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세계경제의 세계화

세상은 급속도로 세계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세계의 국가나 국민들에게 많은 기회도 제공하지만 중

요한 도전도 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세계화 혁명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국제

무역을 공부하기로 하자. 

1.1A 우리는 글로벌 경제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세계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휴대전화, 아이패드, 이메일, 메신저(즉석교신), 화상

회의 등을 통해 세계의 어느 지역과 즉시 연결할 수 있고 믿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어느 지역이든 여

행할 수 있다. 기호는 수렴하고 있으며(즉, 범세계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것을 원하고 있

다.) 우리가 소비하는 많은 재화는 외국에서 생산되었거나 부품을 수입하고 있다. 예를 들면 뉴욕 병

원에서 찍은 방사선 사진이 벵갈루루(인도)에서 판독되거나 H&R Block이 세금환급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자료를 보내는 경우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서비스 중 외국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점

차로 증가하고 있다. 

재화와 서비스의 국제무역만큼 자유롭지는 않지만, 다양한 기술을 가진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범세

계적으로 이주해 왔고 또한 이주할 수 있으며, 수천 개의 일자리가 선진국으로부터 인도와 중국 같은 

신흥시장으로 이동했다. 

금융 역시 세계화되었다. 우리는 세계의 어느 곳에 있는 회사이든 투자할 수 있고 세계의 거의 모

든 지역에 있는 회사로부터 금융상품(주식과 채권)을 매입할 수도 있다. 다수의 펜션 펀드는 사실상 

해외에 투자하고 있으며, 한 금융센터에서의 금융위기는 마우스를 한 번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범세

계적으로 전파된다. 우리는 달러를 유로나 기타 통화로 쉽고 신속하게 환전할 수 있으며 통화가 교환

되는 비율은 빈번하고도 급격하게 움직인다. 요약하면 기호, 생산, 경쟁, 노동시장 및 금융시장은 급

제1 장

■■세계화의■의미와■중요성을■이해한다.

■■국제무역과■한■국가의■생활수준의■관계를■설명한다.■

■■국제무역론의■주제를■살펴본다.

■■오늘날■미국과■세계경제가■직면하고■있는■주요■국제무역■문제점과■도전을■식별한다.■

학습목표

서론



속도로 세계화되고 있으며 소비자, 노동자, 투자자 그리고 유권자로서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정말이지 우리는 글로벌 경제에 살고 있다(사례연구 1－1 및 1－2 참조). 

사례연구 1-1 미국에서 판매되는 델 PC, 아이폰 및 아이패드는 전혀 미국산이 아니다!

텍사스의 라운드 록에 본사를 두고 있는 델은 미국, 유럽 

및 아시아 지역의 34개 국가에 세계적인 생산 네트워크를 

통합관리하고 있다.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PC
에 대해 델은 최종 조립만 미국에서 하고, 컴포넌트, 주변

기기, 프린트 회로기판(PCB) 조립 및 (부품조립 등의) 하위

부품의 조립에 대해서는 외부의 공급업자와 계약 제조업

자에 의존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부품이나 컴포넌

트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이 저렴하며 또 그

렇기 때문에 수입하는 것이다(표 1－1 참조). 고부가가치 상

품이든(전력공급 장치나 키보드와 같은) 저부가가치 상품

이든 델의 조립공장 근처에서 만들 필요는 없다. 수요의 급

변성에 대처하기 위해 항공으로 수송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재고로 보유하기에는 위험이 따르는 (머더보드와 기

타 PCB 조립품과 같은) 몇몇 중간 수준의 부품만이 국지적

으로 생산될 뿐이며, 그나마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HP의 PC에 이용되는 부품과 컴포넌트의 90% 이상이 미

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애플 아이폰의 부품은 

거의 모두 아시아산이다. 즉, 일본산 스크린과 대한민국산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조립된다! 애플은 디

자인과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다른 부품의 혁신들을 총괄

한다. 애플이 도입한 아이패드는 삼성과 LG 디스플레이(대

한민국), 도시바(일본), 브로드콤(미국), 캐쳐 테크놀로지, 

윈텍, 심플로 테크놀로지(타이완),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

스(이탈리아, 프랑스)의 부품과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중국

에서 조립된다. 2011년에 이용할 수 있게 된 새로운 보잉 

787 드림라이너 제트기의 부품과 컴포넌트 중 미국에서 생

산되는 비중은 30%가 되지 않는다. 현대 생산의 공급사슬

에서 다양한 부품과 컴포넌트를 아웃소싱하는 것을 분절화 

또는 프래그멘테이션(fragmentation)이라 한다. 

표 1－1  특정 부품과 컴포넌트를 델 PC에 공급하는 회사와 지역

부품/컴포넌트 지역 회사

모니터

PCB

드라이브

프린터

부품조립

섀시

유럽 및 아시아

아시아, 스코틀랜드, 동부유럽

아시아, 주로 싱가포르

유럽(바르셀로나)

아시아와 동부유럽

아시아와 아일랜드

필립스, 노키아, 삼성, 소니, 에이서

SCI, 셀레스티카

시게이트, 맥스터, 웨스턴 디지털

에이서

혼하이/폭스텍

혼하이/폭스텍

출처：J. Dedrick and K. L. Kramer(2002): “Dell Computer: Organization of a Global Production Network” and “Globalization of the Personal 
Computer Industry: Trends and Implications” Working Paper, Irvine, CA: Center for Research on Information Technology and Organization(CRITO),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2002; “The Laptop Trail,” The Wall Street Jouranl, June 9, 2005, p31; “Rising in the East,” The Economist, January 3, 
2009,p47 ; “Dreamliner Production Gets Closer Monitoring. “The Wall Street Journal, October 7, 2009, p.B1; M. P. Timmer et al., “Fragmentation, 
Incomes and Jobs: An Analysis of European Competitiveness,” Economic Policy, October 2013, pp. 613－661; “Not Really Made in China,” The Wall 
Street Journal, December 16, 2016, p. B1; and “Globally Sourced,” The Wall Street Journal, February 2017, p.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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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B 세계화의 도전

세계화(globalization)는 그 범위와 중요성에 있어서 산업혁명에 비견되는 혁명이다. 그러나 산업혁명

은 한 세기에 걸쳐 진행된 반면 오늘날의 세계화는 10년 또는 20년에 걸쳐 우리의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물론 세계화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로마의 주화는 2000년 전 로마제국에 걸쳐 유통되었고 

중국에서 중국 통화는 그보다 이전에 유통되었다. 보다 최근에 세계는 1870〜1914년, 1945〜1980년 

그리고 1980년 이후 지금까지 3단계의 세계화를 경험한 바 있다. 

1870〜1914년의 세계화는 유럽에서의 산업혁명과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가 희박한 북아메리카(미

국, 캐나다), 남아메리카(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 그리고 남아프리

카 지역의 개방에 기인한 것이다. 이들 지역은 수백만 명의 이주자들과, 특히 영국으로부터의 방대한 

해외투자를 받아들여 식량 및 원자재 생산을 위한 새로운 토지를 개척하였다. 이른바 이들 ‘신정착지

역’은 유럽에 식량과 원자재를 수출하는 대신 제조업품을 수입함으로써 급속히 발전하였다. 이 기간

사례연구 1-2 미국산 자동차란 무엇인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무엇이 미국산 자동차인가

라는 질문은 대답하기 어렵다. 오하이오에서 생산되는 혼

다 어코드를 미국산으로 간주해야 할까?(피아트가 크라이

슬러를 소유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크라이슬러 미니밴은 미국산인가? 수입된 일본산 부품을 

40% 가까이 사용하는 켄터키에서 생산된 토요타와 마쯔다

는 미국산 자동차인가? 무엇이 미국산 자동차인가를 결정

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견해의 차이도 크다.

