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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분
석을 다룬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세계무역에서 나타
나는 일방적 통상정책의 동향을 점검하고, 일방적 통상정책이 유발하는 경제/
무역 불확실성 정도를 살펴보며, 일방적 통상정책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
다는 직간접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일방적 통상정책은 기존의 보호무역주의와
달리 조치 수단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상대국에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하기에
국제통상 환경에 매우 큰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미국의 경우 2015년 ｢특혜무
역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을 시행한 후
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반덤핑 상계관세조치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전보다 높
은 반덤핑관세ㆍ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1930
년 관세법｣의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 및
특정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의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
해왔었으나, 2015년 TPEA에 AF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강화되고 PMS의 적용 근거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덤핑 판정
이 증가하고 있다. 일방적 통상정책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반
덤핑조치, 위생검역조치 및 무역기술장벽 등 비관세조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일방적 통상정책의 확대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특히 최근
2~3년 세계 불확실성 지수의 평균값은 1990년대보다 약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3장은 무역구조의 변화와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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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편 요인을 살펴보고, 주요 수입시장의 국별ㆍ산업별 점유율 변화 현황을 점검
한 후,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무역전환 효과를 식별한다. 자유무역협정의 확
대, GVC 확산 등에 따라 세계 교역은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나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둔화되는 양상이다. 1995~2008년 세계 교역의 성장률은 연평균 9%
이지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연평균 약 4%대에 머문다. 이런 추세는 선진국
과 개도국 모두에서 나타난다. 중간재도 2002~07년 연평균 19% 성장했으나,
2010~19년 동안에는 연평균 2% 성장에 그친다. GVC 변화 요인으로 소비시
장으로 떠오른 개도국,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술격차 감소, 디지털 기술 발전
에 따른 개도국의 인건비 경쟁력 하락 등을 꼽을 수 있다. 2절은 2015~19년
북미(미국과 캐나다), 중국, 아세안과 인도, 유럽, 중남미를 중심으로 국가별ㆍ
산업별 수입시장 비중 변화를 살펴본다. 첫째, 미중 통상분쟁의 여파로 미중 수
입시장의 변화가 뚜렷하다. 북미 수입시장의 경우 전 산업에서 중국의 비중이
감소하지만, 광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아세안과 인도의 비중은 증가한다. 다
만 전기전자 산업 등 제조업 전반에서는 중국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둘째, 중국 수입시장의 전 산업에서 북미 지역의 비중이 감소한다. 특히 농림수
산, 수송기기 산업에서 각각 약 12%, 10% 감소하고, 철강비철금속 산업 역시
5% 이상 하락한다. 3절은 2절 결과를 바탕으로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무역전
환 효과를 실증분석한다.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중국 수
입 감소 효과를 분석하지만, 이 보고서는 감소한 수입이 다른 국가로 전환되었
는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무역전환 효과가 크다면, 미국 전체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자국산업 보호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역시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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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증분석 결과, 미국 수입시장에서 무역전환 효과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발생했으며, 특히 중간재 품목에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난다.
제4장은 이론모델 구축과 데이터 활용을 통해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향후
무역구조의 변화를 분석한다. 일방적 통상정책의 파급 효과를 추적하기 위해
GVC 구조를 반영한 무역모델을 설계하고 ADB-MRIO 2019년 데이터를 연
계한다.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무역 불확실성 지수를 대리변수로 삼아 관세
상당치 값을 추정하여 무역비용의 변화에 대한 외생충격값으로 활용한다. 일방
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에 따른 무역비용의 상승이 세계, 권역별, 국가간 무
역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며, 그 결과를 최종재, 중간재, 부가가
치 수출, GVC 지표 변화로 제시한다. 미국발 충격에 따라 무역비용이 증가하
면 세계 총생산에서 총수출과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다. 감소
의 대부분은 북미 3국(미국, 멕시코, 캐나다) 총수출과 중간재 수출의 변화로
설명된다. 세계 수출액에서 부가가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
는데, 이 결과 역시 한중일, 유럽권 등 북미 3국을 제외한 권역의 부가가치 수
출 비중이 감소할 때 북미 3국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은 늘어나는 데서 기인한
다. 미국발 충격에 따라 세계 중간재 수입처가 북미 3국을 제외한 권역에서 북
미 3국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GVC 지표도 북미 3국을 중심으로 변화하며, 특
히 미국의 GVC 참여도가 증가한다.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글로벌 충격은 미
국발 충격보다 강하고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일부 권역이 아닌 모
든 권역에서 최종재와 중간재 수출 비중이 감소하고, 대부분의 국가와 권역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도 낮아진다. 그 결과 세계 GVC 평균 참여도가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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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이 과거 GVC가 확장되던 시기의 추세에 역행
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일방적 통상정책이 국제적으로 확산할수록
GVC 재편이 심화하고 기존의 총수출, 중간재 수출, 부가가치 수출 구조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5장은 앞 장의 분석을 기초로 정책과제를 포함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코로
나19 장기화에 따라 세계경제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
다. 미중 통상분쟁 심화와 함께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에 따른 통상환
경의 불확실성 심화는 GVC 재편을 포함한 무역구조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
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다음의 여섯 가
지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①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대한 대응 강화 ②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 제고 ③ 자유무역협정의 지속적 추진과 개선 노력 ④ 다자
협상 논의의 적극 참여와 중견 통상국가와의 공조 강화 ⑤ 글로벌 통상환경 모
니터링 강화 ⑥ 기업 차원에서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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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구성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방적 통상정책의 확산이다. 예컨
대, 미국은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수입관세를 높이고 수량을 제한한 바 있고,
중국과는 통상분쟁을 치렀다. 미국 내 이익집단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을 통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역내가치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노동가치비율을 새롭게 규정하며, 자동차 생산에 소요되는 철
강과 알루미늄의 역내산 비율을 높이도록 의무화했다. 미국발 일방적 통상정책
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관세부과, 비관세장벽 이외에도 다양한 조
치를 수반한 보호주의 성격의 일방적 통상정책이 확산되는 추세이기도 하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현실로 나타났으며, 유럽 우선주의(European First)
라는 구호도 공공연히 쓰이고 있다.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도 차별적인 비관
세조치 등을 통해 자국 시장을 보호하려 하고 있으며, 인도와 터키는 주요 교역
상대국에 자국과의 무역수지 불균형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일방적 통상정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서 크게 세 가지를
열거할 수 있다. 첫째, 자국 기업과 산업 보호를 위해 과거보다 다양한 통상정
책 수단이 상대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취해지고 있다. 둘째,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라 세계경제와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져 세계 교역에서 수출기업이 직면하는
무역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셋째,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을 통해 얽혀 있는 세계 무역구
조가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일방적 통상정책의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고, 일방적 통상정책
에 따른 무역 불확실성 확대와 일방적 통상정책이 무역구조에 미친 영향을 식
별하며 향후 무역구조 변화에 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 무역구
조는 2000년 초부터 GVC 확장과 함께 크게 변화해왔다. 금융위기 이후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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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가치사슬이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설명하기 위해 보호무역주
의에 관한 연구가 늘어나는 추세다. 과거보다 강한 보호무역주의 성격을 띤 일
방적 통상정책의 수단과 방법을 살펴보고, 일방적 통상정책이 유발하는 무역비
용 증가와 무역 효과를 규명하는 것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심화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중장기 통상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필요한 선결
작업이다. 일방적 통상정책의 확산에 따라 변화하는 무역비용과 무역구조는 기
업의 수출과 투자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
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정부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유용
한 기초자료와 정책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방적 통상정책의 동향과 특징을 식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방적 통상정책이라는 용어가 생경하므로 기존의 보호무역
주의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라 직접적
으로 관측할 수 있는 영향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심화다. 통상정책은 기본적
으로 양자 혹은 다자간 합의를 전제로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상호호혜적으로 무
역의 이익을 나눠 갖도록 설계된다. 2000년 초부터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세계
로 확산된 이유는 자유무역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이익 분배라는 가치가 공유
되었기 때문이다. 일방적 통상정책은 세계무역이라는 다자체제 안에서 자국만
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방적인 조치와 수단을 강구한다는 측면에서, 또
한 교역상대국의 비용을 높이고 이익을 떨어뜨린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방적 통상정책의 수단과 방법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의 일방적 통상정책이 과연 무역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최근 국제무역 분야에서는 미국발 일방적 통상정책
의 일환으로 나타난 미중 통상분쟁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그러나 다양한 연
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로 인해 미국 수입시장에서 무역
전환 효과가 발생하였는지를 점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기존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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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추가 관세부과에 따른 수출입 변화만을 살피거나 GDP와 후생에 미치는 영
향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무역전환 효과를 중심으로 추정 결과를
도출하게 되면 제한적이나마 한국을 포함한 미국 교역상대국의 어떠한 품목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세계 무역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나아가 품목 특성에 따라 중간재ㆍ자본재ㆍ최종재 등으로 나눠
분석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출품목 다변화, 해외 신시장 개척 등 중장기 수출
전략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미국발 일방적 통상정책과 국제적 확산에 따른 향후 무역구조의 변화
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과거 무역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는 과거 정보만을 제
공할 뿐 앞으로 일어날 무역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단서를 찾기 어렵다. 과거 무
역구조 변화의 추세만을 가지고 프로젝션(projection)을 통해 무역구조 변화
를 예견하는 것도 한계가 극명하다. 일방적 통상정책의 확산에 따른 무역비용
변화를 고려해 세계, 권역별, 국가 간 무역구조 변화의 방향을 가늠해보는 것만
으로도 우리나라가 향후 통상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
료가 된다.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무역비용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무역모
형을 세우고 균형식을 도출한 후 실제 무역 데이터를 투입해 결과값을 얻어내
는 정량분석이 요구된다. 정량분석의 엄밀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일방적 통상정
책에 따른 무역 불확실성을 관세상당치로 변환하는 계량경제학적인 추정도 병
행할 필요가 있다.
본 과제에서는 상기에서 열거한 연구를 통해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
산과 세계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이해를 심화하고 정부와 기업이 향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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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제2장은 세계무역에서 나타나는 일방적 통상정책의 동향을 점검하고, 일방
적 통상정책이 유발하는 경제/무역 불확실성 정도를 살펴보며, 일방적 통상정
책이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증거를 직간접적으로 제시한다. 최근 일방적 통상정
책의 시발점이 된 국가로서 미국을 주목하고, 일방적 통상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관세조치, 비관세조치, 다자협상과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무역정책 등을 살펴본다. 일방적 통상정책이 국제적으로 확산한다는 증거
로서 세계 불확실성 지수(World Uncertainty Index)와 세계무역 불확실성
지수(World Trade Uncertainty Index)를 살펴보고,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
국의 비관세조치에 관한 통계를 분석한다. 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비관세
조치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Global Trade Alert가 제공하는 무역저해조치와
자유화 조치를 보완적으로 검토한다. 신규로 도입된 일방적 통상정책의 수단을
구분하고, 국별ㆍ산업별ㆍ품목별로 점검한다. 특히 한국의 교역구조에서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는 교역국인 인도의 일방적 통상정책을 추가한다. 무역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강조된 보호무역주의와 최근의 일방적 통상
정책 사이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을 식별했다는 점과 그 증거로서 무역 불
확실성의 변화를 제시하고 국제적 확산의 간접 증거를 다수 제시했다는 점에서
제2장 연구 내용의 기여가 있다.
제3장은 세계 교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 요인을
점검하고, 주요 수입시장에서의 국가별ㆍ산업별 비중 변동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무역전환 효과를 식별한다. 최근 연
구에서 다루는 일방적 통상정책의 사례로서 미중 통상분쟁에 주목하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가 유발하는 무역전환 효과를 분석해 무역구조의 변화를
살펴본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의 무역, 관세 데이터를 활용하고

제1장 서론 • 21

Romalis(2007)와 Russ and Swenson(2019)이 제시하는 계량방법론을 참고
한다. 미국 수입시장에서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함에 따라 중국산
상품이 다른 국가 상품으로 전환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즉 미국의 수
입패턴이 변화하였는지 여부를 식별하는 것이다. 전체 품목에 대한 추정 결과
를 도출할 뿐 아니라 중간재ㆍ자본재ㆍ소비재로 구분하여 결과를 제시하였으
며, 분석의 엄밀성을 더하기 위해 국가-품목 고정 효과를 사용하고 경기변동,
환율 등 거시경제적 요인도 계량분석모형을 통해 통제했다. 선행연구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관세부과가 미국의 수출입이나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
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본 연구의 제3장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가 중국
으로부터의 수입 감소를 넘어 미국 수입시장에서 무역전환 효과를 발생시켰는
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즉 무역구조 측면에서 일방적 통상정책의 영향을 검토
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차별적 특징이다. 또한 주요국의 수입시장에서 산업
별ㆍ지역별(혹은 국가별) 비중 현황과 함께 최근 5년 동안의 비중 변화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세계 무역구조 변화 동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아
울러 개도국의 성장, 선진국과 개도국의 기술격차 감소, 기술 발전과 개발도상
국의 인건비 상승 등 무역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ㆍ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세계 무역구조 변화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높인 점도 제3장 연구
의 차별점이다.
제4장은 일방적 통상정책의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정량분석을 다룬
다. 정량분석을 위해 일방적 통상정책의 변화를 외생변수로 취급하되 외생적 변
화로서 나타날 수 있는 관세 충격, 비관세 충격 등을 고려해 Antràs and
Chor(2018) 모델을 확장했다. GVC 구조를 반영한 이론 무역 모델에 기반을 두
고 실제 데이터와 연계하기 위해 아시아개발은행이 제공한 최신 자료인 2019년
ADB-MRIO 다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했다. 시나리오 분석의 목적은 미국발 일
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충격과 글로벌 차원으로 확산하는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충격이 세계, 권역별, 주요국의 무역구조에 미칠 영향을 살피는 것이다. 특히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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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간재 수출, 부가가치 수출, GVC 지표 변화를 중심으로 변화 결과를 추적
했다. 무역구조 변화에 관한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1995~2011년 WIOD와
2007~19년 ADA-MRIO를 사용해 과거 무역구조 변화 추세의 5년 단위 평균값
을 함께 제시했다. 제4장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첫
째, 일방적 통상정책에 관한 최근 선행연구가 미중 관세전쟁의 수출 효과를 추정
하기 위해 축약형 방정식에 기초한 계량경제학적인 접근법을 채택한 것과는 달
리, 제4장의 연구는 GVC 구조를 반영한 이론모델을 기초로 일방적 통상정책의
일반균형 효과를 분석하는 구조적 접근법을 선택했다. 둘째, 선행연구와 달리 외
생충격변수에 부여할 값을 임의로 설정하지 않고 무역비용의 변화값을 추정했다.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무역 불확실성의 증가가 어느 수준의 관세상당치로 치환
될 수 있는지 추정한 결과를 시나리오 분석에 반영했다. 셋째, Antràs and
Chor(2018) 모델을 확장해 둠으로써 향후 전개될 여러 일방적 통상정책의 효과
를 분석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확장 모델을 통해 향후 미중 관세전쟁이 재발
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비관세조치가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 최종재, 중간재, 부가
가치 수출, GVC 지표 등 무역구조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제5장에서는 제2장~제4장에서 도출한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 시
사점을 제시한다. 일방적 통상정책이 무역 불확실성을 높여 무역비용을 증가시
키고, 높아진 무역비용에 따라 무역전환 효과와 GVC 재편을 포함한 무역구조
의 변화가 국가간, 권역별, 세계무역 차원에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정
부와 기업이 주목해야 할 부분을 강조한다. 정책 시사점으로 크게 여섯 가지,
즉 ①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대한 대응 강화 ②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 제
고 ③ 자유무역협정의 지속적 추진과 개선 노력 ④ 다자협상 논의의 적극 참여
와 중견 통상국가와의 공조 강화 ⑤ 글로벌 통상환경 모니터링 강화 ⑥ 기업 차
원에서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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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구성
이 연구보고서에서 구성한 각 장의 연계성과 연구의 구성에 대한 이해를 돕
기 위해 [그림 1-1]을 제공한다.

그림 1-1. 연구의 구성과 장(chapter)간 연계도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대한 대응 강화

제2장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 동향

제1장
서론

제3장
일방적
통상정책이
무역구조에 미친
영향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
제고

자유무역협정의 지속적
추진과 개선 노력
제5장
결론

제4장
일방적
통상정책과 향후
무역구조 변화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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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협상 논의의 적극
참여와 중견 통상국가와의
공조 강화

글로벌 통상환경 모니터링
강화

기업 차원에서의 경쟁력
제고 노력

제2장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 동향

1. 국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2. 미국발 일방적 통상정책
3.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
4. 소결

일방적 통상정책은 보호무역주의 조치와 일맥상통한다.1) 이 보고서에서 자
국 산업과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동기로 펼치는 정부의 통상정책 수단을
보호무역주의 조치라 부르지 않고 일방적 통상정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일방적 통상정책(unilateral trade policy)은 보호무역주의
처럼 자국 산업과 노동시장을 보호한다는 동기를 공유하지만, 그 수단이 다르
다. 관세조치나 비관세조치 이외에도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수단의 사용이 관
측된다. 둘째, 일방적 통상정책은 보호무역주의 조치보다 강도가 세다. 일방적
통상정책을 펼쳤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의 강도는 예컨대, 무역 불확실성
의 크기로 측정해볼 수 있다. 셋째, 일방적 통상정책의 대표적인 예로서 미중

그림 2-1. 세계무역 불확실성 지수(World Trade Uncertainty Index)

자료: The World Uncertainty Index,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9).
1) 관세부과는 전통적으로 각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통상정책 수단으로 여겼지만, FTA 체결 확대에 따
라 전통적인 통상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졌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무역이 침체되면서
각국 정부도 대응방안에 고심했다. 관세정책 수단의 여지가 좁아진 탓에 비관세조치를 활용한 보호무
역주의가 확산하기에 이르렀다. 반덤핑조치나 세이프가드 발동이 자주 사용되고, 위생검역이나 무역기
술장벽을 강화하는 수단이 확대된 것이다. 관세조치 이외의 모든 조치를 비관세조치라 부르기 때문에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 조치는 그 수단과 방법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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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관세전쟁이 있다. 미중 관세전쟁을 단순히 보호무역주의 조치라고 부르기에
는 지금까지 연구해온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최근 학계에서 미중 관세전쟁
을 중심으로 일방적 통상정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크게 늘어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 장에서는 일방적 통상정책이 국제적으로 확산한다는 증거로서 세계 불확
실성 지수(WUI: World Uncertainty Index)와 세계무역 불확실성 지수
(WTUI: World Trade Uncertainty Index)를 제시한다. 추가로 불확실성 지
수를 소득별ㆍ지역별로 구분해 검토한다. 최근 일방적 통상정책이 시작된 국가
로서 미국을 주목하고, 일방적 통상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으
로서 관세조치, 비관세조치, 다자협상과 지역무역협정으로 구분해 살펴본다.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을 제시하기 위해 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비관세조치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Global Trade Alert가 제공하는 무역저해
조치와 자유화 조치를 보완적으로 검토한다. 제2장의 기여는 국제 무역구조 변
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강조된 보호무역주의와 최근의 일방적 통상정
책 사이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을 식별했다는 점과 그 증거로서 무역 불확
실성의 변화를 제시하고 국제적 확산의 간접 증거를 다수 제시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1. 국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경제학에서 불확실성은 비용의 상승을 의미한다. 국제통상 환경에서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면 이는 곧 무역비용의 상승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 무역비용이 상승했는지는 실증을 요구하지만, 그 이전에 일방적
통상정책과 불확실성의 상관관계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세계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수준을 보여주는 WTUI를 살펴보고, 이어서 세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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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환경은 물론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전 분야를 포괄해서 불확실성의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WUI의 현황 및 특징을 알아본다. WUI는 분기별로 발표되는
국별 Economist Intelligent Unit(EIU) 보고서에서 불확실성과 관련된 단어
의 빈도를 추출하고, 보고서 전체의 단어 수로 정규화하여 불확실성 지표를 도
출한다. 그리고 각국의 불확실성 지표에 GDP 가중치를 적용하여 WUI를 집계
한다. WUI는 현재 143개국의 자료를 제공하며, 1990년 1/4분기부터 2020년
2/4분기까지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2) WUI와 마찬가지로 WTUI도 분기별
각국의 EIU 보고서에서 무역과 관련된 단어(보호주의, NAFTA, 관세, 무역,
UNCTAD, WTO)에 근접하여 불확실성과 관련된 단어의 빈도를 도출하고 정
규화 및 가중치 적용을 통해 지수를 집계한다. WTUI도 143개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1996년 1/4분기부터 분기별 지수가 보고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3)
먼저 세계무역 환경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WTUI를 살펴보자.4)
2016년 4/4분기 이전까지는 WTUI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그림 2-1 참고).5)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2016년 4/4분기부터 WTUI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고, 미중 간의 무역분쟁이 심화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상호간 보복조치를
취할 때마다 WTUI가 크게 증가했다. 1996년 1/4분기부터 2016년 3/4분기까
지의 WTUI 평균값은 0.89로 낮았으나 2016년 4/4분기부터 2020년 2/4분기
까지의 동 값은 45.86으로 높아졌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이 극에 달하던 2019
년 1/4분기부터 2020년 1/4분기까지의 WTUI 평균값은 115.42다.
전술한 바와 같이 WUI는 통상환경 외에도 정치ㆍ경제ㆍ사회 전반의 불확실성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다. WUI 현황에 따르면 1990년 이래로 걸프전쟁, 9ㆍ11
테러 사태, 이라크 전쟁과 SARS, 글로벌 금융위기 등 세계적인 충격을 유발하는

2) Ahir, Bloom and Furceri(2018), pp. 3-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9).
3) Ahir, Bloom and Furceri(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9).
4) World Uncertainty Index, Dataset, http://worlduncertaintyindex.com/data(검색일: 2020.
7. 29).
5) WTUI는 GDP 비중을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값이다.

28 •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불확실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2010년
대에 들어서는 EU 재정위기를 시작으로 미국의 재정절벽과 EU 재정위기의 확
산, 미국 FED의 긴축재정 정책과 그리스ㆍ우크라이나의 위기, 브렉시트 결정,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사태 등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불확실성이 급등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1990년대
와 2000년대 및 2010년대를 보면 각 기간의 WUI 평균값이 10,405.6에서
16,255.8로 증가했다가 다시 24,892.1로 증가하는 등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추세를 보인다(그림 2-2 참고).

그림 2-2. 세계 불확실성 지수(World Uncertainty Index)

주: 가로선(점선)은 1990년 1/4분기~1999년 4/4분기, 2000년 1/4분기~2009년 4/4분기 및 2010년 1/4분기~2020년
2/4분기의 WUI 평균값을 나타냄.
자료: The World Uncertainty Index,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9).

세계경제에서 불확실성의 변화는 비단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다. IMF가 제시한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선진국(advanced economies),
개발도상국(emerging economies), 저소득국(low-income economies)으
로 구분하여 불확실성 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선진국의 불확실성 변화는 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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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불확실성과 상당히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는 반면,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군
으로 갈수록 그 국가군 불확실성 지수와 전 세계의 불확실성 지수는 동조하지 않
는 양상을 보인다. 비록 세계 전체의 불확실성과 소득 수준에 따른 국가군의 불확
실성의 동조화 정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만, 주목할 점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불
확실성이 증가하는 추세가 소득 수준별 국가군 모두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다(그
림 2-3 참고).

그림 2-3. 소득 수준에 따른 불확실성 지수 비교

전 세계-선진국

전 세계-개도국

전 세계-저소득국

   

   

   

자료: The World Uncertainty Index,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9).

세계의 불확실성과 지역별 불확실성을 비교해 보더라도 최근 소득 수준별
불확실성 지수의 변동 패턴과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부록 그림 2-1 참고).

2. 미국발 일방적 통상정책
세계무역 불확실성 지수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2016년 4/4분기부터 WTUI
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미중 관세전쟁이 시작되고 상호간 보복조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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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때마다 WTUI가 크게 증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일방
적 통상정책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미국발 일방적 통상정책이라 정의
하며, 그 수단을 관세조치, 비관세조치, 다자협상과 지역무역협정으로 나누어
검토했다.

가. 관세조치
1974년 ｢미국 통상법｣ 201~204조는 수입에 의해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
나 위협(serious injury, or the threat)에 처하는 경우 그러한 기업을 구제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수입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수입제한 조항이다.6)
따라서 대미 수출 기업의 정당한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 미국의 수
입이 증가해서 관련된 미국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
우 미국정부는 동 조항에 의거하여 해당 상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7) 미국
은 2002년 동 조항을 적용해서 철강 제품에 대한 쿼터제 및 관세부과조치를 취
한 이래로 이 조항에 근거한 조치를 취해오지 않았다.8) 그러나 20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동 조항에 근거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졌다.
2017년 5월 17일 USITC는 미국의 수니바(Suniva) 사가 제출한 태양광 셀ㆍ모
듈(solar cells and modules)에 대한 세이프가드 신청(솔라월드(SolarWorld)
사는 2017년 5월 25일 참여)에 따라 이들 품목의 수입 증가가 미국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였다.9) 조사 결과 USITC는
미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결정하였고, 공청회를 거쳐 2018년 1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USITC의 태양광 셀ㆍ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부과 권고를

6) 2018년에 개정ㆍ발효된 1974년 ｢미국 통상법｣ 201조 (a) 참고. 동 조항에 대한 법적 해석은 법무부
(2018), pp. 236~277을 참고하기 바란다.
7) 설송이(2018), pp. 10~11 참고.
8) 설송이(2018), p. 12 참고.
9) 배찬권, 엄준현, 정민철(2018), p.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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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하였다.10) 동 조치에 따라 미국은 태양광 셀의 경우 2.5GW의 연간 할당량(쿼
터)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태양광
모듈에 대해 미국은 별도의 연간 쿼터를 두지 않고 수입에 대해 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였다.11) 이와 같은 미국
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라 HS 코드 기준 8541.40.60 8541.40.6020 8541.40.
6030 8501.61.00 8507.20.80 8501.31.80 품목의 대미 수출 시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였다.

표 2-1. 태양광 셀ㆍ모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 내용
구분
태양광 셀
(CSPV 셀)
태양광 모듈
(CSPV 모듈)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쿼터(연간)

2.5GW

2.5GW

2.5GW

2.5GW

쿼터 내 관세율

0%

0%

0%

0%

쿼터 외 관세율

30%

25%

20%

15%

관세율

30%

25%

20%

15%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D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4, 2020. 8. 20).

글상자 2-1. 세계 관세율 동향

1995년 WTO가 출범한 이래로 자유무역 기조가 확대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세율이 크게
하락하였다. World Bank가 제공하는 가중평균 MFN 관세율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관세율은
WTO 출범 당시 7.4%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는 4.5%로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중ㆍ하위소득 국가의 관세율이 18.0%에서 7.1%로 10.9%p 감소하여 전 세
계의 관세율 하락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소득 국가의 관세율도 같은 기간 동안
5.6%에서 3.2%로 크게 감소하였다.

10) USTR(20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4).
11) USTR(2018), p. 4의 표 및 주석,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4);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DB, 온
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4, 20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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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1. 계속

(단위: %)

주: 1) 전체 상품, 수입액 기준 가중평균 MFN 관세율임.
2) 소득 기준 국가 분류는 World Bank의 기준에 따름.
자료: World Bank,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9).

1995~2008년 동안 전 세계의 관세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동아시아 외환위기
와 미국 테러 사태 등과 같은 충격이 발생한 시기를 전후로 관세율이 오히려 증가하는 특징도
발견된다. 특히 중ㆍ하위소득 국가의 관세율은 1996~99년 동안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소득 국가의 경우 미국 테러 사태가 발생한 2001년에 관세율이 전년대비 0.2%p 증
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전 세계의 관세율은 미미한 하락을 보이면서 2008년 4.5%에서
2012년 3.9%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되고 세계무역의 둔화가 발생하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주도하는 WTO가 2010년대에 들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전 세계의 관세율은 4.1~4.3% 수준에서 정체된 모습을 나타냈다. 소
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소득 국가의 관세율은 2008~10년 동안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2010년
에 3.0%를 기록하였으나 2011년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과 2015년 이래로 보호주의의 심화 등
이 발생하면서 관세율도 미미하지만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중ㆍ하위소득 국가를 보면,
2010~12년 동안 관세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나 2012~14년 동안 1.5%p 증가하였고
이후 기간에는 7.7%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7년에 다소 감소하였다.
[부록 표 2-1]은 2010~19년 평균 수입액 기준, 세계 상위 20위에 속하는 국가의 관세율 현
황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 따르면 20개 국가 중 2006~10년 동안 관세율이 증가한 국가는 3
개국(중국ㆍ러시아ㆍ싱가포르)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대 접어들면서 관세율이 증가한 국가 수가
크게 늘어나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특히 2014~18년에는 20개 국가 중 개도국에 포함되는 중국
ㆍ인도ㆍ러시아 등 5개국의 관세율이 하락한 반면, 미국ㆍ프랑스ㆍ독일ㆍ일본 등 선진국이 중심
을 이루는 14개 국가의 관세율이 증가하여 대조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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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2. 미국과 전 세계의 관세율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자유무역을 주도하는 국가로 GATT 체제하에서 회원국들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이끌어냈다. 또한 UR 협상에서는 상품무역의 자유화 확대는 물론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와 투자 자유화, 지재권 보호 등을 위한 규범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
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WTO 출범 이후에도 다자간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앞장서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WTO의 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의 재정
절벽 등이 발생하면서 상품무역수지 적자 심화를 타개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가 강화되었다. 특
히 2016년 12월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선거 공약에 기초한
일련의 미국 이익 중심 정책이 수립되기 시작되었고, 2017년 1월 취임 이후부터 미국은 이전
시기에 볼 수 없던 강력한 자국 이익 중심의 통상정책을 시행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은 GATT 출범 이후 다자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세 인하를 추진하면서
자국의 관세율도 크게 인하했다. 이에 따라 1990년의 미국 MFN 관세율(전 품목 기준)은
4.66%로 세계 관세율(7.80%)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미국은 WTO 출범 이후에도 지
속적인 관세율 인하를 추진하여 1995년 4.27%에서 2007년에는 사상 최저 수준인 2.42%까지
관세를 인하하였다. 2010년대 들어 미국의 관세율은 2.8% 내외 수준을 유지하는 추세를 보였으
나, 2017년부터 미국의 관세율은 이전과 다르게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미국의 관세율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통상법｣ 201조와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극 활용하여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주: 수입액 비중에 기초한 가중평균 MFN 관세율임.
자료: World Bank,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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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셀ㆍ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7년 6월 5일, USITC는 미국 월풀(Whirlpool) 사가 제소한 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s) 완제품 및 부품 관련 세이프가드 건에 대한 조사를 개
시하였다. 미국이 수입 세탁기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취한 것은 이 당시가 처
음이 아니라 2011년부터이다. 2011년 12월 30일 미국의 월풀 사는 미국 상무
부(U.S. Department of Commerce)에 한국기업(삼성전자, LG전자)의 불공
정한 가격인하 조치로 미국의 국내 세탁기 생산이 크게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
다고 제소하였다.12) 이에 대해 미국 상무부는 2012년 1월 19일 수입 세탁기
에 대한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한 후 2012년 5월 30일(상계관세)과 7
월 30일(반덤핑)에 예비판정을 내렸고, 같은 해 12월 19일 삼성전자에 9.29%,
LG전자에 13.02%의 반덤핑관세 부과와 삼성전자에 1.85%의 상계관세를 부
과하는 최종판정을 내린 후 2013년 1월 23일 USITC가 피해 최종판정을 내렸
다.13) 이와 같은 미국정부의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WTO에 제소
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접수된 요청에 대한 검토
에서 미국 상무부가 덤핑마진 산정 시 사용한 제로잉(zeroing) 기법을 적용한
표적덤핑(targeted dumping) 방식과 보조금의 계산방식 등이 WTO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3년 8월 29일 이를 WTO에 제소하였다.14) 2013
년 10월 3일 WTO 양자협의를 통한 해결이 실패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패널
설치를 요청(2013년 12월 5일)하여 2014년 1월 22일 패널이 설치되었고,
2016년 3월 11일 패널 보고서 회람 후 같은 해 9월 7일 상소심 판정에서 한국
의 승소가 확정되었다.15) 동 제소건에서 WTO 분쟁해결기구는 반덤핑과 관련
12) WTO, DS464: United State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on Large
Residential Washers from Kore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29);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3. 8. 29) 참고.
13)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3. 8. 29) 참고.
14) 위의 자료.
15) WTO, DS464: United States-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on Large
Residential Washers from Kore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29);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9. 2. 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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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표적덤핑 및 제로잉의 주요 쟁점에 있어 모두 한국의 승소를, 그리고 보조
금과 관련해서도 지역적 특정성을 제외한 모든 쟁점에서 한국의 승소를 확정하
였다.16) 한ㆍ미 간의 세탁기 분쟁은 우리나라가 승소했지만 미국이 이행기간
내에 WTO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아 2020년 10월 현재까지 후속 조치가 이루
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취했던 반덤핑ㆍ상계관세조치는 WTO에 제
소되어 미국이 사실상 패소를 함으로써 미국은 그동안 사용해오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조사 방식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17) 이러한 제약하에
2017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세탁기와 관련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통상법｣ 201~204조에 기초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사용하였다. USITC
는 2017년 6월 5일 세탁기 관련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고, 2017년 10월
5일에 산업피해 긍정(affirmative) 판정을 내렸으며, 2018년 1월 22일에 캐
나다산만 제외한 모든 수입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진다는 최종
결정(2018년 2월 7일 발효)이 내려졌다.18) 이에 따라 3년 동안 세탁기 완제품
의 경우 쿼터 내의 물량에 대해서는 1년차 20%, 2년차 18%, 3년차 16%의 세
이프가드 관세가 부과되고 그 외의 물량에 대해서는 1년차 50%, 2년차 45%,
3년차 40%의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된다. 세탁기 부품에 대해서도 쿼터 내
의 물량은 무관세를 적용하지만 그 외의 물량에 대해서는 1년차 50%, 2년차
45%, 3년차 40%의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된다.19) 우리나라는 미국의 수입
세탁기 관련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2018년 5
월 14일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였으나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
이다.

16)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9. 2. 9), p. 4, ｢붙임 2. WTO 한-미 세탁기
분쟁 주요 판정 결과｣를 참고하기 바란다.
17)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6. 9. 7) 참고.
18)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D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20).
19)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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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세탁기 완제품 및 부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 내용
구분

세탁기 완제품

세탁기 부품

1년차

2년차

3년차

쿼터(연간)

120만 대

120만 대

120만 대

쿼터 내 관세율

20%

18%

16%

쿼터 외 관세율

50%

45%

40%

쿼터(연간)

5만 대

7만 대

9만 대

쿼터 내 관세율

0%

0%

0%

쿼터 외 관세율

50%

45%

40%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D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20).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19 U.S.C. §1862)에 의거하여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
하고 있다는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미국의 통상정책에서 나타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되면 관세부과 등의 수단을 통해 수입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 법에 근거해서 수입을 조정하는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 먼저 수입품이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는 미국 상무부
가 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는 미국의 정부 부처나 산하기관의 기관장은
물론 미국의 이해당사자도 상무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를 수행하는 미국
상무부가 자체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서면조사 요청이 접수되면 상
무부는 즉시 조사를 시작해야 하며, 상무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 및 그 외의 관
계자와 조사 요청이 적합한가를 협의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상무부의 산업
보안국(BIS: Th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이 조사를 실시한다. 상
무부 산업보안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는 미국 연방규정집(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의 15권 상업 및 무역(Title 15. Commerce and
Foreign Trade)에 수록되어 있는 Part 705의 Section 705.1~705.12에 따
라 이루어진다.21) 상무부 장관은 조사 요청이 접수된 후 270일 이내에 조사 결
20)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조치 절차는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0a),
p. 1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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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및 그것에 기초한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조
사 결과 국가안보에 대한 수입품의 영향이 없다(negative)고 결론이 나면 상무
부가 그 사실을 대통령에게 알리고 더 이상의 후속조치는 취하지 않는다. 그러
나 영향이 있다(affirmative)고 결론이 나는 경우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조사
결과에 동의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며, 동의를 하면 수입이 국가의 안보를 위협
하지 못하도록 물품 및 파생상품의 수입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의 성격과 기간
을 결정하고 15일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22) 대통령은 상무부의 조사 결과에 대
한 동의 여부를 결정한 후 3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은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동 법을 근거로 수입을 규제한 것은
1986년(1983년 조사 개시, 1986년 조치 시행)을 마지막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이전까지 전무했다.23)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음에
소개할 철강ㆍ알루미늄 관련 조치를 시작으로 자동차 및 부품(2018년 5월), 우
라늄 광석 및 관련 제품(uranium ore and product, 2018년 7월), 티타늄 스
펀지(titanium sponge, 2019년 3월), 방향성 전기 강판(grain-oriented
electrical steel, 2020년 5월), 이동식 크레인(mobile crane, 2020년 5월),
바나듐(vanadium, 2020년 6월)에 이르기까지 국가안보를 근거로 수입을 규
제하고자 하는 조사가 이루어져왔고,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대해서는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24)
21) 관련 문건은 미국 연방규정집 내의 다음 위치에 수록되어 있다.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Title
15. Commerce and Foreign Trade - Subtitle B. Regulations Relating to Commerce and
Foreign Trade - Chapter VII.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DEPARTMENT OF
COMMERCE - Subchapter A. NATIONAL SECURITY INDUSTRIAL BASE REGULATIONS Part 705. EFFECT OF IMPORTED ARTICLES ON THE NATIONAL SECURITY - Section 70
5.1~705.12. 특히 국가안보에 대한 수입품의 영향을 결정하는 기준은 Section 705.4를 따른다.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15 CFR 705 - EFFECT OF
IMPORTED ARTICLES ON THE NATIONAL SECURIT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7) 참고.
22)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15, Subtitle B, Chapter VII, Subchapter A, Part 705,
Section 705.11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Ibid.
23)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0a), p. 1 참고.
24) 괄호 안의 일자는 미국이 해당 품목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조사를 개시한 일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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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7년 4월 20일, 트럼프 대통
령은 행정명령(a presidential executive order)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대
통령 교서(a presidential memorandum)25)를 통해 상무부가 미국 안보에 대
한 철강 수입의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으며,26) 2017년 4월 27일에는 같
은 방법으로 미국 안보에 대한 알루미늄 수입의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하였
다.27) 이에 대해 상무부는 조사를 개시하고 2018년 2월 16일 철강과 알루미늄
의 수입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입
되는 철강ㆍ알루미늄에 대해 [표 2-3]과 같은 관세부과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28) 2018년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2건의

표 2-3.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철강ㆍ알루미늄 조치 권고안(2018년 2월 16일)
구분

대상국 및 유형
대세계

철강
12개국1)

대세계
알루미늄
5개국2)

조치 내용

쿼터

2017년 대미 수출액의 63%

관세

24% 이상 관세부과, 기존 반덤핑ㆍ상계관세조치에 추가 부과

쿼터

제품별로 2017년 대미 수출액의 100%

관세

53% 이상 관세부과, 기존 반덤핑ㆍ상계관세조치에 추가 부과

쿼터

2017년 대미 수출액의 최대 86.7%

관세

7.7% 이상 관세부과, 기존 반덤핑ㆍ상계관세조치에 추가 부과

쿼터

2017년 대미 수출액의 100%

관세

23.6% 관세부과, 기존 반덤핑ㆍ상계관세조치에 추가 부과

주: 1) 브라질, 한국, 러시아, 터키, 인도, 베트남, 중국, 태국, 남아공, 이집트,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
2) 중국, 홍콩, 러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18a. 1. 11); U.S. Department of Commerce(2018b. 1. 17); U.S.
Department of Commerce(2018c. 2. 16),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0. 8).

Ibid., p. 2; U.S. Department of Commerce, Press releas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7)
25)
26)
27)
28)

에 수록된 각각의 발표자료 참고.
전은주(2020), pp. 20~23 참고.
U.S. Department of Commerce(2017a. 4. 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8).
U.S. Department of Commerce(2017b. 4. 2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8).
U.S. Department of Commerce(2018c. 2. 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8); U.S.
Department of Commerce(2018a. 1. 1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8); U.S. Department
of Commerce(2018b. 1. 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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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포고(Proclamations)를 통해 동 사안과 관련하여 상무부의 권고안보다
높은 수준으로, 즉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대해 25%의 종가관세(ad valorem tariff)를 부과하도록 하였고,29) 모
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알루미늄에 대해 10%의 종가관세를 부과하도록 하였
다.30) 이에 따라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2018년 3월 23일부터 부과되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브라질과 아르헨티
나에 대해서는 철강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대신 쿼터를 두기로 하였다.31)
마지막으로 미국의 ｢통상법｣ 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무역 행위를 없
애기 위해 ｢통상확대법｣ 252조를 발전시켜 1974년 ｢통상법｣ 개정 시 도입한
조항으로,32) 동 법의 제3권 불공정무역 행위의 제거(Title III. Relief from
Unfair Trade Practices)에 포함된 Section 301부터 Section 309를 일반적
으로 ｢통상법｣ 301조나 일반 301조33)로 칭한다. 미국은 WTO 출범 이전까지
｢통상법｣ 301조를 사용한 불공정무역 제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였으나 WTO
체제 내에서 여러 가지 통상 규범이 확립되고 강제력을 가지는 분쟁해결 절차
가 도입되면서 ｢통상법｣ 301조의 사용을 지양하는 대신 WTO 차원에서 통상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34)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미국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주의적인 무역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통상법｣ 301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35)
｢통상법｣ 301조는 ① 무역협정에 따른 미국의 권리가 거부되는 경우나 ②
외국의 정책 또는 행위가 무역협정의 조항에 ⓐ 위반ㆍ모순되거나 협정하에서 미
국의 혜택을 부인하거나 ⓑ 부당(unjustifiable) 또는 차별적(discriminatory)이
29)
30)
31)
32)
33)

U.S. The White House(2018a. 3. 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8).
U.S. The White House(2018b. 3. 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8).
U.S. Department of Commerce(2018g. 8. 2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8).
법무부(2018), pp. 30~37 참고.
｢통상법｣ 301조의 도입 이후 새롭게 도입된 슈퍼 301조 및 스페셜 301조와 구분하기 위해 일반 301

조로 불리기도 한다.
34)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0b), p. 1 참고.
35) Ibid., p.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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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미국에 부담ㆍ제한(burdens or restricts)을 줄 때 무역대표부가 동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36) 외국의 불공정무역에 대하여 이해당
사자가 무역대표부에 제소한 경우 무역대표부는 45일 이내에 조사 여부를 결
정해야 하며, 무역대표부가 자체적으로 발의함으로써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
다. 제소된 사안에 대한 조사는 조사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시되
며, ｢통상법｣ 301조 관련 조사는 무역대표부가 주관하는 기관간 위원회인
Trade Policy Staff Committee(TPSC) 산하의 Section 301 Committee가
담당한다.37) Section 301 Committee는 제소된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
(12~18개월)하고 그 결과와 불공정무역 행위의 해결 조치를 TPSC에 권고하
며, 이에 따라서 무역대표부는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38)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뒤 2017년 8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교서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를 명령하였고, 무역대표부는 ｢통상법｣
301조에 기초하여 중국정부의 기술이전, 지재권 및 혁신 관련 행위와 정책 및
관행이 불합리 또는 부당하거나 차별적인지, 그리고 미국에 대해 부담과 장애
가 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39) 무역대표부는 2017년 10월 10일 동
건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8년 3월 22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하고 유해한 수단으로 미국의 기술을 취득하려 하는 중
국의 행위와 정책 및 관행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을 행정부에 지
시하는 교서에 서명하였다.40) 당시 무역대표부는 중국의 불공정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친 피해에 상응하는 연간 무역액에 해당하도록 항공우주, ICT, 기계
를 포함하는 1,300개가 넘는 품목에 대해 25%의 종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것을 제안하였다.41) 무역대표부는 초기 제안했던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조정
36)
37)
38)
39)
40)
41)

U.S. Trade Act of 1974, Title III, Sec.301 참고.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0b), p. 1 참고.
Ibid., p. 1; 설송이(2018), p. 10의 표 [일반 301조 절차] 참고.
U.S. Department of Commerce(2018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2).
Ibid. 참고.
Ibid.; U.S. Department of Commerce(2018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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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2018년 7월 6일 818개 품목에 대하여 25%의 종가세를 부과(2018년 기
준 약 340억 달러의 무역금액에 해당)하는 1차 조치를 취하였다.42) 이와 같은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에 대응하여 중국도 같은 날 545개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338억 달러)하는 보복조치를 취하였다. 미국과 중국 간의 1차 보
복관세 조치가 취해진 후 미국은 2018년 8월 23일(2차)과 9월 24일(3차) 및
2019년 9월 1일(4차)에 대중 보복관세를 부과하였고, 중국도 미국에 대해 상
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하였다(표 2-4 참고).

