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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역사적으로 경제위기 시 보호무역 정책은 반복적으로 확산되었으며, 그 결
과 세계 무역량은 급격하게 감소되어 왔다. 본 연구는 정치경제학적 분석방법
을 사용하여 경제위기 시 보호무역 정책 확산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호무역 정책이 갖는 사회적 효용 측면에서의 열위성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 시 반복적으로 보호무역 정책이 확산된 원인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
할 수 있다. 하나는 경제위기가 경제 내 투표자들의 무역정책과 관련된 선호
를 보다 보호주의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투표자들의 선호에 의존
하는 정책결정자는 경제위기 이전보다 보호주의적인 무역정책을 채택하게 된
다. 다른 하나는 경제위기 시에 보호무역 정책을 선호하는 이익집단이 소유한
자원의 기회비용이 낮아지는 데 원인이 있다. 기회비용이 낮아진 자원을 소유
한 이익집단은 보다 많은 자원을 정치적 활동에 사용하여 정책결정자를 자신
들에게 유리한 무역정책을 채택하도록 설득할 유인을 갖게 된다. 정책결정자
역시 이러한 이익집단의 변화된 자원배분 양식에 반응하여 자신의 효용을 극
대화하는 무역정책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결국 정책결정자는 보호무역 정책
의 채택을 통해 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을 극대화하거나, 이익집단의 정치적 활
동으로부터 보다 많은 정치적·금전적 기여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
로 보호무역 정책의 확산은 경제위기라는 충격에 각 경제주체가 최적의 대응
을 한 결과이다.

1. 머리말
지난 2007년 미국의 주택금융시장

부실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현
재 실물부문으로 전이되었으며, 많은
국내외 정부기관 및 연구소들은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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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위
기 극복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각국 정부는 재정·금융 정책
을 포함하는 다양한 위기 극복 정책
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국 산업의
보호 및 일자리 확보라는 명분하에
보호주의 무역정책 역시 위기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많은 국가에서 강화되
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호무역
정책의 강화가 위기 극복을 위한 올바
른 해법인가에 관해서는 논란이 존재
한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자유무역의 후생경제학적 효
율성을 입증해 왔으며, 현실에서도 과
거 대공황 시기에 채택되었던 20세기
의 대표적 보호무역정책인 스무트- 홀
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은 미국 산업 보호와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의도와는 다르게 경제적
침체의 골을 더욱 깊게 했을 뿐이다.
이와 같은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이론적·현실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에
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시 보호무역
정책은 반복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에서도 다시 부
상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 비해 국가
간 의존도와 교역량이 확대된 현시점
에서 보호무역 정책의 확산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 어느 때보

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과 같이 대외 교역 의
존도가 높은 국가군에서는 그 파급효
과가 더욱 크기 때문에, 보호무역 정
책과 관련된 보다 많은 관심과 연구
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시 보호무역이 더욱 확산되는 원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2. 보호무역 정책 현황과 세계 무역량의
변화
경제 위기 발발 이후 지난 2008년
11월 G-20 국가 지도자들이 보호무
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협정에 서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17개국
의 G-20 국가를 포함하는 많은 나라
에서 47개의 보호무역 정책들이 채택
되었다.1) 각국이 취하고 있는 보호무
역 정책들은 관세인상, 수입규제, 그
리고 산업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형
태를 갖는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듬해
인 2008년 세계 무역량은 3.33% 증
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2009년 세계 무역량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감소폭 역시 9%
정도로 규모면에서도 작지 않을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세계 무역량 증가

1)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NEWS/Resources/Trade_Note_3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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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각국의 대표적인 보호무역 정책(2008년 10월 이후)
무역규제 조치
- TV기능 내장 모바일기기에 대한 관세 인상
- 버터 등 유제품에 수출보조금 지급

EU

- 독일 : 자동차 구입 보조금, 비임금 노동비용 인하로 수출기업 지원, 기술개발 비용지원
- 프랑스 : 자동차 회사에 정부 융자 및 자국기업 M&A 보호 펀드 조성
- 영국 및 스웨덴 : 자동차 업체 채무 보증
-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