어떤 사람들은 북아메리카(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조

립된 자동차가 미국산 부품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이를 미

국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 자동차 

노조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자동차가 그들의 일

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미

국 내 일본인 소유의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미국인들

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미국산으로 간주한

다. 다른 사람들은 일본의 이러한 이전기업(transplants)에 

의한 생산물을 외국산으로 간주하는 데 그 이유는 (1) 이
들 공장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미국 자동차업체로부터 유래

한 것이며 (2) 이들 기업이 일본에서 수입한 자동차 부품을 

40% 가까이 사용하고 있고 (3) 이들 기업이 이윤을 일본으

로 송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이전기업이 미국산 부

품을 75%나 90%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마쯔다의 미시

간 공장에서 생산된 포드의 프로브는 미국산일까?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부품 중 몇 퍼센트가 국

산이고 외제인지를 명기하도록 한 1992년의 미국 자동차 

라벨링법이 발효된 후에도 미국산 자동차가 무엇인지를 결

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상호 의존관계와 세계화가 갈

수록 심화되는 세상에서 이러한 질문이 타당한지도 의심스

러운 일이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업체들이 

양질의 부품과 컴포넌트를 값이 싼 곳에서 구매한 후 대량

생산의 이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범세계적으로 판매해야만 

한다. 포드사는 6개 국가(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

본, 호주)에서 자동차를 디자인하고 30개 지역(북아메리카

에 3개, 남아메리카에 3개, 아시아에 7개, 유럽에 17개)에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미국에서보다 미국 이외의 지

역에서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사실상 자동차 및 

기타 산업들은 일부 소수의 범세계적인 독립기업으로 급격

히 재편되고 있다.

출처：“Honda’s Nationality Proves Trboublesome for Free Trade 
Pact,” The New York Times, October 9, 1992, p.1; “What is a U.S. 
Car? Read the Label,”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18,1994, 
Section 3, p.6; “Made in America? Not Exactly: Transplants Use 
Japanese Car Parts,” The Wall Street Journal, September 1, 1995,p.
A3B; “What is an American Car?” The Wall Street Journal, January 
26, 2009, p.A5; and “One Ford for the Whole World,” Business 
Week, May 15, 2009, pp.58－59. and “Global Car Industry Runs on 
NAFTA,” The Wall Street Journal, November 11, 2016, p. A1.



의 현대적 세계화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더불어 막을 내렸다. 

급속한 세계화의 두 번째 기간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이 시기의 

특징은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부과된 심각한 무역 보호를 해체한 결

과 국제무역이 급속도로 증가한 점이었다. (1980년 이후) 현재의 세계화 혁명은 원거리통신과 수송 

수단의 엄청난 발전으로 인한 속도와 깊이 및 긴박함, 국가 간 자본이동에 대한 대부분의 규제를 철폐

함에 따른 대규모 국제 자본이동 그리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결과 오늘날의 세계화는 이전의 세계화에 비해 훨씬 더 광범위하고 극적이다. 최근 2008〜2009년의 

심각한 범세계적 금융 및 외환위기는 세계화의 행렬을 일시적으로 감속시켰을 뿐이다. 

그러나 혁명으로서 오늘날의 세계화는 많은 이점과 혜택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몇 가지 불리한 

점과 해로운 부작용도 있다. 사실상 이점과 불리한 점의 정도와 형태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 차이가 

있다.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해외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점만으로 국내 일자리를 

희생해야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몇몇 국가의 일부 사람들은 대단히 부유하고 뚱뚱한 반면 

다른 사람들은 절망적으로 가난하여 기아로 죽어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자의 이주로 인해 노동은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되지만 선진국에서는 일자리를 상실하게 되고 

미숙련노동에 대한 임금은 하락하며, 이민국(emigrating country)에 손실을 입히기도 한다(즉, 두뇌

유출). 마찬가지로 금융의 국제화와 규제받지 않는 자본이동의 결과 범세계적으로 자본이 보다 효율

적으로 이용되며 개인과 기업에게 보다 높은 수익과 위험의 분산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1997년 아시아에서 시작하여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미친 국제금융위기나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하여 2008년과 2009년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와 같은 국제금융위기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원유나 기타 광물자원 및 물과 같은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

지는 않은가?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으로 치닫고 있지는 않은가?

세계화의 이러한 불리한 점과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사람들은 최선의 정책으로서의 자유무역

에 대한 오래된 믿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강력한 반세계화 운동이 촉발되었다. 반세계화 운동

(antiglobalization movement)은 범세계적인 여러 가지 인간문제와 환경문제가 세계화 때문이며, 다국

적기업의 이윤을 위해 인간 복지 및 환경 복지를 희생한다고 세계화를 비난한다. 또한 세계화는 가난

한 국가에서의 미성년자 노동과 부유한 국가에서의 일자리 상실과 임금의 하락뿐 아니라 범세계적인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비난받고 있다. 이러한 비난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깊이 있게 경제를 분석해 보면, 이러한 심각한 세계적 문제의 1차적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

게 될 것이다(사례연구 1－3 참조). 

세계화는 여러 가지의 사회적, 정치적, 법적 및 윤리적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시

민사회 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과학자와 자연과학자들과 협조하여 세계화가 보다 인간적인 면모

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즉, 모든 국가와 사람들이 세계화로 인한 이익을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세

계화는 물질적인 것을 생산할 때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중요하며 또한 우리가 이런 사실로부터 

숨거나 도피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화가 불가피하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화가 지속 가능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갖추어 궁극적으로는 ‘공정’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계의 지배구

조가 깊이 변화해야 하며, 이러한 점이 오늘날 그리고 다음 10년 동안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다. 

4    국제무역론



제1 장  ● 서론    5

이러한 모든 토픽과 다른 많은 토픽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국제무역론의 직접적·간접적 주제

이다. 

1.2 국제무역과 한 국가의 생활수준 

미국은 한 대륙에 걸쳐 있고, 다양한 인적 자원과 천연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미국이 필요로 하는 대

부분의 상품들을 비교적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와 같이 소수

의 특화된 자원만을 가지고 있고 훨씬 적은 범위의 상품을 생산하고 수출하여 기타 대부분의 상품을 

수입하는 소규모 산업국가의 상황과 비교해 보자.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와 같

은 대규모 산업국가조차도 국제무역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수출이 고

사례연구 1-3 인도의 세계화는 미국에 해로운가?

선진국으로부터 인도와 같은 저임금국가로 (소비자의 질의

에 응답하는 등의) 저기술 서비스 산업을 아웃소싱하는 것

은 선진국에서의 비용과 가격을 절감시키며 큰 우려를 불

러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계산 및 항공 공학, 

투자은행 및 의약 연구 등과 같은 많은 고기술 및 고임금 

일자리가 인도 및 기타 신흥시장으로 이전되어, 특히 미국

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표 1－2는 

2008년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이 첨단기술 서비스와 일자리

를 인도로 아웃소싱한 것을 보여 주고 있다. 

IBM, 씨티그룹, 모건 스탠리 같은 기업들은 고기술, 고

임금 일자리를 인도와 (특히 중국과 같은 신흥시장과 같이) 

보다 저렴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아웃소싱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고, 미국 소비자에 대한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급성장하는 신흥시

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고기술, 

고임금 일자리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핵심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 고급 일자리를 상실할 뿐만 아

니라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의 기술 선도자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노동량을 절감시키는 기술진보와 아울

러 특히 중국과 같은 일부 신흥시장에 노동비용과 기타 비

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일부 제조업은 미국과 기타 선진국

으로 되돌아가고 있다(이러한 과정을 인소싱 또는 리쇼어링

이라고 한다).