표 2-4. 미국 ｢통상법｣ 301조 관련 미국과 중국 간의 보복관세 부과 현황
미국의 조치
대상 품목
1차: 818개
(326억 달러)
2차: 279개
(136억 달러)
3차: 5,745개
(1,905억
달러)

추가관세

중국의 대응
발효일

25%

2018. 7. 6

25%

2018. 8. 23

10%

2018. 9. 24

25%

2019. 5. 10

15%

2019. 9. 1

301조 4차: 3,250개
(1,120억
달러)
4차: 2,500억

25%에서

달러

30%로 조정

2019. 10. 1

(338억 달러)
2차: 333개
(141억 달러)
3차: 5,140개
(534억 달러)

15%

2019. 12. 15

추가관세

발효일

25%

2018. 7. 6

25%

2018. 8. 23

5%, 10%

2018. 9. 24

5%, 10%,
20%, 25%

4차: 1,717개

5%, 10%

(255억 달러)

차등관세

4차:
3,361개[자동차 및

4차: 555개
(1,600억

대상 품목
1차: 545개

부품(211개 포함)]

달러)

2019. 6. 1

2019. 9. 1

5%(자동차
부품 포함),
10%,

2019. 12. 15

25%(자동차)

주: 미국 무역대표부는 1차 조치의 규모는 약 340억 달러라고 발표함.
자료: 양평섭 외(2019), p. 4, [표 1]을 부분 인용함.

2019년 8월 5일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2019년 9월 1일
미국과 중국이 4차 보복관세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과 중국 양국의 대립은 극에
42) U.S. Department of Commerce(2018f. 7. 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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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미ㆍ중 양국은 실익 추구를 위해 협상을 통해 분
쟁을 해결하고자 적극 노력하면서 2019년 10월 11일 양국간 무역협상 1단계
합의가 이루어졌고, 중국이 미국 농산물 구매 확대와 지재권 보호 및 금융서비
스 시장 개방 확대를 약속하고(2019년 13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
에서 해제(2020년 1월)하면서 2020년 1월 15일에 미ㆍ중 무역협상의 1단계
합의에 서명이 이루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0년 들어 미국과 중국은
2017~19년과 같은 극심한 대립의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책
임 공방과 홍콩 보안법 문제, 미국의 화웨이 제재, 미국 시장에서 틱톡과 위챗
퇴출 등의 이슈에서 서로 충돌하고 있어 향후 양국간의 갈등은 언제든지 심화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43) 앞으로도 미국은 대중 통상정책에서는 물론 상품무
역에서 대규모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도 ｢통상법｣ 301
조에 기초한 조치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나. 비관세조치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 초까지 상품무역에서 지속적인 흑자
를 기록하였으나, 1976년부터 현재까지 만성적인 적자 상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80년대 미국은 대일본 통상압력을 통해 1990년대 초반까지 상품 무역
수지의 적자가 다소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1991년 이래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한 2008년까지 상품 무역수지의 적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
었다.
미국은 2000년대 들어 상품무역에서 반덤핑ㆍ상계관세ㆍ세이프가드와 같
은 무역구제조치와 함께 SPS 및 TBT와 같은 비관세조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
였다. 동시에 미국은 자국이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 수출을 증대
하기 위해 WTO 서비스 협상에서 다자간 서비스 시장접근 개선을 도모하면서
43) 이원석(2020), pp. 1~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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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미국의 무역 현황
(단위: 십억 달러)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자료: U.S. BEA,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nd Servic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8).

복수국간 서비스무역 자유화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TiSA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호주ㆍ한국 등 주요국과의 FTA 협상에서도 서비스 시장접근 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미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스페셜 301조에
기초하여 우선감시대상국과 감시대상국을 지정하여 모니터링 및 제재를 가하
는 등 양자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통상압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통상
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소비심리 위축과 디지털 경제로의 진전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 속에서 상품의 무역수지 적자 축소 및 서비스 무역수지
흑자 확대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전 세계
적으로 무역의 둔화와 보호주의 확산의 심화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의
상품 무역수지 적자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비관세장벽을 통한 통상정책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WTO
I-TIP DB에 등재되어 있는 미국의 비관세조치 현황을 살펴보았다. WTO
I-TIP DB가 수집ㆍ제공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자료는 SPS와 TBT, 그리고 반
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수량 제한 등이다. 여기에서 반덤핑,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는 결과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이지만 상호간에 약속된 MFN
관세나 FTA 특혜관세 등이 아니라 기존의 관세에 일국이 일방적으로 추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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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하는 관세이기 때문에 비관세장벽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2000~19년 동
안 미국이 취한 비관세조치는 발효 건수 기준으로 SPS가 669건으로 가장 많
고, 그다음으로 TBT(526건), 스페셜 세이프가드(496건), 반덤핑(388건), 상
계관세(127건), 수량 제한(59건) 등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19년 누적 건수와 2008~19년의 누적 건수를 비교해보면 미국은 SPS
와 TBT, 반덤핑, 상계관세 등과 같은 조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농산품의 스페셜 세이프가드나 관세 쿼터 등
은 2000년대 초중반에 많이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빈도가 매우 크게 감소했다는 특징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비관세조치
변화의 특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현황과 시사점
을 살펴보았다.

표 2-5. 미국의 비관세조치 현황(2000~19년 누적)

비관세장벽 유형

발효 건수(누적)
2000~19년

2008~19년

SPS

669

614

TBT

526

513

반덤핑

388

253

상계관세

127

113

2

2

세이프가드
스페셜 세이프가드(농산품)

496

163

수량 제한

59

59

관세 쿼터

52

0

수출 보조금

13

0

4

0

국영무역기업(State Trading Enterprises)

주: SPS나 TBT는 주로 모든 국가에 대해 도입되는 조치이지만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음. 여기에서는
모든 국가에 대한 조치와 특정 국가에 대한 조치를 합한 건수를 제시함.
자료: WTO I-TIP D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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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는 2008년 이후 미국의 비관세조치 발효 현황을 유형별ㆍ연도별
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 따르면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로 SPS를 많이
사용하여 2012년 110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여
2017년부터는 거의 발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BT도 2008년 이래로
연간 40건 내외가 발효되었다가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57건과 142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2017년 발효 건수가 37건으로 크게 감소한 후 2018
년 4건, 2019년 0건으로 동 조치의 사용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SPS와 TBT
의 발효 추세와는 다르게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는 크게 증가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덤핑
조치가 다소 증가하였다가 2010~13년 동안에는 연간 10건 이하로 많이 사용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무역 둔화가 심화 양상을 나타냈던 2014년부터 미국
의 반덤핑조치 발효 건수가 다시 증가하였고, 2016년부터 연간 30건 이상 반
덤핑조치가 발효되는 등 최근 미국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관세조치가 되고
있다. 상계관세 또한 2008~15년 동안 연간 10건 이하의 발효 건수를 나타냈

그림 2-5. 미국의 비관세조치 발효(in force) 현황
(단위: 건)

자료: WTO I-TIP D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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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2016년 16건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이전
기간과 비교해 동 조치의 사용 빈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2000년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이전까지 미국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조치였으나, 2018년에 태양광 셀ㆍ모듈과 세탁기에 대해 동 조치가 취해졌다.
미국의 비관세조치 조사개시 현황을 보면 최근 발효된 SPS와 TBT 건수는
미미하지만 미국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위생 및 식물조치와 무역상 기술장벽을
도입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반덤핑과 상
계관세의 경우 미국이 조사를 개시한 후 조치가 발효된 비율이 2008~13년
66.3%에서 2014~19년 76.0%로 약 10%p 증가하는 등 최근 자국 산업을 보
호하기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2-6 참고).44)

그림 2-6. 미국의 비관세조치 조사개시(initiation/in preparation) 현황

자료: WTO I-TIP D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8).

44) 무역구제조치는 조사가 개시된 후 최종판정 및 발효가 될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점을 고
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8~13년 기간과 2014~19년 기간 동안의 발효 건수를 조사개시 건수로 나
누어 그 비율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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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 반덤핑조치 조사가 개시되면 긍정(affirmative) 판정이 이루
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2015년 6월 29일부터 시행된
미국의 ｢2015년 특혜무역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에 의한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
와 특정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의 사용 증가에 상당 부
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다음에서 2015년 TPEA가 시행되면서
미국의 반덤핑ㆍ상계관세조치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의 TPEA 제5부(Title V)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의 제7권(Title VII) 내용을 개정한 것
이다.45) TPEA 제5부는 7개의 조항(Section 501~Section 507)으로 구성되
어 있는데, 제502조가 AFA를, 그리고 제504조가 PMS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반덤핑제도에서 덤핑마진을 산정할 때 피제소기업이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
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46) 피제소기업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
를 하는 경우 ｢WTO 반덤핑협정｣ 제6.8조에 따라 조사당국이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이용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미국의 ｢1930년 관세법｣에서도
｢WTO 반덤핑협정｣ 제6.8조와 유사하게 피제소기업의 비협조 시 조사당국이
불리한 가용정보를 적용하여 덤핑마진을 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이 이를 엄격하게 제한해왔기 때문에 덤핑마진을 산정할 때 AFA를 사
용하기가 쉽지 않았다.47) 그러나 TPEA가 제정되면서 ｢1930년의 관세법｣ 조
항을 개정한 제502조에 조사당국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반덤핑을 조사하는 미국 상무부와 무역위원회가 반덤핑ㆍ상계관세를 조사할
45) 강민지(2018), p. 10 참고.
46) 법무부(2018), p. 316; 한국무역협회, 무역통상정보-수입규제가이드-덤핑마진 산정,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15).
47) 강민지(2018), p. 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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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AFA를 많이 활용하게 되었다.48) 제현정, 이희성, 정혜선(2018)에 따르면
미국의 반덤핑조사에서 AFA를 적용한 사례는 TPEA가 시행된 이후인
2016~17년에 크게 증가하였고, 2012~17년 동안 AFA를 적용한 경우의 덤핑
마진이 이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매우 높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49)

표 2-6. 미국의 AFA 적용 기업 수 및 덤핑마진(평균) 추이
(단위: 개, %)

연도
2012

기업 수(개)
AFA 적용

덤핑마진(%)

AFA 미적용
9

AFA 적용
17

67.58

AFA 미적용
15.95

2013

1

0

29.98

-

2014

23

27

120.07

14.52

2015

5

10

25.44

23.40

2016

29

30

46.13

9.14

2017

40

37

108.03

20.16

주: 중국, 베트남 등 비시장경제 국가 제외.
자료: 미국 상무부 자료를 이용한 제현정, 이희성, 정혜선(2018), p. 5의 표 인용.

미국은 TPEA를 제정하면서 ｢1930년 관세법｣을 개정하여 ｢WTO 반덤핑협
정｣의 제2.2조와 유사하게 PMS로 인해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없는 경우를 통상
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PMS가 존재할 때 조사당국
의 구성가격 산정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규정을 포함하는 제504조를
도입하였다.50) 이에 따라 미국의 상무부 및 무역위원회는 반덤핑조사를 할 때
PMS를 이유로 내수가격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계산 방식에 근거하여 구성가
격을 산정함으로써 이전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덤핑마진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
고 있다. 김경화(2020)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반덤핑조사ㆍ재심에서 PMS가
48) Ibid., pp. 12~16 참고.
49) 제현정, 이희성, 정혜선(2018), p. 5 참고.
50) 외교부, 「1994년도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반덤핑)-WTO 국문협정문」,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20. 10. 15); 강민지(2018), pp. 17~1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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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인정하는 사례가 2017년 1건에서 2019년 12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
며, 2020년에도 8건 중 3건에서 PMS가 있다고 인정하였다.51) 특히 미국이 반
덤핑조사에서 PMS로 인정한 사례 중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조사ㆍ
재심이라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표 2-7. 미국의 국가별 PMS 조항 적용 또는 미적용된 조사ㆍ재심 건수

국가

2017
미적용

2018
적용

미적용

아르헨티나

2019
적용

적용

1

1

1

2

1

1

2

3

1
1

10

2

1
1

1

2

2

2

1

1

태국

1

터키

1

1

UAE

1

1

6

6

5

3

1

1

12

5

1
3

20
1

오만
스페인

합계

1

1

멕시코

합계

1

1

인도네시아

대만

적용

1

인도

한국

미적용

1

벨기에
캐나다

미적용

2020. 3

1

4

3

41

1

2

주: 2020년 3월 31일 기준. 예비ㆍ최종판정 모두 PMS 조항을 적용(또는 미적용)한 경우 최종판정 1건만 집계함.
자료: US Federal Register상의 미 상무부 반덤핑조사ㆍ재심의 예비ㆍ최종판정문 자료를 사용한 김경화(2020), p. 4의
표 인용.

다. 다자통상협상 및 지역무역협정
이 절에서는 다자체제인 WTO에 대한 미국의 불만과 TPP, 한미 FTA,
NA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미국의 행보에 대해 간략히 다룬다.
51) 김경화(2020), pp. 3~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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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
트럼프 대통령의 WTO에 대한 비난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있어왔다. 당시 공화당의 대선후보였던 트럼프는 2016년 7월 24일 NBC 방송
에 출연해서 오바마 정부가 추진했던 무역협상들을 비난하면서 WTO가 재앙이
라고 언급한 바 있다.52)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사흘이 지난 2017년 1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TPP 협정 탈퇴 계획을 포함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였고, 이후 한미 FTA와 NAFTA를 폐기하겠다고 언급하였으며,
태양광 셀ㆍ모듈과 세탁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통상법｣ 201~204조)
및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반덤핑관세 조치(｢무역확장법｣ 232조)와 중국의
불공정무역에 대한 보복조치(｢통상법｣ 301조)를 실행하는 등 강경한 대외 통상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고 이에따라 세계무역의 불확실성은 더욱 가중되었다.

글상자 2-3. 미국과 WTO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민주주의ㆍ시장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로 GATT의 출범과 8차
에 걸친 다자간 무역협상 등 다자주의 틀 속에서 자유무역의 기조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 왔다.
특히 미국은 다자주의에 기초한 자유무역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UR 협상에서 보조금과 반덤핑조
치 등 GATT의 규범을 강화하고 서비스 무역, 지재권, 투자 등 GATT가 다루지 못했던 신분야의
규범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GATT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다자무역기구인
WTO가 출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WTO가 출범하고 WTO 체제하에서의 첫 번째 다자통상협상인 도하개발어젠더(DDA: Doha
Development Agenda)가 2001년에 출범하면서 다자체제의 틀 속에서 기존의 무역규범을 강
화하고 신통상규범을 도입하는 등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
대되었다. WTO가 출범한 후 미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의 입장을 담은 협상 제안서를 제출하
였고, 그것들은 DDA 협상이 출범되면서 여타 WTO 회원국들이 제출한 협상 제안서와 함께 분
야별 협상 테이블에서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DDA 협상에서는 농산물, NAMA,
서비스, 투자를 포함하는 싱가포르 이슈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미국, EU 등과 같은 선진국 그룹
과 중국과 브라질, 인도 등이 주도하는 개도국 그룹 간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당초
2004년 말까지 일괄타결하기로 계획했던 DDA 협상은 2020년 10월 현재까지도 합의에 도달하
지 못하고 있다.

52) “Meet the Press”(2016. 7.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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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3. 계속

WTO가 다자간 자유무역을 강화하는 기능을 충분하게 수행하지 못하면서 미국은 2000년대
부터 적극적으로 지역무역협정(RTA)을 체결하여 양자ㆍ지역 간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도모하
는 동시에 주요 교역상대국, 특히 미국이 상품무역에서 대규모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양자간 협상이나 미국의 통상법 등을 활용한 통상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극
대화해나가고 있다. 미국은 지난 오바마 행정부까지만 하더라도 RTA를 추진하고 통상압력을 사
용하면서도 다자체제의 틀 속에서 비농산물과 서비스 분야의 시장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
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대외 통상협상 기조는 보다 공세적으로 변화하였
고, 그 과정에서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첨예한 대립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중국 등의 불공정무역을 WTO가 시정해주지 못한다는 불만이 점차 고조되었다.

특히 2018년 4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WTO 내에서 중국
을 개도국으로 인정함으로써 중국이 엄청난 혜택과 이점을 가지며, 특히 미국
에 대해 그렇다”, “WTO가 미국에게 불공평하다”고 비난하면서 WTO에 대한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하였다.53) 뒤를 이어 2018년 6월 29일 미국
의 인터넷 언론사인 악시오스(Axios)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고위관계자
들에게 미국이 WTO를 탈퇴하는 것을 원한다고 거듭 말했다”고 전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다자무역체제의 미래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었다.54)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재무장관 등이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한차례 소동
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이를 통해 WTO 체제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매우 크다
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소동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
은 2018년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미ㆍEU 간의 무
역분쟁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WTO의 개혁에 나설 것에 동의했다고 발표하면
서 소위 미국의 WTO 흔들기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다.55)

53) “Trump says U.S. treated unfairly vs China at WTO: tweet”(2018. 4. 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0. 19).
54) “Scoop: Trump’s private threat to upend global trade”(2018. 6. 2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0. 19).
55) 「미-유럽연합, 무역 전쟁 일단 휴전 합의」(2018. 7. 2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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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8년 8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WTO 탈퇴를
대외적으로 언급하면서 또다시 세계 무역질서의 미래가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
으로 빠지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WTO가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이 WTO에서 탈퇴하겠다”고 말하면서 WTO 분쟁해결
시스템의 문제를 비난하였다.56)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이 치열하게 전개
되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WTO 탈퇴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미
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에 대해 WTO 사무총장이 즉각적으로 “미국이 WTO를 탈퇴하면 WTO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미국에게도 타격을 줄 것이다”고 하며, 미국의
주장과 다르게 WTO는 모든 회원국에게 똑같은 대우를 하고 있고, 미중 간의
무역분쟁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을 확산시킨다는 입장도 밝혔다.57) 이후
한동안 미국은 WTO 탈퇴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2018년 12월 12일 제네바
에서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회의에서 미국은 EU의 주
도로 마련된 WTO 개선안을 거부하는 등 WTO 체제에 대한 불만을 유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2018년 한미 FTA 개정 협상이 타결되고 2019년 들어 NAFTA 개정
(USMCA)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통상정책은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미국은 2019년에도 중국
과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잘못된 WTO 체제로부터 기인된 것이
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2019년 7월 26일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WTO에서 개도국 지위 개선에 대한 대통령 교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58)

56) 「트럼프, WTO에 협박성 발언… “개선 않으면 탈퇴할 것”」(2018. 8. 3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0 .19)와 동 기사가 참고한 원문인 “Trump Threatens to Pull U.S. Out of WTO If It Doesn’t
‘Shape Up’”(2018. 8.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0. 19).
57) 「WTO 사무총장 “美 탈퇴하면 스스로에 큰 타격”」(2018. 9. 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0 .19)
와 동 기사가 참고한 원문인 “WTO Head Warns U.S. Exit Would Mean Chaos for American
Business”(2018. 8. 3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0. 19).
58) U.S. The White House(2019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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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교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싱가포르, 한국, 멕시코 등을 언급하며
WTO의 개도국 지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과 WTO의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하
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90일 이내에 WTO의 개도국 지위와 관련된 상당한 개
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USTR이 부당하게 개도국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국가들
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59)
이와 같은 발표에 이어 2019년 8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WTO를 비난하면
서 “필요한 경우 WTO를 탈퇴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을 가중시켰다.60) 이에 더해 2019년 12월 10일 미국이 WTO 분쟁 해결을 위
한 상소기구(Appellate Body)의 위원 임명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WTO 출
범 이래 처음으로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되었고, 2020년 10월 현재까지 이러
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020년에 들어 미중이 무역협상 1단계 합의에 서명(2020년 1월 15일)하면
서 미중 간의 무역분쟁이 해결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코로
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책임 공방이 불거지면서 양국간의
화해는 어려워졌다. 2020년 2월 미국이 WTO 정부조달협정(GPA) 탈퇴를 검
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어 5월에는 미국 의회가 WTO 탈퇴법안을 상정하는
등 미국의 WTO 불신이 가속화되던 중 2020년 5월 14일 WTO 사무총장이 다
가오는 8월에 사임한다는 발표가 있었다.61) 게다가 2020년 9월 15일 WTO
패널이 2018년 미중 무역분쟁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취한 관세부과조치와 관
련해 중국이 제소한 건에 대해 중국의 손을 들어주는 판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미국과 WTO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2020년 11월 실
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이 WTO
59) Ibid. 참고.
60) 「트럼프 “WTO가 美 망쳐…개선되지 않으면 탈퇴할 것” 위협」(2019. 8. 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0 . 20)와 동 기사가 참고한 원문인 U.S. The White House(2019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0).
61) 「‘수장은 사퇴하고 美는 탈퇴 윽박’…최대 위기 봉착한 WTO(종합) 」(2020. 5. 15),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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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탈퇴할 것이라는 우려는 크게 줄어들었다.

2) TPP
최근 몇 년 동안 미국과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주도하는 WTO 사이에 갈등이
해결될 계기를 찾지 못하고 점차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그동안 추진했던 지역무역협정들이 미국에 불리하게 체결되었다고 보고 TPP
협정에서 탈퇴하고 미국의 이해에 부응하도록 한미 FTA와 NAFTA를 개정하
는 협상을 추진하는 등 지역무역협정에서도 일방적 통상정책을 강화하였다. 특
히 다자간 무역체제에서와는 다르게 지역무역협정에서 미국은 막강한 협상력
을 바탕으로 협정 상대국에 대해 미국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협상을 전개
하였다.
먼저 TPP 협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TPP 협정은 2005년 P4(뉴질랜드, 싱가
포르, 칠레, 브루나이) 간에 2015년까지 무역자유화를 통해 환태평양 전략적 경
제동반자협력체제(TPSE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출범했었다. 그러나 WTO의 기능 약화 속에서 아시아 태
평양 지역의 통상질서를 주도하기 위해 2010년 미국이 참여하게 되었고, 공식
명칭도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으로 전환되었다. TPP 협정 협상은 미국이 참여한 후 멕시코와 캐
나다(2011년), 그리고 일본(2013년)이 참여하면서 총 12개국이 참여하는
Mega FTA로 확대되었다. TPP 협정 협상은 일본의 참여 이후 유제품과 쌀 등을
포함하는 농산물 분야에서 미일을 중심으로 의견 대립이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바이오 신약에 대한 지재권 보호 문제, 자동차 부품 등과 관련된 원산지 규정 등
에서 미국과 여타 국가 간의 입장 차이가 확인되면서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
라는 예상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2015년 들어 미국과 일본이 입장 차이를 좁히
는 데 성공하면서 2015년 10월 TPP 협정 협상이 타결되었다.
TPP 협정 협상에서 미국은 당초 주장했던 요구를 그대로 관철시키지는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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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만, 협정 참여국간에 서로 일정 부분을 양보한 절충안으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현실적인 제약하에서 미국이 거둘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거두었다. 특히 TPP 협정 협상이 타결되면서 동 협정에 포함된 전자상거래 챕
터 등 미국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새로운 통상 규범들이 향후 지역무역협정 협
상과 WTO 무역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이
얻게 되는 잠재적인 이익도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TPP 협정 협상에서 미국이 새로운 통상 규범 도입을 요구
하면서 협상 참여국간에 험난한 협상 과정을 겪었으며, 민감 분야에서 서로 조
금씩 양보함으로써 협상 타결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TPP 협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
어 취임하면 TPP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2017년 1월 트럼
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 만에 TPP 협정 회원국과 협정 개정 등에 대한 논
의 없이 미국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TPP 협정을 탈퇴하였다.

3) 한미 FTA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TPP 협정과 함께 한미 FTA와
NAFTA를 잘못된 협정으로 비난하면서 협정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하였고, 이
에 따라 국내에서는 한미 FTA가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중되기도 했다. 그
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TPP 협정에서는 미국이 즉시 탈퇴하는 조치
가 취해진 반면, 한미 FTA와 NAFTA는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재협상을 추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졌다. 2017년 7월 13일 USTR이 한국의 산업통상
자원부에 한미 FTA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 상황을 검토하
기 위한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면서 한미 FTA의 재협상이 제기되었다.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해 한국은 한미 FTA의 시행 효과를 평가하고 한미 간의 무역불
균형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알렸다.62) 2017년 8월 22일
6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7a. 7. 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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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는 개정 협상을 즉시 시작하자는 미
국의 요구와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로 마무리되었다.63) 2017년 10월 4일 개최된 제2차 한
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국은 한미 FTA의 효과 분석 결과를 미국
측과 공유하였고, 양측은 동 협정의 상호 호혜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정의 개정
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였다.64)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논
의 결과에 따라 동 협정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공청회 개최가 있었고,
개정 협상을 위한 제반 준비 절차를 마무리한 후 2018년 들어 본격적인 개정
협상에 착수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은 2018년 1월 5일 워싱턴에서 제1차 협상이 개최되었
으며, 같은 해 3월까지 3차에 걸친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타결되었다. 2018년
3월 26일 발표된 한미 FTA 개정 협상 타결 내용에 따르면, 자동차 분야에서 미
국의 픽업트럭 관세 철폐를 종전 10년 철폐에서 30년 철폐(2041년 철폐)로 연
장하고, 미국 자동차의 일정 물량에 대해 미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별도
한국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였으며, 글
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및 원산지 검증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기로 하
였다.65) 그 외에 쟁점이 되었던 미국 측의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는 수용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미국산 자동차 부품의 의무사용도 수용되지 않았
다.66) 한편 한국이 요청한 ISDS 관련 개선 요구를 미국이 수용하고 무역구제
관련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협정문 개선과 일부 섬유 원료의 원산지 기준
개정 등에 대해서도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였다.67)
이처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이익을 중시하는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63) 「싱겁게 끝난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향후 전망은?」(2017. 8. 3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0. 20).
64)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7b. 10. 8) 참고.
65)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8. 3. 26) 참고.
66) Ibid. 참고.
67) Ibid.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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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되었던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은 협상 개시 이전까지 동 협정의 폐
기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한국에 대해 매우 공세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미국의
이해를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이 제기한 상품 무역불균형
문제가 한미 FTA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미국은 대한국 서비스 무역에서
대규모의 흑자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미 FTA로 서비스 무역의 이익이 확
대되었다는 점 등을 사실과 분석 결과 등에 근거하여 설명함으로써 미국의 요
구를 최대한 무마시킬 수 있었다. 그 대신 한국과 미국이 상대 측의 요구사항
중 수용 가능한 것을 받아들여 협정을 개선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무역분쟁을
피하면서 양국간의 이익 확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에 대해 국내에서도 균형 잡힌 협상 결과라는 평가가 많았으며, 개정된 동
협정이 발효된 후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FTA가 미국에 좋은 협정이라고 평가
하였다.68)

4) NAFTA
한미 FTA와 함께 폐기가 거론되었던 NAFTA의 개정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
본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후 미국의 요구로 2017년 8월 16일 NAFTA의
현대화를 목적으로 NAFTA 개정 협상이 시작되었다.69) 미국은 1차 협상의 개
회사를 통해 디지털 무역 및 전자상거래의 자유화, 지적재산권 보호, 자동차 부
품 관련 원산지 조항의 개정, 분쟁해결 조항 및 국영기업 관련 조항의 개선 등
을 거론하며 동 협상에 대한 미국의 관심사항을 제시하였다.70) 미국과 캐나다
및 멕시코 간의 NAFTA 개정 협상은 유제품 분야 시장 개방 및 NAFTA 분쟁해
결 조항을 삭제하는 문제에 대해 당사국간 합의가 지연되면서 협상 타결이 힘
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2018년 9월 30일에 극적으로 타결되었고 개정
된 NAFTA를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라는
68) 「트럼프 “한미 FTA는 미국에 좋은 협정” 또 언급」(2019. 10. 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0. 20).
69) USTR(2017a. 7. 19), Press Releas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1).
70) USTR(2017b. 8. 16), Press Releas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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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기로 하였다.71) USMCA는 2018년 11월 30일 미국과
캐나다 및 멕시코가 서명을 하고 각국의 의회에서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에 들
어갔지만, 2019년 5월 미국 하원이 USMCA의 노동 및 환경 규범, 집행, 의약
품 등에 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비준을 거부하여 협정의 발효가 지연
되었다.72) 2019년 6월 19일 멕시코가 USMCA를 비준하였지만 미국 하원의
요구에 따라 동 협정의 보완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마침내 2019년 12월 10
일 미국 민주당이 제기한 보완 사항을 반영한 USMCA 개정 의정서(Protocol of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에 협정
참여국들이 서명하였다.73) 그리고 USMCA 개정 의정서는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 2020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미국은 NAFTA를 개정하면서 최근 미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무역
자유화, 지재권 보호 강화, 금융서비스 자유화 촉진, 환율정책의 투명성 강화 및
높은 수준의 책임 메커니즘 도입, 노동 및 환경 의무 강화, 농업 분야의 시장접
근 개선, 자동차 관련 원산지 규정 개선, 상품 수출입 절차 개선, 북미 지역의 섬
유ㆍ의류 생산 증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장(chapter)을 도입하거나 기
존 협정의 내용을 보완하였다.74) 먼저 농업 분야에서는 미국 유제품과 가금류,
계란 등의 시장접근 강화, 미국 밀의 품질등급에 대한 공정한 대우 보장, 농생명
공학 표준 마련을 통한 협력체계 도입, 과학 기반의 강화된 SPS 규정 도입, 주류
의 판매ㆍ유통 관련 장벽 금지, 지리적 표시에 대한 새로운 원칙 마련, 비차별 및
71) 조문희, 권혁주, 강민지(2018), pp. 3~4 참고.
72) 이규엽, 강민지(2019), p. 3 참고.
73) Ibid.; USTR,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온
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1).
74) USTR, USMCA 홈페이지(검색일: 2020. 10. 21) 및 첨부된 3개의 Read More 문건(USTR, “UNITED
STATES–MEXICO–CANADA TRADE FACT SHEET - Modernizing NAFTA into a 21st Century
Trade Agreement”; USTR, “UNITED STATES–MEXICO–CANADA TRADE FACT SHEET Strengthening North American Trade in Agriculture”; USTR, “UNITED STATES–MEXICO–
CANADA TRADE FACT SHEET - Rebalancing Trade to Support Manufacturing.” 온라인 자료
(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0. 21) 참고. USMCA의 세부 사항과 의의는 조문희, 권혁주, 강민지(2018)
및 이규엽, 강민지(2019)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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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강화 등을 포함하는 협정 개정이 이루어졌다.75)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USMCA는 한미 FTA나 CPTPP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면서도 저작권의 최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이나 저작물의 최초 승인 출판 후 75년으로 강화
하였고, 무역협정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집행 권한 및 절차, 처벌 등을 포괄적
으로 다루며, 한미 FTA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영업비밀의 절도 관련 규정도 포
함한다.76) 의약품 분야에서는 당초 합의되었던 생물의약품의 정보 보호(자료
독점)를 10년으로 강화한다는 조항이 최종적으로 삭제되는 등 미국 제약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은 다소 완화된 수준에서 타결되었다.77) 자동차와
관련된 원산지 규정에서는 역내 부가가치 비율을 기존 62.5%에서 75%로 강화
하였으며, 그 외에도 북미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부품의 유형에 따라
65~75%의 역내산 부품 사용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철
강과 알루미늄의 70% 이상을 북미산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78)
게다가 멕시코로부터 저임금노동자를 고용하여 생산된 자동차 및 부품으로 인
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당 16달러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생산한
부품의 비율, 즉 노동가치비율을 협정 발효 4년차까지 40%를 충족시킬 것을 규
정하였다.79) 한편 미국은 TPP 협정 협상 당시 디지털 무역의 자유화를 촉진하
기 위한 전자상거래 챕터를 제안ㆍ반영시킨 바 있는데, USMCA에서는 TPP 협
정의 전자상거래 챕터에 포함되었던 디지털 제품 무관세 조항과 국경간 데이터
이동 보장 조항, 컴퓨팅 설비의 지역화 요구 금지 조항,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
지 조항에 더해 인터랙티브 컴퓨팅 서비스 의무 조항까지 포함되는 등 더욱 강
화된 디지털 무역 자유화 규범이 도입되었다.80)
75) USTR, “UNITED STATES–MEXICO–CANADA TRADE FACT SHEET - Strengthening North
American Trade in Agricultur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1).
76) 조문희, 권혁주, 강민지(2018), pp. 14~15; USTR, “UNITED STATES–MEXICO–CANADA
TRADE FACT SHEET - Modernizing NAFTA into a 21st Century Trade Agree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1).
77) 이규엽, 강민지(2019), p. 8 참고.
78) 조문희, 권혁주, 강민지(2018), pp. 8~10 참고.
79) Ibid., p. 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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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4. USMCA에 따른 북미 자동차 시장 영향 전망

Wandel(2019)에 의하면, 보통의 FTA와 비교했을 때 USMCA는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기보다
보호주의적인 성격을 띤다. 3국간의 협정명에서 자유무역(Free Trade)이 빠졌고, 지재권 보호, 원산지
규정 등 NAFTA상의 규정들이 강화됐으며, 국가안전보장을 명목으로 반덤핑,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
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81) Canis, Villarreal, and Jones(2017)에 의하면 NAFTA 재협상 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산과 북미산 소재와 부품의 사용을 늘리기 위해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고자 하였
다. 또한 Johnson(2019)에 의하면, USMCA의 미국 측 협상가들은 자동차의 원산지 규정을 강화함
으로써 미국의 자동차 생산을 늘리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볼 때, USMCA상의 강화된
규정들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2019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USMCA로 인해 미국 내 자동차 부문 투
자는 5년에 걸쳐 340억 달러에 달할 것이며, 북미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구매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82) 하지만 규정 강화로 자동차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북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Chiquiar et al.(2020)에 의하면 USMCA의 발효로 역내가치비율이 최
대 75%까지 상향되고, 자동차 부품의 경우 핵심부품, 주요부품, 보완부품에 따라 그 기준이 상이하
며, 자동차의 40%가 시간당 16달러 이상을 지불하는 공장에서 생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생
산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83) 그로 인해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고 소비자 후생이 하락하며, 마침내 소
비자들이 해외 생산자를 선호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84) Soto(2019)는 원산지 규정이 강화됨으로
써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독일회사들의 탐색비용이 증가함을 보였고, Reinbold and
Wen(2019)은 역내가치비율의 증가와 노동가치비율의 설정으로 북미에서 생산하는 차량의 비용이
상승하여 북미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IMF는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을 이용하여 USMCA가 총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기
저모형에서 3국 모두 무역적자를 기록한 후, USMCA의 발효로 캐나다와 미국의 무역적자가 확대되
는 한편, 멕시코의 무역적자는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동차 부문의 역내가치비율 강화
와 노동가치비율의 효과만을 보았을 때, 미국, 캐나다와 멕시코의 무역적자는 확대되는 결과를 보였
다. 나아가 양방향 무역에 대한 분석을 보면, 기저모형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에 대해 무역 흑
자를 기록하였는데, USMCA의 발효로 두 국가 모두 미국에 대한 흑자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대미 교역이 감소한 데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경
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기존의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85)
한편 이미 2016년에 미국 자동차 생산공장의 94%가 가동 중이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설비
가동률 대비 추가 경차량의 생산이 가까운 미래에 쉽지 않을 것이며, 멕시코에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의 절반이 외국회사임을 감안할 때, 미국에서의 추가 자동차 생산을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소
요될 것으로 보인다.86)

80)
81)
82)
83)
84)

Ibid., pp. 12~13 참고.
Wandel(2019), p. 194.
USTR(2019).
Chiquiar et al.(20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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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4. 계속

USMCA의 발효로 자동차 제조사들은 비용편익을 분석한 후 특정 모델의 생산을 중단하거나,
USMCA상의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부품 조달처를 변경하거나 무관세 혜택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
다. 실제로 미국 자동차연구소(CAR)에 의하면 북미에서 생산되는 47개 모델 중에서 27개가 캐나다
나 멕시코에서 생산되는데, 그중 24개 모델이 NAFTA의 규정을 충족하지만 USMCA의 규정은 충
족하지 못한다고 한다.87) 그 절반인 12개 모델의 북미 생산이 중단되거나 미국에서의 판매가 중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88)
역내산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북미산, 특히 미국산 부품의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
다. USMCA 이전에는 멕시코에서 생산하던 차량에 북미산이 아닌 역외산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등
의 부품을 사용한 후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고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었다.89) 실제로 미국 빅3 업체
인 Ford, GM, Fiat-Chrysler가 멕시코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입하는 1~10위 차량 중 Dodge
Ram만이 미국이나 캐나다 부가가치를 50% 이상 포함한다고 한다.90) 하지만 USMCA의 발효로
핵심부품, 주요부품, 보완부품의 역내가치비율이 설정됨에 따라 부품조달처를 북미 업체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차량 중 일부는 고부가가치 부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미국이나 캐나다로부터 부품 수입을 늘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8년에 미국에 소재한 자동
차 회사 경영진들 중 78%가 북미 지역 부품 공급처나 대체공급처 확보가 단기과제라 밝혔다.91) 캐
나다에 진출한 일본 업체의 경우, 일본산 부품을 주로 수입하는데 역내산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북미산 부품을 수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92)
그 외 규정과 관련해서 오래전에 북미 지역에 진출한 빅3업체(GM, Ford, Fiat-Chrysler
Automobiles), 혼다, 도요타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멕시코에 조립공장을 설립한 기아, 마쯔다, 폭
스바겐의 경우, 철과 알루미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납품업체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93)
또한 단시간에 멕시코의 임금이 상승할 것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멕시코 소재 제조사들은 캐나다
나 미국 조달처로 수입처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94)
미국의 자동차 부문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미국정부는 핵심부품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 예상하였다.95) Fiat-Chrysler Automobiles, Ford, GM, 도요
타, 폭스바겐, SK이노베이션은 153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고 발표했으며, 전기차 배터리, 자동
화 등에 대한 투자로 미국은 마침내 첨단 전자부품과 고부가가치 부품에 특화된 새로운 북미 지역의
가치사슬을 형성할 것이라 주장하였다.96)
USMCA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현행 수입관세 2.5%를 지불할 수도 있
지만, 미국의 MFN 관세율 인상 가능성과 미국 ｢무역법｣ 232조에 대한 부담으로 자동차 제조사들
은 USMCA 규정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멕시코의 경우 이미 미국산 부품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상황에서, 고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그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85)
86)
87)
88)
89)

IMF(2019), p. 15.
CAR(2017), p. 9.
CSIS(2019), p. 25, 재인용.
Ibid., p. 25, 재인용.
USTR(2019),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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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을 측정할 수 있는 대리변수(proxy)로서 비
관세조치의 조사개시 건수와 발효 건수를 파악해볼 수 있다. 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비관세조치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Global Trade Alert가 제공하는
무역저해조치와 자유화 조치를 보완적으로 검토한다.97)

가. 비관세조치의 확대
WTO 회원국들은 상품무역과 관련된 비관세조치를 취할 경우 관련 조치의
조사개시와 조치의 발효를 WTO에 통보해야 하며, WTO는 회원국들이 이러
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통보된 정보를 모아 I-TIP Goods 홈페이지98)에서 제
공하고 있다.
WTO에 통보된 발효 중인 비관세조치를 살펴보면 비관세조치의 유형에 따
라 다른 변화가 나타난다.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의 경우 2000년
대 중반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10년까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나
타내지만 2010년 이래로 2016년까지 미미한 감소를 보이다가 2017년부터 급
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도 SPS
와 마찬가지로 2008~10년 동안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2010~14년 감소하는
양상으로 전환되었으나, 다시 2015~16년에 연간 450건이 넘는 수준으로 급
90)
91)
92)
93)
94)
95)
96)
97)
98)

CSIS(2019), p. 26.
Levadata(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
한국자동차산업협회(2020),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 자료.
CSIS(2019), p. 27.
한국자동차산업협회(2020),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 자료.
USTR(2019), p. 3.
Ibid., p. 5.
인도의 일방적 통상정책은 부록 1을 참고하기 바란다.
WTO, I-TIP Good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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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전 세계에 발효 중인 비관세조치 현황
(단위: 건)

주: 2005~07년 자료는 2017년 9월 말 기준 자료이며, 2008~19년 자료는 2020년 8월 3일 기준 자료임.
자료: WTO, I-TIP D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9. 30, 2020. 8. 3).

