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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저자는 국제무역 · 통상 분야의 중요 연구들을 통하여 세계무역체제 발전 

및 신보호주의 등장의 배경을 살펴보고, 이 연구들의 분석틀에 입각하여 세

계무역체제와 신자유주의의 미래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방대한 관

련 연구들에 대한 서베이(survey)가 아닌 몇 편의 중요 논문들의 이론 틀과 

실증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세계무역체제의 현황 및 신보호주의 등장을 이해

해보려는 시도가 될 것이다.1 또한, 세계무역체제 및 신보호주의에 대한 전망

과 관련하여 이 논문을 통해 확실한 답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살펴볼 연구들이 제공하는 분석틀을 통하여 어떤 예측을 해볼 수 있

는가를 논의할 것이다.

II장에서는 다자주의 무역체제의 발전과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 및 

실증분석 연구들을 살펴보고, 다자주의 무역체제의 정체 및 특혜무역협정의 

확대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본다. III장을 통해 저자는 최근 급속도로 확대

되고 있는 “신보호주의”의 성격을 규정하고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요인

들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한다. IV장에서는 앞서 논의된 연구들에 근거하여 

신보호주의 및 세계무역체제의 미래를 전망한다. 

II. 다자주의 무역체제의 발전과 정체 및 특혜무역협정의 
확대

세계무역체제 혹은 국제무역체제는 국제무역 및 국제무역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 및 국제법, 그리고 각국의 통상관련 법률 및 관행을 중심으

 1. 세계무역체제에 대한 최근 서베이로 Handbook of Commercial Policy(Bagwell and 
Staiger [eds.], Amsterdam: Elsevier, 2016)가 지난 20~30년간 진행된 관련분야 연
구들에 대한 북챕터(book chapter)들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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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진 국제무역질서를 총괄해서 지칭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심에

는 다자간 무역협정인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가 

있다. 1995년 발족한 WTO는 그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제 하에서 진행된 우루과이 라운드

(Uruguay Round: 1986~1994) 협상을 통해 만들어졌는데, GATT · WTO 

체제의 성립 및 발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정리해 볼 수 있다.2 

GATT 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내며 미국을 중심으로 전승국들이 구

축한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체제의 한 축(다른 두 축으로는 국제금융

과 관련된 국제기구로 출발한 International Monetary Fund와 World Bank

가 있음)으로서, 세계경제질서 중 국제무역질서의 구축 및 유지를 위한 다자

간 협정체제였다. 1947년 23개국이 참여하여 출발한 GATT 체제는 그 후 7

번의 협상 라운드를 거쳐 150개국이 참여한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WTO 

체제를 발족시켰으며, WTO는 현재 164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다자간 협

정으로 국제무역질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3

GATT · WTO 체제는 19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며 매우 높아져 있었던 다

양한 보호무역장벽을 관세장벽으로 최대한 일원화(tariffication)하는 동시에 

모두 8차례에 걸친 다자간 협상을 통해 이러한 관세를 “상호주의 원칙 

(reciprocity principle)”과 “최혜국대우 원칙(Most Favored Nation Principle)” 

하에 큰 폭으로 낮춤으로서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확대에 기여하여 왔다.4 

GATT · WTO 체제의 이러한 성공에 어떠한 메커니즘이 작동한 것인지에 

 2. WTO를 발족시킨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는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서울
대학교 국제대학원의 박태호 교수가 당시 1993년 3월부터 1994년 6월까지 대통령 
경제수석실의 수석경제학자(senior economist)로서 우루과이 라운드를 결정짓는 마지
막 과정에서 한국의 협상 포지션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 바가 있다.  

 3. GATT · WTO 체제의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Sykes(2016)가 포괄적인 설명을 제
공하고 있다. 

 4. 관세의 적용에 있어서 회원국들의 수출에 대하여 차별적인 관세의 적용을 금지하는 
최혜국대우 원칙이 “GATT Article I”로 명문화 되어있는 것에 반하여, 상호주의 원
칙은 명문화 되어있는 원칙은 아니다. 하지만, Bagwell and Staiger(1999a)가 강조하
는 바와 같이 관세협상에 참여하는 회원국들이 상호 수출확대의 규모가 같거나 비슷
하도록 관세인하를 주고받는다는 의미의 상호주의 원칙은 GATT 하의 관세인하 협
상에 있어서 중심적인 원칙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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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지난 20~30년 동안 많은 이론 및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를 설명하는 중심적인 이론으로 자리를 잡은 Bagwell and Staiger(1999a)

의 “교역조건이론(terms-of-trade theory)”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국제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역정책에 대하여 협정국 간 상호 제한을 

두는 것이 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협정은 각국의 무역정책이 

다른 국가에 미칠 수 있는 외부성(externality)을 협정을 통해 내재화

(internalize)하기 위한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교역조건이론에 따르면 무