표 1－2  인도의 세계화

미국기업 세계의■노동력 인도의■노동력 인도의■비율 아웃소싱된■서비스

엑센추어 146,000 27,000 18.5 2008년 말까지 이 기업은 미국보다는 인도에

서의 일자리가 더 많을 것으로 기대

IBM 356,000 52,000 14.6 인도 및 세계의 고객을 위한 소프트웨어 솔

루션을 독자적으로 개발

씨티그룹 327,000 22,000 6.7 미국 주식 분석 및 미국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출처：“India’s Edge Goes Beyond Outsourcing,” The New York Times, Apirl 4, 2008, p. C1 and “IBM to Cut U.S. Jobs, Expand in Inida.” The 
Wall Street Journal, March 26, 2009, p. B1; “Outsourced Forever,” Forbes, September 26, 2011, pp. 38–39; “Benefits of Outsourcing Comes under 
Scrutiny,” The Financial Times, October 16, 2013, p. 1; and “Manufacturers Capitalize on Goods Made in the U.S.” The Financial Times, October 16, 
2013, p. 1; “Why They’re Wrong,” The Economist, October 1, 2016, p. 11; “The Jobs Sent to India May Now Go to Indiana,” The Wall Street Journal, 
July 31, 2017, p. A1; and “IBM Makes a Big Bet on India,” The New York Times, October 1, 2017, Business, p. 1.



용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상품이나, 필요한 첨단기술을 구매할 수 있는 소득을 

제공한다. 

국가 간 경제적 관계 또는 국가 간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에 대한 개략적인 척도는 국내총생

산(GDP)에서 차지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의 비율로 측정한다. GDP란 한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총가치를 뜻한다. 그림 1－1은 GDP에 대한 수출과 수입의 비율이 미국보다는 소규

모 산업국가와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훨씬 더 높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국제무역은 미국보

다는 대부분 기타 국가의 경우에 훨씬 더 중요하다. 

미국의 무역의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높은 생활수준은 국제무역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커피, 바나나, 코코아, 차, 스카치, 꼬냑과 같이 미국이 전혀 생산

하지 않는 상품들이 있다. 게다가 미국은 주석, 텅스텐, 크롬과 같이 어떤 산업 활동에 중요한 광물자

원의 매장량이 전혀 없으며 원유, 구리 및 기타 많은 광물자원의 매장량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국가의 생활수준에 양적으로■더욱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 생산될 수는 있지만 외국보다 더 높은 비

용으로 생산되는 상품들이다. 우리는 차후에 이러한 점들이 무역으로부터의■이익이나■이득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1950년부터 2016년까지 국제무역의 증가로 인하여 미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은 2016년 달러로 $7,0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Hufbauer and Lu,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마도 국제무역을 포기하고도 생활수준의 급격한 감소 없이 생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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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017년도 각국의 GDP에 대한 수출과 수입의 비율

국제무역(수출과■수입)은■미국보다는■대부분의■기타■소규모■산업국가와■개발도상국에■더욱더■중요하다.

출처：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Washington, D.C.: IMF,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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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2018년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을 통한 이익은 GDP의 2~8%이다. 그러나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동일한 상황이 적용되지 않는

다. 과거에 군사적, 정치적 이유로 자급자족을 높게 평가해 온 러시아나 중국도 최근에는 첨단과학제

품, 외국자본, 곡물, 콩 및 기타 농산품까지도 수입하는 동시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수입품을 지불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할 필요를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계 전체의 무역이 세계 전체의 생산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온 것으로 알 수 있듯이

(그림 1－2 참조), 국가 간 상호의존 관계는 지난 수년간 심화되어 왔다. 지난 50년간 미국의 경우에는 

확실히 그러하다(사례연구 1－4 참조). 세계무역이 세계 전체의 생산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한 데 대한 

예외는 세계경제의 경기침체로 인한 1981~1982년, 2001년, 2009년 그리고 2012~2016년이다. 최근 

세계무역이 느리게 증가한 이유는(그림 1－2 참조) 세계 생산의 프래그멘테이션(fragmentation)이 역전

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상품 수출에서 중국의 부품과 컴포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대 중

반의 최고 60%에서 2010년 초 이래로 약 30%로 감소했다.  

그림 1－2  세계 GDP 증가율 대비 상품량의 증가율(1981~2017)

출처：WTO, World Trade Statistical Review (Geneva: WTO, 2018), p. 31. See also C. Constantiescu, A. Mattoo, and M. Ruta, “The 
Global Trade Slowdown: Cyclical or Structural?” IMF Working Paper WP/15/6, Januar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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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가들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상호의존적일 수 있는데, 그 결과 한 국가에서의 

경제적 사건이나 정책은 다른 국가에 (그리고 반대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미국이 자

국 경제를 부양하면 미국 국민에 의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의 일부는 수입으로 누출되며, 

이러한 상품을 수출하는 다른 국가의 경기가 촉진된다. 반대로 미국에서의 이자율 상승은 해외자금

(자본)을 유인하여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다. 미국으로의 자금유입은 그 자체로 달러의 국제적 가치를 

사례연구 1-4 국제무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미국

미국에서 수입과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60
년대 대부분 4〜5% 사이에 머물렀지만, 1970년대에 급격

히 증가하였다. 그림 1－3은 수입이 미국 GDP에서 차지하

는 비율이 1960년대 후반 5%에서 1980년에는 10% 이상으

로 증가하였다가 2008년에는 역대 최고로 18%로 증가한 

후 미국의 경기침체로 인해 2009년에는 14% 이하로 하락

했다. 수출은 1960년대 후반 GDP의 5%에서 1980년에는 

약 10%로 증가했으며, 2008년에는 최고 약 13%에 달하였

으나 2009년에는 미국의 경기침체와 해외의 낮은 성장률 

때문에 11%로 하락했다. 그 후 GDP 대비 미국의 수출과 

수입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였으며 2017년에는 

각각 15%, 12%였다. 그림 1－3은 지난 50년간 미국의 경우 

국제무역이 갈수록 중요해졌음을 보여 준다. (즉, 미국과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이 더 커졌다.) 또한 이 그림은 1976
년 이래로 GDP에서 차지하는 수입의 비중이 수출의 비중

보다 더 컸으며, 이러한 격차는 1980년대 초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급격히 확대되었음을 보여 준다. 그 결과 미국

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었고 미국의 산업계와 노동계는 

외국으로부터의 경쟁에 대하여 미국 국내시장과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그림 1－3  미국 GDP에 대한 수출과 수입의 비율(1965~2017)

미국에서■GDP에■대한■수출과■수입의■비율은■1970년대■초반■이래■급격히■상승하였다.■따라서■국제무역은■미국의■경우■더■중요해졌다고■

할■수■있다.■1980년대■전반기와■다시■1996년부터■2006년■기간에■미국의■수입은■수출을■크게■초과하였는데,■그■결과■미국의■무역수지■

적자폭이■크게■확대되었다.

출처：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cial Statistics Yearbook(Washington, D.C: IMF, Various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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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시키는데, 이는 미국의 수입을 촉진하고 수출을 억제한다. 그 결과 미국의 수입은 촉진되고 수출

은 위축되어 미국 내 경제활동은 둔화하고 해외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된다.

마지막으로 국가 사이의 무역장벽을 낮추고자 하는 무역협상의 결과 (컴퓨터와 같은) 첨단기술 상

품의 수출이 증가하여 미국 내의 첨단기술 산업의 고용 및 임금은 상승할 수 있지만, 신발과 섬유의 

수입이 증가하여 그 분야에서의 고용 및 임금은 감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세계에서 국가들

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상호의존 관계에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순전히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국제적 반향을 일으키는지를 알 수도 있다. 

1.3 노동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은 재화, 서비스, 노동과 자본의 국경을 넘어선 이동으로 반영된다. 