증하였다가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어 SPS와는 다소 다른 추세를 보인다. 그러
나 SPS와 TBT는 공통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부터 2016~17년까지 크게
증가했다가 최근 2~3년 동안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PS 및 TBT
와는 다르게 반덤핑,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는 발효 건수는 많지 않지만 이전
기간(2008~14년)에 비해 최근 5년(2015~19년) 동안 연간 발효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최근 보호주의 조치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8~14년과 2015~19년의 비관세조치 수단별 연평균 발효 건수를 비교해
보면 반덤핑의 경우 147건에서 187건으로 27.4% 증가하였으며, 상계관세는
12건에서 20건으로 68.3% 증가하였고 세이프가드는 9건에서 13건으로
51.5%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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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전 세계의 비관세조치 조사개시 현황
(단위: 건)

자료: WTO, I-TIP D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9. 30, 2020. 8. 3).

발효 기준으로 볼 때 비관세조치의 주요 수단은 2010년대 중반까지 SPS,
TBT 및 반덤핑이 많이 사용되다가 최근 2~3년 동안에는 SPS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TBT와 반덤핑이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2-7 참고). 그러나
비관세조치의 조사개시 현황을 보면 2010년대에 들어 TBT와 SPS가 많이 사
용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림 2-8]에 따르면 TBT 조사개시 건수는
2010년 1,266건에서 2019년 1,986건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SPS도
같은 기간 조사개시 건수가 704건에서 1,22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많이
사용되는 조치는 아니지만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도 이전 기간에 비해 최근 5
년 동안 조사개시 건수가 크게 증가한 점이 확인이 된다. 반면 반덤핑의 경우
조사개시 건수는 다른 비관세조치에 비해 최근 증가 정도가 미미하다는 차이를
나타낸다.
2005~16년 대비 2017~19년 기간에 대한 비관세조치 수단별 조사개시-발
효 비율을 살펴보면 SPS와 TBT는 동 비율이 급격하게 하락한 반면 반덤핑과
상계관세는 조사개시에 들어간 조치가 발효로 이어지는 정도가 보다 강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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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반덤핑의 경우 최근 3년 동안의 조사개시-발효 비
율이 86.5%로 수입을 규제하는 강력한 조치로 활용되고 있다. SPS와 TBT의
경우 실제 발효되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비관세조치의 조사개시가
많이 이루어지면 수출 기업 입장에서 비관세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불필요한 비
용이 증가하고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된다.

표 2-8. 비관세조치 수단별 조사개시-발효 비율
(단위: %)

SPS

TBT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2008~16년

39.7

16.6

73.4

45.7

60.8

2017~19년

3.3

8.3

86.5

64.3

59.2

주: 동 비율은 기간에 대한 발효 건수를 조사개시 건수로 나눈 것으로, 각각의 조치에 대한 조사개시-발효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
자료: WTO, I-TIP D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9. 30; 2020. 8. 3).

나. 무역저해조치의 확대
Global Trade Alert는 2008년 이래로 세계 각국이 취하고 있는 무역저해
조치 및 자유화 조치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99) 여기에서는 국제적인 상품,
서비스, 인력이동 및 투자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조치와 관련된 각국의 정책을
모니터링하여 무역저해조치와 자유화 조치를 집계ㆍ발표하고 있는데, 고려되
는 조치는 SPS 조치, TBT 조치, 자본통제 조치, 우발적 무역보호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포함), 비자동 라이선스 및 쿼터 등, 보조금(수출 보조금
제외), 수출 관련 조치(수출보조금 포함), 관세조치, 정부조달 제한, 무역 관련
투자조치, FDI 조치, 이주(인력이동)조치, 가격통제조치, 금융조치, 지재권, 불
분명조치ㆍ수단 등 16가지 범주를 포함한다.100)
Global Trade Alert에서 제공하는 세계무역 관련 신규 개입 조치 현황을
99) Global Trade Alert, https://www.globaltradealert.org/(검색일: 2020. 8. 24).
100) Global Trade Alert(2020), “The GTA handbook,”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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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무역저해조치는 2009년에는 106건으로 많지 않았으나 2019년에는
812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도 현재 878건을 기록하고 있다. 특
히 동 자료가 조사ㆍ집계된 전반기(2009~14년) 기간보다 후반기(2015~20
년) 기간에 신규 무역저해조치 실행 건수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
다.101)
이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저해하는 새로운 조치
가 많이 도입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0년대 중반부터 이러한 특징
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역자유화 조치도 2009년 이래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조치의 건수와 추세선의 기울기 모두에서
무역저해조치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그림 2-9. 세계무역 관련 신규 개입 조치 현황
(단위: 건)

주: Lag가 조정된 현황 자료임.
자료: Global Trade Alert 홈페이지(검색일: 2020. 8. 24).

101) 2008~14년 및 2015~20년 기간에 대한 신규 무역저해조치의 추세선 기울기를 살펴보면 후자의 기
울기가 매우 큰 것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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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정책수단별 신규 개입 조치의 현황을 보면 무역저해조치의 경우
보조금이 7,708건(40.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수출 관련 조치(3,908건, 20.3%)와 관세조치(2,495건, 13.0%), 우발적 무역
보호조치(1,998건, 10.4%), 정부조달 제한(790건, 4.1%), 무역 관련 투자조치
(703건, 3.7%) 등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WTO의 비관
세조치 현황(그림 2-7 참고)과 비교해보면, WTO의 경우 이 기간 동안 TBT와
SPS 및 반덤핑이 가장 많이 사용된 조치인 것과 다르게 Global Trade Alert
의 경우 보조금과 수출 관련 조치, 관세조치 등이 부정적인 무역 관련 개입 수
단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 무역자유화 조치의 경우 관세조치(2,872건,
38.8%)가 가장 많이 시행되었으며, 그 외에 보조금(1,803건, 24.4%), 비자동
라이선스 및 쿼터 등(762건, 10.3%), 수출 관련 조치(719건, 9.7%), FDI 조치
(402건, 5.4%) 등에서 개선 조치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정책수단별 신규 개입 조치(2009~20년 누적)
(단위: 건, %)

정책수단
보조금(수출 보조금 제외)

무역저해조치
개입 건수

무역자유화조치

비중(%)

7,708

40.1

개입 건수

비중(%)

1,803

24.4

수출 관련 조치(수출 보조금 포함)

3,908

20.3

719

9.7

관세조치

2,495

13.0

2,872

38.8

우발적 무역보호조치

1,998

10.4

20

0.3

정부조달 제한

790

4.1

72

1.0

무역 관련 투자조치

703

3.7

31

0.4

비자동 라이선스 및 쿼터 등

616

3.2

762

10.3

FDI 조치

358

1.9

402

5.4

불분명 조치ㆍ수단

250

1.3

183

2.5

이주(인력이동) 조치

223

1.2

215

2.9

가격통제조치

80

0.4

211

2.9

자본통제조치

76

0.4

92

1.2

금융조치

17

0.1

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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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계속

정책수단

무역저해조치
개입 건수

무역자유화조치

비중(%)

개입 건수

비중(%)

지재권

4

0.0

2

0.0

SPS 조치

3

0.0

0

0.0

TBT 조치

2

0.0

1

0.0

자료: Global Trade Alert 홈페이지(검색일: 2020. 8. 24).

국별 무역 저해 및 자유화 조치 현황은 [그림 2-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
기에 따르면 2009~20년 동안 무역저해조치를 가장 많이 시행한 국가는 중국
(6,851건)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이 독일(6,806건), 미국(6,504건), 이탈리
아(6,454건), 프랑스(6,289건), 영국(6,014건), 한국(5,925건), 일본(5,839
건) 등의 순서로 무역제한조치가 많이 시행되었다. 무역자유화 조치의 경우 미
국(3,388건)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독일(3,210건), 프랑스
(2,983건), 이탈리아(2,979건), 인도(2,813건), 일본(2,810건), 한국(2,783
건), 영국(2,774건), 중국(2,749건)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미국과 EU 주요국,
한국, 일본 등은 무역제한조치를 많이 시행하면서도 무역자유화 조치 역시 여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시행하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 중국의 경우 무
역제한조치는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무역자유화 조치는 9위를 기록하는 등
관련 정책이 무역제한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품목별 무역저해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철ㆍ금속 제품류(철ㆍ강철
제품(1위), 철ㆍ강철 기초재료(4위), 기타 금속제품(3위, 33위))에 대해 무역저
해조치가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자동차를 비롯한 운송기
기류(자동차 제품 및 부품(2위), 기타 운송기기(14위, 27위, 30위, 51위))와 화
학제품류(5위, 7위, 8위, 16위, 22위, 28위, 55위), 전기 에너지(6위), 기계류
(9위, 10위, 11위, 13위, 15위 등), 농산품 및 가공식품류(12위, 19위, 21위,
23위 등) 등에 대한 무역제한조치도 여타 품목에 비해 많이 취해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난다(부록 표 2-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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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국별 무역저해조치 및 무역자유화조치 현황(2009~20년 누적)
(단위: 건)

무역저해조치

무역자유화조치

무역저해조치
순위

국가

개입
건수

순위

무역자유화조치
국가

개입
건수

순위

국가

개입
건수

순위

국가
네덜

개입
건수

1

중국

6,851

11

인도

5,492

1

미국

3,388

11

2

독일

6,806

12

스페인

5,476

2

독일

3,210

12

스페인

2,573

3

미국

6,504

13

태국

5,211

3

프랑스

2,983

13

벨기에

2,508

2,979

14

캐나다

2,479

4

이탈
리아

6,454

14

벨기에

5,186

4

이탈
리아

란드

말레이

2,616

5

프랑스

6,289

15

스웨덴

4,936

5

인도

2,813

15

6

영국

6,014

16

브라질

4,732

6

일본

2,810

16

7

한국

5,925

17

4,680

7

한국

2,783

17

8

일본

5,839

18

멕시코

4,644

8

영국

2,774

18

브라질

2,300

9

캐나다

5,622

19

스위스

4,615

9

중국

2,749

19

홍콩

2,262

5,541

20

4,525

10

태국

2,637

20

스위스

2,241

10

네덜
란드

말레이
시아

오스트
리아

주: 그림에서 음영이 짙을수록 더 많은 조치를 시행했음을 의미함.
자료: Global Trade Alert 홈페이지(검색일: 202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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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멕시코
인도네
시아

2,452
2,338
2,311

4. 소결
본 장에서는 통상정책의 불확실성과 일방적 통상정책의 확산 현황 및 특징
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관련된 지표 및 가용한 통계자료를 통해 세계적
으로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파악하였으며, 다음으
로 최근 글로벌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미
국의 정책 변화를 분석하였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관
세율 및 지역주의와 보호주의 등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알아본 결과,
1999년 이래로 2010년대 초반까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관세율이 지속
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대 중반부터 이전과는 다르게 관세
율이 다소 증가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최근 비관세조치도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고, 비관세조치로 가장 많이 활용되던 SPS와 TBT의 발
효 건수는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조사개시 건수는 2015년 이래로 크게 증가하
였다. 비관세조치가 증가함에 따라 무역 비용도 상승했으며 통상환경의 불확실
성이 가중되고 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무역자유화 조치가 증
가해왔지만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보조금, 수출 관련 조치 등 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도 증가하였다. 특히 무역저해조치는 세계무역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많이
도입하고 있고, 철ㆍ금속제품, 운송기기, 화학제품과 같은 대규모 장치산업의
생산품을 중심으로 취해지고 있다는 특징도 나타난다.
다음으로 세계 불확실성 지수(WUI)와 세계무역 불확실성 지수(WTUI)의 현
황을 검토한 결과, 1990년대→2000년대→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WUI의 평
균값이 크게 증가하여 최근 2~3년 동안에는 1990년대 대비 약 4~5배 높은 수
준의 불확실성이 세계경제ㆍ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세계 전체의 불확실성과 선진국의 불확실성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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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WUI의 추세와는 다르게 세계무역의 불확실성은 1996~2015년 동안 일부
세계적인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에만 급등하고 그 외의 시기에는 완전히 해소
(WTUI가 0의 값에 근접)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는 급등하기 시작
하여 2019년 4/4분기에 174.3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등 최근 세계무역
환경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WTUI의 추세는 미중 간 통
상분쟁의 전개 양상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면서 2020년 1월 양국간 무역협상의
1단계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세계 전체의 무역 불확실성 변화에 큰 영향을 주면서 최근 관세 및 비관세조
치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미국을 대상으로 자국 중심적인 통상정책 추진 내
용을 검토하였다. 미국의 관세율은 2008~16년 동안 약 2.8% 수준을 유지해왔
으나 2016~18년 동안 연평균 6.9% 증가하여 2018년 3.19%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의 관세율 증가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최근 취해진
｢통상법｣ 201조 및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초한 조치의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2002년 이후 사용하지 않았던 ｢통상법｣ 201조에 근
거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
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 태양광 셀ㆍ모듈에 대해 세이프
가드 관세를 부과하였고, 2013년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해 반덤핑ㆍ상계관
세를 부과했다가 WTO에 제소되어 사실상 패소한 세탁기에 대해서도 2018년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였다. ｢통상법｣ 201조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최근
30년 가깝게 사용하지 않았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철
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쿼터를 설정하고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에 더해
자동차 및 부품, 우라늄 광석 및 관련 제품, 티타늄 스펀지, 방향성 전기 강판,
이동식 크레인, 바나듐 등 국가안보를 근거로 수입을 규제하고자 하는 시도가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이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대중국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2019년 9
월까지 미국과 중국 간에 4차에 걸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미중 통상분쟁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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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였다. 미중 간의 대립은 무역협상 1단계 합의(2019년 10월) 및 서명(2020
년 1월)이 이루어지면서 다소 진정되었으나, 이후 코로나19의 책임 공방과 ｢홍
콩 보안법｣ 문제, 미국의 화웨이 제재 등 다수의 이슈에서 양국이 첨예하게 대
립하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
미국은 과거와는 다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관세조치를 적극적으로 이
용하여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데, 2000~19년 동안 미국이 취한 SPS, TBT, 무
역구제조치 중 대부분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해졌다는 사실이 이를 잘 설
명해준다. 특히 미국은 2015년 ｢특혜무역연장법(TPEA)｣을 시행한 후부터 보
다 적극적으로 반덤핑ㆍ상계관세조치를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조사가 개
시되면 긍정(affirmative) 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증가했으며, 이전보다 높
은 반덤핑관세ㆍ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부연하면 미국은 그동
안 ｢1930년 관세법｣의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AFA) 및 특정시장상황(PMS)
의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왔으나, 2015년 TPEA에 AF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강화되고 PMS의 적용 근거 규정이 포
함됨에 따라 덤핑 판정이 증가하고 고율의 반덤핑관세 부과도 늘어나기 시작
했다.
한편 그동안 다자체제의 틀 속에서 전 세계의 자유무역 확대를 주도했던 미
국은 최근 WTO의 기능 약화 및 WTO 내에서 자국의 영향력 감소에 따라 지역
무역협정과 양자 통상협상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
에 대한 불만이 쌓이면서 미국과 WTO 간의 불협화음이 증가했고, 이러한 가
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WTO에 대한 미국의 비난이 노골적으로 표
출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수차례에 걸친 트럼프 대통령의 WTO 비난 및 탈
퇴 언급에 더해 EU가 마련한 WTO 개선안 거부, WTO의 개도국 지위 개선 요
구, WTO 상소기구 위원 임명 거부, 미국 의회의 WTO 탈퇴법안 상정 등을 통
해 소위 ‘WTO 흔들기’를 지속하였다. 2020년 11월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
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미국의 WTO 탈퇴 우려는 크게 줄었으나, 향후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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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개선과 다자무역협상 국면에서 미국의 요구는 지속ㆍ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지역무역협정에서도 막강한 협상력을 이용하여 전
례를 찾기 힘든 일방적인 협정 탈퇴나 개정 요구를 불사하였다. 먼저 트럼프 대
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TPP 협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하며 대통령 당선
시 탈퇴하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2017년 1월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을 통해
TPP 협정에서 탈퇴하였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TPP 협정과 함께 한미 FTA와 NAFTA를 잘못된 협정으로 비난하면서 협정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하였으나 취임 후 개정 협상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
다. 한미 FTA에 대해 미국은 상품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부각시키며 자동차,
제약, 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였으나, 자동차 및 제약 관련
일부 협정을 개정하고 한국이 요청한 ISDS 개선과 무역구제의 절차적 투명성,
섬유 원료의 원산지 기준 개정 등이 반영되어 개정 협상이 타결되었다.
NA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은 매우 공세적인 협상을 추진했는데 그 결과 디지
털 무역자유화, 지재권 보호 강화, 금융서비스 자유화 촉진, 환율정책의 투명성
강화 및 높은 수준의 책임 메커니즘 도입, 노동 및 환경 의무 강화, 농업 분야의
시장접근 개선, 자동차 관련 원산지 규정 개선, 상품 수출입 절차 개선, 북미 지
역의 섬유ㆍ의류 생산 증대 등과 관련된 미국의 관심 사항을 반영하여 USMCA
가 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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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확대, 글로벌 공급망 확산과 함께 빠르게 증가하였던 세계
교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
다. 15년간 세계 교역액은 연평균 약 6% 성장을 기록하며 1995년 10조 달러
에서 2019년 약 38조 달러로 증가하였다.102) 세부적으로 보면,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세계 교역은 연평균 9% 성장하였다.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무
역비용의 감소로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국가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세계화가 진전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세계 교역은 연평균 4%(2009~19년) 성장에 그치며 교역증가율이 둔화되었
다. 이러한 추세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나타났는데, 선진국의 교역은 금
융위기 이전 연평균 8% 성장했으나 그 후 연평균 3% 성장하였다. 개도국의 경
우 금융위기 이전에는 연평균 14% 성장했으나 그 후 연평균 6% 성장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최근 미중 무역분쟁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일방적 통상정책
확대로 인해 교역은 더욱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9년의 경우
전년 대비 교역액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간재 교역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그 증가율은 둔화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103) 중간재 교역은 연평균 7% 성장하여 2002년 6조 원에서 2019
년에 18조 원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금융위기 전후로 비교해보면, 2002년과
2007년 사이 중간재 교역이 연평균 19% 성장한 데 반해, 2010년과 2019년
사이에는 연평균 2% 성장하는 데 그쳤다.

102) 2009년에 금융위기로 교역이 76억 달러가량 감소했지만, 그 이후 2008년 수준을 회복한 바 있다.
그 후 2015년과 2016년에도 중국의 성장 둔화, 브라질의 불황, 원유가 하락과 환율의 변동 등으로
교역이 한 차례 감소한 바 있으나, 이내 2014년 수준을 회복하는 등 세계무역은 성장세를 지속하였
다. WTO(2016).
103) BEC를 사용하여 교역을 크게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로 분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란다. UNCTAD, BEC calssification, https://unstats.un.org/unsd/trade/classifications/bec.asp(검색일: 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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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전 세계 교역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주: 수출은 FOB, 수입은 CIF이며 상품 기준임.
자료: IMF DOTS(https://www.imf.org/en/data, 검색일: 2020. 10.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2. 중간재 교역과 비중
(단위: 십억 달러)

주: 중간재 교역은 BEC를 활용하여 저자가 추출하였으며 중간재 비중은 전체 교역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0. 10. 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제3장 일방적 통상정책이 무역구조에 미친 영향 • 77

대륙별로 보아도 중간재에 대한 교역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프리카는 금융위기 이전 중간재 수출과 수입이 각각 연평균 48%와 32% 성장
하였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중간재 수출과 수입 모두 역성장하였다. 수입은
성장하지 않았다. 아시아는 수출과 수입 모두 금융위기 이전 연평균 24% 성장
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각각 2%와 3% 성장률을 보였다. 유럽의 경우, 수출입
이 각각 연평균 17%, 18% 성장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2%와 1% 성장하였다.
북미도 금융위기 이전 수출입 중간재 교역이 각각 연평균 12%, 13%씩 성장하
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2%씩 성장하였다. 호주와 중남미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
다. 즉 금융위기 이후 모든 대륙의 중간재에 대한 교역증가율이 둔화되었다.104)

표 3-1. 금융위기 전후 대륙별 중간재 교역증가율
(단위: %)

대륙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유럽

교역

2002~07년

2010~19년

전체

수출

48

-6

10

수입

32

-1

10

수출

24

2

9

수입

24

3

10

수출

18

0

8

수입

17

-1

6

수출

17

2

5

수입

18

1

6

104) 세계적으로 중간재에 대한 교역이 증가하나,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는 중간재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유럽과 북미는 중간재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 2004년에 아시아의 전체 수입에서 중간재가 차
지하는 비중은 17%였는데 2019년에는 24%까지 상승하였다. 하지만 역시 2004~07년에 아시아의
중간재 수입 비중은 연평균 4% 성장했으나 2010~19년에는 1%로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수입 비중
의 증가율이 감소하였다. 즉 아시아 전체 수입에서 중간재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 증가율은 하락
하고 있다. 아시아와 달리, 북미와 유럽은 중간재 수입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전체 수입 중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경우, 전체 수입 중 22%가 중간재였지
만 2019년에는 19%만이 중간재 수입이었다. 2004~07년 사이 중간재 수입 비중이 연평균 1% 성장
하였다면, 2010~19년에는 1%씩 하락하였다. 북미는 2004년에 전체 수입 중 중간재의 비중이 11%
였지만, 2019년에는 8%로 하락하는 등, 중간재 수입 비중이 2004년부터 연평균 2%씩 하락하였다.
Comtrade, https://comtrade.un.org/(검색일: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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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대륙
북미

중남미

교역

2002~07년

수출

2010~19년
12

전체
2

4

수입

13

2

4

수출

25

-1

9

수입

25

0

8

주: 호주는 호주, 뉴질랜드와 인접해 있는 섬들을 포함하며, 북미는 멕시코를 포함함.
자료: Comtrade, https://comtrade.un.org/(검색일: 2020. 11. 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글로벌 가치사슬 역시 최근 들어 둔화ㆍ재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 무역구조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및 무
역구조 변화요인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주요 지역의 무역구조 변화 추이를 살
펴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심화된 미국발 일방적 통상정책이 무역구조에 실질
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1. 세계 무역구조의 변화요인
가. 1990년대 이후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지난 20년간 세계무역의 지속적인 성장에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관세 및
비관세조치의 완화, 글로벌 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의 확산을 꼽
을 수 있다. 지난 20여 년간의 무역자유화를 양자 및 다자적 노력을 통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EC 조약105)으로부터 시작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106)은 1990년대에 들어 다자체제 주도 국가인
105) EC 조약은 상품협정이 1958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서비스협정은 1995년 11월 10일 WTO에 통
보되었다. WTO, RTA Data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9) 참고.
106)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은 관세동맹과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나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지역무역협정(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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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RTA에 참여(NAFTA 체결)하고 WTO 체제하에서도 예외로 인정되면
서 세계적으로 RTA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까지의 RTA는 상품 중
심의 협정이 중심을 이루어왔으나, 2000년대에 접어든 이후 현재까지 상품협
정만을 포함하는 RTA의 발효 건수는 연평균 3.8% 증가한 반면 상품협정과 서
비스 협정을 모두 포함하는 RTA의 발효 건수는 연평균 13.6% 증가하는 등 상
품협정과 함께 서비스 협정을 모두 포함하는 수준 높은 RTA 체결이 크게 증가
하였다.107) 이렇듯 수준 높은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은 국가간 무역장벽을 낮춤
으로써 교역 증가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의 활동 반경을 넓히는 데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림 3-3. 전 세계 RTA 현황
(단위: 건)

주: 2020년 8월 14일 현재 WTO에 통보된 발효 중인 RTA 기준 현황임.
자료: WTO, RTA Data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9).

과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표현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107) 2020년 7월 말 현재 WTO에 통보된 발효 중인 RTA는 총 305건이며, 이 중 상품협정만을 포함한
RTA는 148건, 상품협정과 서비스 협정을 모두 포함하는 RTA는 155건, 그리고 서비스 협정만을 포
함하는 RTA는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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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3-1. 전 세계 자유무역협정 발효 추이

발효 중인 RTA를 기준으로 각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 RTA를 체결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는 아래 [표]와 같다. WTO에 보고된 218개국108)의 RTA 현황을 보면 1~5건을 체결한 국가가
125개국(57.3%), 6~10건을 체결한 국가가 30개국(13.8%)으로 전체 국가 중 71.1%가 10건
이내의 RTA를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7개국(3.2%)은 현재까지 RTA에 참여하
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RTA 참여 건수가 10건 이내인 국가들은 주로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아시아, 대양주 지역의 개도국과 영국인 것으로 확인된다.109) 이와는 반대로 31건 이상
의 RTA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총 29개국(13.3%)으로 EU 회원국110)과 EFTA의 2개 회원국
(아이슬란드, 스위스)이 포함되어 있으며, 노르웨이(30건), 리히텐슈타인(29건), 칠레(29건), 싱가
포르(25건), 멕시코(22건), 터키(22건) 등도 21건 이상의 RTA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RTA 체결 건수가 11~20건에 포함되는 중위 그룹에 속하는 국가는 페루(19건), 한국
(18건), 우크라이나(18건)를 비롯하여 일본(17건), 인도(16건), 중국(15건), 호주(15건), 미국(14
건), 캐나다(14건), 말레이시아(14건), 태국(13건), 베트남(13건), 뉴질랜드(12건), 러시아(11건)
등이다. 이처럼 국별 RTA 동향을 보면 칠레, 페루, 우크라이나 등과 같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GDP나 무역 규모가 큰 국가(또는 경제공동체의 회원국)들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
적으로 많은 수의 RTA에 참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RTA 체결 건수별 국가 수>
체결 건수

국가 수

(건)

(개)

0건
1~5건

비중
(%)
7

3.2

125

57.3

6~10건

30

13.8

11~15건

15

6.9

16~20건

6

2.8

21~25건

3

1.4

26~30건

3

1.4

31건 이상

29

13.3

주: 오른쪽 지도에서 RTA 참여 건수가 많을수록 더 짙은 색으로 표시됨.
자료: WTO, RTA Data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9).

108) WTO의 RTA Database 중 국별 RTA 자료에는 개별 국가 외에 EU가 포함되어 총 219개국의 RTA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단위 현황을 살펴보고자 EU를 제외하였다.
109)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의 EU 탈퇴로 현재 영국의 RTA 참여 건수는 0건이다.
110) 영국을 제외한 27개국이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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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3-1. 계속

발효 중인 RTA의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WTO 출범 당해인 1995년 이후 2010년까지의
RTA 발효 건수는 연평균 10.6% 증가하였으나, 2010년대에 들어서는 연평균 증가율이 3.6%로
크게 둔화된 양상을 보인다. RTA의 포괄 범위에 따라 구분해보면 같은 기간 상품협정만을 포함
하는 RTA의 발효 건수가 연평균 8.1%에서 1.9%로 급격히 둔화되었고, 상품협정과 함께 서비
스 협정을 포함하는 RTA의 발효 건수도 연평균 17.5%에서 5.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RTA 포괄 범위별 발효 건수의 연평균 증가율>
(단위: %)

기간

RTA 포괄 범위
전체

상품협정

상품협정+서비스협정

1995~2010년

10.6

8.1

17.5

2010~20년

3.6

1.9

5.6

자료: WTO, RTA Data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9).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무역자유화 노력과 함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운송비 절감, 다국적 기업을
통한 국제분업의 증가 등으로 인해 글로벌 가치사슬이 확대되었고, 이는 세계
교역 증가에 기여하였다.111)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역시 정체ㆍ둔화되고 있으며 세계 교역 증가세 또한 최근 크게 둔화되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112)
세계 교역 변화에 관한 주요 연구를 보면, 2003~07년 교역증가율 대비 201
2~15년 교역증가율이 8.9%에서 2.3%로 6.6%p 하락했는데, IMF는 경기 회복
의 부진과 투자의 감소가 이 하락분의 75%를 설명한다고 분석하였다.113) 이외
에도 교역재에 대한 수요 감소, 보호무역주의 증가와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참
111) World Bank(2020), p. 19.
112) Ibid., p. 19.
113) Aslam, Boz, Cerutti, Poplawski-Ribeiro, Topalova(20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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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감소가 무역 둔화에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증가율뿐만 아니라 교역탄력
성114)도 하락하였는데, 1985~2007년 교역탄력성이 2.61이었다면 2012~15년
교역탄력성이 0.89로 하락하였다.115) ECB(2016)는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교
역탄력성이 낮은 개발도상국들이 세계무역에 참여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교역탄
력성이 감소했을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 외에도 보호무역주의 증가와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참여 축소, 교역 집약적인 경제활동의 감소로 인해 GDP 대비
교역이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성장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116)
지난 20여 년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의 확대는 교역량 등 세
계 무역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가 2000~08
년 연평균 4.3% 성장한 데 반해 2012년 이후 1.6%씩 하락하는 등 글로벌 가치
사슬이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7) 세계 무역구조 변화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글로벌 공급망이 개도국의 소비시장으로서의 부상, 선진국과 개도
국 간의 기술격차 감소와 AI, IT 기술 발전에 따른 개도국의 인건비 경쟁력 하
락 등의 요인으로 인해 변화하고 있다.
상기 요인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개도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생산거점으로서뿐만 아니라 소비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글
로벌 무역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개도국이 단순히 글로벌 가치사
슬하에서 중간거점이 아닌 최종 소비지로 부각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의 해외투
자 유형도 변화하고, 이는 무역구조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글로벌
기업들이 개도국에 인건비 등 생산비용 절감형 해외직접투자를 하였다면, 최근
에는 수출 대상국의 보호무역정책을 피하거나 현지 마케팅 강화를 위한 시장지
향형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개도국의 소비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은 통계에서도 잘 나타난다. 1995년 전
114)
115)
116)
117)

교역탄력성은 GDP 성장 대비 무역이 얼마나 성장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Aslam, Boz, Cerutti, Poplawski-Ribeiro, Topalova(20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4).
ECB(2016), pp. 3-4.
WTO(2019), pp.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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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소비의 65%가 유럽과 북미, 26%가 아시아에서 이루어졌다. 아시아는 소
비보다는 생산기지로서, 나아가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자리매김했다. 그
러나 최근 개도국의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개도국의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개도
국이 소비시장으로서 부상하게 되었다.118) 즉 2018년 전 세계 소비의 31%가
아시아에서 일어났다. 이는 북미와 같은 수치로서, 북미는 아시아와 달리
2002년까지 전 세계 소비시장에서 비중이 늘어나다가 현재는 과거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1995년 대비 2018년에 9%p 덜 소비하게 되었
다. 즉 과거에는 상품을 개도국에서 생산하여 선진국에서 소비하였다면, 점차
생산과 소비가 모두 개도국에서 일어남으로써 글로벌 가치사슬 둔화와 무역구
조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4. 전 세계 소비 비중 추이
(단위: %)

주: 소비는 개인소비와 정부소비를 포함하며 멕시코는 북미에 포함됨. 호주는 호주, 뉴질랜드와 인접해 있는 섬들을 포함함.
자료: WDI,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https://databank.worldbank.org/reports.aspx?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검색일: 2020. 11. 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18) Mckinsey Global Institute(2019),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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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개도국-선진국 간의 생산기술 격차 감소로 인한 개도국의 자급률 증가
역시 세계 무역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 세계는 평균적으로 해외부
가가치의 사용을 줄이고 국내부가가치의 사용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119) 중
국과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중국과 미국 모두 해외부가가치의 수입이 금융
위기 이전까지 증가하다가 금융위기 이후 둔화되는 모양새를 보였다. 즉 기업
은 해외부가가치를 수입하여 생산에 사용하는 대신에 국내부가가치의 사용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국내부가가치가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중국은 산업고도화 정책을 통해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자급률을 높이고
있다.120) 실제로 중국은 연구개발 지출을 2000년에 GDP의 0.893%에서
2019년 2.141%까지 확대하였다.121)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의 자급률 증
가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세계 무역구조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5. 중국과 미국의 국내부가가치 및 해외부가가치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dva(Domestic Value Added)는 국내부가가치, fva(Foreign Value Added)는 해외부가가치를 나타냄.
자료: EORA GVC, https://www.worldmrio.com/unctadgvc/(검색일: 2020. 7. 3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19) EORA의 글로벌 가치사슬 데이터(EORA GVC, https://www.worldmrio.com/unctadgvc/, 검
색일: 2020. 7. 31)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하였다.
120) WTO(2019).
121) OECD, Gross Domestic Spending on R&D, https://data.oecd.org/rd/gross-domesticspending-on-r-d.htm(검색일: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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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술의 발달과 개도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생산비용에 기반한 글
로벌 공급망과 교역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다. 보통 비교우위가 있는 곳에서
교역이 이루어진다.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한 곳에서 저숙련 노동이 필요한 섬
유 산업, 조립작업 등이 발달하고 고임금 지역으로 상품이 수출된다. 하지만 기
술의 발전으로 저임금 노동력이 수행하던 작업을 기계가 대신할 수 있게 되면
서 고임금 지역에서 저숙련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등 리쇼어링이 가능해
졌다. 동시에 경제가 발전하여 개도국의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인건비 차익
에 따른 교역이 줄게 되었다. 현재 전체 교역의 18%가 인건비 차익에 따른 교
역이며,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인건비 차익에 따른 교역 비중이 2005년에
55%였으나 2017년에 43%로 하락하였다.122) 즉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특정
생산단계를 타국에서 수행할 필요성이 감소하였다.
넷째,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 내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최근 세계 각국
의 보호주의 통상정책의 확산은 세계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
히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심화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지역
화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국가들이 제조업을 중
심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함에 따라 지금까지는 미주, 유럽 대륙의 역내교역
은 감소하고 역외교역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과정
에서 의료장비 등에 대한 지나친 아시아 의존적 글로벌 공급망의 위험성과 함
께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런 추세가 일정
부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123)

122) McKinsey Global Institute(2019), p. 8.
123) 역내교역이 가장 많은 지역은 유럽이며, 그다음으로 미주, 아시아, 아프리카 순이다. 2005년에 유럽
전체 교역 중 74%가 역내교역이었으나 2019년 역내교역이 68%로 축소되고 역외교역이 늘어났다.
미주도 2005년에 전체 교역의 61%가 역내교역이었지만, 유럽과 같이 역내무역이 축소되고 역외무
역이 확대되었다. 반면 아시아는 2005년에 전체 교역 대비 역내교역 비중이 59%였는데, 2019년 역
내교역 비중이 63%로 증가하였다(표 3-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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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대륙별 역내교역 비중
(단위: %)

대륙/연도

2005년

2010년

2019년

미주

61

55

54

유럽

74

71

68

아시아

59

63

63

아프리카

10

14

16

주: 모든 상품 수출 기준, 아시아에 호주 포함.
자료: UNCTAD, Intra-trade and extra-trade of country groups by product, https://unctadstat.unctad.org(검색
일: 2020. 11. 1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주요 지역별(혹은 국가별)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 현황
본 절에서는 주요 지역 혹은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별ㆍ산업별 수입시장의
변화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미국발
일방적 통상정책의 확산이 지역(혹은 국가)의 수입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지 살펴보기 위해 지난 5년(2015~19년)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우선 북미(미국ㆍ캐나다) 수입시장을 살펴보면, 2015년 대비 2019년 전 부
문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줄고,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아세안과 인도(이
후 아세안+인도로 표기)와 멕시코로부터 수입이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
히 북미 수입시장에서 30% 이상(2019년 기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
의복과 전기전자 산업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지난 5년간 각각 약 5%, 7% 감소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이들 산업에서 아세안+인도의 비중은 약 4%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비철금속 산업의 경우 중국과 유럽이 각각 약
15%(2019년 기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럽은 큰 폭의 변화가 없는 반
면 중국은 1%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비철금속 산
업에서 약 1%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다른 산업에서는 큰 폭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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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북미 수입시장에서 중국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
나, 미중 통상분쟁의 여파로 전 산업에 걸쳐 중국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대부분의 제조업에 걸쳐 아세안+인도와 멕시코의 비중은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산업별 각국(지역)의 북미(미국ㆍ캐나다) 수입시장 비중(2019년 기준)
(단위: %)

자료: Comtrade, https://comtrade.un.org/(검색일: 2020. 11. 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7. 산업별 각국(지역)의 북미(미국ㆍ캐나다) 수입시장 비중 변화(2015~19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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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계속
(단위: %)

주: 유럽은 28개국.
자료: Comtrade, https://comtrade.un.org/(검색일: 2020. 11. 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중국 수입시장에서 북미지역 국가의 비중은 미중 통상분쟁의 여파로 인해
전 산업에 걸쳐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농림수산업의 경우 북미지역으
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약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남미지역 국가로
부터의 수입 비중은 약 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기기의 경우 북
미지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약 10% 감소한 반면 유럽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약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비철금속 산업의 경우 북미지역으
로부터의 수입이 5% 이상 감소한 반면, 대부분 지역에서의 수입 비중은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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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아세안+인도에서의 수입 비중이 6% 이상 증가하
였다.
전반적으로 전 산업에 걸쳐 중국 수입시장에서 유럽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아세안+인도의 수입 비중 또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전기전자와 기계산업의 경우 한국의 비중은 여전히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
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약 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의 전체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중국을 포함한 중위소득국
가의 글로벌 가치사슬 전후방 참여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최근 이
산업들에서의 비중 하락은 일정 부분 중국의 자급률 증가의 영향으로 판단된
다.124)

그림 3-8. 산업별 각국(지역)의 중국 수입시장 비중(2019년 기준)
(단위: %)

자료: Comtrade, https://comtrade.un.org/(검색일: 2020. 11. 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24) Comtrade 데이터, https://comtrade.un.org/(검색일: 2020. 11. 5)를 이용해 저자가 계산한 결
과, 중국이 2015년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전체 품목 중 75%가 중간재이며 2019년에는 80%이다. 글
로벌 가치사슬 전후방 참여의 경우 WTO(2019)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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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산업별 각국(지역)의 중국 수입시장 비중 변화(2015~19년)
(단위: %)

주: 유럽은 28개국.
자료: Comtrade, https://comtrade.un.org/(검색일: 2020. 11. 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아세안+인도 수입시장의 경우, 전 산업에 걸쳐 역내 교류가 많은 편이다. 여
타 아세안 국가, 인도, 중국, 일본, 한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는 아세안+인도 수
입시장에서 광업을 제외하고, 적게는 농림수산업에서 40%, 많게는 전기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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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서 68%를 차지한다.125) 특히 제조업 전반에 걸쳐 중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섬유의복, 화학고무플라스틱과 기계산업의 경우 중국 비중
이 지난 5년간 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북미 수입시장에서는 아세안+인도의 비중이 전 산업에 걸쳐 증
가한 반면, 아세안+인도 수입시장에서는 북미지역 비중이 제조업 분야의 경우
섬유의복, 수송기기에서 약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 산업에 걸쳐 소폭의 증감을 보이는 수준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만 일본의 경우 아세안+인도 시장의 기계와 수송기기 산업에서 수입 비중이
지난 5년 사이 하락했음에도, 여전히 수입시장에서 약 13% 정도로 높은 비중
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아세안의 전 산업에 걸쳐 큰 변동을 보이지 않
는 가운데, 수송기기에서 유럽의 수입 비중이 약 3% 증가하였다.