역협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무역정책의 외부성은 오직 보호무역정책에 수반

되는 교역조건의 외부성(terms-of-trade externality), 즉 관세증가가 수요량 

감소를 통해 수입제품의 국제가격을 낮춤으로써 수출하는 국가에 피해를 주

는 외부성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보호무역정책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이를 위한 국내의 정치적 압박에서 그 원인을 찾아왔다. 교역조건

이론에 의하면 만일 각국이 교역조건의 외부성을 무시하는 상태에서 보호무

역정책의 수준을 결정하는 경우 무역협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무역정책의 외

부성은 존재하지 않게 되고 무역협정의 경제적 존재이유 또한 없어진다.5

교역조건이론은 또한 GATT · WTO의 상호주의 원칙과 최혜국대우 원칙

이 회원국들로 하여금 교역조건의 외부성을 내재화하는 협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보여준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무역협상에 임

하는 경우 이를 통해 결정되는 각국의 보호무역수준이 교역조건에 영향을 주

지 않게 됨으로, 교역조건의 외부성에서 자유로운 즉 이를 성공적으로 내재

화한 보호무역수준이 선택되게 된다. 최혜국대우 원칙은 다자간 무역을 하는 

 5. 교역조건이론이 처음 제시되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갖은 
이유는 각국이 보호무역수준을 결정할 때 교역조건에 대한 고려보다는 정치적인 고
려에 의해 결정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보호무역수준이 정치경제적(political 
economy) 고려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교역조건이론도 옳다면, GATT 등을 통하여 국
가 간 무역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없고, GATT · WTO와 같은 무역협정의 경제적 가
치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추후 논의될 여러 실증분석 연구들이 보여주는 바
와 같이 각국이 일방적으로(무역협정 등을 통해 조정을 하지 않고) 결정하는 보호무
역수준은 해당국가가 보호무역정책을 통해 교역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관
련 상품에 대한 해당국가의 세계시장 수요독점력)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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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각국 무역정책의 외부성이 교역조건의 변경을 통해서만 작동하도

록 유도함으로써, 상호주의 원칙과 결합하여 성공적인(교역조건의 외부성을 

내재화 한) 다자간 무역협상이 가능하도록 한다. 교역조건이론은 더 나아가 

무역협정을 통해 조정해야 하는 주된 정책이 관세정책과 같은 무역정책이며, 

각종 세금이나 보조금과 같이 교역조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

내정책들은 무역협상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즉 GATT · WTO와 같은 

“낮은 수준의 무역협정”이 최적의 무역협정임을 증명한다.6

무역협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교역조건이론 이외에도 중요한 이론들이 존

재한다. 무역협정에 대하여 Maggi and Rodriguez-Clare(1998, 2007)는 국내

기업들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기대해 수입경쟁산업에 불가역적으로 과다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내적 약속(domestic commitment)의 역할을 한

다는 이론을 제시한다. Ossa(2011, 2012)는 수입관세의 증가가 보다 많은 

기업을 국내로 이전시켜 생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내의 상품가격이 하락

시키고 외국의 상품가격은 증가시키는 외부성, 즉 기업이전의 외부성(firm- 

delocation externality)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교역조건의 외부성 이외에도 

무역협정을 통해 내재화가 필요한 무역정책의 외부성이 존재한다는 이론을 

제시한다. 하지만, GATT · WTO 원칙들인 상호주의 원칙과 최혜국대우 원

칙, 무역정책에 대한 협상에 집중하는 낮은 수준의 무역협정, 그리고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내정책의 도입에 대해서는 협정위반이 없는 무효화 혹

은 손상에 대한 제소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 등, GATT · WTO 무역협정의 

중심적인 특징들이 이 체제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가장 포괄적

으로 설명하는 이론은 교역조건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다양한 실증분석들은 교역조건이론의 예측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Broda, Limao, and Weinstein(2008)은 WTO 비가입국들의 경우에만 

비탄력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대해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실증분석을 

 6. 단, 국내정책의 변화가 무역협정을 통해 기대되었던 시장접근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 
무역정책을 재조정하여 기대되었던 시장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Bagwell and Staiger(2001)는 이러한 무역정책의 재조정이 GATT · WTO 체제 하에
서 명문화되어 있는 “협정위반이 없는 무효화 혹은 손상에 대한 제소(non-violation 
nullification-and-impairment complaint)”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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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보인다. 이는 보호무역정책이 교역조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각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결정하는 경우에만 존재하며, WTO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관세의 경우 이러한 고려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는 교역조건이

론의 예상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Bagwell and Staiger(2011)는 WTO 가입 

시점이 1995년 이후인 중국과 같은 국가들의 가입 전 관세율과 가입 후 관

세율을 비교하여 이들 국가들의 관세율 하락이 교역조건이론의 예상에 따라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교역조건이론과 관련된 실증분석연구들은 20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GATT · 

WTO 체제가 성공적인 다자간 무역협상을 어떻게 이끌어 내었으며 이를 통

하여 세계무역의 확대 및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었는가를 설명한다. 하

지만, 21세기에 들어선 후 WTO 체제 하에서 추진된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

하 개발 라운드(Doha Development Round: 2001~?)는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무역협정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하

였다. 이에 반하여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은 전 세계적

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WTO가 발족한 199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20여년

간 400개 이상의 특혜무역협정이 체결되어 WTO에 통보되었다. 1948년부터 

1994년까지 5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GATT에 124개의 특혜무역협정 체결

이 통보된 것에 비교하여,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훨씬 빠른 속도로 많은 특혜

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있는 것이다.  

