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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예외주의의 국제정치경제:

자유주의 패권 행사의 한 역사적 유형론

조찬수*1)

강남대학교 국제학부 전임강사

I. 지배적 담론으로부터의 탈피

9․11 이후 가속화된 테러리즘과의 전쟁, 그리고 그것의 가장 가시적인 귀결

로서의 이라크 전쟁은 탈냉전 10년을 훨씬 넘긴 오늘날의 국제체제에서 미국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며 더 중요하게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깊이 성찰하게 만든

다. 많은 국제관계학자들과 국제문제 비평자들은 1990년대 이후 미국의 대외정

책을 다자주의 대 일방주의의 구도에서 또는 국지적 분쟁 개입을 둘러싼 구체적

논쟁의 견지에서 분석해왔고, 이는 새로운 세기로 진입하는 우리의 국제관계 담

* 이 논문의 초고는 2003년 한국정치학회 연말학술대회(12월 3일, 외교안보연구원)에서

발표되었다. 토론을 맡아 유익한 논평을 주신 구춘권 박사님과 익명의 심사자 두 분께

감사드린다.

많은 국제관계학자들과 국제문제 비평자들은 1990년대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을 다자주의 대 일방주의의 구도에서 또는 국지적 분쟁 개입을 둘러싼 구체적

논쟁의 견지에서 분석해왔다. 이러한 지배적 담론은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의

대외정책과 세계전략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는 불충분하다. 그것은 건국 이후 미

국의 대외정책을 국제주의 대 고립주의, 다자주의 대 일방주의, 너그러운 패권

국 대 인색한 패권국 등의 이분법들로 단순화시켜 이해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

문이다. 실제의 국제체제운용은 패권국으로서의 미국과 상대국(들)간의 안보적,

정치경제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과정의 정확한 이해는 각국의 국내

정치경제, 특히 그것이 지향하는 사회적 목적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

논문은 미국 패권행사의 한 역사적 유형론을 제시하며, 그 방법으로 국내정치경

제에 관한 이념체계로서 미국 예외주의와 대외정책의 연관을 역사적으로 추적

한다. 즉 미국 국내정치경제의 예외성에 대한 계측을 하나의 대외정책기조로서

의 국제주의 또는 국제적 개입주의에 대한 비교역사분석과 결합시킨다. 국내정

치경제에 대한 하나의 제도화된 이념체계로서의 미국 예외주의가 특정한 국내

적, 체계적 수준의 조건들 하에서 표출되는 양태에 따라 국제주의의 정책적 패

턴은 달라진다.

◆ 주제어: 미국 예외주의, 자유주의 패권, 국제주의, 다자주의, 일방주의,

국내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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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이러한 지배적 담론이 유일한 초강대국

으로 존재하는 미국의 대외정책과 세계전략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는 불충분하다

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건국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을 국제주의 대 고립

주의, 다자주의 대 일방주의, 너그러운 패권국 대 인색한 패권국 등의 이분법들

로 단순화시켜 이해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하게 그러한 이분

법들은 미국이 상대하는 나라들 - 동맹국이든 적국이든 간에 - 을 미국의 정책

을 받아들이거나 그것에 저항하는 양극적 반응의 범위내에 갇혀있는 것으로 인

식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 글은 실제의 국제체제운용은 패권국으로서의 미

국과 상대국(들)간의 안보적, 정치경제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과정

의 정확한 이해는 각국의 국내정치경제가 지향하는 “사회적 목적”(social

purpose)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패권에 대한 이분법적 인식은 특히 국제정치경제 분야의 문헌과 대중적

논평에서 쉽게 발견된다. 패권 행사와 유지의 비용을 미국과 그 패권체제하에

편입된 나라들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분담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많은 논자들

은 1970년대 이후 미국은 다자적 협의보다는 일방적 요구를 일삼는, 국제주의적

가치를 옹호하기보다는 국내정치경제의 계산법을 다른 나라들에게 그대로 적용

하는, 달리 말해 너그러운 패권국에서 인색한 패권국으로 변화해왔다는 데 대체

로 동의한다. 그러나 그 전환의 내용을 단순히 패권유지 비용 지출에 대한 미국

의 태도 변화로 등치시킬 때, 패권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인식은 그 이론적 지

위가 심각히 손상되어버린 패권안정이론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1) 패권안정이

론은 기본적으로 기능주의적 설명법이다. 패권국의 존재와 국제질서의 안정은

패권국이 갖는 기능적 효용 - 국제체제상의 공공재 생산 및 제공 - 을 매개로

인과관계가 성립된다. 상대적으로 예측가능한 통상 및 금융체제를 뒷받침하고,

국지적 수준의 군사적 분쟁이 지역적, 체계적 수준으로 파급되는 것을 조기에

방지하며, 해양, 항공, 환경, 인권 등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

하는 공공재 생산자의 기능은 집합행위 문제로 인해 패권국에 의해 수행될 수밖

에 없다. 달리 말해 패권국은 국제체제가 안정을 위해 요구하는 조건이고, 그 요

건이 잘 충족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패권국의 기능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가

이며, 그 기능은 국제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순환논법은 일차적으로는 미국이 왜 이차대전의 종전이라는 특정시점

에 패권행사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되었는지, 이차적으로는 그리고 이 글의 관

점에서 더욱 중요하게는 미국의 국제주의적 개입이 왜 상이한 시기에 상이한 모

습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체계적인, 즉 설명변인의 일관된 적용이

이루어지는, 설명이 부재할 때 국제주의 대 고립주의 같은 이분법은 손쉬운 대

체설명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듯이 고립주의2)는 더

1) 패권안정이론과 그 비판에 대한 상세한 논의로는 박건영(2000: 57-96); 백창재(2003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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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미국 대외정책기조의 메뉴에 포함되지 못한다(백창재, 2003a: 118). 1823년

의 먼로 독트린조차도 지역적으로 적용된 국제적 개입주의라는 해석은 이제 미

국외교사가들 사이에서 그리 낯설지 않다.3) 종종 미국의 일방적 대외정책을 고

립주의와 등치시키는 경우를 볼 수 있는 것은 다름아닌 우리의 국제관계 인식이

“국제주의는 곧 다자주의”라는 자유주의적 가치판단의 영향하에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국제주의와 다자주의4)에 대한 가치판단을 잠시 중단하고 대외정책기조

로서 국제주의와 고립주의는 모두 미국 예외주의라는 공통의 국내적 기반을 갖

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스 모건다우가 적확히 표현했듯이, “고립주의는 안을

향한 글로벌리즘이고, 글로벌리즘은 바깥을 향한 고립주의”(Morgenthau, 1969:

16)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다섯 절로 구성된다. 다음 절에서는 대외정책기조로서 국제주의와

국내정치경제에 관한 신념체계로서 예외주의가 교직하면서 만들어내는 패권행사

의 네 가지 유형들을 제시한다. 셋째 절은 앞에서 제시된 패권행사의 네 유형을

사례별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위치시킨다. 넷째 절은 도전받지 않는 미국패권의

시기였던 내장된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 형성기가 갖는 현재적 함의를

토론한다. 결론에서는 국제경제질서에 대해 미국 예외주의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에 따라 국제안보의 내용과 방향이 영향 받는다고 지적한다.

