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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머 리 말

李 榮

(社會敎育科)

基

GSP제 도는 開發途上國의 輸出增大와 工業化의 f足進을 效率的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1971

년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실시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GSP제도아래서 受惠開發途上

國들은 輸出時 關脫륜 引下 또는 免除받음으로써 그들의 輸出뼈張과 工業發展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1971년 이후 EEC , 美國， 日本 등지에서 실시된 GSP는 그동안 점차 확대되어 현재 우리

나라에 GSP를 供與하고 있는 나라는 20여 개 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 나 최 근 世界 質易上

의 保護主義의 경 형:과 함께 先進工業國들은 후業擺念， 國別쿼 터 제 및 실펑 제 도 등을 도입

하여. 先進開發途上國에 대한 特惠提置에 直接 또는 間接的으로 制限을 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輸出도 최근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최근 EEC의 韓國에 對한 受훌、停

止 品目의 增加냐 美國의 知的 所有權의 保護 요구 및 市場開放의 압력 등-은 이를 잘 나타

내 주고 있다 하겠다.

이렇듯 先開途上國에 대한 先進工業國의 制限擔置가 날로 강화되어 가고 있기는 하나 特

愚關脫下의 輸出의 기회가 完全히 봉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持續的인 輸出의

增大를 위해 各國의 相異한 GSP制度와 그 品目에 대하여 여려모로 철저하게 연구하고 검

토함오로써 GSP受惠輸出의 확대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 러 한 目的에 부응하기 위 하여 첫째 GSP제 도의 成立과 展開， 둘째 GSP의 體制와 構

成， 세째 主몇國의 GSP運用과 韓國質易의 i:&善策에 대하여 論하고자 한다.

GSP제 도의 성립과 전개에 있어서는 제 2 차 世界大戰後 自由賢易을 표방하였띤 GATT체

제가 왜 失敗하였으며 UNCTAD는 어떠한 目的에 의하여 設立되었는가를 알아보고 GSF

展開過程과 그 意、義 등을 具體的으로 究明해 본다.

다음 受惠對象品目 및 受惠國， 保障擔置， 原塵地規定을 중심으로 GSP의 體制와 構成을

詳論하고 主몇先進國들의 GSP운영 과 이 에 대 처하는 우리 나라의 賢易振興 또는 改善策을

新究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船究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質易과 相關關係가 깊은 美國， EEC, 日本의 G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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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度와 運營方法이 主로 比較 또는 分析對象이 되 어 있음을 附記해 둔다.

II. GSP의 成立과 展開

1. GATT體制와 GSP成立

1) GATT體制의 失敗

第 l次大戰後 特히 1929年의 세계공황後 1930年代에 야기되었던 各國間의 關脫政策과 이

에 짜르는 各國 經濟의 Block化는 더 없는 世界經濟의 混亂을 招來하였우며 質易의 自 由化

를 극단적우로 펴害시켰다. 第2次大戰後 이와 같은 第 l次大戰 以後의 세계경제의 混亂을

再然시 키 지 않기 위 하여 賢易숲般에 대하여 各國政策의 基準이 되는 原則과 이 原則을 實

施하는 國|聚機構를 創設하고자 하는 氣運이 高湖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世界的 몇請과 &)、

몇에 따라 1947年에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짧生을 보게 되

었다.

GATT의 理念은 各國經濟의 緊榮을 위하여 無差別인 同時에 互惠的인 自 由質易을 實現

하는데 있εL며 具體的으로는 @ 生活水準의 向上 @ 完全屬傳의 達成 @ 寶質所得의 增加

와 有效需흉찰의 確保 ®t比界資源의 完全利用 @ 財貨의 生塵 몇 交換의 據大를 目標로 하

고 있다. 또한 이 理念의 實現手段으로써 @ 關脫 및 기타의 質易障慶의 實質的 輕減 @

國際通商上의 差別待週외 廢11:를 主張하였다.

llP, GATT는 「最惠國」原則과 「互惠主義」를 基本原則오로 하여 世界質易의 增進을 通한

各國의 緊榮과 福社의 向上을 꾀하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서 最惠國原則 (Most-favored

nation Principle) 이 라 함은 모든 國家는 世界賢易에 있어 平等하게 待遇되어야 하벼 따라서

如何한 國家도 差別待週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이는 곧 無差別

原則 (Non-discrimination Principle)의 다른 表現이기도 하다.

한펀 互惠主義(Reciprocity)는 賢易規定을 改正할 必몇가 있을 시 그 改1£은 모든 關係國

家의 利益에 符合이 되도록 하여 야 한다. 즉 그 改正은 互惠主義를 基없흉로 하여 이 루어 져

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GATT의 理念에 따라， 즉 最憲國原則과 互惠主義原則에 따라 世界質易이 이

루어진다면 그 뼈張도 빠블 수 있고 開發途上國과 先進國間의 賢易摩據도 생킬 수 없다.

그러나 實際로는 自由質易을 표방하면서도 保護質易을， 無差別原則을 내세우면서도 開發途

上國에 대한 差別待週률 서슴치 않는 事例가 빈번히 發生하였다. 이려하여 開發途上國家는

GATT體制下에서 本意아닌 不利益을 납受하지 않A면 아니되었다.

2) UNCTAD의 設立과 그 背景

앞에서 본 바와 같이 GATT는 짧展途上國家의 質易增進에 대 하여 기 여하는 바 크지는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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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러나 GATT는 1960年代 以後 계속해서 發展途上國家의 質易問題에 대하여 關心

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즉 GATT內에 1961年 開發途上國의 문제해결을 위한 第 3 委員

會를 설 치 하였으며 低開發國 質易t몽進에 관한 宣言 (Declaration on Promotion of the Trade

of Less Developed Countries) 을 채택하고 이와 함께 1962年 7月 아시아， 아표려카， 중남미

의 開途國 代表가 카이 로에서 開發途上國의 質易과 開發을 위한 會談을 조속히 開f崔할 것을

宣言하었다. 그리고 1963年 實行計劃을 채 택하였는바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CD 開途國에

대한 關脫 및 非關脫 (non-tariff) 장역의 중지，CZ) ’ 65年 12月 31 日 까지 開途國 輸出品에 대

한 數量制限의 철폐，@ 熱帶塵品의 無脫輸入，@ 發展途上國家로부터의 半製品에 대한 關

脫의 輕減 또는 敵廢 등이다. 그러나 이 實行計劃은 단순히 실행계획우로서만 끝났고

GATT는 이를 實質的으로 實行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라하여 發展途上國

家들도 그들의 홍§求를 관철시키기 위한 場을 GATT대신에 UN의 場으로 옮기게 되었다.

UN에 있어서는 1950年代 中期 이후 UN內의 開途國의 수가 점차 增加함과 아울러 그 관

심사도 政治的 問題에서 經濟的 • 社會的 問題로 이동하게 되 었다. 그리고 1961年의 第16回

國際聯合에서 開途國은 國際質易과 開發 (Trade and Development)에 관한 회의를 흉흥求하는

案을 제출하였고 그뒤 이에 의한 준비위원회 (1)는 이러한 일을 위한 하나의 기관을 만드는

데 동의하고 Raul Prebisch를 준비위원회 의장으로 선출하였다(1963 ""-' 1964).

여기서 2개의 주요한 文書가 提出되었다‘

그 하나는 “開途國의 商品과 貴易問題 : 제도적 규약" (Commodity and Trade Problem of

Developing Countries: Institutional Arrangement)흐로서 이에는 새로운 質易縣序를 위한

GATT의 개 선과 이와는 반대로 새로운 獨立機關의 創設을 주장하는 2개 의 서로 反對되는

견해가 內包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發展을 위한 새로운 賢易政策方向" (Towards a New Trade Policy for

Development)에 관한 ‘Prebisch보고서 ’ 로서 이 에 있어서 표레 비쉬 (R. Prebisch)는 GATT의

自 由 •無差別 • 相互主義의 質易原則이 先進國과 後進國의 構造的 不均衝을 인정 하지 않은

매우 不平等한 것염을 밝히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2)

以上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開途國들은 開發을 희망하지만 이것이 自國의 힘만ξζ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先進諸國에게 特惠 供與에 의한 도움을 청했다. 이러한 요구와 함께 마침내

1964年 3月에서 6月에 걸쳐 UN質易開發會議(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가 121個國이 참가한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開f崔되었￡며 이에 있어서 特惠供與의 문

제가 최초프로 UN에 등장하였고， 先進國과 後進國의 意見對立흐로 會議가 決짧되긴 하였지

(l) 1963년 11월 ， 제 7 차 유엔총회에서 UNCTAD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 설치를 결의하였음.