특혜무역협정의 확산이 반드시 다자간 무역협정인 WTO 체제에 대한 위

협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특혜무역협정이 GATT · WTO 체제의 중요한 원칙

인 최혜국대우 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나, GATT · WTO 체제 자체가 이 원

칙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어 특혜무역협정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GATT · 

WTO 체제는 회원국의 특혜관세부과와 관련하여 특혜무역협정의 당사국 간 

대부분의 상품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내지 

관세동맹협정(Customs Union, CU)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혜관세부

과를 허용하고 있다. 

특혜무역협정이 GATT · WTO 체제 하에서 허용되는 협정이라는 것 이외

에도 특혜무역협정체결이 GATT · WTO 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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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Richardson(1993)과 Bagwell and Staiger(1999b)의 분석에 의하

면 특혜무역협정은 그 당사국들로 하여금 비회원국들에 대해서도 “관세 보완

성(tariff complementarity)”을 통하여 최혜국 관세를 낮추도록 유도 할 수 

있다. Ornelas(2005)의 연구는 특혜무역협정이 보호무역정책과 관련된 “지대 

파괴 효과(rent-destruction effect)”를 통해 최혜국 관세를 낮추게 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특혜무역협정이 특히 관세동맹의 경우 비동맹국가들

에 대한 동맹국가들의 시장 독점력을 강화시켜 비동맹국가들에 부과하는 관

세를 높이도록 할 수 있다는 이론들도 존재하며, 특혜무역협정의 복잡성과 

원산지 규정 등의 존재로 인해 이러한 협정이 글로벌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7 

다자간 무역협정인 GATT · WTO 체제와 21세기에 급속도로 확산된 특

혜무역협정의 관계가 과연 상호보완적인 관계인가 아니면 다자간 무역협정

은 그 역할을 다하고 특혜무역협정들이 세계무역체제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대체적 성격을 지니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Bagwell, Bown, and Steiger 

(2016)이 자세히 논의한 바와 같이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체결된 특혜무역협정들은 단지 협정당사국들 간 

무역장벽이 되는 모든 보호무역정책을 없애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서서 무역정책 이외에도 투자정책, 환경정책, 노동정책 등 국내정책들에 대

한 협상과 협정을 함께 체결하는 “높은 수준의 협정”을 지향하고 있다. 비록 

다음 장에서 논의될 신보호주의의 등장으로 인하여 미국이 비준이전에 탈퇴

를 결정했지만, 2016년 2월 관련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세계적으로 주

목을 받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은 높

은 수준 협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미국 · 일본과 같은 거대 경제

권이 참여하는 이러한 메가(mega) FTA의 등장은 무역정책에 대한 협상에 

집중하는 “낮은 수준의 협정”인 GATT · WTO 협정과 차별성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세계무역체제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7. 관세동맹의 시장 독점력 강화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문이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를 촉발시킨 논문으로는 Kennan and Riezman(1990)과 Krugman(1991)의 연구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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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조건이론에 따르면 관세정책과 같은 무역정책에 협상을 집중하고, 교

역조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내정책들은 무역협상의 대상에 포

함시키지 않는 GATT · WTO와 같은 낮은 수준의 무역협정이 최적의 형태

이다. 그렇다면 왜 최근의 특혜무역협정은 높은 수준의 협정을 추구하고 있

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Antràs and Staiger(2012a, 2012b)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해외업무위탁(offshoring)”과 특

화된 중간재 교역의 증가는 중간재의 가격이 “시장청산조건(market clearing 

condition)”에 따라 경쟁적으로 결정되기보다 특화된 중간재에 대한 상호독

점력이 있는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간의 협상력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한다. 

이러한 경우 교역재 관련 비용을 교역국에 추가로 전가(즉, 교역조건을 유리

하게 변경)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은 더 이상 관세 등의 무역정

책이 아니며, 오히려 적절한 국내정책이라는 것을 Antràs and Staiger의 분

석이 증명하고 있다.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정책

이 무역정책이고 이와 관련된 무역정책의 외부성이 무역협정을 통해 해결해

야(내재화)할 유일한 문제일 경우에는 교역조건이론의 주장과 같이 무역정책

에 초점을 맞추는 낮은 수준의 무역협정이 최적일 수 있다. 하지만 해외업무

위탁과 특화된 중간재 교역이 증가하면, Antràs and Staiger의 분석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각국은 무역정책이 아닌 국내정책을 통해 특화된 중간재 관

련 교역조건을 자국기업에 유리하게 바꾸려 할 것이고, 이 경우 최적 무역협

정의 형태는 국내정책의 외부성 문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높은 수준의 무

역협정으로 바뀌게 된다.