II. 미국 예외주의와 국제주의의 연관: 유형론의 구성

이 글은 미국 패권행사의 한 역사적 유형론을 제시하려는 것이고, 그 방법으

로 국내정치경제에 관한 이념체계로서 “미국 예외주의”5)와 대외정책의 연관을

역사적으로 추적한다. 즉 미국 국내정치경제의 예외성에 대한 계측을 하나의 대

외정책기조로서의 국제주의 또는 국제적 개입주의에 대한 비교역사분석과 결합

시키는 작업이다. 국내정치경제에 대한 하나의 제도화된 이념체계로서의 미국

예외주의가 특정한 국내적, 체계적 수준의 조건들하에서 표출되는 양태에 따라

국제주의의 정책적 패턴이 달라진다는 것이 이 글의 작업가설이다.6) 이 글의 목

적에 비추어 볼 때, 예외주의의 개념적 범위는 미국 정치경제의 기본특징들, 즉

2)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으로서의 고립주의가 반드시 미국민의 일반정서로서의 고립주

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양자를 동일시하는 것도 일종의 예외주의적 시각이다. 남

궁곤(2001)은 양자의 간극에 대한 흥미로운 경험적 분석을 보여준다.

3) 고전적 해석의 한 예로는 Williams(1961: 215-18)를 참조할 수 있다.

4) 다자주의의 제도적 특징에 대해서는 Ruggie(1992) 참조.

5) 예외주의가 미국의 정치발전과 대외정책에 대해 갖는 의미를 논하는 작업으로는 조찬

수(2002); 백창재(2003a)를 볼 것.

6) 미국 패권행사의 두 유형인 다자주의와 일방주의에 초점을 맞춘 최근의 논의로는 박

인휘(2003)를 참조.



조찬수4

민간부문의 경제적 주도권, 시장에 의한 노동의 규율, 공공복지에 대한 소극적/

부정적 접근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한된다.7) 물론 개인의 자율성과 그에 입각한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에서의 경제행위가 정치적 민주주의의 제도화와 깊은

상관성을 갖는다는 점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부시 행정부의 일방적인 이라크

전쟁 수행과 전후관리 역시 근원적으로는 클린턴 행정부하에서 탈냉전 시대의

새로운 국제주의의 이론적 근거로 수용되었던 “민주평화론”에 바탕을 둔다. 중동

의 민주화가 팔레스타인 문제의 근본적 타결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은 자국 민

주주의에 대한 미국 정책결정자들의 신념과 긴�히 맞물려 있다.8)

미국 정책결정자들이 자국의 정치경제에 대한 예외주의적 신념을 표출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향적인 방식으로서 “비미국적인” 정치경제체

제들로부터 개인의 이니셔티브, 전근대적 계급사회의 부재, 또 그로 인한 이익집

단 중심의 다원적 구획화, 권력구조에서의 견제와 균형 등과 같은 미국적 가치

와 관행을 지키려는 태도이다. 예외주의가 내향적으로 표출된 예들로는 1971년

브레튼 우즈 체제 종결과 1980년대 후반 수퍼 301조 적용이 있다. 둘 다 일방적

국제주의와 결합되면서 미국에 대한 동맹국들의 반발이 고조되었던 사례들이다.

예외주의가 표출되는 또다른 방식은 외향적인 것인데, 미국적 가치와 관행을 타

국들이 받아들일 것을 권고 또는 강권하는 태도이다. 이 외향적 예외주의는 다

시 일방적 국제주의 또는 다자적 국제주의와 교직하는데, 일반의 인식에서 비판

의 대상이 되는 미국의 일방주의는 전자에 해당한다. 민주평화론은 외향적 예외

주의와 국제적 개입주의가 결합된 독트린인데, 클린턴 행정부가 이 독트린을 다

자적 방법으로 추구했다면 부시 행정부는 좀 더 일방적 방법에 의존한다는 차이

가 있다. 이 차이는 미국이 자신의 가치와 이익을 국제공동체 내에서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기존의 공식적 국제기구와 비공식적 국제제도를 얼마나 활용하는가

에 따라 측정될 수 있다.

아래의 <표 1>은 예외주의의 두 가지 표출형태와 국제주의의 두 가지 양태

가 만나면서 패권행사의 네 유형이 도출됨을 보여준다. 각 유형은 대체로 이 글

에서 다룰 네 역사적 시기와 조응하는데, 구체적 사안마다 그것이 속한 시기의

전형과는 다른 형태의 패권행사의 사례일 수도 있다. 이를테면 1978년, 즉 아직

내장된 자유주의가 종언을 고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이른 시점에 본 정상회담에

서 미국이 서독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유로달러의 흡수를 요청했던 것은 자국

의 통화수축 대신 인플레이션 대처비용을 해외로 전가하는 전략이었다는 점에서

내향적 예외주의와 다자적 국제주의의 결합에 속하는 사례이다. 또한 유형 I과

7) 필자의 미국 예외주의 개념은 조직노동의 정치적 참여가 극도로 제한되고 작업장 중심

의 다원적이고 분절화된 노사관계에 근간을 두는 특정의 정치경제에 그 경험적 준거를

둔다. 이러한 시각에서의 예외주의 문헌으로 Glickstein(2002); Halpern and Morris(1997);

Voss(1993); Jacoby(1991) 참조.

8) 부시 행정부의 민주평화론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으로는 Bush(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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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II에 해당하는 시기들이 1945년 이전, 즉 미국이 패권국으로서의 의무이행

에 소극적이었던 시기라는 점에서 패권행사의 유형들로 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

이 제기될 수 있다. 필자가 1945년 이전을 비교분석의 대상으로 가져오는 이유

는 미국 정치경제의 사회적 목적의 변화에 따라 그 대외정책과정이 달라진다는

전제 때문이다. 특히 노동계급의 요구를 수용/배제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수준에

서의 제도적 배열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화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패권 이전

의 시기를 들여다봐야 한다.

패권의 형성과 유지에 관한 논쟁들 가운데 하나는 패권 이전 시기와 이차대

전 이후의 패권 시기 사이, 특히 전간기에 미국이 패권국으로서의 의무를 수행

할 의사가 없었는지 아니면 그럴 능력이 없었는지의 문제였다.9) 이 논쟁이 패권

의 형성 자체, 즉 어떻게 미국이 리더십의 “부담”을 수용하게 되었는지에 주목한

다면, 이 글은 미국의 국제주의적 대외정책이 취했던 다양한 모습들을 체계적으

로 분류하는 데 목적을 둔다. 미국이 세계를 대하는 방식의 역사적 변이는 국내

적 원천을 가진다고 본다는 점에서 여기서 구축된 유형론은 인과론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네 가지 조합이 왜 만들어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국

내정치경제의 사회적 목적 자체가 왜 변화하는지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는 분석

수준을 다시 한단계 더 내려가야 하는 작업이다. 이 글은 역사적 유형론의 구축

에서 머문다.

<표 1> 자유주의 패권 행사의 역사적 유형론

통시적 분석에 초점을 둔다면 19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를 다섯 역사적 시기

- 혁신주의 시기(1890년대-1920년대), 전간기와 이차대전 시기, 패권적 개입주의

시기(1945년-1970년대), 다자적 공동부담 시기(1980년대와 1990년대), 일방적 개

입주의 시기 또는 모색기(2001년 이후) - 로 나눌 수 있겠다. 비교분석의 가능한

초점들로서는 냉전의 형성과 해체, 세계경제구조의 변동, 군사기술의 변화와 같

은 체계적, 외생적 변수들 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적, 제도적 배열의 구조와 변화

를 생각해볼 수 있다. 국내적 변수들 가운데 조작가능한 것으로는 행정부-의회

관계, 국내정치경제의 연합유형, 정책결정공동체 등이 면�한 비교역사분석의 대

9) 대표적인 견해들로 미국의 의지결여를 지적했던 Kindleberger(1973)와 능력결여를 강

조했던 Lake(1988)을 참조할 수 있다.