(2) 1968年 Prebisch는 제 2 차 보고서를 제 출했a며 이 의 內容도 1964년의 l차 PrebischReport와 理

論的으로 그 맥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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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特惠供與特別委員會가 設置되었다.

이러한 1964年 회합의 결과로 비복 질질적인 經濟上의 質易과 開發에 관한 效果는 별로

없었다 하더라도 開途國은 국제적 회합에서 그들 個個의 重훨性이 團結에 의해 부각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 었으며 그 代表的인 例가 77 Group의 出現이다 (3) 뿐만아니 라 1964年의

회 합의 결과 UNCTAD는 영구적 인 UN사무국으로 남게 되 었다.

그려나 實際에 있어 開途國의 聯合에는 많은 問題點이 노출되었다. 즉 開途國은 先進諸

國보다 단결이 더욱 어려우며 그들의 相對的 餐因에 있어서도 거의 공통성이 없기 때문에

質易에 관한 특별한 어떤 유인도 불과 몇몇 開途國에게만 이익을 주는 結果가 되는 수가

많았다. 따라서 發展途上國家는 그을의 主張에 있어 意見統一을 보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3) G.S.P.制度의 成立

(I) G.S.P.制度의 成立過程 및 핍華

UNCTAD內에 있어서도 各國家群들은서로의 主張을 달리 했다. 發展途上國들은先進諸

國의 市場에 ;접근하기블 원했우며 社會主義國家들은開途國우로부터의 好意、와 西方測 先進

諸國의 罪惡相을 지적활 기회를 가지기를 원했다. 이에 대해 a.E.C.D.의 先進諸國들은 發

展途上國家들이 當面하고 있는 質易과 開發의 諸問題에 대하여 同情的이면서도 다른 -‘面

에 있어서는 現狀維持블 도요코저하는 防響的 手段을 취하였다. 이리하여 a.E.C.D.의 諸國

은 輸入觀爭을 問題視하는 保護主義者의 政治壓力團體와 輸出志向의 質易據大를 主張하는

政治壓力團體의 雙方우로부터의 反 GSP壓力과 싸워야 하였고 이와 同時에 開途國들로부터

는 特惠供與의 흉§求를 받게 되어 커다란 딜레바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63年 5月의 GATT 각료이사회에서 최초로 特惠關脫問題가 論議되었ξL

며 그후 1964年 3월 에 제 네 바에서 開f崔된 제 1 차 UNCTAD총회 에 서 具體的으로 討議되기

시 작하였고 당시 Prebisch U.N.사무국장이 rTowards a New Trade Policy for DevelopmentJ

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開途國의 모든 製品 • 半製品에 대한 Tariff Quota制의 特惠供與를 제

안하였다.

그러 나 美國이 반대한 1964年의 會議에서는 特惠供與에 대한 우호적인 結論에 도달하지

는 못하였으며 또한 開途國 Ii훌品에 대 한 最惠國關脫率은 Kennedy Round 以後 매우 낮

아져서 G.S.P.에 의 해 마련된 特惠關脫 마진은 낮아져 도저히 開途國의 輸出을 자극하는

調因은 되지 못하였다. 어쨌든 1964年 회의의 결과 1965年 a.E.C.D. 각료이사회가 열리고

여기서 特惠供與에 대한 통일척 정책의 작성 (4)에 훌手하였다. 그리고 이려한 노력은 제 3

(3) 77 Group이 란 1963年 UN총회 에 셔 開途國 聯合효言에 사인한 주로 Asia, Africa, ;Latin-America
의 나라들을 말하며 1976年 UNCTAD N가 개최될 때 까지는 모두 111個國이 되었다. 그리고

이 77그룹은 開途國의 공통기 반이 되 었다.

(4) 서독 등은 단일일반특혜제 (A Single Generalized Preferential Scheme)를 주창하였고， 프랑스 등

은 先 • 後進國의 상호교섭에 의한 선택적 특혜제 (A Selective Preferentia l)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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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의 關係改善을 주장하는 외교정책집단의 지지를 받았￡며 E.E. C.와 연결된 Africa國

家들의 영향이 매우 컸다. 이들 Africa國家들은 E.E.C.國家들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美國

에 壓力을 가함오로써 유럽市場에 접근할 뿐만 아니라 美國市場에서의 特惠를 獲得하고자

하였다.

그 結果가 期待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뒤 美國은 Africa와 Europe間의 地域主義 (regio

nalism)的인 경제운영에 反對하여 1967年 4月 라틴아메리카와의 Punda del Este회 담에서

G.S.P.制度의 同意에 관한 公式宣言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美國은 E.E.C.와 같은 선택적

特惠供與 (Selective ·Preferential)가 아닌 無差別的 (non-discriminate) 特惠供與가 더욱 바람

직 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와 함께 1968年 뉴텔리 UNCTAD 2차총회 에서는 비 록 具體的인 內容에 대 하여는 結論

을 얻지 못하였지만 特惠關脫의 早期確立을 결의하고 特惠特別委員會를 設置하였다.

한펀 開發途上國들도 1967年 10月 1013부터 2주간에 결 쳐 第 l 次 77 Group회 의 를 열고，

기본전략을 모색한 결과， 開途國의 立場을 共同으로 表明하는 알지에 핸장을 채택하고 特

惠關脫에 관한 原則을 발표하였다 (5)

。1 후 4次에 걸친 UNCTAD特惠特別委員會에서 先進諸國과 77 Group의 意見의 差異가 좁

혀 지 고 1970年의 UNCTAD特惠特別委員會에 서 一般特惠關脫lIiU度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의 구체적인 實雄에 관한 최종 合意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特惠關脫制度 實施에는 하나의 問題點이 남게 되었다• .!'lP, G.S.P. 는 特惠， 다

‘시 말해서 差別的 待遇 原則의 바탕 위에 成立될 수 밖에 없는데 이 差別的 待遇는 GATT

第一條 즉 最惠國原則-無差別原則-과는相衝된다는 事實이다. 때문에 GATT의 加盟國은

GSP下에 서의 貴易은 最惠國原則의 通用을 免除받아야만하였고 그러기 위하여 1971年 6月

GATT제 네 바 理事會에서 最惠國原則의 10年間 義務免除(Waiver)를 議決하였다. 이리하여

1971年 l月 1 日 ， E.E.C.에 의하여 最初로 G.S.P.制度가 導入됨에 이르렀다.

(2) G.S.P.의 體制 및 意義

G.S.P. 란 1968年 UNCTAD 2차 뉴텔리총회에서 결의된 명칭인 ‘一般的 非相互主義的 ·’
無差別的인 特愚制度 (System of Generalized, Non-reciprocal, and Non-discriminatory Pre-

(5) 알지 에 헌 장의 特惠關係에 관한 原則은 다음과 같다.

CD 第 2回 UNCTAD에 서 一般特惠關鏡에 관한 協定이 練結될 수 있도록 한다. ~ 先進國은 最

後進開發途上國에 特別提置를 取한다. ® 特惠對象品 目 에 는 製品 • 半製品뿐 아니 라 加I ' 半까

工한 一次塵品도 포함시켜 야 한다.® 特惠關親는 모든 先進國이 모든 開發途上國에 體與하는

것이어야 한다. @ Safeguard clause는 容觀的 基準에 依해야 하며 또한 國際的인 合意가 있어야

한다.® 기존의 特惠는 廢止하여 야 하며 이 의 廢止로 因한 開發途上國의 被害에 대한 補價規定

이 있어야 한다. (j) 特惠供與期間은 20年ξ로 하고 終了時에 檢討하여야 한다. ® 先進國은 原

料의 減少 및 其他의 提置로 特惠利益을 해쳐서는 안환다. ® UNCTAD 산하에 一般特惠關脫힘

度를 管理 •檢討할 수 있는 機構를 設立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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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ence) ’ 에 서 도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開發途上國의 輸出鍵大 및 工業化의 댐進을 위

해 先進國이 開發途上國으로부터 輸入하는 農水塵品 및 工옳品 등에 대하여 一般的.s로 無

關脫의 적용 또는 低率의 關脫를 부과하는 關脫上의 特惠待週를 말한다. 여기서 -般的

(generalized) 이 란 말은 況世界的염을 의미하며 非相互主義的 •無差別的 (non-reciprocal,

non-discriminate)이 란 말은 域外國家의 差別을 排除하는 一方通行的 特惠供與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더 나아가서는 GATT 會員國中에서의 先進國과 開發途上國의 相互主議를排除하

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처l 이 와 같은 GSP에 關하여 그 制度의 대 강을 간추려보고 아울러 1970年代와 1980年

代 주요국의 GSP전개과정을 알아보기로 한다.

