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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易政策의 治훌에 關한 훨·察
李

榮

基

(一般社會敎育科)

1.

質易政策의 職念

賢易은 한 나라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直常 두나라사이에 이루어지며 이 2

國間의 關係가 複合的무로 關聯되어 多數國關聯下에

이루어진다.

現代世界에서는 各國의

國民經濟가 獨立的으로 運營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直常 他國의 國民經濟와 賢易關係를

가

지면서 각기 자기나라에 有利하도록 貴易上의 政策을 推進해 나간다. 따라서 賢易政策이라
함은 自國의 賢易을 有利하게 展開시키고자 하는 目的을 가진 制度 및 手段의 總稱이며 넓

은 의미의 經濟政策의 -環이다. 또한 賢易政策은 그것이 단지 當事國에만 영향을 주는 것
이 아니라 關係諸國에 대하여도 지대한 影響力을 發揮하며 오늘날과 같이 經濟

그 自體가

世界的인 규모로서 密接한 關聯性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現實을 港案하면 賢易政策은 世

界經濟政策의 -環오로서도 重훨한 意、義를 가진다 할 수 있다.

賢易政策은 經濟政策의 -環이기는 하나 그 機能的性格은 國內經濟活動을 대상으로 하는
降濟政策-般과는 그 대상이 對外經濟活動이기 해문에 相異한 面을 지니고

있다.

다음에

賢易政策의 機能의 特珠性이라 생각되는 몇 가지 점을 적어 본다 (1)

첫째로 質易政策온 한나라의 政策인 이상 그 國家의 自主性에 立빼하여 결정되어야 함은
%論이다. 그러나 賢易이 賢易相對國과 密接한 關係를 가지는 까닭에

政策決定에

있어서

相對國의 存在를 고려에 넣을 必휠가 있우며 이 점에 있어 制約을 받는다. 質易政策에서의
國際的考慮는 가령 相對國을 差別待過하면 自國도 報復的提置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럼핑에 대하여는 이를 防止하는 關脫提處를 할 수 있다는 點， 換率을 -方的으로 引下하여

輸出을 f足進하는 政策을 取하는 경 우， 相對方國家도 같이 換率을 링 1 7 하 여 그 效果를 相殺
시 킬 수 있다는 점等을 充分히 考慮하여 야 한다.

둘째로 質易은 國民經濟의 對外活動面을 대표하며 따라서 賢易政策의 기능은

單純히 質易面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國民繹濟全般에 결쳐 파급된다.

그 했果가

賢易을 通하여 國

內의 塵業構造가 규정되며 賢易의 변동을 통하여 國內의 景氣備環과 構造變動이 생기고 나
아가 經濟成長이 좌우된다. 賢易政策은 質易이 國民經濟에 影響을 주는

(1)

購井옳 「質易政策」 千負書房，

1967 , pp. 31-4.

이와같은

作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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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

있어 質易政策은 다른 部門에 서의 옳용濟政策이 國民經濟에 주는 髮響力보다 越等히 많은 影
響力을 行使하며 따라서 월등히 강한 直接的인 規制力을 가진다 할 수 있다.
세째로 賢易政策에 있어서는 그 特有의 과제로서 國際收支의

均衝이라는 요소가 있다.

한 나라의 對外降濟活動을 代表하는 賢易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國民經濟全般에 걸쳐 至
大한 影響力을 가지는 동시에 質易 그 自體의 問題로서 國際收支의 均衝을

獨自的언 목표

로 하지 않￡면 아니된다. 萬-→ 한나라의 國際收支가 無限한 入超를 계속한다면 그 經濟는

國際的으로 파산하게 된다. 國際收支의 均衝에 대하여 항상 配慮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賢

易政策을 중시하고 다른 經濟政策部門보다 이를 優位에 놓는 所以가 있다 하겠다.

質易政策을 大別하여 長期賢易政策과 短期賢易政策으로 나둘 수 있다. 前者는 -國의 隨
濟發展을 장기적￡로 展좋하고 그 目的에 부응하기 위한 質易政策이며， 後者는 일시적인 景

氣政策 및 短期的인 國內塵業保護育成政策을중심으로한 質易政策이다.
長期質易政策은 經濟의 成長 및 發展， 國際鏡爭力의 彈化， 國民生活水準의 向上， 塵業構
造의 高度化， 社會保障의 鍵充等을 目標로 하는 것이며 長期經濟開짧計劃의 일환￡료 推進

되 는 것이 다. 그 貝體的 內容은 賢易管理政策， 國際收支改善策， 賢易構造政策，

關脫政策，

對共塵짧賢易政策(東西質易政策)，經濟協力 및 經濟外交政策， 適IE外貨保有政策等 많은 部
門을포함하고 있다.

短期賢易政짧은 一時的 景氣調整政策 또는 輸出入 및 資本移動에 대 한

短期的 保護政策

이다. 일반적오로 한 나라의 景氣政策」ζ로서는 劃引政策， 公開市場政策， 支觸準備率政策 等
의 國內金敵政策과 中央 및 地方政府財政의 據大緊縮等의

財政政策이 싣시되지만 換率의

1 縮換率制의 採擇等의 外換政策과 外換需給計劃의 적 절
切上 및 切下， 그 上下福의 調整， 1벌

한 運用， 輸出振興策等의 質易政策이 이 와 함께 重훨한‘ 찮害U 을 담당하고 있다.

한펀 #J種

E휠業에 대 한 輸入關脫政策은 短期賢易政策으로 대 단히 重훨하다.
以上의 賢易政策은 主로 國內面을 中心우로 한 것이지만 賢易이 國際的으로 多邊化되고

그 規模가 커점에 따라 賢易政策도 國際的面에서 고려되게 되었고

그럼오로서 世界各國의

共通의 利益을 도모하여 各國의 經濟짧展을 共同의 노력오로 推進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여러 角度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이 貝體的으로 國際機構로 발족하여 많은 成果를
기도 하였다. 通貨金顧面에서 國際的￡로 협조하고 世界賢易의 均衝있는 발전을

거두

도모코지

하는 國際通貨훌金(IMF)， 質易의 自 由化를 基本原則오로 하는 國際質易機構로서의

GATT,

地域間의 質易增進을 究局的 目標로 삼는 EEC와 같은 經濟共同體， 開짧途上國과 先進國間
의 質易不행衝을 是正하고자 하는 UNCTAD等 많은 國際機構가 단생 하여 世界賢易의 振興

을 위한 政策을 共同의 場에서 審議樹立하고 실천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質易政策이 國內
的面에서 長期 또는 短期的오로 강구되는 同時에 國際的面에서 다각도적인 協調가

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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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훈 賢易의 振興을 期할 수 있음융 말하여 주는 것이 다.
本橋에 서 는 이 와같은 여 러 質易政策中에 서 關脫政策을 主로 하여 寂述해 나가기 로 한다.

II . 貴易差願政策

賢易政策은 時代의 變遭에 따략 여 러 모로 변해 왔는데 重商主義時代에 는 質易差廳을 重훨

視하였다. Il.P 重商主義에 있어서는 政策의 담標를 國家의 緊榮과

國力의 充實에

實易政策은 이와같은 國力의 發展과 充實을 가능케 하는 國富의 增彈을

期하는례

두고 그
중점을

두었다. 이 경우 國富라함은 國家的 見地에서 필요로 하는 財貨흘 의미하벼 金銀과 같은 貴
金屬이 바로 이러한 必훨를 充足시켜 주는 財貨이었다!