국제주의의 양태

일방적 다자적

예외주의의 표출형태

내향적 I 전간기 II 제 2 차 뉴딜 시기

외향적 IV 세계화 시기 III 내장된 자유주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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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는 노동계급 요구수용을 위한 비공식적, 공식적 제도배열

을 주된 지표로 삼아 미국 국내정치경제가 지향하는 사회적 목적이 어떻게 - 왜

가 아니라 - 변화했는가를 추적한다. 미국 예외주의를 노동운동의 파편화와 약세,

노동에 기반을 둔 정당의 부재(Lipset, 1996: ch. 3)라는 측면에서 파악할 때, 노동

에 대한 체제의 대응은 미국의 패권행사, 특히 유럽과의 관계유형을 시기별로 비

교분석하는 데 적절하다. 마지막 시기는 지금도 진행중일 뿐만 아니라 직전 시기

와의 연속/단절 여부를 확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 글에서 자주 사용될 “사회적 목적”에 대한 개념정의가 여기서 제시될 필

요가 있다. 러기(Ruggie, 1982)가 국력과 아울러 국제레짐의 성격을 파악하는 두

차원의 지표로서 지목했던 사회적 목적은 이 글에서 “한 일국적 정치경제가 지

속적 경제발전의 부산물로서 추구하는 어떤 가치, 규범, 질서, 협약”으로 정의된

다. 이 정의는 국내정치경제를 구성하는 경제적, 사회적 집단들의 선호나 이익이

갖는 물질주의적 함의보다는 지배적 집단이나 블록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구

성주의적 이해에 더 영향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가치의 물질적

기반을 부정하지 않으며, 이 점에서 이 글은 이익에 대한 합리적 제도주의의 분

석력을 수용하는 약한 형태의 구성주의(Ruggie, 1998: 882-85)에 바탕을 둔다.

이 글은 국내정치와 국제관계의 연계라는 필자의 중심적 문제의식에서 비롯

되었지만, 9․11 이후 미국 대외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이해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패권행사의 유형들은 상호간에 아무런 시간의 영향을 주고받지 않고 교체

되기보다는 앞선 시기의 유형이 뒤따르는 유형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달리

말해 패권의 역사적 진화는 경로의존적이다. 미국 패권의 형성과 유지에 연관된

외생적 변수들의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정치경제의 발전은

제도적 관성을 낳는다. 예컨대 유형 III에서 유형 IV로의 전환을 설명하기 위해

서는 내장된 자유주의 체제에 내장된 모순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시간성을 사례별로 검토한다.

III. 미국의 패권행사와 국내정치경제

1. 내향적 예외주의-일방적 국제주의: 후버의 유럽재건정책

국제경제질서 속에서 미국이 자유주의 패권을 행사하는 여러 가능한 방법들

가운데 가장 자국중심적인 유형이 바로 이 첫 번째의 조합이다. 미국의 생산체

제는 자유경쟁과 자유기업의 이념과 실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유럽을

비롯한 비자유주의적 생산체제들과는 구분되는 동시에 안전하게 “격리”되어야

할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내향적 예외주의가 이 조합의 한편에 있다. 다른 한편

으로 대외경제정책은 미국이 바람직하다고 설정한 정치경제의 원리에 따라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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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타국들에게 어떤 유의미한 협상과 타협의 여지 없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일

방적 국제주의에 속한다. 뒤에서 다룰 나머지 세 유형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특정

의 패권 행사 유형이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의 안정적 유지에 직접적으로 기여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차대전 이전과 이후

의 국제경제질서가 그 내용에서 크게 다르기 때문인데, 이 글에서 주목하는 차

이는 체계상 힘의 분배가 바뀜으로써 나타나는 패권의 변이보다는 패권국을 비

롯한 주요 레짐 참여국들의 국내정치경제가 지향하는 사회적 목적의 변화이다.

이차대전의 종전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는 브레튼 우즈 체제로

요약되는 다자주의적 통상질서였고 미국이 전체 기금의 1/3 이상을 기여한 IMF,

그리고 IBRD는 그 재정적 기반을 제공했다. 일차대전 이전의, 그리고 1920년대

에도 상당기간 지속되었던 국제경제질서와는 달리 1945년 이후의 내장된 자유주

의는 주요 레짐 참여국들의 정책적 자율성이 폭넓게 보장된 체제였다(Ruggie,

1982). 내향적 예외주의-일방적 국제주의의 조합이 이같은 내장된 자유주의 레

짐하에서 추구된다면 그것은 국가간 갈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

기서 살펴볼 후버의 유럽재건정책이 적용되었던 시기의 국제경제질서는 개별국

가의 정치경제가 갖는 제도적 특징들에게 국제레짐 안에서의 정당한 지위를 부

여하지 않았다. 사회적 목적의 수렴도가 극히 낮은 상황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정

책은 일방적일 수 있었고, 그 기반은 체계상 힘의 분배, 특히 미국이 저물어 가

는 패권국인 영국을 제치고 확보한 자본력, 생산력, 그리고 구매력이었다.

1921년에서 1933년까지의 시기에 허버트 후버는 두 가지 자격으로 미국 대외

경제정책의 입안과 실행에 관여했다. 1921년에서 1929년까지 8년 동안 후버는

통상장관으로서 하딩과 쿨리지, 두 대통령의 행정부를 거쳤다. 그 스스로 경제학

자였던 후버는 자유시장경제로서의 미국 생산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중상주

의적 대외경제관으로 무장된 지적인, 그러나 보수적인 정책결정자였다. 그리고

1929년에서 1933년까지 4년 동안 후버는 대통령으로서 대공황의 시작과 자유주

의 국제경제질서 붕괴의 전조를 목도했다. 대통령으로서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맞은 후버는 국내경제를 우선시했던 그의 전력에 걸맞은, 하지만 그 내용에서는

시장과 민간부문 중심의 그의 경제철학에서 크게 벗어나는, 국가주도의 경기부

양책을 입안했다. 동시에 후버 행정부 시기의 대외경제정책은 공화당이 보호주

의와 관세의 정당임을 일관되게 보여주었고, 혁신주의자 라 폴렛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관세법안이라고 불렀던 1930년의 악명높은 스뭇-홀리 관세는 내향적 예

외주의-일방적 국제주의 조합의 극단적인 정책효과를 표상했다.

뉴딜 이전의 십여년 동안 미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내셔널리즘의 경향이 강했

고 공화당의 전통적인 보호주의적, 중상주의적 관점을 그대로 따랐다. 하딩은

1921년의 비상관세법을 통해 당시 하락세를 보이던 농산물 가격을 되돌리려 했

고, 1922년의 포드니-머큠버 법은 농업에 대한 보호주의를 항구적 사실로 만들

려는 노력인 동시에 기존의 제조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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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증하는 수입농산물의 압력으로 인해 지속되었던 국내농산물 가격 하락은 1928

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으로 하여금 “보호주의 관세는 미국의 제조업에 필수

적인 만큼이나 미국의 농업에 필수적”이라는 문구를 당 강령에 포함시키게 만들

었다(Hiscox, 2002: 59).

후버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대외경제정책의 효용은 국내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대공황을 맞이한

후버에게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미국의 투기적이고 과잉생산적인 자본주의 체제

에 있기보다는 국제적 수준의 경제혼란에서 발견되는 것이었다. 후버에게 국제

적 요인은 외부적 요인, 즉 미국의 국내경제와는 직결되지 않고 따라서 미국 정

책결정자들의 통제권 바깥의 변수들을 의미했다. 후버 행정부 안에서 시장과 국

가의 경계선이 흐트러져 있는 유럽 나라들의 비자유주의적 경제들은 손쉬운 비

난의 대상이 되었고, 전간기 최대의 난제였던 독일의 전쟁배상금 문제에 대해서

도 미국의 일관된 입장은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전시차관과 배상금은 별개의 사

안이라는 것이었다(Betts, 1979: ch. 10). 유럽재건차관에 관한 후버의 입장은 내

향적 예외주의가 일방적 국제주의와 만날 때 그 부정적 파급효과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후버는 유럽재건차관은 “생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

되어야 하지 오랜 전쟁과 그로 인한 경제적 곤궁에 지친 사람들의 불만을 당장

잠재우기 위한 자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문제는 무엇이 생산적인 것

인지 자체가 정의하기 대단히 난감하다는 데 있었다.