GSP制度는 대개 수혜대상품목(product coverage), 관세캄면의 폭 (depth of cut) , 원산지

규정 , 보장조치 (safeguard mechanism) 등￡로 구성되 어 있다. 수혜 대 상품목은 GSP供與國

家의 經濟現實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로 Positive List制와 Negative List制의 2가지 방법

에 의해 정해지고 있고， 관세감면의 정도는 各國이 每年 發表하고 있다. 그리고 원산지규

정은 附加價{直基準과 加I度基準의 2가지 에 의 하며 , 保障提置는 Ceiling制와 Escape Clause

의 2가지 에 依하고 있다.

2. 1970年代 以後 G.S.P.制度의 展開

1) 各國의 G.S.P.의 成立과 進展

1968年 UNCTAD 2차총회와 1970年 TDB 특별회의의 結果 1971年 7月 l 日 최초료 E.E.C.

가 G.S.P.制度를 實施했으며 1971年 8月에는 日本이， 1971年 10月에는 노르웨이가 1972年

1月에는 댄마크， 펀란드， 아얼랜드，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퉁이， 1972年 3月에는 스위스

가" 1972年 4月에는 오스트리아가， 1974年 7月에는 캐나다가， 그리고 1976年 l月에 는 美國

이 각기 G.S.P.體系플 수렴하였다. 여기서 미국이 다른 國家보다 다소 늦게 G.S.P.制度블

實施하였는데， 미국이 이처렴 늦은 理由는 G.S.P; 實施의 근거법언 美74週商法 (Trade Act

of 1974) 이 1975年부터 발효했기 째문이다.

이렇게 G.S.P.制度가 실시된 이후 開途國은 第 7 次 GATT의 무역협장인 東京각료회의에

서 開途國에 對한 GATT規定 檢討問題를 제기 함으로써 GATT貴易協商委員會는 Framework

協商그룹을 설 치하고 開途國에 대한 特惠關脫制度 등에 관한 法的 地{立흘 討議하게 되 었

다. 1973年 9月에서 1979年 4月까지 계속펀 同協商에서 우여콕절 끝에 G.S.P.制度에 대한

法的 抱東力을 부여하게 되었￡며 1979年 11月 28 日 GATT총회는 이러한 Framework協約

을 GATT 4部에 導入시키는데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G.S.P.에 關한 同協約의 內容은 GATT 1條의 最慮國待週原則이나 無差別待遇原則에도

불구하고 開途國에 대한 G.S.P.供與플 合法的인 質易規範으로規定하고 있는 바， 1980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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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1 日 부터는 實拖期間의 長短에 구애됨이 없이 GATT 25條 5項의 Waiver를 獲得할 必

훨性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함께 同協約에 따라 직E業擺;念 (Graduation Concept)

역 시 明文化됨으로써 그후의 開途國의 후業問題 論爭이 本格化되 었다.

2) 1980年代 GSP制度의 展開

1980年代 GSP의 커다란 爭點의 하나는 쭈業問題라고 볼 수 있다. 美國에 依해 거론되어

1983年 6月 유고 벨그라드에서 開{崔된 第六次 UNCTAD총회 에서 재거론된 이 問題는 新興

工業國 (NICS)을 겨냥한(이들 신흥공업국은 주로 先發開途國에 해당한다) 것￡로써， 이제

第 2 期에 접어들고 있는 GSP制度에 있어 先進國과 先發開途國 사이의 중요한 論爭點￡로

퉁장했다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주로 우리 經濟와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美國， 日本， E.E.C.를 中心

으로 1980年代 GSP의 展開狀況을 살펴볼 것이 다.

먼저 美國의 GSP는 1974年의 週商法에 의거， 대통령의 명령형식￡로 實施되고 있는데

第 l 期 實拖期間은 1977. 1. 1rv1985. 1. 3間의 9年으로 올해 부터 第 2期를 맞게 된다. 수

혜대상국가는 1984年 現在 142個國으로 共塵國家， OPEC會員國， 國際賢易縣序를 교란시키

는 國家 等에 대하여는 受惠對象에서 除外시키고 있다.

特히 美國은 ’ 81 GSP 會計年度부터 독자적인 品目別 추業擺念을 도입하였으며， ’ 82年

11月 개최된 GATT 각료회의에서 소위 南北市場開放協商(North-South Round on Market

Access)을 한 議題로 채택할 것을 제의하였는데 그 內容은 先發開途國에 대하여는 GSP의

適用을 정 치 시 키고 대신 현 GSP脫率과 MFN脫率의 中間에 先發開途國 特惠親率을 設定

適用하고， 대신 先發開途國은 先進國의 關心分野에 있는 서버스 및 상품의 輸入을 양허해

주는 相互主義的인 것으로서 이는 開途國測의 彈한 反對에 부딪쳐 우산되었다. 그리고 現

左 美國은 1985年에 서 1993年까지의 第 2期 GSP를 實雄하고 있다.

EEC는 GSP制度를 가장 먼저 導入한. 以後 現:tE 第 2 期 (1981 rv 1990) GSP를 實施하고 있

는데 실제 운영면에서 대단히 엄격하다. 對象品目에 대하여는 Positive List制블， 農塵物에

대하여는 Escape clause, 工塵品에 대하여는 ceiling制를 各各 適用함과 아울러 Community

Tariff Quotas制度를 實施하고 있으며 開途國을 先發開途國과 後進開途國o로 분류하여 先

發開途國에 對한 特惠를 점차 줄여나갈 방침을 세우고 있다.

日本도 現在 第 2 期 (1981. 4. 1rv1991. 3. 31) GSP를 實施하고 있는데， Ii훌品의 경우

ceiling制를 채택하고 있으며 輸入量을 철저히 조사하여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GSP受惠를

정지시키고 있다.

어쨌든 GSP가 그동안 受惠國家의 輸出商品價格鏡爭力을 제고하여 開途國의 輸出增大와

經濟發展에 어느 정도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最近들어 新興I業國들의 國際觀

爭力이 높아점에 따라 先進諸國은 이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新保護質易主義政策을 彈化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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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 에 따라 이 들 先發開途國에 대한 GSP供與福이 점 차 줄어들었으며 또한 이 들 先發開途

國들을 GSP對象國家에 서 除外시키려는 움직임까지도 보여지고 있다.

ill. GSP의 體制와 構成

1. -般特惠關親뿜III좋와 開發途上國

지난 1971年 以後 EEC와 R本을 선두로 實施되기 시착한 GSP는 美國 등의 여러 선진국

으로 據大되어 현재 20여 개의 先進國이 약 140여 개 (속령 포함)의 開途國에 特惠供與롤 하

고 있으며， 供與期間 역시 第二期를 맞고 있다.

그리 고 이 러 한 一般特惠關脫制度의 成立過程에서 世界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어 떤 國家

블 開發途上國드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政治的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러

한 가운데에서 등장한 것이 受惠對象國의 基準으로서의 자기선택 (self-election)의 漸念이다.

이에 의하면 어떤 나라도 自國은 發展途上國이며 GSP下에서 쫓益國으로서의 資格이 있다

고 提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담己選擇의 원칙은 불가리아， 쿠바， 루마니아， 대만，

유고슬라비아 등과 같은 比較的 發展된 나라들까지도 受益國으로서의 地位를 요구함에 따

라 難關에 逢훌하게 되었다.

GSP制度는 開發途上國의 輸出增大와 工業化의 f足進을 통해 궁극적으로 開途國의 경 제 개

발을 f足進시 킨다는 前提아래 國際質易上의 基本原則인 相互主義의 原則조차도 留保한 채

先進工業國은 開途國의 輸出商品에 대해 關脫를 인하하거나 면제해주게 되었으며 이러한

先進國의 GSP制度아래 서 우리 나라를 비릇한 많은 受益開途國들은 價格경 쟁 력 상의 상당한

利益을 보게 되었다 하겠다.