그림 3-10. 산업별 각국(지역)의 아세안+인도 수입시장 비중(2019년 기준)
(단위: %)

주: 유럽은 28개국.
자료: Comtrade, https://comtrade.un.org/(검색일: 2020. 11. 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25) Comtrade 데이터, https://comtrade.un.org/(검색일: 2020. 11. 5)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한
결과, 2019년 기준 아세안+인도 수입시장 비중을 보면, 농림수산업의 경우 다른 아세안 국가의 비
중은 29.7%, 중국은 8.6%, 일본 1%, 한국 1.1%를 차지한다.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다른 아세안 국
가가 20.4%, 중국은 30.1%, 일본 6%, 한국 11.6%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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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산업별 각국(지역)의 아세안+인도 수입시장 비중 변화(2015~19년)
(단위: %)

주: 유럽은 28개국.
자료: Comtrade, https://comtrade.un.org/(검색일: 2020. 11. 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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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유럽의 수입시장을 보면, 전반적으로 역내교역 비중이 높은 가운데,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높은 중국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6)
지난 5년간 전기전자 산업과 기계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수송기기 수입시장에서 북미 수입 비중은 지난
5년간 소폭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약 9%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철강비철금속 산업 역시 북미 비중이 높은 편이며, 지난 5년간 수입
비중이 약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조업에 걸쳐 큰 폭
의 비중 변화는 보이지 않으며, 우리나라 역시 큰 폭의 비중 변화를 보이는 산
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2. 산업별 각국(지역)의 유럽 수입시장 비중(2019년 기준)
(단위: %)

주: 유럽은 28개국.
자료: Comtrade, https://comtrade.un.org/(검색일: 2020. 11. 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26) Comtrade 데이터, https://comtrade.un.org/(검색일: 2020. 11. 5)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한
결과, 광업을 제외하고 유럽의 경우 역내교역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전기전자 산업에서는 40%, 수
송기기 부문에서는 72%가 유럽 역내교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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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산업별 각국(지역)의 유럽 수입시장 비중 변화(2015~19년)
(단위: %)

주: 유럽은 28개국.
자료: Comtrade, https://comtrade.un.org/(검색일: 2020. 11. 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19년 중남미의 수입시장을 보면, 역내 교류가 많은 가운데 제조업 부문의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127) 특히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127) Comtrade 데이터, https://comtrade.un.org/(검색일: 2020. 11. 5)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한
결과, 멕시코, 중남미, 미국+캐나다 간의 교류가 전기전자, 기계, 섬유산업을 제외하면 적게는 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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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중국 비중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50% 이상의 비율을 기록하
고 있다. 기계산업 역시 중국 의존도가 25% 이상이며 지난 5년 사이에 수입시
장 비율 역시 약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중남미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1990년대 후반부터 중남미 국가와 FTA, MOU 등 체결, 차관 제공
및 투자를 통해 양자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o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ECLAC)과 같은 중남
미 지역 내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힘썼다.128) 특히 중국은 2014년
중국-CELAC 포럼(Forum of China and Community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을 설립하였는데, Belt and Road Initiative(BRI) 등
을 포함한 자국의 정책을 홍보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듯 중국은 양
자간, 다자간 협력을 통해 중남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함으로써 수입시장에
서의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수송기기, 전기전자 산업에서
여타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지난 5년간 전반적으
로 중남미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체ㆍ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3-14. 산업별 각국(지역)의 중남미 수입시장 비중(2019년 기준)
(단위: %)

주: 유럽은 28개국.
자료: Comtrade, https://comtrade.un.org/(검색일: 2020. 11. 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비철금속 사업에서 41%, 많게는 농업에서 80%를 차지한다.
128) Myers(20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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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산업별 각국(지역)의 중남미 수입시장 비중 변화(2015~19년)
(단위: %)

주: 유럽은 28개국.
자료: Comtrade, https://comtrade.un.org/(검색일: 2020. 11. 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 외에 2019년 한국과 일본의 수입시장을 살펴보면, 양국은 비슷한 수입시
장 구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두 국가 모두 농림수산업과 수송기기 산업에
서 북미의 수입 비중이 높고, 섬유와 전기전자, 기계산업에서 중국의 수입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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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전 산업에서 아세안+인도가 일본 수입시장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한국 수입시장에서보다 높은데, 그중 기계산업은 두 시장간의 비
중 차이가 11%p에 달하는 등 그 차이가 더 극명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상대국
의 시장에서 지난 5년간 전기전자 산업의 수입 비중이 감소했는데, 일본은 아
세안과 유럽으로부터, 한국은 아세안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늘어났
다. 섬유 산업에서는 두 국가 모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감소하고 아세
안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의 2019년 수입시장을
보면 전기전자 산업을 제외하면 미국과 캐나다의 비중이 대부분이며, 수입 비
중이 적게는 기계산업에서 42%, 많게는 광업에서 88%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2019년에 수입 비중이 하락했음에도 북미가 멕시코 수입시장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129)

3. 일방적 통상정책이 무역구조에 미친 효과: 미중 통
상분쟁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세계 교역 현황을 통해 개도국의 경제성장, 선진국-개도국 간 기술
격차 감소, 개도국의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 둔화에
따라 세계 무역구조가 재편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북미지역과 중국 수
입시장에서의 지난 5년간 국가별(혹은 지역별)ㆍ산업별 비중 변화 추이를 보면
북미 수입시장에서는 중국산 제품의 비중 감소가 뚜렷이 나타나고 중국 수입시
장에서는 북미지역 제품의 비중 감소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미시장
에서는 아세안+인도 비중의 증가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본 절에서는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일방적 통상정책이 이러한 무역구조 변화

129) 국가별(혹은 지역별) 자세한 내용은 [부록 표 2-3, 부록 그림 2-2]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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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식별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특히
G2(미국, 중국)로서 세계 교역액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통
상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미중 통상분쟁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가. 개요
미중 통상분쟁이 비교적 최근에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역 및 글로벌 통상
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한 만큼 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
연산일반균형모형(CGE mode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등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들의
분석 결과를 보면, 다양한 분석방법론과 분석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실시하였
기에 완전히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 선행연구의 동향을 검
토하고 본 절에서의 연구와의 차별점을 논하는 차원에서 주요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Li, Balistreri, and Zhang(2018)은 29개국 글로벌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양국이 상호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양국 모두 부정적 영향을 받으며, 특히 관세
와 더불어 비관세조치를 취할 경우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중국에 부정적인 영향
이 더 클 것으로 분석하였다. 관세에 한정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이 중국에게 일방적으로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에서
는 미국과 중국의 교역이 각각 3.7%, 3.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중
양국이 상호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교역이 각
각 4.8%, 4.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uo, Lu, Sheng, and Yu(2018)
의 일반균형모형 분석에서는 일방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시나
리오와 미국, 중국 양국이 상호간에 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 모두에서 미중
교역이 감소하고 미국의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Sengupta and Rastogi(2018)는 이론분석을 통해 미국의 대중국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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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는 미국 소비 감소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수출에도 부
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Amiti, Redding, and
Weinstein(2019)은 2018년 미국의 관세부과로 인해 미국의 누적 사중 효과
(cumulative deadweight welfare cost)가 약 69억 달러 발생하며 정부로 이
전되는 소비자 및 수입자의 추가적인 비용은 약 123억 달러라고 추정하였다.
Benguria(2019)는 기업 수준 분기 데이터를 사용하여 미중 통상분쟁이 중국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낮추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종덕 외(2019)에서는 미중 관세분쟁으로
인해 단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수입 규모가 상
대적으로 더 크고 대체수입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교역조건이 개선되는 반면
수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수입 다변화가 어려운 중국의 교역조건이 악화되
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Itakura(2020)는 연산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시
나리오 분석을 통해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해 미국의 경우 금속, 기계, 전기설비
부문에서의 수입이 감소하고, 중국은 운송기기와 농산품 부문에서의 수입이 감
소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의 실질 GDP는 각각 약 1.35%,
1.41% 감소하고, 전 세계 실질 GDP도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하였
다. Handley, Kamal, and Monarch(2020)는 기업 수준 미시데이터를 사용
한 분석을 통해 2018~19년도 미국의 수입 관세부과가 미국 수출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미국 수출기업의 4분의 1이 추가적으로 관
세가 부과된 품목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 기업들이 미국 수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선행연구들의 경우 대부분 미중 통상분쟁
이 양국의 무역 감소 혹은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해 무역구조가 어떻게 바뀌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일방적 관세부과로 인한 수출입 감소 혹은 실질 GDP 감소
가 아닌 무역전환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환언하면, 미국의 중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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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추가 관세부과로 인해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타 국가
로부터의 수입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즉 무역구조 측면에서의 변화에 관한 실
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로 인해 무역전환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중국에 대한 미국정부의 정책이 자국 경제 및 산업
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만약 무역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면 미국 전체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
국 산업 보호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역시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로 인한 미국 수입시장에서의 무역전환 효과
추정에 앞서 최근 미국 수입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의 전 세계로부터의 수
입은 2015년과 2016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9년에
약 2조 5,0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약 1.7%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전 세계 수입에서 미국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오히려 2018년
12.9%에서 2019년 13.2%로 증가하여 미국의 최근 통상정책이 전 세계로부
터의 수입을 위축시켰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2015년 이전에는
세계 수입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2% 내외였다면 2015년 이후
에는 약 13%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10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8년 중국으로
부터의 수입액이 약 5,400억 원을 기록하였던 반면 2019년에는 전년대비
16.2% 감소한 약 4,50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이 차
지하는 비중 역시 2018년도 21.3%에서 18.1%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최근 미국의 일방적 통상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전 세계로부터의 수입이 감
소하였다고 확언할 수 없는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는 일정 부분 발생
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 3-16]과 [그림 3-17]을 참고하기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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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미국의 수입 동향과 전 세계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 해외무역통계, https://stat.kita.net/main.screen(검색일: 2020. 11. 1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7. 미국 수입시장에서의 중국산 수입 동향과 비중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 해외무역통계, https://stat.kita.net/main.screen(검색일: 2020. 11. 1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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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절에서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로 인해 미국 수입시장에서
무역전환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식별함으로써, 일방적 통상정책이 무역
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학적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나. 분석모형
지금부터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로 인해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수입 감소가 다른 국가로의 수입으로 전환되었는지를 식별하기 위한 분석모형
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본 절에서의 분석모형은 Romalis(2007)과 Russ
and Swenson(2019)에서 제시한 모형을 기본으로 하되 본 연구의 목적에 맞
게 일부 수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참고로 상기 연구들은 각각 NAFTA와
한미 FTA를 통한 관세 인하로 인해 미국 수입시장에서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를 식별하였다. 그
러나 본 연구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일방적 관세부과로 인해 미국 수입시장에
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으로 전환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한 본 절에서의 실증분석 기본 모형은 아래와 같다.






 log  
 
   log     log         




[식 3-1]
여기서 하첨자 i 는 중국 이외의 수출국, 하첨자 k 는 HS 6단위 수준의 품목,

하첨자 t 는 연도를 의미한다. [식 3-1]에서 좌측에 있는 종속변수  
는

t 년도 k 품목에 대한 미국의 i 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을 의미하고,  
는t

년도 k 품목에 대한 캐나다의 i 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을 의미한다. 
  는 미

국이 t 년도 k 품목에 대해 중국에 부과한 관세율이며 
 ,  는 각각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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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t 년도 k 품목에 대해 i 국에 부과한 관세율130)이다.  는 i 국의 k 품
목에 대한 시차불변 특이성을 통제하기 위한 항목이며  는 연도더미다. 마지
막으로   는 오차항이다.
상기 모형에서 좌변은 중국을 제외한 t 년도 k 품목에 대한 i 국가로부터의
미국과 캐나다의 수입 비율을 의미한다. 이는 Romalis(2007)에서 제안한 추
정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품목에 대해 제3국으
로부터의 미국 수입이 반응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중국 혹은 제3
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가 이
국가들로부터의 수입 증감에 미친 영향을 직접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미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정치ㆍ경제적 측면에서 유사한 국가인 캐나다
를 비교 국가(reference country)로 설정하여 미국의 관세부과가 각국(i )으
로부터의 미국과 캐나다의 수입 비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세
부 품목에 대한 수출국들의 상대적 수출 능력, 품목별 특성 등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을 통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상 국가-품목 고정효과
( )를 사용하여 시차 불변 국가-품목 특이성을 통제하였기에, 본 분석에서의
계수 추정치는 국가-품목 내 효과(within effects)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연도더미( )를 포함함으로써 경기변동, 환율 등의 거시경제적 요인 역시
통제하였다.
본 연구의 관심 변수인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율(log  
  )의 계수
추정치 
  을 통해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가 미국 수입시장에서 무역전
환 효과로 이어졌는지를 식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로 제
3국이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게 된다면, 상기

모형 종속변수의 분자항인 미국의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이 증가할

130) 본 절의 분석에서는 Russ and Swenson(2019)과 같이 미국, 캐나다가 특혜세율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 대상을 한정하였기에 사실상 미국과 캐나다의 MFN 관세율과 동일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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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실증분석에서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추정치를
갖게 되면 이를 통해 미국 수입시장에서 무역전환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통계적
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미국의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지 않았다
면, 상기 모형의 좌변인 미국과 캐나다의 수입 비율에 변동이 없을 것이므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 미국과 캐나다의

제3국에 대한 관세율 변수(log  
 , log   )는 각각 종속변수의

분자항과 분모항, 즉 미국과 캐나다의 수입에 해당국에 대한 관세율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포함하였다.

다. 분석자료
미국의 일방적 통상정책(여기서는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으로 인한 무역전
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자료를 사용하였
다. 분석기간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에 취임하였고 미국의 중국에 대
한 관세부과가 2018년부터 시행되었음을 고려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는 미국
과 캐나다 모두가 특혜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2019년 미국 수입시장 기준
상위 50개국으로 설정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의 분석 대상 국가는 미국과 캐나
다 수출 시 각각 미국과 캐나다의 MFN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국가이다. 이 국
가들로 분석 대상 국가를 한정한 이유는 본 연구가 일방적 관세부과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특혜관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역전환 효과를 최
대한 통제하기 위함이며, 본 절에서의 분석이 HS 6단위 수준에서 분석이 이루
어지고 있는 만큼 미국 수입시장 기준 상위 50개국131)으로 한정하여 분석하는
131)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터키, 남아공, 에콰
도르, 이라크,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UAE, 파키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이집트, 스리랑카, 알제리, 베네수엘라, 카타르, 리비아,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아이티, 가나, 앙골
라, 코트디부아르, 마다가스카르, 미얀마, 케냐, 에티오피아, 콩고, 우르과이, 튀니지, 볼리비아, 바
하마, 자메이카, 벨라루스, 모리셔스, 세르비아, 에콰도르, 카메룬, 레소토, 피지, 북마케도니아, 보
츠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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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신뢰할 만한 데이터 확보와 안정적 추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
문이다.132)
수입 자료는 COMTRADE133)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으며, 관세 자료는
ITC134)의 Market Access Map을 사용하여 MFN 관세율을 구했으며, 미중
무역갈등에 대한 관세정보는 CARD135)의 Trade War Tariffs를 사용하였다.
동 자료는 정부의 공식 발표를 기반으로 하며 미국이 중국에 4차례에 걸쳐 부
과한 추가 관세율을 HS 6단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136) 미국의 중국에 대
한 관세부과조치에 대한 설명은 앞 장에서 이미 설명하였기에 본 장에서는 생
략하기로 한다.137)
본 연구에서 이용한 교역 및 관세 자료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3-3]을 참
고하기 바란다.

표 3-3. 기초통계량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log



1,247,500

0.432

2.866

-20.361

23.213

log   

1,247,500

0.057

0.065

0

1.661

log   

1,247,500

0.033

0.049

0

1.661


log  


1,247,500

0.031

0.107

0

1.809

자료: COMTRAD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9) 자료(교역액), ITC, Market Access Map(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1. 4)과 Li(2018), CARD(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28) 자료(관세율)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32) 추가적인 이유로 HS 6단위 기준 미국과 캐나다 양국의 신뢰할 만한 특혜관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분석의 실익 역시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133) COMTRADE, https://comtrade.un.org/(검색일: 2020. 10. 9).
134) ITC, Market Access Map, https://legacy.macmap.org/(검색일: 2020. 11. 4).
135) Li(2018), CARD(Center for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https://www.card.
iastate.edu/china/trade-war-data/(검색일: 2020. 9. 28).
136) 미국이 중국의 HS 6단위 품목에 대해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치를 연도별로 확보하기 위해 추가 관세
에 차수별 품목 상당액을 비중으로 사용했다.
137) 추가적인 내용은 Li(2018)을 참고하기 바란다.

106 •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라. 분석 결과
우선 HS 6단위 전체 품목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설명변수의 계수 추
정치가 사전에 예상하였던 바와 같이 추정되었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
율 변수의 계수 추정치는 양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 결과에 의하면, 미국이 중국에 1%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면
평균적으로 동일 품목에 대한 캐나다의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대비 미국의 제
3국으로부터 수입 비율이 0.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미국의 중국
에 대한 관세부과 정책으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입전환이 발생하였다.
미국의 제3국에 대한 수입관세율과 캐나다의 제3국에 대한 수입 관세율의 계
수 추정치는 각각 음의 값과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상기 변수들에 대해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한 이유는 미국
혹은 캐나다의 MFN 관세율이 비교적 단기인 5년의 분석기간 동안 크게 변동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상품에 대해 중국이 가장 효율적인
생산자일 경우 제3국에 대한 관세율 변동은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품목 특성별로 특이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전체 품목을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본재, 소비재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나, 글로벌 가치사슬 및 교역 증가에 큰 역할을 하였
던 중간재의 경우 전체 품목과 유사하게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율 변수의
계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미
국 수입시장에서의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로 인한 무역전환 효과가 중간
재에 속하는 품목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138)
138) 참고로 COMTRADE 데이터베이스, http://comtrade.un.org/(검색일: 2020. 10. 9)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한 결과, 동 분석기간에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품목의 경우 미국의 중국으로부터
의 수입이 약 120억 달러 감소하였고, 중간재로 한정하였을 경우 약 150억 달러 감소하였다. 반면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은 약 570억 달러 증가하였고, 중간재의 경우 약 160억 달러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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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무역 불확실성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전체 품목
log   
log   

자본재

소비재

0.304***

0.447***

0.267

-0.198

(0.106)

(0.142)

(0.331)

(0.239)

-0.150

-0.309

1.461

0.021

(0.165)

(0.190)

(1.012)

(0.823)

0.026

0.033

-0.126

-0.137

(0.076)

(0.072)

(2.738)

(0.255)

YES

YES

YES

YES

1,247,500

777,350

159,950

302,700


log  

국가-품목
고정효과
관측치 수

중간재

주: 1) ( )는 강건표준오차임.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4. 소결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글로벌 공급망의 확산과 함께 빠르게 증가하였던 세
계 교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세계 교역이 연평균 약 9% 성장한 반면 금융위
기 이후 세계 교역은 연평균 약 4% 성장에 그치며 교역증가율이 둔화되고 있
다. 선진국의 교역은 금융위기 이전 연평균 약 8% 증가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약 3% 증가하였다. 개도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 교역은 연평균 약
14% 성장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약 6% 성장하는 데 그치고 있다. 중간
재 역시 금융위기 전후로 비교해보면, 2002년과 2007년 사이 중간재 교역이
연평균 약 19% 성장한 데 반해, 2010년과 2019년 사이에는 연평균 약 2% 성
장하는 데 그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의 세계무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로 자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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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협정을 통한 관세 및 비관세조치의 완화, 글로벌 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
벌 공급망의 확산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양자 및 다자 협상을 통한 무
역자유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교역 증가세는 최근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연관하여 이에 대한 원인은 크게 세 가지
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소비시장으로서의 개도국의 부상, 둘째, 선진국과 개도
국 간의 기술격차 감소, 셋째, AI, IT 기술 발전에 따른 개도국의 인건비 경쟁력
하락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자국 산업 보호와 자국 내 일자리 확보를
위한 최근 세계 각국의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의 확산은 세계 교역 및 무역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미국, 캐나다), 중국, 아세안+인도, 유럽, 중남미 수입시장에서의 산업
별, 국가별(지역별) 지난 5년(2015~19년)의 비중 추이를 살펴보았는데, 최근
미중 통상분쟁의 여파를 반영하여 북미와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변화가 뚜렷하
게 나타났다. 북미시장에서는 전 산업에 걸쳐 중국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난 반면, 광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아세안+인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중국이 4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제조업 전반에 걸쳐 여전히 중국이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중국 수입시장에서는 북미지역의 비중이 전 산업에 걸쳐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림수산업, 수송기기 등은 각각 약 12%, 10%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철강비철금속 역시 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방적 통상정책이 이러한 무역구조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
는지를 식별하기 위해 미중 통상분쟁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실시한 미국 관세부과에 의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 효과
식별을 넘어 감소한 수입이 다른 국가로 전환되었는지를 여부를 식별하였다.
즉 무역구조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로 인해
무역전환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중국에 대한 미국정부의 정책이 자
국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주변국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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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도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만약 무역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면 미
국 전체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국 산
업 보호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역시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장의 연구 결과
에 의하면 미국 수입시장에서 무역전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식별되었으며,
특히 중간재 품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무역전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실제로 나타난 미국의 관세부과 정책으로 인한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한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글로벌 공급망의 경우 기술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며, 중간재 혹은 고부가가치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에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
므로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정부는 기업들이 안정적인 국내외 공
급망을 구축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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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무역구조는 생산구조와 연관된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고 운송비
용이 감소하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일부 과정이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에서 수행되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참
여도가 높아졌다(Antràs and Chor 2018; Baldwin 2016; Johnson and
Noguera 2017 외 다수).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이 꾸준히 증가했으나 금융위
기(2008~09년) 이후 세계경제는 무역 둔화와 경기침체를 겪었다(그림 4-1 참
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수출 실적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으로서 선진국뿐 아
니라 개발도상국이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확대함에 따라 GVC는 기존 추세대로
확장되지 못했다. 무역비용 감소와 자유무역협정 확산이 GVC 확대에 기여했
으므로,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무역비용을 높여 GVC 둔화나 정체에 이바지했
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GVC 둔화나 정체는 생산구조의 변화를 뜻한다.
생산과 무역구조는 서로 연관되기 때문에, 최근 확산되는 일방적 통상정책이
GVC를 통해 세계 무역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4-1. 1995~2019년 세계 수출과 GVC 지표 변화

세계 중간재와 총수출 비중(생산 대비)

세계 총수출의 국내부가가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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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계속

세계 GVC 평균 참여도

세계 GVC 평균 생산단계

주: 1) WIOD(1995~2011년)와 ADB MRIO(2007~19년) 데이터 활용, WIOD 기준에 맞춰 41개국으로 조정.
2) GVC 평균 참여도는 각국 생산액 기준 가중평균한 전방 GVC 참여도와 후방 GVC 참여도의 합.
3) GVC 평균 생산길이는 최종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까지 거치게 되는 평균적인 생산단계 수.
자료: 저자 작성.

이 장은 GVC 구조를 반영한 무역 모델을 활용해 일방적 통상정책의 확산에
따른 무역구조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강화된 보호무역주의 형태인 일방
적 통상정책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데다 확산하는 경향성도 보인다(제2장 참
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세계무역과 경제성장률 둔화가 새로운 균형 상태
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자국 기업과 산업을 보
호하기 위한 일방적 통상정책의 사용이 확대되고 강화될 개연성도 크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관세조치부터 무역구제조치, 무역기술장벽을 포함한 비관세
조치에 이르기까지 보호무역주의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어진다. 정보통신기
술의 발전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확대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에 관한
연구도 상당히 쌓여 있으나, ‘일방적 통상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무역구조 변화
를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특히 정량분석을 담은 보고서나 논
문으로 범위를 제한하면 참고할 만한 자료가 넉넉지 않다.
이 장의 목표는 과거 데이터를 활용한 추정이 아니라 이론 모델에 기반을 두
고 입수 가능한 최근 데이터를 반영해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무역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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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향을 정량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정량분석에서 양질의 데이터는 중요한
요소다. 데이터 협조 요청을 통해 공을 들여 확보한 분석자료는 세계투입산출
구조를 담은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의 다지역산
업연관표(MRIO: Multi-Regional Input-Output)다.139) ABD MRIO에는
WIOD나 EORA MRIO와 달리 2019년 세계투입산출 구조가 담겨 있다. 이 장
에서는 공개되어 쉽게 구할 수 있는 WIOD 데이터와 2019년 자료까지를 포함
한 ADB MRIO를 주로 활용했다. 데이터를 가공하고 계산해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뿐 아니라 부가가치 수출과 수출의 국내부가가치의 변화를 추적했다. 또한
GVC 지표(measures)의 변화도 관심 영역이다. 이 장에서 구축한 이론 모델은
세계투입산출 구조를 활용한 시나리오 분석이 가능하다. 이론 모델이 단순화되
어 세계 생산의 투입과 산출 구조를 오롯이 반영하지 못하면, 우리가 관심을 두
는 부가가치 수출이나 GVC 지표에 대한 추적은 불가하다.
이 장의 연구는 선행연구와 세 가지 측면에서 차별된다. 첫째, 분석 방법의
차별성이다. 강화된 보호주의 맥락에서 미중 관세전쟁의 수출 효과를 분석해
주목을 받은 최근 논문(예를 들어 Fajgelbaum et al. 2019; Handley,
Kamal, and Monarch 2020)이 선택한 분석 방법은 축약형 방정식
(reduced-form equation)에 기초한 계량경제학적인 접근법이다. 이 장에서
는 이론 모델과 데이터를 활용해 일방적 통상정책의 일반균형 효과를 정량적으
로 분석한다. 둘째, 분석 시나리오의 차별성이다. Cappariello et al.(2020)은
분석방법론 측면에서 이 장의 연구와 가장 유사한 접근법을 채택했으나, 영국
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는 일방적 통
상정책과 연관된 관세 충격, 비관세 충격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반
영했다. 셋째, 선행연구와 달리 외생 충격변수에 부여할 값을 임의로 설정하지

139) 아시아개발은행의 세계투입산출표 구축을 담당하는 부서가 연구 목적의 데이터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ADB MRIO Team에 소속된 Clara Delos Santos께 감사한다. 두 차례에 걸쳐 데이터를
제공 받았는데, 특히 두 번째 제공해준 데이터에는 최신 자료인 2019년 정보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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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시나리오 분석을 위해 직접 추정해 얻은 결과값을 활용했다. 제3장에서
무역(수출입), 관세, 비관세, 무역 불확실성 지수 등 여러 주요 경제변수를 활용
해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무역 불확실성의 관세 상당치 수준에 대한 추정값
을 계산한 바 있다. 제4장의 이론 모델과 시나리오 분석은 제3장의 추정과 서
로 연계된다.
정량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 장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연구자가 고민한 시나리오 선택 방식과 이유, 분석의 초점과 이
유에 대해 밝힌다. 먼저 일방적 통상정책의 확산을 무엇으로 규명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 설정의 문제다. 미중 통상분쟁의 지속 과정에서 나타날 관세, 비
관세, 행정적인 조치, 미국 내 이익집단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북미자유
무역협정(USMCA),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개도국을 포함한 세계 주
요국의 차별적인 비관세조치 신규 도입 등은 일방적 통상정책의 확산 근거로서
지목될 수 있다. 이러한 일방적 통상정책은 기존의 보호무역주의 조치와는 달
리 수단이 다양하고 수단별로 무역구조에 미치는 충격의 세기가 다르다. 언급
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단과 그 강도를 고려하여 연구를 개별적
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구체적인 수단과 강도를 고려하는 방식으로는
일방적 통상정책의 확산과 무역구조 변화의 관계를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 장에서는 언급한 사례가 교역국간 무역비용에 충격을 준다는 사실에 주목했
다. 정량분석의 성패는 무역 데이터의 활용과 결과 도출 가능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일방적 통상정책의 확산 시나리오를 최대한 단순화해 시나리오별 무역
비용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둘째, 무역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어느 수준에서 무역을 분해하고 변
화를 추적할지에 대한 것이다. 세계무역을 구성하는 개별 국가의 총수출과 수
입 구조를 크게는 상품과 서비스로 나눠 살펴볼 수 있고, 상품도 중간재, 자본
재, 최종재 등으로 나눌 수 있을 뿐 아니라, 권역별, 교역상대국별, 산업별, 연
도별 등을 조합하면 다양한 방식의 세분화도 가능하다. 나아가 생산의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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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사슬 구조를 고려하면 총수출을 부가가치로 분해하는 방식 대신에 총 부가
가치 수출을 찢어서 살펴볼 수 있다. 다시 크게 상품과 서비스로 구분하여 권역
별, 교역상대국별, 산업별, 연도별 조합을 고려하여 GVC 구조를 고려한 부가
가치 무역구조도 검토해볼 수 있다. 국가간 산업 수준의 무역구조 변화까지 추
적하여 분석하는 접근 방식이 고려될 수 있으나, 이 장에서는 세분화는 최대한
피하고 최근에 개발된 GVC 지표를 활용하여 무역구조의 변화를 큰 그림에서
제시했다. 산업 수준의 국가간 교역에 대한 부가가치 수출의 경우 데이터를 계
산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 분해를 세분화할수록 오차나 편향성이 커진다는 사
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다’절 분석모형의 GVC 측정 파트에서 자
세히 다시 설명했다.
선행연구를 간단히 검토한 후 이론모형과 분석 시나리오를 설명하고 무역불
확실성의 관세상당치를 추정한 후 정량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분석 결과에 대
한 설명과 함께 무역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 소결에는 이 장에서 도
출한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코로나19와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논의를
추가로 담았다.

1. 선행연구
20세기 말까지 상품이나 서비스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공정 대부분이 각국
내에서 이뤄졌다. 국제무역에서도 글로벌 생산구조를 고려한 무역구조를 연구하
기보다는 산업간 무역(inter-industry trade)과 산업 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의 패턴을 설명하는 데 주목했다. 국제무역에서는 국가의 생산성이나 노
동, 자본과 같은 부존자원의 차이에 따른 비교우위론을 통해 산업간 무역패턴을
설명하고, 다양성(love of variety)과 독점적 경쟁시장을 도입해 산업 내 무역패
턴을 이해한다. 21세기 초부터는 국제무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인 G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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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에 따라 무역패턴보다는 무역구조에 관한 연구자의 관심이 높아졌다.
무역구조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오프쇼어링(offshoring)과 GVC, 보호무
역주의, 산업연관관계를 반영한 모델 등을 다룬 국제무역의 선행연구를 살펴보
는 것이 유용하다. 먼저 오프쇼어링과 GVC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자. 오프
쇼어링과 GVC는 생산의 국제 분업에 관한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무역
비용의 하락, 개발도상국의 저임금은 국제 분업의 심화에 기여했다. 기업은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의 중간 단계 일부를 국외로 이전하거나 해외 기업에
위탁하는 방안을 선택했다.140) 오프쇼어링 문헌에서는 전자를 해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로, 후자를 아웃소싱(outsourcing; arm’s
length offshoring)으로 불러왔다.141)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계약관계를
조명한 논문을 시작으로(Antràs 2003), 기업 규모별 해외직접투자와 아웃소싱
의 선택에 관한 이론과 실증분석(Helpman, Melitz, and Yeaple 2004), 생
산 단계의 일부가 아닌 직무(task)의 오프쇼어링에 대한 이론 연구(Grossman
and Rossi-Hansberg 2008)로 확장됐다. 오프쇼어링이라는 큰 주제보다 해
외직접투자와 아웃소싱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세분화되고 관심변수도 기업의
구조, 생산성, 불평등, 소비자 후생, 임금이나 고용과 같은 노동시장 관련 변수
등으로 다양해졌다.142) 기업 수준에서 구축된 양질의 데이터가 늘어나면서 오
프쇼어링 연구는 최근까지 지속된다.
오프쇼어링과 GVC 문헌은 국제 분업이라는 주제에서 공통분모를 갖지만, 각
주제에 대한 문헌은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각기 발전했다. GVC 문헌에서 한 축을
이루는 주제는 GVC 측정에 관한 것이다. 중간재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해 수직적

140) 이 선택을 Baldwin(2016)은 생산 분리(unbundling)라 부른다.
141) 기업의 범위(boundary)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와 아웃소싱을 나누는 것이다. 오프쇼어링과 관련된
용어는 다양하다. 오프쇼어링이라는 용어 대신 Antràs(2003)는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이
라고 부르고, 아웃소싱(outsourcing)을 Arm’s length offshoring으로 부르기도 한다. 무엇으로
부르든 아웃소싱이 오프쇼어링의 부분집합(subset)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142) 해외직접투자와 아웃소싱에 대한 논문은 많다. 다만 이 장의 연구 초점이 기업 수준에서 바라보는 생
산의 국제적 분업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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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vertical specialization) 개념을 들고 나온 Hummels, Ishii, and
Yi(2001)를 시작으로, Koopman, Wang, and Wei(2014)는 총수출을 국내와
해외부가가치로 분해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GVC 측정에 관한 새로운 길을 제시
했다. Koopman Wang, and Wei(2014) 이후 Wang et al.(2017)의 기여로
생산 기준의 부가가치 분해가 가능해져 중간재가 국경을 넘나드는 횟수를 기준으
로 한 단순한(simple) GVC와 복잡한(complex) GVC의 구분이 가능해졌다.
GVC 측정 지표에는 참여도(participation), 전후방 연계(forward and
backward linkage), 길이(Fally 2011), 생산의 전후방 GVC 참여 개념을 정교
화한 상류도와 하류도(Antràs and Gotari 2017; Antràs and Chor 2018), 이
외에도 상대적 전후방 연계 지수(IMF 2017) 등이 있다. 연구자는 필요에 따라
기존의 GVC 지표를 여러 방식으로 조합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고안해 제시하기
도 한다. GVC가 확장되면서 중간재 수출이 늘어나고 부가가치 수출 개념이 강조
되면서 부가가치 수출 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도 활발해졌다.143)
금융위기 이후 총수출, 중간재 수출, GVC 길이와 참여도, 수출의 국내부가
가치 비중의 변화 패턴 등은 금융위기 이전까지 나타났던 기존 추세와 상당히
다르다. 학자들은 무역구조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요인으로서 보호무역주의
를 지목한다. 보호무역주의에 관한 선행연구는 반덤핑 부과를 중심으로 오랫동
안 이어져온 것으로, 금융위기 이후에는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활발하다(조문희 외 2017). GVC와 지역무역협정의 관계
를 살펴본 Fontagne and Santoni(2018), Bellora and Fontagne(2019) 등
이 참고할 만한 최근 논문이다. 보호무역주의는 일방적 통상정책과 연관성이
높다. 이 장은 일방적 통상정책의 확산이 시작된 시점을 미중 관세전쟁이 벌어
진 2018년으로 바라본다. 세계무역의 불확실성 지수가 폭발한 시기가 2018년
부터이기 때문이다. 일방적 통상정책의 또 다른 예시로 USMCA와 같은 지역
143) 현재 가용한 통계로는 WOID, EORA IO Database, OECD ICIO Table, ADB MRIO, TiVA 등이
있다. 자료마다 포괄하는 국가, 연도, 산업 분류가 서로 달라 데이터별 장단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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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의 체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터키의 對한국 FTA 개정요구 등을 거
론할 수 있다. 최근 학계에서도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추세다.
특히 Fajgelbaum et al.(2019)과 Handley, Kamal, and Monarch(2020)
은 미중 통상분쟁에 주목하고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의 수출 효과를 추정했
다. Fajgelbaum et al.(2019)은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보복조
치를 취하는 것이 미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했다. Handley, Kamal,
and Monarch(2020)도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
에서 GVC를 고려했으며, 수입 관세의 증가가 미 수출 증가율을 떨어뜨린다는
추정 결과를 보고했다. 이 두 논문은 수입관세 증가가 미국의 수입수요 감소와
무역비용의 증가, 기업 내와 기업간 수요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GVC는
수입관세 충격의 전이경로(transmission channel)가 되는 것으로서 수입관세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심화, 확대한다(Boehm, Flaaen, and Nitya
Pandalai-Nayar 2019; Yi 2003). 유사한 파급경로를 지적한 Bellora and
Fontagne(2019) 역시 수입관세 증가가 수출을 위한 생산자의 비용을 증가시키
고 상승한 생산비용이 세계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므로 수출이 감소
한다는 경로를 강조한다. 이 연구는 미국이 중국산 품목에 부과한 관세에 따라
미국의 수출이 7.5% 감소했다고 추정했다. 미 관세인상에 따른 생산비용과 수출
액 변동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후생 변화를 고려한 Amiti, Redding, and
Weinstein(2019), 부가가치와 후생 변화를 함께 살펴본 Bellora and
Fontagne(2019), 소비 변화에 초점을 맞춘 Waugh(2019), 관세의 가격 전이
(pass-through)를 검토한 Cavallo et al.(2019) 등 연구 범위가 확장되어가는
중이다.
이 장에서 연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한 논문은 생산의 투입과 산출 구조를
처음으로 일반균형 국제무역모델에 반영한 Caliendo and Parro(2015)이
다.144) 이 논문은 Eaton and Kortum(2002)을 확장하고 Dekle, Eaton, and
144) Caliendo and Parro(2015)를 직접적으로 활용한 논문으로 Felbermayr, Groeschl, and Heiland

제4장 일방적 통상정책과 향후 무역구조 변화 • 119

Kortum(2008)에서 활용한 균형 변화에 대한 측정 기술(소위 말하는 hat
algebra)을 접목했다. 다만 이 논문의 모델이 생산함수에 투입산출구조를 반영
하고 외부 충격에 따른 경제 주체의 최적화를 통해 총수출의 변화를 보여주기는
하나 부가가치 수출의 변화까지 제시하지는 못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연산 가능
한 일반균형모델(CGE)인 GTAP 활용을 고려해볼 수도 있지만 GTAP 역시 생산
과 무역구조의 변화를 추적하기에는 적절치 않다.145) 이 장에서는 Caliendo
and Parro(2015)를 확장한 모델인 Antràs and Chor(2018)를 기준 모델로 삼
았는데, 일방적 통상정책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위해 Antràs and Chor(2018)
모델을 추가로 확장했다.146) Antràs and Chor(2018) 모델과 달리 이 장에서는
관세충격과 비관세충격을 반영했고, 분석 시나리오를 차별화했으며, 시나리오
분석을 위한 기준연도를 ADB MRIO 2019년으로 최신화했다(Antràs and
Chor(2018)는 기준연도를 WIOD 2011년으로 설정).

2. 분석모형
세계경제에 J개 국가가 존재하고 각국에 S개 산업이 있다. J개 국가에 각각
(2017), Aichele, Felbermayr, and Heiland(2016), Antràs and Chor(2018) 등이 있다. Costinot
and Rodriguez-Clare(2014)는 아밍턴 모델부터 Melitz(2003)에 산업연관관계를 반영한 비용
구조를 실은 모델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무역자유화에 따른 후생효과를 분석했다. Costinot and
Rodriguez-Clare(2014)의 모델은 Caliendo and Parro(2015)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대부분
포괄한다.
145) 기업 수준의 GVC가 반영된 무역모형을 활용해 일방적 통상정책을 분석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다만 분석
에 필요한 기업 수준 데이터(firm-level data)를 확보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어렵다.
146) 미중 무역분쟁에 계량경제학적인 추정방법론을 적용하는 대신, 정량적 모델을 통해 분석한 논문으
로는 CGE 분석을 한 Freund et al.(2018), DSGE를 활용한 Berthou et al.(2018), 이외에도
Balistreri, Bohringer, and Rutherford(2018), Charbonneau and Landry(2018) 등이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무역장벽이 상승한 점을 고려한 Evenett(2019), 비유럽국의 비용에 초점을
맞춘 Mayer, Vicard, and Zignago(2018), 비선형 생산함수를 고려한 Baqaee and Farhi(2019)
도 있다. 영국의 EU 탈퇴(BREXIT)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Cappariello et al.(2020),
그 외에도 정량분석을 포함한 논문으로 Dhingra et al.(2017), Felbermayr, Groeschl, and
Heiland(2017)를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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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소비자가 있고, 각국 S개 산업에 최종재와 중간재 생산자가 생산활동에
참여한다. 와 는 국가를,  와 은 산업을 나타내는 기호다. 추가로 F는 최종
재, Z는 중간재, Y는 생산, VA는 부가가치를 가리킨다. 하첨자 ij는 무역의 흐
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가 i가 수출국, j가 수입국이다. 상첨자 rs는 산업 r이
판매자, s가 구매자임을 가리킨다. 예컨대   는 i국 r산업이 생산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j국 s산업으로 수출한 중간재 총액을 뜻한다.  는 i국 r산업이 j국
으로 수출한 최종재 총액이다. 최종재 소비는 j국의 생산자가 아닌 대표 소비자
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므로 j국의 산업에 대한 표기는 없다.   는 j국 s산업
에 투입된 부가가치(value-added) 총액이고,147)   는 j국 s산업에서 생산한
총생산액(gross output)이다.148) 세계투입산출표 구조는 [표 4-1]과 같다.

표 4-1. 세계투입산출표 구조

자료: Antràs and Chor(2018), Figure 1 재인용.

세계투입산출표에 기입된 모든 숫자는 관측된 무역 데이터, 국별 투입산출
데이터 등을 활용해 몇 가지 기술적인 가정이 덧대어져 계산된 값이다. 산업별,
국가간 중간재나 최종재 수출의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 무역통계를 활
용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산업별 생산액 역시 국제기구 DB를 통해 쉽게 입수
할 수 있다. 세계투입산출표의 장점은 GVC 지표(길이, 참여도, 상류도, 하류
147) 이때 부가가치는 회계적인 것으로 총생산에 담긴 국내 부가가치와 다르다.
148) 세계투입산출표 읽는 법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살펴보려면 Antràs and Chor(2018), Timmer et

al.(2013), 라미령(2017), 정영식 외(2019), 최낙균, 박순찬(2015) 등의 자료를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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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국내부가가치 비중 등)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장의 목표는 일방적
통상정책과 같은 정책 변수의 변화가 무역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타당한 답변을 위해서는 정량적인 수치
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세계투입산출표 자체만을 활용한 분
석방법은 과거 데이터에 의존하는 방식이므로 그 결과도 과거 GVC 변화만을
설명할 뿐이다. 물론 과거 데이터를 모두 모으면 GVC의 추세 정보를 뽑아낼
수 있겠지만, 과거 정보 자체로는 향후 GVC 변화, 더 나아가 무역구조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세계투입산출 구조가 작동하는 원리
를 반영하고 국가와 산업 수준의 생산활동과 무역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
모형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산업연관관계를 반영해 다국가ㆍ다산업 리카르도 무역모형을
개발한 Caliendo and Parro(2015)에 주목하고, 이 모델을 확장한 Antràs
and Chor(2018)를 주로 활용했다. 이 장은 기존 모델을 충분히 활용하되 가
능한 범위에서 모델을 확장하고 적합한 시나리오 분석을 다양화하는 방향을 선
택했다. 분석모형이 상당 부분 Antràs and Chor(2018)의 구조와 유사하기 때
문에 이 장에서 추가로 도입한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을 위주로 설명하고,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수식에 대해서
는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가. 무역비용
우리가 관심을 갖는 변수는 일방적 통상정책이다. 이 장에서는 일방적 통상
정책에 따른 주요 충격을 무역비용의 변화로 한정했다. 시나리오 분석을 위해
서는 국가간 무역비용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법 이외에 달리 더 나은 대안
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방적 통상정책의 여파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정책
에 관한 불확실성(uncertainty) 증가나 행정비용 가중과 같은 요소는 결정적

122 •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deterministic) 모델의 속성을 갖는 일반균형모형에 반영되기 어렵다. 불확
실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결정적 모델을 확률적(stochastic) 모델로 변환해
야 한다. 행정비용 가중과 같은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무역거래에
서 실질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행정비용의 변화 정도를 추정해야 하는데 모든
국가와 산업을 대상으로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
장에서 추가로 고려한 외생 충격변수는 코로나19다. 비록 코로나19에 따른 무
역구조 변화 분석이 이 장에서 다루는 연구의 주목적이 아니지만, 우리가 주목
하는 부분인 무역구조의 변화가 코로나19와 상당한 수준에서 연관되므로, 어
떠한 방식으로든 코로나19에 따른 외생충격을 모델에 반영할 필요는 있다. 분
석을 위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코로나19에 따른 외생충격을 무역비용
의 증가 형태로 반영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정리하면 이 장에서 다루는 외생적
변화는 글로벌 충격(코로나19), 관세충격, 비관세충격이 된다. 세 가지 형태의
외생충격을 모델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Antràs and Chor(2018) 모형을 적절
히 확장할 필요가 있다.
무역비용은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 무역비용 구조를 수식
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중간재)




 
   ×   ×      

(최종재)

    ×  ×      

[식 4-1]

여기서   는 i국 r산업이 생산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j국 s산업의 중간재용
으로 수출할 때 발생하는 총 무역비용이다.   는 i국 r산업이 생산한 상품이
나 서비스를 j국의 최종재용으로 수출할 때 발생하는 총 무역비용이다.   는
글로벌 충격에 따라 산업에 상관없이 무역비용 규모를 변화시키는 변수다. 예
컨대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의 국경 폐쇄는   중국 값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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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 
 는 j국 s산업이 i국 r
산업 중간재를 수입할 때 직면하는 관세의 크기다.  는 j국이 i국 r산업 최종
재를 수입할 때 지불하는 관세의 크기다.  ,  는 각각 중간재와 최종재에
적용되는 비관세조치의 관세 상당치다. 마지막으로  는 ij국 간 s산업에서 발
생하는 전통적인 무역비용으로서 거리, 언어, 인접국가 여부, FTA 체결 여부
등을 포함한다. 양국간 관계에 따른 무역비용으로서 보통 대칭적이며 잘 변하
지 않는다는 속성이 있다.
이제 무역비용과 통상정책의 관계를 살펴보자. 통상정책은 자유무역협정
(FTA) 정책, 관세조치, 비관세조치 등을 포함한다. 특히 이 장에서 고려하는 일
방적 통상정책은 관세조치 및 비관세조치와 관련이 깊다. [식 4-1]을 통해 설명
하면, 미중 관세전쟁과 같은 일방적 관세부과와 보복조치는 특정 국가간 산업
별 관세 인상에 영향을 준다. 상품 분류에 따라 중간재와 최종재에 부과되는 관
세의 크기가 다를 수 있는데, 이 경우  와  이 영향을 받는다. 비관세조치

를 시행하면 
 와  이 변화한다.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라 관세조치와 비관

세조치에 따른 관세 상당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설명은 ‘다’
절에서 설명한다.