1920년대의 미국은 이미 높은 수준의 기업집중과 함께 연방정부의 규제기능

증대를 보였으나 여전히 민간부문과 정책결정 공동체를 지배하는 이념은 자유경

쟁시장과 다원적 이익집단의 신화였다(Arnold, 1982). 특히 후버가 유럽재건 프

로그램의 입안과 실행과정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적 소비를 용인하기 어려

웠던 것은 전시동원의 대가로 체제내 수용을 요구하는 조직노동의 힘을 미국에

서는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조직노동을 대표하는 AFL은 숙련공

동업조합의 성격이 강했고, 급속하게 기계화되어가고 있던 제조업 부문에서의

노동시장 상황을 교정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노력을 주도할 위치에 있지 않았

다. 대공황이 시작되었을 때에도 AFL은 기업 또는 작업장 수준에서의 일자리

나누기 이상의 제안을 하지 못했다. 후버 시대의 제조업 노동시장은 철저히 구

매자 지배의 구조였다(Jacoby, 1985: 171). 자국내에서 조직노동과의 유기적 대화

가 필요치 않았던 미국 정책결정자들이 이미 초기 형태의 코포러티즘을 실험하

고 있던 유럽을 시장원리에 의한 공정거래라는 틀 밖에서 대하기는 어려웠다.

2. 내향적 예외주의-다자적 국제주의: 제 2 차 뉴딜의 대외경제정책

루즈벨트가 집권했던 12년 동안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은 일방적 국제주의에서

다자적 국제주의로 서서히 옮겨갔고, 이는 많은 부분 파시즘의 위협과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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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전쟁으로 설명될 수 있다. 패권의 공백에서 발생한 대공황의 돌파구는 국제

경제질서뿐만 아니라 국제체제 자체에 도전하는 파시즘과의 전쟁에서 발견되었

다. 미국은 동맹의 정치를 재건해야 했고, 다자적 국제주의는 그 수단이자 궁극

적 지향점이었다. 뉴딜이 가져다준 더 근본적인 변화는 국내정치경제의 영역에

서 이루어졌다. 미증유의 경제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경제적 기능은

확대되었고, 정부가 노동과 복지를 직접 관장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로크적 구

분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물론 이에 따라 미국 예외주의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변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여전히 생산의 추동력은 민간부문이었고, 연방정부

의 노동시장 규율은 기업들과의 협조하에 이루어졌으며, 복지체제 구축은 기본

적으로 수혜자 부담 원칙을 따르는 과정이었다. 대공황과 전쟁은 미국이 자신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투사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환경이었다. 회고적 시각에서 제2

차 뉴딜 시기 국내경제의 완전한 회복은 전쟁을 필요로 했고, 파시즘과의 전쟁

은 아직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었다.

루즈벨트는 애초부터 대외정책보다는 국내정책, 특히 경제재건에 초점을 두

었고, 이러한 경향은 제2차 뉴딜에서도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었다. 오히려 자유

주의 국제경제질서 구축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국무장관 헐이었다.

이 열렬한 자유무역 옹호자는 “재화가 국경을 건너지 못한다면 군인들이 건널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통상과 평화의 높은 상관성을 역설한 바 있었다. 헐에게

는 미국의 관점에서 정의된 경제적 상호의존이야말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최선

의 방법이었다(Kimball, 1991: 44). 상업적 자유주의가 미국 패권의 지도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루즈벨트가 비로소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의 때늦은 구원에 나선 것은 노동

계급의 제한적 수용을 그 중심내용으로 포함하는 국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

대한 지지를 국제주의적 자본집약 기업부문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

다. 1933년에 금본위제로의 복귀를 절실히 원했던 프랑스에게 분명한 거부의사

를 밝혔던 루즈벨트는 3년 뒤에는 영국, 프랑스와의 삼자간 통화협정(TMA)을

통해 세 나라 통화의 금 태환을 재개하고 향후 통화절하에 대한 상호간 사전협

의를 약속했다.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가 추가참여함으로써 TMA는 전후 금-

달러 본위제의 제도적 기반을 닦았다(Mundell, 1997; Lusztig, 1996: 67). 이러한

다자적 국제주의 개입을 통해 확보될 유럽시장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회집단은 “다국적 기업블록”이었고, 이들은 루즈벨트의 국내개혁입법을 지지하는

대가로 독점규제와 은행법상 규제의 완화를 보장받았다(Ferguson, 1989: 17, 22).

전간기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대공황이 미국의 정치경제에 미친 영향은 지

대했다. 무엇보다도 사상 유례없는 경제침체의 타개를 위해 그동안 정치체제 밖

에 있던 조직노동의 수용이 이루어졌다. 기존의 AFL로부터 이탈한 CIO가 대량

생산 부문의 미숙련 노동자들을 끌어들이면서 그 규모가 훨씬 확대된 조직노동

은 와그너법을 통해 제도화된 공간을 확보했다. 그러나 뉴딜정치연합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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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노동보다는 자본집약적이고 국제적 이익을 지향하는 다국적 기업 블록이었

다. 생산과정에서 단순노동생산성에 덜 의존하고 해외시장에 더 큰 이해관계를

갖는 이 부문은 뉴딜의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에 저항할 이유가 적었다(Ferguson,

1995: ch. 2). 그보다는 미국의 국제주의적 개입을 통해 좀 더 안정된 국제경제

질서를 건설하는 것이 우선시되었고, 노동의 제한적 수용은 또한 생산성증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졌다. 전쟁은 잠정적 계급타협을 도출하는 데 더 없

이 큰 역할을 했다. 완전고용에 가까운 효과를 거두면서 전시동원은 조직노동이

작업장 수준에서 집합행동을 자제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정당체제의 수준에

서는 루즈벨트의 민주당이 미국적 자유주의의 범형을 제시하면서 공화당과 함께

양당체제가 제도화되었다. 중요한 점은 공화당 내에서도 뉴딜의 성장주의를 수

용하는 집단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전후의 성장연합의 지속성

을 설명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이 시기 미국의 대외정책은 국제적 개입과 국내적 타협 사이에서 연방정부와

사회세력간의 갈등과 협력이 끊임없이 유동했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뉴딜

전반기에 루즈벨트는 기존의 보호주의정책을 강화하고 파탄에 이른 국제자유주

의경제질서의 구원에 나서지 않았다(Kooker, 1976: 120-24). 뉴딜 후반기에 더욱

확장된 연방정부의 권한 및 기능은 국제적 개입의 확대에 적합했으나 미국의 패

권국의무수행은 이차대전이 끝나고서야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글의 관점에서

전간기와 전시는 미국의 정치체제와 사회연합의 대전환이 이루어진 시기였고,

전후의 국제주의는 바로 그 토대 위에서 추구될 수 있었다. 대공황과 전쟁이라

는 공통의 경험은 나라에 따라 파시즘, 뉴딜, 사회민주주의와 같이 비록 그 정치

적 외양은 크게 달랐지만 사회적,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유사한 국내연합의 생성

을 가능케 했다(Gourevitch, 1986; Luebbert, 1991). 주요 산업국에서 조직노동은

상이한 정도의 정치적 자율성을 가지고 체제내로 수용되었고, 기업공동체와 지

배엘리트 집단들에게 이러한 노동의 제한적 수용은 생산성 향상에 순기능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요컨대, 체계적 수준에서 각국의 국내정치경제가 지향하는 사회적 목적이 노