그러 나 最近들어 保護賢易主義의 據散과 함께 先進工業國들은 先發開途國에 대한 特惠制

限과 最低開途國에 대한 특혜 폭의 확대원칙을 내세워 GSP計劃에 흔히 말하는 추業擺念，

國別 Quota制， Cei1ing制度 등을 導入하거나 國別 • 品目別 例外提置와 같은 차별적 인 規制

方式을 實施함으로써 韓國을 비훗한 대만， 멕시코 등의 先進開途國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게 되었다.

그러나 規制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GSP에 의한 선진국 市場接近機會가 상실되는 것이 아

니기 때문에 各國의 GSP制度에 대하여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必要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이 章에서는 우리나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美國， EEC, 日本 등

을 중심으로 GSP의 主흉용構成部分에 대 해 언급해 보고자 한다. 이 들 各國의 GSP制度는 細

部的인 事項에 대하여는 약간씩 差異를 가질지 모르나， 自國塵業의 保護블 위한 保障錯置

의 彈化 풍의 -連의 조치나 全體的인 GSP의 골격에서는 根本的인 차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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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GSP의 主훨構成內容인 受惠對象 (Product Coverage) , 保障擔置 (Safeguard Measu

res) , 原塵地規定(Rules of Origin) 등에 대하여 좀더 詳細히 살펴보기로 한다.

2. 受惠對象品目 (Product Coverage) 및 受惠國 (Beneficiary Country)

1) 受惠對象品目 (Product Coverage)과 主몇國의 GSP制度

受惠對象品目에 대하여는 開發途上國이 「모든 製品에 對하여」라는 提案과 「원칙적드로

工盧品을 중심으로 한 製品， 半製品에 對하여」 供與할 것을 주장하는 提案이 있었다. 즉

Prebisch의 報告書완(閔途國의 알지에 현장의→준로 「모든 製品에 대하여」를 주장하였고 先

進國의 特惠그룹會議의 4개 국 보고서에서는 「원칙적S로 工塵品 中心의 製品， 半製品에 대

하여」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般特惠關脫制度의 目的이 開途國의 工塵品 등에 대한 生塵의 f足進을 주로 하였

다는 점을 고려하여 除外品目리스트 (Exception List) 外의 全工塵品에 대하여 無關脫의 原則

을 채택히-였다.

그리고 具體的인 受惠對象品目은 GSP供與國家의 經濟現實에 따라 차이가 있우나 主로 2

가지의 방식을 채 택 하고 있는데 , 하나는 Negative List制이 며 다른 하나는 Positive List制이

다. 여기서 Negative List는 受惠對象에서 除外되는 品目을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品目

에 대하여 全部特惠를 주는 방식이며 Pm,i.t i.ve List는 受惠對象品目을 個別的으로 지적하고

그 이외의 품목은 受惠를 받지 못하는 제도를 말한다.

‘ 어쨌든 GSP供與國은 除外品目리스트를 設置함￡로써 受惠國에 대하여 名實相符한 特惠

를 부여하는데 대 단히 인색하였다. 特惠供與國뼈ij은 製品 및 半製品만을 工業製品에 포함시

킨다고 해석하였고 加工 또는 半加I의 農훌品은 GSP의 對象外라 간주하였다. 이와 같은

農塵物에 대한 取振은 또한 先進諸國의 農業保護政策에 의하여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실제로 1970年의 質易量을 基準으로 하는 경우 다음 表에서 볼 수 있풋이 特惠供與國드

로의 開發途上國家로부터의 輸出의 半以上 (58%)은 無脫로 流入하였다. 이는 開發途上國이

그 태 반이 關脫가 願課되 지 않는 工業用 原資材블 傳統的￡로 많이 輸出해 왔다는 事實에

〈表 l) 特惠供與國과 受惠國과의 質易(1970)

全製品

MNF關親下의 無짧品目

GSP對象外의 課親對象 農§용4w

國內生겉용을 保護하기 위하여 GSP로부터 除外환 課鏡對象 工業製品

GSP受惠對象品 目

* 賢料 :UNCTAD事務局 提供

1 金 題 l($ billion)

20. 7

5.5

比 率
(percent)

100

58
14

1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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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 主훨國의 GSP適用 輸入狀況

師大論輩 (32)

單位:百萬달러，%

GSP受惠國으로부터 의 輸入

國 名 題 l M F N 有 規 I GS 權入題 |(B) fIR I ~'f:， 目 (輸C)入題 E/B E/C

美國(1980) 73,346 57,543 7,319 10.0 12. 7
日本 (1982) 76,309 62,112 5,263 6.9 8.5
E C(1981) 111, 280 29,250 9,001 8.1 30.8

* 資料. ·r賢易ε 關係J 1984. 7.

연유되는 것이다. 關脫가 戰課되는 農塵物의 !徐外는 發展途上國의 輸出의 14%를 白하고

있다. 이들 두 種類의 옳品을 合하면 發展途上國家의 輸出의 거의 3/4를 古하고 있다. 따

라서 GSP特惠關脫待週블 濟在的으로 받는 I業製品 輸出은 特惠供與國測과의 賢易의 約

1/4에 지 나지 않는다.

또한 特惠供與國은 rImport SensitiveJ 品目을 定하여 國內生塵者블 保護하고자 이틀 品

目을 GSP受惠對象에서 除外시켰다. 이것이 차지하는 比率이 15%나 된다. 이렇게 볼 때

결국 GSP受惠對象品目은 불과 13%에 지나지 않는 미미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10여 년 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美國의 경우 1980年에

GSP受惠國에 서 의 總輸入中 약 10.0%만이 GSP에 의한 輸入賴이었으며 日本의 경우(1982

年)는 6.9% EEC (1981年)의 경 우는 8.1%에 불과하였다«表 2) 참조).

2) 종惠對象國 (Beneficiary Country)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受惠國의 선정은 GSP實施에 있어 커다란 政治的 爭點이었다.

즉 開發途上國에 대한 具體的인 정의와 獨立國家가 아닌 海外屬領은 여하히 취급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爭點의 중심이었다.

開途國에 의한 알지에 헌장에서는 「先進國이 모든 開짧途上國에게」를 주장하었고 OECD

의 先進諸國블은 「開發途上國을 자처하는 國家， 屬領 또는 其他地域으로부터의 輸入에」블

주장하였다. 그러나 결국 제 4 차 特惠特別委員會(1 970年 9月 ， 제네바)에서는 GSP종惠블

願하는 開途國들은 自己選擇 (self -election) 의 원칙에 의하여 스스로가 開途國임을 선언해야

하고 供與國이 요구하는 事前節次를 完7해 야만 特惠供與를 받은 수 있게 합의 하였으며 海

外屬領이나 기타 지역에 관하여는 當事國間의 自由載量에 맡기기로 하었다.

이 려 하여 1970年에 受惠對象國으로 登場한 國家가 이른바 屬領을 除外하고도 110餘個國

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開發途上國家들의 輸出能力에는 커다란 隔差가 있었고 따라

서 GSP質易의 集中度는 顯著한 바가 있다. 具體的으로 主훨發展國家로부터의 先進國의 工

業製品의 GSP輸入 推計를 보면 台灣， 韓國， 香港， 브라질 퉁 이른 바 9個의 新興工業國家

들이 GSP賢易의 70% 以上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GSP實施에 있어 종惠對象 및

그 福을 改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자주 대두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最近에 더욱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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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3> 主훨受惠國의 GSP 輸出寶績

계 I 61.5II 소78.6까
~ 계 I 82.5 I II 소
* 資料 : 質公資料(1985) 에 서 再構成함，

美 國 (1984) 日 本 (1984) E E C (1983)

% 惠國 % 受惠國 % 受體惠輸國
全體輪入 全體輸入 全 入

한 국 (2,996) 10.0 29,907 한 국 19.8 8,373 브 라 질 12.0 6,600
대 만 (7,782) 26.0 (백만$) 대 만 '19.6 (憶、원) 인 도 8.6 (백만$)

홍 콩 (4,002) 13.3 (100%) 호。L 도。i 7.5 (100%) 중 공 8.5 (100%)

브 라 질 (1, 889) 6.3 브 라 질 7.2 한 국 7.9
멕 시 코 (5;27ω 17.6 펄 리 펀 6.4 중 공 7.4
싱 가 폴 (2,058) 6.8 스 페 인 4.8 쿠웨이트 6. 7
이스라엘 2.5 말레이지아 4.7 말레이지아 5.8

성 가 폴 3.8 태 국 4.6
벼-...， 시 코 2.5

태 국 9.3
"

日게 論議되고 있으며 이는 美國의 경우 (1984) 主몇 7個 受惠國이 全體受惠願의 82.5% ,

本(1984)의 경우 10個 王흉흉受惠國이 78.6% , EEC:의 경 우 8個 王훨受惠國이 61.5%를 白하

고 있는 데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表 3> 참고) .