1.3A 재화와 서비스의 국제적 이동：그래비티 모형

국제무역이 한 국가의 생활수준에 갈수록 중요해진다는 점은 이미 살펴보았다. 그러나 미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은 어느 나라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한 국가는 소국보다는 대국(GDP가 높

은 국가)과, (수송비가 많이 드는) 지리적으로 먼 국가보다는 인접한 국가와, 덜 개방된 경제체제를 가

진 국가보다는 개방된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와, 언어와 문화적 토양이 상이한 국가보다는 유사한 국

가와 더 많은 무역을 할 것이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그래비티 모형(gravity model)에 의하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두 국가 간의 

양자 간 무역은 두 국가의 GDP의 곱에 비례하거나 양의 관계에 있으며, (물리학에서 뉴턴의 중력법

칙과 같이) 두 국가 간의 거리가 멀수록 감소한다. 즉, 두 국가의 경제 규모가 클수록(그리고 유사할수

록), 지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두 국가 간의 무역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비티 모형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T＝C  ∙  
Y1  ∙  Y2

D  (1－1)

T＝두 국가(1국과 2국) 사이의 무역액

C＝상수

Y＝GDP

D＝1국과 2국 사이의 거리  

그래비티 방정식 (1－1)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국과 2국의 무역액인) T는 (상수) C에 (1국의 GDP

인) Y1과 (2국의 GDP인) Y2를 곱하고 (1국과 2국 사이의 거리인) D를 나눈 것과 같다. 상수 C는 그래

비티 항(즉, Y1, Y2  및 D) 사이의 관계의 크기를 보여 준다. 그러나 위의 식은 개략적으로만 성립할 것

으로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그래비티 모형이 명기하고 있지 않는 기타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무역

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캐나다와 미국처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문화적 환경이 유사하며, 제10장에서 논의되는 멕시



코와 더불어 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두 국가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문화

적 환경이 유사하며 그들 사이에 무역에 대한 규제가 없을 때 두 국가 사이의 무역은 그렇지 않은 경

우보다 더 커질 것이다. 실제로 그래비티 모형이 예측한 무역량과 실제 무역량의 차이는 두 국가 사이

의 실제 무역 환경과 가장 유리한 무역 환경의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그래비티 모형이 예측하는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무역은 이 모형으로 예측할 수 있는 미국

이나 캐나다의 인접 주 사이의 무역만큼 크지는 않다. 다른 요인들이 (즉, 문화의 차이와 국산품에 대

한 선호와 같은) 존재하기 때문에 동일한 국가의 인접 주 사이의 무역이 아주 유사한 국가 사이의 무

역보다 더 클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사례연구 1－5 참조). 

1.3B 노동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

재화와 서비스의 무역 외에도 국경을 넘어선 자본과 사람의 이동(이주) 역시 세계경제에서 경제통합

이나 세계화의 다른 척도가 된다. 

오늘날 자기가 태어난 국가 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약 1억 9천만 명인데, 이 중 약 60%는 

사례연구 1-5 그래비티 모형의 적용

그래비티 모형에 의하면 미국은 원거리의 유사한 국가보

다 이웃 국가인 캐나다, 멕시코와 무역을 더 많이 하며, 소

규모 국가보다는 경제대국인 중국, 일본, 독일 등과 더 많

은 무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3은 바로 이 점을 보여 

준다. 즉,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상대국은 경제 대국이며 

근거리에 있다. (이 장 부록에서는 국제무역의 지역별, 상

품별 집중에 대한 상세한 자료와 아울러 재화와 서비스의 

주요 수출국과 수입국을 보여 준다. 사례연구 13－1은 2017
년 미국의 주요 수출상품과 수입상품을 보여 준다.)

표 1－3  2017년도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10억 달러)

국가 수출(달러) 수입(달러) 수출＋수입(달러)

캐나다

중국

멕시코

일본

독일

영국

대한민국

인도

프랑스

브라질

188.0

341.3

276.7

114.7

 86.6

126.2

73.4

 49.5

 53.0

 63.5

523.7

338.5

345.4

171.3

153.3

110.6

 82.7

 76.8

 66.8

 35.0

711.7

679.8

622.1

286.0

239.9

236.8

156.1

126.3

119.8

 98.5

출처：U.S.Department of Commerce, “U.S. International Trade by Selected Countries and Areas,”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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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 국가에서 살고 있다(약 3,600만 명은 유럽, 3,800만 명은 미국 거주). 사람들은 주로 경제적 동

기(즉,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거나 자녀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에 의해 이주하지만 일

부는 정치적·종교적 억압을 피하기 위해 이주한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3,800만 명의 외국 태생의 이

민자들은 미국 인구의 12.5%, 미국 노동력의 16.2%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1,100만 명 이상 또는 거

의 30%의 사람들이 미국에 불법으로 이주했다. 대부분의 국가는 미숙련노동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하

여 (종종 숙련노동이나 기술인력의 이민은 장려하지만) 이민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 이주는 재화

나 서비스 및 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비해 더 제한적이며 규제를 받는다(노동의 국제적 이주에 대해서

는 12.6절에서 상세하게 논의한다). 

일반적으로 자본은 노동보다 국경을 넘어서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은행여신이나 채권과 같

은) 금융자본은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국가나 시장으로 이동하며, 플랜트나 기업에 대한 해외직

접투자는 기대수익이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자본은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대여자나 차입자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1970년대에 중동 국가들은 원유 수출로 인한 막대한 수입을 

뉴욕과 런던 소재 은행에 예치했는데, 이들 은행들은 이 자금을 라틴아메리카 및 아시아 국가와 기업

에 대출하였다(환류하였다). 1980년대에 일본은 막대한 금액의 수출소득을 미국 내 금융자산과 실물

자산에 투자하였고, 자회사를 설립하는 데 이용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은 생산에 비해 과다한 지출을 충당함에 따라 대규모 차입국이 되었다(사

례연구 1－6 참조). 세계적 은행들은 주요 국제금융센터(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 도쿄, 상하이, 싱가

포르)에 지점을 설립하였으며, 거의 5조 달러(미국 GDP 또는 미국 경제의 약 30%에 해당)의 외환이 

매일 세계적 금융센터에서 24시간 거래되고 있고, (원유를 수출하는 중동 국가와 노르웨이, 싱가포

르, 중국, 러시아, 브라질이 소유한 금융기관과 같은) 새로이 설립된 국부 펀드 등은 범세계적으로 다

양한 투자를 하고 있다. 금융시장은 유례없이 세계화되고 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한 국가에서 금

융위기가 발생하면 다른 국가로 신속하게 전파된다는 점이다(제12장에서는 국제자본이동을 상세하

게 살펴본다).

1.3C 범세계적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세계화

그림 1－4를 통하여 1980년대 초반 시작되었던 세계경제의 세계화 과정(무역, 서비스 및 자본의 국제

적 이동)은 1990년대에 급속히 진전되어 2007년에 최고조에 달하였으나 2008~2009년의 범세계적 금

융위기와 경기침체로 급격히 위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계화 과정은 2010년 세계경제의 회복과 더

불어 향상되기는 했으나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수준은 (절대규모와 세계 GDP에 대한 비중으로 

보나) 2007년의 정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국경 간 이동 또는 세계화가 장차 급속한 성장세를 회복할

지 아니면 2010~2017년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지는 현재 의문점이다. 서비스가 세계 GDP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지만, 재화의 국제무역이 가장 중요한 무역의 구성 부분이라는 점에 주목하자(서비스 및 

금융의 국제적 이동보다 약 3~4배 가까이 더 크다).

한편 (세계화 과정의 다른 구성 요소인) 모국 이외의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은 1980년

대 이후 약 2.7%로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단기 여행객과 외국 대학에 등록하는 학생들

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데이터와 통신의 국경 간 이동은 이보다 더 빨리 증가했다. 



1.4 국제무역이론과 정책

이제 국제무역이론과 정책의 목적 및 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1.4A 국제무역이론과 정책의 목적

일반적인 경제이론의 목적은 예측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즉, 경제이론은 경제적 사건을 둘러싸고 있

는 세부적인 사항들로부터 추상화하여 그 사건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

는 몇몇 변수화 관계를 추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무역론은 보통 2개의 국가, 2개의 상품,  

2개의 생산요소가 존재하는 세계를 가정한다. 또한 무역규제가 없고, 생산요소가 국내에서는 완전히 

이동 가능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이동 불가능하며, 상품 및 생산요소 시장은 완전경쟁상태에 있으며 

수송비는 없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들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화하기 위한 가정으로

부터 도출한 결론은 2개 이상의 국가, 2개 이상의 상품, 2개 이상의 생산요소가 존재하고 생산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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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1-6 자본의 주요 순수출국 및 순수입국

표 1－4는 2017년도 자본의 주요 순수출국 및 순수입국을 보

여 주고 있다. 실제적으로 투자자들이 해외 대여와 투자기

회를 활용하고 위험을 커버하며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킴에 

따라 모든 국가들은 자본을 수출하고 또한 수입하고 있다. 