미국

- 자동차 기업에 정부융자
- Buy American을 통한 자국 상품 수요 장려
- 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급

중국

- 자동차 기업에 보조금 지급
- 3,700개 수출제품에 대한 수출세 환급

러시아

- 승용차에 대한 관세인상 및 종가세 인상

우크라이나

- 대부분 수입품목에 대한 추가적 관세부과
- 철강 수입량 상한제, 목재수입량 제한

인도

- 대두유 등에 대한 관세 인상
- 중국산 스테인리스 납연강판, 화학제품 반덤핑조사
- 선형 알칼벤젠 등 6건의 세이프가드 조사

에쿠아도르

- 940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 섬유, 피혁, 포도주에 관세 부과

아르헨티나

- 자동차 부품, TV의 최저수입가격제도
- 자동차 기업에 대한 판매지원

베트남
인도네시아
캐나다
호주

-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율 인상
- 완구, 의류 등 수입 시 특정 항만과 공항만을 이용하도록 규정
- 자동차산업 단기 정부 융자 및 지급보증
- 자동차 판매 딜러에 금융지원

자료 : 홍석빈,“최근 보호무역주의의 특징과 영향", LGERI 리포트(2009).

폭 감 소 (2007년 7.22% → 2008년
3.33%)는 세계 GDP 증가세의 둔화
(2007년 3.80% → 2008년 2.06%) 추
세를 감안하더라도 크다고 할 수 있
다. <그림 1>은 경제위기 시 세계 무

역량 증가폭의 급감을 보여 준다. 경
제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와 더불어
각국이 취한 보호무역 정책은 이러한
무역량 증가폭 감소에 일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0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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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계 GDP와 무역량 증가율

자료 : IMF(2009),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3. 보호무역 정책의 정치경제학
Hufbauer and Schott에 2)(2009)
따르면 미국산 철강 사용을 의무화하
는‘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치에 의해 미국 내에 추가적으로
창출되는 고용 효과는 약 1,000명 정
도로 미미한 수준으로 예측되지만, 바
이 아메리칸 조치에 대한 보복적 조
치로서 외국정부기관이 미국 상품에
대한 지출을 1% 줄일 때 미국 내에
서 사라지는 일자리 감소 규모는
6,500명 정도로 예측된다. 또한 대공
황 시기의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외
국의 보복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야기
하였으며, 그 결과 경기 침체를 더욱

깊고 장기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이
와 같이 경제위기 시 각국 정부에 의
해 취해지는 보호무역 정책은 경기
회복 측면에서 효과를 확신할 수 없
는 반면, 경기를 더욱 침체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증명되곤
했다.
그렇다면 왜 경기회복과 경제성장
에 미치는 효과를 확신할 수 없는 보
호무역 정책이 경제위기 시에 반복적
으로 확산되는 것인가? 그 원인을 분
석하기 위해서는 무역정책 결정과정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림 2>는
무역정책 결정과정을 단순하게 도식
화한 것이다.
무역정책은 기본적으로 정책결정자

2) Hufbauer and Schott,“Buy American: Bad for Jobs, Worse for Reputation", Policy Brief
Washington : Peterson Institution for International Economics Feburar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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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무역정책 결정과정

▶

무역정책
정치적 활동

▶

개인 및 이익집단의
선호체계

정책결정자의
선호체계

▶

▶

▶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의 선호체계3)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2>가 보여 주듯이 정책결정자의 선호
체계는 정치·경제·사회적 환경과 이
익집단의 정치적 활동으로부터 영향
을 받는다. 이익집단의 정치적 활동이
란 변화된 환경하에서 자신들에게 더
높은 효용을 주는 무역정책이 채택되
도록 정책결정자를 설득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로비활동, 불법적인 뇌물공
여 또는 거리에서의 시위 등이 대표
적인 정치적 활동이다. 그러므로 경제
위기 시 보호무역 정책의 확산은 정
책결정자의 무역정책에 대한 선호가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결정자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표자들의 성향 변화와 이익집

단의 정치적 활동에 관해 살펴본다.