3. 保障擔置 (Safeguard Measures)

GSP에 의한 開途國의 輸出增大로 선진국의 自國盧業이 심각한 펴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고 판단될 때 國內塵業의 保護를 위하여 先進國이 開發途上國에 대하여 輸入制限提置를 취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保l훌錯置이다.

이는 GSP의 2가지 측면， 즉 φ 先進國이 開途國에 제공하는 ~方的인 特惠라는 뼈j面과

@ 國際賢易에 있어서 불공평한 質易對象國은 불콩평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理論的 測面

은 기본 前提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結果 선진국의 開途國에 대한 一方的 權利와 選別

的 適用을 인정해 주게 되었다.

이제 오늘날 國際質易에 있어서 흔히 行해지는 몇가지 保l훌提置의 형태들을 언급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 Ceiling制를 들 수 있으며 이는 유렴과 터本 등지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對象品目別 年間 輸入限度를 정하고 이 한도 內에서만 特惠를 제공하는 것오로서 商品이

몇 몇 商品카테고리 (Product Categories)로 分類되고 各 商品카테고리에 는 各己 別個의 輸入

법위內의 品目은 GSP關脫受惠가 주어지고，限度가 設定된다. 이 때 商品 Group Ceiling의

그렇지 못하고 그 범위를 넘어선 E흘品에 대해서는 MNF關鏡가 적용된다. 이 경우 Ceiling

수준은 주로 기준연도의 受惠對象國으로부터의 輸入水準과 非受惠、對象國으로부터의 輸入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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準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물흔 이 Ceiling制度는 基準年度블 사용함 o 로써 시 간척 인 괴 리

(Time lag)가 생긴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Ceiling의 福은 그것이 適用되는 年度가 시

작되기 前에 設定되는 까닭에 計算에 利用되는 實際의 質易量은 Ceiling實施年度보다 적 어

도 2年응 湖及하여야 한다. 가령 1977年에 適用되는 Ceiling福은 1976年 12月에 發表된다.

따라서 1976年 全體를 包括하는 賢易 data는 아직 利用할 수 없다. 그런 까닭에 1975年의

統計資料가 利用된다. 1971年 7月에 EEC가 처음￡로 GSP플 導入하였융 당시 Ceiling福은

다음과 같은 式을 利用하여 1968年의 貴易 data로부터 計算되었다.

Q71=ID68十 O. 05 (M68- ID68)

이 경우 Q71은 1971年에 設定한 塵品 Group에 適用되 는 Ceiling福， m68은 풍惠國 o로부

터의 EEC諸國의 1968年 輸入水準， M68은 開發途上國 以上의 國家로부터 의 EEC의 1968年

輸入水準을 뜻한다. 右邊의 初項은 基本 Ceiling福， 第 2項은 成長훨因， 즉 非受惠國으로부

터의 EEC輸入의 5%이 다. 따라서 Ceiling福은 3年前에 發生한 非受惠國 o로부터의 EEC諸

國에 대한 輸入의 5%의 成長分만큼 每年 增加하게 된다 Ceiling制의 價格에 대한 效果는

다음 그렴과 같다.

만약 GSP가 實施되지 않은 상태라면 先進國 市場에서의 開途國의 供給曲線은 S(MFN)

이 될 것이며 Qo의 量과 PO의 價格에서 웹衝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無關脫의 GSP鏡率下

에서는 공급곡션이 S(GSP) 가 되어 開途國은 같은 輸出價格융 가지고 Ql의 量까지 輸出

을 據大시킬 수 있다. 여기서 Qo의 量으로 輸入限度가 정하여진 Ceiling制를 先進國이 채

택한다면 供給曲國은 위 그렴의 굵은 線과 같은 ABCD의 형태를 띄게 환다. 이 경우에는

GSP의 受惠國은 OQoxOPo'에 서 OQcxOP c'로의 무역 의 利益융 獲得하게 될 것이 다.

S (MFN)

lP4

D

Po

Pc

..-----
Pc' 1- _ - - ~

Po'I---τ

D
A

o Qo Qc Ql

〈圖 1> Ceiling制의 價格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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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Escape Clause에 대해 알아보면 이는 선진국이 開途國에 대한 無制限의 特惠輸入

을 인정하지만 特定商品의 輸入急增으로 先進國內의 自國塵業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GSP의 受惠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세째 , 最高限度願制限 (The Maximum Amount· Limitation) 錯置이 다. 이 는 어 떤 受惠國으

로부터의 GSP輸入을 各塵品群 (Group)의 Ceiling의 50%까지로 限定한다. 이에 該當하는 受

惠國에 대하여는 Ceilingl福을 초과한 輸入分에 MFN關脫가 適用된다. 그러나 다른 受惠國

은 GSP特惠關脫待遇下에 같은 塵品의 輸出을 계속할 수 있다. 이 最高限度願制限擔置의

理論的 根據는 彈한 경쟁력을 가지는 受惠國에게 부여되는 特惠待遇를 制限하고 비교적 경

쟁력이 弱한 開發途上國家에 대하여 相當量의 Ceiling을 留保하는데 있다. 美國의 鏡爭力充

足基準 (Competitive Need Criteria)制度도 이 提置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네째， 쭈業政策 (Graduation Policy) 錯置이다. 이는 特定國의 特定品目이 前記 最高限度

賴制擔置나 경 쟁 력충족기준에 저측되지 않았다 하더 라도 受愚國의 經濟發展정 도， 商品의

경쟁력， 輸入商品에 대한 先進國의 自國內塵業의 민감도 등을 고려하여 임의적오로 GSP受

惠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1980年代 이후 등장한 것요로서 美國의 主훨保

障擔置의 하나이다.

先進國들은 이 러 한 保障擔置를 통하여ι 自國에 有利한 方向￡로 GSP制度를 운영하고 있

다. 이 제 主훨國의 保障錯置에 대 해 具體的 o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美國 GSP의 保障提置

美國 GSP保|똘錯置의 핵심은 鏡爭力充足基準 (Competitive Need Criteria)과 品目 및 풍惠

對象國에 대 한 추業政策 (Graduation Policy)이 다. 여 기 서 경 쟁 력 충족기준이 란 特定受惠國의

특정상품 受惠輸出實績이 一定水準을 넘어서게 될 경우 習年度 GSP受惠對象品目에서 除外

시 키 는 미 국 GSP운영의 基本메 카니즙을 말하며 추業政策이 란 美國이 종惠國의 經濟發展水

準， 個別商品觀爭力程度， 美國의 全般的인 經濟的 利益 등을 고려하여 청意的으로 GSP공

여를 停止시킬 수 있는 制度를 말한다.

그리고 美國은 1985年 1月 4 日 에서 1993年 7月 3 日 까지 의 제 2 기 GSP延長法을 통하여

위의 경 쟁 력충족기준 및 후業政策의 彈化와 함께 대통령의 載量權을 강화함으로써 GSP保

障惜置를 더욱 엄격히 시행하는 한펀 美國質易의 현안문제를 代價로 요구하는 條件附의 特

惠關脫供與로 변모해 가고 있다. 즉 대통령은 다음 事項을 고려하여 GSP의 축소 및 확대

를조정할수있게 하고있다.

@ 당해국가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市場開故 정도

@ 知的所有權(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의 보호정도

@ 왜곡된 投資政策의 是正 및 서어비스交易障慶 해소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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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자 권리의 보호정도

@ 受惠對象品目에 대한 受惠開途國의 경쟁력정도

그리고 이를 위한 基本寶料의 조사를 위해 美通商代表部 (USTR)는 현재 全般的인 조사

(Generel Review)를 실시 하고 있다.

2) EEC GSP의 保障擔置

農塵品과 工塵品 모두에 대 하여 Positive List制를 채 택 하고 있는 EEG.의 경우도 List에

명 기 되 어 있다고 하여 無制限의 特惠關脫가 적 용되는 것은 아니 다. EEC는 保障擔置의 政

策을 도입하여， 開途國에 대하여 特惠를 주되 一定限度를 넘어서면 EEC 域外關鏡率을 척

용하거나 GSP 대상품목에서 除外시키는 조처를 취하고 있다.