이 時代에 있어서는 中央集權的인 國家制度의 確立維持를 위하여 많은 軍A괴- 官更를 必
흉흉로 하였고 。1 를 위한 다액의 國庫支出이 요청되었다. 한펀， 펀建都市經濟호부터

國民옳g

濟로 移行함에 따라 去來 및 流通範圍가 據大되고 交通의 發達로 海外諸國과의 去來도

鍵해졌기 때운에 貨網에 대한 經濟的需要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經濟的 重要性이 高湖된 결과 貨帶素材로서의 貴金屬을

이와같이

貨勝의 政治的

國富라 인식하는 경항:이

이리하여 貴易政策의 목표를 貴金屬을 獲得하여 國富를 증가시키는데

活

생겼다.

두었고 그 方法오로、

서 輸入을 웹]制하고 輸出을 장려하는 保護千涉政策을 취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政策은 始初부터 어떠한 理論이 먼저 있고

이를 기반으로 寶錢에 옮겨진 것이

아니 라 實際의 必훨에 의 하여 여 러 政策이 寶錢되 고 그 過程에서 若千의

理論的說明이 加

해지었을 따릎이다. 따라서 이러한 政策을 뒷바침하는 理論도 ~貴‘性을 결여한 斷片的인 것

에 지나지 않오며 간단한 地金說과 이를 若千 補完하였다고 볼 수 있는
수 있을 따름이다. 地金說 (bullionist doctrine) 는 貴金屬을 富라 간주하고

質易差銀說을

들

이와같은 貴金屬

의 喪失은 國家의 握失이 며 반대 로 貴金屬의 獲得은 國家의 ￥Ij 益 이 라 생 각하였다.

따라서

貴金屬의 輸出을 면꾀制하고 그 輸入을 융훌뽑해하묘로서 그 國內保有量을 증가시 킬 것을 主張하
였다. 重商主義時代의 初期에 있어 金銀의 採廳 및 輸入을 鍵關하고

그

輸出을 禁止시킨

것은 바로 이와같은 主張에 立臨한 것이다.
그러 나 時代의 經過에 따라 貴金屬의 獲得이 商品의 輸出을 통하여 또한 그 喪失이 商品

의 輸入을 通하여 이루어진다는 事實이 明白해지었고 따라서 직정적인 貴金屬의 獲得도 重
훨하지만 이보다도 賢易을 通하여 간접적오혹 이를 確保하고 증가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하다는 事寶을 認識하게 되었다. 특히 英國에서는 國內에서 貴金屬이 塵出되지 않았기 해운
에 質易을 通하여 이를 獲得하는 방법을 重要視하고 그 初期에 있어서는

簡品個個의 去來

에 간섭하여 可能한 限 많은 決濟資金을 自國에 吸收하는 方策을 취하였다.

이는

確實히

地金說보다 進~步한 것오로 去來差觸制 (balance of bargainsystem) 라 일컬어지기도 한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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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같이 個個商品을 去來하는 것은 貴易의 發達을 限害시키는 훨因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한 나라의 富의 增彈이라는 견지에서 생각하면 個個商品의 輸出入賴에 神經을 쓸

것이 아니라 그나라 全體로서의 輸出入領을 중요시하여 輸出賴이 輸入賴을 超過하면

그만

픔 그 國家의 富는 增彈된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따라서 個個商品의 去來에 千涉할

것이 아니라 國家全體로서의 質易銀에 훌眼하여 輸出超過가 되도록 노력하면 된다는

견해

가 成立하였다. 이것이 賢易差顯說(balance of trade theory)이 다. 이 說에 따르면 한나라의
賢易이 어떤 國家에 대하여 輸入超過가 되는 경우도 他國에 대하여 輸出超過가 되면

이렇

다할 問題點이 없오며， 原料의 輸入은 將次 製品의 輸出을 據大시킬 수 있다는 견지에서 ，짧

顧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事實， 重짧主義가 상당히 進展된 단계에서는 原料의 輸入과 製
品의 輸出을 장려되고， 反對로 原料의 輸出과 製品의 輸入은 억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경우에 製品의 輸出廳은 그 原料의 輸入願보다 많아야 하며 또한 原料의 輸出을 때制한

다 할때 그 原料는 반듯이 그 나라에서 有했한 生盧資源s:..로서 製品生塵에 活用될 수 있다
는 前提가 必훨함은 Z7J論이 다.

質易差銀을 輸出超過에 의 하여 確保하묘로서 영 구허 貴金屬을 보존하여 야 한다는 重商主

義의 이론은 貨뺑數量說에 의한 國際商品의 變動에 關한 理論이 새로히 鐘頭됨으로서 顧覆
되 었다. 郞， 古典學派理論의 先騙的投害U을 擔當한 데 이 비 드 • 흉 (David Burne) 는 物價-正
貨-流出入機構 Cprice- specie-flow mechanism) 을 明白히 하고 賢易差領은 自動的<:>로 調節되

는 것￡로 無限의 出超에 의한 無限의 金流入은 成立하지 않음을 明白히 하었다. 한펀

簡主義의 保護千涉政策은 時代가 흐름에 따라 實錢面에 있어서는 다음에서

볼 수

重

있듯이

自由質易政策으로 代替되었지만 質易差賴 또는 一般的 意、味에서의 國際收支差領에 대한 關

心은 喪失된 것이 아니라 時代와 國家에 따라 그 發現形態는 다르다 하더라도 계속 지속되

고 있으며 오늘날에 있어서도 國家千涉에 의한 保護政策은 各國의 賢易政策內에서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

J1I. 自由寶易論
重R월主義의 保護千涉主義를 批判하고 賢易의 自 由를 포張하는 自 由賢易論은 프랑스의 重
農學派의 思想에 서 出發하고 아담 • 스미 드를 始祖로 하는 英國의 古典學派에 의 하여

展開

되었다. 重農學派의 생각에 의하면 自然界에는 自然法에 따라 萬物의 均衝을 維持하는

自

然的縣序 Cordre naturel) 가 있는 것과 같이 A間 界 에 도 社會의 ￥엿J¥를 維持하는 /\寫的縣序

Cordre positif) 가 있다. 사람들이 이 法則을 알고 이에 따를 때 그들 相互間의 關係는 IE義
에 合致하게 되 며 個人의 利益도 保障되 고 {足進된다.

그리 고 個人의 利益아 保障되 면

될

수록 그 社會의 組帶關係는 두터워진다. 따라서 個A이 스스로의 ￥IJ 益을 圖諸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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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려하여 簡業 및 質易에 있어서도 各者가 願하는 곳에셔 各者가 願하는

롭게 商品을 交換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여 自由貴易論을 主張하였다.

相對者와 自由

當時 포랑스

는 工業을 保護하여야 할 立場에 있었고 農民은 重脫에 시달리고， 戰物價格은 떨어지고 그
去來의 自由가 制限되어 있었기 때문에 重農主義學派는 農業을 尊重하는 동시에 載物의 自
J由 去來 와 自由輸出로 因한 觀價의 引上을 主張하였다.

한펀 英國에서는 스미드(Smith. A.) 가 自由質易論을 展開시컸다.