나. 최종재 생산자
최종재 생산자는 국내시장이나 해외시장에서 중간재를 조달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최종재 생산자는 국내와 해외시장에서 구입한
중간재를 단순 결합하는 생산함수(Ethier 1982)를 활용한다. 최종재 생산자는
국내와 해외시장에서 중간재 가격을 비교해 가장 저렴한 중간재를 선택한다.
최종재 생산자가 중간재 수입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보는 단위생산비용이
반영된 중간재 가격과 중간재를 조달할 때 발생하는 무역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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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국 s산업의 최종재 생산자가 r산업의 중간재(  )를 어느 나라에서 조달할지
선택하는 문제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min
      min  
 


    
     


















[식 4-2]


여기서 min은 최솟값을 구하는 함수다. 
  는 j국 s산업의 최종재 생산

자가 지불하는 r산업의 중간재(  )에 대한 가격이다.    는 i국 r산업의 단위
생산가격이다. ij국 간 무역비용이 고려된 i국 r산업이 생산하는 중간재 가격은
     다. 국가 수가 총 J개이므로 [식 4-2]는 J개 중에서 r산업 중간재를 가
장 저렴하게 사올 수 있는 국가 하나를 고르는 문제를 표현한 것이다.
무역비용의 증가는 중간재 가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글로벌
충격이 가해지거나 관세나 비관세충격이 발생할 때다. [식 4-2]의 우항에서 모든
i와 j에 대해  값이 1이고, 비관세조치의 관세 상당치가 0이면 Antràs and
Chor(2018)가 제시한 식이 도출되고, 수출국 산업의 정보를 추가로 고려하지
않으면(r산업 여부를 따지지 않으면) Caliendo and Parro(2015)와도 같다.
최종재를 수입할 때는 [식 4-2]와 유사한    min      을 풀면
된다. j국 s산업의 중간재 가격, j국 s산업의 최종재 가격은 Antràs and
Chor(2018)에서 소개한 방식으로 구할 수 있으며, j국 s산업의 최종재 가격을
구하면 소비자의 효용함수를 활용해 j국 최종재 가격지수 또한 구할 수 있다.

다. 중간재 생산자와 소비자
중간재 생산자는 중간재 생산 시 최종재 수요를 고려한다. 최종재 수요를 고
려하여 중간재 생산자는 노동과 여러 중간재를 투입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
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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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 4-3]

여기서,     는 j국 s산업 중간재(  ) 생산자가 생산하는 중간재 생산량이
다.     는 j국 s산업 중간재(  ) 생산자의 생산성,    은 j국 s산업에서


고용한 노동자 수다. 
  와  는 j국 s산업에서 사용한 r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투입량과 비중이다.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고 규모수익불변의 생산함수인 [식 4-3]을 이용하면
  ∑   


j국 s산업의 단위생산비용이     



∏       으로 도출된다.

여기서   는 j국 임금,   는 j국 r산업의 가격 지수,  는 상수다.
대표 소비자는 주어진 예산제약식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최종재를 소비하여
효용을 극대화한다.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     

[식 4-4]

여기서   은 j국 소비자의 소비벡터이고,   는   를 구성하는 소비벡터의
요소로서 s산업에서 생산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 규모를 나타낸다.  
는 j국 s산업의 최종재에 대한 선호 파라미터다.
대표 소비자의 예산제약식(  )은 노동(   )을 공급하고 얻은 임금소득(   )
과 함께 정부가 거둬들인 관세수입(  )과 소비자가 속한 국가의 무역수지(   )
로 구성된다.149)

         

[식 4-5]

149) 관세수입과 무역수지가 대표 소비자의 예산제약식에 들어가는 구조에는 정부의 역할이 숨어 있다.
첫째, 교역상대국에 대해 산업별로 서로 다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둘째, 모든 산업을 통해 거둬
들인 관세수입과 함께 무역수지를 대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모델 구축의 간결성을 위해 문
헌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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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라 관세가 인상될 경우, 정부의 관세수입이 변동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식 4-5]에서  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일
반균형의 결과로   도 조정된다.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비관세충격은 관세
충격과는 다른 파급경로를 따른다. 단적으로 비관세조치에 따른 관세 상당치가
부과되더라도 관세충격과 달리 비관세조치는 관세수입(  )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비자는 중간재를 소비할 수 없다고 가정하므로 소비자가 속한 국가의 특
정 산업에서 생산한 총액에서 국내생산을 위해 중간재로 사용한 부분과 해외
수출로 빠져나간 부분을 제하면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소비한 총액과 같다.

라. 최종재와 중간재 수출 비중
Antràs and Chor(2018) 모델의 장점은 국가ㆍ산업 간 중간재 교역과 최종
재 교역을 구분한 것이다. 이론모델에서 중간재와 최종재 교역을 구분하면 외
생충격의 전파경로도 중간재와 최종재로 구분해서 추적할 수 있다. 이 장의 모
델에서는 운송비용을 중심으로 무역비용의 변화를 살펴본 Antràs and
Chor(2018)와 달리 글로벌 충격, 관세충격, 비관세충격 모두가 중간재와 최종
재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

(중간재 수출)

 


(최종재 수출)

 





        

 

∑          
        

 

 

∑          

 

[식 4-6]

여기서  은 생산성 분포함수의 위치변수이고,   은 생산성이다.150)
[식 4-6]을 이용해 i국 r산업에서 j국 s산업으로 중간재 수출을 얼마나 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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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i국 r산업에서 j국으로 최종재 수출을 얼마나 했는지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을 합하면, i국 r산업에서 j국으로 수출한 총액도 구할 수
있다. 나아가 i국 r산업의 모든 교역상대국을 더하면 i국 r산업의 총수출액을
구할 수 있고,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액으로 분리해 계산할 수도 있다. i국 중간
재와 최종재 총수출을 교역상대국별로 구할 수도 있고, 총합도 계산이 가능하
다. [식 4-6]에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글로벌 충격뿐 아니라 관세와 비관세
충격 모두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비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식 4-6]에서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글로벌 충격이 일부 국가에만 파
급되지 않고 모든 국가 간 동등하게 적용된다면(    ∀ ), 분자와 분모
의 가 서로 상쇄되어 글로벌 충격이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 ‘비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 외생충격에 따른 균형의 변화
세계 총수출과 총수입의 합은 균형에서 항상 같다. 수식은 다음처럼 표현
된다.

 
  
 
∑∑∑
        ∑∑ ∑    ∑∑          

[식 4-7]

세계무역의 균형은 위의 조건식을 만족하면서 J개 국가의 대표소비자 효용
극대화 조건을 만족하는 식, 각국 S개 산업에 속한 중간재와 최종재 생산자의
이윤극대화 조건을 만족하는 식, 각국 중간재와 최종재 시장, 노동시장에 대한
시장 청산식을 만족할 때 존재한다. 모든 국가(), 모든 산업( )에 대해 임

150) Caliendo and Parro(2015)와 Antràs and Chor(2018)을 따라 국가ㆍ산업별 생산성이 서로 다르
다고 가정했다. 프리쳇 분포(Frechet distribution)에서 위치변수와 생산성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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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 중간재 단위생산가격( ), 중간재 가격(   ), 최종재 가격(    )이 내
생적으로 결정되고, 내생적으로 결정된 가격을 토대로 모든 국가와 산업의 생
산액이 도출된다.
외생 충격변수가 변화하면 균형이 변화한다. 꺾은선은 변화 후 값에서 변화
전 값을 나눈 것을 의미한다. 프라임은 변화 후 값이다. 여기서는 단위생산비
용, 중간재와 최종재 가격,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 비중 변화 등을 포함해 J국 S
개 산업으로 이뤄진 세계 생산과 무역의 균형 변화를 설명하는 식을 나열했다.

(단위생산비용 변화)




  ∑    

 

  

∏    
  



[식 4-8]

(중간재와 최종재 가격 변화)


 

   ′   ′ 

   


   ∑          
    


 













 



  



 
  
    ′   ′
 ∑    
 

  
      









  

[식 4-9]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 비중 변화)





 


 
    
    
  

 

   


      


 



 









 

    
    
    
 


       





[식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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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와 최종재 사용 변화)

 ′    ′
   ′

 ′    ′  ∑   ′      

[식 4-11]

(시장 청산 조건)


 ′  ∑    ′  
           ∑  ∑   
 ′   ′

[식 4-12]

(세계무역균형)



∑ ∑  ∑   
 ′   ′      



 
∑ ∑  ∑   
 ′   ′  ∑  ∑    ′            [식 4-13]

외생충격의 변화는 [식 4-8]에서 [식 4-13]까지 모든 변수에 영향을 미치며,
모든 식이 균형에 이를 때까지 내생변수가 변화한다. 이 장에서 모든 외생적 변
화의 시작은 무역비용의 변화다. 무역비용이 변하면 단위생산비용, 중간재와
최종재 가격이 조정되고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 비중도 달라진다. 중간재와 최
종재 수출 비중이 달라졌다는 것은 중간재와 최종재의 흐름(flow)이 바뀌었다
는 뜻이다. 중간재와 최종재 사용을 모두 고려한 최종 생산도 달라진다. 최종적
으로 변화한 임금, 중간재와 최종재 가격, 중간재와 최종재 사용을 고려한 총생
산, 국가간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입이 시장청산조건을 만족하고 세계무역균형
을 만족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만약 시장청산조건과 세계무역균형이 만족하
지 않으면 임금과 단위생산비용을 새롭게 업데이트하고 중간재와 최종재 가격
을 업데이트한 후 앞서 설명한 모든 과정을 반복한다. 즉 솔루션 알고리듬이 끝
나는 시점은 시장청산조건과 세계무역균형이 만족할 때다.151)
151) 보통 정확한 값으로 시장청산조건과 세계무역균형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작은 값, 예
컨대, 10^-6 값보다 작으면 균형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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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을 만족하는 임금, 중간재와 최종재 가격을 구하면 새로운 세계투입산
출에 관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식 4-10]을 통해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 비



중 변화를 구한 후  
 와   을 각각 곱하면   ′와   ′을 구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식 4-11]을 활용하면  ′와  ′이 도출된다.  ′와
 ′ 역시 마찬가지다.

 ′  ′  ′  ′ 는 외생충격에

따라 변화한 세계투입산출(new world input-output) 구조다.

바. 무역과 생산구조 측정
분석모형에서 도출된

 ′  ′  ′  ′ 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무역과 생산구조에 관한 모든 변수값을 계산할 수 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무역과 생산 관련 주요 변수의 사전
추세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즉 1995~2019년 세계투입산출표에 반영
된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액을 산출하고, 부가가치 수출, GVC 지표 등을 계산
해야 한다. 다만 GVC 관련 여러 지표 중 어떤 지표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는
잘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 장에서 나타낸 GVC 지표를 선택한 이
유를 설명했다.
무역 관련 변수로 총수출,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 부가가치 수출(value added
export)을 제시했다.  ′와  ′을 활용하면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을 구
할 수 있고, 이 둘의 합을 총수출로 정의한다. 총수출만을 바라보면 복잡한 가
치사슬 구조에서 국경을 여러 번 넘나드는 실질적인 교역활동을 파악하기 어렵
다. 생산의 상류에 위치한 해외 생산자가 가치사슬상에서 다음 단계의 생산자
와 어떻게 연결되고 궁극적으로 어느 나라의 소비자에게 전달되는지를 알려주
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 통계는 국경을 넘을 때 즉각적으로
수집되는 정보이고, 계산하기 쉽고,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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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생산구조를 연결짓는 핵심은 부가가치 수출이다.152) 총수출과 달리
부가가치수출은 세계투입산출 구조를 알아야 하고 추가적인 계산도 필요하다.
통관을 거치는 순간 집계되는 값인 수출(export)과 달리 부가가치 수출(value
added export)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계투입산출 구조에 대한 정보가 필수
다. 계산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무역에서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
(value-added in trade)과 교역상대국의 소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가가치(trade in value-added)를 계산했다. 과거의 부가가치 수출값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TiVA 자료가 유용하겠지만, 연구의 목적이 무역구
조 변화 방향 분석이므로 TiVA는 활용하지 않았다. 마지막 고려사항은 부가가
치 분해법이다. 분해 방법에 대한 학계의 합의가 아직은 없다(Mirodout and
Ye 2017). 분해를 할수록 부가가치 수출에 대한 오차가 커질 수도 있다.
Wang et al.(2017)은 국내외 부가가치 흐름을 산업 수준에서 분해하면 추적
해야 할 항(term)이 많아져 구조적으로 편향된(biased) 값이 발생할 확률이 높
다고 지적한다. Wang et al.(2017)은 결론에서 GVC 측정값의 과소평가 경향
을 모델의 한계로 평가했다.153) Koopman, Wang, and Wei(2014)은 부가
가치를 국가 수준에서만 분해하므로 오차가 상대적으로 덜 발생한다. 이 장에
서는 총수출을 국내와 해외 부가가치로 나누고 국내 부가가치를 추가로 분해해
부가가치 수출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을 처음 제시한 Koopman, Wang, and
Wei(2014)의 방법론을 따랐다.154)
152) 상품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생산 과정을 거치게 된다. 폐쇄경제에서는 생산의 모
든 과정이 일국의 경제 내에서 이루어진다. 개방경제에서는 생산의 일부 과정이 두 개 또는 그 이상
의 국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생산 과정의 첫 단계에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부가가치가 창출
되기 때문에 생산 과정을 부가가치의 사슬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의미는 생산
단계를 거치면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에 걸쳐 나타남을 뜻한다. Carvalho
(2014).
153) 과소추정은 국내에 소속된 다국적 기업이 해외 지사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 결과가 국내 GDP에
모두 귀속되는 것에서 비롯된다.
154) Koopman, Wang, and Wei(2014)는 국내 부가가치를 6개 항으로 세분화한다. 이 장에서는 국내
부가가치, 부가가치수출, 전후방 GVC 참여도까지만 계산하고 6개 항 모두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지
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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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관련 변수로 GVC 지수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쉽다. 이 장에서 주로 검토
한 GVC 지수는 참여도(participation), 길이(length), 상류도(upstreamness),
하류도(downstreamness)의 네 가지다.155) GVC 참여도를 전방 GVC 참여와
후방 GVC 참여도로 나누어 살펴봤으며, GVC 상류도와 하류도 지표를 보완해
생산액 대비 최종재 소비(    )와 생산액 대비 부가가치(     )를 함께
검토했다.
GVC 참여도는 IMF(2017)를 참고해 계산했으며, 전후방 참여로 구분해서
보고했다. 전방 GVC 참여는 국내 수출품이 외국 수출품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것이고, 후방 GVC 참여는 해외 중간재를 이용해 수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GVC 참여도는 전방과 후방 GVC 참여도의 합이다.
GVC 길이는 생산에 필요한 단계 수인데, Fally(2011)가 제안한 방법을 따
랐다. GVC 길이는 상류도와 긴밀하게 연계되고, GVC 상류도와 하류도는
GVC 길이를 측정하는 것보다 일반적인 지표로 알려져 있다. GVC 위치를 알
려주는 상류도와 하류도 계산은 Antràs and Chor(2013)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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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14]



여기서       이고,        
      이다.

GVC 상하류도의 보완지표로 Antràs and Chor(2018)가 제안한    과

    를 활용했다.    과     은 상하류도와 상관관계가 높은
155) 전방연계 GVC 생산길이는 GVC 상류도, 후방연계 GVC 생산길이는 GVC 하류도와 같은 개념이다.
상류도는 국내 특정 산업에 중간재가 투입된 후 최종생산까지 거치게 되는 평균 생산단계의 수를 나
타내고, 하류도는 국내 특정 산업에 투입된 해외 중간재에 내재된 평균 생산단계의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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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상하류도보다 계산하기 쉽고 직관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가중평균 합인

  과    는 국가 수준의 평균적인 GVC 위치다. 

과 
  

(bar는 평균)을 함께 보면 세계 GVC의 복잡성도 살필 수 있다.

3. 무역 불확실성의 무역비용 추정
시나리오 분석을 위해서는 무역비용 변화에 관한 정보가 필수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무역 불확실성의 증가가 어느 수준의 관세
상당치로 치환될 수 있는지를 추정하고, 도출된 결과를 무역구조 변화에 관한
정량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비관세조치, 반덤핑조치의 무역비용 추정 등 통상정책에 대한 다
양한 실증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에 비해 일방적 통상정책의 무역비용 추
정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
된다. 첫째, 일방적 통상정책을 정량화하기가 어려우며 둘째, 미국 트럼프 행정
부 출범 이후에 일방적 통상정책이 확산되고 있기에 비교적 최근에 발생하였
고, 따라서 분석기간이 단기라는 점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 장에서 언급한 무역 불확실성 지수(TUI: Trade Uncertainty
Index)를 일방적 통상정책의 대리변수로 사용함으로써 일방적 통상정책의 무역
비용을 추정하고자 한다. 상기 지수를 이용한 기존 연구로서 Ebeke and
Siminitz(2018)은 무역 불확실성 증가로 GDP 대비 투자가 감소함을 보였고,
Handley and Limao(2017)은 무역 불확실성이 장기적으로 무역과 투자 모두에
불확실성을 증가시켰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OECD(2019) 역시 최근 관
세 인상과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체계가 확립된 제조업을 중심으
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본 절에서는 전체적 연구의 연결성과 지금까지 일방적 통상정책을 주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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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국가가 미국이며 주된 대상이 중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무역 불확실성에
관한 실증분석 역시 앞 장에서 사용하였던 미국 수입시장 자료(즉 미국 수입 데
이터와 관세)와 미국 무역 불확실성 지수156)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157) 분석
기간 역시 앞 장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에 취임하였음을 고려
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참고로 최근 미국
의 무역 불확실성 지수 추이를 보면 2018년부터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4-2. 미국 무역 불확실성 지수 추이

자료: Economic Policy Uncertainty, https://www.policyuncertainty.com/wui_quarterly.html(검색일 2020. 11.
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56) 무역 불확실성 지수는 분기별로 제시되고 있지만, 계절 요인 통제는 물론 본 연구의 목적이 무역 불
확실성의 관세 상당치 추정인 만큼 연평균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157) 앞 장에서의 분석 자료와의 차이점은 앞 장에서는 중국을 제외한 50개국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면,
본 분석에서는 중국을 포함한 51개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무
역전환 효과 분석에서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의 제3국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었
고, 모형 설정상 중국을 제외한 제3국으로부터의 미국과 캐나다의 수입액의 비율을 종속변수로 사용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절에서의 실증분석에서는 미국의 일방적 통상정책의 핵심 대상국가인 중
국을 표본 국가에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미국의 일방적 통상정책
이 분석의 초점이기에 캐나다 수입시장 자료는 본 절에서의 분석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앞 절과
마찬가지로 MFN 세율을 적용받는 국가로 제한함으로써 특혜관세로 인한 효과를 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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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량분석 모형
본 장에서의 실증분석 모형은 기존의 수많은 국제무역 실증분석에서 사용됨은
물론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는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기본 모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Anderson(1979)과 Anderson and Van Wincoop(2003)이
중력모형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으며 이후 중력모형은 보다 다양한 통상정책
실증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고전적 중력모형의 이론적 토대는 양국간의 국가 수준 교역자료, 즉 총자료
(aggregate data)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는 무역 불확실성의 관세
상당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국제무역에 관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HS 6단위 수준의 교역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미국의 관세부과
가 세부품목 단위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국가 수준 교역자료를 이용할 경우 식별
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세부품목 단위에서 분석을 실시한 만큼
관세 변수의 변동성을 분석에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집계 편향(aggregation
bias)을 최대한 완화하였다.
본 장 분석의 기본 모형은 아래와 같다.

log  log     log    log           

[식 4-15]

여기서 하첨자 i는 미국의 수입상대국(혹은 수출국), 하첨자 t는 연도 그리고
하첨자 k는 HS 6단위 수준의 품목을 의미한다. [식 4-15]에서 좌변에 있는 종
속변수 log  는 t년도 k품목에 대한 i국으로부터의 미국의 로그 수입액을
의미한다. [식 4-15]의 우변에 있는 설명변수 log   와 log   는 중
력모형의 기본 설명변수로 각각 미국의 t년도 logGDP, 미국의 수입상대국(혹
은 수출국) i의 t년도 logGDP를 의미한다.    는 t년도 k품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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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i국에 부과한 수입 관세율을 나타내며,    는 미국의 t년도 평균 무
역 불확실성 지수이다.   는 국가-품목 고정효과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시차
불변 국가-품목 수준에서의 특이성(heterogeneity)을 통제하였다. 상기 고정
효과를 통해 거리, 언어 등의 시차 불변 중력모형 변수들을 충분히 통제하였고,
일반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세부품목 수준에서의 특이성 역시 고려하였다. 이
러한 특이성을 고려하지 않고 합동 최소자승법(Pooled OLS)을 사용할 경우
편의된 추정치(biased estimates)를 얻을 가능성이 높으며, 본 연구의 목적상
국가-품목 내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상기와 같이 고정
효과 모형을 설정하였다. [식 4-15] 우변의 마지막 항인   는 오차항이다.158)
추정 방법론과 관련하여 상기의 로그선형모형과 함께 Silva and Teneyro
(2006) 이후 국제무역 실증 연구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PPML 추정법 역
시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참고로 PPML은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종속변수에
다수의 영(0)값을 가질 경우에도 특별한 조치 없이 추정이 가능하며, 무역자료
를 이용한 실증분석 시 빈번히 발생하는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에 강
건하다는 장점이 있기에 본 연구에서도 PPML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자 한다.159)

나. 분석자료
통상정책 불확실성의 무역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
년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트럼프 행정부
가 2017년에 취임하였으며, 실제로 무역 불확실성 지수 역시 2017년 이후 급
158) 본 실증분석에서는 미국 수입시장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에 중력모형 핵심 설명변수인 미국의 GDP
와 관심변수인 미국 무역 불확실성 지수를 설명변수에 포함하기 위해 연도더미를 포함하지 않았다.
159) 본 장 실증분석의 경우 HS 6단위 수준에서 분석을 실시하였기에 국가 수준의 교역자료를 이용하
여 분석하는 경우보다 영(0) 교역이 더 많이 나타난다. 로그선형모형의 경우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를 완화하기 위해 교역액에 1을 더한 후 로그값을 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PPML의 경우 모형 특성상 영(0)을 포함한 실제 교역액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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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히 증가하고 있다.
먼저 전 세계 교역자료와 관세자료는 앞 장에서 설명한 자료와 동일하기에
본 절에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160) GDP는 World Bank의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서 국가별 실질 GDP 자료를 추출
하여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4-2]를 참
고하기 바란다.

표 4-2. 기초통계량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log(수입액)

1,272,450

1.753

4.422

0

24.529

log(미국 GDP)

1,272,450

30.611

0.059

30.535

30.696

log(수출국 GDP)

1,272,450

25.305

1.745

21.523

30.298

log(1+관세율)

1,272,450

0.057

0.065

0

1.661

무역 불확실성 지수

1,272,450

8.401

14.077

0

36.404

자료: COMTRADE(교역액), ITC Market Access Map, Li(2018), CARD(관세율), Word bank WDI(GDP), Economic
Policy Uncertainty(무역 불확실성 지수)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4).

다. 무역 불확실성의 관세 상당치
앞 절에서 설명하였듯이 본 절에서의 분석 결과는 PPML 추정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모든 설명변수의 계수 추정치가 사전에 예상하였던 바
와 같이 추정되었다. 미국과 수출국 GDP 변수들의 계수 추정치는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양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추정치 값이 다소
작게 추정되었는데, 이는 HS 6단위 세분화된 품목의 교역액을 종속변수로 사
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60) 단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무역전환 효과 분석에서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의 전환 효과를 추정
하기 위해 중국을 제외한 제3국으로부터의 미국과 캐나다의 수입액의 비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
기에 중국을 표본 국가에 포함할 수 없었지만, 본 절의 실증분석에서는 미국의 일방적 통상정책의 핵
심 대상국가인 중국을 표본국가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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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관심 변수인 무역 불확실성 설명변수의 계수 추정치는 음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무역 불확실성이 교역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관세율 변수의 계수 추정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161)

표 4-3. 무역 불확실성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PPML
log(미국 GDP)
log(수출국 GDP)
log(1+관세율)
무역 불확실성 지수

로그선형
0.941***

0.788***

(0.253)

(0.051)

0.386***

0.051***

(0.118)

(0.014)

-0.432*

-0.105

(0.259)

(0.067)

-0.005***

-0.0001

(0.001)

(0.0002)

YES

YES

286,094

1,272,450

국가-품목 고정효과
관측치 수

주: 1) ( )는 강건표준오차임.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관세율과 무역 불확실성 지수 변수의 계수
추정치를 이용하여 무역 불확실성에 대한 무역비용을 관세로 나타낼 경우 어
느 정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Cadot and Gourdon(2014), Handley, Kamal, and Monarch(2020)가
제시한 방법을 따르고자 한다.
다음의 [식 4-16]은 [식 4-15]의 계수 추정치를 이용하여 도출할 수 있
다.162)
161) 로그선형모형에서는 GDP 변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추정치를 얻었으며, 관세율과 무역
불확실성 지수 변수의 경우 사전적으로 기대한 바와 같이 음의 추정치를 얻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162) 무역 불확실성의 관세 상당치를 도출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PPML 계수 추정치를 사용하였지

제4장 일방적 통상정책과 향후 무역구조 변화 • 139

log
  log
   log 
  log   
  
  


[식 4-16]

[식 4-16]을 이용하여 무역 불확실성 지수 설명변수가   인 경우와 0인
경우를 가정하여 상기 두 가지 경우의 교역의 예측 편차를 아래의 [식 4-17]처
럼 도출한다.

log
       log
      
   

[식 4-17]

동일하게 관세가 양의 값(    >0)을 갖는 경우와 관세가 없는 경우
(    =0)를 가정하여 아래의 [식 4-18]과 같이 교역의 예측 편차를 구할
수 있다.

log
        log
        
 log     
[식 4-18]

무역 불확실성 지수   증가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의 관세
부과와 유사한지 도출하기 위해 [식 4-3]과 [식 4-4]의 좌변을 등식으로 놓으
면 아래의 [식 4-19]가 도출된다.


    
 log     

[식 4-19]

즉 [식 4-19]는 [식 4-20]처럼 표현할 수 있다.

만, 설명 편의상 로그선형모형을 바탕으로 도출 과정을 제시하였다. 참고로 로그선형모형과 PPML
계수 추정치의 해석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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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식 4-20]

상기 식에서   (=8.407)는 미국 무역 불확실성 지수의 2015~19년 5년
간 평균을 의미하며, 이미 추정한 
  (=-0.432), 
  (=-0.005)를 이용하여 미국
의 최근 5년간 무역 불확실성 지수 평균의 관세 상당치를 도출하면 약 10.21%
에 해당한다.163)

4. 분석 시나리오와 데이터
가. 분석 시나리오
이 장에서 설정한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미국발 일방적 통상정
책에 따른 충격이고, 다른 하나는 글로벌 차원으로 확산된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충격이다.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충격은 무역비용의 증가로 나타난다.
시나리오에 따른 외부 충격이 중간재와 최종재를 통해 전파되는데, 변화하는
무역비용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 
    

[식 4-21]

163) 10.21% 값은 [식 4-20]에 추정값을 대입한 결과다(10.21%=(exp(0.005×8.407/0.432)-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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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나 최종재로 구분하더라도 무역비용의 ‘변화’를 설명하는 식의 기본


구조는 같다. 
  가 
  에 의존하는 경우를 고려해보자. 꺾은선이 변화율을 나

타내므로 
  는  ′ 와 같다.164) 앞서  가 s산업의 ij국 간 전통적인 무

역비용을 나타내고, 양국간 지리적 거리, 사용언어, 인접국 여부 등이 포함된다
고 설명했다. 거리, 언어, 인접국 여부는 보통 변하지 않는다.165) 변화 전과 후

의 값이 서로 같으므로, 
  역시 기본
  을 1로 설정했다. 다른 외부 충격 

(default) 값을 1로 설정했다.
<미국발 충격>
미국발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무역비용 증가 충격은 다음과 같다. ‘다’절
에서 구한 관세 상당치 10.21%를 참고한다.166)


  미국   , ∀  ≠ 미국 ∀


 미국 미국   , ∀    ∀


  미국   , ∀  ≠ 미국 ∀


 미국 미국   , ∀    ∀

[식 4-22]

위 식에서 말해주는 것은 무역비용 증가폭이 산업과 무관하게 10%로 동일
하다는 점이다. 미국을 교역상대국으로 한 모든 국가는 모든 산업에서 무역비
164) 엄밀하게 표현하면 일(1)을 빼야 한다.
165) 이 장의 분석은 균형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모형구조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변수는 균형변화



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거리, 언어, 인접국 여부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다. 다만 중력모
형을 활용한 무역비용 ‘수준’을 ‘추정’할 때 거리, 언어, 인접국 여부 등은 중요한 통제변수다.
166) Handley, Kamal, and Monarch(2020)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부과가 교역상
대국과 산업에 적용되는 평균 관세율을 계산했는데, 계산법에 따라 증가한 평균 관세율의 크기는
2.9~10%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Cappariello et al.(2020)은 비관세조치에 따라 무역비용의
25% 증가를 고려했고, Antràs and Chor(2018)는 지난 20년 동안 감소한 운송비용의 크기를 추정
해 시나리오 분석에 활용했다. Antràs and Chor(2018)가 사용한 방법을 빌려 미국발 충격의 비용
증가폭을 설명하면 미국이 모든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매년(per annum) 무역비용을 1%씩 높이
면 10년 후 누적된 무역비용은 10.59%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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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10% 증가한다. 미국발 충격을 반영하기 위해  미국 와  미국 값의 변화
를 미국 와 미국 로만 조정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고려하는 시나리오는 미국
의 관세부과에 따른 무역비용 증가가 아니므로 [식 4-4]와 [식 4-12]의 관세 수
입에 해당하는 미국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167)

<글로벌 충격>
미국발 일방적 통상정책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경우를 살펴보기 위해 글로
벌 무역비용 증가를 고려했다. 미국발 충격에 따른 결과와 비교 가능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충격의 크기를 설정한다.



    , ∀  ≠  ∀


    , ∀    ∀


    , ∀  ≠  ∀


    , ∀    ∀

[식 4-23]

글로벌 충격은 미국발 충격과 마찬가지로 동일 국가에 대한 무역비용의 변
화는 없다. 글로벌 충격은 미국발 충격과 달리 모든 국가간 중간재와 최종재 교
167) 미국발 일방적 통상정책은 비관세적 비용 증가뿐 아니라 관세 증가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중 간 관세전쟁의 재발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를 분석하기 위해 2020년 1월 미중이 합의한 Phase
1 전에 발표된 관세부과 스케줄(HS 8단위)을 활용할 수 있다. HS 8단위로 품목 특성에 따라 중간재와
최종재를 구분하고 해당 품목의 미중 간 수출액을 가중치로 둔 후 ISIC Rev 3. 수준의 평균 관세율을


 와 
  는 미중 관세전쟁 재발에 따른 관세 규모의 변화율이 된다(여기서 ij는 미국과
계산한다. 

중국임). 구체적으로 미중 관세전쟁 재발 시나리오를 고려하기 위해 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에서 공개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데이터는 HS코드 8단위에서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인상분에 대한 정보가 있고, 미국의 관세인상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중국이 선택한 관세인상 정보도 포함한다. 다만 HS코드로 분류된 데이터 자체로는 이 장의 분석모델에
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HS를 ISIC Rev. 3 수준으로 변환해야 한다. 공개된 자료가 HS를 GTAP
산업 분류로 변환한 표를 제공하기 때문에, GTAP과 ISIC Rev. 3의 관계를 이용해 HS코드별 관세율
인상분을 ISIC Rev. 3으로 변환할 수 있다. 변환 시 우리가 필요한 관세율은 단순평균 관세율이 아니라
교역액을 가중치로 둔 가중평균 관세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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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무역비용이 동일하게 증가함을 보여준다.

나. 데이터
1) 세계투입산출표
분석모형을 통한 시나리오 분석만을 위해서는 ADB MRIO가 제공하는
2019년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만 분석 결과를 이해하고 해석
하기 위해서는 무역과 생산구조에 관한 과거 추세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따라
서 WIOD와 ADB MRIO 두 개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WIOD는 2013년에 발
표된 것으로 1995~2011년 41개국 35개 산업을 포함한다. ADB MRIO는
2000년과 2007~19년 63개국 35개 산업을 포함한다. 장기 추세를 확인하는
작업을 위해 ADB MRIO 2000년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았다. 2007, 2008,
2009, 2010, 2011년은 WIOD와 ADB MRIO가 모두 포괄하는 연도다. 계산
값의 교차검증 차원에서 중첩된 연도에는 두 개 데이터 값을 모두 확인했다. 분
석 결과를 해석할 때 활용한 자료의 기간은 1995~2019년이다.

표 4-4. 제4장 국가 분류: ADB MRIO와 WIOD(2013년)
Country

ISO3

Australia

AUS

Austria

AUT

Belgium

BEL

Bulgaria
Brazil

MRIO

WIOD

Country

ISO3

MRIO

WIOD

○

○

○

○

Netherlands

NLD

○

○

Norway

NOR

○

○

○

Poland

POL

○

BGR

○

○

Portugal

PRT

○

○

BRA

○

○

Romania

ROU

○

○

Canada

CAN

○

○

Russia

RUS

○

○

Switzerland

CHE

○

SVK

○

○

China

CHN

○

○

Slovenia

SVN

○

○

Cyprus

CYP

○

○

Sweden

SWE

○

○

Slovak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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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 계속
Country

ISO3

MRIO

WIOD

Country

ISO3

MRIO

WIOD

CZE

○

○

Turkey

TUR

○

○

Germany

DEU

○

○

Taipei

TWN

○

○

Denmark

DNK

○

○

United States

USA

○

○

Spain

ESP

○

○

Bangladesh

BGD

○

Estonia

EST

○

○

Malaysia

MYS

○

Czech
Republic

Finland

FIN

○

○

Philippines

PHL

○

France

FRA

○

○

Thailand

THA

○

GBR

○

○

Viet Nam

VNM

○

○

Kazakhstan

KAZ

○

Mongolia

MNG

○

○

Sri Lanka

LKA

○

United
Kingdom
Greece

GRC

○

Croatia

HRV

○

Hungary

HUN

○

Indonesia

IDN

○

○

Pakistan

PAK

○

India

IND

○

○

Fiji

FJI

○

Ireland

IRL

○

○

Lao

LAO

○

Italy

ITA

○

○

Brunei

BRN

○

Japan

JPN

○

○

Bhutan

BTN

○

Korea

KOR

○

○

KGZ

○

Lithuania

LTU

○

○

Cambodia

KHM

○

Luxembourg

LUX

○

○

Maldives

MDV

○

Kyrgyz
Republic

Latvia

LVA

○

○

Nepal

NPL

○

Mexico

MEX

○

○

Singapore

SGP

○

Malta

MLT

○

○

Hong Kong

HKG

○

ROW

○

Rest of the
World

○

주: 1) WIOD 1995~2011년, ADB MRIO 2007~19년.
2) WIOD에는 없고 ADB MRIO에는 있는 국가는 모두 ROW에 포함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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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분류는 조정하지 않았다(표 4-4 참고). 다만 WIOD를 활용한 값과 비
교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ADB MRIO와 WIOD에 동시에 포함되는 국가를
남겨두되, ADB MRIO에만 포함된 국가는 ROW로 통합했다(WIOD가 포괄하
는 국가는 ADB MRIO에 모두 포함됨). 일부 국가를 ROW로 통합하는 과정에
서 추가 작업과 주의가 요구된다.168) 세계투입산출표는 기본적으로 국가 내 투
입산출뿐 아니라 국가간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 정보가 담겨 있어, 특정 국가군
(예를 들어 ROW)으로 묶으려면 특정 국가군 내 투입산출, 특정 국가군과 여타
국의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정보를 함께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국
산업별 부가가치와 생산액도 국가 분류에 맞춰 반드시 함께 묶어야 한다. ADB
MRIO를 활용한 권역별 분류는 [표 4-5]와 같다.

표 4-5. 제4장 권역별 분류
권역

EU

국가(ADB MRIO)

북유럽(NE)

DNK, FIN, GBR, NOR, SWE

동유럽(EE)

BGR, CZE, EST, HRV, HUN, LTU, LVA, POL, ROU, RUS, SVK, SVN

서유럽(WE)

AUT, BEL, CHE, DEU, FRA, LUX, NLD

남유럽(SE)

CYP, ESP, GRC, ITA, MLT, PRT, TUR

한중일(CJK)

CHN, JPN, KOR

북미3국(NAFTA)

CAN, MEX, USA
IDN, IND, TWN, BGD, MYS, PHL, THA, VNM, KAZ, MNG, LKA,

아시아(ASIA)

PAK, LAO, BRN, BTN, KHM, MDV, NPL, SGP, HKG (*ASIA3국: IDN,
IND, TWN)

여타국(ROW)

AUS, BRA, FJI, ROW

주: WIOD 1995~2011년, ADB MRIO 2007~19년.
자료: 저자 작성.

168) 세계투입산출표에 제시한 국가 분류를 따르지 않고 연구자 목적에 맞춰 국가를 임의로 분류해서 통
합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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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류도 따로 조정하지 않았다. WIOD와 ADB MRIO 모두 국제표준산
업분류 3차 개정판(ISIC Revision 3)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 장의 분석모델에
서 활용한 산업분류를 확인하려면 [부록 표 2-4]를 참고하기 바란다.

2) 기준연도와 파라미터 값
시나리오 분석을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을 위한 이론모형에 파라미터 값을 부여
하고 기준연도에 속한 변수값을 기본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식 4-5]~[식 4-13]
에서 나타나듯   ,   ,   등 파라미터와   와   처럼 기준연도 값이 필요하
다. 파라미터 값은 계산이나 추정을 통해 구할 수 있고 기준연도 값은 계산으로
충분하다. 선호 파라미터인   와 중간재 사용 비중을 나타내는 
 는 2019년
ADB MRIO 데이터를 통해 계산했다. 산업별 생산성   는 Caliendo and
Parro(2015)가 제공하는 값을 활용했다.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 비중뿐 아니라
국가별 무역수지, 산업별 부가가치와 생산액 등 계산이 필요한 값은 ADB MRIO
데이터를 활용해 구했다.

5. 분석 결과
일방적 통상정책의 확산이 무역구조에 미칠 영향(counter-factual effects)
에 관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무역구조가
지금까지 변해온 사전 추세를 함께 놓고 봐야 한다. 미국의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무역비용 증가를 줄여서 ‘미국발 충격’,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에
따른 무역비용 증가를 줄여서 ‘글로벌 충격’이라고 지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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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계 무역구조 변화
세계무역과 생산구조 변화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을 먼저 살펴
보자. 1995~2011년까지는 2013년에 배포된 WIOD를 사용하고, 2012~19년
까지는 ADB MRIO 데이터를 활용해 총수출, 중간재 수출, 부가가치 수출 등 여러
관심 변수의 값을 5년 단위로 평균냈다. 첫째, 1995년 이후 금융위기 전까지 세계
총생산이 증가할 때 세계 총수출도 늘어났고 세계 총생산에서 중간재 수출이 차
지하는 비중도 함께 커졌으나, 금융위기 이후로는 세계 총수출과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세계 생산 대비)이 정체되었다. 둘째, 1995년 이후부터 금융위기
전까지 여러 국가의 GVC 참여도가 높아져 GVC 생산단계가 길어졌으나, 금융위
기 이후 GVC 참여도가 낮아지고 GVC 생산단계도 더 이상 길어지지 않는 추세
다. 셋째, 1995년 이후 세계 총수출에서 국내부가가치(domestic value added)
가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위기 전까지 하락했으나 2012년 이후부터는 하락세가
둔화됐다(그림 4-1과 표 4-6 참고).

표 4-6. 일방적 통상정책과 세계 수출구조 변화
(단위: %, %p)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

미국발

~99

~04

09

~14

~19

(기준)

충격

총수출 비중

10.4

11.7

13.3

12.9

12.7

13.5

12.8 -0.6

9.3 -4.1

중간재 비중

6.4

7.4

8.8

8.5

8.2

8.5

8.1 -0.4

5.6 -3.0

국내부가가치

86.6

84.5

82.2

82.2

81.5

80.9

81.0

0.2

85.6

4.8

부가가치 수출

77.2

74.3

71.7

72.0

71.2

70.8

71.0

0.3

77.3

6.6

GVC 참여도

38.9

45.1

50.2

48.5

49.3

50.1

51.2

1.1

40.2 -9.9

변화

글로벌
충격

주: 1) 총수출 비중은 세계 총수출액을 세계 생산액으로 나눈 값.
2) 중간재 비중은 세계 중간재 총액을 세계 생산액으로 나눈 값.
3) 국내부가가치는 세계 총수출액에서 국내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
4) 부가가치수출은 Koopman, Wang, and Wei(2014)를 활용해 계산함.
5) GVC 평균 참여도는 각국 생산액 기준 가중평균한 전방 GVC 참여도와 후방 GVC 참여도의 합.
자료: [식 4-8]~[식 4-13]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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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표 4-6]은 미국발과 글로벌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무역비용 증가가 세계
수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식 4-8]~[4-13]을 통해 분석한 결과다. 미국발 충
격과 글로벌 충격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준연도인 2019년과 비교해 변화값을
함께 담았다. 일방적 통상정책과 세계 수출구조 변화에 관한 특징을 4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발 충격은 세계 총수출과 중간재 수출 비중을
떨어뜨린다. 세계 총수출과 중간재 수출 비중(세계 생산 대비)은 기준연도
(2019년)에 각각 13.5%, 8.5%인데, 미국발 충격이 가해지면 각각 0.6%p,
0.4%p 감소한다. 둘째, 글로벌 충격은 세계 총수출과 중간재 수출 비중을 낮추
며, 그 강도가 미국발 충격보다 세다(4.1%p, 3.0%p 감소). 셋째, 미국발 충격
과 글로벌 충격이 세계 GVC 평균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 미국
발 충격은 기준연도의 세계 GVC 평균 참여도를 1.1%p 높이지만, 글로벌 충격
은 세계 GVC 평균 참여도를 9.9%p 낮춘다. 넷째, 미국발 충격과 글로벌 충격
은 세계 수출액에서 국내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과 부가가치 수출이 차지하
는 비중을 모두 높인다. 둘째 결과처럼 글로벌 충격이 미국발 충격보다 한결 더
강하다.
일방적 통상정책의 시나리오에 따라 세계 GVC 평균 참여도가 움직이는 방
향이 서로 다르다는 결과는 중요하다. 미국발 충격과 글로벌 충격이라는 두 시
나리오의 차이가 단지 관심 변수가 변하는 절댓값의 크기 차이만을 뜻하는 것
이 아니라 시나리오에 따라 무역구조 변화의 방향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
다. 다시 말해서 세계 총수출, 중간재 수출, 부가가치 수출 비중 등의 변화 방향
(sign)은 서로 같지만 세계 GVC 참여도의 변화 방향은 서로 다르다는 시나리
오 분석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권역간, 주요국의 무역구조를 분해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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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권역별 무역구조 변화
권역을 ① 한중일 ②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으로 구성된 ASIA 3국 ③ 미국,
멕시코, 캐나다로 구성된 북미 3국 ④ 북유럽 ⑤ 동유럽 ⑥ 서유럽 ⑦ 남유럽 ⑧
여타국으로 구분했다(표 4-5 참고). ASIA 3국만으로 권역을 설정한 이유는
WIOD에 포함된 ASIA 국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추세
(1995~2019년)를 보기 위해 ADB MRIO와 WIOD를 사용했고, 국가를
WIOD 기준으로 맞췄다(표 4-4 참고). 다만 주요국 무역구조의 변화를 살펴볼
때는 ASIA 국가를 추가하기 위해 ADB MRIO 국가를 WIOD 기준으로 묶지
않았다.

