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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제제기

가. 금융위기 속 민주당 단점정부의 등장

○ 공황 이래 최악으로 평가되는 경제 기 와 에 치러진 

작년 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올해

에는 민주당이 행정부와 입법부 양원을 장악하는 민주당 

단 정부가 등장하 음.

- 1995년 이후 상하 양원에서 소수당이었던 민주당은 2006년 

간선거를 통해 12년만에 의회에서 다수당으로 복귀하

는데 성공하 음. 2008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통령

으로 당선되어 2009년부터는 행정부와 의회의 상하양원이 

모두 민주당에 의하여 지배되게 되었음.

○ 번에 등장한 민주당 단 정부의 가장 큰 임무(mandate)는 

융 기 극복과 재발방지라고 할 수 있고, 2006년과 2008년 

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로 Obama 행정부는 실질 으로 

공화당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필요한 입법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음.

- 민주당 단 정부를 낳은 2008년 선에서 유권자들에게 

가장 요한 사안은 경제 음. 경제문제에 비하면 이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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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나 동성결혼 등의 문제는 그 요성이 크게 떨어졌음.

○ 공황 시에도 Roosevelt의 당선으로 1933년 민주당 단 정부가 

등장하여 신속하게 과감하게 기수습법안들을 통과시켰음.

- Roosevelt 통령이 취임한 3월 4일부터 100일 동안의 기간

(first hundred days)  미국 의회는 은행긴 조치법(Emergency 

Banking Act), 경제법(Economy Act),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 국산업부흥법(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Glass-Steagall법(Banking Act of 1933) 등을 통과시켰음.

- 특히 Glass-Steagall법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시키고 

연방 보험공사(FDIC)를 출범시키는 등 과감한 제도  개 을 

내용으로 함.

○ 번에도 융 기 와 에 민주당 단 정부가 등장함에 따라 New 

Deal 때처럼 기 응과 기재발 방지를 한 개 안들이 신속

하고 과감하게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기 되었으나 지 까지의 

결과는 혼재되어 나타남.

나. 금융위기 진행단계별 필요한 정책대응

○ Roosevelt 취임 후 100일간의 기간  입법활동에서 볼 수 있듯이 

융 기 극복과 재발방지는 단일한 법률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법률 군(群)으로 된다고 보는 것이 역사 으로나 이론 으로 

합당함. 융 기의 진행단계에 따라 다른 응책이 필요하고 상응

하는 의회입법이 필요함.

- 2008년 가을처럼 형 융기 의 연쇄부도와 융시장의 체계  

험(systemic risk)의 가능성이 높아질 때는 우선 융기 의 

도산을 막기 한 긴 자 의 수 , 주를 안심시키기 한 

보장한도의 상향 조정 등이 선무임. 공황 시 은행긴

조치법에 의한 각종 조치와 Glass-Steagall법에 의한 FDIC 

설립이 이에 해당함.

- 융시장의 불안이 일단 진정되고 나면 향후 융 기의 재발을 

막기 한 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융기 에 

한 감독강화나 제도개  등을 수반함. 공황 시 Glass-Steagall

법에 의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가 이에 해당함.

융 기 와 에 

민주당 단 정부가  

등장함에 따라 

기 응과 

재발방지를 한 

신속하고 과감한 

입법활동이 

기 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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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융부문의 문제가 실물경제로 이되는 것을 막아야 함. 

이미 규모로 유동성이 투입되었고 리 정책도 실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물경제의 침체는 더 이상 화폐 융정책으로 

극복하기 힘들고 국내 으로는 재정지출의 확 와 국제 으로는 

교역의 확 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음. 

- Roosevelt 통령 시기에는 Smoot-Hawley법이 존속되는 등 

교역확 를 한 입법활동이 없었음. 극 으로 재정지출

확 나 교역확 를 안 하더라도 어도 보호무역주의나 환율

조작을 피하는 것이 실물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해서 바람직

한데 공황 기간  Smoot-Hawley법의 존속이나 본 제 

정지  그 이후 달러의 평가 하는 보호무역이나 환율조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음.