스미드에 의하면 國際

‘間의 質易을 自 由로히 하고 外國이 어 떤 商品을 自國보다 싸게 生塵하면 이 를 輸入하고 自
i國。1 싸게 生塵할 수 있는 特옳物을 그 代價로서 輸出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어떼한
特盧物을 輸出할 것인가 하는 것은 企業家에 -任하면 된다. 企業家는 어떤 塵業이 英國에

가장 適合하느냐 하는 것을 政府보다 찰 알고 있다. 따라서 企業家에 -任하면 生塵要素로

서의 勞動과 資本은 가장 適切한 塵業에 投入되어 各者의 所得이 增加되고

따라서 英國의

資本이 增加되며 塵業이 發展한다.
이에 反하여 政府가 外國商品의 自由로운 輸入을 制限하면 英國에 適當치 않는 塵業까지

도 英國이 이 를 擔當하여 야 한다. 그런데 社會에 存在하는 生塵훨素의 量은 限定되 어 있요
묘로 그 社會의 흘홍業活動도 그 社會가 使用 할 수 있는 生塵훨素以上의 것용 되 지 옷한다 (2)
따라서 그 社會에 適當치 않는 塵業이 進行된다면 生塵훨素는 A寫的오로 生塵力이
4으로부 터

큰 것

生塵力이 적은 것으로 이동하는 結果가 되어 그 나라 全體로서의 塵業活動은 義

縮된다. 이 리하여 保護政策은 國富의 增進을 f足進하는 것은 아니 라 하여 이 에 반대 하고 自

/由훨易을 主張하였다. 그 當時 英國에서는 農業을 保護하고 地主의 利益을 옹호하는 f맞앓l
을 담당하고 있었던 觀勳法(Corn Law) 이

있었는데 스미드는 이를 獨烈히

攻擊하였지만

그도 國防上 重훨한 塵業에 대하여는 例外로서 保護政策을取할것을認定하였다. 그는 「國
防은 富에 優先하다J (3) 라 하였고 1651年 크롬월 (Cromwell)이 制定한 做海條例(Navigation

Act)는 英國의 商業政策中에서도 가장 優秀한 것의 하나라 하였다.

이 以外에 財政收入융

담的오로 하는 關脫는 이를 認定하고 報復關脫에 대하여도 그 쭉當性의 -部를 認定하기로
하였다. 이와같이 스미드는 自由賢易에 대한 若千의 例外플 認定하기는 하였지만 그의

-•

貴’된 主張은 自 由質易이 였다.
自 由賢易政策은 當時의 英國의 事情에 適合한 바가 많았다. tl.P, 스미 드의 國富論이 出版
된 1776年은 英國에서 盧業單命이 일어난 젊期에 해당하며

아크라이트 (Arkright . R.) 의 水

車結織機， 카트라이 트 (Cartright . S.) 의 力織機， 와트 (Watt. J.) 의 薰氣機關等이 속속 發明

되어 一種의 動力單命을 招來하였다. 이러한 技術童新은 生塵組織의 變옳을 招來하여 運輸

(2) Smith , A., Wealth of Nations , Cannan ’sed. , 1925, p. 419.
(3) Ibid. , p.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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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히

英國의

工業의

發展은 -方

에 있어서는 食樓 및 原料의 輸入의 必훨性을 他方에 있어서는 工業製品의 輸出市場의

確

保의 必훨性을 加重시켰는떼 他國에 앞서 塵業單命을 經過한 英國은 自由貴易에 의하여 自r
國의 工業。l 他國의 威좁을 받음이 없이 成長할 수 있었고 또한 必훨한 食揮과
싸게 入手활 수 있었다. 이와 함께 自由質易을 고취시켜 유럽 大陸의 諸國을

原料를 값

비릇하여 餘

他國家들에게 같은 政策을 取하겠금 한 것은 結果的으로 工業製品의 市場을 據大시키고 냐
아가 世界의 工場으로서의 英國의 地位를 높이는 手段이 되기도 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나폭레온戰爭 以後 新政府는 모든 쩔易上의 f힘j限을 廢止하고 關鏡를 引下
코저 시 도하였지 만 地主 및 工業家들의

反對로 因하여

이 를 實現하지 못하였다.

그러 나

1852年 나포레 온 3世가 登極함에 따라 自 由賢易政策을 採擇하였고 특히 1860年에 는 英國과

의 通商條約을 체결하여 自由賢易을 據大시켰다. 이리하여 大體的A로 19세 기 의 中葉에 있
어 유럽 대륙에서는 自由賢易政策이 支配的인 것으로 대두되었다.

N,

保護寶易論

앞서 본 바와 같이 英國에 서 出發한 自 由質易政策은 英國의 工業化의 進展에 따라 19世紀
後半에는 英國에게 組對的우로 有利한 政策오로 確立되었다.

이에 대하여 當時 경제가

중훗

達되지 못하였던 美國과 독일에서는 英國의 고그業과의 鏡爭에서 自國의 塵業을 保護하고 急
速한 工業化를 達成하여야 할 立場에 놓여 있었다.

기

이와같은 與件下에서 美國과 독일은 각

自國의 政策上의 必훨에 의하여 하밀튼의 工業保護論이나

리스트의

展開시키게 되었다. 또한 保護政策에 의하여 後進國의 工業化가 훌寶히

YJJ推률훌業保護論을

이루어집에

따라

先進國의 홉%設工業部門이 打擊을 받는 경 우도 생기 게 되 었고 따라셔 이 와 같은 表退塵業을
保護하여야 한다는 立場에서의 理論이 展開되기도 하였다.

1) 행雅훌業保護論
(1) 해 밀 턴 의 :r:業保護詢
18世紀 後半에 있어 美國은 政治的￡로 獨立하였다고는 하나 經濟的오로는 植民地經濟狀

態를 脫皮하지 못하였우며 國內庫業構造는 農業이 中心이 되었고 工業은 겨우

農흉흉物加工

이나 手工業的 製造業이 存在하였을 따름이다. 따라서 美國은 農塵物을 輸出하고 유럽諸國
오로부터 二C j훌品을 輸入하고 있컸다. 이 러 한 狀況에서 美國펙， 經濟j격 發展과 ￡홀業£j J닮度

化에 대한 關心이 드높아졌음은 當然之事라 하겠다. 美國獨立後

얼마되지 않은 時期에 財

務長官을 지낸 바 있는

1791年에 製造I業報告書

해밀턴 ( Hamilton， A.) 은

國會에 대하여

(Report on Manufactures) 를 提出하여 美國의 工業保護의 必要性을 彈調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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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製造工業報告書는 大體的ξ로 그;業化를 主張하는 原理的部分과 工業保護의

保護되어야 할 工業의 選定과 그 實態에

方法 및

관한 部分부로 되어 있다. 原理的部分에 있어서

는 農業에 비하여 I業이 월등히 많은 生盧力을 가질수 있￡무혹 工業을 保護하고 育成하
여야 하는 必훨性과 그 結果 招來되는 利益에 대하여 論하고 있다. 保護의
關脫， 輸出入의 統制， 補助金， 購斷金， 課脫免除， 商品檢훌， 輸送等에

方法우로서는

관하여

그 효과와

改善策을 論하며 保護의 對趣ξ로서는 鐵鋼， 鋼， 짧， 石벚， 線， 후毛， 火藥等에 대 하여 그
寶態블 明白허 하고 그 保護의 方法과 程度를 提案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밀턴의 工業保護
論는 當時의 美國의 特珠事情오로 因하여 몇몇 反論에 부딪치기는 하였오나 오늘날의 美國
의 驚異的인 工業發達을 가져오겠금 하는페 있어 始初的이고도 결정적인 原動力을

부여한

것임에 블림 없다.

(2)

리스트의 保護論

自由貴易의 理論 및 政策이 現寶의 經濟生活의 具體的 條件을 무시하고

그 歷史性을 떼

냐 理想社會에 쫓當’하는 抽象原理에 置重하고 있음을 지적하여 이를 排擊하고

保護賢易論

을 主張한 것은 리스트 (List， F‘ ) 이 다. 리스트는 그의 王著 「政治經濟學의 國民的體系J (Das，

Nationale System cler Politischen Oekonomie,

184 1) 에 서 經濟發展段階說을 論하고， 國民의

l홍理를 彈調하여 國民經濟의 特異性에 立빼한 實鐘的理論을 수립 하였으며 이 에 따라

fJJ推

塵業保護論을 主張하였다.

그는 經濟發展段階說에 서 鍵濟의 發展段階를 國民經濟의 完成度에 따라

救좁時代， 3. 農業時代， 4. 農工時代， 5. 農工商時代의 5段階로

L 함繼時代， 2.