1) 총수출 변화
세계 수준에서 총수출과 중간재 수출 비중(생산 대비)이 금융위기 전후로 변
화함을 보았다. 이 장에서 분류한 권역별로 살펴보면 한중일, ASIA 3국, 북미
3국의 총수출액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지만, 유럽권의 총수출액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로도 전반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이 사전 추세의 특징이다.
[표 4-7]은 미국발 충격과 글로벌 충격이 권역별 총수출액 비중에 미치는 영
향을 보여준다. 첫째, 미국발 충격은 북미 3국 지역의 총수출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쳐 북미 3국 지역의 총수출액 비중이 기준연도보다 1.66%p 낮아진다. 둘
째, 미국발 충격은 북미 3국을 제외한 모든 권역의 총수출액 비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만 북미 3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의 크기를 고려할 때 그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셋째, 글로벌 충격도 미국발 충격처럼 모든 권역의
총수출액 비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강도도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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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일방적 통상정책과 권역별 생산 대비 총수출액 변화
(단위: %, %p)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

미국발

~99

~04

09

~14

~19

(기준)

충격

한중일

6.9

8.5

10.8

9.5

8.0

7.6

7.5

ASIA3국

13.5

15.2

15.5

14.1

12.3

12.3

북미3국

7.2

6.7

7.3

8.0

7.5

8.1

북유럽

17.3

17.7

18.5

19.9

22.3

동유럽

15.7

20.0

19.7

19.9

23.3

서유럽

17.0

19.8

21.8

22.5

남유럽

11.4

11.8

12.0

여타국

10.2

15.6

16.3

변화

글로벌
충격

변화

-.08

5.0

-2.61

12.2

-.08

7.8

-4.47

6.4

-1.66

5.3

-2.80

25.1

24.8

-.24

19.4

-5.71

23.8

23.8

-.01

18.9

-4.84

25.5

26.7

26.6

-.16

21.1

-5.69

13.9

16.5

18.5

18.4

-.07

13.7

-4.72

14.5

14.9

18.0

17.5

-.46

11.7

-6.26

주: 여기서 ASIA 3국은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이고, 북미 3국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임.
자료: [식 4-8]~[식 4-13]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중간재 수출 변화
권역별 중간재 수출 비중(생산 대비)의 변화도 살펴보자. 총수출 비중 변화
추세와 유사하게 한중일, ASIA 3국, 북미 3국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중간재 수
출액 비중이 감소하거나 정체 중이지만, 유럽 지역에서는 중간재 수출액 비중
이 증가한다.
[표 4-8]은 미국발 충격과 글로벌 충격이 권역별 생산 대비 중간재 수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 것이다. 첫째, 미국발 충격은 북미 3국 지역의 생산 대비
중간재 수출을 1.14%p 떨어뜨린다. 둘째, 미국발 충격은 북미 3국 외에도 모
든 권역의 중간재 수출액 비중을 일제히 감소시킨다. 권역별 총수출 비중이 감
소한다는 결과와 유사하다(표 4-7). 셋째, 글로벌 충격은 모든 권역의 중간재
수출액 비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결과 역시 일방적 통상정책이 모든
권역별 최종재 수출액 비중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하다. 넷째, 미국발 충격과 글
로벌 충격이 중간재 수출 비중에 미치는 영향은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보다 모
두 작지만, 그 크기는 권역별로 다르다. 이 결과는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라 중
간재 수출과 최종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뜻한다.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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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살펴보겠지만, GVC가 발달한 글로벌 생산구조에서는 중간재와 최종재 수
출뿐 아니라 부가가치 수출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표 4-8. 일방적 통상정책과 권역별 생산 대비 중간재 수출액 변화
(단위: %, %p)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

미국발

~99

~04

09

~14

~19

(기준)

충격

변화

글로벌
충격

변화

한중일

4.0

4.9

6.4

5.3

4.4

4.1

4.1

-0.05

2.5

-1.63

ASIA 3국

8.5

10.0

10.9

9.8

8.3

8.1

8.0

-0.07

4.8

-3.26

북미 3국

4.7

4.3

5.0

5.3

4.8

5.0

3.9

-1.14

3.1

-1.93

북유럽

10.4

11.2

12.2

12.8

13.7

15.0

14.8

-0.15

11.1

-3.91

동유럽

11.2

14.2

14.3

14.8

16.6

17.0

17.0

-0.01

13.3

-3.73

서유럽

10.1

11.7

13.2

14.0

15.6

16.5

16.4

-0.12

12.4

-4.13

남유럽

5.9

6.3

6.8

8.0

9.3

10.4

10.4

-0.06

7.2

-3.18

여타국

7.1

11.0

12.3

11.1

11.4

12.9

12.5

-0.36

8.0

-4.90

주: 여기서 ASIA 3국은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이고, 북미 3국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임.
자료: [식 4-8]~[식 4-13]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부가가치 수출 변화
세계 수준에서 부가가치 수출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은 1995년 이후 세계 총
수출에서 부가가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위기 전까지 하락했으나
2012년 이후부터는 그 하락세가 둔화된 점이다.
[표 4-9]는 미국발과 글로벌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무역비용 증가가 권역
별 부가가치 수출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 것이다. 첫째, 미국발 충격에
따라 북미 3국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1.99%p 높아진다. 이 결과는 미국발
충격이 총수출과 중간재 수출 비중을 낮추는 결과와 대조적이다. 북미 3국의
총수출과 중간재 수출 실적이 떨어지나 수출에서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발 충격은 ASIA 3국과 여타국을
제외한 모든 권역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을 낮춘다. 이 결과 역시 미국발 충격이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 비중(생산 대비)에 미치는 영향과 다르다. 생산 대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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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비중이 감소했다고 해서 수출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반드시 감소
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글로벌 충격은 모든 권역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을 높
인다. 이 결과 자체는 GVC가 확산하는 21세기 초부터 금융위기 전까지 중간
재와 총수출 비중이 증가할 때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감소했던 과거 추세와 대
조적이다.

표 4-9. 일방적 통상정책과 권역별 부가가치 수출 비중 변화
(단위: %, %p)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

미국발

~99

~04

09

~14

~19

(기준)

충격

변화

글로벌
충격

변화

한중일

85.6

81.0

75.0

76.1

79.6

80.4

80.0

-0.39

87.4

7.03

ASIA 3국

73.1

71.9

67.9

70.1

73.3

72.4

72.5

0.07

80.6

8.25

북미 3국

77.8

76.6

77.1

77.8

77.0

76.5

78.5

1.99

80.7

4.19

북유럽

75.4

73.6

71.5

70.1

68.2

67.6

67.3

-0.28

72.2

4.57

동유럽

78.7

72.3

72.0

73.7

67.8

68.6

68.4

-0.26

73.4

4.78

서유럽

73.3

70.9

67.5

66.2

63.0

61.5

60.9

-0.62

67.3

5.78

남유럽

79.1

75.8

73.0

71.6

70.1

68.0

67.9

-0.18

75.0

6.98

여타국

76.2

71.7

69.6

70.3

69.1

69.4

70.9

1.55

79.5

10.17

주: 여기서 ASIA 3국은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이고, 북미 3국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임.
자료: [식 4-8]~[식 4-13]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 주요국 무역구조와 GVC 지표 변화
지금부터는 일방적 통상정책이 북미 3국과 한중일 3국을 구성하는 국가간
무역구조에 미치는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여타국에 포함된 ASIA 국가
를 추출해 ASIA 3국(인도, 인도네시아, 대만)에 포함했다(표 4-5 참고).169) 한
169) ADB MRIO의 국가 분류를 WIOD 국가 분류로 조정하지 않으면 ASIA에 포함된 모든 국가를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ASIA 권역에 포함된 모든 국가의 과거 추세는 2007년 이후부터 확인이 가
능하다. [표 4-7]~[표 4-9]에서 사용한 권역 구분은 WIOD에 포함된 국가를 대상으로 나눈 것이다.
이 경우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을 포함하는 ASIA 3국의 GVC 지표와 총수출의 변화를 알 수 있으나
ROW에 포함된 다른 ASIA 국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표 4-7]~[표 4-9]에 포함된 ROW에
서 ASIA 국가를 추가로 뽑아내기 위해 ADB MRIO 국가 분류를 WIOD로 통합하지 않고, A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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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묶음 대신 한국, 중국, 일본으로 분리했고, 북미 3국 대신 미국, 멕시코,
캐나다로 나눴다. EU 권역은 하나로 합하고, ASIA 3국은 ASEAN 주요국과 중
앙아시아 3국을 더해 ASIA에 포함했다.
[표 4-10]은 미국발 충격과 글로벌 충격에 따른 무역비용 증가가 주요국간 총
수출에 미치는 구조적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첫째, 미국발 충격에 따라 한국, 중
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감소한다. EU와 한중일을
제외한 ASIA에도 같은 결과가 미친다. 둘째, 미국발 충격은 멕시코와 캐나다 사
이의 총수출 비중을 늘린다. 이 결과를 한눈에 확인하기 위해 [부록 표 2-5]를 추
가했다. [부록 표 2-5]는 미국발 충격에 따라 북미 3국간 총수출 비중이 36.4%에
서 36.7%로 증가함을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북미 3국의 총수출 비중(생산 대비)
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 3국간 수출 비중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미국
발 충격이 북미 3국뿐 아니라 EU 국가간, 한중일 3국간, ASIA 권역간 총수출 비
중을 높이는 점은 흥미롭다(부록 표 2-5 참고). 셋째, 글로벌 충격이 한국이 중국
과 일본으로 수출하는 비중을 각각 2.8%p, 0.5%p 감소시키지만 미국으로 수출
하는 비중을 0.6%p 높인다. 이 결과는 일방적 통상정책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면
한국의 총수출 구조에서 중국 의존도가 낮아짐을 뜻한다.

표 4-10. 일방적 통상정책과 주요국간 총수출구조 변화
기준(2019)

EU

KOR

CHN

JPN

US

MEX

CAN

ASIA

ROW

EU

57.0

1.1

4.8

1.2

7.4

0.7

0.8

3.8

23.2

KOR

14.2

-

27.0

5.7

14.6

2.9

1.0

19.9

14.6

CHN

20.6

4.2

-

6.5

18.4

2.2

1.9

15.6

30.5

JPN

12.1

6.7

17.6

-

19.5

2.5

1.3

20.7

19.5

US

24.2

2.1

6.3

2.5

-

9.8

11.0

6.9

37.2

MEX

5.2

0.7

2.1

1.0

76.2

-

4.3

1.4

9.1

CAN

8.5

0.8

3.7

2.1

66.6

1.7

-

2.8

13.8

MRIO 데이터 자체를 활용해 동일한 시나리오 분석을 했다([식 4-8]~[식 4-12]를 동일하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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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계속
기준(2019)

EU

ASIA

12.4

KOR

CHN

2.2

JPN

11.0

US

MEX

4.6

7.9

CAN

0.7

ASIA

0.6

16.5

ROW
44.1

ROW

29.3

3.8

21.5

6.2

11.7

1.5

1.3

17.2

7.4

미국발

EU

KOR

CHN

JPN

US

MEX

CAN

ASIA

ROW

EU

57.6

1.1

4.8

1.2

6.3

0.7

0.8

3.8

23.6

KOR

14.7

-

26.0

6.0

13.2

3.0

1.1

20.8

15.3

CHN

20.7

4.7

-

6.5

16.9

2.3

2.0

15.7

31.2

JPN

12.4

7.0

17.2

-

17.6

2.6

1.4

21.4

20.3

US

24.3

2.2

6.0

2.5

-

9.7

11.1

6.9

37.4

MEX

5.8

0.8

2.3

1.1

73.3

-

4.9

1.6

10.2

CAN

9.5

1.0

4.1

2.3

62.8

1.8

-

3.0

15.6

ASIA

12.7

2.3

10.8

4.6

7.1

0.7

0.6

16.8

44.4

ROW

30.1

3.9

21.4

6.3

10.1

1.4

1.3

18.2

7.4

글로벌

EU

KOR

CHN

JPN

US

MEX

CAN

ASIA

ROW

EU

56.3

1.0

4.7

1.2

7.5

0.7

0.8

4.0

23.8

KOR

15.5

-

24.2

5.2

15.2

3.0

1.2

20.5

15.3

CHN

21.0

4.2

-

6.1

19.3

2.3

2.1

15.3

29.7

JPN

13.2

6.3

15.9

-

20.4

2.5

1.6

20.8

19.3

US

23.6

2.1

6.0

2.3

-

10.1

11.8

7.1

37.1

MEX

5.4

0.8

2.0

0.9

75.8

-

4.5

1.5

9.1

CAN

8.2

0.9

3.6

2.2

67.3

1.6

-

2.8

13.4

ASIA

12.6

2.1

10.1

4.4

8.2

0.7

0.6

16.8

44.6

ROW

28.8

4.0

20.6

7.0

11.7

1.3

1.2

18.7

6.7

주: 1) ASIA는 한중일(CJK)을 제외하고 ASEAN 주요국과 중앙아시아 3국은 포함함(표 4-4 참고).
2) 세로축의 국가는 수출국, 가로축의 국가는 수입국.
자료: [식 4-8]~[식 4-13]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4-11]은 미국발 충격과 글로벌 충격이 주요국간 중간재 수출에 미치는
구조적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첫째, 미국발 충격에 따라 한국, 중국, 일본, 멕
시코, 캐나다가 미국으로 보내는 중간재의 수출 비중이 감소한다. EU와 한중
일을 제외한 ASIA에도 같은 결과가 미친다. 이 결과는 [표 4-10]에서 살펴본
총수출 비중 변화와 유사하지만, 각 비중 변화의 상대적 크기는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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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미국발 충격은 멕시코와 캐나다 사이의 중간재 수출 비중을 늘린다. 이
결과를 한눈에 확인하기 위해 [부록 표 2-6]을 추가했다. [부록 표 2-6]에서 미
국발 충격에 따라 북미 3국간 총수출 비중은 35.9%로 큰 변화가 없다. 다시 말
해서, 미국발 충격이 북미 3국간 최종재 수출 비중 변화를 일으키지만 중간재
수출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발 충격은 여전히 EU 국가
간, 한중일 3국간, ASIA 권역간 중간재 수출 비중을 높인다(부록 표 2-6 참고).
셋째, 글로벌 충격은 한국이 중국과 일본으로 보내는 중간재의 수출 비중을 각
각 1.6%p, 0.7%p 낮추지만 미국으로 보내는 중간재 수출 비중은 0.5%p 높인
다. [표 4-10]과 [표 4-11]을 종합하면, 글로벌 충격이 한국의 총수출구조뿐 아
니라 중간재 수출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표 4-11. 일방적 통상정책과 주요국간 중간재 수출구조 변화
기준(2019)

EU

KOR

CHN

JPN

US

MEX

CAN

ASIA

ROW

EU

58.1

0.9

3.5

1.2

7.1

0.7

0.7

3.9

23.9

KOR

12.7

-

25.4

6.2

13.1

3.5

0.6

23.3

15.3

CHN

19.4

5.8

-

4.7

13.9

2.8

1.6

19.4

32.3

JPN

11.4

9.3

16.4

-

16.3

3.3

1.1

25.7

16.4

US

26.1

2.1

4.7

2.5

-

12.3

9.4

7.6

35.4

MEX

6.7

1.1

1.7

0.8

74.6

-

3.5

2.3

9.3

CAN

8.3

1.0

3.0

2.3

67.7

1.9

-

2.4

13.5

ASIA

12.8

2.6

12.1

4.8

7.0

0.9

0.5

17.3

42.1

ROW

28.7

5.0

19.0

7.6

10.9

1.4

1.3

18.5

7.6

미국발

EU

KOR

CHN

JPN

US

MEX

CAN

ASIA

ROW

58.7

1.0

3.5

1.2

6.0

0.7

0.7

4.0

24.2

EU
KOR

12.9

-

25.6

6.3

11.5

3.5

0.6

23.9

15.6

CHN

19.8

5.9

-

4.7

12.3

2.8

1.7

19.8

33.0

JPN

11.7

9.5

16.7

-

14.5

3.4

1.2

26.3

16.7

US

26.3

2.1

4.7

2.4

-

12.2

9.3

7.5

35.5

MEX

7.5

1.2

1.9

0.9

71.4

-

4.0

2.6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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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계속
기준(2019)

EU

KOR

CHN

JPN

US

MEX

CAN

ASIA

ROW

CAN

9.2

1.1

3.4

2.5

64.0

2.0

-

2.7

15.2

ASIA

13.1

2.6

12.1

4.8

6.0

0.9

0.5

17.6

42.3

ROW

29.4

5.0

19.2

7.7

9.3

1.4

1.3

19.0

7.6

글로벌

EU

KOR

CHN

JPN

US

MEX

CAN

ASIA

ROW

EU

57.4

0.9

3.5

1.3

7.2

0.7

0.7

4.2

24.2

KOR

13.7

-

23.8

5.5

13.6

3.4

0.7

24.0

15.4

CHN

20.0

5.4

-

4.2

14.7

2.8

1.7

20.2

30.9

JPN

12.4

8.6

15.3

-

17.3

3.3

1.3

26.0

15.8

US

25.4

2.0

4.9

2.3

-

12.8

9.5

7.9

35.1

MEX

7.0

1.2

1.7

0.8

74.4

-

3.5

2.5

8.9

CAN

7.8

1.0

2.9

2.4

68.9

1.7

-

2.5

12.8

ASIA

13.0

2.4

11.1

4.6

7.0

0.8

0.5

17.5

43.1

ROW

27.9

5.3

18.3

8.8

10.8

1.3

1.2

19.6

6.8

주: 1) ASIA는 한중일(CJK)을 제외하고, ASEAN 주요국과 중앙아시아 3국은 포함함(표 4-4 참고).
2) 세로축의 국가는 수출국, 가로축의 국가는 수입국.
자료: [식 4-8]~[식 4-13]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요국간 부가가치 수출 비중의 변화를 검토하기에 앞서 권역간 부가가치 수
출구조 변화를 잠시 점검하자. [표 4-12]은 미국발 충격과 글로벌 충격에 따른
무역비용 증가가 권역간 부가가치 수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 것이다.
[표 4-12]에서 두 가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미국발 충격은 북미 3
국간, EU 국가간, 한중일간, ASIA 국가간 부가가치 수출 비중을 모두 늘린다.
이 결과는 권역간 중간재 수출 비중 변화를 나타낸 [부록 표 2-6]보다 두드러진
것이다. [표 4-12]와 [부록 표 2-6]을 종합하면, 미국발 충격이 권역간 중간재
수출 비중뿐 아니라 부가가치 수출 비중도 함께 높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
발 충격이 북미 3국간 부가가치 수출 비중을 높이는 결과(28.2→29.0)는 북미
3국을 제외한 다른 권역에서 북미 3국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감
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둘째, 글로벌 충격은 한중일 간 부가가치 수출 비중을
낮추지만, 한중일을 제외한 EU 국가간, 북미 3국간, ASIA 국가간 부가가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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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비중을 높인다. 글로벌 충격은 한중일 간 중간재 수출 비중을 낮출 뿐 아니
라 한중일 간 부가가치 수출 비중도 떨어뜨린다. 글로벌 충격이 한중일 3국간
중간재 수출과 부가가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권역에 미치는 영향과 다
름을 시사한다.

표 4-12. 일방적 통상정책과 권역간 부가가치 수출구조 변화
2019년(기준)

EU

한중일

NAFTA

ASIA

여타 국

합계

EU

47.4

11.1

12.5

5.3

23.7

100.0%

한중일

19.8

15.6

24.7

14.2

25.6

100.0%

북미 3국

20.4

13.6

28.2

6.6

31.2

100.0%

ASIA

15.9

19.4

12.7

14.2

37.9

100.0%

여타국

27.4

32.1

18.0

15.4

7.1

100.0%

미국발

EU

한중일

NAFTA

ASIA

여타 국

합계

EU

48.2

11.4

11.4

5.5

23.5

100.0%

한중일

20.4

15.8

23.6

14.5

25.7

100.0%

북미 3국

20.6

13.6

29.0

6.7

30.1

100.0%

ASIA

16.7

19.8

11.9

14.6

36.9

100.0%

여타국

28.2

32.3

16.3

16.2

7.0

100.0%

글로벌

EU

한중일

NAFTA

ASIA

여타 국

합계

EU

48.0

10.4

12.2

5.3

24.1

100.0%

한중일

20.1

14.8

25.6

14.4

25.1

100.0%

북미 3국

19.4

12.5

31.2

6.6

30.4

100.0%

ASIA

15.8

18.5

12.5

14.8

38.3

100.0%

여타국

26.9

32.3

17.2

17.0

6.6

100.0%

주: 1) ASIA는 한중일(CJK)을 제외하고, ASEAN 주요국과 중앙아시아 3국은 포함함(표 4-4 참고).
2) 세로축의 국가는 수출국, 가로축의 국가는 수입국.
자료: [식 4-8]~[식 4-13]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4-13]은 미국발 충격과 글로벌 충격과 주요국간 부가가치 수출구조 변
화를 보여준다. 첫째, 미국발 충격은 EU, 한국, 중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
ASIA의 미국에 대한 부가가치 수출 비중을 낮추지만, 글로벌 충격은 (EU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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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제외) 한국, 중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의 미국에 대한 부가가치 수출 비
중을 높인다. 둘째, 미국발 충격은 한국이 중국과 미국으로 보내는 부가가치 수
출의 비중을 각각 1.1%p, 1.0%p 낮추지만, 글로벌 충격은 한국이 중국으로 보
내는 부가가치 수출의 비중을 2.3%p 떨어뜨리고 미국으로 보내는 부가가치 수
출의 비중은 0.2%p 높인다. 셋째, 미국발 충격은 중국이 한국으로 보내는 부가
가치 수출의 비중을 0.5%p 높이지만 미국으로 보내는 부가가치 수출의 비중은
1.3%p 낮추고, 글로벌 충격은 중국이 한국과 미국으로 보내는 부가가치 수출
의 비중을 각각 0.2%p, 0.5%p 높인다. 넷째, 미국발 충격은 미국이 한국으로
보내는 부가가치 수출의 비중을 0.1%p 높이지만 중국으로 보내는 부가가치 수
출의 비중을 0.1%p 낮추고, 글로벌 충격은 미국이 한국과 중국으로 보내는 부
가가치 수출의 비중을 각각 0.1%p, 0.8%p 낮춘다. 정리하면 두 가지 특징이
드러난다. 첫째, 미국발 충격은 미중 간 부가가치 수출 비중을 서로 낮춘다. 둘
째, 글로벌 충격에 따라 한국이 중국으로 보내는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상대적
으로 크게 감소한다. 특히 둘째 특성은 중국이 한국의 무역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까닭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13. 일방적 통상정책과 주요국간 부가가치 수출구조 변화
기준(2019)
EU

EU
47.4

KOR

CHN

JPN

US

MEX

CAN

ASIA

ROW

1.3

7.9

1.9

10.6

0.8

1.1

5.3

23.7

KOR

16.7

-

25.7

5.4

18.5

1.8

1.5

14.4

16.0

CHN

22.3

3.4

-

6.6

21.3

1.6

2.2

13.8

28.9

JPN

14.3

4.4

18.7

-

22.2

1.7

1.7

15.4

21.6

US

24.3

2.3

10.0

3.2

-

5.9

9.4

7.8

37.2

MEX

7.0

0.9

3.8

1.5

69.2

-

4.1

2.5

10.9

CAN

10.4

1.0

5.8

2.6

59.2

2.0

-

4.0

15.1

ASIA

15.9

1.9

12.4

5.0

11.0

0.7

0.9

14.2

37.9

ROW

27.4

3.0

22.5

6.6

15.1

1.4

1.4

15.4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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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계속
기준(2019)
미국발
EU

EU

KOR

CHN

JPN

US

MEX

CAN

ASIA

ROW

EU

KOR

CHN

JPN

US

MEX

CAN

ASIA

ROW

48.2

1.4

8.0

2.0

9.5

0.8

1.2

5.5

23.5

KOR

17.5

-

24.6

5.6

17.5

1.9

1.6

15.0

16.3

CHN

22.8

3.9

-

6.7

20.0

1.6

2.3

13.9

28.8

JPN

14.9

4.7

18.3

-

20.7

1.7

1.8

16.0

21.9

US

24.7

2.4

9.9

3.2

-

6.0

9.6

7.9

36.2

MEX

7.4

0.9

4.0

1.6

67.6

-

4.4

2.6

11.4

CAN

11.1

1.0

6.3

2.8

57.2

1.9

-

4.2

15.5

ASIA

16.7

2.1

12.6

5.2

10.2

0.7

1.0

14.6

36.9

ROW

28.2

3.0

22.6

6.7

13.6

1.3

1.4

16.2

7.0

EU

KOR

CHN

JPN

US

MEX

CAN

ASIA

ROW

48.0

1.3

7.3

1.8

10.3

0.7

1.1

5.3

24.1

글로벌
EU
KOR

17.7

-

23.4

4.9

18.7

2.0

1.6

15.2

16.4

CHN

22.4

3.6

-

6.3

21.8

1.7

2.4

13.6

28.2

JPN

14.9

4.5

16.9

-

22.9

1.8

1.9

16.1

21.0

US

23.5

2.2

9.2

2.9

-

6.6

10.6

7.9

37.1

MEX

6.8

0.9

3.3

1.4

70.6

-

4.2

2.4

10.4

CAN

9.6

1.0

5.3

2.5

62.0

1.8

-

3.8

14.0

ASIA

15.8

2.0

11.6

4.9

10.9

0.7

0.9

14.8

38.3

ROW

26.9

3.2

21.8

7.3

14.6

1.2

1.3

17.0

6.6

주: 1) ASIA는 한중일(CJK)을 제외하고, ASEAN 주요국과 중앙아시아 3국은 포함함(표 4-4 참고).
2) 세로축의 국가는 수출국, 가로축의 국가는 수입국.
자료: [식 4-8]~[식 4-13]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미국발 충격과 글로벌 충격이 한국, 미국,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른
점은 각국의 글로벌 생산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중미 3국을
중심으로 GVC 지표 변화를 검토해보자. [그림 4-3]은 1995~2019년 한중미
GVC 지표 변화를 나타낸다. 좌측 상단의 그래프는 GVC 평균 생산단계와 상
류도의 관계를 보여준다. 상류도와 GVC 평균 생산단계 어느 것을 쓰더라도 좌
우측 하단 그래프의 큰 형태는 변하지 않는다. 우측 상단의 그래프는 한중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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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GVC 참여도와 상류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좌우측 하단 그래프는 우
측 상단 그래프를 전방과 후방 GVC 참여도로 구분한 것이다. 한국의 GVC 참
여도는 미중보다 높지만, 상류도는 미중 사이에 끼여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림 4-3. 1995~2019년 한중미 GVC 지표 변화
GVC 평균 생산단계와 상류도

GVC 참여도와 상류도

전방 GVC 참여도와 상류도

후방 GVC 참여도와 상류도

주: 1) WIOD(1995~2011년)와 ADB MRIO(2007~19년) 데이터 활용.
2) GVC 참여도는 각국 산업별 생산액 기준 가중평균한 전방 GVC 참여도와 후방 GVC 참여도의 합.
3) GVC 평균 생산단계는 최종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까지 거치게 되는 평균적인 생산단계 수.
자료: 저자 작성.

제4장 일방적 통상정책과 향후 무역구조 변화 • 161

[표 4-14]는 미국발 충격과 글로벌 충격에 따른 무역비용 증가가 한중미
GVC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 것이다. 상류도 지수는 산출된 수치가 클수
록 전방산업에 위치함을 의미한다. GVC 참여도는 전방과 후방 GVC 참여도의
합이다. 전방 GVC 참여는 국내 수출품이 외국 수출품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것
이고, 후방 GVC 참여는 해외 중간재를 이용해 수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표
4-14]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170) 첫째, 미국발 충격이 한중미 GVC 참여
도를 높이지만, 글로벌 충격은 한중미 GVC 참여도를 모두 낮춘다. 둘째, 글로
벌 충격은 한중미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 비중을 모두 높인다. GVC 참여도가
낮아지면 수출의 국내부가가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므로 둘째 결과와 첫째
는 보완적이다. 셋째, 글로벌 충격은 한국과 미국의 상류도를 낮추지만 중국의
상류도는 높인다. 글로벌 충격이 한국과 미국을 전방산업에서 멀어지게 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전방산업에 가까워지게 함을 뜻한다.

표 4-14. 일방적 통상정책과 한중미 GVC 지표 변화

구분

한국

중국

미국

기준

미국발 글로벌

기준

미국발

글로벌

기준

미국발

글로벌

상류도

1.778

1.772

1.765

2.775

2.775

2.793

2.387

2.389

2.379

국내 부가가치 비중

.678

.662

.721

.871

.871

.902

.884

.898

.905

GVC 참여도

.565

.587

.493

.384

.397

.310

.477

.482

.406

전방 GVC 참여도

.243

.249

.214

.257

.267

.213

.359

.381

.311

후방 GVC 참여도

.321

.338

.279

.127

.129

.098

.118

.102

.095

자료: 저자 작성.

170) 권역별 GVC 지표 변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부록 표 2-7 참고). 첫째, 미국발 충격은 북미 3국
GVC 참여도를 낮추지만 북미 3국을 제외한 권역의 GVC 참여도를 높인다. 둘째, 미국발 충격에 따
라 ASIA 3국의 GVC 참여도가 증가하는데, 그 증가폭이 다른 권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부록 표
2-8]의 권역별 GVC 길이 변화 결과는 GVC 참여도 결과를 보완한다. 미국이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교역국을 대상으로 일방적 통상정책을 펴면 북미 3국의 GVC 생산단계는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다. 한중일 GVC 길이도 북미 3국처럼 감소하지만, 북미 3국을 제외한 모든 권역의 GVC 길이가 모
두 증가한다. 셋째, 일방적 통상정책이 국제적으로 확산하면 권역에 상관없이 GVC 참여도는 대부
분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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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은 국가간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을 위한 무역비
용을 높이므로 세계 GVC가 축소되고 지역가치사슬(RVC: Regional Value
Chain)이 확대될 가능성을 높인다. GVC 참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폐쇄경
제에서는 국내가치사슬(DVC: Domestic Value Chain)만 존재한다. RVC는
GVC와 달리 ‘경제권’이나 ‘지역’에 국한해 모든 생산공정이 이뤄지는 경우를 가
리킨다.171) GVC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일부 과정이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경우다. Antràs and Gotari(2017)가 Regional
GVC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처럼 RVC가 GVC의 부분집합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운송비용이 하락하면 일국이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DVC 생산구조를 가진 국가는 GVC보다는 RVC 형태의 생산구
조로 변화할 확률이 높다. 운송비용이 더 하락하면 RVC보다는 GVC 생산구조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결국 운송비용의 하락에 따라 DVC → RVC →
GVC가 가장 자연스러운 생산구조의 변화 방향이 된다. 이 흐름은 2000년 초반
부터 자유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FTA 체결 증가와 관세 감소, 기술 발전에 따른
운송비용 감소 등이 GVC 확산에 기여했던 과거 패턴을 설명한다. 금융위기 이후
에도 FTA는 여전히 확산되었으나 무역 둔화를 타개하기 위해 수반된 국별 보호
주의적 조치가 세계적으로 증가해 GVC가 정체되는 현상에 기여했다. 이 장의
모델은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에 따른 무역비용 상승의 힘이 운송비용
하락이나 FTA를 통한 수입관세 축소에 따른 무역비용 감소의 힘을 압도하는 경
우 GVC → RVC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 예측한다.

171) WTO(2017), p. 51 그림 참고.

제4장 일방적 통상정책과 향후 무역구조 변화 • 163

6. 소결
무역구조 변화는 GVC 확대 후 정체 지속이라는 추세와 맞물려 있다. 무역구조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2010년 이후 확산된 보호무역주의가 주목을 받아왔다. 최
근에는 미중 관세전쟁의 수출 효과를 다룬 연구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 장에서는
일방적 통상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을 위해 Antràs and Chor(2018) 모델을
확장했다.
확장한 모델에서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외생충격이 무역구조 변화에 미치
는 파급경로는 다음과 같다. 외생충격은 미국발 충격처럼 국지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글로벌 충격처럼 세계로 확산되어 모든 국가간 무역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외생충격에 따른 무역비용 변화를 마주하고 세계 각국의 소
비자, 중간재와 최종재 생산자가 새롭게 최적화 결정을 한다. 일방적 통상정책
에 따라 외생충격의 영향권에 놓인 국가와 산업에 속한 기업이 직접적인 영향
을 받는데, 모델은 중간재와 최종재를 수출하는 기업이 증가한 무역비용을 감
내하도록 설계됐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외생충격에 따라 무역비용이
상승하면 기업의 단위생산비용이 커진다. 단위생산비용의 상승은 중간재와 최
종재 가격을 모두 변화시킨다. 수출된 중간재와 최종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소비되므로, 중간재와 최종재의 가격 변화는 국내외 소비자와 생산자
의 수요 변화에도 파급력을 미친다. 중간재와 최종재 가격 변화는 수요 변화와
함께 국가간 중간재와 최종재 교역 비중을 바꾸게 된다. 생산의 GVC 구조 속
에서 모든 국가의 국내 수요와 공급이 지속해서 균형을 맞추고 국가간 무역수
지의 변화가 세계무역 균형을 만족할 때까지, 기업의 단위생산비용은 내생적으
로 변화하게 된다. 외생충격에 따른 일반균형 효과는 최종적으로 시장청산조건
과 세계무역 균형이 만족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균형에서 세계 각국 생산자
의 단위생산비용, 중간재와 최종재 가격이 내생적으로 도출되며, 이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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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내, 국가간, 권역별, 세계의 생산과 수출, GVC 참여도, 상류도 등 무역구
조의 변화가 결정된다.
구축한 이론 모델과 ADB-MRIO 데이터를 활용해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
적 확산에 따른 무역구조의 변화를 최종재, 중간재, 부가가치 수출, GVC 지표
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 미국발 충격에 따른 무역비용 증가는 세계
총수출과 중간재 수출 비중(생산 대비)을 떨어뜨린다. 세계 총수출과 중간재 수
출 비중의 감소는 북미 3국(미국, 캐나다, 멕시코)간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의
하락이 대부분 설명한다. 세계 수출액의 감소에 따라 세계 수출액에서 부가가
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북미 3국간 부가가
치 수출 ‘비중’이 증가할 때 북미 3국을 제외한 한중일, 유럽권 등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발 충격에 따라 중간재 수입처가
북미 3국을 제외한 권역에서 북미 3국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북미 3국간 부가
가치 수출구조 변화만을 놓고 보면, 미국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에서 멕시코와
캐나다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반면, 멕시코와 캐나다의 부가가치 수출 비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한다. 미국발 충격에 따라 세계 GVC 평균
참여도가 증가하는데, 이 역시 북미 3국을 중심으로 미국의 GVC 참여도가 증
가한 결과에 기인한다.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에 따른 글로벌 충격은 미국발 충격보다 세
계 무역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그 결과도 다르다. 글로벌 충격은 미
국발 충격과 마찬가지로 세계 총수출과 중간재 수출 비중(생산 대비)을 낮추지
만, 영향력은 글로벌 충격이 더 세다. 글로벌 충격은 미국발 충격과 달리 세계
GVC 평균참여도를 낮춘다. 미국발 충격이 북미 3국을 중심으로 파급되는 반
면 글로벌 충격은 세계 모든 국가간 교역에도 비용 증가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미국발 충격에 따른 총수출과 중간재 수출의 감소는 북미 3국에 집중되지만,
글로벌 충격은 모든 권역의 최종재와 중간재 수출 비중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 권역별 최종재 수출 비중이 감소하므로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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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미국발 충격과 달리 글로벌 충격은 한중일 간 부가가치 수출 비중을 낮추
지만, 한중일을 제외한 EU 국가간, 북미 3국간, ASIA 국가간 부가가치 수출 비
중을 높인다. 글로벌 충격에 따른 GVC 지표 변화를 확인해보면 한국, 미국, 중
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류도와 GVC 참여도가 하락한다.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글로벌 충격은 과거 추세와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2000년
초부터 금융위기 전까지 최종재와 중간재 수출 비중이 증가할 때 부가가치 수
출 비중이 감소하고 GVC 참여도가 확대됐다. 미국에서 시작된 일방적 통상정
책이 국제적으로 확산된다면 세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GVC 축소
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이 장의 분석 결과를 심화
(amplifying)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한다. 이 장에서 구축한
이론모형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은 국가간 무역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
다수의 국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경 폐쇄 조치나 해외여행 자제와 같은
정책을 지속할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
문이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별 정책수단과 그 강도가 상이하므로 무
역비용 상승의 정도도 국가마다 다를 것이다. 코로나19가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장에서 구축한 모델로는 충분치 않다.
코로나19와 무역구조의 변화를 분석하려면 GVC를 고려한 무역 모델에서 소
비자, 생산자, 정부를 포함한 경제주체별 문제를 정립한 후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새로운 분석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코로나19에 따른 국
별 소비자의 선호와 수요 변화, 중간재와 최종재 생산자의 공급 방식 변화,
GVC 안정성 변화를 고려한 기업의 미래 투자 전략 변화 등도 추가로 고려해볼
수 있다. 정부의 정책 대응 역시 중요한데, 리쇼어링 정책이나 니어쇼어링 지원
정책을 반영하거나, 뉴딜 정책처럼 세계 각국의 재정지출 확대도 함께 다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소비자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상품
과 서비스 거래 수요 확대 등도 무역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디지

166 •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털 기술 발전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종합적인 접근과 분석이 요구된다. 코
로나19를 반영한 무역구조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이 장의 연구
범위를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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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과제