- 한편 엄격히 보면 기극복 책은 아니지만 빈곤층, 노년층, 

주택압류자, 경기침체지역에 한 경제  보조도 인도  차원

에서 바람직함. 

○ 이상의 응책 에서 일부는 번 융 기 발생 이후 미 의회

에서 입법되었고 일부는 계류 이며 일부는 잘 논의가 되지 않고 

있음. 이하에서는 융 기 발생 이후 재까지 미 의회에서 통과

되었거나 논의 인 법안들을 검토하여 융 기 이후의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입법과정과 결과에 한 분석을 통해 기 응과 

련한 행정부와 의회, 민주당과 공화당의 계에 하여 논의

하고자 함. 

  2. 기 련 법안의 유형과 처리결과

가. 구제금융법안: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EESA)

○ EESA는 당시 재무장 이었던 Henry Paulson이 제안한 것으로 

재무부가 총 7000억 달러 규모의 공 자 을 사용하여 곤란을 

겪고 있는 융회사(외국계 융회사 포함)들에 유동성을 공

하고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부실자산경감 로그램(Troubled Assets 

기의 극복과 

재발발지에는 

다양한 법안들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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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ef Program: TARP)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임. 

  ※ 참고로 2008년 미 연방정부 산은 2조 9,000억 달러

○ 이 법안은 Bush가 통령이던 2008년 9월 29일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져 일단 부결되었음. 10월 1일 상원이 그 수정안을 찬성 74표, 

반  25표로 가결하고 10월 3일에는 하원에서 상원이 가결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켜 비교  단시일 내 법으로 제정

되었음. 궁극 으로 융구제법안이 통과되었지만 특히 하원에서는 

찬반이 팽팽하 음. 

○ 찬반입장의 결정에는 의원의 소속정당뿐만 아니라 의원의 당내 

상과 의원의 개별  고려도 요한 것으로 나타남.

- 양당 모두 지도부는 융구제법안에 찬성한 반면 일반의원들 

사이에서는 양당 모두 찬반이 혼재하나 공화당 평의원일수록 

반 할 가능성이 높아짐.

○ 원안의 경우 하원에서 반  228표, 찬성 205표로 근소하지만 

반 가 우세하여 법안이 부결됨. 

- 당별로 보면 민주당 내에서 찬성(140표)이 반 (95표)보다 상

으로 많았으나 그 차가 압도 인 것이 아니었고, 공화당 내에서 

보면 부시와 매 인의 법안 지지에도 불구하고 반 (133표)가 

찬성(65표)보다 더 우세하 음.

○ 수정안의 경우 하원에서 찬성 263표, 반  171표로 92표 차이로 

통과되었었음. 당별로 보면 민주당의 경우 찬성 172표, 반  63표로 

9월 29일에 비해 32명이 반 에서 찬성으로 돌아섰으며, 공화당의 

경우 찬성 91표, 반  108표로 25명이 반 에서 찬성으로 돌아섰

지만 결국 공화당 내에서는 반 표가 찬성표보다는 많았음.

- 원안에 비해 수정안의 표결에서 32명의 민주당 의원과 25명의 

공화당 의원이 반 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것에는 원안에 비해 

수정안에 보장한도의 확 나 세 감면 등의 추가  조항이 

포함된 것도 있지만 계속되는 경제악화 그리고 양당 지도부의 

설득과 압력도 함께 작용

     ※ 원안의 부결 후 S&P 지수가 1987년 Black Monday 이후 

최 인 8.8% 락

구제 융법의 원안은 

하원에서 부결되었고 

궁극 으로는 

수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찬반이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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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기부양법안: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ARRA)

○ EESA는 Obama의 당선 이 에 통과되었음에 반해 ARRA는 

Obama 정부 출범 이후인 2009년 2월 17일 법률로 제정되었음. 