區分하고 이 중에 서 最後

의 段階인 農工商의 時代가 경제가 가장 발달한 단계이며 國家가 정치적， 사회적 또는
化的우로 活動할 수 있는 最適의 段階라 하였다. 農業의 段階에서는 自由賢易政策을

文
採擇

하여 農塵品을 自 由로 輸出하고 外國의 商品을 自 由로히 輸入하여 農業을 發展시 키 는 동시
에 工業化의 기초를 닦아야 한다. 또한 農工段階에 이르러 自國에서의 工業生生塵이

可能

하게 되면 保護關鏡別度를 실시하여 先進國의 鏡爭에 대하여 國內塵業을 보호하여야 한다.
그리고 最終段階에 이르러 自國의 塵業이 충분히 發達하으로셔 外國과의 경 쟁 의 위 협 이 없
어지면 다시

自由휠易으로 되돌아가 貴易上의 利益을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當時， 독일은 第4段階， &P , 農그;時代에 처해 있었으며 英國은 第5段階인 農工簡時代에 도
달하고 있었다. 따라서 독일의 工業化를 댐進시키거 위하여는

不得己 英國꾀-

경쟁하여야

하며 이는 必然的으로 독일의 I業을 保護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리스트는 스
미드의 自由貴易理論 및 政策을 完全히 否定한 것은 아니며 경제 발전의 最終段階에 있어셔

는 이 理論과 政策。1 쫓當함을
經濟生活의
다.

貝體的條件을

認定하고 있다.

重훨視하고

이에

다만 最終段階에 이르기 까지 에는

現實의

알맞는 政策을 취 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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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오로 리 스논는 國家와 經濟政策과의 關係를 規定지 음에 있어 國民의 原理(Nationalitat)
를 彈調한다. 自由質易論에 있어서는 國家는 經濟生活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

되지만 리스트는 國家는 경제 생활을 적극적우로 지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論理에 의하면 社會의 個個人이 직접적오로 자거의 利益만을 추구하는 것은 社會全體

외 이익을 가져오는 所以가 아니다. 國家는 個人보다 월등히

중요하다.

그런고로 個人의

，經濟利益은 륨實한 國家의 富의 維持 및 增進을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構姓되어야 한다.
國家는 永續的生命을 가지는고로 그 진싣한 富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는 國民全體를 위
하여 國家는 一定한 與件下에 國民活動의 -部를 제한하고 또한 個A의

경제적 이익을 限

止시키는 경우가 생거도 무방하다. 이와같이 빼推塵業保護論은 個人보다도 國家 또는 國民
全體의 利益을 優先視하는 것이다.
리 스트는 保護의 手段오로 關脫政策을 들고 있다.

Y);￥佳塵業이 장차 발달하기

위 하여는

적어도 이와 鏡爭關係에 있는 外國商品에 대하여 輸入脫를 課하고 그 國內價格을 높임우로
서 빼推塵業을 保護하여야 한다. 國內價格이 上昇하면 國民生活은 일시적이나마 휘생당하

지만 이를 참고 견다면 이 塵業이 成長하여 종국적 ξL로는 당해 상품을 싸게 供給할 수 있케

, 된다. 이외-같이 ->時的 鐵뾰은 장래의 이익에 위하여 補價되는 까닭에 國民은 將來의 이익
을 위하여 일시적 휘생을 감수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리스트의 保護論은 保護로 인한 現tE
의 鎭失。1 被保護逢業의 발전에 따르는 장래의 이익에 의하여 보상되고 또한 현재의

손실

을 최소한도로 하기 위하여 장래의 발전이 확실한 산업을 션택하여 保護할 것을 주장한다.
이 點에 있어 그의 빼推盧業保護論은 自由賢易論과 쫓協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3) 밀 • 바스테볼의 테스트
밀 (Mill，

J.S.) 의

保護論은 그 原則에 있어서 리스트의 그것과 별로 다른 바 없다.

그는

Y);推盧業保護論의 理論的쭉當性을 안정하고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經濟學의 則理上 保護關脫를 認定하여 야 할 경 우는 단 한 먼 있다. 텅p ， 國內의 經濟事情
에 適合한 外國塵業을 國內에 移植하기 위하여

-‘時的우로(特히 짧展途上의 빼推國에서)，

保護關脫를 과하는 경우다. 어떤 塵業에 있어 一國이 他國보다 優位에 있다는 原因이 다만
이 塵業을 빨리 看手했음에 지 나지 않는 경 우도 있다. 또한 ~國이 이 塵業에 本來부터 優
位性을 지니고 있고 反面에 他國이 固有의 컸位性을 지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熟練과

經驗面에서 -國이 他國보다 앞서고 있는 경우도 있다. 여하튼 자기 나라보다
있는 製造業을 새로히 招致한다는 것은 위험스럽고 손해를 업는 것이며

it較優位에

이와 같은 부담을

이겨내면서 生塵者를 育成하고 마침내 優位있는 國家와 같은 水準무록 끌어 올린다는 것은

個A의 힘만으로는 不可能하다. 따라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保護關脫를 과한다는 것은
냐라가 자기나라의 경제사정에 알맞는 산업을 育成하는 방법오로서 가장 無雖한

요른다. 그러나 이와같은 保護를 가하는 경우는 그 육성하는 산업이

한

것인지도

一定期間을 경과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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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保護없이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경우에 限하여야 한다. J (4)

이와 같은 說明은 훨約하면 保護의 對象이 되는 塵業은 當初에는 比較*位의 산업이지만
일정한 保護期間이 경과하면 比較優位의 산업오로 전환할 수 있는 산업이
것이다. 郞， 밀의 「傳統있는 國家의 수준」이라는 말이

뜻하는 것은 最少限

되어야

한다는

국내시장에서

外國商品과 경쟁할 수 있는 정도에 까지， 다시 말해서 輸入代替가 될 수 있을 정도까지 保
훌훌에 의하여 塵業이 육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嚴密히 말하면

確立하는 단계에 까지 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밀은 적어도 단순한

輸出塵業우로

輸入代替盧業의

단계를 지나 輸出塵業化하는 단계에 까지 이료는 것을 기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助
;推塵業選定에 관한 밀의 테스트 (Mill test) 라 한다.

以上은 밀의 테스트에 關하여 寂述한 것이지만 그 후 바스테블 (Bastable， C.F.) 은 빼推塵

業選定에 關하여 보다 더 嚴密하게 規定하여 (1) 保護되어 있는 塵業이 一定期間後 自立할
수 있게 되며 (2) 保護期間中에 발생한 提失이 그 산업의 발전에 의하여 얻어지는

將來의

이익에 의하여 補價되고도 남음이 있어야 한다 (5)고 論하고 있다. 이것이 바스테이블의
스트 ( Bastabl e test) 이 다.

테

이 중에서 (1)의 部分은 前記한 바 밀의 테스트이며 따라서 바스테

블의 테스트는 밀의 테스트를 이미 內包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스테블의 테스트는

흔이 밀 • 바스테 블의 테 스트 (Mill-Bastable test) 라 부른다 (6)

밀 • 바스태1 블의 테스트블 그림 에 의 하여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7) 第 l 圖에서

X 財의 需要 供給量， 세 로輔은 X 財의 相對價格을 表示한다. DD는 需要曲線 ，

가로輔은

SH는 國內

供給曲線 ， SfP는 外國의 輸出供給曲線이 다. 여 기 에서 關脫를 부과하는 國家는 小國이 라 가
정되어 있다. 小國이라 함은 그 나라가 國際市場의 가격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없는 상

태， 즉， 獨古力을 조금도 가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이나라에 대한 賢易相對國의

輸入需훨條件 및 輸出供給條{牛은 所與된 것으로 되 며 輸出供給曲線

SfP는 가로輔에

平行

된 線으로 된다.

이 國家는 關脫를 부과하기 이전에는， 즉，

自由賢易狀態에서는 X 財의 需훨量은 Oq2이 다.