동의 체제내 수용이라는 방향으로 수렴되어 갔으나 그 정치적 외양의 극단적 이

질성은 미국이 자유주의 패권을 행사하기에는 너무나 호전적인 환경이었다고 하

겠다. 미국이 국제적 개입에 대한 국내적 합의를 이루었다 해도 그리고 전전의

자유주의 공동체에 속했던 나라들이 미국의 새로운 지도권을 받아들였다 해도

신국제경제질서의 형성은 파시즘의 극복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3. 외향적 예외주의-다자적 국제주의: 케네디 라운드

미국에 의한 자유주의 패권행사의 세 번째 유형은 외향적 예외주의와 다자적

국제주의의 결합으로서 전후 신국제경제레짐으로 등장한 내장된 자유주의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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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짓는 정책조합이다. 1960년대는 풍요의 시대였고, 미국이 아이전하워 시대의

재정적 보수주의에서 벗어나 2대에 걸친 민주당 행정부하에서 성장과 지출의 정

치경제를 지향했던 시기였다(Collins, 2000: 54). 취임 직후 케네디는 뉴 프론티어

라는 이름의 광범한 국내정책 프로그램을 내놓았고, 그것은 세제개혁, 연방정부

의 교육지원, 사회보장제도하에서의 메디케어 도입, 행정부 직접개입을 통한 민

권 확립, 경기침체지역에 대한 지원과 같은 뉴딜 사회정책의 확대판이었다. 대외

적으로 1960년대의 미국은 공격적인 반공주의를 추진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통

상-안보 연계를 다자주의적 틀 속에서 제도화했다. 케네디 라운드는 내장된 자

유주의 시기의 전형적인 통상자유화 정책이었고, 전후 미국의 다자주의 경향성

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GATT이 창설된 이후 여섯

번째의 협상이었던 케네디 라운드(1964-67년)는 선진산업국들에 의해 유지되어

오던 제조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약 1/3 정도 내리는 데 성공했고, 그밖에도 국제

� 가격의 안정을 위한 다자주의적 기구의 창설을 기획했으며, 반덤핑 조항을

구체화시켰다(Lee, 1998).

케네디 라운드는 정작 그 이름을 준 대통령이 암살당한 뒤에 본격적으로 진

행되었으나 그 출발점은 1962년의 통상확대법(TEA)이었다. 유럽공동체가 1957

년 로마협정을 통해 공동시장이라는 이름의 관세연합을 구성한 것에 대한 반응

에서 시작된 이 조치는 대통령에게 최대 50%까지의 관세인하권을 부여했다. 이

전의 통상자유화 조치들이 항목별 접근법이었던 데 반해 통상확대법은 일괄관세

인하를 도입함으로써 무역협상에서 다자주의적 가능성을 훨씬 넓혀놓았다. 이

법은 또한 수입경쟁으로 타격을 입은 노동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통상조정지

원(TAA)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는 유럽의 전후재건이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

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10) 통상확대법의 다자주의적 적용이었던 케네디 라운

드는 70개국에 달하는 미국의 교역상대국들과의 관세를 평균 35%까지 인하했

다. 농산물 관세와 비관세장벽 문제에서는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케네디 라운드는 유럽-미국 관계에 집중되었던 상호성 원칙을 저발전국들로 확

대시키는 계기이기도 했다(Evans, 1995).

1960년대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이 이처럼 GATT의 라운드 협상이라는 다자주

의적 틀 안에서 외향적 예외주의의 방향, 즉 미국적 방식의 대량생산에 바탕을

둔 성장주의를 레짐 참여국들에게 부과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던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케네디와 존슨의 민주당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1945년 이후 미국이 뉴딜 규제국가를 국제적으로 확대한 결과(Burley, 1993)인

내장된 자유주의와 가장 부합하는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내장된 자유주의는

10) 반세기 뒤에 유럽연합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최종적인 통합으로 나아가는 것

에 대해 미국이 NAFTA라는 지역주의 레짐으로 반응했던 것은 유럽과 미국의 경제적

균형이 크게 바뀐 결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미국 내부의 변화, 즉 사회적

목적의 변화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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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적으로 단순 노동생산성에 덜 의존하는 국제화된 자본집약적 기업부문들에

지지기반을 둔 국제경제레짐이었고, 그 근간은 북미와 유럽간의 통상 및 투자관

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었다. 달리 말해 내장된 자유주의는 대서양을

사이에 둔 두 선진산업국 구역들간의 다소 폐쇄적인 클럽이었다. 애초에 유럽의

전후재건을 지원함으로써 전쟁을 통해 급속도로 성장한 미국의 국제주의 기업공

동체의 시장을 마련하는 목적이 강했던 브레튼 우즈 체제는 유럽의 전후 경제회

복이 대체로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케네디와 존슨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은 기존의 경기부

양책과는 그 규모와 내용에서 크게 다른 국내정치경제의 운용과 병행했다. 보통

내장된 자유주의가 미국에서 국내화되던 시기, 즉 1945년에서 1960년대까지를

일괄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자본주의 황금기”라는 표현에서 잘 드

러난다. 닉슨 독트린에 의한 브레튼 우즈 체제의 종결, 석유위기, 스태그플레이

션으로 특징지어지는 1970년대를 “자본주의의 또는 자본주의 안의 위기”로 지칭

하는 이러한 접근법은 내장된 자유주의에 대한 양분된 시기구분에서 출발한다

(예컨대 Gourevitch et al., 1984). 이러한 접근법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장된 자유주의 시기 안에서의 다양한 패권행사 유형들을 가려내기 어렵게 만

든다. 케네디의 뉴 프론티어와 루즈벨트의 뉴딜은 “잡동사니” 성장연합의 구축이

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전자는 그 지지기반의 성격에서 훨씬 더 복합적이고 덜

계급적인 방향으로 발전해갔다. 케네디의 자유주의는 성장과 사회적 쟁점들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클린턴 신민주당의 많은 부분을 미리 보여주고 있었다.

4. 외향적 예외주의-일방적 국제주의: 클린턴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미국의 자유주의 패권행사의 네 번째 유형은 외향적 예외주의와 일방적 국제

주의의 조합으로서 이는 대체로 세계화 시대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에서 실

현되고 있다.11) 1970년대 말부터 긴축재정과 작은 정부의 추구를 통해 공공부문

의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움

직여온 미국 국내정치경제는 이차대전 이후와는 다른 내용의 외향적 예외주의로

표출되었다. 스태그플레이션과 석유위기에 대해 1945년 또는 그 전간기부터 비

롯되었던 코포러티즘을 재편 또는 강화하는 방식으로 반응했던 유럽(Maier,

1984: 56-59)과는 달리 미국은 국제주의적 기업공동체가 뉴딜 연합으로부터 이

탈하면서 유사 코포러티즘의 흔적을 제거했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은

1980년대 이래로 이미 자체적인 신자유주의적 전환에 착수한 유럽의 레짐 참여

국들에게 미국의 새로운 성장주의를 투사하려는 국제주의적 기업공동체의 이익

과 부합했다. 탈냉전과 걸프전을 통해 강화된 미국의 일방주의는 대외경제정책

11) 세계화,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그리고 국내정치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로는 임성호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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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중심무대가 행정부에서 의회로, 연방에서 주(州)로 옮겨간 국내적 변화와

병행했다.

