용 놓이게 원
아늠 경혼。1 도용되는 것이다
아련용 이 이§흩 유영연앙 회앤극흩이 유렁연앙의

지갱 (directives ) 융 극내엉

으로 션연하는 숙도와 갱도얘 대얻 경영척 연구용 용해 충영하고 있다 유엉연업

의 지갱온 회원국툴의 재영얘 따라 궁내업으로 전언되어야인 효혁용 갖는다는 육
성이 있다

따라서

지갱 용 어느 갱도로 그리고 영아나 '!!리 극내엉으호 션연시

키는지는 국찌연상에 대얘 국내 정치세력둥이 어느 정도의 앙의 수준융 보이 고 있
는가용 가능하는 혀도가 되는 것이다 아틴의 연구에 따르연 ，! 아크와 양이 팍내
갱치구￡가 일상적인 운한정우호 륙갱지어지고 이호 인예 의펴가 앵정우(내각)의

대외양용융 경찌 갑시하는 다양한 기구용이 아경외어 있는 국가을일수륙 지갱의

5) 'i.e

0121 한 !<‘i용 의회가 얘의”상에 얘엔 기용척 경갱연융 "친 이국식 요잉 ~는

외앤 내각셰 국，'"외 경우톨 기초호 하고 잉*에 유녕에야 한다 대외앵상의 정갱연。1

영갱~에 귀용되는 정우 이 오영의 *갱생으호서의
는것이다

주인 대리인 요영용 성딩의지 않

‘

l 6

힌극정치연구

Xl 17ÇJ

Xl 2호 ( 2008)

이앵용이 g깨 나타나고 있다

이 이흔용 양연재 임 오엉융 앤용하연서도 극찌협력의 용시걱 성격에 주욕하고
개명 국가률이 가지고 잊는 다양한 정치제도흩 용'1갱우라는 단입한 톨씌률 외얘
서

"1"

용석하고자 한 시도라는 갱에서 의의용 갖는다 이는 양연계잉 오앨이 정

치지도자가 처한 국내정치적 찌약의 용셰용 얘기하연서도 이 톨 다양언 정 '1 찌도
의 비쿄 용껴융 가놓하재 하는 재녕적 용 송얘서 사고하고 었지 옷한 갱에 "1 추어

용 예 진일보얻 것이라 항 안하다
용흔 아링의 연구가 용앙정부와 국재협혁간의 상싼영계{증 유영한 최초의 연구
인 것용 아니다

이미 이국의 대의우역갱책에 앙한 연구용 ( B ai ley

et 떠 1997

Loh mann and O'H여싸1llI 1 9(4 )이나 무역자유화와 궁찌혐혁애 판한 연구흩 (Milner

1997 : Milner ar잉 R~찌orf 1997 )옹 극찌협력얘 있어서 운엽정우라는 국내갱치척
조건이 강는 .과에 대에 연구뼈 었다 이 그러나 이러한 연구용이 대깨 외회 혹옹
예정우의 정섹션호용 션엉척으로 연역하는 것얘서 흩양하는 데 반해

")련의 연구

는 이러얻 션엉객 규갱 없이 양자간 연껴외 용학에 초정융 양추고 있다는 정얘 그

욕징이 잉다
。1 러언 차이정옹 연구경용의 상이엉￡로 이어지기도 힌다

에컨대

용양정부의

푼석용용 앤용하여 갖찌용상협력용 연구한 논의융의 정우 의찌가 앵정우에 "1 예

보호주의객인 경향융 강하게 연다는 가갱에서 출받하여

용앙갱푸가 극재용상혐

...피 Rosedorf 1997)

혁에 우갱척인 영양융 끼치는 것으료 경은융 내고 있다 (M…

그런떼 이처링 의회나 앵정우의 정에션호톨 선헝적으효 가갱하고 용벌하는 논의

즐외 정우는 가갱얘 따라 연구 경파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갱에서 경엉척

타당생에 싱각한 운제가 제기외고 있다 n
이 러한 연구경파의 차이용 낳는 보다 근혼척인 앤인옹 양연게임용 원용얻 기존
의 이용률이 굿찌협력용 용시척 과정으호 사고하는 안연

