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지수와교역조건지수무역지수와교역조건지수

● 무역지수는 수출(입)금액의 변동을 가격요인과 물량요인으로
나누어 파악

● 무역지수는 관세청 통관 수출입통계를 이용하여 작성

● 무역지수 작성 실례

●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량

●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수출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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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경제의 개방화 진전 등으로 국제교역규모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국의 국제교역규모 또는 무역규모라 하면 수출과 수입을 단순

히 합한 금액을 말하므로 무역규모의 변동이 수출액의 변동에 기인한 것인지 수입액

의 변동에 기인한 것인지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단가와 물량의 곱으로 나타

나는 수출(입)금액이 변동한 원인이 가격요인에 의한 것인지 물량요인에 의한 것인지

를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이는 수많은 상품으로부터 단가를 도출하는 일이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무역지수라는 통계를 작

성하여 이용한다.

즉 무역지수는 수출(입)금액의 변동요인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통계

로서 여기에는 수출(입)금액지수, 수출(입)단가지수, 수출(입)물량지수가 있다. 이들 지

수는 수출(입)금액지수가 수출(입)단가지수에 수출(입)물량지수를 곱하고 100으로 나

눈 것이기 때문에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실제의 지수 산출시에는 수출(입)금액지수와

수출(입)단가지수를 먼저 도출한 다음 수출(입)물량지수는 수출(입)금액지수를 수출

(입)단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구한다.

이러한 무역지수를 통하여 수출(입)금액의 변동요인을 가

격요인과 물량요인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서는 이를 이용하여 수출품과 수입품의 교환비율을

나타내는 교역조건지수를 구하기도 한다. 일반적

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교역조건지수로는 순

상품교역조건지수와 소득교역조건지수가 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나타내며, 수출단가지수를

수입단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산출

한다.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수출총액으로 수

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나타내며 순상

품교역조건지수에 수출물량지수를 곱하고

100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무역지수는수출(입)금액의변동을가격요인과
물량요인으로나누어파악

한나라의수출입규모변동은국민소득, 고용등과같은국내의전반적인경제상황과

접한관계를맺고있기때문에수출입의변동요인을파악하는것은경제분석에있어서매

우 중요하다. 수출(입)금액의변동은수출(입)가격이변동하거나수출(입)물량이변동하는

경우에발생하는데이러한수출(입)금액의변동을가격요인과물량요인으로나누어파악

할수있도록해주는통계가곧한국은행이작성·발표하는무역지수이다.

지수란시간의흐름에따라나타나는어떤수량이나금액의변동을측정하거나비교하

기위해고안된통계개념으로, 특정기준시점을 100으로하여비교시점의수준을계수로

표시한것이다. 여기에서설명하려는무역지수도이러한통계적개념을바탕으로작성된

것으로서 무역지수에는 수출(입)금액의 변동을 나타내는 수출(입)금액지수, 수출(입)가격

의변동을나타내는수출(입)단가지수, 수출(입)물량의변동을알려주는수출(입)물량지수

가있다. 이들지수들은각각독립되어있다기보다는서로 접한관계를가지고있다. 이

를테면수출(입)금액지수는수출(입)단가지수와수출(입)물량지수를곱하고100으로나눈

것이다.

수출(입)금액지수= 수출(입)단가지수×수출(입)물량지수÷100

실제의 지수 산출에 있어서는 수출(입)금액지수와 수출(입)단가지수를 먼저 산출하고

수출(입)물량지수는 수출(입)금액지수를 수출(입)단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해 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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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지수는관세청통관수출입통계를이용하여작성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지수는 관세청의통관자료를기초자료로 하고 있는 바 그 분류체

계또한관세청통관통계품목분류체계인「수출입동향품목분류체계」에따라달러기준으

로작성되고있다.

무역지수중수출(입)금액지수는비교적쉽게산출할수있으나수출(입)단가지수의산

출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수출(입)금액지수는 작성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

수출(입)되는 수많은 상품과 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없이 단순합산이 가능한 개념인

반면 수출(입)단가지수는 작성의 기초가 되는 단가(=금액/물량)가 금액외에 물량의 개념

을포함하고있어단순합산이불가능한개념이기때문이다. 또한단가는수많은상품의종

류에따라다르고동일상품군내에서도변동폭이발생하므로이수출(입)상품의단가변동

을 종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수출(입)단가지수를 작

성해야한다.