자본을 수입하는 것보다 더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자본의 

순수출국이며, 자본을 수출하는 것보다 더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자본의 순수입국이다. 이 표로부터 독일, 중국과 일

본은 자본의 순수출국임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미국은 자본

의 가장 큰 순수입국이다. 미국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지

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교정을 해야 하는 것

이다. 

표 1－4  2017년도 자본의 주요 순수출국 및 순수입국

자본의■순수출국 세계자본■수출에■대한■비율(%) 자본의■순수입국 세계자본■수입에■대한■비율(%)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타이완

대한민국

스위스

싱가포르

기타

21.2

14.1

14.0

5.8

5.7

5.6

4.5

4.4

24.7

미국

영국

인도

캐나다

터키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아르헨티나

기타

43.5

10.0

 4.8

 4.6

4.4

3.4

3.0

2.9

23.4

출처：IMF Data Bank,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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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국제적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불완전경쟁, 수송비 그리고 무역규제가 존재하는 세상을 다

룰 수 있도록 가정을 완화하여도 성립한다.

국제무역론은 앞서 언급한 이러한 단순화하기 위한 가정으로부터 출발하여 무역의 원인, 무역으로

부터의 이익, 무역규제의 원인과 효과를 살펴보며 각종 정책이 해당 국가와 다른 국가의 후생에 미치

는 효과를 검토한다. 

국제무역론의 대부분은 일반적인 미시경제학의 원리를 국제적 맥락에 적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

제무역론 분야 자체 내에서도 다양한 이론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후에 일반 경제이론의 주요 부분으

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 가지 예가 (10.4A절에서 논의될) 차선의 이론이다. 생산이론, 일반균형이론, 

성장이론 및 후생경제학은 다른 많은 경제이론과 함께 국제경제학 영역의 업적에서 큰 도움을 받았

다. 이러한 공헌은 경제학의 특별한 영역으로서 국제무역론의 활력과 중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1.4B 국제무역론의 주제

국제무역론은 국가 간 경제적 상호연관성을 다룬다. 또한 한 국가와 여타 국가 사이의 재화 및 서비스

의 흐름과 이러한 흐름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 그리고 이들 정책이 한 국가의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

석한다. 이러한 경제적 상호연관성은 국가 간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군사적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

고 또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림 1－4  재화, 서비스 및 금융의 이동(1980~2017)

세계화(재화,■서비스■및■금융의■국경■간■이동)는■1990년의■5조■달러(세계■GDP의■23%)에서■증가하여■2007년에는■29조■달

러(세계■GDP의■52%)로■최고조에■달하였다.■그러나■2008~2009년의■범세계적■금융위기와■경기침체로■인하여■감소하였으

며■2017년에는■27조■달러(세계■GDP의■33%)였다.

출처：McKinsey, Global Flows in a Digital Age(New York, April 2014): “Globalization Is Changing, Not Going into Reverse,” The 
Financial Times, April 15, 2016, p. 9; Hu and M. Spence, “Why Globalization Stalled,” Foreign Affairs, July/August, 2017, pp. 54–63; 
WTO, World Trade Statistical Review (Geneva: WTO, 2018); and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Washington, D.C.: IMF,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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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국제무역론은 국제무역이론과 국제무역정책을 다룬다. 국제무역이론(international 

trade theory)은 무역으로부터의 이익과 무역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국제무역정책(international 

trade policy)은 무역규제가 존재하는 이유와 그 효과를 살펴본다. 

국제무역이론과 정책은 개별 국가를 한 단위로 분석하고 개별 상품의 (상대) 가격을 분석하기 때

문에 국제경제학의 미시경제(microeconomics) 측면을 다룬다. 국제 간 경제관계는 지역 간 경제관계

(즉, 한 국가의 상이한 지역 사이의 경제적 관계)와 다르기 때문에 다소 상이한 분석방법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국제무역론은 경제학의 독특한 분야로 인정된다. 즉, 국가는 재화, 서비스 및 생산요소의 

국경을 넘어선 이동에는 보통 규제를 가하지만 내부적인 이동에는 규제를 가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

들의 국제적 이동은 언어, 관습 및 법률의 차이로 인해 어느 정도 저해를 받는다. 

국제무역론은 지난 200년간■애덤■스미스에서 데이비드■리카도, 존■스튜어트■밀, 알프레드■마셜, 존■메이

너드■케인스와 폴■사무엘슨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가장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공헌에 의해 오랜 기간 지속

적으로 발전해 왔다. 다음 장에서는 이들과 다른 경제학들이 이룩한 공헌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경제

학의 다른 분야들은 최근에 탄생했으며, 이처럼 탁월한 공헌자를 배출한 분야는 없다.

1.5 현재의 국제무역 문제점과 도전

이 절에서는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국제무역의 문제점과 도전을 간략하게 살펴

본다. 이러한 것들은 국제무역이론과 정책을 공부함으로써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평가할 수 있는 문

제들이다. 오늘날 세계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도전은 대부분의 선진국이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과 고

실업이다. 무역 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고 중국이 세계의 경제대국으

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이다. 기타의 심각한 문제점으로는 많

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심각한 빈곤, 자원의 부족, 환경의 악화, 기후변화 및 이로 인해 세계경제의 지

속적 성장과 발전이 저해 받을 수 있는 위험성 등이다. 이들 문제와 도전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침체기’ 이후 선진국의 저성장과 고실업 문제 최근 10년 이래로 선진국들은 1929년 대공황 이래 

가장 심각했던 경제적 금융위기(대침체라고 함)에서 탈출하면서 저성장과 고실업을 경험하고 있다. 

2008~2009년 위기는 2007년 8월 미국의 (고위험인) 서브프라임 주택 모기지 시장에서 시작하여 2008

년에는 미국 전체의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그리고 다른 국가로 확산되었다. 미국과 기타 선진국은 

은행과 금융기관들을 파산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이자율을 인하하며 막대한 규모의 경기부양책

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경기후퇴가 더 이상 심각해지지 않도록 하는 데만 성공했을 뿐

이다. 2010년에 경기후퇴가 공식적으로 종식되었지만 저성장과 고실업은 오늘날 선진국들이 직면하

고 있는 가장 심각한 경제문제이다.

2.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으로 인한 도전 중국이 세계의 정치 및 경제대국으로 부상했기 때

문에 미국과 기타 국가들은 이에 응전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의 무역국이

지만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 때문에 중국은 선진국들과 다른 신흥국들에 대해 불공정한 무역 및 경쟁

14    국제무역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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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를 갖게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 국채를 2조 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으

며 자국 통화(인민폐)를 달러와 경쟁 관계에 있는 국제통화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동시에 지난 30년간 

중국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은 세계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기도 하였다. 현재 미국과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중요성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반영하는 문제이다. 

3. 급격하게 세계화되는 상황에서 선진국의 보호무역 순수 국제무역이론을 공부하는 제1부(제2〜7장)

에서는 세계 전체의 관점에서 최상의 정책은 자유무역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자유무역을 하면 

각국은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에 특화하여 이 중 일부를 수출함으로써 국내에

서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상품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대부분의 국가

는 자유무역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 무역규제는 항상 국가 후생의 관점에서 정당화되고 있기는 하

지만, 보통은 침묵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희생하여 이익을 얻는 소수의 생산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이

러한 문제는 선진국들이, 특히 중국과 같은 주요 신흥시장으로부터 받고 있는 경쟁적 도전이 커짐에 

따라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일자리 상실에 대한 광범위한 불안으로 인해,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이 직면하는 도전은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며, 일자리의 상실을 피하고 세계화의 이득을 공유하며 보호주의에 대한 요구를 피하는 것이다. 

선진국들이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이 책의 제2부(제8〜12장)에서 살펴본다. 