(1) 투표자들의 보호주의적 투표성향
정책결정자의 선호가 전적으로 선
거에서 승리할 확률에 의존한다고 가
정하면, 경제위기 시 보호무역 정책의
확산은 투표자들의 무역정책에 대한
선호가 보호주의적으로 변화했기 때
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경제위기 시 투표자들
은 보호주의적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인가? 고용감소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현재 일자리 유지를 원하는
기존 노동자들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을 원하는 신규 노동자들은 보호무역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확보하고자 할

3) 정책결정자의 선호체계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지만 경제학자들 내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의견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 선거에서의 승리,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 그리고 이익집단으로
부터의 정치적·금전적 기여의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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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Mayer4)의 중위투표자 5) 접근법
(Median Voter Approach)에 따르
면, 정책결정자는 선거에서의 승리 확
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무역정책을 선택하게 된다.
Stolper-Samuelson6)이 증명하였듯이
개인의 무역정책에 대한 선호는 소유
한 생산요소의 비율에 의해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위투표자의 무역
정책 선호 역시 소유한 생산요소 비
율에 의해 결정된다.
경제 내에 자본(K)과 노동(L) 두
가지 생산요소만을 가정하면, 각 개인
이 소유한 두 생산요소의 비율에 의
해 경제 내 중위투표자와 이 중위투
표자가 선호하는 무역정책은 결정된

<그림 3>

다. 이때 중위투표자보다 낮은(높은)
노동 대비 자본비율을 가진 투표자는
보다 보호주의적(자유주의) 무역정책
을 선호한다고 가정하고, 중위투표자
가 경제위기 시 보호주의적 무역정책
을 선호하는 원인을 신규 노동자의
유입을 통해 설명해 보자. 신규 노동
자는 일반적으로 낮은 노동 대비 자
본비율을 갖는다. 따라서 신규 노동자
유입은 경제 내에 기존 중위투표자보
다 낮은 노동 대비 자본비율을 갖는
투표자의 수가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신규 노동자 유입을 고려한
중위투표자는 이전 중위투표자보다
낮은 노동 대비 자본비율을 갖게 됨
을 의미한다. <그림 3>은 신규 노동자
유입에 따른 전체 투표자 집단에서

신규 노동자 유입에 따른 중위투표자의 변화
신규 노동자
유입 이전
보호무역 선호

( )

K
L MV

자유무역 선호

신규 노동자
유입 이후
보호무역 선호

( )

K NEW
L MV

자유무역 선호

4) Mayer, W., “Endogenous Tariff Form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Dec. 1984,
74(5), pp. 970~985.
5) 중위투표자란 특정정책에 대한 투표자들의 선호 정도를 순서에 따라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
치하는 투표자를 말한다.
6) Stolper, W and Samuelson, P. A., “Protection and Real Wages", 1941, Review of
Economic Studies, 9, pp. 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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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투표자의 위치 변화를 보여 준다.
신규 노동자 유입 후 새로운 중위
투표자가 갖는 노동 대비 자본비율은
으로 신규 노동자 유입 이전 중
위투표자가 갖는 비율인
보다 낮
다. 따라서 새로운 중위투표자가 선호
하는 무역정책은 신규 노동자 유입 이
전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던 무역정책보
다 보호주의적으로 변할 것이고, 선거
에서 승리할 확률을 고려하는 정책결
정자는 보다 보호주의적인 무역정책을
채택할 것이다.