Obama 통령의 제안에 따라 만들어진 이 법은 경기침체와 

일자리 창출을 하여 총 7870억 달러 규모의 감세계획(약 35%) 

 인 라 화, 에 지 자립 강화, 교육기회 확 , 렴한 의료

서비스 제공, 환경보호 등과 련된 투자 로그램(약 65%)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해외에서 주목을 끈 조항은 ARRA에 포함된 Buy American 

조항으로 경기부양자 이 투입되는 인 라 건설공사에서 미국산 

철강제품을 의무 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 Obama 통령은 당  최  1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고려하고 있었으나 1조 달러라는 심리  장벽을 감안하여 

경기부양안의 규모를 다고 함. 

○ ARRA의 의회 통과에 있어서 주목되는 사실은 Obama 통령의 

당  력 구에도 불구하고 하원에서 단 1명의 공화당 의원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고, 상원에서는 단 3명의 공화당 의원만이 

경기부양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임.  

- ARRA는 하원에서 찬성 246표, 반  183표로 통과하 는데 

찬성 246표는 모두 민주당 의원의 표 으며 반  183표는 공화당 

의원 원 176명과 민주당 의원  ARRA에 반 하는 7명의 

표 음.  

- 상원에서는 찬성 60표, 반  38표로 통과하 는데 찬성 60표는 

민주당 상원의 원과 무소속 상원의원 원, 그리고 ARRA에 

찬성하는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의 표 고, 반  38표는 ARRA에 

찬성하는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공화당 상원

의원의 표 음.

- ARRA에 찬성한 공화당 상원의원은 Susan Collins(메인주), 

Olympia Snowe(메인주), Arlen Specter(펜실베니아주)로 모두 

도  공화당 의원임. ARRA에 찬성한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요구를 반 하여 ARRA 최종안에는 최 한세(AMT)로 불이

경기부양법에 

해서는 단 1명의 

공화당 하원의원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는 

정당투표 상이 

극명하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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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받는 산층을 상으로 690억 달러 상당의 감세안이 포함

되었음. 

     ※ Arlen Specter 상원의원은 2009년 4월 28일 민주당으로 

당 을 옮긴다고 선언

○ 2008년 선거에서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Obama 후보에게 투표하는 

등 유권자 차원에서 공화당 이탈 상이 상당히 나타났으며 Obama 

당선자는 기해결을 한 당  력을 구하 는데 정작 ARRA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은 (하원의 경우) 는 거의(상원의 경우) 

공화당의 당론을 벗어나지 않았음. 

○ 즉 공화당 지지 유권자는 정당일체성이 감소하고 있고 기해결을 

한 당  노력의 요성이 강조되는 에 공화당 의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당투표가 강하게 나타나는 상반된 상이 

발생함.

- EESA의 표결과 비교하면 정당투표의 경향이 더욱 두드러짐.

다. 계류 중인 금융위기 관련법안

Auto Industry Financing and Restructuring Act of 2008 (H.R. 7321)

○ 융 기가 심화되고 실물경제로 이되면서 그 지 않아도 경

난에 빠져있던 미국의 “Big Three” 자동차 회사들은 자 압박과 

매출감소로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었음. (미국 내에 치한 외국계 

자동차 회사들은 Big Three에 비하여 상 으로 타격이 음.)

○ 2008년 말 Big Three의 CEO들은 상원 청문회에서 정부의 긴

지원이 없으면 자신들의 회사가 곧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증언

하고 통령과 의회에 지원을 호소하 음. 

- 부시 통령은 Big Three의 도산을 막고자 노력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Big Three에 한 지원에 반 하고 일부 공화당 의원

들은 Big Three 도산이 바람직하다고까지 주장

-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Big Three가 신뢰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안을 제시한다면 긴 지원을 해주겠다는 태도를 보임.

- 민주당은 특히 통 으로 자동차 노조의 지지를 받아왔기 

때문에 Big Three가 존속하는 것이 정치 으로 요 

○ H.R. 7321은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140억 달러를 긴 여해 주는 

융 기가 

실물경제로 

이되면서 미국 

자동차 산업에 한 

긴 지원의 필요성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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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법안으로 2008년 12월 10일 하원에 상정되어 찬성 237표, 

반  170표로 하원을 통과하 음.