그런데 供給量은 하나도 없는 까닭에 全量을 輸入에 의존하여야 한다. 지금 X 財盧業 이 助
推塵業 o로 선정되고 X 財塵業에 關脫가 부과되었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外國의 輸出供給

(4) Mill, ].5. , Princψles of Political Ecoηomy， Book V. ch. 10, Collected Works of John stι art
Mill , Vol. J\I, University of Tronto Press , 1965, pp. 918-19.
(5) Bastable , C.F. , The Commerce of Nations(original 1891), 9th Edition , revised by Gregory ,
T.E. , Metheun , London, 1923, pp. 141-2.
(6) Kemp, M.C., “Mi1l-Bastable Infant Industry Dogma," Joμrnal of Polstical Economy , Vol. 68,
(Feb. 1960), pp. 65-67.
(7) Corden, W.M., Trade Policy aηd Ecoηomic Welfare , Clarendon Press , Oxford, 1974, pp.
265-8.
山本緊輪 「質易政策@ 理論」 東洋經濟新報社. 1974, pp. 42-8 ,
業田洛 「國際經濟政策@ 理論」 東洋經濟新報社， 1970, pp. 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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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圖

曲線 StPo는 Sf.강 1으로 이 동한다 . OPo는 國際價格 ， OPI는 國內價格， 그리 쇼 POP1는 關脫銀야
다. 이 경우 國內需훨量은 Oqh 國內供給量은 Oqo , 따라서 輸入量은 qOq1 이 된다. 그런데 關
鏡를 부과함으로써 X財塵業 이 保護育成되고 X 財의 生塵費가 低下된다고 하지. 이는 X 財
의 國內供給曲線 SoH，。를 右下方오로 이동시킨다. 그것이 S IH1 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一定한

關짧率下에 國內의 自給이 達成된다. 다시 供給曲線이 이동하여 S2H2 로 되면 關脫부과국의
生塵者는 關脫에 의 한 保護없이 도 國內의

自給이 가능해진다.

衝價格이 一致되고 完全히 輸入代替가 이루어지는 경우다.

즉， 國際價格과 國內需給均

X 財의 生盧費가 계속 떨어져서

國內供給曲線이 S3 H3 로 이 동한다면 國際價格보다 國內需給均衝價格이 떨어지게

財는 도리혀 外國으로 輸出할 수 있게 된다. 즉，

되므로 X

X財生塵은 比較嚴位의 산업으로의

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StPo는 外國의 輸入需要曲線으로변화한다

轉換

생각해도무방하다. 따

라서 關脫願課國은 Oq3의 X 財를 國內生塵하고 Oq2블 소비하며 q2q3를 輸出하게

된다. 그란

떼 띨의 헤스트는 保護에 의하여 輸入代替盧業우로 전환하는 것을 第一次的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나아가 輸出塵業오로 轉換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는 것을 希쏠하고 있다.

이렇게 불

때 國內供給曲線은 S2H2수준 까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S3 H3 線까 지 이동하여

X財塵業이

輸出塵業으로 轉換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바스테블의 테스트를 역시 第 1圖를 사용하여 說明하면 마음과 같다.
를 出發點ξL로 하여

X 財에 保護關脫가 課해 지 고

自由賢청狀態

關脫부과國의 國內價格이 Po에 서

Pis... 로

上昇한 時點을 第 1 期라 하자. 消費者 餘剩의 職念을 사용하면 第 l 期에셔 의 消費者餘剩의
減少는 面積 POPI CB와 같다.

이 중에서 FEAC의 面積은 政府의 關脫收入 ξ로서 어 떼 한 形

態이던 消費者에게 還元된다 假定할 수 있다. 또한 三角形 HOPI F의 面積은 生塵者餘剩 s... 로

~

서 이 部分은 消費者로부터 生塵者로의 所得移轉이라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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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關鏡부과로

인한 社會全體의 휩失은 PoHoFE+ABC이 며 이를 C1~로 表示하기로 한다.

第2期는 生塵費

의 低下로 國內供給曲線이 右下方으로 이 동하는 까닭에 需흥흥曲線이 變化하지 않는다면 關脫
부과로 인한 揚失은 적어진다. 몇期인가를 經過한 後의 第 t期의 國內供給曲線이 Sl H1무로
이동하였다고 하면 이 期에서는 關親가 부과된 상태하에서 自給아 이루어지며 輸入응 하나
도 없 다. 이 期의 指失을 Ci 라 하면 이 는

L1JBC一L1PoH1 J이

된다. 왜 냐하면 消費者餘剩의

滅少分은 PoBCP1이 고 生塵者餘剩의 增加分은 H1CP1 이 기 때 문이 다.

그림 에 서 C는 正이 되

도록 그려져 있다.

다시 時間이 경과하여 第 j 期 U>i) 에 鎭失이 하나도 없다고 하자. 즉，

第 j 期에

供給曲

線이 S/H!'로 右下方으로 이동하여 L1H 1'J' Po=L1J'BC' 로 된다. 時間이 경과됨에 따라 生塵
費가 더욱 떨어지면 國內供給曲線은 계속 右下方으로 이동한다. 그 結果 第 j + l 期에는 關
脫부과로 인하여 鎭失을 보는것이
分보다 生塵者餘剩의

아니라 도리어 利益을 보게된다.

增加分이 많아지게 되어

利益

Gj+ 1을 招來하게 된다.

以後， 第 k + l期에 供給曲線이 S2 H2 까지 이동하면 利益은

그렌데

f:-:，.H3GPO는 각기 國內供給曲線이 S2 H2 및 S3H3 의
부과로 인한 保護의 必훨性이 없어진

가령 第j + l期

三角形 H2BPo의 面積과

다. 다시 供給曲線이 S3 H3 로 이 동하여 X 財塵業이 輸出塵業￡로
利益은 三角形 H3Gpo 의 面積과 같아진다.

즉， 消費者餘剩의 減少

轉換하는

단계 에

같아진

이 르면

그림에서 明白한 바와같이 6. H 2 BPo 및

경 우의

生塵者餘剩이 다.

따라서 關脫의

이후부터는 生塵者餘剩이 그대로 利益이

되는 셈이

다.

그런례 바스테 블의 테 스트는 前述한바와 같이

自 由賢易에 의 한 利益이 保護期間中에

發

生하는 握失을 上짖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鎭失과 利益은 그것이 發生하는

時期

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前記한 바 煩失과 利益의 面積을 單純히 比較할 수는 없우며

兩者

를 켈은- 時點에서 it較하 여 야 바로서 意、味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保護에 의한 鎭

失과 將次 自 由賢易에 의 하여 얻어 지는 利益을 適當한 時間劃引率에 의 하여 각기 現在價 f直
로 換算하고 後者가 前者를 上짖델하는 事實을 條件式무로 表示할 필요가 있다.
由賢易에 의한 利益」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기-가 問題視된다.

이 경우 「自

一般的오로 생각하면 「自由훨

易￡로 인한」 것이니까 앞서의 그럼에서 關脫가 鐵廢된 後의 利益， 郞， 國內供給曲線이
H2 로 이동한 후의 利益을 意味하는 것이라 하겠다.
우 握失과 利益이 同等하였고 따라서 供給曲線이

그러나 供給曲線이

Sl'Hl'보 다

j+l 期에 이르면 鎭失야 利益보다 적어져서 利益 Gj+l을

Sl'H!' 로 이통한 경

더 右下方으로

얻었음을

S2

보았다.

이 동하여 第

따략서 關脫블

부과한 다음 自由質易狀態로 還元하기 이전에도 利益이 發生할 수 있는 餘地가 있다. 이렇
게 볼 때 「自由賢易에 의한 利益」은 「自由賢易오로 還元하는 과정까지의 利益 및 自由훨易
오로 인한 利益」이라 據大 解釋하는 것이 찾當하다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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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금 鎭失과 利益을 現在價f直로 換算하기 위 한 劃引率을 r 라 하면 保護期間中의 #員失。I

保護廢止後의 利益보다 적은 條件은 다음과 같은 式에 의하여 부여된다.