최적 무역협정의 형태에 대한 이 새로운 이론은 아직 실증분석을 통해 검

증되지는 않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왜 많은 특혜무역협정이 낮은 수준

의 협정에서 다양한 국내정책들 또한 적극적으로 협상의 대상으로 상정하는 

높은 수준의 협정으로 전환되었는지에 대한 이론을 제공한다. 이 논문은 IV

장 “전망”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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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신보호주의의 등장과 그 배경 

2016년 세계무역체제에 가장 큰 충격파를 던진 사건은 아마도 영국이 EU 

(European Union)을 탈퇴한 브렉시트(Brexit)일 것이다. EU는 미국과 함께 

세계무역체제 형성을 주도해 온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고, 영국은 독일 · 프

랑스와 함께 EU의 중심 국가였다. 브렉시트가 도미노 현상을 발생시켜 EU

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는 2017년 5월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에 세

계의 시선이 집중되었던 이유이기도 했다. 선거 결과, 프랑스의 EU 탈퇴인 

프렉시트(Frexit)을 주장한 마린 르펜이 아닌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가 대통

령으로 당선되면서 이러한 도미노 현상에 대한 우려는 줄어든 상황이다. 하

지만, 프렉시트와 같은 극단적인 정책을 내놓은 르펜이 결선투표에서 3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50%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은 브렉시트를 가져왔던 진원이 프랑스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 

2016년 11월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또한 세계무역체제에 브렉시

트에 못지않은 충격을 세계무역체제에 주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반이민자 

정책을 중요한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된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TPP의 탈퇴를 선언하였고,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및 한미자유무역협정(한 · 미 FTA)의 재

협상을 추진하면서 이들 협정의 파기가능성 또한 제기한 상태이다.  

물론, 이러한 보호무역주의가 다자간 무역협정인 WTO 체제에 대한 공격

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흐름이 더 강화된다면 추후에 논

의될 바와 같이 WTO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

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보호무역주의를 “신보호주의”라고 정의하고, 신보호

주의 등장의 배경에 대하여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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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보호주의

보호무역주의는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다. 그렇다면, 최

근 세계무역체제에 위협이 되고 있는 영국 · 미국 발 보호무역주의는 이전과

는 매우 다른 성격을 지니는가? 또한 이러한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될 가능성

이 있는가? 이에 대하여 저자는 “그렇다”라고 생각하며 이를 “신보호주의”라

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ATT · WTO 체제 하의 보호무역주의는 주로 산업

정책(유치산업보호정책 등)의 일환으로서 개도국들이 그 중심이 되어왔다. 

이에 반하여 최근에 크게 강화된 “신보호주의”는 오히려 미국 · 영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그 중심이 되고 있으며, 단지 보호무역정책과 같이 해외에서 생

산된 재화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이민정책, 반해외직접투

자, 혹은 반해외업무위탁과 같이 생산요소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해서도 제한

을 강화하려한다는 점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넘어서서, 보다 광범위한 “보호

주의”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신보호주의”는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했던 기존의 “보호무역주의”와 다르다

고 할 수 있다. 

2. 신보호주의 등장의 배경

신보호주의 등장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신보호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이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저자는 신보호주의 등장의 배경을 크게 3가지 요인, 즉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개도국 노동공급의 폭발적 증가”,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해외업무위탁의 증가”, “선진국 중간-중산층 붕괴와 정치경제”

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지만, 아래에 논의된 바와 같이 이 3가지 요인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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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개도국 노동공급의 폭발적 증가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는 GATT · 

WTO 체제를 중심으로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보호무역장벽을 낮추어 왔다. 

또한, WTO 체제가 출범한 1995년 이후에는 특혜무역협정의 확대 등을 통

하여 참여국들 간 보호무역정책의 제거 뿐 아니라 다양한 국내정책에 대한 

협상을 통하여 직접투자, 노동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 등 생산요소의 국가 간 

이동을 보다 자유롭게 하는 변화들이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세계무역체제의 

변화가 각국경제가 세계시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생산 및 소비가 결정되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이어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신보호주의 등장의 배경으로 빼놓을 수 없