- 표결에는 소속정당뿐만 아니라 지역구 내 Big Three나 외국계 

자동차 회사가 존재하느냐가 요한 요소로 작용함. 일반 으로 

공화당 의원일수록  Big Three 지원법안에 반 하고, 지역구 

내에 외국계 자동차 회사가 존재할수록 Big Three 지원법안에 

반 하 음.

○ Big Three 지원법안은 하원을 통과하 지만 상원에서는 의사진행 

방해발언(filibuster)으로 결국 상정되지 못함. 만약 상원 내에 Big 

Three 지원법안을 지지하는 의원이 많았다면 의사진행 방해발언을 

종결하게 할 수 있었겠지만 상원이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정작 Big Three 지원법안을 지지하는 의원이 많지 

않았음.

○ EESA나 ARRA의 처리에서와 같이 H.R. 7321의 처리에 있어서도 

소속정당이 역시 요한 요소로 작용하 으며 ARRA에 비해서 

지역구의 이익(Big Three나 외국계자동차 회사의 존재여부)이 

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 흥미로운 것은 하원보다 상원에서 Big Three 지원법안에 한 

반 가 심하 다는 사실임. EESA의 경우 원안이 하원에서 통과

되지 못하고 상원에서 수정안이 통과되었음. ARRA의 경우 하원

에서는 공화당 원이 반 표를 던졌지만 상원에서는 소수의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과 같이 찬성표를 던지는 등 같은 

공화당이라도 하원 의원보다는 상원 의원이 정부지원에 해 

수용  내지 극 이었음. 그러나 Big Three 지원법안에 있어

서는 반 의 상이 발생하 음. 

라. 입법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대응책들1)

(1) 금융 규제 및 감독 강화

○ 번 융 기의 발생이 遠因이 국제  불균형(global imbalance)에 

1) Obama 취임 100일 기간이 끝나는 2009년 4월 29일  재.  취임 100일 기간이 

약 보름이 지난 5월 14일 Timothy Geithner 미 재무장 은 마침내 생상품

거래의 규제를 하여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의 개정을 의회에 요청하 음. 

자동차산업 

긴 지원법안은 

하원을 

통과하 음에도 

민주당 지배의 

상원에서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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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近因은 융감독의 실패와 방만한 투자 등에 있다는 것이 

일반 인 견해

- 각국이 경제 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불

균형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모색할 수는 없지만 융 기의 

近因이 되었던 융감독의 실패와 방만한 투자의 문제에 해

서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함. 

- 융 기 이후 2차에 걸친 G-20 회의의 논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융 규제  감독의 강화의 필요성에 하여 국제 으로 공감

가 형성되고 있음.

○ 하지만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융규제강화에 소극 으로 

나서고 있고 국내 으로도 미국 의회는 취임 100일이 끝나는 시

까지 융 규제  감독의 강화를 한 별다른 법안들을 상정하지 

않았음. 이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며 연방 보험제도를 

만드는 등의 공황 때의 재빠른 융규제  융개  경험에 

비추어 의아스러운 상임.

(2) 보호무역

○ ARRA에 포함되어 있는 Buy American 조항을 제외하고는 본격

인 보호무역법안이 논의되거나 상정되고 있지 않음. 

- 최근 발표된 ARRA의 잠정시행규칙  연방 산국의 지침에 

따르면 Buy American 조항의 용범 가 어들고 외 인정이 

가능해지는 등 당  우려보다 보호무역  성격이 완화됨.

○ 하지만 Roosevelt 행정부에서 Smoot-Hawley법을 존속시켰던 것과 

유사하게 Obama 행정부는 2007년 5월 민주당 지도부와 부시 

행정부 간에 합의한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의 기조를 이어

나가고 있음.

- 신통상정책이란 2006년 간선거에서 의회 다수당이 된 민주

당이 요구하고 부시 행정부가 합의한 정책임. 무역은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공정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행정부가 받아

들이고 공식 으로 확인한 것임. 