(2) 이익집단의 정치적 활동
1846년 대표적 보호무역 정책인 영
국의 곡물법이 폐지되었는데, 흥미로
운 사실은 당시 영국의회의 다수당이
지주계층을 대변하는, 따라서 농업부
문의 보호정책을 선호하는 토리당이
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
업부문 보호무역 정책인 곡물법이 폐
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곡물법 폐지
를 지지하는 노동자와 자본소유자들의
이익단체(The Anti-Corn Law League)의
정치적 활동의 규모가 곡물법을 지지
하는 토지소유자들을 대변하는 이익
단체(The Anti-League)의 정치적

활동 규모를 압도했다는 점에 있다.
예를 들면, 정치적 활동을 위해 거두
어들인 자금규모가 곡물법 폐지 이익
단체는 25만 파운드인 데 반해, 곡물
법 지지 이익단체의 모금규모는 2,000
파운드에 머물렀다.7)
영국 곡물법 예를 통해 알 수 있듯
이, 이익집단은 자신들이(대립적 선호
를 가진 이익집단이) 정치적 활동에
사용하는 자원의 양을 증가시킬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한(불리한) 무역정책
이 선택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Findlay
and Wellisz(1982)8)가 제시한 이론적
설명 역시 동일한 논리를 갖는다.
얼마만큼의 자원을 정치적 활동에
사용할 것인가는 효용 극대화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생산요소 배분 과정에
서의 효용 극대화 과정이란 정치적
활동에 사용되는 생산요소가 갖는 두
상반된 효과, 즉 생산 감소 측면과 자
신에게 유리한 무역정책이 채택될 가
능성 증가 측면에서 효용 증감의 크
기가 같아지도록 하는 것이다. 전자가
후자보다 크면 이익집단은 정치활동
에 사용하는 자원의 양을 감소시킬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증가시킬 것
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경제위기 시

7) Schonhardt-Bailey, C., From the Corn Laws to Free Trade, The MIT Press, 2006, pp.
11~13 요약.
8) Findlay, R. and Wellisz, S., “Endogenous Tariffs, the Political Economy of Trade
Restrictions, and Welfare", Import Competition and Response; University of Chicago,
1982, ch.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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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 정책이 채택되는 것은 보호
무역 정책을 선호하는 이익집단의 정
치적 활동이 상대 이익집단의 정치적
활동보다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노동소유 이익집단이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선호하고 자본소유 이익집단
이 자유무역을 선호한다고 가정하자.
경제위기 시 경제 내에는 유휴노동과
유휴자본이 발생하게 되는데9), 선호하
는 무역정책으로부터 효용이 획득되
는 방식을 고려해 보면 유휴노동을
정치적 활동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하
는 효용의 증가가 유휴자본을 정치적
활동에 사용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효용의 증가보다 크다.10) 따라서 노동
소유 이익집단은 더 많은 노동을 정
치적 활동에 사용할 유인을 가지며,
이러한 정치적 활동의 변화에 대응하
는 정책결정자는 보다 보호주의적인
무역정책을 채택하게 된다.

(3) 최근 사례 연구 “바이
:
아메리칸
정책(Buy American Clause)”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은 2009
년 2월 미국 의회를 통과하였다. 바이

아메리칸 정책은 정도면에서 많이 완
화되기는 하였으나 이번 글로벌 경제
위기 시 미국 정부가 취한 대표적인
보호무역 정책 중 하나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시설 건설에
필요한 철강 제품 구입을 미국산 철강
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골자이다. 이 보호무역 정책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미국 제조업체의 대표적 이익단체
인 “미국 제조업 동맹(Alliance for
American Manufacturing : AAM)
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2009년 1
월 말에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
르면11), 84%의 응답자가 바이 아메리
칸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단지
11%의 응답자만이 이 정책에 반대한
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바이 아메리
칸 정책에 대한 투표자들의 압도적
지지는 미국 의회가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채택하는 데 기여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물론 투표자들이 한 가지
정책만을 가지고 차기 선거에서 국회
의원들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
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을
거부하는 것은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국회의원 개개인들에게