C,

--二-

l+r

Co
1:,
1:,
+’ --;:-:--:수경-+
.•...• +-----;;::二~+
...... +•-::::2...
\• +r )2 '
' ( l + r)i'
(l+r )i
‘

I

-τi훈원1 - ··-건훤F<건摩;:+1+...... +간摩+n
上式에 있어

C), ...... , Cj 는 1,

라 가정된다. Gj+)， " ' ~ '"

, j期의 鎭失이며 前述한바와 같이 C1>C2 •.... ·CH>Cj=O

Gk 는 第 k 期까 지 를

保護期間A 로 하여 保護期間中의 利益이며

Gj +1<G j +2' .... ·<Gk 라 假定된다. 第 k + 1 期 以後는 保護對策을 廢止한 후의 利益이다.
(4) 렘프의 테스트

밀 • 바스테블의 태스트에 의하여 政府가 保護하여야 할 옳業이

일단 選定될 수 있다 하→

겠으나 캠프흐 (Kemp， M.e.) 는 밀 • 바스테블의 테스트에 合格하는 경우에도 政府에 의한 保
護가 必훨없는 경우가 存tE한다 하였다. 이 點에 대하여 좀 상세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빼種塵業保護論의 가장 基本的인 前提는 그 산엽의 생산비가 時間의 경과함에 따라 減少
한다는 것， 그렴으로서 밀 • 바스테블의 테스트에 合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生塵寶
의 減少의 原因오로서 는 內部鍵濟， 外部經濟 및 習得效果의 세 가지를 생 각할 수 있다.

內J

部經濟라 함은 그 산업자체의 生塵費의 감소를 의미하여 일반적으로는 規模의 據大를 생각
할 수 있고， 外部經濟라 힘-은 他塵業의 出現

또는 據張에 의한 生盧費의 감소를

뜻한다.

이 에 대 하여 習得效果 (learning effect) 라 함은 熟練 또는 經驗에서 볼 수 있듯이 習得 또는

學習課程을 통한 생 산비 의 감소를 돗한다.
萬- 어 떤 企業이 內部羅濟에 의 하여 생 산비 를 감소시 킬 수 있다면 結果的으로는 他企業;

을 壓倒하여 市場을 獨古할 수 있오며 그럼으로서 獨古利潤을 얻을 수 있다.

이와같은 경

우 政府가 保護政策을 취하지 않더라도 이 塵業은 自力오로 輸出塵業오로 轉換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內部經濟에 의하여 생산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는 政府로 부터의 保護가
必훨치 않다. 이 려 하여 행推塵業保護論에서 어 떤 塵業의 생 산비 가 시 간적 ￡로

감소한다는

것은外部經濟및 習得했果에 의한경우라는事寶이 暗暗裡에 가정되어 있다. 그리고벌·

바스테블의 테스트에서는 保護에 의한 생산비의 감소는 主로 習得效果에 의한 것이라 判斷
하고있다.

캠프는 이 習得過程을 企業의 內部的習得過程과 外部的習得過程￡로 구분한다.
知識과 經驗슬 習得하는 경우 이 꼈짧과 經驗이 그 企業에 限해서 利用펀다면

企業이J

習得過程은

그 企業에 있어 內部的이략 한다. 그러나 知識과 經驗은 그 企業에서만 이용할 수 없고 새
로운 同業者가 생기는 경우 이 企業에도 같이 亨有될 수 있다면 이 習得過程은

그 企業에

있어 外部的이라 한다. 特許를 얻는 技術的發明， 많은 費用을 들여서 얻은 經驗같은
內部的인 것이며 動勞者들에 의하여 習得펀 技能같은 것은 外部的인 것이다.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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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習得過程이 企業에 있어 內部的이라 가정하자. 밀 • 바스테블의 테스트에

合格되

어 있는 것이 前提되어 있기 째문에 企業이 習得期間中 指失을 입었다 할지라도 이 企業은

將次 이 提失을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는 利益을 엄을 수 있을 것이다. 즉， 握失分을 自力;
으로 回收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習得過程에서 必要한 費用을 他A오로부터 調達하여도
。1 를 價還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企業은 同-한 生옳費로서 이 盧業에 써 로이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利益은 保證되어 있다. 그러묘로 政府는 이와같은 企業을 保護할 ￠、要가
없다.

둘째로 習得過程이 企業에 있어 外部的이라면 先發企業 (pioneer)은 자기가 開發한쩌識을

後發企業 (newcomer)과 共有하지 않우면 아니 된다. 따라서 後發企業논 이와같은 知識과
羅驗을 費用을 들이지 않고 習得할 수 있고 이를 自己의 산업에 응용할 수 있다. 그 結果
市場은 鏡爭的오로 되고 先發企業은 利潤을 얻을 수 없게 되며 習得期間中의 휩失을 回收
할 수가 없다. 따라서 政府는 이와같은 企業을 保護할 펄요가 있다 (8l

이 와 같은 事實을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9) 第2圖의 dd'는 國內企業의 :zp:均費用의 最少點，

의 時系列線을 表示하며 wψ/는 外國企業의 平均費用의 最少點의 時系列線을 表示한다. 자
價
格

d

강l

w

,

l!

’-------------“
d"

\

to
第 2 뻐

(8) Kemp , M‘C. , The Pμr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 Prentice-Hall , New Delhi , 19u6, pp ‘
186-87.
(9)

山本緊輪， 前揚書，

pp. 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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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保護가 이 루어 지 고 최 초의 時點 to에 있어 dwltow의 關鏡率이 부과되 며

時點 t 1 에 이 르

면 關鏡率이 零이 되도록 계 속적 으로 감소한다고 하자. 問題는 t 1 時點 이 후에 있어

國內企

業이 어떠한 價格을 擇하느냐에 달려 있다. 價格決定의 範圍는 dd'線 과 ww'線과의

中間이

다. dd'線以下 에 가격이 결정되면 指失을 보며 ww'線 ~上오로 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다.
習得過程이 企業에 있어 內部的인 경우는 後發企業이 同一한

生塵費로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先짧企業은 od'와 oα/ 사이에서 自由로이 價格을 결정할 수 있다. 가격을 od"로 정
하면 od"와 od'와의 간격 이 利潤을 표시 한다. 만일 od"의 位置가 od'어1 접 근하고 이 로

인

하여 이운이 떨어져서 웰期의 손실을 補鎭하지 못한다면 保護의 必훌가 있지만 그렇지

않

으면 保護는 필요치 않다.

그러 나 習得過程이 企業에 있어 外部的인 경 우는 後靈企業은 先發企業과

同-한 生옳費

로서 生塵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企業의 國內價格은 od'와 같아지게 되어 이윤을 엄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 先發企業은 初期의 鎭失을 補鎭할 수 없기 때문에 保護가 必훨하다. 훨
컨대 캠프의 테스트는 밀 • 바스태블의 테스트에 合格한다 하더라도 企業에 있어서의

習得

過程이 外部的인 경 우， 즉， 社會的利益을 招來하지 만 私的利益을 招來하지 않는 경 우에 한
하여 保護가 必훨하다는 것 이 다.
그러나 이와같은 캠프의 테스트에 대하여도 몇 가지 問題點이 있다.