즉 農塵品에 대해서는 Escape Clause와 Community Tariff Quota 및 Ceiling 擺念을 도입

하고 있고， 工塵品에 대 해 서 는 Community Tariff Quota와 Individual Ceiling 및 Ceiling 擺

念을 도입하고 있오며 , 鐵維類에 대 해서는 Community Tariff Quota와 Individual Ceiling융

합천 觀念인 Individual Tariff Ceiling을 적 용하고 있다.

3) 日 本 GSP의 保障擔置

19&2년 부터 향후 10년 간의 제 2 기 GSP를 실시하고 있는 日本은 Ceiling制 및 事前劃當

制를 벙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鍵工塵品의 品目管理에 있어서도 日別， 月別 체크를 실시

하는 등 매우 까다로운 GSP의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다.

4. 原塵地 規定 (Rules of Origin)

GSP의 主몇目的은 聞짧途上國의 輸出部門 特히 도業部門의 生塵과 훌偶을 t足進시 키는데

있다. 그런데 어떤 先進工業國家가 이러한 GSP 制度를 惡利用하여 國際質易縣序를 무너뜨

리고 自國만의 利益을 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즉 先進I業國家가 어떤 塵品을 特

惠關脫 아닌 -般脫率의 適用下에 다른 선진공업국가에 輸出하는 것이 아니 라 일단 GSP受

惠國에 輸出하였다가 다시 다른 工業國에게 輸出함무로써 GSP關脫率의 適用을 받고자 하

는 것이다.

이 리 하여 GSP는 受惠國의 工業生塵 및 經濟發展을 f足進시 키 는 것이 아니 라 質易商社

(Trading Houses)의 創設을 f足進시 키 고 그렴으로써 受愚國을 通한 質易轉換體系를 創出해

낸다. 이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賢易珠序의 교란을 막기 위하여 原盧地規定이 確立되었

다. 이 規定은 어떤 塵品의 輸出에 있어 그것이 GSP 特惠待遇를 받기 위하여 具備해야 할

세가지 條件을 明示하고 있는 바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輸出되는 塵品은 中間加工이 되지 않으며 또 제 3 국의 ↑며介를 거치7-1 않고 受惠開

發途上國으로 부터 特惠供與國에게 直接船積 되어야 한다(直接輸送原則).

둘쩨， 輸出되는 塵品에게는 GSP 特惠待週를 받을 수 있는 資格이 있음을 증명하는 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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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書類를 행付하여 야 한다.

제째， 當該塵品은 受惠開發途上國에서 加I된다 하더라도 그 加工은 最少限에 머물러야

한다.

다음에 이 세가지 條件에 대 해 좀더 具體的S로 檢討하기로 한다.

1) 直接輸送原則 (Direct Consignment Rule)

當該盧品이 特惠供與國에 直接輸送되었다고 認定받기 위하여는 그 逢品은 어떠한 제 3 국

도 通過함이 없이 直接 受惠開途國으로부터 輸送되어야 한다. 그러나 약간의 受惠國의 경

우 이와 같을 ”침生을L듀저 히 充足시킬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特히 「아프카니스탄」이나

「우간다」와 같은 內陸國은 제 3국을 經由하여 輸出塵品을 再船積하여 야 한다. 이와 찰은

內l훨國의 便宜를 도모하기 위하여 直接輸送原則은 當該塵品이 關脫의 通關管理下에 있고

제 3국에서 賣買 또는 消費되지 않는 限 그 塵品의 再船積을 認定하고 있다.

2) 書類上의 證據 (Documentary Evidence)

書類上의‘ 證據原則은 GSP 特惠待週下에 通關수속을 위 하여 提示되는 塵品이 實I聚로 이

와 같은 特惠待遇블 받을 수 있는 資格이 있는가를 保證하기 위한 것이다. 이 書類， 즉 原

盧地證明書(Certificate of Origin) 에 는 當該塵品이 特定한 受惠開짧途上國으로부터 輸出되었

으며 當r該輸出國에서 相當部分의 加工을 加했다는 것을 具體的S로 立證하는 情報가 內包

되어 있다. 原塵地證明은 풍惠輸出業者에 의하여 準備되고 受惠國政府에 의하여 마리 指定

된 機關에 의 해 證明된다.

3) 最少限 加工原則 (Minimal Processing Rule)

GSP 特惠待週下에 通關수속을 하는 當該塵品이 寶I聚로 受惠輸出國에서 生塵되 었다는 사

실을 證明하는 手段ξ로서 마련된 制度이 다. GSP 特惠待遇를 받을 수 있는 塵品은 φ 當

該受憲、國에서 完全히 國內生塵된 것 또는 @ 當該塵品을 生塵하기 위한 原資材를 當該輸出

國 以外의 第 3 國에서 生盧된 것을 當該輸出國이 輸入하여 이를 加工 製造하여 原資料와는

別個의 製品을 만들어 輸出하는 塵品이 어 야 한다. 이 경우 @에 해 당하는 塵品에 대 하여

當該輸出國을 原塵地로 認定하는 데에는 별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에 該當하는 塵品의

경우는 當該輸出國에서 어느 程度까지의 加工製造를 하여야 그 輸出國을 原塵地로 認定할

수 있느냐가 문제 가 된다.

이 點에 관하여 그 輸出塵品의 輸出國에서 行하여 진 當該塵品의 製造 • 加工作業에 의하

여 그 原資料로 사용된 物品과 製造 • 加그:된 結果 탄생한 當該塵品을 比較하여 兩者間에

실질적인 變更이 發뚫하는 것 같은 製造加工이 이루어진 경우는 그 實質的인 製造·加工作

業을 行한 當該輸出國을 原塵國 o로 認定하는 것이 國際的o로 成立한 하나의 基本原則

이다.

다읍으로 무엇을 가지고 實質的무로 變更이 있었다고 判斷하느냐 하는 점인데 이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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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두가지의 相異한 基本的 생각이 있다.

첫째는 附加價f直基準 (value‘added criterion) 이 다. 이는 原資材를 加工하여 하나의 製品을

만들어 내는 경 우 그 加工에 의 하여 原資材에 대한 -定比率 以上의 價f直가 附加되 었다고

하면 當該製品은 그 原資材로 使用되었던 塵品과는 實質的으로 相異한 塵品으로 變更되었

다고 認定하는 것이다. 이러한 方法은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國家에서 채택되었다.

둘째는 加工度基準 (processing criterion) 이 다. 이는 製品의 生塵을 위하여 行하여지는 加

l作業， 즉 全加工工程에 看眼하여 加工I程이 한단계 進步됨으로써 例컨대 原資材 〉中間

製品→完製品에 이르는 경 우 그 原資材-γ中間製品 또는 中間製品→完製品의 段階過程을 밟

을 때 實質的 變更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로서 主로 EC 等을 포함한 유럽諸國에서 채

택되고 있다.

이 두가지 方法의 差異는 各國家의 慣習의 差異 또는 從來료부터의 關脫制度에 關한 훌

本的 思考方式의 差異에서 연유되는 것으로 반도시 어떤 것이 보다 合理的이라고 判斷지을

수는 없다.

4) 累積原塵地 (Cumulative Origin) 의 認定

從來의 原塵地認定基準은 하나의 特惠受惠國에 있어서의 生塵， 加工 또는 製造過짧을 補

提하여 當該塵品의 特惠受惠國 原塵品 o로서의 資格을 認定하는 基準인데 반하여 累積原塵

地認定基準은 2個 이 상의 特惠受惠國에 걸 치 는 生塵， 加I 또는 製造를 全體로서 把握하고

當該훌品의 特惠受惠國 原盧品으로서의 資格을 認定하는 基準이라 할 수 있다.

1971年 後半에 GSP가 최초로 훨入되었을 당시에는 累積原逢地에 대한 規定은 전혀 없었

다. 그러 나 그후 UNCTAD의 討議에서 이 問題가 討議되고 그 결과 EEC 諸國은 3個의 公

認된 開發途上國의 地域統合 즉 東南아시아諸國聯合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中美共同市場(CACM-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및 안데스共同市

場(ANCOM-Andean Common Market) 內部에 있어서의 累積時 取됐을 認定하기 위하여 原

塵地規定을 修正하였다. 美國도 정식으로 自國質易地域 또는 關脫同盟을 形成하고 있는 開

發途上國에 대하여 累積原盧地制度를 適用하고 있다. 한편 日本도 ASEAN에 대하여 이 制

度를 도입하고 있다.