- 구체 으로 신통상정책에 의하면 행정부는 외국과 무역 정 시 

국제교역이 미국의 산업과 노동자에 불리하지 않도록 노동, 

융규제  

감독강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는 Obama 

취임 100일 기간  

융규제  

감독강화를 한 

별다른 법안을 

논의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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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등 7개 분야에 있어서 상 국에게 일정한 규율을 수하

도록 요구하여야 함. 컨  노동분야에 있어서 교역상 국이 

국제노동기 을 수하여야 하며 환경분야에 있어서 다자간 

환경 정을 수하여야 함.  

○ 신통상정책은 페루, 나마, 콜롬비아,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FTA 

상결과에 용되어 상결과가 7개 분야에서 규정된 규율과 

부합하지 않으면 재 상을 요구하거나 이행법안의 통과를 거부

할 가능성이 높음.

  3. 입법활동의 평가

가. 정당투표

○ 정당투표 상이 EESA의 표결과 특히 ARRA의 표결에서 두드러

지게 나타났음. 민주당 의원이면 긴 구제 융안과 경기부양안에 

찬성하고 공화당원이면 반 하는 경향을 보임. 특히 경기부양안에 

한 표결에서 이러한 경향은 극명하게 나타났음. 

- 미국은 당의 규율이 상 으로 약하고 특히 하원은 매 2년마다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이 당론보다는 자신의 지역

구의 이익과 자신의 지지기반의 선호를 법안표결 시에 우선

으로 반 한다고 알려져 왔음.

- 여기서 검토한 법안들의 표결결과는 이러한 인식과 배치되고 

있음.

○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정당투표 상의 원인에 해서는 아직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음.  

- 당 규율의 강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소속정당이 같은 개별 

의원들이 독자 이고 자발 으로 투표결정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나 에 보면 투표결정이 같아지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그러기 해서는 소속정당이 같은 의원들은 지역구에 상 없이 

구제 융법안이나 경기부양법안에 련하여 이해 계가 동일

하거나(이익 투표의 경우) 경제이념이 동일한 것을(이념 투표의 

경우) 필요로 함. 

당  우려와 달리 

의회내 

보호주의 경향은 

별로 강화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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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그러한 이해 계가 무엇인지 잘 악이 되지 않고, 왜 

갑자기 경제이념이 요하게 되었는지에 해서 해답이 필요함.  

○ 원인 여하를 떠나서 만약 정당투표 상이 계속된다면 한미 FTA 

이행법안 표결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갈라져 찬반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음.

나.  Wall Street, Main Street, Detroit

○ Wall Street의 기에 해서 7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 융안이 

비교  신속히 통과되고 융 기가 실물경제로 이되어 Main 

Street의 기가 발생하자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이 한 

비교  신속하게 통과되었음.  

- 이에 조 으로 Detroit의 기—Big Three의 도산 험—를 

막기 한 140억 달러 규모의 긴 지원안은 지연되면서 통과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음.

○ 국가경제  에서 보면 구제 융안과 경기부양안이 신속하게 

통과되고 자동차산업에 한 지원법안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됨. Wall Street의 기는 조기 수습을 하지 않을 경우 

체계  험(systemic risk)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응이 

필요하고, Main Street의 기는 국가경제의 침체, 나아가 세계

경제의 침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신속한 처가 필요함. 

그에 비해 Detroit의 기는 특정 산업과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으로는 상 으로 요하지 않음.

○ 하지만 선거정치 인 측면에서 보면 Detroit는 민주당의 통 인 

지지기반으로서 요할 뿐만 아니라 구제 융이나 경기부양에 

드는 산에 비해 자동차산업 구제에 드는 산이 훨씬 작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Detroit의 기를 조속하게 해결할 유인이 있음. 

한 민주당의 경우 부유층보다는 산층과 소득층을 지지기반

으로 하기 때문에 공화당보다 상 으로 Wall Street의 기에 

덜 민감하고 해결에도 덜 극 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 EESA, ARRA, H.R. 7321 표결에 나타난 상은 선거정치  논리를 

바탕으로 한 기 와 불일치되는 표결행태임. 