는 요소는 세계시장으로의 폭발적인 개도국 노동공급 증가이다. 물론 개도국 

노동공급의 폭발적 증가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중국경제의 글로벌화이지

만, 수입대체산업화(import-substituting industrialization) 정책을 펴면서 세

계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중남미 국가들과 인도 등 많은 노동력

을 지니고 있는 개도국들이 1990년대 들어서면서 수출지향적산업화(export- 

oriented industrialization) 정책으로 전환한 것 또한 개도국 노동공급의 증

가에 큰 기여를 하였다. Deardorff and Park(2010)과 Park(2011)이 강조한 

바와 같이, 수출지향적산업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자본집약적 중간재 수입이 

용이해지면, 개도국 내부에서만 생산 · 소비되는 전통적 재화생산에 고용되었

던 노동력이 수출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으로 이동하게 된다. 전통

적 재화생산에 고용되었던 노동력이 모두 제조업 분야로 이동하는 완전한 산

업화가 이루어지기까지, 개도국 노동공급의 제조업 분야로의 전환은 매우 탄

력적(제조업 노동임금의 상승이 없어도)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공동시장(common market)인 EU가 동유럽 개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개

도국 노동이 직접 선진국의 노동시장으로 이동한 경우도 있으나, 보다 큰 부

분은 헥셔-올린(Heckscher-Ohlin) 이론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개도국이 생

산한 노동집약적 재화에 노동력이 담겨 수출되므로 개도국 노동력이 직접 세

계노동시장에 공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부분이다. 이러한 개도국 노동

력 공급의 증가는 노동집약적 제품의 상대가격 하락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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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비숙련 노동에 지급되는 임금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물론, 완전고

용을 가정하는 헥셔-올린 모형과는 달리 현실경제에서 이러한 변화는 노동집

약적 재화를 생산하는 선진국 제조업 기업들의 해고 등을 통한 생산조절로 

이어지고, 해고된 노동자들이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여 재고용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Autor, Dorn, and Hanson(2013a, 2013b)은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미

국의 산업 및 고용관련 데이터와 미국의 국제무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국으

로부터의 수입증가가 미국의 산업 및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들은 우선 노동의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기술의 변화에 대한 지역적 노출이 중국제품의 수입을 통한 지역적 노출

과 서로 관련성이 적기 때문에, 미국의 노동시장에 미친 국제무역과 기술변

화의 영향을 분리하여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감소한 미국의 제조업 고용의 4분의 1이 중국제품의 

수입증가로부터 기인하였고, 지역 노동시장에서의 실업 증가, 노동시장 참여 

감소, 그리고 임금 감소를 가져왔다.      

 

2)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해외업무위탁(Offshoring)의 증가  

1990년대에 시작된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분야에 큰 영향을 미

쳤지만, 세계무역의 패턴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표준적인 헥셔-올린 모

형은 각국이 최종재를 생산하고 이를 교역하는 것을 가정한 최종재 교역모형

이다. 하지만 세계무역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왔고 기

업 내(intra-firm) 중간재 교역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매우 커

진 상태이다. 

중간재 교역증가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해외업무위탁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많은 단계를 거쳐야하는 생산프로세

스와 관련하여 한 기업의 내부에서 혹은 한 국가 내에서 진행되던 생산프로

세스 중 일부가 해외의 자회사 혹은 관련기업에 위탁되는 해외업무위탁이 증

가할 수 있는데, 이런 해외업무위탁은 국가 간 중간재 교역의 증가로 이어진



신보호주의와 세계무역체제   27

다.8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무역과 관련하여 해외업무위탁의 증가는 종전에 

선진국 기업의 내부 혹은 선진국 경제 내에서 이루어지던 생산프로세스 일부

가 개도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개도국으로 이전되는 생산프로세

스는 주로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선진국 내부의 비숙

련 노동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개도국 노동공급의 폭발

적 증가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해외업무위탁의 증가 또

한 결국 선진국의 비숙련 노동에 지급되는 임금의 하락 및 노동자들의 실업

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업무위탁의 증가는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로 이어지거나, 해외에 위치한 

중간재 공급기업과의 수직적 그리고 상호의존적 분업관계를 발생시킨다는 

의미에서 전통적인 무역이론을 통해 분석되기 힘든 성격의 무역을 발생시킨

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성격의 중간재 교역의 증가는 앞서 II

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최적 무역협정의 형태가 무역정책에만 중점을 둔 

낮은 수준의 협정에서 다양한 국내정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높은 수준의 

협정으로 바뀌게 할 수 있다.

3) 선진국 중간-중산층의 붕괴와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    

산업화된 선진국들에서 지난 20~30년간 중간-중산층의 공동화(the hol- 

lowing out of middle class)가 진행된 것은 그동안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잘 

알려진 사실이다.9 이러한 중간-중산층 공동화는 제조업의 자동화 진행 등 

기술편향적 과학기술진보(skill-biased technological progress)가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지만,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국제무역을 통한 개도국 노동

공급의 폭발적 증가 또한 적지 않게 영향을 주었다는 여러 연구들이 존재한

다. 이러한 중간-중산층 공동화가 선진국의 정치 및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

치고 있고, 특히 무역 및 생산요소의 국가 간 이동과 관련한 정책에 어떤 영

 8. 해외위탁업무에 관한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Grossman and Rossi-Hansberg(2008)의 
논문이 있다.