수출(입)단가지수의작성에있어서고려해야할중요한점은 첫째, 많은 상품 중에서 어

떤상품을지수작성대상품목으로선정할것인가둘째, 선정된품목의거래중에서단가움

직임이비정상적인거래즉이상단가를어떤기준에의해제거할것인가셋째, 이러한단가

들을어떻게종합하여지수를만들것인가하는점등이다.

구체적으로우리나라의무역지수작성과정을설명하면다음과같다.

먼저수출(입)금액지수를산출할때는선박과무기류를제외한다. 그이유는선박은거래

의대부분이주문계약형태로이루어지고, 무기류는소량다품종거래로일반상품과는다

른특수거래형태를보임에따라지수산출시불규칙요인으로작용하여지수의변동성을

키우기때문이다. 따라서수출(입)금액지수는비교·기준시점의총수출(입)액에서선박과

무기류의수출(입)액을제한후의비교시점수출(입)금액을기준시점수출(입)금액으로나

누어아래와같이산출한다.



비교년중수출(입)금액
연간수출(입)금액지수= ‐‐‐‐‐‐‐‐‐‐‐‐‐‐‐‐‐‐‐‐‐×100

기준년중수출(입)금액

다음으로 수출(입)단가지수는 정상적인 상거래에 해당되는 거래, 즉 위(수)탁 가공거래

와일시반출입거래등을제외한일반수출(입) 거래만을대상으로한다. 일반수출(입) 거

래중거래빈도와금액중요도를감안하여단가지수작성대상품목을선정하게되는데수출

(입)의 품목구조변화를최대한반 하기위해대상품목을매년선정50)하고있다. 즉 선정

된품목의가격이대표성을유지할수있도록각품목의전년중수출(입)액이전년중총수

출(입)액의 1/10,000이상이면서수출(입) 거래가매월1건이상발생한품목을지수작성대

상품목으로선정하되 선박과무기류는 앞의 금액지수 작성시와 같은 이유로 단가지수작

성대상에서제외한다. 2005년의 지수산출 대상품목은 2004년도 실적치를 토대로 선정하

는데 이 대상품목은 전체 품목수의 11.4%(수출은 총 8,538개 품목중 898개, 수입은 총

10,115개품목중1,220개)에지나지않으나금액으로는총수출금액의78.4%, 총수입금액

의79.4%를각각포괄하고있다.

선정품목의수출(입) 건별단가는각품목의건별수출(입)액을실제수출(입)량으로나누

어산출하고다음으로거래가격이비정상적으로높거나낮은이상단가를제거하기위해전

년도품목별수출(입) 건별자료로부터품목별로당해연도정상단가(p)의범위를산정한다.

정상단가의범위는객관성과타당성을확보하기위해분산도측정방식의하나인 4분위

수범위(IQR : Inter Quartile Range)법51)을사용하여정하고이후이상단가의제거는이렇

게 정해진 각 품목별 정상단가(p)의상하한을벗어나는수출(입) 건별단가를단가지수산

출시제외함으로써이루어진다.

다음으로수출(입)단가지수는앞서도출된품목별수출(입) 건별정상단가를건별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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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관세청의 수출입동향 품목분류체계에 따라 HSK코드 10단위에서 선정
51) Pr{L≤p≤U} ≒ 96%(정규분포 전제시),  IQR 〓 Q3 - Q1(Q3 : 3/4분위수*, Q1 : 1/4분위수*), 하한(L) : max(0,

Q1 - IQR), 상한(U) : Q3 + IQR, p : 정상단가
3/4분위수란 통계자료를 값의 크기에 따라 적은 수부터 나열할 경우 전체 자료중 3/4에 위치하는 자료의 값, 1/4
분위수는 전체자료중 1/4에 위치하는 값을 의미한다.



을가중치로가중평균하여품목별물량가중평균수출(입)단가를산출한후이를종합하여

작성하는데, 이때단가는관세청의통관통계기준으로서수출단가는상품가격에다수출항

구의선박위에까지운반해준운송비용을추가한본선인도가격(FOB가격)기준이며수입

단가는 상품가격에다 화물보험료와 우리나라 도착까지의 운송료를 합계한 운임 및 보험

료포함가격(CIF가격)기준이다.

