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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상호의존관계와 교역의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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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순이는시장에서사과를하나에 1,000원
주고샀다고하자.

• 그녀는사과를왜샀을까?
• 사과장수는왜팔았을까?
• 사과장수와갑순이중누가이득을보고
누가손해를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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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상호의존관계와 교역의 이득

교과서의 예: 3.1 현대 경제의 예화

• 오직 두 개의 재화(감자와 고기), 두 사람(농부와목장주인) 

만이 존재하는경제를 가정하자.

̶ (                         )이 서로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각자는

자신이 생산한만큼만 소비

̶ 이 경우, 생산가능곡선 = 소비가능곡선

̶ (      )이 없으면 교역으로부터의이득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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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상호의존관계와 교역의 이득

그림 3.1: 생산가능곡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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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상호의존관계와 교역의 이득

그림 3.1: 생산가능곡선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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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상호의존관계와 교역의 이득

(      )와 거래

• 농부와 목장주인이각자 더 잘할 수 있는 품목의 생산에

특화한 다음 생산된물건을 교환하면두 사람 모두 전보다

더 잘살게 된다. 즉,

̶ 농부는 감자만생산

̶ 목장주인은고기만 생산

̶ 서로 생산물의일부를 교환

̶ 전보다 더 많은 양의 감자와 고기를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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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상호의존관계와 교역의 이득

그림 3.2: 거래를 통한 소비 기회의 증대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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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상호의존관계와 교역의 이득

그림 3.2: 거래를 통한 소비 기회의 증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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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상호의존관계와 교역의 이득

(      )우위(absolute advantage)

• 다른 생산자에비해 같은 상품을 더 적은 양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생산할 수 있는 능력

• 목장주인이고기 생산에 절대우위

̶ 목장주인은고기 한 단위 생산에 20분이 걸리지만, 

농부는 60분이걸린다.

• 목장주인이감자 생산에 절대우위

̶ 목장주인은감자 한 단위 생산에 10분이 걸리지만, 

농부는 15분이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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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상호의존관계와 교역의 이득

(      )우위(comparative advantage)

• 다른 생산자에비해 같은 상품을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

• 목장주인이고기 생산에 비교우위

̶ 목장주인의고기 1온스의 기회비용은감자 2온스, 

농부는 감자 4온스

• 농부가 감자 생산에비교우위

̶ 목장주인의감자 1온스의 기회비용은고기 1/2온스, 

농부는 고기 1/4온스

© 2015 Cengage Learning. All Rights Reserved. May not be copied, scanned, or duplicated, in whole or in part, except for use as permitted in a 
license distributed with a certain product or service or otherwise on a password-protected website for classroom us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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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비용(opportunity cost)

• 무엇을 얻기 위해 포기한모든 것

̶ 각 생산자들이당면한 두 재화의 맞교환 비율

̶ 한 재화의 기회비용은다른 재화 기회비용의역수

• 비교우위는기회비용의상대적 크기를나타내므로

̶ 두 사람의 기회비용이우연히 같지 않은 한, 한 사람이

어느 재화에서비교우위가있다면 다른 사람은 반드시

다른 재화에서비교우위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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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고기와 감자의 기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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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상호의존관계와 교역의 이득

(      )우위와 교역

• 특화와 자유거래의이득

̶ 자유거래는사람들이각자 비교우위에있는 물건의

생산에 특화할수 있게 해준다.

̶ 따라서 경제의총 생산량이증가하여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이득이 된다.

• 거래를 통해 두 사람 모두 이득을 보려면

̶ 거래가격은반드시 두 재회의 기회비용사이에서

결정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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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우위 원리의 응용

• 톰브래디가자기 집 잔디를 직접 깎아야 할까

• 왜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해야 하는가

̶ 각 재화는 그 재화의 기회비용이더 작은 나라에서

생산되어야한다.

̶ 각국에는이해관계가다른 여러 부류의 국민이

존재하므로, 국가간교역을 통해 나라 전체는 전보다

잘살 수 있지만 일부 국민들은손해를 볼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