4. 많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심각한 빈곤 중국과 인도 같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급속히 성장해 왔지만,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와 같은 일부 최빈 개발도상국은 심각한 빈곤과 경제적 정체, 생활수

준의 국제 간 불평등의 확대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 인구의 1/10에 상당하는) 7억 이상의 사람들은 

하루에 2달러 이하로 생활하고 있다. 해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 가는 세상은 윤리적

인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행복하거나 평온하다고 말할 수 없다. 제11장에서는 부유한 

국가와 최빈 개발도상국 간의 생활수준의 격차가 이처럼 크게 확대되고 있는 이유와 또 최빈국에서

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5. 자원 부족, 환경 악화,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부유한 국가의 성장과 빈곤한 국가의 발전은 현

재 자원 부족, 환경 악화 및 기후변화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중국이나 인도에서의 수요급증과 

생산국에서의 공급 경직성으로 인해 원유가격이나 기타 원자재 가격은 지난 수년간 급격히 상승하였

고 식량 가격 역시 마찬가지이다. 최근의 범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및 저성장으로 인하여 

원자재 및 식품에 대한 수요와 가격은 완화되거나 하락했지만 자원 부족의 문제가 장차 다시 등장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많은 주요 신흥경제에서 환경보호는 성장이라는 지상 명령 때문에 뒷전으

로 밀려나 있다. 환경오염은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아마존 삼림은 급속도

로 파괴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지구상의 생명체에 더욱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기후변화를 

목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모든 학문의 공동 노력과 범세계적인 협조 및 세계의 지배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적절하게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다. 



1.6 이 책의 구성 및 방법론

이 절에서는 간략하게 이 책의 구성, 내용 및 방법론을 소개한다.

1.6A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제2〜7장)에서는 국제무역이론을 다룬다. 제2장에서는 비교우위

라는 중요한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제3장에서는 국제무역의 원인과 무역으로부터의 이익을 살펴

보며, 제4장에서는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균형상대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설명

한다. 제5장에서는 헥셔－오린 무역이론과 실증적 타당성을 살펴보고, 제6장에서는 규모의 경제와 불

완전경쟁으로 인해 무역이 발생하게 되는 신무역이론을 살펴보며, 제7장에서는 성장과 무역을 살펴

본다.

제2부(제8〜12장)에서는 국제무역정책을 다룬다. 제8장에서는 무역규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관

세를 살펴보고, 제9장에서는 비관세장벽을 살펴보고 보호무역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통상 제기되는 

논거들을 평가하며 보호무역주의의 역사를 요약한다. 제10장에서는 몇몇 국가 간의 경제통합을 살펴

보고, 제11장에서는 국제무역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며, 제12장에서는 자원의 국제적 

이동과 다국적기업을 논의한다.

이 책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수준에서 시작하여 보다 응용된 정책 지향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전

개한다. 그 이유는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구하기 이전에 그 문제의 성격부터 이

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의 각 부는 단순한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

로 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나아간다.

1.6B 이 책의 방법론

이 책은 국제무역론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원리와 이론을 소개한다. 그러나 본문에

서는 직관적인 수준에서 소개하며 중급 미시경제학을 필요로 하는 보다 엄밀한 증명은 각 장의 뒤에 

있는 부록에서 소개한다. 따라서 이 책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의 학생들에게 모두 유용하도록 구성되

어 있으며, 국제무역론을 신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소개되는 개념과 이론에 좀 더 

쉽게 접근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동일한 기초개념이나 이론을 다루는 장에서는 모두 동일한 예를 사

용하며 모든 예에서는 실제의 숫자를 사용하였다. 

어떤 이론이나 논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책에서 이용된 수많은 예나 현재의 사건들 외에도 이 책

의 각 장에는 4〜10개 정도의 특정 사례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 세계에서의 간략한 사례

연구는 논의에 적합하고, 각 장에서 소개된 가장 중요한 토픽에 대한 이해를 공고히 하며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삽입되었다. 

각 장은 6〜7개 정도의 절과 학습목표, 요약, 주요용어, 복습문제, 연습문제, 부록 등을 수록하고 

있다. 각 장의 절은 (이 장에서와 같이) 참조하기 쉽도록 번호를 매겼다. 분량이 많은 절은 번호를 매

겨 2개 이상의 하위 절로 나누었다.

요약 부분에서는 각 장의 절을 1개의 문단으로 요약하였고, 주요용어는 (이 장에서처럼) 처음 소개

16    국제무역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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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설명될 때는 색깔 글씨체로 인쇄하였다. 이 용어들은 각 장의 맨 뒤에 주요용어란으로 목록화하

였다. 

각 장에는 12~14개의 복습문제 및 연습문제가 수록되었다. 복습문제는 각 장에서 다루어진 가장 

중요한 개념을 살펴본다. 연습문제는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 세계의 현행 국제경제문제를 분석하도록 

하거나 또는 연필과 종이를 가지고 특정 이론을 설명하는 도표를 그리도록 하거나 특정한 척도를 실

제로 계산하도록 한다. 도표와 계산은 다소 어렵기는 하지만 까다롭지도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는다. 이러한 문제들은 각 장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여 유사한 문제를 분

석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수록되었다.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만 국제무역론이 생동감 있

게 느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러한 연습문제를 모두 풀어 보기 바란다. 

요약

1.  오늘날의 세계는 기호, 생산, 노동시장 및 금융시장의 

세계화를 근간으로하는 혁명 중에 있다. 세계화는 효

율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중요하며, 국제경쟁은 세계

화를 필요로 하므로 세계화는 불가피하다. 세계화는 

세계의 소득 불평등, 미성년자 노동, 환경오염 및 기타 

문제 때문에 비난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반세계화 운

동이 강력하게 전개되었다. 

2.  미국은 미국이 생산하지 못하는 많은 상품들과 (매장

량이 전혀 없거나 감소하고 있는) 일부 광물자원을 얻

기 위하여 국제무역에 의존하고 있다. 한 국가의 생활

수준에 양적으로 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는 있지만 외국보다 더 비싸게 생산할 수밖에 없는 여

러 가지의 상품이다. 다른 국가의 경우에는 그 국가의 

후생에 국제무역이 보다 더 중요하다. 

3.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은 재화, 용역, 노동 및 자본의 

국경을 넘어선 이동에 반영된다. 그래비티 모형에 의

하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두 국가 간의 무역은 각

국의 GDP의 곱에 비례하거나 양의 관계에 있으며, 두 

국가 간 거리가 멀수록 작아진다. 오늘날 약 1억 9천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 외에서 살고 있는데, 

이 중 3,800만 명이 미국에 살고 있다. 

4.  여러 가지의 단순화하기 위한 가정으로부터 출발하여 

국제무역론은 무역의 발생 원인과 무역으로부터의 이

익, 무역규제의 이유를 살펴본다. 따라서 국제무역론

은 순수 국제무역이론과 국제무역정책을 다루는데, 이

는 국제무역론의 미시적 측면이다. 

5.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국제경제문제로는 

(1) ‘대침체기’ 이후 선진국이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과 

고실업, (2) 중국이 주요 경제적·정치적 강국으로 등

장함에 따라 야기되는 도전, (3) 세계화된 세상에서 선

진국에서 보호무역주의의 등장, (4) 많은 개발도상국

에서의 심각한 빈곤, (5) 자원 부족과 환경 악화 및 기

후변화이다. 

6.  이 책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제2장~7장)에서

는 국제무역이론을 다루고 제2부(제8장~12장)에서는 

국제무역정책을 살펴본다.   



1.  세계화의 뜻은 무엇인가? 이로 인한 유리한 점과 불리

한 점은? 반세계화 운동이 전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국제무역론의 주제가 될 수 있는 현재의 중요한 사건

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로 인해 미국

과 유럽 사이의 경제적·정치적 관계는 어떤 영향을 

받는가? 미국과 다른 나라는?

3.  국제무역이 미국의 생활수준과 관련 있는 이유는 무엇

인가? 기타 선진국의 생활수준은? 소규모 산업국가의 

생활수준은? 개발도상국의 생활수준은? 이들 국가 중

에서 국제무역이 가장 중요한 국가군은?