1. 요약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
과 그에 따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심화로 요약된다. 1990년대→2000년대→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세계 불확실성 지수가 크게 증가했다. 최근 2~3년 동
안의 세계 불확실성 지수 평균값은 1990년보다 약 4~5배 높다. 2016년부터
세계무역 불확실성 지수도 급등했으며, 특히 2019년 4/4사분기에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일방적 통상정책이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을 심화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일방적 통상정책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발 일방적 통상정책
을 관세조치, 비관세조치, 무역협정으로 나누어 검토했다. 미국은 2008~16년
약 2.8% 수준으로 관세율을 유지해왔으나, 2016~18년 3년 동안에만 관세율
이 연평균 6.9% 증가했다. 미국의 관세율 증가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최근 발동한 ｢통상법｣ 201조 및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
초한 조치를 꼽을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위생검역, 무역기술장
벽, 무역구제조치 등 비관세조치를 적극 이용하여 수입을 규제했다. 특히
2015년 ｢특혜무역연장법｣을 시행한 후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반덤핑ㆍ상계관
세조치를 활용해왔다. 관련 조사가 개시되면 긍정 판정이 내려지는 횟수가 늘
었고, 반덤핑관세ㆍ상계관세의 크기도 전보다 커지고 있다.
미국이 그동안 다자체제의 틀 속에서 세계 자유무역의 확대를 선도했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WTO 분쟁해결기구가 내린 판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
면서 WTO 무력화를 시도하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다자협상보
다 양자협상 추진을 우선했다. NAFTA 개정 과정에서도 미국은 매우 공세적으
로 협상을 추진한 바 있다. USMCA에는 디지털 무역자유화, 지재권 보호 강화,
금융서비스 자유화 촉진, 환율정책의 투명성 강화 및 높은 수준의 책임 메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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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 도입, 노동 및 환경 의무 강화, 농업 분야의 시장접근 개선, 자동차 관련 원
산지 규정 개선, 상품 수출입 절차 개선, 북미 지역의 섬유ㆍ의류 생산 증대 등
미국의 관심 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일방적 통상정책은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덤핑과 상계관
세 부과를 중심으로 비관세조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5년 이후에는 위생
검역과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조사개시 건수가 크게 늘었다. 2008년부터 최근
까지 집계된 무역자유화 조치와 무역저해조치의 증가 속도를 비교해보면 후자
가 더 빠르다. 특히 세계무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 역시 무역저해
조치를 도입하고 있으며, 철ㆍ금속제품, 운송기기, 화학제품처럼 대규모 장치
산업 생산품에 대해 해당 조치가 취해졌다. 개도국 역시 무역저해조치를 적극
적으로 취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반덤핑조치와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무역
수지를 개선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 1995~2019년 동안 WTO
에 보고된 반덤핑 조사개시가 총 5,944건(총 조치 부과 건수는 3,958건)인데,
인도의 조사개시 건수가 972건(16.4%)으로 WTO 회원국 중 가장 많다. 인도
의 조치 부과 건수도 706건(17.8%)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세이프가드에
서도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세계 무역구조 변화의 패턴과 원인을 살펴봤다.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글로
벌 가치사슬 확산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던 세계 교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1995년부터 2008년까지는 세
계 교역이 연평균 9% 성장했지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연평균 4%대로 교역
증가율이 둔화됐다. 이런 현상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나타나는 추세이
다. 중간재 교역도 2002년과 2007년 사이 연평균 19% 성장했으나, 2010년
과 2019년 사이에는 연평균 2% 성장에 그쳤다. 일방적 통상주의 등 보호주의
확산이 글로벌 교역 둔화와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공급망이 변화하는 요인으로는 소비시장으로 떠오른 개도국,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술 격차 감소,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개도국의 인건비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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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하락 등을 꼽을 수 있다.
세계 각국의 보호주의 통상정책 확산은 세계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국제 무역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2015년~19년 북미(미국, 캐나다), 중국,
아세안+인도, 유럽, 중남미를 중심으로 산업별 주요국의 수입시장 비중 변화
추이를 살펴봤다. 첫째, 미중 통상분쟁의 여파로 북미와 중국 수입시장의 변화
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북미 수입시장의 경우 전 산업에서 중국의 비중이 감소
하고 광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아세안과 인도의 비중은 증가했다. 다만 전기
전자 산업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중국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둘째,
중국 수입시장의 경우 전 산업에서 북미 지역의 비중이 감소했다. 특히 농림수
산, 수송기기 산업에서 각각 약 12%, 10% 감소했고, 철강비철금속 역시 5% 이
상 감소하였다. 수입시장에서 식별된 변화를 바탕으로 미중 통상분쟁이 무역구
조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실시한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중국 수입 감소효과에 대한 추정을 넘어, 감소한 수입이 다른 국가로 전환되었
는지 여부를 분석했다. 즉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무역전환 효과
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보았다. 만약 무역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면, 미국 전
체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국 산업 보
호 및 일자리 창출효과 역시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증분석 결과, 미국 수
입시장에서 무역전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중간재 품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무역전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일방적 통상정책과 향후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해 분석했다. 일
방적 통상정책의 파급효과를 추적하기 위해 GVC 구조를 반영한 무역 모델을
설계하고 ADB-MRIO 2019년 데이터를 연계했다.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무역 불확실성 지수를 대리변수로 삼아 관세 상당치 값을 추정하고 무역비용의
변화를 위한 외생충격값으로 활용했다. 일방적 통상정책이 국제적으로 확산되
어 무역비용이 상승할 때 세계, 권역별, 국가간 무역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를 살펴봤으며, 그 결과를 최종재, 중간재, 부가가치 수출, GVC 지표 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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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했다. 분석 시나리오는 미국발 일방적 통상정책이 주는 충격과 일방적 통
상정책의 국제적 확산에 따른 글로벌 충격으로 나누었다. 미국발 충격에 따라
무역비용이 증가하면 세계 총생산에서 총수출과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이 감소하지만, 감소의 대부분이 북미 3국(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총수출과
중간재 수출의 변화로 설명된다. 세계 수출액에서 부가가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는데, 이 결과 역시 한중일, 유럽권 등 북미 3국을 제외
한 권역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감소할 때 북미 3국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은
늘어나는 데서 기인한다. 미국발 충격에 따라 세계 중간재 수입처가 북미 3국
을 제외한 권역에서 북미 3국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GVC 지표도 북미 3국을
중심으로 변화하며, 특히 미국의 GVC 참여도가 증가한다. 일방적 통상정책 확
산에 따른 글로벌 충격은 미국발 충격보다 강하고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일부 권역이 아닌 모든 권역에서 최종재와 중간재 수출 비중이 감소하
고, 대부분의 국가와 권역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도 떨어뜨린다. 그 결과 세계
GVC 평균 참여도가 하락한다.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이 과거 GVC가
확장되었던 시기의 추세에 역행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일방적 통상정책
이 국제적으로 확산될수록 GVC 재편이 심화하고 기존의 총수출, 중간재 수출,
부가가치 수출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정책과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세계경제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
상되며, 미중 통상분쟁 역시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에 세계 교역의 둔화는 당분
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에 따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심화가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을 포함한 세계
무역구조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
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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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대한 대응 강화
기존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넘어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은 코로나
19 장기화와 맞물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였다.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국경 폐쇄에 따른 통관 지연, 화물수송 감소 등 거래비용이 증가했고, 기
업이 중간재를 적시에 수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입국 제한에 따른 인력
이동 차단에 따라 무역비용이 증가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이 저해됐다.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 심화는 향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가능성
이 높기에 정부와 기업 차원의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덜 효율적이더라도 보다 안전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하다. 선진국은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필수 보건 의약품, 보건 관련
상품, 의료장비 등에 있어서 아시아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확인하였다. 의
료용품 확보를 위해 수출규제를 실시하는 국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예컨대
유럽연합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마스크, 장갑, 보호안경 등 의료 필수
장비에 대해 6주간 정부 승인이 없는 경우 유럽연합 역외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인도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관측
된다. 향후에는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역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할 때
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 안정성 제고를 함께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일방적 통
상정책 확산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코로나19 장기
화가 각국 정책 대응과 기업의 전략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므
로 글로벌 공급망 구축 시 공급망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방적 통상정책의 확산은 지역가치사슬의 부상을 이끌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에 니어쇼어링이나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최근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각국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구글, 마이
크로소프트 등의 기업은 생산시설의 동남아 이전을 고려하고 있고, 애플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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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폰 생산 일부의 인도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발빠르게 대
응하고 있다. 공급망 개혁을 위해 배정된 예산의 일부를 니어쇼어링 촉진을 위
해 사용하며, 생산거점을 아세안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 이전비용의 상당 부분
을 충당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외에도 다른 여러 국가에서 니어쇼어링 정
책을 장려하고 있다. 한국 역시 니어쇼어링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
가 있다.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특정 국가에 편중하여 진출해 있는 해외
진출기업의 제3국 이전을 유도하는 소위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구체화
해야 한다. 다만 핵심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우에는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
적으로 펴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생산하여 수출하는 기업의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국가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
다. 한국은 2020년 3월 26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
서 각국의 방역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
수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는 제안을 했다. 같은 맥락에
서 2020년 4월 17일 외교부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2개국 외교장관이 참여
하는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방안을 담은 국제협의그룹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
는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 완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과정에서 기업이 겪을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넷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한 아시아 지역가치사슬의 고
도화를 위해 회원국간 공동의 노력을 도출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2020년 11월 15일 우리나라는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RCEP에 정식 서명하였다. RCEP는 역내 시장접근 개선과 규범의 조화를
통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역내 공급망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지역가치사슬로서 RCEP의 성공적 안착과 발전은 회원국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전제로 한다. 가치사슬은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공정의 결합이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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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창출되는 가치의 총량은 궁극적으로 소비시장에서 결정되므로 역내 안정
적 소비시장의 존재가 지역가치사슬로서 RCEP의 경제적 가치를 좌우한다. 따
라서 RCEP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시장개방을 통한 중국 역할
론을 RCEP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네트워크로서
RCEP의 비교우위는 역외를 대상으로 할 때 성립하는 개념이므로 역내 무역수
지에 대한 과도한 대립으로 RCEP의 가치가 저하되지 않도록 회원국간 인식의
공유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나.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 제고
2019년부터 시작된 수출부진은 우리 경제에 큰 근심을 안겨주고 있다. 우리
나라의 수출은 2017년 5,737억 달러, 2018년 6,052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였다. 반도체 수출이 이른바 슈퍼사이클의 상승기류를 타면서
2016년 622억 달러에서 2017년 979억 달러, 2018년 1,267억 달러로 급성
장한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
하는 비중도 2016년 12.6%에서 2018년에는 20.9%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을 살펴보면 2017년 4,758억 달러에서 2018년 4,785
억 달러로 소폭 증가한 것에 그친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 둔화세가 본격
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2011년의 5,00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
다.172) 최근 몇 년간 반도체 경기의 변동성 증가에 의해 가려졌을 뿐 좀 더 장
기적인 추세를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을 구태여 말할 필요도 없이 수출 증가 둔
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포함한 여러 연구가 밝히고 있듯,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보호주의와 일방주의의 확산, GVC의 안정화 내

172) 한국무역협회, 해외무역통계, https://stat.kita.net/main.screen(검색일: 202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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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축소와 같은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전 세계적인 무역 증가 둔화와
궤를 같이한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온 수출 부가가치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수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
출량 자체를 늘리거나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 비중, 즉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 능
력을 높여야 한다. 세계무역의 구조적 변화하에서 예전처럼 수출량 자체의 급
격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출량 증
대에 초점을 맞춘 무역과 통상정책의 효과성은 계속해서 약화될 가능성이 크
다. 따라서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 비중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던 2017년과 2018년 우리나라의 수출 순
위는 세계 6위였다. 하지만 OECD TiVA(Trade in value-added) 데이터를
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총수출 중 국내 부가가치의 비중은 69.6% 정도로
OECD 평균인 80.8%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제조업
만 보더라도 OECD 평균은 74.8%인 반면 우리나라는 66.6%에 그친다.173)
세계 경제질서가 특정 기술 기반하에서 안정화되어 있는 시기에는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란 대단히 어렵다. 이는 그동안 수출
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우리나라가 익히 경험하고 있는 바이
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기반기술의 대대적인 변화와 세계 경제질서
의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의 디지털 비대면 경제의 도
래는 긍정적 관점에서 우리 산업 생산과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높여 우
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통상정
책의 과제로서 디지털 통상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대비는 매우 중요하며, 여기
서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이하는 데 우리 경제의 총체
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173) OECD TiVA 통계, stats.oecd.org(검색일: 202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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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유무역협정의 지속적 추진과 개선 노력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회복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
다. 앞으로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 및 일자리 확충을 위해 선진국, 개도국
에 관계없이 일방적인 통상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미중 통상분
쟁의 경우 단순한 무역수지 문제를 넘어 기술패권 차원으로 치닫고 있어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소수 품목에 높은 교역의존도
를 가진 우리에게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지속은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은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신남방ㆍ신북방 정책을 통해 G2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
울여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5년간 주요국의 수입시
장에서 우리의 비중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기존 자유무역
협정 체결국의 경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협정이 발효한 지 상당 시간이 경
과하여 이미 그 효과가 오래전에 실현되었을 수 있다. 또한 일방적 통상정책이
확산되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점유율
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대외의존도를 지닌
우리로서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심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선 큰 소비시장과 높은 잠재력을 지닌 MERCOSUR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정체되어 있는 중남미 수입시장 점유율 확
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논의 중이거나 논의할 예정인 국가들과는 조기에 협상을 마무리해 시장선점 효
과를 누릴 필요가 있다. 한편 자국 우선주의, 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현 시
점에는 신흥 개도국과의 협상에서 차별화된 협상전략이 요구된다. 신흥 개도국
의 경우 기존 무역협상에서 주된 관심사였던 상품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우리나
라와의 다양한 경제ㆍ산업 협력,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기존 협상전략의 틀에서 벗어나 상대국 맞춤형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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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문희 외(2019)에 의하면 일본 등 경쟁국들의 FTA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매개자로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초기에 비해 자유무역협
정 체결의 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지 상당 시간이 경과하였거나 낮은 수준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의 경우
개선 협상을 신속히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CPTPP 등 무역 자유화 수
준이 높은 메가 FTA 가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다자협상 논의의 적극 참여와 중견 통상국가와의 공조
강화
향후 WTO의 개선을 통한 기능 강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미국발 일방적
통상정책이 중국, 인도 등 경제 규모가 큰 개도국을 비롯하여 EU, 호주, 캐나
다, 일본 등 선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특히 2016년 한국
의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대응,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등은 물론
이고 터키와 인도가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논의를 요구했던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일방적 통상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WTO 제도 개선 및 세부 분야별 논
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자통상 기능을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탤 필요가 있
다. 또한 2021년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노동, 환경과 같은 비교역적 이
슈를 통상 협상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한 선제적 대
응 역시 필요하다. 우선은 다자체제 내에서의 복수국간 협정이나 메가 FTA 논의
에 능동적ㆍ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like-minded) 중견 통상국가들과 국제 무대에서 공통 의견을 제시하고 공동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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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다자협상에서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
구된다.

마. 글로벌 통상환경 모니터링 강화
일방적 통상정책의 확산 및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신속하면서도 전략
적ㆍ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요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
링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난 2013년 민관합동 비관세장벽 협의회가 조직ㆍ
운영되면서 무역구제조치나 TBT, SPS 등에 대한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 역
량이 보다 강화되었다. 특히 반덤핑조치의 경우 선진국ㆍ개도국의 불합리한 조
사 관행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ㆍ제공하고, 문제가 있는 긍정 판정은 양자
협의와 WTO 분쟁해결기구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기
업이 받게 되는 부당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향후 주요국의 경제ㆍ산업 정책
및 불합리한 통상정책으로 인해 언제든 우리 기업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직시하고 보다 신속히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
축해야 할 것이다.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상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세계 경기침체 지속과 함께 해당 국가들의 경제성장
률이 둔화된다면 향후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국가들에 대한 무
역수지 흑자는 우리 기업 혹은 산업의 경쟁력에 기인하였음을 뿐만 아니라 우
리의 수출이 상대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켰을 가능성
이 높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도 살펴봤듯이 특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
혹은 감소에는 무역전환 효과가 존재하기에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전
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자국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속단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치ㆍ경제적 이유
로 우리 기업 혹은 정부에 대해 통상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국가

180 •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들의 통상정책 동향 분석과 대응방안 수립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무역수
지 흑자 지속국가와의 상품ㆍ서비스 무역구조 및 투자구조를 주기적으로 점검
하고, 필요시 자유무역협정의 영향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무역 불균형과 관
련한 대응논리를 사전적으로 마련해두어야 한다. 또한 이 국가들의 통상 관련
법 개정ㆍ제정 내용 및 주요 사례 분석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바. 기업 차원에서의 경쟁력 제고 노력
일방적 통상정책의 확산에 대비한 기업의 대응으로는 가격경쟁력 제고, 무
역비용 감축 노력, 디지털 전환 대비가 중요하다. 첫째, 기술을 혁신하고 디지
털 서비스 활용을 확대해 가격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
른 무역구조의 변화는 세계 생산과 수출의 감소를 동반한다. 각국이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하면 국내 기업이 기존의 생산 수준과 수출 실적을 유지하기 어려
워진다. 세계 수요가 위축될 때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높은 가격경쟁력
이 요구된다. 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가격 대비 품질을 개
선함과 동시에 디지털 서비스 활용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면 단위생산비용이 하
락하므로 세계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국내 중간재와 최종재 생
산기업의 가격경쟁력 상승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뿐
아니라 해당 중간재를 활용하는 국내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무역비용 증가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
다. 일방적 통상정책의 수단과 방법이 서로 다르므로 각 상황에 맞는 기업의 대
처가 중요하다. 예컨대 무역구제조치에 대비해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당국
의 요청 시 행정업무에 협조하고 해당 조치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소명해야 할
것이다. 차별적 비관세조치가 발생할 경우 유사한 처지에 놓인 국내외 기업과
함께 대응 방법을 강구함과 동시에 기업이 당면한 애로사항을 정부에 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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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반덤핑조치나 상계관세를 포함한 무역구제조치
의 강화, 보복관세 부과, 차별적 비관세조치의 신규 도입 등 일방적 통상정책
에 따른 관세와 비관세조치의 확대는 기업의 무역비용을 높이므로 기업 수준
에서 무역비용을 낮추기 위한 자구책 마련과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기업은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면서 일방적 통상정책의 확
산에 대응해야 한다. 코로나19가 디지털 전환과 GVC 재편을 가속화하기 때문
이다. 코로나19 장기화는 디지털 비대면 수요를 높이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국경폐쇄 지속, 해외여행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별 방역당국
의 방침이 지속되면 세계 경기가 침체되고 무역이 둔화되어 각국 정부가 일방
적 통상정책을 펼 유인이 높아진다. 제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방적 통상정책
의 국제적 확산이 무역구조의 변화에 기여하고 GVC를 재편한다. 디지털 전환
이 GVC 재편에 미치는 영향과 그 연결고리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생산기업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국내 판매나 수출 확대를 고려하는 것은 최선의 전략이
될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상품 판매가 초기 고정비용, 재고 유지비용,
상품 배송의 추적비용, 운송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할수록 디지털 서비스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데이터 기술, 소프트
웨어, 디자인 등 디지털 서비스가 새로운 가치사슬의 주축으로 부상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에 대비해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춰 생산구조의 변화를 검토하고
수출과 투자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182 •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국문자료]
강민지. 2018. 「미국과 EU의 무역구제조치 관련 법 개정과 시사점」. KIEP 기초자
료, 18-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경화, 홍정환. 2020. 「인도 수입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향」. KITA
통상리포트, Vol. 11. 한국무역협회.
김경화. 2020. 「미국 특별시장상황(PMS) 적용 관행의 변화와 국제무역법원(CIT)
판정의 시사점」. KITA 통상리포트, Vol. 05. 한국무역협회.
김종덕, 윤여준, 권혁주, 정민철, 김유리, 황운중, 김경훈, 김원기. 2019. 신보호무
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19-17. 대외경제정책연
구원.
라미령. 2017. RCEP 역내 생산무역구조 분석과 시사점. 연구자료, 17-08.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배찬권, 엄준현, 정민철. 2018. 「최근 미 세이프가드(통상법 201조) 조치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8, No. 5. 대외경제정
책연구원.
법무부. 2018. 『최신 미국 통상법』.
산업통상자원부. 2013. 「우리나라産 세탁기에 대한 미 반덤핑ㆍ상계관세조치의
WTO 분쟁해결절차 회부」. 보도자료. (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2016. 「WTO 한-미 세탁기 분쟁 최종 승소」. 보도자료. (9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 2017a. 「미국 USTR,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
보도자료. (7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 2017b.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보도자료.
(10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2018. 「한미 FTA 개정 협상, 원칙적 합의도출」. 보도자료. (3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2019. 「세계무역기구(WTO) 한미 세탁기 분쟁(DS464) 대미(對
美) 양허정지 수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중재판정 결과 발표」. 보도자료.

참고문헌 • 183

(2월 9일)
설송이. 2018. 「미국 통상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KITA 통상리포트, Vol.
18. 한국무역협회.
양평섭, 김영귀, 김혁황, 박민숙, 권혁주. 2019. 「최근 미ㆍ중 간 추가관세 부과의
주요 내용과 영향」.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9, No. 21. 대외경제정
책연구원.
이규엽, 강민지. 2019. 「USMCA 개정의 함의」.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2, No. 4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원석. 2020. 「미ㆍ중 무역분쟁의 최근 흐름과 중국 수입시장의 영향」. KITA
통상리포트, Vol. 14. 한국무역협회.
전은주. 2020.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과 사법심사」. 비교헌법연구, 2020-B-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정영식, 김정곤, 한형민, 정재완, 이정미, 김제국, 윤지현. 2019.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연구보고서 19-15.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제현정, 이희성, 정혜선. 2018. 「2018 對美 통상 6대 이슈 및 시사점」. KITA
통상리포트, Vol. 1. 한국무역협회.
조문희, 권혁주, 강민지. 2018. 「NAFTA 재협상(USMCA) 결과: 평가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8, No. 3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문희, 김영귀, 배찬권, 금혜윤, 엄준현. 2019.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KIEP 연구보고서, 19-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문희, 김종덕, 박혜리, 정민철. 2017.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
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연구보
고서, 17-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낙균, 박순찬. 2015.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연구보고서, 15-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영문 자료]
Aichele, R., G. Felbermayr, and I. Heiland. 2016. “Going Deep: The
Trade and Welfare Effects of TTIP Revised.” Ifo Working Paper
No. 219.
Amiti, M., S. J. Redding, and D. E. Weinstein. 2019. “The Impact of the
2018 Tariffs on Prices and Welfare.” Journal of Economic

184 •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Perspectives, 33(4).
Anderson, J. E. 1979.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gravity equation.”

The American Eeconomic Review, 69(1).
Anderson, J. E. and E. Van Wincoop. 2003. “Gravity with gravitas: A solution to the border puzzle.” American Economic Review, 93(1).
Antràs, P. 2003. “Firms, Contrancts, and Trade Structur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8(4): 1375-1418.
Antràs, P. and A. de Gortari. 2017. “On the Geography of Global Value
Chains.” NBER Working Paper 23456.
Antràs, P. and D. Chor. 2013. “Organizing the Global Value Chain.”

Econometrica, 81(6): 2127-204.
Antràs, P. and D. Chor 2018. “On the measurement of upstreamness and
downstreamness in global value chains.” World Trade Evolution:

Growth, Productivity and Employment. Taylor & Francis Group.
Aslam, A., N. Novta, and F. Rodrigues-Bastos. 2017. “Calculating Trade
in Value Added.” IMF Working Papper, WP/17/178.
Baldwin,

Richard.

2016.

The

Great

Convergence: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New Globaliz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Balistreri, E. J., C. Bohringer, and T. Rutherford. 2018. “Quantifying
Disruptive Trade Policies.” CESifo Working Paper 7382.
Baqaee, D. and E. Farhi 2019. “Networks, Barriers, and Trade.” Mimeo.
Bellora, C. and L. Fontagne. 2019. “Shooting Oneself in the Foot? Trade
War and Global Value Chain.” GTAP Resource, 5733.
Benguria, F. 2019. “The Negative Impact of the US-China Trade War
on Chinese Firms.” Available at SSRN 3440292.
Berthou, A., C. Jardet, D. Siena, and U. Szczerbowicz. 2018. “Quantifying
the Losses from a Global Trade War.” Banque de France ECO

Notepad, 19.
Boehm, Christoph E., Aaron Flaaen, and Nitya Pandalai-Nayar. 2019.
“Input Linkages and the Transmission of Shocks: Firm-Level
Evidence from the 2011 Tohoku Earthquak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01(1).
Cadot, O. and J. Gourdon. 2014. “Assessing the price-raising effect of
non-tariff measures in Africa.” Journal of African Economies,

참고문헌 • 185

23(4).
Caliendo, L. and F. Parro. 2015. “Estimates of the trade and welfare effects of NAFTA.”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82(1).
Canis, B., M. A. Villarreal, and V. C. Jones. 2017. “NAFTA and motor
vehicle trad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Cappariello, R., V. Gunnella, S. Franco-Bedoya, and G. Ottaviano. 2020.
“Rising Protectionism and Global Value Chains: Quantifying the
General Equilibrium Effects.” Working paper series No. 2360.
European Central Bank.
Car. 2017. “NAFTA Briefing: Trade benefits to the automotive industry
and potential consequences of withdrawal from the agreement.”
Center for Automotive Reserch.
Carvalho, V. M. 2014. “From micro to macro via production network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8(4).
Cavallo, A., G. Gopinath, B. Neiman, and J. Tang. 2019. “Tariff
Passthrough at the Border and at the Store: Evidence from US
Trade Policy” Working Paper 26396.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harbonneau, K. B. and A. Landry. 2018. “The Trade War in Numbers.”
Technical Report, Bank of Canada.
Costinot, A. and A. Rodríguez-Clare. 2014. “Chapter 4 - Trade theory
with numbers: Quantifying the consequences of globalization.” G.
Gopinath, E. Helpman, and K. Rogoff, eds. Hand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ume 4. Elsevier.
CSIS. 2019. “The impact of rules of origin on supply chain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Dekle, R., J. Eaton, and S. Kortum. 2008. “Global rebalancing with gravity: Measuring the burden of adjustment.” IMF Economic Review,
55(3).
Dhingra, S., H. Hung, G. Ottaviano, J. Paulo Pessoa, T. Sampson, and
J. Van Reenen. 2017. “The Costs and Benefits of Leaving the EU:
Trade Effects.” Economic Policy, 32(92):651-705.
Eaton, J. and S. Kortum. 2002. “Technology, geography, and trade.”

Econometrica, 70(5).

186 •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Ebeke, M. C. H. and J. Siminitz. 2018. Trade uncertainty and Investment

in the Euro Area. International Monetary Fund.
ECB. 2016. “Understanding the weakness in global trade: What is the
new normal?” Occasional Paper Series, No. 178. European Central
Bank. (September)
Ethier, W. 1982.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turns to Scale in the
Modern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American Economic

Review, 72(3): 389-405.
Evenett,

S.

J.

2019.

“Protectionism,

State

Discrimination,

and

International Business Since the Onse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Policy, 2(1).
Fajgelbaum, P., P. Goldberg, P. Kennedy, and A. Khandelwal. 2019. “The
return to protectionism.” NBER Working Paper 25638.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Fally, T. 2011. “On the Fragmentation of Production in the US.” Boulder,
CO: University of Colorado-Boulder.
Felbermayr, G., J. Groeschl, and I. Heiland. 2017 “The European Union
in Turmoil: a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of Trade and Welfare.”
Mimeo.
Fontagne, L. and G. Santoni. 2018. “GVCs and the Endogenous
Geography of RTAs.” CESifo Working Papers 6980.
Freund, C., M. Ferrantino, M. Maliszewska, and M. Ruta. 2018. “China
US Trade War Scenarios: Impacts on Global Trade and Income.”
World Bank Working Paper.
Grossman, G. M. and E. Rossi-Hansberg. 2008. “Trading Tasks: A Simple
Theory of Offshoring.” American Economic Review, 98(5):
1978:97.
Guo, M., L. Lu, L. Sheng, and M. Yu. 2018. “The day after tomorrow:
Evaluating the burden of Trump’s trade war.” Asian Economic

Papers, 17(1).
Handley, K. and N. Limao. 2017. “Policy uncertainty, trade, and welfare:
Theory and evidence for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merican

Economic Review, 107(9).
Handley, K., F. Kamal, and R. Monarch. 2020. Rising import tariffs, fall-

참고문헌 • 187

ing export growth: When modern supply chains meet old-style protectionism, No. w26611.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Helpman, E., M. Melitz, and S. R. Yeaple. 2004. “Export Versus FDI with
Heterogeneous Firms.” American Economic Review, 94(1):
300-316.
Hummels, David, Jun Ishii, and Kei-Mu Yi. 2001. “The Nature and
Growth of Vertical Specialization in World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54).
IMF. 2017. “Calculating Trade in Value Added.” IMF Working Paper
WP/17/178.
IMF. 2019. “NAFTA to USMCA: What is gained?” IMF Working Paper
WP/19/73.
Itakura, K. 2020. “Evaluating the impact of the US–China trade war.”

Asian Economic Policy Review, 15(1).
Johnson, J. 2019. “Bumper to Bumper: Will the CUSMA Rules of Origin
Make America’s Auto Industry Great Again?” C.D. Howe Institute

Commentary, issue 547. C. D. Howe Institute. (July).
Johnson, R. C. and G. Noguera. 2017. “A portrait of trade in value-added
over four decad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9(5).
Koopman, Robert, Zhi Wang, and Shang-Jin Wei. 2014. “Tracing
Value-Added and Double Counting in Gross Exports.” American

Economic Review, 104(2): 459–494.
Li, M., E. Balistreri, and W. Zhang. 2018. “The 2018 Trade War: Data
and Nascent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Technical Report,
Food and Agricultural Policy Research Institute(FAPRI) at Iowa
State University.
Mayer, T., V. Vicard, and S. Zignago. 2018. “The Cost of Non-Europe,
Revisited.” CEPR Discussion Papers No. 12844.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9. Globalization in transition: The future

of trade and value chains. McKinsey & Company.
Melitz, M. J. 2003. “The Impact of Trade on Intra‐Industry Reallocations
and Aggregate Industry Productivity.” Econometrica, 71(6):
1695-1725.
Mirodout, M. and M. Ye. 2018. “A Simple and Accurate Method to

188 •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Calculate Domestic and Foreign Value-added in Gross Exports.”
MRRA Paper No. 89907.
OECD. 2019. Economic outlook.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Romalis, J. 2007. “NAFTA’s and CUSFTA’s Impact on International
Trad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9(3), 416-435.
Russ, K. N. and D. L. Swenson. 2019. “Trade Diversion and Trade
Deficits: The Case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es, 52, 22-31.n.
Sengupta, A. and S. K. Rastogi. 2018. “US-China Trade War Data: Truth
and Post-Truth.” World Economics, 19(4).
Silva, J. S. and S. Tenreyro. 2006. “The log of gravit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8(4).
Soto, J. A. O. 2019. “The impact of the new protectionist stance in US
trade policy on selected German companies in Mexico.” The

International Trade Journal, 33:1.
Timmer, M. P., B. Los, R. Stehrer, and G. J. Vries. 2013. “Fragmentation,
Incomes and Jobs: An Analysis of European Competitiveness.”

Economic Policy, 28(76): 613-661.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0a.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Focus. (June 3).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0b.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Focus. (August 31).

U.S. Trade Act of 1974, Title III, Sec.301.
USTR. 2019. “Estimated impact of 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USMCA) on the U.S. automotive sector.”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Wandel, J. 2019. “Do free trade agreements promote sneaky protectionism? A classical liberal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and Economics, 55(3).
Wang, Z., S. J. Wei, X. Yu, and K. Zhu. 2017. “Measuring of Participation
in Global Value Chains and Global Business Cycles.” Working
Paper 2322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MA.

참고문헌 • 189

Waugh, M. E. 2019. “The Consumption Response to Trade Shocks:
Evidence from the US-China Trade War.” Working Paper 26353.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ld Bank. 2020. Trading for Development in the Age of Global Value

Chains. World Bank Group.
WTO. 2016. World Trade Statistical Review.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2017. “Measuring and Analyzing the Impact of GVCs on Economic
Development.”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2019. Technology Innovation, Supply Chain Trade, and Workers

in a Globalized World. World Trade Organization.
Yi, Kei-Mu. 2003. “Can Vertical Specialization Explain the Growth of
World Trad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1(1).

[온라인 자료]
외교부. 「1994년도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반덤핑)-WTO 국문협정문」.
https://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294185
(검색일: 2020. 10. 15).
한국무역협회. 무역통상정보-수입규제가이드-덤핑마진 산정. https://www.kita.
net/cmmrcInfo/cmercInfo/importcontrol/antiDumpingExplan.d
o?value=margin(검색일: 2020. 10. 15).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DB. 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o/tradeIncome/tradeIncomeList.do(검색일: 2020. 8. 4, 2020. 8. 20).
한국무역협회. 해외무역통계. https://stat.kita.net/main.screen(검색일 2020.
11. 15).
ADB MRIO. http://mrio.adbx.online(검색일: 2020. 11. 5).
Ahir, H., N. Bloom, and D. Furceri. 2018. “The World Uncertainty Index.”
Stanford, mimeo. https://ssrn.com/abstract=3275033(검색일: 2020.
7. 29).
Ahir, H., N. Bloom, and D. Furceri. 2019. “Caution: Trade uncertainty
is rising and can harm the global economy.” VoxEU. CEPR. https://
voxeu.org/article/trade-uncertainty-rising-and-can-harm-global
-economy(검색일: 2020. 7. 29).
Aslam, A., E. Boz, E. Cerutti, M. Poplawski-Ribeiro, and P. Topalova.

190 •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2017. “Global trade: Drivers behind the slowdown.” VoxEU. CEPR.
https://voxeu.org/article/global-trade-drivers-behind-slowdown(검색일: 2020. 11. 4).
Chiquiar, D., J. Canas, A. Aguirre, and A. Cebreros. 2020. “Mexico’s highe
r costs under USMCA may potentially offset gains from China-relate
d trade spurt with U.S.” https://www.dallasfed.org/research/swe
/2020/swe2001/swe2001b.aspx(검색일: 2020. 9. 7).
COMTRADE. https://comtrade.un.org/(검색일: 2020. 10. 5, 2020. 10. 9,
2020. 11. 4~5).
Economic Policy Uncertainty. https://www.policyuncertainty.com/wui_q
uarterly.html(검색일 2020. 11. 4).
EORA GVC. https://www.worldmrio.com/unctadgvc/(검색일: 2020. 7.
31).
Eora IO Database. http://worldmrio.com(검색일: 2020. 11. 5).
Global Trade Alert. https://www.globaltradealert.org/(검색일: 2020. 8.
24).
Global Trade Alert. 2020. “The GTA handbook.” file:///C:/Users/DB
400S8A/Downloads/Global%20Trade%20Alert2020%20GTA%
20handbook%20(2).pdf(검색일: 2020. 8. 24).
IMF DOTS. https://www.imf.org/en/data(검색일: 2020. 10. 20).
ITC Market Access Map. http://legucy.macmap.org/(검색일: 2020. 11. 4).
Levadata. 2019. “LevaData Survey: 63 percent of automotive executives
believe production costs will increase due to USMCA.” (January
10). https://levadataai.wpengine.com/about/levadata-survey-63percent-of-automotive-executives-believe-production-costs-will
-increase-due-to-usmca(검색일: 2020. 9. 1).
Li, M. 2018. CARD, Trade War Tariffs Database. https://www.card.iastate.
edu/china/trade-war-data/(검색일: 2020. 9. 28, 2020. 11. 4).
Myers, M. 2020. “China’segional Engagement Goals in Latin America.”
Carnegie-Tsinghua Center for Global Policy. https://carnegietsi
nghua.org/2020/05/07/china-s-regional-engagement-goals-inlatin-america-pub-81723(검색일: 2020. 11. 25).
OECD ICIO Table. https://www.oecd.org/sti/ind/inter-country-inputoutput-tables.htm(검색일: 2020. 11. 5).

참고문헌 • 191

OECD TiVA 통계. stats.oecd.org(검색일: 2020. 11. 15).
OECD. Gross Domestic Spending on R&D. https://data.oecd.org/rd/grossdomestic-spending-on-r-d.htm(검색일: 2020. 11. 5).
Reinbold, B. and Y. Wen. 2019. “Changing trade relations may affect
U.S. auto exports in the long run.”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https://www.stlouisfed.org/publications/regional-econom
ist/first-quarter-2019/changing-trade-relations-auto-exports(검
색일: 2020. 7. 9).
The World Uncertainty Index. https://worlduncertaintyindex.com/(검색
일: 2020. 7. 29).
U.S. BEA.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nd Services. https://www.bea.
gov/data/intl-trade-investment/international-trade-goods-andservices(검색일: 2020. 10. 8).
U.S. Department of Commerce. 2017a. “Presidential Memorandum
Prioritizes Commerce Steel Investigation.” Press releases. (April
20). https://www.commerce.gov/news/press-releases/2017/04/
presidential-m em orandum -prioritizes-com m erce-steelinvestigation(검색일: 2020. 10. 8).
U.S. Department of Commerce. 2017b.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s
Presidential Memo Prioritizing Department of Commerce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 into Aluminum.” Press releases. (April 27).
https://www.commerce.gov/news/press-releases/2017/04/president
-donald-j-trump-signs-presidential-memo-prioritizing-department
(검색일: 2020. 10. 8).
U.S. Department of Commerce. 2018a. “The Effect of Imports of Steel
on the National Security, An Investigation Conducted under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as Amended.” (January
11). https://www.commerce.gov/sites/default/files/the_effect_of_
imports_of_steel_on_the_national_security_-_with_redactions__20180111.pdf(검색일: 2020. 10. 8).
U.S. Department of Commerce. 2018b. “The Effect of Imports of Aluminum
on the National Security, An Investigation Conducted under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as Amended.” (January
11). https://www.commerce.gov/sites/default/files/the_effect_of_

192 •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imports_of_aluminum_on_the_national_security_-_with_redactions
_-_20180117.pdf(검색일: 2020. 10. 8).
U.S. Department of Commerce. 2018c. “Secretary Ross Releases Steel
and Aluminum 232 Reports in Coordination with White House.”
Press releases. (February 16). https://www.commerce.gov/news/
press-releases/2018/02/secretary-ross-releases-steel-and-aluminum
-232-reports-coordination(검색일: 2020. 10. 8).
U.S. Department of Commerce. 2018d. “Section 301 Fact Sheet.” (March).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fact-sheets
/2018/march/section-301-fact-sheet(검색일: 2020. 10. 12).
U.S. Department of Commerce. 2018e. “Section 301 Product List Fact
Sheet.” (June).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
/fact-sheets/2018/june/section-301-product-list-fact-sheet(검색
일: 2020. 10. 12).
U.S. Department of Commerce. 2018f. “USTR Releases Product Exclusion
Process for Chinese Products Subject to Section 301 Tariffs.” Press
releases. (July 6).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8/july/ustr-releases-product-exclusion
(검색일: 2020. 10. 12).
U.S. Department of Commerce. 2018g. “President Trump Signs Proclamation
Allowing Steel and Aluminum Product Exclusions for Quota Countries.”
Press releases. (August 29). https://www.commerce.gov/news/pressreleases/2018/08/president-trump-signs-proclamation-allowing
-steel-and-aluminum-product(검색일: 2020. 10. 8).
U.S. Department of Commerce. Press releases. https://www.commerce.
gov/news/press-releases(검색일: 2020. 10. 7).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15 CFR 705 - EFFECT OF IMPORTE
D ARTICLES ON THE NATIONAL SECURITY.” Code of Federal Reg

ulations. https://www.govinfo.gov/app/details/CFR-2012-title15vol2/CFR-2012-title15-vol2-part705/context(검색일: 2020. 10. 7).
U.S. The White House. 2018a. “Presidential Proclamation on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Proclamations. (March
8).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presidential
-proclamation-adjusting-imports-steel-united-states/(검색일: 2020.

참고문헌 • 193

10. 8).
U.S. The White House. 2018b. “Presidential Proclamation on Adjusting
Imports of Aluminum into the United States.” Proclamations. (March
8).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presidential
-proclamation-adjusting-imports-aluminum-united-states/(검색
일: 2020. 10. 8).
U.S. The White House. 2019a. “Memorandum on Reforming DevelopingCountry Status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Presidential
Memoranda. (July 26).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
ons/memorandum-reforming-developing-country-status-world
-trade-organization/(검색일: 2020. 10. 20).
U.S. The White House. 2019b. “Remarks by President Trump on American
Energy and Manufacturing | Monaca, PA.” Remarks. (August 13).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remarks-president
-trump-american-energy-manufacturing-monaco-pa/(검색일: 20
20. 10. 20).
UNCTAD. BEC classification. https://unstats.un.org/unsd/trade/classifications/bec.asp(검색일: 2020. 10. 16).
UNCTAD. Intra-trade and extra-trade of country groups by product.
https://unctadstat.unctad.org(검색일: 2020. 11. 10).
UNCTAD. Investment Policy Monitor. “Introduces FDI screening originating
from neighbouring countries amid the COVID-19 pandemics.”
https://investmentpolicy.unctad.org/investment-policy-monitor/
measures/3518/india-introduces-fdi-screening-originating-from
-neighbouring-countries-amid-the-covid-19-pandemics-(검색일:
2020. 10. 26).
UNCTAD. UNCTAD STAT. https://unctadstat.unctad.org/wds/Report
Folders/reportFolders.aspx?sCS_ChosenLang=en(검색일: 2020. 7. 29).
USTR. “UNITED STATES–MEXICO–CANADA TRADE FACT SHEET - Modernizing
NAFTA into a 21st Century Trade Agreement.” https://ustr.gov/trade
-agreements/free-trade-agreements/united-states-mexico-canada
-agreement/fact-sheets/modernizing(검색일: 2020. 10. 21).
USTR. “UNITED STATES–MEXICO–CANADA TRADE FACT SHEET - Rebalancing
Trade to Support Manufacturing.” https://ustr.gov/trade-agreements

194 •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free-trade-agreements/united-states-mexico-canada-agreement
/fact-sheets/rebalancing(검색일: 2020. 10. 21).
USTR. “UNITED STATES–MEXICO–CANADA TRADE FACT SHEET - Strengthening
North American Trade in Agriculture.” https://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united-states-mexico-canada
-agreement/fact-sheets/strengthening(검색일: 2020. 10. 21).
USTR. 2017a. “USTR Announces First Round of NAFTA Negotiations.”
Press Releases. (July 19).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
/press-office/press-releases/2017/july/ustr-announces-firstround-nafta(검색일: 2020. 10. 21).
USTR. 2017b. “Opening Statement of USTR Robert Lighthizer at the First
Round of NAFTA Renegotiations.” Press Releases. (August 16).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7/august/opening-statement-ustr-robert-0(검색일: 2020.
10. 21).
USTR. 2018. “FACT SHEET, Section 201 Cases: Imported Large Residential
Washing Machines and Imported Solar Cells and Modules.” https:
//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fact-sheets/2018
/january/section-201-cases-imported-large(검색일: 2020. 8. 4).
USTR.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

ement. https://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
/united-states-mexico-canada-agreement/protocol-amendments
(검색일: 2020. 10. 21).
USTR. USMCA. https://ustr.gov/usmca(검색일: 2020. 10. 21).
WDI.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https://databank.worldbank.org/
reports.aspx?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검색일: 2020.
11. 4~5).
WIOD. http://www.wiod.org(검색일: 2020. 11. 5).
World Bank.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s://databank.
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검색일: 2020.
7. 29).
World Uncertainty Index. Dataset. http://worlduncertaintyindex.com/
data(검색일: 2020. 7. 29).
WTO. Anti-dumping. Anti-dumping initiations: by reporting Member.

참고문헌 • 195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검색일:
2020. 10. 26).
WTO. Anti-dumping. Anti-dumping measures: by reporting Member.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검색일:
2020. 10. 26).
WTO. DS464: United State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on Large Residential Washers from Korea. https://www.wto.org/
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464_e.htm(검색일: 2020. 9. 29).
WTO. I-TIP DB. http://i-tip.wto.org/goods/Forms/GraphView.aspx?period=y&scale=ln(검색일: 2017. 9. 30; 2020. 8. 3; 2020. 10. 8).
WTO. I-TIP Goods. http://i-tip.wto.org/goods/Default.aspx(검색일: 2020.
8. 3).
WTO. RTA(Regional Trade Agreements) Database. http://rtais.wto.org/
UI/PublicMaintainRTAHome.aspx(검색일: 2020. 7. 29).
WTO. Safeguard measures. Safeguard initiations: by reporting Member.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safeg_e/safeg_e.htm(검
색일: 2020. 10. 26).
WTO. Safeguard measures. Safeguard measures: by reporting Member.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safeg_e/safeg_e.htm(검
색일: 2020. 10. 26).