- EESA 표결시에 민주당은 여당이 되기 이 인데도 공화당에 

기 련 법안의 

처리에 있어서 

정당투표 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주목을 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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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구제 융법안을 더 극 으로 찬성하는 한편 상원을 지배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etroit 기의 해결을 해 의사진행 

방해발언을 조기종결하지 않고 자동차산업 지원법안을 계류시킴.

○ EESA, ARRA, H.R. 7321 표결에 있어서 선거정치논리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해서는 더 분석이 필요하나 당분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한미 FTA 이행법안의 표결에 있어서도 선거

정치논리보다 국가경제  고려가 더 큰 향을  것으로 기 해 

볼 수 있음.

다. Roosevelt 취임 100일간과 비교

○ 2009년 3월 Wall Street Journal이 49명의 경제학자들에게 Obama의 

경제회복정책에 해 성 을 매기도록 하 는데 수합된 성 을 

평균 내면 100  만 에 59  즉 낙제 이었음.   

○ 그런데 ARRA의 7870억 달러 규모 감세  투자 계획을 놓고 

문가 사이에서 경기부양안의 규모가 무 다는 견해와 크거나 

필요없다는 견해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과 시각을 만족

시킬 수 있는 잣 를 갖고 Obama의 경제회복정책이나 융 기 

이후 경제회복을 한 입법활동에 하여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함.

- 지 까지의 입법활동결과—EESA와 ARRA의 제정, Big Three 

지원법안의 계류—를 놓고 같은 결과에 해서도 각자의 시각과 

입장에 따라서 일부는 만족을, 일부는 불만족을 표할 가능성이 큼.

○ 여기에서는 특정한 이론이나 시각을 선택하지 않고 Roosevelt 

통령의 첫 100일간의 입법결과를 잣 로 삼아 번 융 기 

이후 지 까지 경제회복을 한 입법활동을 평가해보면 공황 

때에 비해 재의 입법활동이 부진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음.

- Roosevelt 통령의 취임 100일간의 업 과 새로 취임한 통

령의 100일간의 업 을 비교하는 것은 미국정치에서 종종 행해

지는 신임 통령의 평가방법임. 여기에서는 Obama의 취임 

이 에 제정된 EESA까지 평가에 포함하기 때문에 시간 으로 

100일을 과하여 Obama에게 유리한 평가

- Roosevelt 통령의 첫 100일간 입법결과와 번 융 기 이후 

입법결과를 비교하면 융기 의 긴 구제 융, 경기부양을 

기 련 법안의 

처리에 있어서 

민주당의 경우 

선거정치  논리보다 

국가경제  고려가 

더 비 을 

갖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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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정지출확 라는 면에서는 비슷한 조치들이 취해졌지만 

이번 기 이후에는 Roosevelt 통령 때와는 달리 첫 100일간 

융 기의 재발방지를 해 필요한 융규제강화나 제도의 

개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에서 Roosevelt 통령의 

첫 100일간의 업 에 비하여 떨어진다고 하겠음. 

- 물론 이러한 단순비교에는 문제가 많음. 한 로 Obama 통

령과 의회는 Roosevelt 통령과 의회의 경우와 달리 경제회복

뿐만 아니라 쟁수행이라는 추가 부담을 지고 있음.

○ 그 지만 민주당 단 정부이며 경제회복을 최  임무로 부여 받은 

Obama 정부가 신속하고 과감하게 융규제강화나 제도의 개 을 

이루지 못한 것은 미래 어느 시 에서 기재발의 소지를 남겨

놓고 있는 것임.

- Roosevelt에 의한 융규제와 개  이후 미국은 1970년 까지 

융 기를 경험하지 않았음.

○ 이와 련하여 흥미로운 질문은 왜 Obama 통령과 민주당 의회가 

융규제강화와 제도개 을 시도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임.