4.  한 국가의 여타 국가에 대한 상호의존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개략적인 지표는 무엇인가? 그래비티 모형의 

내용은 무엇인가?

5.  국제무역이론은 무엇을 연구하는가? 무역정책은? 이

들 분야가 국제경제학의 미시경제학적 측면인 이유는 

무엇인가?

6.  일반적인 경제이론의 목적은 무엇인가? 특히 국제무

역이론과 국제무역정책의 목적은 무엇인가?

7.  국제무역론을 공부하기 위해 단순화하기 위한 가정에

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들 가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는?

8.  국제무역론을 공부할 때 일반적으로 국제무역이론을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역정책을 학습하기 

전에 무역이론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들 중 어느 분야

가 더 추상적인가? 응용의 성격이 강한 분야는?

9.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국제경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세계화의 이익과 이에 대한 비판에는 무엇

이 있는가?

10.  과거 학습한 경제학에서 수요, 공급 및 균형의 개념은 

무엇인가? 수요의 탄력성 의미를 기억하는가? 완전경

쟁은? 요소시장은? 생산가능곡선은? 수확체감의 법칙

은? 한계생산성 이론은? (만일 이들 개념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경제학 원론 교재를 복습하라.)

복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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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이론(international trade theory)

국제무역정책(international trade policy)

그래비티 모형(gravity model)

미시경제(microeconomics)

반세계화 운동(antiglobalization movement)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세계화(globalization)

프래그멘테이션(fragmentation)

주요용어

1. 일간신문을 보고 다음 사항을 살펴보라.

 (a) 국제무역의 성격을 띠고 있는 7~8개의 뉴스 항목 

 (b) 이들 뉴스의 내용이 미국경제에 미치는 효과나 영향

 (c) 이들 뉴스의 여러분 개인에 대한 중요성

2.  이 문제는 몇몇 국가의 상호의존성을 측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a)  그림 1－1에 나타나지 않은 산업국가 5개를 찾아보라.

 (b)  학교도서관에 가서 최근의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를 찾아보고 여러분이 선택한 국가의 경제

적 상호의존 정도를 보여 주는 표를 작성하라. 소

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대국보다 큰가?

연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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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림 1－1에 나타나지 않은 개발도상국 5개를 찾아 연습

문제 2번과 동일하게 풀어 보라. 

4.  미국과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의 무역은 그래비티 모형

의 예측대로 행해지는가?

5. 경제학 원론 교재를 찾아보고 차례로부터

 (a)  경제학 원론 교재의 미시경제학 부분에 소개된 토

픽을 살펴보라.

 (b)   경제학 원론 교재의 미시경제학 차례와 이 책의 제

1부 및 제2부를 비교하라. 

6.  (a)   소비자 이론에 의하면 다른 조건은 모두 일정할 때 

가격이 상승하면(세금을 부과한 결과) 상품의 수요

량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b)  (예컨대 세금을 부과한 결과) 국내소비자가 지불하

는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입량은 어떻게 변

화하겠는가?

7.  (a)   국제경제관계는 지역 간 경제관계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b)  어떤 점에서 유사한가?

8.  한 국가가 자발적으로 국제무역에 참가함으로써 이익

을 얻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는가?

9.  한 국가가 국제무역으로 이익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대

부분의 국가들이 국제무역을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이

라고 생각하는가?

10.  한 국가가 무역을 규제하여 다른 나라를 희생시킴으로

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부록

이 부록에서는 재화와 서비스의 주요 수출국 및 수입국과 아울러 국제무역의 상품별, 지역별 집중에 

관한 기본적 데이터를 소개한다. 또한 현재의 사건들에 대한 추가적 국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는 출처를 소개한다. 

A1.1 기본적 국제무역 데이터

표 1－5는 2017년 세계 상품무역의 상품별 구성을 보여 준다. 이 표에 의하면 세계 전체의 상품수출액

은 17조 7,300억 달러였으며, 이 중 1조 7,320억 달러(9.8%)가 농업제품, 2조 6,290억 달러(14.8%)가 

연료 및 광업제품, 12조 580억 달러(68%)가 제조업품[이 중 4,110억 달러(2.3%)가 철강, 1조 9,840억 

달러(11.2%)가 화학품, 1조 8,410억 달러(10.4%)가 사무용 및 통신 장비, 1조 4,580억 달러(8.2%)가 자

동차제품, 5조 6,200억 달러(31.7%)가 기타 제조업품]이었다. 따라서 세계 전체 수출의 68%가 제조업

품, 14.8%는 연료 및 광업제품, 9.8%는 농업제품, 나머지 7.4%가 분류되지 않은 상품이다.  

표 1－6은 2017년도 세계 상품무역의 지역별 구성을 보여 준다. 이 표에 의하면 세계 전체의 상품 수

출 17조 7,300억 달러 중 2조 4,470억 달러(13.8%)가 북아메리카[이 중 1조 5,470억 달러(8.7%)는 미

국, 4,210억 달러(2.4%)는 캐나다, 4,090억 달러(2.3%)는 멕시코]로부터, 6,030억 달러(3.4%)는 남아메

리카와 중앙아메리카[이 중 2,180억 달러(1.2%)는 브라질]로부터, 6조 7,020억 달러(37.8%)는 유럽[이 

중 1조 4,480억 달러(8.2%)는 독일]으로부터 5,320억 달러(3.0%)는 독립국가연합[이 중 3,53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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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는 러시아연방]으로부터, 4,250억 달러(2.4%)는 아프리카[이 중 890억 달러(0.5%)는 남아프리

카]로부터, (대부분이 원유인) 9,930억 달러(5.6%)는 중동[이 중 2,180억 달러(1.2%)는 사우디아라비

아]으로부터, 6조 280억 달러(34%)는 아시아[이 중 2조 2,630억 달러(12.8%)는 중국]로부터 수출하였

다. 따라서 유럽(유럽연합)과 아시아가 가장 중요한 수출지역이며 그다음이 북아메리카이다. 표 1－6

의 마지막 두 열은 2017년 세계 상품 수입의 지역별 구성을 보여 준다.

표 1－7은 2017년 지역별 상품 수출의 최종 도착지를 보여 준다. 이 표의 첫째 열은 북아메리카 상품 

수출의 38.1%가 북아메리카로(이는 미국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수출, 캐나다와 멕시코의 미국에 

대한 수출 및 상호 간 수출임), 4.2%가 남아메리카 및 중앙아메리카로, 18%가 유럽으로, 0.7%가 독립

국가연합(CIS)으로, 1.1%가 아프리카로, 2.1%가 중동으로, 35.7%가 아시아로 수출되었음을 보여 준

다. 표 1－7의 두 번째 열은 남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의 수출 중 22.4%가 같은 지역의 다른 국가로 

수출되었음을 보여 준다. 남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의 주요 교역 상대국은 북아메리카, 아시아, 유

럽이다. 세 번째 열은 유럽 수출의 약 70%가 유럽 지역 내 무역임을 보여 준다. 예상한 바와 같이 유

럽은 독립국가연합(CIS)과 아프리카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며, 중동은 주로 아시아와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다(대부분 원유임). 아시아 지역의 수출 중 아시아 지역 내 무역은 59.9%를 차지하고 있으

며 나머지는 주로 유럽, 북아메리카, 중동으로 수출된다. 

표 1－8은 2017년 세계의 주요 수출국과 수입국을 보여 준다. 이 표를 통해 세계의 상위 수출국과 수

입국은 경제대국인 산업국가와 중국이며, 중국은 1위 수출국이고 미국은 1위 수입국이다. 중국은 최

근 들어 주요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순위가 크게 올라 수출에서는 1위이고 수입에서는 미국의 뒤를 이

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표 1－8을 통해 주요 수출국은 또한 주요 수입국임을 알 수 있다.