아원의 오영용 이용 용

시걱 과정으호 사고하고 있다는 대서 연유한다 융릉 션자가 주호 협상과정에 초
갱올 잊추는 안연 후자는 @의의 이앵얘 초정융 맞훈다는 정에서 우 논의가 상호

61 용앙정￥의 톨셔톨용 R다 영안객인 에토앵애자 ( vetopla~) 용의 연생션예 잉는 것이
라

‘

수 잉다 ，"ι앵써지 요앵에 대에서는 Tsebc 1is {I99S). 그혀고 이 요영융 긍용

”찍갱 1에 적용언 예호는 H피lerbefJ (2002). Be에""'.잉 l생ω，& (2002) 톨 ，.라

7) 이에 애에셔는

""""‘n(2OO2)* .!i!.랴

극제갱껴경애용외 국내갱씨 R영

'"

얘타적인 것응 야니다 그렁얘도 용구하고 국찌협력의 용시칙 과정에 대한 인식이

목내정치와 국제협력간의 상호작용얘 대안 보다 장우하l 역용적인 이에흥 가놓
하게 한다는 정용 혼영하다 함 것이다

V 국제 제도를과 국내정치의 흉악
국찌 찌도용옹 극찌협력이혼의 충요한 한 우웅으포 앵전하여 았다 쭉찌쩌도용

융 주도빼 용 신자유주의칙 찌도주의 아여의 정우 거헤비용의 경제악용 바당으로
국째찌도가 국제협력예 껴치는 운기능적 영향융 강조앙으호써
협력이 ε의 에싱얘 자리 갱도확 하였다 ( Kcohane

1984:

국제재도용 국1

MaJ에 n ιnd

Simmons 199&)

그러나 궁찌영력 얘 깐한 연구가 일씌우터 축내 정치 제 도와 정치구죠의 충요성에

주용에 왔언 것과는 g리 극쩌"도 훈야얘서는 그에 상용양안한 논의의 진션이 없

었다 륙허 극찌찌도의 엉성과 양션얘 잉어서 국내정치가 차지하는 역양얘 얘힌
이 ξ걱 논의는 거의 부재했는데

찍은얘 이르러 소에

실충격 국찌제도룡( Positi、t

"""'"이 Joternatiorω InstÎtutions ) 융 주장하는 일련의 악지톨이 이러언 훈찌의식용
앙유하고 정식화하기얘 이르렀다(。잉 ley

and Nabor 1998 : Richards ]999 : Singer

lfJ04)
설충격 국셰 셰도흔온 국제세도외

풍융

옥연에 주용하여 극세제도의 안생파

진외가 기용칙으로 국내정치객 똥아에 의얘 경갱의는 것 으호 용다는 이에 그 용갱

이 있다 극내정치톨 충싱으g 한 궁제셰도의 용융 옥연에 대얻 강죠는 기존의 지
에객인 국세 제도응이 갖는 한계에 대한 비용켜 인식으로부터 흩양한다 싣중적
국찌 찌도혼자융에 따르연 기존의 갖찌 제 도혼용 굿찌찌도가 갖는 효파로우터 국

찌째도애 대한

수요 훌 연역항으효써 국제 제도외 단생파 양천& 경정하는 정치

껴 요인융 간과얘 왔다는 껑에서 한계훌 갖는다
예컨얘 극셰 제도용융 주도에 용 신자유주의칙 제도주의의 정우 국제제도가 거
얘 '1 용의 정강융 용얘 국가간 웅용 이익의 중진에 기여양 수 있다e 운기능석 효

과호우터 국찌제도의 영성용 연역하고 있는대 。1 러한 논의는 국제제도의 앵성이
기 온격으료 국가률외 정치켜

정에적 션액의 형파이며 이얘 여라 나타나는 긍셰채

도의 다양@ 엉대용 사고하지 옷한다는 문제정이 있다 굿애제도가 국제엠력융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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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용 이악의 추구얘 순기능적 역앙융 당당한다늠 신자유주외적 셰도주의의 기