- 융 기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융규제를 완화하고 기존의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Obama 통령이나 민주당 

의회가 믿고 있다고 보기는 힘듦. 특히 Obama 통령은 인즈

주의자에 가깝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나 자본시장의 통제에 

해 상 으로 수용 일 것으로 기 됨. 

- EESA나 ARRA와는 달리 융감독 강화나 제도개 은 국가

재정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에서 재정 으로 매력 인 

기 응책임.

○ 따라서 경제  신념이나 재정  비용 때문에 융규제강화나 제도

개 을 시도하지 않기보다는 그 외 다른 요인에 의하여 시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일단 다음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첫째로 이해 계 때문에 필요한 융개 을 못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음. 융 기를 수습하기 해 기용된 경제  자체가 

출신이나 직업상으로 규제와 개 의 상인 융산업과 이해가 

불가분할 수도 있음. 한 Obama 자신도 Goldman Sachs, 

민주당 단 정부라는 

동일성에도 불구 

Obama 취임 

100일간에는  

융 기  

재발방지를 한 

규제강화나 개 이  

입법되지 않아…



주요국제문제분석  13

UBS 등 융기 으로부터 정치헌 을 받아 왔음.  

- 둘째로는 의회-행정부 계로서 Roosevelt 시 에 비하여 의회에 

한 통령의 권한이 훨씬 약하기 때문에 민주당 단 정부이

기는 하나 Obama가 원하는 로 법안통과를 못할 수도 있음.

- 셋째 양당 계로서 기 련 응조치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

당의 계가 더욱 벌어져서 공화당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융

개 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넷째 당내 계로서 유색인종에 정치  신인인 Obama가 민주당내 

기존세력으로부터 충분한 인정과 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융개 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도 생각해볼 수 있음.

○ 이상의 가능성 에 과연 어느 것이 제일 타당하고 타당하지 않은지 

악할 수 있으면 융개 뿐만 아니라 Obama 정부 아래 진행

되는 의회입법활동에 하여 이해를 높일 수 있음.

  4. 고려사항

가. 보호무역 대응보다 금융위기 재발방지가 급선무 

○ 융 기 이후 지 까지 미 의회의 입법활동은 시스템 험을 

막고 경기부양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 이었으나 융 기를 

일으킨 근본 인 원인에 한 해결에는 불충분함.  

○ 하지만 신통상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보호무역

주의  조치나 달러화의 약세를 유도하려는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을 교란시킬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임. 

나. 미 의회 내 정당투표 현상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국회 외교통상통일 원회가 한미 FTA 비 동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앞으로 본회의에서도 비 동의안이 통과되면 한미 FTA의 

발효여부는 미 의회의 결정에 달리게 됨.

- 미 의회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의 처리향방을 보다 잘 이해

하기 하여 신통상정책과 아울러 EESA, ARRA, H.R. 7321 

표결결과의 특징을 정리해보는 것이 유익할 수 있음.

미 의회내 

보호무역주의의 

험보다는 

융 기 재발의 

험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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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의 사례만을 바탕으로 융 기 이후 미 의회의 표결행태를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최근에 이루어진 요한 표결이기 

때문에 사례 수는 지만 시사하는 이 많을 것으로 기 됨.

○ 구제 융법안  경기부양법안 표결결과에 비추어볼 때 미 의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의 처리에 있어서 정당투표 상이 나타날 가능

성이 있음.  

○ 자동차 산업 지원법안의 계류에서 볼 수 있듯이 결과 으로 선거

정치  고려보다 국가경제  이익을 고려해서 투표하는 성향도 

나타나고 있음.

- 행정부, 입법부 심의 미외교 상을 정당으로도 확 하여 

우리 입장을 알리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미외교에 있어서 한미 FTA 비 이 갖는 국가경제  의의에 

한 홍보가 유용할 것으로 단됨. 

2009.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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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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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권

유지선

기 련 법안

처리결과에 비추어

한미 FTA 

이행법안의 

표결에 있어서 

정당투표 상이  

나타날 가능성에 

주의하고 비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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