[언론 기사]
「‘수장은 사퇴하고 美는 탈퇴 윽박’…최대 위기 봉착한 WTO(종합) 」. 2020. 『아시
아경제』. (5월 15일).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5151123
3109202(검색일: 2020. 10. 20).
「미-유럽연합, 무역전쟁 일단 휴전 합의」. 2018. 『한겨레』. (7월 26일). http://
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854965.html
(검색일: 2020. 10. 19).
「싱겁게 끝난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향후 전망은?」. 2017. 『매일경제』. (8월
31일).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7/08/5831
10/(검색일: 2020. 10. 20).
「트럼프 “한미 FTA는 미국에 좋은 협정” 또 언급」. 2019. 『동아일보』. (10월 8일).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191008/97781

196 •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302/1(검색일: 2020. 10. 20).
「트럼프 “WTO가 美 망쳐…개선되지 않으면 탈퇴할 것” 위협」. 2019. 『연합뉴스』.
(8월 14일).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4006600071
(검색일: 2020. 10. 20).
「트럼프, WTO에 협박성 발언… “개선 않으면 탈퇴할 것”」. 2018. 『매일경제』.
(8월 31일).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8/08/
548082/(검색일: 2020. 10. 19).
“Meet the Press.” 2016. NBC News. (July 24). https://www.nbcnews.com
/meet-the-press/meet-press-july-24-2016-n615706(검색일: 2020.
10. 19).
“Scoop: Trump’s private threat to upend global trade.” 2018. Axios. (June
29). https://www.axios.com/trump-threat-withdraw-wto-worldtrade-organization-f6ca180e-47d6-42aa-a3a3-f3228e97d715.
html(검색일: 2020. 10. 19).
“Trump says U.S. treated unfairly vs China at WTO: tweet.” 2018. Reuters.
(April 6).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trade-chinatrump-idUSKCN1HD224(검색일: 2020. 10. 19).
“Trump Threatens to Pull U.S. Out of WTO If It Doesn’t ‘Shape Up’.”
2018. Bloomberg. (August 30). https://www.bloomberg.com/news
/articles/2018-08-30/trump-says-he-will-pull-u-s-out-of-wto-if
-they-don-t-shape-up?sref=QbgqEltZ(검색일: 2020. 10. 19).
“WTO Head Warns U.S. Exit Would Mean Chaos for American Business.”
2018. Bloomberg. (August 31). https://www.bloombergquint.com/
global-economics/2018/08/31/wto-head-warns-u-s-exit-wouldmean-chaos-for-american-business(검색일: 2020. 10. 19).
「WTO 사무총장 “美 탈퇴하면 스스로에 큰 타격”」. 2018. 『조선일보』. (9월 1일).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1/201809
0101195.html(검색일: 2020. 10. 19).

참고문헌 • 197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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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부록 표 및 부록 그림

부록 1. 인도의 일방적 통상정책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 과정에서 인도의 사례는 특이할 만하다. 인
도는 WTO가 허용하고 있는 무역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국의 산
업을 보호하고 있다. 인도는 반덤핑조치와 세이프가드 조치를 이용하여 무역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차단하거나 일정 부분 감소시켜 무역수지 개선과 국
내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ㆍEU 등이 도입한 외국인직접투
자 검열(FDI screening)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시도
하는 등 일방적 무역정책의 수단을 다변화하고 있다.
먼저 인도의 반덤핑조치와 관련하여 살펴보자. WTO에 따르면 1995~2019
년 동안 WTO 회원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총 5,944건, 조치 건수는 총
3,958건이다. 이 중에서 인도가 조사개시한 건이 총 972건(16.4%)으로 WTO
회원국 중 가장 많고, 인도의 조치부과 건수도 총 706건(17.8%)으로 세계에서
반덤핑조치를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덤핑
관련 조사의 개시 및 조치 건수에서 인도 다음으로 미국이 2위를 차지하며, 3위는
EU이다.

부록 표 1-1. 국별 반덤핑 조사개시 및 조치부과 현황(1995~2019년 누적)
(단위: 건)

순위

조사개시
제소국

건수

조치부과
비율

제소국

건수

비율

1

인도

972

16.4%

인도

706

17.8%

2

미국

728

12.3%

미국

502

12.7%

3

EU

521

8.8%

EU

332

8.4%

4

브라질

418

7.0%

아르헨티나

267

6.7%

5

아르헨티나

388

6.5%

브라질

266

6.7%

6

호주

351

5.9%

중국

232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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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1. 계속
(단위: 건)

순위

조사개시
제소국

건수

조치부과
비율

제소국

건수

비율

7

중국

288

4.8%

터키

199

5.0%

8

캐나다

247

4.2%

호주

168

4.2%

9

남아공

234

3.9%

캐나다

160

4.0%

10

터키

229

3.9%

남아공

141

3.6%

기타

1568

26.4%

기타

1126

28.4%

합계

5944

100%

합계

3958

100%

자료: WTO, Anti-dumping, Anti-dumping initiations: by reporting Member; Anti-dumping, Anti-dumping
measures: by reporting Memb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6).

부록 그림 1-1. 인도의 반덤핑 조사개시 현황
(단위: 건, %)

자료: WTO, Anti-dumping, Anti-dumping initiations: by reporting Memb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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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1-2. 인도의 반덤핑 조치부과 현황
(단위: 건, %)

자료: WTO, Anti-dumping, Anti-dumping measures: by reporting Memb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6).

인도의 반덤핑조치 현황을 보면, WTO 출범 후 1997년까지 반덤핑 조사개
시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으나 1998년부터 동 조치의 사용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당해 WTO 회원국 중 반덤핑 조사개시 비중도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인도의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 추세를 보면 1997~2002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
하여 2002년 81건을 기록했으나, 2002~04년 동안 급격히 감소하여 2004년
에는 21건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후 기간에도 이와 같은 급격한 증감을 반복하
면서 2016년 69건을 기록하였고, 2019년에도 52건을 나타냈다. 각 연도의 세
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에서 인도의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술한 인도의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의 추세와 유사하다. 다만 1997~2002년
과 2011~16년 동안은 세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인도가
더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인도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2004~07년 동안에는
세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인도의 조사개시 건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도의 비중이 증가하였다는 차이를 보인다.
인도의 반덤핑 조치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약 1~2년의 시차를 두고 반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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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시 건수의 추세와 유사한 추이를 나타낸다. 인도의 반덤핑 조치부과 건
수는 2002년 64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08~12년 동안 약 30건 내외
에서 변동을 하다가 2013년 12건, 2014년 15건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015~18년 동안에는 약 40건 내외로 다시 증가하였다.
WTO에 따르면 1995~2019년 누적 인도의 반덤핑 조치부과는 EU와 미국
등을 제외하면 주로 아시아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다.174) 인도는 중국에 대해 가
장 많은 총 187건(26.5%)의 반덤핑조치를 시행 중이며, 그다음으로 EU, 한국,
대만에 대해 각각 51건(7.2%)씩 부과하고 있고, 그 외에 태국(39건, 5.5%), 인
도네시아(33건, 4.7%), 일본(31건, 4.4%), 미국(30건, 4.2%), 말레이시아(26
건, 3.7%) 등에 대해서도 반덤핑조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록 표 1-2. 인도의 국별 반덤핑 조치부과 현황
(단위: 건, %)

순위

피소국

건수

비중

합계

706

100.0

1

중국

187

26.5

2

EU

51

7.2

2

한국

51

7.2

2

대만

51

7.2

5

태국

39

5.5

6

인도네시아

33

4.7

7

일본

31

4.4

8

미국

30

4.2

9

말레이시아

26

3.7

10

러시아

21

3.0

10

싱가포르

21

3.0

기타

165

23.4

자료: WTO, Anti-dumping, Anti-dumping measures: by reporting Memb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6).

174) WTO, Anti-dumping, Anti-dumping measures: by reporting Memb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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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화, 홍정환(2020)에 따르면 2020년 1~8월 동안 인도의 반덤핑 조사개
시 건수는 6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7% 증가175)하는 등 2018년 이래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인도의 반덤핑 조사개시 증가는 인도 당국이
미국과 유사하게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AFA)를 활용하여 높은 반덤핑관세
를 부과하고 있고176) 특히 2020년 2월 무역구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반
덤핑ㆍ상계관세 관련 우회 범위를 확대하고 동종 물품의 정의나 조사대상 기간
의 정의를 새로 도입하는 등 무역구제조치와 관련된 법을 강화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177)
1995~2019년 동안 인도가 반덤핑조치를 부과한 품목을 살펴보면 화학제품
(321건, 45.5%)과 플라스틱ㆍ고무 제품(104건, 14.7%)이 전체 조치부과 건수
중 약 60%를 차지하는 등 인도의 반덤핑조치는 화학 관련 산업에 집중되어 있

부록 그림 1-3. 인도의 품목별 반덤핑 조치부과 현황(1995~2019년 누적)
(단위: 건)

주: 품목 코드는 WTO 반덤핑조치 품목분류 기준임.
자료: WTO, Anti-dumping, Anti-dumping measures: by reporting Memb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6).
175) 김경화, 홍정환(2020), p. 1 참고.
176) Ibid., pp. 18~19 참고.
177) Ibid., pp. 8~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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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도는 화학 관련 산업 외에 섬유 및 섬유제품(74건, 10.5%)과 금속 및 금속
제품(68건, 9.6%), 기계(67건, 9.5%)에 대한 반덤핑 조치도 많이 하고 있다.
한편 인도는 반덤핑조치 외에 세이프가드 조치에서도 WTO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조사개시 및 조치부과를 하고 있다. 먼저 세이프가드 조치의 조사개시 현
황을 살펴보면 WTO 출범 이후 2019년 말까지 총 건수는 377건이며, 이 중 인
도의 조사개시 건수가 46건으로 12.2%를 차지한다. 인도 외에 세이프가드 조
치의 조사개시가 많이 이루어진 국가는 인도네시아(34건, 9.0%), 터키(25건,
6.6%), 칠레(20건, 5.3%), 요르단(19건, 5.0%) 등이다. 이처럼 세이프가드 조
치는 개도국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선진국
인 미국(12건, 3.2%)도 세이프가드 조치를 많이 사용한다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세이프가드 조사개시를 많이 했던 국가들이 조치의 부과도 많이
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한 국가는 인도로 2019
년 말 누적 건수가 총 22건(11.9%)에 달한다. 인도 다음으로는 인도네시아(20
건, 10.8%), 터키(17건, 9.2%) 등이 두 자릿수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했다.

부록 표 1-3. 세이프가드 조치 조사개시 및 조치부과 현황(1995~2019년 누적)
(단위: 건, %)

조사개시

조치부과

순위

국가

1

인도

건수(건)

순위

국가

1

인도

2

인도네시아

34

3

터키

25

9.0

2

6.6

3

4

칠레

20

5.3

5

요르단

6

우크라이나

19
16

7
8

필리핀

15

4.0

이집트

14

3.7

46

비중(%)
12.2

건수(건)

비중(%)

22

11.9

인도네시아

20

10.8

터키

17

9.2

4

칠레

9

4.9

5.0

4

요르단

9

4.9

4.2

4

필리핀

9

4.9

7

미국

8

4.3

8

이집트

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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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3. 계속
(단위: 건, %)

조사개시

조치부과

순위

국가

순위

국가

9

미국

건수(건)
12

비중(%)
3.2

9

모로코

건수(건)
6

비중(%)
3.2

10

모로코

11

2.9

9

우크라이나

6

3.2

기타

165

43.8

기타

72

38.9

합계

377

100.0

합계

185

100.0

자료: WTO, Safeguard measures, Safeguard initiations: by reporting Member; WTO, Safeguard measures,
Safeguard measures: by reporting Memb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6).

인도가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한 품목은 반덤핑조치와 유사하게 화학제품
(16건, 72.7%)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에 금속 및 금속 제품에 대한 세이프
가드 조치도 3건(13.6%)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인도는 무역구제조치를 이용
하여 자국의 화학 관련 산업과 섬유 산업, 금속 산업, 기계 산업 등을 보호하거
나 이 품목들의 수입 증가를 완화시켜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부록 표 1-4. 인도의 산업별 세이프가드 조치부과 현황(1995~2019년 누적)
(단위: 건, %)

VI. 화학제품

XV. 금속 및
금속 제품

II. 채소 제품

VII.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

XVI. 기계

합계

건수(건)

16

3

1

1

1

22

비중(%)

72.7

13.6

4.5

4.5

4.5

100.0

주: 품목 코드는 WTO 세이프가드 조치 품목분류 기준임.
자료: WTO, Safeguard measures, Safeguard measures: by reporting Memb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6).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최근 인도가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정책에서 일방주
의 정책을 도입한 사례이다. 인도는 모디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외국인직접투
자 자유화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적
으로 유치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지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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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4월에 인도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심사(FDI screening)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UNCTAD의 Investment Policy Monitor에 따르면 2020년 4
월 17일 인도 상공부는 인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아프가니스탄, 방글
라데시, 부탄, 중국, 네팔, 파키스탄)로부터 시행되는 모든 대인도 투자에 대해
인도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178) 동 조치는 인도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인도기업에 대한 인근 국가의 약탈적 M&A를 막기 위
한 것으로, 대상 산업은 모든 산업이며, 외국인직접투자의 진입ㆍ설립(entry
and establishment)과 관련된 조치이다.
WTO 출범 이래로 전 세계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자유화 조치가 점차 확대되
었고, 전술한 바와 같이 그동안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도 이와 유사한 추
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CFIUS)의 국가안
보 관련 투자심사를 강화한 후 EU,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 중국 투자를 염두
에 둔 국가안보 관련 외국인직접투자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179)
특히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이와 관련하여 2020년에 미국, EU, 호주, 캐나
다가 보건의료 산업 등 국민의 건강ㆍ안전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신규 조치를 도입하였는데,180) 인도의 경우 국민의 건강ㆍ안전과 관
련된 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ㆍ경제적 혼란 속에서 인도기업이 인근 국가에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 심사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의 조치와 차이가 있다.

178) UNCTAD, Investment Policy Monitor, “Introduces FDI screening originating from
neighbouring countries amid the COVID-19 pandemic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6).
179) Ibid.
18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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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부록 표 및 부록 그림
부록 표 2-1. 주요 수입국의 관세율 현황
(단위: %, %p)

전 품목, 가중평균 MFN 관세율(%)
2006

2010

2014

관세율 변화(%p)

2018

2006~10

2010~14

2014~18

호주

4.09

3.61

2.69

2.86

-0.48

-0.92

0.17

벨기에

3.17

2.84

2.81

3.00

-0.33

-0.03

0.19

캐나다

3.38

2.96

2.94

3.09

-0.42

-0.02

0.15

중국

4.40

5.30

5.60

4.27

0.90

0.30

-1.33

프랑스

3.17

2.84

2.81

3.00

-0.33

-0.03

0.19

독일

3.17

2.84

2.81

3.00

-0.33

-0.03

0.19

홍콩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인도

8.99

7.34

6.34

6.00

-1.65

-1.00

-0.34

이탈리아

3.17

2.84

2.81

3.00

-0.33

-0.03

0.19

일본

3.07

2.56

2.70

3.03

-0.51

0.14

0.33

한국

7.46

7.31

7.99

9.07

-0.15

0.68

1.08

멕시코

11.78

5.64

4.64

3.92

-6.14

-1.00

-0.72

네덜란드

3.17

2.84

2.81

3.00

-0.33

-0.03

0.19

러시아

0.00

7.99

6.43

4.38

7.99

-1.56

-2.05

싱가포르

0.03

0.14

0.24

0.68

0.11

0.10

0.44

스페인

3.17

2.84

2.81

3.00

-0.33

-0.03

0.19

스위스

4.41

3.44

4.11

3.42

-0.97

0.67

-0.69

UAE

4.42

3.88

3.60

4.71

-0.54

-0.28

1.11

영국

3.17

2.84

2.81

3.00

-0.33

-0.03

0.19

미국

2.91

2.81

2.78

3.19

-0.10

-0.03

0.41

주: 1) 수입액은 상품의 수입액만 고려함. 2010~19년 평균 수입액 기준 세계 상위 20대 국가에 대만(18위)이 포함되나
대만의 관세율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 호주(21위)를 포함하였음.
2) 인도(2014년)와 UAE(2006년 및 2010년)의 경우 당해연도 관세율이 누락되어 있어 전년도 자료를 사용함.
자료: World Bank,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관세율),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9); UNCTAD,
UNCTAD STAT(수입액)(검색일: 202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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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2. 품목별 무역저해조치 현황(2009~20년 누적)
(단위: %, %p)

순위

코드

품목명

개입
건수

1

412 Products of iron or steel 1532

2

491 and semi-trailers; parts 1190

순위

코드

31

431

32

216

개입

품목명

건수

Engines and turbines and
parts thereof

451

Motor vehicles, trailers
Vegetable oils

447

and accessories thereof
Semi-finished products of
3

429

Other fabricated metal
products

1131

33

415

copper, nickel, aluminium,
lead, zinc and tin or their

441

alloys
4

411

813

34

231

5

341 Basic organic chemicals 803

35

371 Glass and glass products

6

171

747

36

282

7

352 Pharmaceutical products 671

37

222

8

Basic iron and steel

Electrical energy

354 Chemical products n.e.c. 630

38

442

39

369

Grain mill products

434

Wearing apparel, except
fur apparel
Other dairy products
Machine-tools and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431
431
407
402

Machinery for mining,
9

444

quarrying and
construction, and parts

624

Other plastics products

401

thereof
Forage products, fibre
crops, plants used in
perfumery, pharmacy, or
for insecticidal, fungicidal
Other general-purpose
10

439

machinery and parts
thereof

or similar purposes, beet,
615

40

019

forage plant and flower

394

seeds, natural rubber,
living plants, cut flowers
and flower buds,
unmanufactured tobacco,
other raw ve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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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2. 계속
(단위: %, %p)

순위

코드

품목명

개입
건수

순위

코드

품목명

Electric motors,
11

461

generators and
transformers, and parts

개입
건수

Electronic valves and
604

41

471

tubes; electronic

391

components; parts thereof

thereof

Machinery for textile,
12

011

Cereals

604

42

apparel and leather

446

production, and parts

379

thereof
Instruments and
appliances for measuring,
checking, testing,
Other special-purpose
13

449

machinery and parts

navigating and other
593

43

482 purposes, except optical

thereof

377

instruments; industrial
process control
equipment;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Machinery for food,

14

496

Aircraft and spacecraft,
and parts thereof

572

44

beverage and tobacco

445

processing, and parts

376

thereof
Computing machinery
15

452 and parts and accessories 568

45

211 Meat and meat products

46

435

374

thereof
16

342

Basic inorganic
chemicals n.e.c.

Lifting and handling
558

equipment and parts
thereof

Agricultural or forestry
17

441

machinery and parts

Medical and surgical
549

47

481

thereof

equipment and

469

equipment and parts
thereof

358

orthopaedic appliances
Electric filament or

Other electrical
18

374

535

48

465

discharge lamps; arc
lamps; lighting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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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s thereof

357

부록 표 2-2. 계속
(단위: %, %p)

순위

코드

품목명

19

239

Food products n.e.c.

개입

개입

순위

코드

품목명

535

49

271

Made-up textile articles

353

529

50

235

Sugar and molasses

351

512

51

493

Ships

350

건수

건수

Pumps, compressors,
20

432

hydraulic and pneumatic
power engines, and
valves, and parts thereof

21

214

Prepared and preserved
fruits and nuts

Television and radio
22

347 Plastics in primary forms 503

52

472

transmitters; television,
video and digital cameras;

349

telephone sets
23

012

24

448

25

321

Vegetables
Domestic appliances and
parts thereof
Pulp, paper and
paperboard

496

53

014

490

54

463

484

55

353

462

and control apparatus,

fruits
Insulated wire and cable;
optical fibre cables

348
337

Soap, cleaning
preparations, perfumes

335

and toilet preparations

Electricity distribution
26

Oilseeds and oleaginous

Parts for the goods of
481

56

474 classes 4721 to 4733 and

and parts thereof

334

4822
Petroleum oils and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aterials, other than

Other transport
27

499

equipment and parts

crude; preparations n.e.c.
472

57

333 containing by weight 70%

thereof

333

or more of these oils, such
oils being the basic
constituents of the
preparations
Prepared and preserved

28

346 Fertilizers and pesticides 467

58

212

fish, crustaceans,
molluscs and other aquatic

333

inverteb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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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2. 계속
(단위: %, %p)

순위

코드

품목명

29

013

Fruits and nuts

개입

순위

코드

455

59

389

453

60

464 cells and primary batteries,

건수

Bodies (coachwork) for
30

492

motor vehicles; trailers
and semi-trailers; parts

품목명
Other manufactured
articles n.e.c.

개입
건수
321

Accumulators, primary
and parts thereof

and accessories thereof
자료: Global Trade Alert(20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24).

부록 그림 2-1. 지역별 불확실성 지수 비교

전 세계-아프리카

전 세계-아시아대양주

전 세계-유럽

   

   

   

전 세계-중동중앙아시아

전 세계-서반구

   

   

자료: The World Uncertainty Index,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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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3. 주요 지역별ㆍ산업별 수입시장 비율 변화(2015~19년)
(단위: %)

수입국(행)/
수출국(열)

산업

아세안+인도

농림수산업

아세안+인도

광업

아세안+인도

섬유의복

아세안+인도 화학고무플라스틱
아세안+인도

철강비철금속

아세안+인도

수송기기

아세안+인도

전기전자

아세안+인도

기계

아세안

중국

유럽

일본

한국

1.40

0.61

0.19

0.25

0.02 -1.86

1.05

-2.72 -0.10 -1.19 -0.06

0.06

0.52 -2.54

4.22

-0.71

3.88 -0.60 -0.20 -1.15 -0.01 -0.37

2.36

-1.08

3.56 -0.79 -0.26

0.06

+인도
-1.06

5.38 -0.07 -0.26 -0.56
1.44 -2.42
-0.19

0.16 -0.09 -0.60
0.52

2.90 -3.73 -0.71

-1.42 -1.56 -0.42

0.20

3.50 -1.39 -1.43

멕시코 중남미

0.55

0.20

북미

0.79 -0.21

0.21 -0.11

1.12

0.00 -0.04 -1.06

0.51 -0.01

0.04 -0.37

중국

농림수산업

1.23

ㆍ

0.87

0.04

0.33

4.30 -11.74

중국

광업

0.53

ㆍ

1.04 -0.04 -0.11

0.06

1.88

중국

섬유의복

-0.55

ㆍ

4.33 -0.94

0.02

1.22 -2.44

중국

화학고무플라스틱

1.59

ㆍ

3.11

0.19 -0.61

0.04 -0.55 -1.91

중국

철강비철금속

6.42

ㆍ

2.69

1.44

0.06

중국

수송기기

1.28

ㆍ

6.54

5.13 -3.21 -0.44 -0.24 -10.00

중국

전기전자

4.37

ㆍ

0.91 -0.51 -3.09

중국

기계

2.34

ㆍ

2.49

2.47 -3.07

0.50

유럽

농림수산업

-0.44

0.08

1.18

0.02

0.01

0.06 -0.89 -0.38

-0.17 -0.01 -2.08

0.02

0.01 -0.24 -0.93

유럽

광업

유럽

섬유의복

유럽

화학고무플라스틱

유럽

철강비철금속

유럽

수송기기

0.64 -2.18

유럽

전기전자

유럽

기계

일본

농림수산업

0.74 -1.27

0.19
0.94

0.00

0.88 -5.14

0.02 -0.08 -0.52
0.06 -0.52
5.27

0.21 -0.04

0.00 -0.19 -0.52

0.39 -0.57

0.03

0.23

0.01

0.34 -0.68 -7.26

0.12

0.06

0.16 -0.45

0.16

0.58 -0.23

0.46 -0.07 -0.65

0.61

1.05 -1.33 -0.24 -0.19

0.00 -0.13 -0.28

0.46

0.95 -0.67 -0.27

0.15

0.10

0.68

0.32 -0.12 -2.64

0.24

-0.56 -1.12
-7.96

0.15

0.30

3.49

0.04 -0.10

ㆍ

0.01 -1.00
1.80

0.03 -0.52

일본

광업

일본

섬유의복

일본

화학고무플라스틱

ㆍ

0.76

0.09

일본

철강비철금속

0.71 -1.00

1.27

ㆍ

0.75

0.15 -1.14 -0.65

일본

수송기기

0.17 -2.62

5.36

ㆍ -0.92

0.86 -0.30 -1.98

일본

전기전자

1.86 -1.32

1.00

ㆍ -2.46

0.52 -0.02

일본

기계

2.55 -1.56

0.58

ㆍ

0.06

0.25

한국

농림수산업

-0.86 -0.51

0.90

0.05

ㆍ

0.23 -0.87

2.23

한국

광업

-3.36 -0.03 -1.33 -0.03

ㆍ

1.59

9.76

4.77 -5.68
-0.37

1.23

0.29 -0.29

ㆍ -0.04 -0.57 -0.64

3.46

ㆍ -0.08 -0.10 -0.03 -0.44
0.39

3.34

0.25

0.13 -1.68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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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3. 계속
(단위: %)

수입국(행)/
수출국(열)
한국
한국

산업
섬유의복

아세안
+인도

중국

유럽

일본

한국

멕시코 중남미

북미

4.42

-3.18

2.03

-0.93

ㆍ

-0.07 -0.34

-1.39

화학고무플라스틱 -1.47

4.42

-1.83 -2.42

ㆍ

-0.37

0.25

3.15
0.09

한국

철강비철금속

4.08

-1.28 -3.22

1.42

ㆍ

0.21

-1.21

한국

수송기기

0.30

1.31

-4.21

0.24

ㆍ

0.40

-0.75

3.37

한국

전기전자

4.76

1.85

0.02

-1.41

ㆍ

0.09

-0.14

-1.94
-0.20

한국

기계

2.53

1.74

-3.02 -0.35

ㆍ

0.20

0.07

멕시코

농림수산업

0.30

-0.55

0.69

0.03

0.02

ㆍ

0.85

-2.04

멕시코

광업

0.00

-0.26 -0.41

0.00

0.39

ㆍ

7.90

-6.65

멕시코

섬유의복

2.19

2.23

1.44

-0.15

0.05

ㆍ

-0.95

-5.79

멕시코

화학고무플라스틱

0.33

0.88

-1.13 -0.25

0.89

ㆍ

0.03

-0.91

멕시코

철강비철금속

0.03

2.02

2.55

0.38

0.32

ㆍ

0.80

-5.36

멕시코

수송기기

1.17

2.59

3.87

-1.81

0.66

ㆍ

-1.07

-5.33

멕시코

전기전자

6.57

-3.32 -0.66 -0.49

1.40

ㆍ

-0.51

-5.78

멕시코

기계

1.27

3.98

0.25

-0.66 -1.81

ㆍ

-0.22

-2.97

중남미

농림수산업

-0.58 -0.76

0.21

0.03

0.00

0.30

2.06

-0.90

중남미

광업

0.02

-0.04 -2.00

0.00

-0.01 -0.16

4.52

18.19

중남미

섬유의복

0.18

-1.41

0.34

-0.03 -0.22

1.67

-0.51

화학고무플라스틱 -1.30

1.56

-0.78

0.10

중남미
중남미

철강비철금속

중남미

수송기기

중남미
중남미
북미

0.04

-0.35 -0.40 -1.41

2.61

-0.61 -0.92 -0.70 -1.27 -0.82 -0.50

6.30

-1.81

-0.11

3.44

7.13

-5.89

전기전자

2.69

-1.36 -0.96 -0.04 -1.92 -0.47

0.30

1.63

기계

0.32

2.72

-1.50 -0.54 -0.44

0.26

1.89

-2.78

농림수산업

1.11

-1.19

1.27

0.08

0.08

2.55

-0.87

ㆍ

-1.59 -0.25 -2.06

0.03

북미

광업

-0.45 -0.03

1.07

0.01

0.00

-0.29 -8.21

ㆍ

북미

섬유의복

4.15

-4.51

0.70

0.06

0.04

-0.09

0.26

ㆍ

북미

화학고무플라스틱

1.26

-1.18

2.51

0.46

0.81

0.13

-0.02

ㆍ

북미

철강비철금속

1.31

-1.36

0.16

-0.26 -1.07

0.94

-0.55

ㆍ

북미

수송기기

0.61

-0.11 -1.11 -0.82 -0.59

4.45

-0.17

ㆍ

북미

전기전자

4.20

-6.92

0.48

-0.40 -0.15

0.90

-0.11

ㆍ

북미

기계

1.40

-2.46

1.31

-0.18 -0.07

0.66

0.28

ㆍ

주: 유럽은 28개국.
자료: Comtrade, https://comtrade.un.org/(검색일: 2020. 11. 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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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2-2. 산업별 각 국(지역)의 한국, 일본, 멕시코 수입시장 비중(2019년 기준)
(단위: %)

주: 유럽은 28개국.
자료: Comtrade, https://comtrade.un.org/(검색일: 2020. 11. 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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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4. 제4장 산업 분류
산업

이름

설명

산업1

Agriculture, Hunting, Forestry and Fishing

농림, 임업 및 어업

산업2

Mining and Quarrying

광업

산업3

Food, Beverages and Tobacco

식품ㆍ음료ㆍ담배

산업4

Textiles and Textile Products

섬유ㆍ의복

산업5

Leather, Leather and Footwear

가죽제품

산업6

Wood and Products of Wood and Cork

목재ㆍ목재제품

산업7

Pulp, Paper, Paper , Printing and Publishing

펄프ㆍ종이ㆍ인쇄ㆍ기록매체

산업8

Coke, Refined Petroleum and Nuclear Fuel

석탄ㆍ석유 제품

산업9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화학제품ㆍ의약품

산업10

Rubber and Plastics

고무ㆍ플라스틱 제품

산업11

Other Non-Metallic Mineral

기타 비금속제품

산업12

Basic Metals and Fabricated Metal

철강ㆍ금속/금속제품

산업13

Machinery, Nec

기계

산업14

Electrical and Optical Equipment

전기전자 제품

산업15

Transport Equipment

운송기기

산업16

Manufacturing, Nec; Recycling

기타 제조업 제품

산업17

Electricity, Gas and Water Supply

전기ㆍ가스ㆍ수도

Construction

건설

산업18
산업19
산업20

Sale, Maintenance and Repair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Retail Sale of Fuel
Wholesale Trade and Commission Trade

유지보수 서비스
도매

산업21

Retail Trade

소매

산업22

Hotels and Restaurants

음식ㆍ숙박

산업23

Inland Transport

지상운송

산업24

Water Transport

해상운송

산업25

Air Transport

항공운송

산업26

Other Supporting and Auxiliary Transport
Activities; Activities of Travel Agencies

기타 운송

산업27

Post and Telecommunications

우편ㆍ쿠리어ㆍ통신

산업28

Financial Intermediation

금융ㆍ보험

산업29

Real Estate Activities

부동산

산업30

Renting of M&Eq and Other Business Activities

렌탈, 리스, 사업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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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4. 계속
산업

이름

설명

Public Admin and Defence; Compulsory Social

산업31

공공ㆍ국방 서비스

Security

산업32

Education

교육서비스

산업33

Health and Social Work

보건ㆍ사회서비스

산업34

Other Community, Social and Personal Services

산업35

Private Households with Employed Person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자가소비를 위한 서비스

주: WIOD와 ADB MRIO 모두 ISIC Rev 3.를 따름.
자료: 저자 작성.

부록 표 2-5. 일방적 통상정책과 권역간 총수출구조 변화
2019년(기준)

EU

CJK

NAFTA

ASIA

ROW

합계

EU

57.0

7.1

8.9

3.8

23.2

100.0%

CJK

17.8

17.1

22.1

17.4

25.7

100.0%

NAFTA

19.1

9.2

36.4

5.5

29.7

100.0%

ASIA

12.4

17.7

9.3

16.5

44.1

100.0%

ROW

29.3

31.5

14.5

17.2

7.4

100.0%

미국발

EU

CJK

NAFTA

ASIA

ROW

합계

EU

57.6

7.2

7.8

3.8

23.6

100.0%

CJK

18.0

17.3

20.7

17.7

26.4

100.0%

NAFTA

19.1

9.1

36.7

5.4

29.7

100.0%

ASIA

12.7

17.7

8.4

16.8

44.4

100.0%

ROW

30.1

31.6

12.8

18.2

7.4

100.0%

글로벌

EU

CJK

NAFTA

ASIA

ROW

합계

EU

56.3

7.0

9.0

4.0

23.8

100.0%

CJK

18.5

15.8

23.2

17.3

25.2

100.0%

NAFTA

18.5

8.8

37.9

5.6

29.2

100.0%

ASIA

12.6

16.5

9.5

16.8

44.6

100.0%

ROW

28.8

31.6

14.2

18.7

6.7

100.0%

주: 1) 여기서 ASIA는 한중일(CJK)을 제외하고, ASEAN 주요국과 중앙아시아 3국은 포함함(표 4-4 참고).
2) 가로(row)는 수출국, 세로(column)는 수입국을 의미함. 합계는 수출 비중의 합이며 항상 100%임.
자료: [식 4-8]~[식 4-13]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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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6. 일방적 통상정책과 권역간 중간재 수출구조 변화
2019년(기준)

EU

CJK

NAFTA

ASIA

ROW

합계

EU

58.1

5.6

8.5

3.9

23.9

100.0%

CJK

16.3

18.0

18.7

21.6

25.4

100.0%

NAFTA

21.0

8.2

35.9

6.1

28.8

100.0%

ASIA

12.8

19.4

8.4

17.3

42.1

100.0%

ROW

28.7

31.6

13.6

18.5

7.6

100.0%

미국발

EU

CJK

NAFTA

ASIA

ROW

합계

EU

58.7

5.7

7.4

4.0

24.2

100.0%

CJK

16.6

18.3

17.2

22.1

25.9

100.0%

NAFTA

21.0

8.2

35.9

6.1

28.9

100.0%

ASIA

13.1

19.5

7.4

17.6

42.3

100.0%

ROW

29.4

32.0

12.1

19.0

7.6

100.0%

글로벌

EU

CJK

NAFTA

ASIA

ROW

합계

EU

57.4

5.7

8.6

4.2

24.2

100.0%

CJK

17.0

16.8

19.6

22.4

24.3

100.0%

NAFTA

20.1

8.0

37.6

6.3

28.0

100.0%

ASIA

13.0

18.1

8.3

17.5

43.1

100.0%

ROW

27.9

32.4

13.3

19.6

6.8

100.0%

주: 여기서 ASIA는 한중일(CJK)을 제외하고, ASEAN 주요국과 중앙아시아 3국은 포함함(표 4-4 참고).
자료: [식 4-8]~[식 4-13]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록 표 2-7. 일방적 통상정책과 권역별 GVC 참여도 변화
(단위: %, %p)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

미국발

~99

~04

~09

~14

~19

(기준)

충격

한중일

31.1

39.6

45.8

42.2

39.8

40.0

40.9

.93

28.8

-11.22

ASIA 3국

39.5

48.9

54.8

51.0

47.5

48.9

51.0

2.12

37.2

-11.71

북미 3국

34.7

39.8

42.9

42.1

44.2

45.1

43.6

-1.56

35.7

-9.47

북유럽

42.7

48.3

53.0

53.0

54.9

55.4

56.2

.79

46.2

-9.17

동유럽

45.7

56.0

62.6

61.0

63.7

64.9

66.0

1.06

53.3

-11.64

서유럽

44.3

48.9

53.5

55.6

59.3

61.3

61.7

.47

51.4

-9.85

남유럽

36.6

43.5

48.4

49.7

52.2

54.4

55.4

.93

44.6

-9.86

여타 국

39.9

45.6

50.0

46.8

46.7

45.9

48.1

2.14

35.4

-10.58

변화

주: 여기서 ASIA 3국은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이고, 북미 3국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임.
자료: [식 4-8]~[식 4-13]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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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충격

변화

부록 표 2-8. 일방적 통상정책과 권역별 GVC 길이 변화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

미국발

~99

~04

~09

~14

~19

(기준)

충격

한중일

2.045

2.119

2.452

2.668

2.667

2.628 2.6283

-.000

2.636

.008

ASIA3국

2.000

1.983

2.057

2.055

2.014

2.013 2.0135

.001

1.996

-.016

북미 3국

1.823

1.802

1.829

1.818

1.793

1.814 1.8073

-.006

1.802

-.012

북유럽

1.923

1.923

1.964

1.969

1.932

1.941 1.9417

.001

1.923

-.018

동유럽

2.032

2.059

2.080

2.077

2.129

2.114 2.1153

.001

2.114

-.001

서유럽

1.868

1.917

1.965

2.005

2.051

2.055 2.0568

.001

2.034

-.021

남유럽

1.935

1.997

2.024

2.021

2.016

2.037 2.0375

.000

2.023

-.014

여타 국

1.916

1.956

2.003

2.186

2.276

2.228 2.2313

.004

2.238

.010

변화

글로벌
충격

변화

주: 여기서 ASIA 3국은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이고, 북미 3국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임.
자료: [식 4-8]~[식 4-13]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록 표 2-9. 일방적 통상정책과 권역별 GVC 상류도 변화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

미국발

~99

~04

~09

~14

~19

(기준)

충격

변화

글로벌
충격

변화

한중일

2.053

2.116

2.436

2.618

2.639

2.597 2.5972

.001

2.617

.020

ASIA3국

1.998

1.999

2.065

2.041

1.976

1.927 1.9278

.001

1.925

-.002

북미 3국

1.835

1.793

1.810

1.803

1.776

1.793 1.7876 -.005

1.781

-.012

북유럽

1.961

1.972

2.008

2.003

1.965

1.986 1.9871

.002

1.969

-.017

동유럽

2.111

2.152

2.205

2.253

2.280

2.276 2.2777

.002

2.269

-.007

서유럽

1.899

1.953

2.004

2.033

2.055

2.051 2.0528

.001

2.039

-.013

남유럽

1.890

1.932

1.946

1.964

1.972

1.988 1.9887

.001

1.984

-.003

여타 국

1.844

1.937

2.013

2.229

2.323

2.300 2.3014

.001

2.285

-.015

주: 여기서 ASIA 3국은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이고, 북미 3국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임.
자료: [식 4-8]~[식 4-13]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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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A Study on Unilateral Trade Policy and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Moonhee Cho, Chankwon Bae, Kyu Yub Lee, Jungu Kang, and Ji Hyeon Kim

This study analyzes the widespread diffusion of unilateral trade policies
and change in trade structures. Chapter 2 examines the trend in unilateral
trade policies, the economic and trade uncertainty they generate, and the
direct and indirect evidences of their diffusion. Unilateral trade policies
are diverse in measures and unilaterally imposed on partner countries,
hence increasing uncertainty in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fter the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 came into forc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were actively used and higher rates were growingly imposed. Unilateral trade
policies are spreading internationally. Non-tariff measures including anti-dumping, countervailing measures, SPS and TBT measures are
increasing. Moreover, both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are
adopting trade-disruptive measures and these are rapidly increasing.
Uncertainty grows with the diffusion of unilateral trade policies, in particular the average value of the World Uncertainty Index almost increased
to four-fivefold compared to 1990.
Chapter 3 discusses changes in trade structures and factors reshaping
the global value chains (GVCs). It also examines changes in import market
shares by countries and industries, and it estimates the trade diversion effect due to unilateral trade policies. International trade increased rapi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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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rise of free trade agreements and the expansion of GVCs and so
on, but has slowed down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Between 1995
and 2007, the trade growth rate was on average 9% per year; after the financial crisis, it slowed to around 4% per year. This trend can also be
found among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termediate goods
also grew by 19% on average per year from 2002 to 2007, and this growth
rate decreased to 2% on average per year from 2010 to 2019. GVCs are
being reorganized as developing countries become consumer markets,
the technology gap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diminishes and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decreases developing
countries’ labor cost competitiveness. Section 2 of the chapter investigates changes in import market shares by industry for North America
(United States and Canada), China, ASEAN and India, Europe and Central
and South America between 2015 and 2019. First, the change in import
market shares for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learly reflects trade disputes between the two. China’s market share in the North American import market decreased across all sectors, whereas ASEAN and India’s
share increased across all sectors excluding mining. However, China still
accounts for a large portion of North America’s market in manufacturing
sectors including electronics. Second, North America’s share in China’s
import market decreased across all sectors. In particular, its share decreased around 12% in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ector,
around 10% in the vehicles sector and around 5% in the steel, nonferrous
metals sector. Section 3 takes into account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ector and analyzes the trade diversion effect due to the US-China trade
conflict. Most of the literature focuses on the decrease in imports from
China due to the United States’ imposition of tariff measures.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import diversions from China to other countries. If the
trade diversion effect is big, it is hard to expect improvement in United
States’ trade balance, and the effect of protecting domestic industr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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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ng jobs would be weak. According to our analysis, the trade diversion effect in the United States’ import marke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especially for intermediate goods.
Chapter 4 investigates the changes in trade structure due to unilateral
trade policies by constructing a theoretical model. GVC structure is incorporated in the trade model to trace the ripple effect of unilateral trade
policies. The Trade Uncertainty Index is used as a proxy for unilateral
trade policies and its tariff equivalent is estimated. This is then used as an
exogenous shock for the change in trade cost. How the rise in trade costs
due to the proliferation of unilateral trade policies affects the trade structure of the world, regions and that between countries is examined. The
change in consumption goods, intermediate goods, value-added export,
GVC indices is then presented. If trade cost rises due to shocks from the
United States, the share of total exports and intermediate exports out of
the world’s total production both decrease. Most of the decrease can be
attributed to the change in total and intermediate exports of the three
North American countries (United States, Mexico, Canada). Meanwhile,
the share of value-added exports out of total exports increases. This is
due to the increase of North American countries’ share of value-added
exports unlike that of other countries such as Korea, China and Japan,
European countries and so on. GVC indices also changed for those three
countries with the United States’ GVC participation rate showing particular increase. The global shock due to unilateral trade policies is stronger
than shocks from the United States and has different ramifications. All regions experience a decrease in their share of consumption goods and intermediate goods’ exports and the majority of countries and regions see a
drop in value-added exports’ share. In conclusion, GVC participation
rate of the world declines. This means that the proliferation of unilateral
trade policies works against the decades-long trend of GVC expansion,
and it intensifies the rearrangement of the GVCs, negatively affect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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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 intermediate and value-added export structures.
The last chapter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es
from former chapters. As the Covid-19 pandemic drags on, the global
economy will not easily recover in a short period of time. It is estimated
that the intensification of uncertainties in the trade environment due to
trade conflict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proliferation
of unilateral trade measures will have important effects on the change in
trade structures, including the reorganization of the GVCs. Followings are
some suggestions the Korean government and firms could consider: (1)
strengthen the nation’s ability to respond to GVC rearrangements, (2) improve capacity to generate value-added in exports, (3) continue efforts to
negotiate free trade agreements and improve their contents, (4) participate actively in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and strengthen collaboration with middle trade powers, (5) strengthen monitoring of the global
trading system, and (6) continue efforts to improve competitiveness at the
firm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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