이품목별단가들을종합하기위한방법은여러가지가있으며이중우리나라는품목별

수출(입)물량을 가중치로 하는 연쇄파쉐식52)을 선택하여 수출(입)단가지수를 작성53)하고

있다.

마지막으로수출(입)물량지수는앞서도출한수출(입)금액지수를수출(입)단가지수로나

누고100을곱하여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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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부록의‘지수’참조
53) 연간지수의 경우 당해연중 지수작성 품목의 당해연도 단가에다 당해연도 물량가중치를 곱하여( ) 합계하고, 

이것을 전년도 단가에다 당해연도 물량가중치를 곱하여( ) 합계한 것으로 나누어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

당해연도의 단가등락률( , P:수출(입)단가, Q:수출(입)물량, t-1:전년도, t:당해연도, i:t-1년도 수출(입)통관자

료를 기초로 t년도에 선정된 품목)을 산출하고 이에 전년도 연간 수출(입)단가지수를 곱하여 당해연도 연간 수출(입)
단가지수를 산출한다. 따라서 기준년을 t-1년도라 할 때 t, t+n년도 연간 수출(입)단가지수(n=1, 2, …)는 아래와 같
이 계산된다.

t년도 연간 단가지수 = t-1년도 연간 단가지수(= 100) ×

t+n년도 연간 단가지수 = t+n-1년도 연간 단가지수 ×



무역지수작성실례

실제무역지수가어떻게산출되는지간단한예를들어설명하면다음과같다.

먼저 수출금액지수를 작성해보자. 기준년인 2000년 과일 수출금액이 100,000U$이고

2005년과일수출금액이290,000U$일경우, 2005년과일수출금액지수는 2005년과일수

출금액을2000년과일수출금액으로나누고100을곱하여290[(290,000/100,000)×100]이

된다. 이는2005년의과일수출금액이기준년인2000년에비해190%[(290-100)/100×100]

만큼증가하 음을의미한다.

다음으로수출단가지수를작성해보자. 2005년도에2004년수출자료를기초로품목선정

을한결과, 사과·배·귤·포도4개품목이과일수출단가지수의작성대상품목으로선정

되었고, 이 4개품목별로정상단가에해당하는수출건을추린후물량을가중치로가중평

균한결과이들의수출단가및거래량이다음의표와같다고하자.

이때 2004년대비2005년수출단가등락률은2005년수출물량(B)을 2004년수출단가(F)

로 평가한가치(G, 이를교차가치라함)의합계로 2005년 전체수출액을나누어계산하게

되는데이렇게산출된값인 1.139(290,000/254,500)는 2005년의과일수출단가가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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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2005 2004

금액
(A)

물량
(B)

단가
(C=A/B)

금액
(D)

물량
(E)

단가
(F=D/E)

2004년
교차가치
(G=B F)

무역지수 작성 예시

(단위 : U$, 개, U$/개)

사과 125,000 50,000 2.5 120,000 60,000 2.0 100,000

배 30,000 6,000 5.0 45,000 10,000 4.5 27,000

귤 105,000 30,000 3.5 90,000 30,000 3.0 90,000

포도 30,000 15,000 2.0 50,000 20,000 2.5 37,500

합계 290,000 101,000 305,000 120,000 254,500



에비해 13.9% 상승하 음을의미한다. 그리고 2000년기준 2005년 수출단가지수는 2000

년기준 2004년 수출단가지수(96.5로 가정)에 2004년 대비 2005년 수출단가등락률 1.139

을 곱한 109.9(96.5×1.139)가 된다. 이는 2005년의 과일 수출단가가 기준년인 2000년에

비해9.9%[(109.9-100)/100×100]상승하 음을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수출물량지수를 작성해보자. 2005년 과일 수출물량지수는 2005년 과일 수

출금액지수를 2005년과일수출단가지수로나누고 100을곱하여 263.9[(290/109.9)×100]

이된다. 이는2005년과일수출물량이기준년인2000년에비하여163.9%[(263.9-100)/100

×100]만큼늘었음을의미한다.