클린턴 시기 외향적 예외주의-일방적 국제주의의 조합을 잘 예시하는 사례들

가운데 하나는 의회에 의한 일련의 경제제재 조치들이다. 1990년대 미국의 경제

제재들은 단순히 보호주의의 실행도구가 아니라 인권, 환경, 종교적 자유, 노동

권 등과 같이 미국의 국내정치경제가 지향하는 사회적 목적들을 국제통상의 영

역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외향적 예외주의의 전형이다. 물론 클린턴 행정부와 국

제주의적 기업공동체가 앞장서서 비경제적 가치들을 교역이나 투자 상대국들에

게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Compa and Diamond, 1996: 1-2). 미국적 가치들을 해

외에서도 지켜야 한다는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목소리가 의회를 통해 전달된 결

과라고 봐야 한다. 특히 냉전의 종식은 미국 대외정책의 통상-안보 연계

(Verdier, 1994: ch. 11)를 끊어버리는 효과를 낳았고, 적어도 통상에 관한 한 의

회와 사회집단은 연방정부에 대한 오랜 위임의 정치과정을 마감했다.

경제제재 조치들 가운데 가장 논란이 컸던 것은 1996년의 헬름즈-버튼 법이

었다. 공화당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이 발의하여 클린턴이 서명한 이 법안은

1960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쿠바봉쇄를 미국 이외의 나라들에게도 요구하는 내용

이었다. 즉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에 의해 불법적으로 압류되어 있는 미 합중국

의 재산을 두고 거래를 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었다. 유럽

연합, 캐나다, 멕시코는 즉각적으로 반발했고 그 근거는 미국의 조치가 국제통상

의 치외법권 지대, 즉 제3국에서의 교역을 부당하게 규율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1996년에 의회를 통과한 또다른 제재조치는 역시 뉴욕주 공화당 상원의원 알폰

세 다마토에 의해 발의된 이란-리비아 제재법이었다. 이란이나 리비아의 에너지

부문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이 법안은 미국이 적성국가로

지정한 탓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자원들에 대한 봉쇄조치라는 점에서 헬름즈-

버튼 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적성국가들을 지원했던 소련의 존재가 없

어진 상황하에서나 가능한 일방적인 조치들이었다(Altbach, 1997).

위의 두 조치들을 민주당 대통령과 공화당 우세의 의회라는 분할정부의 전형

적인 현상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1990년대 미국 통상정치의 또

다른 특징은 주정부나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제재입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설

득력이 떨어진다. 매서추세츠, 뉴욕시, 캘리포니어주 버클리시를 비롯한 27개 카

운티와 시의 정부들은 미얀마, 중국, 나이지리아 같이 인권문제를 안고 있는 나

라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들의 정부조달을 금지하는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그가운데서도 메서추세츠의 미얀마 제재법은 유럽연합과 일본으로부터 WTO 제

소라는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나 클린턴 행정부는 주권(州權)침해의 소지를 우려

하여 메서추세츠 정부에게 적극적인 조언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처럼 뉴딜 이후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온 연방정부의 정책적 기능이 약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의회와 특수이익의 틈입에 다시금 취약하게 된 것은 다른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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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도 미국 국내정치경제가 지향하는 사회적 목적이 제2차 뉴딜 이후 내장된

자유주의 시기를 거쳐 구축되었던 노동의 제한적 수용을 통한 성장주의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다. 클린턴 행정부에 대한 (좌파와 우파 모두의) 비판들 대부분

이 동의하듯이, 1981년의 레이건 행정부에서 시작된 신보수주의적 정책전환은

민주당 대통령인 클린턴의 두 번에 걸친 임기 동안 완성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물론 클린턴이 집권하자마자 16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제안했고,

뉴딜 사회입법의 오랜 공백이었던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을 시도했던 사실을 폄

하할 이유는 없다(Stonecash, Brewer, and Mariani, 2003: 2; Hacker, 1997). 그

러나 1996년의 역사적인 연방정부 업무중단을 단순히 노인들, 국립공원, 재향군

인들, 그리고 그밖에도 연방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들을 위한 클린턴의

외로운 투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994년에 공화당에게 상하원의 다수를 잃어

버린 클린턴은 이미 연방정부 업무중단 직전인 1995년에 뉴딜 사회정책의 하나

인 AFDC를 폐지한 상태였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빈자에 대한 복지개혁에 상응하는 보상적 제스처가 필요했다.

연방정부 업무중단이 계속되는 동안 클린턴은 깅그리치와 돌의 공화당을 사회적

약자의 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클린턴이 하원의 공화당 의원

들과 더불어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지출의 삭감을 준비하고 있었다(Cox and

Skidmore-Hess, 1999: 206)는 사실만큼 신민주당과 뉴딜체제의 거리를 분명히

보여주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클린턴 신민주당이 구상하고 실행에 옮긴 미국 국내정치경제의 사

회적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대도시 근교의 백인 중산층을 중심으로 대도

시 소수자 집단, 즉 흑인과 히스패닉, 이민자들이라는 전통적 지지기반을 결합시

킨 성장주의였다. 노동의 제한적 수용이라는 뉴딜의 중심의제는 삭제되었다.

NAFTA 비준과정에서 이미 잘 드러났듯이 AFL-CIO로 대표되는 조직노동은

성장주의의 추동세력이기보다는 미국이 유연생산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로 나아

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보상하고 유화해야 할 대상이었다. 백인 남성 노

동자 계급은 이제 “잊혀진 다수”가 되었다(Teixeira and Rogers, 2000). 그대신

클린턴 행정부가 통상을 비롯한 정책과정에서 더 심각하게 고려했던 것은 환경,

교육, 인권 등의 사회적 쟁점들의 옹호에 적극적인 대도시 근교의 백인 중산층

중심의 이익집단들이었다. 여전히 개별국가의 정치경제가 지향하는 사회적 목적

이 상이한 조건하에서 미국내 정치연합의 이러한 전환은 외향적 예외주의가 일

방적 국제주의와 결합될 수 있는 환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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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내장된 자유주의 형성기의 현재적 함의

미국 패권의 역사는 곧 국내적 타협과 국제경제질서의 조응도가 변화해온 과

정이다. 따라서 미국대외정책의 유형론은 국가간 정책조율의 정도로 측정되는

국제체제의 안정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내장된 자유주의가 형성

되던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에 미국은 IMF와 IBRD를 창설하여 자유무역의

금융적 기반을 확보하고 GATT을 통해 동맹국들에게 경제개방이 국내적 타협을

압박할 때에는 자유무역에서 이탈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유

럽과 일본의 자본이동 통제를 허용함으로써 일국적 수준에서의 거시경제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Helleiner, 1994: ch. 2). 종전 직후의 미국은 지배적 담론의 이

분법을 따를 때 너그러운 패권국이었고, 많은 경우에 미국의 인내는 냉전이라는

체계적 수준의 논리로 설명된다. 그러나 반세기 가까이 지속된 냉전을 통해 미

국의 인내는 일관적이지 않았고 끊임없이 국내정치경제의 변동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필자의 관점에서 미국패권의 행사가 너그럽고 다자주의적인 유형에서

인색하고 일방적인 유형으로 변화해온 것은 각국의 정치경제가 지향하는 사회적

목적의 점증하는 이질성에서 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종전 직후에는 미국과 유

럽 모두 오랜 전쟁을 통해 광범하게 동원되었던 노동계급에 대한 보상이라는 정

치적 필요가 강하게 존재했고, 전시에 확대된 개입주의적 경제정책도구들은 그

러한 사회적 목적의 수행에 적절했다. 그러나 이 “뜻맞는 나라들간의 협력”은 오

래가지 못했다.

1970년대 이후 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약화와 냉전의 해체는 미국 정책결정자

들로 하여금 국내정치, 특히 선거정치 계산법에 따라 움직이게 만들었고, 1980년

대 이후 강화된 신자유주의 공세는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서유럽 나라들의 국내

적 타협을 - 해체는 아닐지라도 - 변형시켜왔다. 그리하여 또다른 지배적 담론

은 모순을 내장할 뿐이던 내장된 자유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보다 시장중심적이

고 자본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경제체제로의 수렴이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한다.