 9. 중간-중산층 공동화에 대한 대표적인 논문들로는 Autor, Katz, and Kearney(2006), 
Goos and Manning(2007), 그리고 Goos, Manning, and Salomons(2014)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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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고 있는가는 신보호주의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무역정책의 결정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모형으로 가장 많이 알려지고 연구

된 모형은 Grossman and Helpman(1994)의 보호무역 판매(protection for 

sale) 모형이다. 이 모형은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수입경쟁산업들이 관세부과

를 통해 자신들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로비를 경쟁적으로 하고, 정책결정

자는 이러한 로비가 제공하는 캠페인 기부금과 경제전체구성원들의 후생을 

모두 고려하여 산업별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한 국가내의 산업별 보호무역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

용한 모형이나, 신보호주의와 같은 보다 광범위한 보호무역주의의 흐름을 설

명하는데 적합한 모형은 아니다.

신보호주의 등장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거경쟁(electoral competi- 

tion) 모형인 중간선거권자(median voter) 모형이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무

역정책결정에 대한 선거경쟁모형은 헥셔-올린 무역이론(노동 · 자본 2생산요

소; 노동집약적 · 자본집약적 2재화 모형)에 근거한 Mayer(1984)의 모형이 

최초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중간선거자의 무역정책에 대한 선호가 무역정

책으로 반영되는 모형이다. 모든 선거권자가 동일한 노동을 갖고 있다고 가

정하는 이 모형은 중간선거권자가 평균적인 자본을 갖고 있는 경우(예를 들

면 완벽하게 소득이 평준화된 경우)에만 자유무역정책이 선택된다. 자본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노동집약적 재화를 수입하는 선진국의 경우, 자본의 분배가 

한쪽으로 치우쳐 중간선거권자의 자본량이 평균적인 자본량에 비해 작아질

수록 이 중간선거권자는 더 높은 수준의 수입관세를 선호하게 되고, 선진국

은 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를 선택하게 된다. 

스톨퍼-사뮤엘슨(Stolper-Samuelson) 정리를 통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헥

셔-올린 무역모형에서 선진국 수입관세의 증가는 선진국 노동소득의 실질적 

증가(자본소득의 실질적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본의 분배가 한쪽으로 

치우쳐, 중간선거권자의 소득 중 자본 소득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중간선거권

자는 노동집약적 재화에 대한 수입관세의 증가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이 

이론은 Dutt and Mitra(2002)에 의하여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는데, 이 연구

에 의하면 한국의 자본-노동 비율보다 높은 자본-노동 비율을 갖고 있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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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대부분 선진국들)의 경우 소득불평등이 높을수록 보다 높은 관세를 부

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Mayer(1984)의 중간선거권자 모형에 의하면, 선진국에서 진행된 

소득불평등의 증가와 중간-중산층의 붕괴가 중간선거권자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선호, 특히 노동집약적 재화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선호로 이어져 선진국 정치권이 이를 반영한 정책을 선택하기 시작한 것으로 

최근 보호주의의 흐름을 해석할 수 있다. 선진국의 중간선거권자는 비슷한 

이유에서 반이민정책, 반해외직접투자, 혹은 반해외업무위탁 정책들 또한 선

호할 것이고 이 같은 선호를 반영한 것이 선진국의 신자유주의라 할 수 있

다.   

3. 종합

신보호주의 등장의 배경으로 살펴본 3가지 요인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와 개도국 노동공급의 폭발적 증가”,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해외업

무위탁의 증가”, “선진국 중간-중산층 붕괴와 정치경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고, 특히 앞의 2가지 요인이 3번째 요인으로 언급된 선진국의 정

치, 특히 중간선거권자 선호의 변화를 통해 선거경쟁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

악해 볼 수 있다.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특히 개도국들의 산업

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선진국 시장으로 노동집약적 재화의 수출이 급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선진국 시장에 비숙련노동의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 영향을 주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선진국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지던 생산프로세스의 일

부분, 특히 노동집약적 부분이 해외업무위탁을 통하여 해외의 자회사 혹은 

관련기업으로 재배치됨에 따라 선진국 기업들에 의해 선진국 시장에서 비교

적 견고하게 요구되던 노동에 대한 수요도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물론, 무역

정책 뿐 아니라 투자정책 등 다양한 국내정책 또한 협정의 대상으로 삼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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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준의 특혜무역협정의 증가는 이러한 해외업무위탁을 더욱 용이하게 하

였을 것이다. 선진국 시장 내 비숙련노동의 수요 · 공급과 관련한 이러한 변

화는 기술편향적(skill-biased) 과학기술의 진보와 함께 선진국 내의 중간-중

산층의 급속한 붕괴와 소득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왔다. 이는 중간선거권자의 