옹 주장융 받아융인다 하더라도 운째는 이러한 용영한 기능용 수앵하는 궁찌찌도
가 다양한 형얘용 띠게 외는 이유얘 대한 논외가 우찌하다는 것이다 ( Kah\er 1995)

이러한 사정온

잉의 정치 용 'f앙으로 극셰재도용 생명하는 신현실주의 이용

융 ( Krasner 199]) 또언 아산가지이다 이 이흔흘에 따르연 극재 제 도는 국가융 간의

영의 환계용 안영하여

륙히 강대국의 이악용 환쟁시키는 도구호서 기능한다 그

리나 이용 이용융 또한 국제찌도의 형얘객 다양성 용 생영하는 에 한계용 보이여

륙히 강대국이 자신의 이익융 원쟁하기 위안 도구로서 국얘재도용 요구하도욕 하
는 정치걱 용학에 대한 논의용 경여하고 있다는 정에서 신자유주의씌 째도주의와

용일한 한찌훌 보이고 있는 것이다 (Gruber 2(00)
이러언 푼재의식으로우터 용옐하는 성중적 국제 찌도옹자융옹 국셰 찌도의 앵성
과 전화용 극내의 정치적 지지 용 극때파하고자 하는 정우와 X ←신률에게 유리한 정
에융 ι장앙교지 하는 쭉내 생산X명 간의 일총의 거얘의 결과로서 생영한다

。1

용온 극찌찌도는 곤온적으로 국쩌거얘애서의 소유권과 거얘규칙용 규정하는 규제

갱책 (πgulatory polKγ)의 연장이라고 인식한다 。1 러한 인식융 야탕으료 규찌정찌
에 내재한 용얘척

갱치적 성격~ 간파얻 스티긍려 (Stiglcr 1 97 1)와 앵E얀( Peltzman

""에의 논외흉 앤용하여 국째제도의 형성과 양션용 규셰갱찌융 동허싼 정부와 생
산자흩 간의 거래앵위호 갱삭야하고 있는 것이다
스티융려와 앵"얀용 유셰 갱액이 은용적으료 용애객인 앙의용 갖는 것이여 생

산지 집단파 갱우의 거얘의 경파로 탄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규찌정액에 의얘
그 수익성이 경정되는 생산자 잉단용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융 이끌어 내기 위얘
정우에재 영양력융 앵사안 용인용 갖는다 안연 규'.갱책의 경갱파 갱앵융 액잉지

는 갱우는 정권의 유지 톨 위해 정치척 지지와 지긍융 명요표 얻다 따라서 이동 두
정연간의 거혜의 결과에 의에 규져정책이 정정외고 집앵딩다는 것이다

이허얻 환정에서 규찌갱에용 일안격 인식과는 당리 킹쩌켜 1t흩성외 중대흉 욕
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갱치적 용애혀 욕적용 당성하기 위한 주당으요 인식원다
그 킬와 경껴척 효용성이 당성힐 수는 잉지얀 그것이 규찌갱찌의 용갱척 구성요

소는 아년 것이다 아잔가지 액악예서

국찌찌도의 형성파 진화는 신자유주의적

쩌도주의자혼이 주장하는 "f와 견이 효융성의 중대

혹은 풍용 이악의 층대라는

흑연에서 셜영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지지와 자금융 대가로 국제죄 수훈

국에 갱 '1 정애 e의 융내정치 ..엉

'"

예서 팍내 생산자듭에게 우호척인 규찌갱씌용 꽁g 하고자 하는 갱부의 노력이라
는 흥연얘서 성영외어야 한다는 것이다(Richanι

1999: Sin geJ

뼈41

규째정책융 융러싼 이러한 얼씬적인 거예가 국제셰도의 형성으혹 앙선하재 의
는 것온 정찌석 상호의존성의 중대표 인해 국내 규셰갱에의 성 g성이 여타 국가
융의 정에에 의해 좌우되기 예푼이다(Gatsios 뼈 ""'"φt 1989) 따라서 유제정찌