그러나 세계화의 체제수렴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또는 오히려 예상되는 그러한

효과 때문에 각국의 정치경제는 고유한 제도적 자원의 조합을 통해 독특한 대응

들을 보여준다. 예컨대, 세계화압력으로 인한 복지개혁의 결과에서도 미국과 유

럽나라들은 내부적으로 복잡한 편차를 드러낸다(Pierson, 2001). 기존의 생산체

제의 일국적 특징들,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대적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복지개혁에 대한 저항의 강도는 유럽 나라들 내부의 정책변이를 상당

정도 설명해준다. 뉴딜 이후로 연방정부의 고용창출기능이 확대되어왔지만, 클린

턴 행정부 이후로 이 오랜 역사적 경향은 역전되었고, 유럽에서와 같이 복지개

혁에 강력히 저항하는 공공부문 노조를 미국에서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식의 논의, 즉 세계화의 동화력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정치경제는 독

자성을 유지한다는 논의는 오늘날 세계화와 그것에 대한 국내정치적 대응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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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는 방대한 문헌에서 쉽게 발견된다(Berger and Dore, 1996; Hall and Soskice,

2001). 이러한 문헌은 좁게는 유럽이, 넓게는 동아시아까지 포함되는 산업국들이

미국이 만들어놓은 정치경제의 틀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

시하는 데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 자체도 중요한 기여이겠으나 현실적

으로 더 절박한 문제는 주요 산업국들간에 사회적 목적의 이질성이 커질수록 국

제체제내의 긴장이 고조된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년에 엔론 스캔들로 표상되는

미국기업들의 재정적 무책임성은 레짐 참여국들로 하여금 개별국가 정치경제의

제도적 특징들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할 수 있게 해주었다. 투명한 기업운영과

자유경쟁에 바탕을 둔, 그리하여 폐쇄적 기업운영과 카르텔화된 경쟁에 묶여있

는 유럽과 동아시아의 자본주의보다 우월한 것으로 인식되어온 미국형 자본주의

에 대한 비판적 재고가 이루어졌다. “자본주의 대 자본주의”(Michel, 1993)라는

구도로 전개된 이러한 비판은 미국 주도의, 그러나 실제로는 유럽 나라들 스스

로의 판단에 따라 실행되었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화(Goodman and Pauly,

1993)에 대한 반동과 궤를 같이한다. 폴 크루그먼이 9․11 테러리스트 공격이 미

국에 입힌 손실만큼을 엔론이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James, 2003)했던 것은 바

로 이러한 상황하에서였다.

지난 반세기 동안 각국에서 다른 형태로 제도화되었던 사회적 목적의 이질

성이 세계화를 통해 일소되기 어려운 조건하에서 미국의 패권행사는 훨씬 더

정교하고 세련된 국제적 정책조율을 요구한다. 내장된 자유주의가 형성되던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에는 냉전이라는 강력한 환경적 변수가 존재했고, 미

국의 힘은 어떤 차원에서도 비교할 필요가 없는 압도적 우위에 있었다(Verdier,

1994; Gowa, 1994). 아이컨베리(Ikenberry, 2001: 4)에 의하면, 대규모 전쟁이 끝

난 상황에서 국제체계상의 힘의 불균형이 존재할 때 힘의 우위를 갖는 나라, 특

히 패권국에게 주어지는 선택권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지배로서 국제체제내

에서의 상대적 이득을 향한 “끝없는 갈등에서 우세를 유지하기 위해” 동원가능

한 물질적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다. 둘째는 방치로서 체계상의 심각한 불안정요

인을 제거 또는 약화시킨 뒤 “손씻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셋째는 변형으로

서 타국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들의 헌신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새

로운 국제체제를 틀짓는 것이다. 내장된 자유주의는 세 번째 선택권을 추구한

것이었고, 미국은 역사상 변형의 방법을 통한 패권창출에 성공적이었던 드문 경

우에 속한다.

전승국, 특히 패권을 차지한 나라가 변형의 방법을 통해 전후질서를 형성할

때의 관건은 압도적 우위에 있는 자신의 힘을 다자적 틀 속에 묶어둠으로써 전

략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국제질서의 헌정성은 제고

된다(Ikenberry, 2001: 4-7). 자유주의 패권의 체계적 범위를 패권국 스스로가 설

정하고 제도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패권국이 자신을 지나치게

자제하는 것인지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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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이든 아니든 어떤 패권국에게도 적용되는 개입의지와 가용자원의 계

산법을 적용함으로써 적정범위를 구할 수도 있다(Brawley, 1999: ch. 1). 닉슨의

고정환율제 폐기는 아마도 패권국에 의한 개입범위 재조정의 성공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장된 자유주의의 핵심은 패권국의 국제적 개입이 타국들

의 정치경제가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는 한에서 이루어지

게끔 다자적 제도들 속에 패권국이 자발적으로 갇혀있는 것이었다. 내장된 자유

주의의 타협은 주요 산업국들간에 노동의 수용과 복지체제 창출이라는 공통의

정치경제적 지향을 가졌기에 가능했다. 오늘의 세계화 시대에 그 반대의 지향,

즉 노동의 정치적 약화와 복지체제 개혁이 주요 산업국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발

견되는 지향이라면 패권국이 일방적 국제주의를 추구할 필요는 크지 않다.

V. 미국 예외주의와 국제안보

출발점이었던 9․11 이후 미국 세계전략의 향방으로 초점을 다시 돌릴 때,

사회적 목적에 대한 이러한 구성주의적 관심과 제도주의적 분석은 어떤 함의를

주는가? 후세인 정권의 축출, 중동지역의 민주화, 팔레스타인 문제의 타결이라는

정책적 인과론과 긴�히 연결되어 있는 현재의 반테러리즘 전쟁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의 패권행사는 더욱 다자주의적이고 국제레짐 의존적이어야 할지 모른

다. 미국 주도의 세계화와 자본이동 자유화는 미국 스스로가 창설했던 내장된

자유주의 질서를 압박하며, 그 속에서 여전히 생산과 분배를 실행하는 동맹국들

에게 긴장을 전달한다. 토머스 프리드먼(Friedman, 2002)의 저널리스트 통찰력을

빌 때, 유일한 초강대국에 대한 테러리스트 공격은 지난 이십여년 동안 미국이

추구해온 국제 자유주의 경제질서의 재구조화와 멀지만 깊은 인과관계에 있다.

패권의 유지는 “승리 이후의 제도화”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그 내용과 방향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냉전에서의 승리 이후 십년 동안 미국이 국제체제를 제

도화해온 경로를 면�하게 추적할 때, 그것이 단순히 일방주의로의 점증하는 경

도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체로 기존의 “패권레짐”이 “패권체제”로 바뀌어온 과

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12) 테러리즘과 같은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패권

국의 과감한 공세는 보이는 시장에 대한 너무도 솔직한 추구와 동전의 양면을

구성하는 오늘날 미국 예외주의의 두 축이다.