한편, <표14-2>에서보듯이2000년을기준년도로하여작성·발표되고있는우리나라의

무역지수는 1995년이후수출(입)금액지수와수출(입)물량지수가대체로증가추세를보이

는 가운데 수출(입)단가지수가 2003년부터 하락추세에서 증가추세로 반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1995년이후우리나라의수출(입)금액증가가2002년까지는물량증가에주로

기인하 으나2003년부터는가격상승과물량증가모두에기인하고있음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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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2

1995 74.6 161.8 46.1 86.1 116.8 73.7

1996 76.0 140.5 54.1 95.4 112.0 85.2

1997 79.4 127.9 62.1 91.0 104.7 86.9

1998 75.5 102.0 74.0 56.9 87.4 65.1

1999 82.6 99.6 82.9 73.3 87.3 84.0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1 87.5 86.9 100.7 88.9 91.0 97.7

2002 94.8 83.1 114.1 96.0 87.5 109.7

2003 113.5 85.1 133.4 112.5 95.6 117.7

2004 149.5 91.5 163.4 141.4 107.3 131.8

2005 165.3 92.7 178.3 164.3 117.3 140.1

수 출 수 입

금액지수 단가지수 물량지수 금액지수 단가지수 물량지수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무역지수

(2000=100)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수출1단위로
수입할수있는수입량

우리가물건을사고팔때에는가능하면싸게사고비싼값으로팔려고한다. 이와마찬

가지로국가간의거래에있어서도싼값에수입하고비싸게수출하려고한다. 그러나현실

적으로꼭그렇게만되는것은아니다. 때로는어쩔수없이비싸게수입하거나싼값으로

수출함으로써가격상불리해지는경우도발생하게된다.

이와같이상품수출입이가격상얼마나유리해졌는지아니면불리해졌는지를알아보고

또그원인을규명하여이를무역정책에반 하기위해작성하고있는것이순상품교역조

건지수이다.

먼저,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수출상품 1단위가격과수입상품 1단위가격간의비율로수

출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량을 의미하며, 수출단가지수를 수입단가지수로 나누고

100을곱하여산출한다.

수출단가지수
순상품교역조건지수= ‐‐‐‐‐‐‐‐‐‐‐‐‐‐×100

수입단가지수

‘순상품교역조건이좋아(나빠)졌다’거나‘순상품교역조건이개선(악화)됐다’는것은기

술적으로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상승(하락)했음을 뜻하고 의미상으로는 1단위의 상품

을수출해서받는외화로동지수가상승(하락)하기전보다더많은(적은) 양의상품을수입

할수있게됐음을뜻한다.

이를테면 <표 14-3>에서 2005년순상품교역조건지수 79.0은수출단가지수 92.7을수입

단가지수 117.3으로나누고 100을곱하여산출한값으로이는기준년인 2000년과비교할

때순상품교역조건이악화된것을나타내며, 2005년 현재수출상품 1단위대금으로수입

할수있는물량이기준년인 2000년에비해 21.0%[(79.0-100)/100×100]만큼줄었음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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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단 여기서 해석상주의할점은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대표성이 있는 수출입상품

전반을지수작성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특정상품으로의미를한정하여해석하는것은무

리가있다는점이다.

다만현실적으로는가격변동이수출(입)물량에 향을미치게되는데순상품교역조건은

이러한변화를고려하지않은단점이있다. 예를들면기업이기술개발과함께생산비를줄

여수출가격을인하함으로써수출물량이대폭늘어났다면이는순상품교역조건악화에도

불구하고수출이늘어나국민경제적으로는긍정적인효과를가져다준것으로보아야하

는데순상품교역조건은이를고려할수없다는점이다.

최근우리나라의순상품교역조건지수추이를보면1995년이후지속적인하락추세를보

이고있는데이는반도체및정보통신기기등의수출단가하락과원유등국제원자재수입

단가상승에주로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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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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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교역조건지수는수출총액으로
수입할수있는수입량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순상품교역조건이 가격변동만을 고려하는 단점을 보완해 주는 지

표로 수출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량을 의미하며, 순상품교역조건지수에 수출물량

지수를곱하고100으로나누어산출한다.