9) 정치적 활동에 사용되는 자본과 노동을 시장가격에 따른 화폐 단위화하여 정치적 활동에 사용
되는 자본과 노동의 양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10 노동소유 이익집단은 보호주의 무역정책 채택에 의해 직접적인 고용 효과를 통해 그 효용을 증
대시키지만, 자본소유 이익집단의 경우 자유무역이 채택될 때 간접적인 소비효과 즉, 외국의 보
다 저렴한 인건비에 의해 생산된 재화의 소비에서 효용이 증가한다.
11)http://www.americanmanufacturing.org/wordpress/wp-content/uploads/2009/02/buyamerican-steel-s urvey_final-tabl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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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국민들의 여론과 함께,
철강 관련 이익단체들의 로비활동 또
한 바이 아메리칸 정책의 채택에 중
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2008년 3분기
이후 미국 내 철강 수요는 급격히 감
소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철강 관련
이익단체들은 차기 정부 출범 이전부
터 철강산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책
을 요구하는 로비를 끊임없이 진행해
왔다.12) 미국 철강협회(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의 대변인인
Nancy Cravatt는13), 철강 관련 이익
단체들은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기 이
전에 이미 정권인수팀에 막대한 규모
의 철강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사회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로비활동을 벌
여 왔고, 정책적인 교감을 이루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의 보
호무역 정책인 바이 아메리칸 정책은
정책결정자들(의회와 오바마 행정부)
이 환경의 변화(유권자들의 바이 아
메리칸 정책에 대한 압도적 지지)와
이익단체의 정치적 활동(로비 등)에
대응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 시 확산되
는 보호무역 정책이 경제행위자들의
최적화 활동에 따른 결과물임을 정치
경제학적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경제위기는 경
제 내 투표자들의 무역정책에 대한
선호를 보다 보호주의적으로 만들고,
보호주의를 선호하는 이익집단에 더
많은 자원을 정치적 활동에 사용할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
에 대응하는 경제주체들의 행위는 보
호무역 정책으로 귀결된다.
경제위기 시 보호무역 정책의 확산
은 특정 국가집단에 국한되지 않는다.
특히 이번 경제위기하에서는 개도국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유무역 확대
의 당위성을 역설해 왔던 선진국에서
조차 매우 다양한 형태의 보호무역
정책들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므로 보호무역 정책의 세계적
확산은 개별국가 차원을 넘어서 ‘도
하개발어젠다(DDA:Doha Development Agenda)’
와 같은 국가 간 공
조가 필수적인 협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경제위기 시 세계

12) 바이 아메리칸과 관련된 로비의 규모를 총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
문에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대표적인 철강산업 관련 로비단체인 ArcelorMittal USA의 로비
규모를 통해서 그 규모가 작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ArcelorMittal USA는 2006년 이래로
416만 달러의 자금을 철강 관련 로비에 사용하였으며, 특히 2009년 1분기만 47만 달러를 로비
활동에 사용하였다.
13) http://www.nytimes.com/2009/01/02/business/02steel.html?pagewante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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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확대를 추구하는‘도하개발어젠
다’ 무역협상에서 첨예한 이해 관계
를 갖는 각국의 이익단체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이며, 이는 결
국 각국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경제위기 이전부터
‘도하개발어젠다'를 반대해 온 미국의
강력한 이익집단인 농민단체나 제조
업 단체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이익집단의 이해로부
터 자유로울 수 없는 오바마 정부 역
시‘도하개발어젠다’협상 타결에 적
극적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채 이 무
역협상은 정체되어 있다.
사회적 효용 측면에서 각국에 피해
를 주게 되는 보호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노력과 함께

34

KIET 산업경제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개별 국
가는 이익집단 간 소득의 이전(자유
무역을 선호하는 이익집단이 자유무
역으로부터 얻게 되는 이익의 일부를
손해를 보는 이익집단에 이전)을 통
해 이익집단들이 자유무역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 간 협력 측면에서
는 타국의 피해를 통해 이익을 얻게
되는 보호무역 정책을 특정 국가가
채택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기 위한 현
실적인 조치들이 필요시된다. 이를 위
해 작년 G-20 정상회담에서의 보호무
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협정과 같
은 선언적 조치뿐 아니라 개별 국가
들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보
다 효과적인 조치들의 마련이 요구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