첫째 習得過程이 企業에 있어 外部的인 경우， 企業윤 이에 대한 投쩔가 必몇한페 f;b취짧塵
業保護政策은 이 와 같은 投資에 대 하여 別般 했果的이 아니 략는 事實이 다. 지 금 保護政策의
手段오로서의 關脫를 생각해 보자. 關脫에 의하여 그 生塵勳의 國內價格이 引上되었다고 하
더 라도 이 는 모든 企業에 同等하게 作用되 는고로 先짧企業의 價格만이 引上되 지 는

뭇하며

따라서 先發企業이 習得過程을 通하여 招來한 鎭失(投資)은 그대 로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캠 프의 테 스트에 合格하는 경 우 先發企業에 대 하여 그 鎭失을 回收할 수 있도록 -‘種의 優

待政策을 講究한다는 것은 意妹가 있을지 모르나 塵業全體에 대하여 一律的우로

保護政策

을 取한다는 것은 別般 했果를 거두지 못한다.
둘째로 保護의 手많ξ로서 關脫 또는 補助金과 같은 政策을 取할 수도 있지만

營業獨d'i

權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點이다. 習得過程이 外部的인 경우， 先發企業은 後짧企業의 參加
로 握失을 回收할 수가 없기 때문에 先發企業에 대하여 適當한 營業獨古權을 부여하는

法도 생각할 수 있다. 關脫政策이건 補助金政策。1건 이는 政府의 保護政策인 까닭에
o 로부터 의 對應提處도

方

外國

생각할 수 갔까?간 營業獨핍權의 부여는 순전히 國內政策인 關係上

이러한 危險負擔은 없게 된다.

2) 停 i帶훌業保護論
經濟發展의 段階는 각 국가에 따라 다르고 또한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 發展의

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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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다. 이와같이 發展의 段階와 內容이 각기 다른 國民經濟가 共存하는 國際鍵濟에

았

어서는 끊임없이 比較優位에 변화가 생끼고 그럼으로서 賢易의 構成과 方法에 變化가 생긴
다. 이와 같은 國際的언 經濟發展의 相對的關係속에서 後進國에 있어서는 그 繹濟發展과 더
불어 從來에는 輸入鏡爭塵業이었던 것이 輸出鏡爭力을 獲得하여 輸出塵業오로 轉換하는 反
面， 先進國塵業部門에서는比較優位의 塵業이 停體化하여

比較컸位의 塵業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생긴다. 이 경우 後進國에 있어서는 그 경제발전을 촉진시키커 위하여 ι #J推塵業을

保護育成하고 輸入代督 및 輸出옳業化의 過程을 1m速化시켜야 한다는 理論이 成立된다. 이
와 아윷러 先進國에 있어셔는 停體塵業을 보호하여 그 養退過程을 限止하고 國民繹濟的안
鎭失과 摩察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理論이 成立흰다. 이 理論이 停帶塵業保護論이다.
停엄뽑塵業保護에 대 한 理論的根據의 하나로 生塵훨素의 非移動性을 들 수 있다. H:較生塵

費原理에 있어서는 生塵훨素는 國際的으로는 移動이 不可能하지만 國內에 서 는 自 由로이 이
동할 수 있다고 가정되어 있다. 그런데 萬一에 이 가정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즉 生塵慶素

가 國內에서도 이동이 不可能하다면 比較生塵費原理는 어떻게 될 것인가. 리카아도의 比較
生塵費原理에서 흔히 利用되는바 다옴과 같은 例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英團과 포우튜갈의 生훌費

英

羅

蘭

쩔칩

國

포

우

튜

沙 (1단위 )

100名

90;名

酒 (l단위)

120名

80名

갈

이 倒에서 英國은 羅沙에， 폭우튜갈은 簡‘薦酒에 각기 比較優位를 갖는다. 따라서 自由賢
易이 이루어지면 英國은 라사생산에 포우튜칼은 포도주생산에 각기 比較優位를 갖는다. 그

러한 까닭에 自由質易下에서는 英國은 라사생산을 專問的￡로 하고， 포우튜갈은 폭도주생
산을 전문으로 할 것이다. 이는 英國에서는 라사생산을 據大하고

포도주 생산이 縮少되며

반대로 포우튜갈에서는 포도주생산을 據大하고 라사생산이 縮少됨을 意味한다.

比較生盧費原理에 의하면 國內에 있어서는 生塵훨素의 이동이 자유로운 까닭에 英國에서
는 포도주의 생산부문에서 라사의 생산부문에 生盧훨素가 이동하고 反對로 포우튜갈에서는
라사의 생산부문에서 포도주의 생산부문에 生塵훨素가 이동하여 特化가

寶現되는

쟁각되고 있다. 그러나 生塵훨素가 國內的오로 이동하지 못한다면 自由質易의 結果

훌훌이 滅少하는 部門，

flP ,

英國에서는 포도주부문에 서 s 그리 고 폭우튜갈에서는

것이라
그 生

羅沙部門에

서 勞動의 失業과 資本의 據動率의 低下가 생걸 것이다. 換言하면 比較꿇位部門에서

生塵

훨素가 不完全하게 利用되는 結果가 생긴다. 그리고 比較폈位部門에서의 용흉動의 失業과 資

本의 據動率의 低下는 그딴큼 實質所得을 減少시키는 고로 自由賢易으로서 鎭失을 입게 된

다. 이와같이 自由質易의 結果 招來되는 勞動의 失業과 資本의 據動率의 低下를

1315 止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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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 自 1由賢易올 제한하고 國內의 1:t較컸位塵業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理論이

成立

되며 이는 表退塵業保護論의 根據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j 保讓가 自由賢易보다 항상 유리한 것은 아냐며 保護가 自由賢易보다 有

利하기

위하여는 〕定한 條件이 있다(10) 說明의 便宜上 앞서의 說明中 英國의 경우， 輪

出財〔羅絲)를 X 財， 輸入財(簡햄酒〉를 Y 財 라 하자. 다음 第

3 圖의

(I) 은 X 財 (輸出財)의

國內需훨曲線 DxDx, 國內供給曲線 SxSx , 그리 고 外國의 供給曲線 FxFx를 표시하며 第 3 圖의1
en)는 Y 財 〔輸入財)의 國內需훨曲線
표시 한다. 서、國의 假定에 의 하여

DyDy,

FxF x,

國內供給曲線 파Sy， 및

外國供給曲線

FyFy를

FyFy 는 가가로輔에 :qs:行￡로 되 어 있다. 그리 고 이1

경우 羅沙 ( X財)部門， 흉휩쩔휠酒 ( Y財) 部門에 있어서의 生옳훨素量이 각기 부여되어 있고 兩:

部門間의 移動性이 없다고 假定되어 있다. 그리고
生塵供給量도 一定할 것이며 따라서

賢易開始前에

SxSx

投入係數가

一定하다고 하면 兩部門의‘

및 SySy는 세로輔에 :qs:行된 直線오로 된다.

있어서는 X財의 國內生塵 및 消費量은

ox,

Y 財의

國內生塵 및 消費量은

oy에 서 決定된다. 다음에 賢易。1 개시되면 X 財의 國內生塵量은 여전히 ox 이 지 만 xx'가 輸
出되 고 國內消費量은 ox'로 減少한다. 또한 Y 財의 경 우는 yy'를

輸入하고

國內消費量은

oy'가 된다. 이와갚아 輸出은 소비의 감소에 의하여， 그리고 輸入은 소버의 증가에
이루어진다. 이 경우 質易오로 인한 利益은 果然 얼마나 될 것인가.