12) 패권체제가 하나의 패권국이 존재하고 그 나라에 의해 지도되는 국제체제를 가리킨

다면, 패권레짐은 패권국의 존재 여부와는 상대적으로 독립된 어떤 상태를 일컫는 것

으로 기존의 국제경제 및 안보질서의 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나라들간의 유형, 무

형의 협약이다. 패권레짐에 대한 필자의 이해는 협조지도체제와 제국주의 사이에 위치

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Snidal(1985)의 구분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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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미국 대외정책의 일방주의가 강화되어 온 과정을 민주당에서 공화당으

로 행정부가 바뀌면서 나타난 현상, 특히 9․11 이후에 극단적으로 심화된 현상

으로 이해하는 일종의 정당정치적 해석을 볼 수 있다. 민주당을 동맹과 국제제

도의 역할을 중시하는 다자주의의 정당으로, 공화당을 자국의 이익과 가치에 몰

두하는 일방주의의 정당으로 단순화시켜 보는 것인데, 이는 앞서 본 사례들에서

도 경험적으로 쉽게 반증된다. 루즈벨트 민주당 행정부하에서 실행된 뉴딜 1기

정책들은 국내정치경제의 계산법에 근거하여 입안된 것으로 철저히 일방주의적

이고 대공황의 확산과 파시즘의 등장으로 인해 고립주의적이기까지 했다. 민주

당 국제주의의 효시인 윌슨이 추구한 정책들은 중립을 지킬 때에도 전시와 전후

에도 다자적이기보다는 일방적이었다. 민주주의끼리는 싸우지 않는다는 독트린

역시 클린턴에 앞서 윌슨이 제창했고(Russett, 1993: 3-5), 국제연맹의 실험은 일

방적 과정이었다. 더구나 클린턴의 두 번에 걸친 임기 동안 미국의 대외정책은

이 글에서 살펴본 통상분야에서만 일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미국의 문제와

해결책 모두 경제에 있다고 공언했던, 따라서 국내경제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던 클린턴의 첫 임기에 어떤 정련된 다자주의적 대외정책을 기대하기는 힘

들었다. 그러나 두 번째 임기에 들어와 코소보와 같은 국제분쟁에 대한 클린턴

행정부의 동맹정책은 집권 초기에 그토록 강조했던 국제제도에 기반하는 다자주

의의 반영이기보다는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입지를 최대한 활용한 현

실주의적 힘의 정치의 실현에 가까웠다.13) 탈냉전 이후 미국 대외정책은 수단적

다자주의를 벗어나지 못했고, 가치에 대한 다자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미국의

노력은 약했다(Walt, 2000; Martin and Brawley, 2001: ch. 1; Klepak, 2003).

여기서 개념적으로 패권레짐과 패권체제의 또다른 이분법을 강조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 참여국들이 패권국의 정치경제체제를 이루는 조직원리를 대체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구체적인 체제운용의 테크닉을 모방하려는 체제인 패권레

짐과 단순히 패권국의 의지가 관철되는 패권체제를 구분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적절하다. 패권국의 상대적 힘이 약화되었다 해도, 패권국의 공공재 생산

및 공급 부담액이 낮아졌다 해도, 참여국들 가운데 하나 또는 일부가 자유주의

리더십을 대체할 만한 어떤 집합적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패권레짐은 지속

될 가능성이 높다.14) 자유주의 패권국의 능력은 비자유주의적 대안이 체계적 수

준에서 조직화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Murphy, 1994: 175-77).15) 이러한

13) 이 점에서 초국가적 제도들에의 참여를 이끄는 일차적 유인이 약자들이 참여하지 않

아도 그들만의 레짐을 만들 수 있는 강자들의 힘 때문이라는 Gruber(2000)의 주장은

경청할만하다.

14) Brawley(1993)는 자유주의 리더십이 단순한 패권질서와는 다른 이유를 공화주의적

국내체제에서 찾는다.

15) 이 점에서 2차대전 직후 최대의 쟁점은 “독일문제”의 해결이었다. Trachtenberg(1999)

참조. 그러나 오늘날 독일문제에 비견할만한 “이슬람 문제”가 존재하는지는 이론의 여지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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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능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크게 제고되었다. 문제는

그 능력이 발휘되는 양식이며, 그 차이는 국제체제 안정에 유의미한 결과를 만

들어낸다. 필자는 이 글에서 구축된 유형론이 그러한 차이를 다자주의-일방주의,

너그러운 패권국-인색한 패권국 등의 이분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설명할 수 있

게 해주기를 기대한다.

상이한 사회적 목적에 대한 패권국의 다자주의적 이해는 공동안보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미국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예외주의적 가치관을 버릴 것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과거에 미국만의 정치경제적 특징이라고

인식되던 것들이 좀 더 집합주의적 경제체제를 가진 유럽에서도 발견되고 있음

이 현실이다. 1980년대 이후 세계화, 국제화, 신자유주의 그 어떤 이름 아래서든

간에 많은 패권레짐 참여국들은 자신들의 경제운용에 더 많은 시장적 요소를 끌

어들이고 정치적으로도 행정부 중심의 정책과정을 향해 움직여 왔다. 다문화주

의적 사회정책은 연방정부의 방대한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패권레짐 참여국들에

서 미국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또다른 근거이다. 요컨대 미국은 충분히 매력적

이다. 문제는 앞선 패권국이었던 영국과는 달리16) 자국의 사회적 목적을 국제적

으로 투사하는 능력이 뛰어난 미국이 그 능력을 어떻게 남용하지 않을 수 있는

가이다. 정복의 경제적 효용을 기대하기 어렵고 국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어 가

는 오늘의 세계에서 제국의 취약성(Kupchan, 1994)을 최소화하는 최상의 방법은

다자주의일 것이다. 그 새로운 다자주의가 어떤 내용일 것인지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이자 정책적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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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provides a historical typology of liberal hegemony exercised by

the United States by incorporating two different measures of the country's

political economy: exceptionalism and internationalism. Exceptionalism is defined

as the extent to which the U.S. domestic political economy is committed to

defending its own rules, norms, and procedures that govern liberal capitalism

in response to illiberal political economies of other countries. It varies from

intensive to extensive, depending on whether the U.S. tries to build

institutional walls that keep illiberal pressures from penetrating inwards or to

impose its own standard for governing the political economy on other

countries. Internationalism as the U.S. policy stance toward the rest of the

world also varies from unilateral to multilateral. Mixtures of varying values

of exceptionalism and internationalism lead to a more systematic analytical

framework in which U.S. foreign economic policies and their security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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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be examined.

Four types of liberal hegemony are derived from mixing different values

on exceptionalism and internationalism, and each of them is presented with a

corresponding historical case. My historical typology is constructed by

looking at how social purposes of the domestic political economy have

changed over time. Type I is a combination of intensive exceptionalism and

unilateral internationalism, which is exemplified by U.S. policies toward

European reconstruction after the end of the First World War. The U.S.

pushes for its own course of action without making a serious effort to

persuade other countries to adopt the American way of doing business. Type

II is a combination of intensive exceptionalism and multilateral internationalism,

which is exemplified by U.S. foreign economic policy during the second New

Deal. The U.S. defends its own model of political economy while engaging in

multilateral endeavors on vital issues. Type III is a combination of extensive

exceptionalism and multilateral internationalism, which is exemplified by

U.S.-led trade liberalization during the Kennedy Round. The U.S. puts

pressure upon other countries to adopt the American way by making itself

subject to the multilateral framework. Type IV is a combination of extensive

exceptionalism and unilateral internationalism, which is exemplified by the

Clinton administration's economic sanctions. The U.S. urges other countries

to adopt the American model of political economy without engaging in

multilateral consultation.

I argue that changing types of U.S. hegemony can be partly explained by

measuring the “fit” between the U.S. and other models of political economy

in terms of social purposes. The embedded liberalism compromise was

accepted during the three decades after World War II largely because the

United States and their European allies shared the social purpose of

accommodating working-class demands through various welfare state

programs. I conclude by suggesting the need for more multilateralism on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as long as the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U.S.-led hegemonic regime share many traits of the American model of

governing the economy and society.

Keywords: American exceptionalism, liberal hegemony, internationalism,
multilateralism, unilateralism, domestic politic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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