보호무역주의 및 반이민정책(개도국으로부터의 직접적 노동공급을 제한) 등

에 대한 선호를 강화하여,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는 정권이 선진국에 들어서

기 시작한 것으로 신보호주의의 등장을 이해해 볼 수 있다.10 

IV. 신보호주의와 세계무역체제에 대한 전망 및 결어 

II장과 III장이 각각 세계무역체제의 발전과 신보호주의 등장의 배경을 이

와 관련된 중요 연구들을 통하여 이해하려고 시도한 것이라면, IV장은 이에 

근거하여 앞으로 신보호주의가 세계무역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에 대한 전망을 시도한다. 세계경제 및 각국의 정치에 영향을 주는 복잡한 

변수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전망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따라서 정확한 전망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II장과 III장에서 논

의한 바와 같이 세계무역체제의 발전과 신보호주의 등장의 배경에 대해서 국

제무역 · 통상 및 정치경제학적 모형을 통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형들에서 강조하는 결정변수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한 예

상을 통해서 세계무역체제와 신자유주의의 미래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10. Autor, Dorn, Hanson and Majlesi(2016)는 2016년 미국대통령선거의 투표와 관련
하여 군(county) 단위의 공화당 후보에 대한 투표의 증가(2000년과 비교)가 군 단위
의 지역 노동시장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경쟁의 증가에 얼마나 노출되었는가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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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보호주의에 대한 전망 

신보호주의에 대한 전망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수는 선진국 중간선거권자

의 보호무역주의 및 이민정책 등에 대한 선호이다. 물론 선거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로 이와 같은 대외정책 이외에도 많은 국내이슈가 존재하지만, 여러 

선진국에서 대외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이는 당분

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선진국 중간선거권자의 선호는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는가?

선진국 중간선거권자의 보호무역정책 및 반이민정책에 대한 선호가 강화

된 원인이 선진국 중간-중산층의 급속한 붕괴 및 소득불평등의 심화일 가능

성이 높고, 이러한 불평등의 심화는 기술편향적 과학기술의 진보 및 개도국 

노동과의 직접 · 간접적 경쟁의 격화에 따른 선진국 내 비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기술편향적 과학기술진보 

및 개도국 노동과의 경쟁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

과학기술의 진보를 정량화하여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과학기술진

보의 기술편향성이라는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제4차 산업혁명은 비숙련노동자뿐만 아니라 숙련노동자와 일부 전문직에 대

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진보는 소득불평등의 심화

를 오히려 가속화시키고 중간-중산층의 붕괴 또한 심화시킬 수 있다. 

과학기술의 진보와는 달리, 선진국 노동자의 입장에서 개도국 노동과의 경

쟁이 앞으로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경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중국경제의 산업화(전통분야에 있던 노동력이 제조업분야로 

흡수)가 거의 완성되면서 수년 전부터 중국경제 내 노동공급의 탄력성이 낮

아졌고 이에 따라 노동 임금도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인도와 같이 저

임금 노동력이 풍부한 개도국들이 존재하고, 정보통신산업의 지속적 발전이 

해외업무위탁을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개도국 노동과의 경쟁이 쉽게 약화

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 경쟁이 앞으로 크게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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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앞으로도 심해질 수 있는 선진국 내 소득불평등이 주로 기술편향적 

과학기술진보에 의한 것이고 개도국 노동과의 경쟁이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

으로 감소된다면, 보호주의정책에 대한 필요성 내지 선호 또한 앞으로 감소

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아쉽게도 중간선거권자 이론에 의하면 그렇지 않

다. 앞서 III.2.3절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선진국 중간선거권자의 보호주의정

책에 대한 선호는 중간선거권자의 자본량과 평균자본량의 차이가 커질수록 

강화된다. 따라서 과학기술진보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면, 이러한 소득

불평등이 개도국 노동과의 경쟁 심화에서 기인하지 않더라도 중간선거권자

의 보호주의정책에 대한 선호는 강화되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자는 선진국의 신보호주의가 당분간 약화될 수 있

는 가능성 보다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른 변수가 있다면 

선진국 소득재분배 정책의 변화이다. 선진국 중간선거권자의 보호주의정책에 

대한 선호는 결국 소득불평등 정도에 의존하는데, 소득불평등은 소득재분배 

정책 등을 통하여 정책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책변수라는 성격도 지

닌다. 따라서 선진국들이 제4차 산업혁명 등의 과학기술진보에 대응하여 보

다 공격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을 추진한다면 신보호주의를 약화시킬 수도 있

으나, 미국의 경우 집권당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오히려 이와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선진국의 신보호주의가 약화될 가능

성은 낮다고 전망된다.