消費者餘剩과 生塵者

餘剩의 合計인 總剩餘의 擺念을 tlJ 用 하여 質易의 利益을 算出해보기로 한다.
賢易開始前의 消費者餘剩은

AEd,

生훌훌者餘剩은

AEox,

의하여

x 財의 경우

따라서

總餘剩 (A)==消費者餘剩+生塵者蘇剩

=AEd+ AEox:=Adox
價

洛

Sx

akP

x

F"

D,

E

D"

샤10

‘l

ιI'Sx

x

數훌￡

몇k 훌훌

en)

(1) 輸出財( X財〕

輸入財 ( y財)

第 3 뼈

(10) 山本緊輪， 前*홉뿔 :pp.• 58-:60.
Johnson , H.G., “ Optimal Trade Intervention in the Presence of Domestic Di stortions“ , ith
hisA~ψecis of tJie TMory· of Tar행s， Al1en & Unwin, 1971, pp. 1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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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質易開始後의 消費者餘剩은 BPxd, 生塵뽑餘剩은 CPiO짜 따라서
總餘剩 (B) =BPxd+OP,; ox

오로 표지된다. 實易을 시작하므로서 과연 寶易을 하기 전보다 利益이 었」을

것은 賢易前의 總餘剩 (A)과 賢易後의

總餘剩 (B)을 J比較하면 된다~

것이냐

하는

(B) 가 (A)보다 크변

貴易을 함으로서 利益을 얻게 펀다. 그럼에서 보면 (B) 는 (A) 보 다 三角形 A.BC의 面積，lIP
al 만큼 크며 이것이 X 財를 質易하으서 얻어지는 利益이다. 같은 論法에 의하여 Y 財는 賢
易하묘로서 얻어 지 는 利益은 三角形 CHI의 面積， 郞 ， a2가 된다.

‘

이와칼이 生塵훨素의 移動性이 없는’경우도 賢易을 함으로서 利益을

얻을 수 있는 까닭

에 保護의 必要性은 없다. 그러 나 生塵훨素의 移動性이 없을 뿐더 러 生塵훨素의 價格。1 硬

直的얀 경우를 생각해 보자. 質易을 시작하면 輸入財인 Y 財部門에 서 는 商品價格이 下落한
다. 그리고 짧品價格이 벨어 지 면 生塵要素의 價f直限界生뚫力도 低下되는 고로

Y 財部 門의

生옳要素價格도 옐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生塵훨素價格의 下方硬直性이 假定되어 있
는 까닭에 生塵훨素價格은 떨어지지 않고 그 대신 生塵要素의 使用量이 減少할 것이다. 生

훌훌要素의 使用量이 減少하면 必然的무로 이 生塵훌素를 사용하여 生塵되는 生塵勳의

量아 滅少할 것이다. 따라서 Y 財部門의 供給曲線 SySy를 左測오로 移動시킬

供給

것이요 極端

的인 경우， Y財部門의 生塵要素使用量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SySj는 세로輔과 ~敎한다.
이 와같은 供給曲線의 이 동은 生塵者餘剩을 減少시 키 며 그 減少分을
껴의 面積오로 표시된다.

그림에저

'OPy'‘Hy , lIP,

앞서의 all α2는 生塵훨素의 移動性이 없고， 生塵要素의 價格이 硬

直的얀 경우의 自由賢易의 利益이며 껴는 이 경우의 自由質易의 費用이다. 그런례 al+a2와
껴와의 大小關係는 明白하지 않다. 萬一에

al+a2<fJ
의 關係가 펀다면 自由質易오로 인한 利益이 그 費用보다 적은 까닭에
을 볼 수 없다는 結果가 되며 따라서 ↓保護가 必훨하다.

自由質易으로

이리하여 生塵훨素의 이동성이

利益
없

을 뿐만이 이-니라 그 生塵훨素의 價格이 下方硬直性을 가지고 또한 위의 al+a2< fJ의 條件

이 充足될 때 이 部門에 대 한 保護가 必훌하다.
그러나 國內에서 生塵훨素의

移動性이 전혀 없고 또한 生塵훌素價格이

下方硬直性을

진다는 것은 理論上으로는 可能할지 모르나 寶際에 있어서는 期待하기 어려운

가

것이다. 一

般的오로 國內에 있어서도 生塵훌素의 移動은 完全無缺이 아니더라도 某程度는 可能한

것

이며 政策의 妙를 期한다면 相當한 수준까지도 그 移動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比較폈、位

에 있는 塵業部門의 輸入增大로 輸入財 ( Y財)部門의 塵業이 縮少된다 하더라도 生塵훌素의
이동부로 輸出財 ( X財)塵業， lI P, It較優 位塵業 이 據大될 수도 있다. 이러한 까닭에 輸入財
塵業의 縮少로 인한 國民經濟的鎭失과 輸出財塵業據大로 인한 利益을 Jt較하여 利益이

失보다 많오면 구태 여 輸入財盧業을 保護할 必要가 없지 않느냐

하는 論理도

鎭

나올 수 있

- 176다. 말하자면 自由貴易을 그대로 寶、行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停錯塵業保護論은 그 理論的 쭉當性이 전혀 없는 것일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輸入財塵業의 縮少와 輸出塵業의 據大가 必然的으로 結付되는 것은

아니며 設或

結付된다 하더라도 生塵훨素가 輸入財塵業￡로부터 輸出財塵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는 相
當한 時 H을 훌하며 따라서 短期的으로는 失業을 免치

옷하게 된다.

이를 勞動에 關하여

보드라도 他業種으로 轉換시키기 위하여는 職業힘11練과 技術敎育이 必훨할 것이며 멀리
어져 있는 場所로 이동시키는 경우는 費用이 所훌될 것은 %論 家旅同伴等에 따르는

떨
困難

性도 따르게 된다. 따라서 生塵훨素로서의 勞動의 이동은 短期間에 걸쳐 大福的오로 할 것
이 아니라 長期間에 걸쳐 서서허 그리고 少量오로 하는 것이 有쳤的이며 摩鍵도 적게 된다.
따라서 輸7\財塵業으로부터 輸出財盧業.E..로 生塵훌素를 이 동시 키 는 경우 이 를 圖網히 하기

위하여 一定한 期間이 必훨하며 이 一定期間에 있어서는 輪入財塵業을 保護하고 當該盧業
의 急速한 縮少를 防止하여야 한다는 論理가 成立된다. 이러한 見地에서 生塵훨素의

國內

移動。1 可能한 경우에 있어서의 停體塵業保護論이 그 理論的根據를 가진다 할 수 있다.

한펀J오늘날에 있씩셔는 停體塵業은 단순히 政府로부터의 某種의 保護를 기다렴이

없이

積極的으로 自體內의 經營 및 技術面에서의 改善을 통하여 國內外의 經濟發展에 適應해 내
가는 方途를 강구하고자 努力하고 있다， fJ.P, 技術의 改善에 의 한 製品의 高級化와

新製品

의 開招， 飯賣方法의 改善에 의 한 市場의 據大， 企業內部의 組織과 構成의 改編을 通한 經
營의 合理化等을 통하여 國際鏡爭力을 彈化시키므로서 停潤塵業으로 부터 벗어나고자 努力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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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History of Trade Policy
Lee Young Kee
Abstract
There is a long history of the struggle for free trade in the broadest sense of. absence
of governmental restraint upon the freedom of traders to move and to transact business
within a country and between countries. Freedom of movement and trade was deduced
from .t he philosophic principle of natural liberty. Adam Smith applied the principle to
economic activity and particulary to trade. The economic case for free trade is still based
J

on his argument that division of labor leads to specialization, efficiency and greater production. Each country will specialize in the production of those goods for which ithas
natural advantages and can produce at lower cost than other countries.
The free-trade movement, however , was soon to be defeated by a new constellation of
attitudes and circumstances. In Germany Bismarck had abolished the tariff on iron and
announced that tariff on iron productswould end in 1877. ButGermany brought forward
a new tariff affording substantial protection to industry and agriculture. This new turn
toward higher tariffs was defended by invoking the infant industry argument. That
argument , indeed, was givenits most elaborate formulation by a German , Friedrich List ,
who had lived in the United States. List conceded that free trade was best from a cosmoplitan standpoint , but drew a sharp contrast between the allocative arguments and the
national interest. No nation , he said, could afford to heed the cosmopolitan appeal· until
it had developed its own industr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