수출금액지수
소득교역조건지수= ‐‐‐‐‐‐‐‐‐‐‐‐‐‐×100

수입단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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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3

순상품교역조건지수 수출단가지수 수입단가지수년 도

주 : (  )내는 전년대비 등락률(%)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순상품교역조건 및 수출입단가지수

(2000=100)

1995 138.5 (1.2) 161.8 (7.4) 116.8 (6.1)

1996 125.4 (-9.5) 140.5 (-13.2) 112.0 (-4.1)

1997 122.2 (-2.6) 127.9 (-9.0) 104.7 (-6.5)

1998 116.7 (-4.5) 102.0 (-20.3) 87.4 (-16.5)

1999 114.1 (-2.2) 99.6 (-2.4) 87.3 (-0.1)

2000 100.0 (-12.4) 100.0 (0.4) 100.0 (14.5)

2001 95.5 (-4.5) 86.9 (-13.1) 91.0 (-9.0)

2002 95.0 (-0.5) 83.1 (-4.4) 87.5 (-3.8)

2003 89.0 (-6.3) 85.1 (2.4) 95.6 (9.3)

2004 85.3 (-4.2) 91.5 (7.5) 107.3 (12.2)

2005 79.0 (-7.4) 92.7 (1.3) 117.3 (9.3)



(수출단가지수×수출물량지수÷100)
= ‐‐‐‐‐‐‐‐‐‐‐‐‐‐‐‐‐‐‐‐‐‐‐‐‐‐‐‐‐‐‐‐‐‐‐‐×100

수입단가지수

= 순상품교역조건지수×수출물량지수÷100

‘소득교역조건이좋아(나빠)졌다’거나‘소득교역조건이개선(악화)됐다’는것은기술적

으로는소득교역조건지수가상승(하락)했음을뜻하고의미상으로는현시점의수출총액으

로수입할수있는양이동지수가상승(하락)하기전의수출총액으로수입할수있는양보

다많아(적어)졌다는것이다.

이를테면<표 14-4>에서 2005년소득교역조건지수140.9는순상품교역조건지수79.0에

수출물량지수 178.3을곱하고 100으로나누어산출한값으로이는기준년인 2000년과비

교할때소득교역조건이개선된것을나타내며, 2005년현재수출총액으로수입할수있는

물량이기준년인2000년에비해40.9%[(140.9-100)/100×100]만큼늘었음을의미한다.

수출가격이하락하여순상품교역조건이나빠졌다하더라도, 수출기업의기술개발및가

격경쟁력향상으로순상품교역조건악화효과를상쇄하고도남을정도로수출물량이늘어

날 경우 소득교역조건은 개선되기 때문에, 교역조건을고려할때는순상품교역조건과소

득교역조건을동시에고려할필요가있다.

이와 같이 순상품교역조건지수와 소득교역조건지수를 동시에 작성하게 되면 수출입상

품의 가격변동 뿐만 아니라 수출물량변동까지 고려하여 이전보다 교역조건이 얼마나 유

리또는불리해졌는지를보다정확히파악할수있게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소득교역조건지수 추이를 보면 순상품교역조건지수 하락세에도 불구

하고지속적인상승세를보이고있는데이는우리나라수출기업의기술개발및가격경쟁

력향상으로수출단가의하락과함께수출물량이크게늘어났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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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2

표 14-4

소득교역조건지수 순상품교역조건지수 수출물량지수년 도

주 : (  )내는 전년대비 등락률(%)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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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교역조건지수

95.3/4 96.3/4 97.3/4 98.3/4 99.3/4 00.3/4 01.3/4 02.3/4 03.3/4 04.3/4 05.3/4

소득교역조건지수 추이

교역조건 및 수출물량지수

(2000=100)

1995 63.8 (23.6) 138.5 (1.2) 46.1 (22.3)

1996 67.8 (6.3) 125.4 (-9.5) 54.1 (17.4)

1997 75.9 (11.9) 122.2 (-2.6) 62.1 (14.8)

1998 86.4 (13.8) 116.7 (-4.5) 74.0 (19.2)

1999 94.6 (9.5) 114.1 (-2.2) 82.9 (12.0)

2000 100.0 (5.7) 100.0 (-12.4) 100.0 (20.6)

2001 96.2 (-3.8) 95.5 (-4.5) 100.7 (0.7)

2002 108.4 (12.7) 95.0 (-0.5) 114.1 (13.3)

2003 118.7 (9.5) 89.0 (-6.3) 133.4 (16.9)

2004 139.4 (17.4) 85.3 (-4.2) 163.4 (22.5)

2005 140.9 (1.1) 79.0 (-7.4) 178.3 (9.1)

(200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