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조미진 부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양식 

EBBP03

□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이하 GSP)란 개도국의 무

역증대를 통한 개도국의 경제발전 촉진을 목표로 선진국들이 개도국 수입품에 대

하여 MFN 관세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무관세를 적용하는 등 관세상 특혜

를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제도임. 

□ 개도국에 대한 관세상 특혜 논의는 UNCTAD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1964년 제1
차 UNCTAD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되었음. 

 - 이후 UNCTAD와 OECD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합의과정을 거쳐 1970년 

UNCTAD의 무역개발위원회(Trade and Development Board)에서 GSP 실시에 대

한 합의가 이루어짐. 
   
□ 선진국의 GSP 공여는 1971년 시작되었는데, EC 6개국이 최초로 시작하였으며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등 세계적으로 총 13개 GSP 제도가 시행중에 

있음. 

□ GSP 제도는 수십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개도국의 무역·경제 발전에 상

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표적인 대개도국 지원방식으로 여겨지고 

있음. 

 - 그동안 이 제도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도 우리 경제의 국제적 위상 

변화에 따라 GSP 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측 여건에 맞는 GSP 도입을 위한 전략적인 방안을 

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추진 방향



마련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한국의 GSP 도입 여건 및 GSP 공여에 따른 정치·경제적 의의 분석 

□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의 GSP 제도 현황을 살펴봄. 

 - GSP 수혜대상국, 수혜품목, 특혜율(관세감축 정도), 졸업제도, 수혜제한조치 및 

원산지규정 등을 비교·분석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과제명: 일반특혜관세제도의 도

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구자(년도): 김남두(1996)
-연구목적: 일반특혜관세제도 도

입 가능성 검토

-문헌조사 - 주요국의 GSP 성격 및 운용 현

황

- 한국의 GSP 도입 여건 

- 주요국의 GSP제도의 세부 내용

(수혜 대상국, 대상 품목, 특혜 

제한 조치, 졸업 규정 등) 비교 

2

-과제명: Handbook Series on 
the GSP Scheme
-연구자(연도): UNCTAD
-연구목적: GSP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별로 각국의 제도 현황 

보고

-문헌조사

-통계분석 

-각 국가별 GSP 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보고서로 수혜 대

상국, 품목적용률, 졸업 요건, 원산

지규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음. 

양식 
EBBP05

본 연구

-GSP 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

서는 주요국의 GSP 제도의 현

황을 살펴보고 한국의 여건에 

맞는 GSP 도입 방안을 검토함. 

-통계분석

-문헌조사

-주요국의 GSP 제도 현황

-한국의 GSP 도입 여건 검토

-한국의 대개도국 특혜 현황 파

악 

-한국의 GSP 도입 추진 방향 제

안 

 



□ 우리측 여건을 고려하기 위해 최빈국을 포함한 개도국과의 특혜무역협정의 운영 

현황 분석

 - APTA, GSTP 협정 및 한-칠레, 한-아세안 FTA 등에 따른 개도국에 대한 특혜

현황 파악 

 - 특혜수혜 제한조치, 졸업규정, 원산지규정 등 GSP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 연구 

         
□ 상기의 분석을 토대로 우리측 여건에 맞는 수혜 대상국, 수혜 품목 등에 대한 단

계적 GSP 도입 방안 검토 

  -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GSP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동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추진 방안 연구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주요국의 GSP 제도는 UNCTAD 보고서 및 국별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여 자료 수

집 실시 

 - 가능한 경우 통계자료를 확보하여 GSP 제도를 통한 교역량 분석 

□ 한·칠레, 한·ASEAN FTA 협정문을 비롯하여 APTA, GSTP 등 개도국간 특혜무

역협정문의 양허안 분석 

□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주요 국가들에 대한 방문 및 전문가 면담

□ 세부추진일정 

  ◦ 연추심: 2011년 3월

  ◦ 연중심: 2011년 8월



  ◦ 연결심: 2011년 10월

  ◦ 전문가 초청 간담회:  5월, 6월 2~3차례 간담회 추진

 ◦ 관련부처
양식 

EBBP08

  -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 국정과제 관련성
양식 

EBBP09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GOVI005 성숙한 세계국가 GOVI118 국익을 우선하면서 세계에 
기여하는 실용외교를 
수행하겠습니다.

▣ 기대효과
양식 

EBBP10

 - 지난 2009년 OECD/DAC 가입, 2010년 11월 G-20 개최 예정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의 국격 제고가 차원에서 GSP 도입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본 연구결과는 GSP 제도 도입과 운영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시작일 2011.1.1 종료일 2011.12.31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