           

2. 세계무역체제에 대한 전망

II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GATT · WTO 

체제는 상호주의 원칙 및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른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높았던 무역장벽들을 성공적으로 낮추었고, 이러한 성공은 세계

경제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비록 WTO 체제가 출범한 1995년 이후 

시도되었던 새로운 다자간 협상인 도하 발전 라운드는 비록 실패로 귀결되었

고 같은 기간 동안 특혜무역협정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지만, 분쟁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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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 settlement process)의 집행을 통해 WTO 체제는 여전히 세계무역

체제의 유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11

신보호주의의 등장은 WTO 체제와 특혜무역협정들로 구성된 세계무역체

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혜무역협정의 확대는 TPP와 같이 무

역정책 뿐 아니라 다양한 국내정책을 협정에 포함시킨 높은 수준의 메가 

FTA 협상타결로 이어지면서 GATT · WTO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세계무역

질서 구축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TPP 

탈퇴에서 보듯 신보호주의의 등장은 당분간 이러한 메가 FTA를 통해 새로

운 무역질서가 구축될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미국 · 영국 등 선진국들이 중심이 된 신보호주의는 현재까지 특혜무역협정

의 재협상이나 탈퇴 등 주로 특혜무역협정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신보호주의가 특혜무역협정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전반

적으로 강한 보호무역주의 및 반이민정책 등 생산물 및 생산요소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해 부정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GATT · WTO 체제 또한 그 

질서의 유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작은 숫자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특혜무역협정과는 달리 WTO는 현

재 164개국이 참여한 협정으로 그 탈퇴나 재협상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각국은 세이프 가드나 반덤핑 관세부과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이용하여 WTO 체제 하에서도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수 있으며, 실제로 

선진국들의 비관세 장벽 활용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비관세 장벽이 정

당한 이유에서 발동된 것이 아닐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가는 이 문

제를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해결하려고 할 것인데, 이러한 분쟁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격화되면 WTO 체제 자체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도 있

다.

물론 세계무역체제에 대한 전망이 무조건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비록 선

진국의 소득분배문제가 악화되면서 신보호주의가 등장하였지만, 세계무역체

제가 그동안 발전하고 유지되어왔던 이유는 2장에서 살펴본 GATT · WTO 

11. 무역협정이행 및 분쟁해결에 대한 GATT/WTO의 역할에 대한 연구들에 대한 최근 
서베이(survey)로는 Park(2016)의 북 챕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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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및 특혜무역협정이 갖는 순기능 때문이다. 교역 상대국에 부정적 외부

성(negative externality)을 발생시키는 무역정책과 일부 국내정책에 대한 일

방적 결정을 지양하고, 이에 대한 협상을 통하여 참여국들 모두 보다 큰 경

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세계무역체제의 순기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특화된 중간재 교역의 증가는 높은 수

준의 협정에 대한 필요성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무역체제에 대한 전망과 관련하여 논할 수 있는 또 다른 긍정적인 요

소는 신보호주의가 선진국들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2017년 1월 세계경

제포럼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의 기조연설을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의 경우 보호무역주의보다는 세계무역체제를 유지 혹은 발

전시키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Mayer(1984)의 

모형에 따르면 소득불평등문제가 심해지는 경우에도 노동집약적 재화생산에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가 있는 개도국의 중간선거권자는 자본집

약적 재화의 수입에 대해 수입보조금을 선호하게 되는 등, 앞으로 개도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강화시킬 정치경제학적 요인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12 따

라서, 세계무역체제를 유지 혹은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이들 개도국들의 역할

이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12. 개도국의 중간선거권자가 자본집약적 재화의 수입에 대해 수입보조금을 선호할 수 
있다는 Mayer(1984) 모형의 함의는 이모형의 실증적 유용성에 대한 비판의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Mayer(1984)의 작은 국가 가정(small country assumption)을 
완화하여 각국이 보호무역정책을 통해 교역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는 
Dhingra(2014)의 연구에 따르면, 중간선거권자 모형하에서도 모든 국가가 양
(positive)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Dhingra(2014)는 1993년
부터 2004년까지 35개국 자료를 이용하여 일반화된 중간선거권자 모형의 실증적 유
용성을 검증하였다. 물론, 투표 등의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정권의 선출이 일반화 되
어있는 않은 개도국의 경우 중간선거권자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
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대중의 선호를 무시한 정책을 펴는 것이 쉽지 않
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간선거권자 모형은 여전히 유의성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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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어 

본 논문은 세계무역체제의 발전과 신보호주의 등장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

들이 어떤 해석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작성되었다. 본 논문은 

세계무역체제와 신보호주의 등장의 배경을 경제적 혹은 정치경제학적 변수

들을 통해 이해함으로써, 이러한 변수들에 근거하여 신보호주의와 세계무역

체제에 대한 전망을 시도하였다. 

세계경제 및 각국의 정치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실제로 매우 복잡하고 

시시각각 변한다. 본 논문에서 시도된 전망은 기존 연구들이 제공하는 모형

에 기반하여 가설을 세우고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세계무역체제와 신보호주

의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관련하여 이러한 가설에 대한 검증 및 보다 정치한 

모형의 개발 등 앞으로 많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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