융 §러싼 갱부와 국내 생산자툴 간의 거얘가 국내정치적 수준얘서가 아니라 국재
정치적 수준에서의 개입융 영Jl호 하게 외는 것이며

이러한 거혜의 성격파 욕성

얘 따라 셰 도의 형태가 정정힌다는 깃이다 이호부터 국찌찌도의 앵성과 진화용
국내정치에서 션개의는 정시척 용얘깨잉으로 성영하는 것이 가능얘 진다(Oatley

and Nabor 1998)
이 이흔옹 우션 기존의 국쩌 찌도ε등이 가지고 잉언 한계흩 지적하고 그것옵
엮어 녕는 운셰영역의 지영융 연었다는 갱에서 그 의의양 찾용 수 있다 잉서 살여
온 바와 강이

기존의 국찌 제도흔온 갖찌찌도의 기놓과 영양에 주용항으호써 국

찌찌도의 형성과 찌도적 다양성에 얘한 운재의삭옹 경여하고 있었다 실중척 국셰

재도용옹 이러한 문찌에 얘엔 에임용 규찌정액의 정치척 용얘적 성격융 강조안
경찌악에서의 논의흉 아땅으로 정식화항으호써

국내갱치적 용학융 국찌 찌 도용

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데에 기여용 하었다고 언 것이다

VI 곁 흔
국찌갱치와 국내정치의 용리 또는 국셰갱치적 언상융 셜영하는 데 있어셔외 묵
내갱 '1 쩍 요인애 얘힌 이용걱 완싱외 우째는 지얘적 국쩌정시이용동이 기안하고

있는 잉삭흔쩍 용얘 기인한 바 크다 우엇"-다도 신현실주의 이혜료 정식찌원 딴
일 앵위자표서의 국가야는 원녕이 이러한 。1 흔적 노릭용 가로악는 중요한 경링흘
이 외어 었다 이려한 인식흔척 흩용 극내갱치의 흉악용 국셰 세째 수춘에서의 성

영이 냥져 푼 잔여 g효 혹은 세계껴 。 IEßt가 왈가능언 영역으호 간주하는 정양
용넣았다
극제갱치이흔의 이러한 정향과는 엉려 즉，.정치경찌의 영역응 극내갱치적 용악
율 이용석으호 사고하고자 하는 노력융 용해 양정때 왔다 이는 옥내정치와 굿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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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상호작용 그리고 국내정치적 용억애 대한 일안 이흔적 용석 용용 요구하는

것인에 사회정셰적 다원주의흔용 이 러한 요구얘 우용하면서 안전얘 용 기용쩍 운
석 톨 이라 앙 수 있다 이 껑은명옹 국내외 갱치경제적 조건을 간의 상호작용융 축
제갱치경셰의 연용과 연흉원 국내 사외경찌 집단풍의 이악갈등구조요 갱식화 하

는 데얘셔 출양하여 킥내정치적 흥악융 다앤주의적 이익잉단의 정치라는 판정에
서 사고힌다는 8 징융 갖는다

그러나 이 겹은영용 국내갱치적 용악얘서 정치찌도와 껴도적 앵위자용의 역힘
용 사고앙 수 있는 이용객 장시용 컬여하고 있다는 쟁에서 언제용 갖는다 이는 국
내갱치객 동악용 사고하는 떼 있어서 정치셰도용 사고힐 수

있도확 하는 이흔적

장치의 생요성용 세기하는 것인애 앙연세잉의 논리나 이얘 기초하여 딴전@ 이후
의 논의동 속에셔 그 단초용 냉정항 수 있다 여기서 욕히 중"-얻 운제는 각 궁의
륙수 아 껴치찌도의 훈채용 용임하지만 위에서 비 궁암 수 잉도용 하，. 정치제도의

일반이용이라 항 수 있늄대

의회 앵정우간의 완계 용 바탕으호 한 아틴의 연구나

규찌 갱액의 갱치용 주요한 용앵껑으로 상는 실종척 국찌찌도옹의 논의흩옹 이 쟁
에서 시사하는 아가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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