IV. 主要國의 GSP運用과 韓國 質易의 改善

우리는 지 금까지 GSP의 成立과 展開 및 美國， EEC, 日 本 동의 主몇 先進諸國의 GSP體

制와 構成에 대 하여 알아 보았다. 이와 함께 우리는 각국의 제 2 기 GSP制度의 始作과 아

울러 졸업정책， 경쟁력 충족기준의 강화， 相互主義 立場에서의 市場開放횟求 등에 의해 점

차 GSP受惠下의 輸出이 더욱 어려워져 감을 주지할 수 있었다. 이에 있어 우리는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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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살펴 본 GSP의 內容을 토대로 各 主몇 先進國別로 韓國賢易의 뼈張을 위한 問題點과

그 改善策을 언급하기로 한다.

1. 美國으I GSP運用과 韓國 寶易의 改善

우선 85/86 GSP 운용계획 에 따른 한국의 GSP受惠 現況을 개 략적3로 살펴 보자. 한국은

다음의 表에서도 잘 나타나 있지만 總 6個 品目의 수혜가 新規로 수혜정지되었는 데 이 중

에서 금속사진거울틀， 사무용기키， 生物體모양의 금속玩具， 非生物體모양의 충전완구 퉁이

鏡爭力充足基準에 의해 그리고 사카린， 一部 철구조물이 졸업정책에 결린 것이다. 그리고

Trifluralin(제초제의 일종)의 1개 品目이 GSP 수혜대상에서 웹U除되 었 o 며 6개 의 品目이 경

쟁 력 충족기 준의 미 달로 2개 품목이 De Minimis미 닿에 의 해 受惠還元되었으며 4개 品目이

다른 受惠對象國과 같이 (즉 가공， 양배 추， Radio, 쾌종시 계 케 이 스， 고무 프라스틱제 , 유

아용 바지) 追加 指定되었다.

위 의 事實을 금액상으로 살펴보면 ’ 84년 對美輸出實績 基準￡로 US$ 45百萬 규모의 品

目이 수혜를 추가로 받게 되는 한편 US $ 159百萬 규모의 品目이 除外되어 약 114百萬 $

의 純受惠減少效果가 초래되게 되었다. 그리고 以上의 경우를 美國 GSP의 최대수혜국인

대만， 홍콩 등과 바교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表 4) 을 살펴불 수 있을 것이며 純受惠減少의

內譯은 (表 5)와 같다.

9

5

9

06

〈表 4> 85/’ 86 GSP 運用計劃 擺훨 (單位 : 個， US$百萬)

1 開發途上國 | 韓 國 | 훌 灣 j 홍 콩
品目數l 美輸入 J品 目數j 美輸入 !品目數| 美輸入 j品 目 數| 美續入

分區

新規受惠指定品 덤 (共通) 4 41 4 15 22 4
新規受惠創除品 目 ( II ) l 0 1 0 0 l
新規停止品目 (A) 46 1, 948 6 159 13 549 5 3
-경챙력충족기준저촉 35 1, 785 4 147 8 401 5 qι

-청원에 의한 졸엽 11 163 2 12 5 148 0
繼續뿜止品目 (B) 269 13,863 41 1, 534 98 4,691 45 2,2
-경쟁력충족기준저촉 152 12,073 17 1, 201 56 4,011 17 1, 9
-졸업정책 적용 117 1, 790 24 333 42 680 28 3

總停止品덤 ( C = A+ B) 315 15,811 47 1, 693 III 5,240 50 2,6
-경쟁력충족기준저촉 187 13,858 21 1,348 64 4,412 22 2,2
-졸엽정책 적용 128 1, 953 26 345 47 828 28 3

受惠還元品 §I(경 쟁 력 충족기 준) 45 246‘ 6 26 15 127 9
De Minimis 286 252 14 91 71 711 17
美國의 GSP免脫輸入(D) 12,997 1, 504 3,226 1,3
美國의 總輸入 (E ) 341, 177 10,027 16,088 8,8
D/E(%) 3.8 20.1 14

資料 : 質公資料 24-16,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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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5> 對美 受惠減少의 內譯

區

新規 受惠品 目 (全受惠國 공롱) 4 15.3 j 受惠品目 빼除(全受惠國 공통) l 0
受惠還元(廳爭力充足基準 미 달) 6 26.8 美業界 請願에 의한 추業 2 12. 1
DE MINIMIS 遇用에 따른 受惠 2 2.6 鏡爭力 充t足基準 초과 4 146.7
還元

合 計 j 12 I 44.7 II
*1l;t存 受惠停止品 B의 受惠還元 排除 : 25個品 덤 (333百萬했)

資料 : 賢公資料 24-16, p. 84.

。
。뼈

?‘

〈表 6> 3大 主훨受惠國의 對美 GSP 受惠現況 (1984) (US $백 만)

싫\혈| 옳 S 읍 해짧 S 꿇 品 봅 | 경쏠력후좋 1 져훌및 빙환1 룹1 짧싫옳많
韓 國 1, 145 2,996 1, 224 267 1,504
臺 灣 3,042 7,782 4,297 259 3,226
홍 콩 1, 271 4,002 2,166 510 1,326

* 品目數는 1983年의 기록엄.

* 資料 : 대 한무역 진흥공사 質易資料 24-16, p. 103.

이 제 이와 함께 韓國의 對美 GSP活用의 문제점과 그 改善策을 언급해 보띤 다음과 같다.

(l) 우선 우리의 경우 GSP活用 品目의 수가 적다는 것이다. 이는 1983년 대만이 총

3，042개 한국은 1，145개 였으며 홍콩이 1，271개 였다는 데에서도 잘 나타난다C (表 6) 참고J.

질제로 우리의 경우 50大 對美 GSP活用品目의 全體 GSP活用에 대한 비율이 거의 70% 이

상이라는 데에서도 잘 나타나 있￡며 이는 곧 主몇品目이 GSP對象에서 除外될 때 그만큼

다격이 더 큼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GSP受惠輸出品目의 多樣化가 절실히 펄요하며 이를 위

해 연간 500萬 $ 以下의 少賴輸出品目의 開發 및 중소기업에 대한 GSP受惠輸出의 유도가

바람직할 것이다..

(2) (表 6) 에 서도 나타나 있지만 書類末備에 의해 GSP受惠對象에 서 除外되는 경우가 많

다는 것이다. ’ 84년의 경우 대만은 GSP品目總輸出의 약 5% 以下가 서류미비에 의한 不受

惠였으냐 韓國은 거의 서류미비율이 약 10%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업들은 가장 가깡다고 생각되는 美國의 質易規定이나 절차에 대해

실제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以上과 같은 서류마 바 맞 美國의 反 Dumping法。1 냐 質易關係、없의 無짜H에서 오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은 輸出業者들이 이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이려한 자세

한 事項을 알려주는 專擔機構의 설치， 운영도 생각해 볼 수 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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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제 점차 美國의 경쟁력충족기준의 강화， 졸업정책 등에 의해 우리의 主몇 GSP對

象品目이 이에서

이루어지게 우리

除外될

R휩品의

것이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GSP受惠와는 關係없이 수출이

高級化를 추진해야 하며 뿐만아니라 GSP除外 規定을 피하기 위해

現地法λ、의 設立， 合作會社， 下請生塵 등의 여 러

(4) 對美 輸出에 있어 實質的인 이익을 높이기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위해 國內業體間의 경쟁을 지양하고 協助

體制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의 유도에는 정부나 企業의 共同 노력이 必흉흉하다 하겠다.

이와 함께 美國의 質易法規에 위반되어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具

體的인 解明資料들을 業界 스스로 準備하여야 활 것이다.

(5) 마지 막으로 우리는 앞으로 닥쳐 올 美國의 市場開放몇求， 꺼口的 所有權 保護몇求 릉에

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나 기업의 質易 및 技術情報 수집능력을 강화해야 하고 통상교섭의

능력확대도 꾀해야 할 것이며， Robby 등을 통한 經濟外的 손실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2. EEC으I GSP運用과 韓國 質易의 改善

한국은 1983년의 EEC GSP全體輸入願중 약 7.8%를 GSP수혜하에 수출하고 있￡며 이는

그리고 이는 브라질， 홍콩， 인도

그러나 ’ 85년 EC GSP 운영

韓國의 EEC에 대 한 全體 輸出量의 약 20%에 해 당한다.

