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무역의 날/ 국가기념일

항목

무역의 날

영역

국가기념일

시기

관련
교육과정

•사회 5~6학년 [지리·일반 사회 영역] ⑵ 우리 경제의 성장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중 행사활동

학습목표

•무역의 날을 지정하여 기념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정에서 무역의 중요성을 알고 무역에 관심을 갖는다.

훈화용 자료

•무역의 날 유래

참고문헌 및
출처

•김민화(2006).“무역의 날”
『한국세시풍속사전–겨울편』
. 국립민속박물관.

12월 5일

▶무역의날유래
무역의 날은 무역의 균형 발전과 무역입국(貿易굤國)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국가기
념일이다. 매년 11월 30일이었으나, 2012년 10월 22일‘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
정령’
이 공고됨에 따라 기존의 11월 30일에서 12월 5일로 변경되었다.
무역의 날은 그 기원이 원래‘수출의 날’
이었다.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수출 1억 달러를 달
성한 1964년 11월 30일을 기념해 이날을 수출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일 행사를 치러오다
가, 1973년 3월 30일에 여러 국가기념일들이‘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을 통해 정리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발족일인 5월 1일 기념하는‘중소기업의 날’
과 대한상공회의소 설
립일인 10월 31일을 기념하는‘상공인의 날’
을 흡수하게 되었다. 1977년에는 수출 100억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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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에 대한 기념식을 거행하였고, 1981년에는 200억 불 달성 기념식을 수출의 날에 거행하
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987년에 그 명칭을 무역의 날로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1995
년에는 수출 1,000억 불 달성 기념 행사를, 2005년에는 무역 5,000억 불 달성 기념 행사를
각각 거행하였다.
무역의 날 기념식은 산업자원부의 주관 아래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며, 보통 코엑스
(COEX)에서 열린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해외 신시장 개척과 경제 발전에 공이 큰 순서에 따
라 개인에게 금탑·은탑·동탑 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국무총리·산업자원부장관·
한국무역협회장 표창을 수여하고, 기업이나 단체에게도 수출 실적에 따라 수출탑이 수여된
다. 그 밖에 부대 행사로 클래식 콘서트, 경제토론회, 심포지움 같은 다양한 행사를 치르는데,
행사 내용은 해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한 무역의 날 전후 한 주일을 무역주간으로 지정해 특
별한 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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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활동지.1

무역의 의미
무역의 의미를 알아보자.
1.‘무역’
하면 떠오르는 낱말을 적고 이야기해 보자.

2. 위 낱말 중 어려운 낱말의 뜻을 조사해 보자.
낱말

뜻

수출
수입

3. 사전에서 무역의 의미를 찾아보자.
낱말

뜻

무역

㉡㉣와 ㉡㉣ 사이에 ㉦㉣ ㉤㉠을 ㉦㉠㉬㉡ 일

정답

(정답 :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물건을 사고파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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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활동지.2

무역과 관련된 기관 조사하기
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을 찾아 조사해 보자.

1. 산업통상자원부(http://www.motie.go.kr)에서 하는 일을 조사해 보자.

2.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하는 일을 조사해 보자.

3. 위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무역홍보관(http://trade.motie.go.kr)을 방문, 아래 내용을 조사해 보자.
① 한국 무역 역사 :
② 한국의 세계 일류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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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활동지.3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의 변화 이해하기
무역 관련 신문 기사를 읽고 토의해 보자.

한국,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50년간 무엇을 해외에 팔았나

올해 우리 수출업계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3년 연속 1조 달러 달성, 사상 최대 수출, 사상 최대
무역흑자다. 1946년 수출액이 고작 3,500만 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이 60여 년 만에 낸 성과다. 64년 수
출 1억 달러를 달성하고 2011년 수출 5,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동시에 전 세계 9개국만 달성한 1조 달
러 클럽에 진입했다. 성장 속도도 빨랐다. 1억 달러에서 1조 달러 달성까지 23년이 걸려 중국(16년)과 미
국(20년)에 이어 한국은 세 번째로 짧은 기간 만에 쾌거를 이뤘다. 50여 년간 우리 수출이 연평균
19.2%의 속도로 쾌속 질주한 덕이다. 빠른 성장속도만큼이나 수출 품목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전후
50년대 수출 품목과 2013년의 수출 품목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크다.

수출 품목 및 수출액(달러)
연도
1위

2위

3위

4위

5위

1961년

철광석
(530만)

중석
(510만)

생사
(270만)

무연탄
(240만)

오징어
(230만)

1975년

의류
(11억 3210만)

어류
(3억 2190만)

인조섬유
(2억 7180만)

전기기기
(2억 4240만)

합판
(2억 810만)

1989년

의류
(87억 6280만)

반도체
(40억 2460만)

신발
(35억 8750만)

영상기기
(34억 9090만)

컴퓨터
(26억 60만)

2013년

반도체
(519억 6200만)

석유제품
(492억 4400만)

석유화학
(443억 1700만)

자동차
(439억 7200만)

일반기계
(422억 9500만)

【출처】중앙일보 2013. 12. 06.

1.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이 시대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야기해 보자.
2.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이야기해 보자.

Ⅲ. 교사용 지도 자료의 실제

223

각종 기념일 등 이해교육 지도서
⌜초등용 개발자료⌟
발행일 2014년 6월 30일
발행인 서울시교육청
펴낸곳 도서출판 북산
등록번호 206-92-49907호 2010년 3월 10일
135-84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67길 20, 201호
전화 02-2267-7695 팩스 02-558-7695
홈페이지 www.glmachum.com
ⓒ 2014 서울시교육청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서울시교육청의 서면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