표 1－5  2017년 세계 상품무역의 상품별 구성[10억 달러 및 세계 점유율(%)]

항목 수출액(10억■달러) 점유율(%)

농업제품

연료 및 광업제품

제조업품

철강

화학품

사무용 및 통신 장비

자동차제품

섬유 및 의류

기타 제조업품

미분류 상품

총계

1,732

2,629

12,058

411

1,984

1,841

1,458

750

5,620

1,311

17,730

9.8

14.8

68.0

2.3

11.2

10.4

8.2

4.2

31.7

7.4

100.0

출처：WTO, World Trade Statistical Review (Geneva, 2018).



제1 장  ● 서론    21

표 1－6  2017년 세계 상품무역의 지역별 구성[10억 달러 및 점유율(%)]

지역■또는■국가 수출액(10억■달러) 점유율(%) 수입액(10억■달러) 점유율(%)

북아메리카 2,447 13.8 3,370 18.7

미국 1,547 8.7 2,410 13.4

캐나다 421 2.4 442 2.5

멕시코 409 2.3 432 2.4

남·중앙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603 3.4 595 3.3

브라질 218 1.2 157 0.9

칠레 68 0.4 65 0.4

아르헨티나 58 0.3 67 0.4

유럽 6,702 37.8 6,687 37.1

독일 1,448 8.2 1,167 6.5

네덜란드 652 3.7 574 3.2

프랑스 535 3.0 625 3.5

이탈리아 506 2.9 453 2.5

영국 445 2.5 644 3.6

스페인 321 1.8 351 1.9

독립국가연합(CIS)a 532 3.0 414 2.3

러시아연방 353 2.0 238 1.3

아프리카 425 2.4 541 3.0

남아프리카 89 0.5 101 0.6

중동 993 5.6 739 4.1

사우디아라비아 218 1.2 131 0.7

아시아 6,028 34.0 5,678 31.5

중국 2,263 12.8 1,842 10.2

일본 698 3.9 672 3.7

대한민국 574 3.2 478 2.7

인도 298 1.7 447 2.5

오스트레일리아 231 1.3 229 1.3

세계 전체 17,730 100.0 18,024 100.0

a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몰도바, 러시아연방,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출처：WTO, World Trade Statistical Review (Geneva, 2018), Tables A4, A5, and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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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2017년 상품 수출의 지역별 도착지(%)

북아메리카

남·중앙■

아메리카 유럽

독립국가연합

(CIS)
a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세계■전체

북아메리카 38.1 29.8 6.0 3.1 5.0 9.9 10.1 13.8

남·중앙아메리카 4.2 22.4 1.5 1.8 3.0 2.5 3.5 3.4

유럽 18.0 17.1 70.0 41.7 35.2 30.0 14.1 37.8

독립국가연합a 0.7 1.4 3.7 24.4 3.8 2.2 2.1 3.0

아프리카 1.1 1.3 2.3 0.6 13.9 3.0 2.2 2.4

중동 2.1 1.0 2.0 1.7 6.8 18.4 8.1 5.4

아시아 35.7 27.0 14.5 26.8 32.3 34.0 59.9 34.0

세계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몰도바, 러시아연방,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출처：WTO, World Trade Statistical Review (Geneva, 2018).

표 1－8  2017년 상품의 주요 수출국과 수입국[10억 달러 및 점유율(%)]

수출 수입

순위 국가 액수(10억■달러) 점유율(%) 순위 국가 액수(10억■달러) 점유율(%)

1 중국 2,263 12.8 1 미국 2,410 13.4

2 미국 1,547 8.7 2 중국 1,842 10.2

3 독일 1,448 8.2 3 독일 1,167 6.5

4 일본 698 3.9 4 일본 672 3.7

5 네덜란드 652 3.7 5 영국 644 3.6

6 대한민국 583 3.2 6 프랑스 625 3.5

7 프랑스 535 3.0 7 네덜란드 574 3.2

8 이탈리아 506 2.9 8 대한민국 478 2.7

9 영국 445 2.5 9 이탈리아 453 2.5

10 벨기에 430 2.4 10 인도 447 2.5

위의 총계 9,098 51.3 위의 총계 9,312 51.8

세계 전체 17,730 100.0 세계 전체 18,024 100.0

출처：WTO, World Trade Statistical Review (Geneva, 2018), Tables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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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는 2017년도 상업 서비스의 주요 수출국과 수입국을 보여 준다. 미국이 서비스 수출과 수입

에서 모두 1위이며, 중국은 서비스 수출에서 5위이고 수입에서 2위인 점을 제외하면, 서비스 무역의 

순위는 상품무역의 순위와 비슷하다. 상업 서비스 무역은 상품무역 규모의 약 30% 정도이며, 선진국

과 신흥시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서비스 경제로 이행되는 점을 반영하여 서비스 무역은 상품

무역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해 왔다는 점을 주목하자. 

A1.2 국제적 자료 및 정보의 다른 출처

최근의 경제동향과 무역 및 금융에 대한 국가별, 국제적 자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출처는 다음과 같다.

미국 정부가 출간한 출판물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연간)는 (국제무

역 및 금융자료를 포함하여) 미국경제에 대한 시계열 자료와 함께 최근의 경제동향에 대한 장을 수

록하고 있다.

Federal Reserve Bulletin(Washington D.C.: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월간)은 

표 1－9  2017년 상업 서비스의 주요 수출국과 수입국[10억 달러 및 점유율(%)]

수출 수입

순위 국가 액수(10억■달러) 점유율(%) 순위 국가 액수(10억■달러) 점유율(%)

1 미국 762 14.4 1 미국 516 10.2

2 영국 347 6.6 2 중국 464 9.1

3 독일 300 5.7 3 독일 322 6.3

4 프랑스 248 4.7 4 프랑스 240 4.7

5 중국 226 4.3 5 네덜란드 211 4.2

6 네덜란드 216 4.1 6 영국 210 4.1

7 아일랜드 186 3.5 7 아일랜드 199 3.9

8 인도 183 3.5 8 일본 189 3.7

9 일본 180 3.4 9 싱가포르 171 3.4

10 싱가포르 164 3.1 10 인도 153 3.0

위의 총계 2,812 53.3 위의 총계 2,675 52.6

세계 전체 5,279 100.0 세계 전체 5,074 100.0

출처：WTO,World Trade Statistical Review (Geneva, 2018), Tables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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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기타 국가에 대한 막대한 양의 무역 및 금융정보와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Commerce, 연간)는 통계

의 국제 비교와 아울러 미국에 대한 많은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International Trade by Selected Countries and Areas (U.S. Department of Commerce: www.bea.gov/

international/index/htm) 상품군별, 지역별 국제무역에 대한 월별, 분기별, 연간 자료를 수록하고 

기타 미국 국내 및 국제 자료를 수록

국제기구가 출간한 출판물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Yearbook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nual) 

includes detailed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on 165 countries.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Was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분기 및 연간)는 187개국의 

세계 각국에 대한 수출과 수입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월간 및 연간)는 188

개 국가에 대한 다양한 경제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Geneva, World Trade Organization, 연간)는 160개 회원국 및 다양한 국가

군에 대한 무역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Main Economic Indicators(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월간 및 연

간)는 OECD 34개 회원국에 대한 다양한 경제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OECD Economic Outlook(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매년 6월 및 

12월)은 34개 회원국 및 국가군별 요약 자료와 최근의 경제동향에 대한 분석 및 미래의 경제활동에 

대한 OECD의 예측을 수록하고 있다.

World Economic Outlook(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매년 4월 및 10월)은 주요 산

업국가 및 국가군별 요약 자료와 최근의 경제동향에 대한 분석 및 미래의 경제활동에 대한 IMF의 

예측을 수록하고 있다.

World Development Report(Oxford University Press, World Bank, 연간)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 사

회적 자료와 최근의 경제동향 및 미래에 대한 예측을 수록하고 있다.

최근의 경제동향에 대한 출처

Chicago Tribune(일간)

Financial Times(일간)

Los Angeles Times(일간)

New York Times(일간)

Wall Street Journal(일간)

Washington Post(일간)

Business Week(주간)

The Economist(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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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bes(격주간)

Fortune(격주간)

Federal Reserve Bulletin(월간)

IMF Survey Magazine(격주간)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UN에서 출간함, 월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