에 이 어 제 4 위로서 EEC GSP의 主훨종惠國 중의 하나이 다.

受惠量을

칼 등의 7

Community Tariff

수준으로

韓國에 대해서만

또한 ’ 86년 GSP 운용계획에

-般工業品에 대해 ’ 81년

Piano의 경우

계획에 따르면 주요 受惠輸出品인 섬유류와

동결시켰으며 철강線製의 搬線 및 堅걷갱

Quota를 新規 적용시키는 등 그 規制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의하면 타이어 및 튜브， 가죽의류， 프라스틱， 가죽 • 합성수지제신발류， 도자기

개 品目을 受惠停止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EEC GSP活用의 문제점과 그 對策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I) ’ 80년 이후 다른 경쟁력에 비해 韓國의 GSP 受惠量完全消盡品目數가 정체됨에 미루

〈表 7> 主훨 受惠國別 GSP受惠量 完全消盡品 덤數

꿇옳웅ij~~폭폰걷~l 71 , 72 I 73 74 75 76 77 78 79 80 I 總 計

유 :5!.. 28

떼찌싸…네까」씨1
32 23 28 30 38 29 44 301

韓 國 5 14 20 24 30 35 39 33 37 255
홍 콩 15 24 16 19 22 24 25 23 38 228
인 도 3 7 13 14 13 11 17 23 21 133
B 라

정아단종
l 3 4 7 8 7 8 15 65

루 니 3 6 8 8 10 13 57
파 키 까- 1 3 6 6 4 3 4 4 38
성 가 1 2 3 4 5 2 6 4 34

註) ’ 80年 品目數는 觸維類 MFA品 目중 會員國別 劃當品目 제외.

資料 : 賢公寶料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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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더욱 보다 적극적인 GSP活用 努力이 요청된다 하겠다(表 7을 참고할 것) .

(2) EEC는 GSP의 운영 상 關心品目에 대 해 서는 Community Tariff Quota와 Individual

Ceiling 등을 도입하고 消盡現況을 엄격히 감시하고 있으나 非關心品目에 대해서는 規制가

럴 까다롭다. 따라서 대부분의 品目이 非關心品目으로 되어있는 EEC GSP制度를 적극 활

용하기 위해서는 非關心品目의 開發에 적극 노력해야할 것이다.

(3) 한편 위와 같은 GSP活用 노력의 提高， 非關心品目의 積極開發 이외에도 輸出品目의

品質改善 및 高級化를 통한 價格 鏡爭力提高가 시급하다. 現在 韓國은 ’ 85년 -般工塵品의

Community Tariff Quota 對象品目數가 35個로 GSP受惠國 중에서 가장 많A며 또한 EC 집

행위원회 역시 제 1 기 GSP운영 기간중 韓國， 홍콩 등의 先發開途國에 대한 GSP受惠가 크

게 편중되었음을 지적하고 제 2 기 GSP 기간 중에는 더욱 엄격한 운영을 하기로 하였다. 이

와 같이 볼 때 우리는 대만과 같이 GSP가 없어도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品質改

善 및 高級化를 이룩해 야 하겠다.

3. 日本 GSP으l 運用과 韓國 寶易의 改善

日本의 特惠關脫는 전통적으로 한국， 대만이 거의 절반을 受惠하여 왔고 上位 20개국이

全體受惠館의 90% 以上을 차지하고 있어서 日本政府는 受惠國間의 均等한 수혜를 위해 先

發途上國의 受惠福을 縮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 特惠關脫供與福을 확대하도록 최우선적￡로 要請한 10個品目의 限

度賴이 全體限度願의 zp:均增加率 8%에도 못미치는 3'"'-'7% 증가에 그치고 있어 한국이 그

동안， 公式， 非公式으로 여러차례 흉흉請해온 華製品신발의 1/3彈力化 및 철강제품 등 4개 품

목의 彈力化復活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제 위와 감은 日本 GSP에 있어서 韓國의 輸出增進을 위한 戰略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l) 日本 GSP의 운영은 다른 先進國에 비해 더욱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效率的으로 利

用하기 위해서는 그룹 Ceiling이 냐 개별 Ceiling이 냐 및 原塵地 規定 등을 숙지해야 하며 이

를 위해서 關係者의 敎育， 신속한 實務指針書의 발간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總量쿼터로 되어 있는 日本 特惠關脫의 변경사항이나 規制 움직임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政府機關， KOTRA, 各銀行， 總合商社間의 정보교환체제를 확렵하여 情報의

수집 및 利用의 效率化를 기해야 할 것이다.

(2) 特惠關脫供與에 있어 會計年度 中에 (당해년도 4月 l 日 에서 뽕年度 3月 31 日 까지 )

GSP供與가 중지되는 品덤에 있어서는 初年에 집중적으로 수출하여 다른 수혜국보다 빨리

消盡할 수 있게 해야하며 이를 위해 당해업계에 수시로 狀況을 보고하는 모니터렁의 제도

가 必훌하다.

(3) ’ 84會計年度의 경우 총 201개 鍵工塵品 品目群 중에서 약 105個 品目群이 Ceiling未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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盡 品目..9...로 알려졌으묘로 이러한 Ceiling未消盡 品目에 대한 적극 開發이 훨請된다 하겠다.

(4) 우리나라가 規制의 춧점 이 되는 것은 輸出量의 急成長에도 原因이 있겠A냐 一部品

目에 대한 집중적 수출에 기인하는 바가 크묘로 수출商品의 다변화와 함께 非關心品目에

대한 輸出을 확대시켜 나가야 하겠다.

(5) 위의 전략과 함께 對日交涉能力의 彈化를 통해 현재 ASEAN국가에 만 인정되는 累積

原塵地制度 (Cumulative Origin)를 우리에게도 척용하도록 교섭해 야 하며 장기적 인 受惠制

限 또는 停止에 對備하여 商品의 高級化， 기술개발과 技術華新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v. 맺 음 말

우리 는 지금까지 GSP의 成立過程과 그 展開過程 및 우리의 賢易에 크게 關與하는， 美

國， EEC , 日 本 등의 先進諸國의 具體的인 GSP制度의 比較 및 그블 國家의 최근 動向을

대체적 o로 살펴보았다. 확실히 최근 들어 新保護主義의 등장과 함께 先進工業國들은 先發

開途國에 대한 特惠制限과 最低開途國에 대한 特惠福의 據大原則을 내세워 그들의 GSP計

劃에 이른바 쭈業擺念， 國別쿼 터 制， 실링 제 도， 國別， 品目7JIJ 例外提置 등을 통하여 韓國을

비롯한 先發開途國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對先進國 GSP輸出品目이 -部品目에 집중되어 있고 敏感品目에 대한 事前統制擬能

의 미흡 등의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는 韓國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先進諸國의 碩

向에 대하여 면밀히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見地에서 우리는 제 N장에서 美國，

EEC, 日 本 등 先進諸國의 GSP運用과 함께 韓國의 賢易改善을 위한 그 대 처 방안을 강구한

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l) 우선 GSP活用 品目數를 늘려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GSP受惠輸出品

目의 多樣化와 그 맥을 같이 한다 하겠다. 美國의 경우 우리의 GSP受惠輸出品目 이 대만의 J

3，042개보다 훨씬 적은 1, 145개(1983년) 이 며 뿐만 아니라 그나마 약 50개 品目에 全體受惠

率의 약 70%가 칩중되고 있다. EEC의 경우 韓國의 GSP受惠 完全消盡品目數가 다른 경쟁

국들보다 적으며 日本의 경우 Ceiling未消盡 品目에 대한 開發船究도 적극적￡로 이루어져

야한다.

(2) 우리는 主훨 GSP供與國의 GSP制度 및 그 構成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야 하며

主흉흉 先進諸國의 GSP제 도 運用에 대한 더 많은 情報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블 위해 앞

장에서 政府 및 企業間의 協力이나 모니터령제도의 신설 퉁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必흉흉性은 美國의 경우(’ 84년의 경우) 한국의 書類 末備率이 약 10%였다는 點에

서도 立證된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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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한 앞으로 계속 닥쳐올 先進諸國의 各種 受惠制限擔置에 對備하여 야 한다는 것야

며 罷極的으로 受惠없이도 輸出이 可能하도록 輸出商品의 海外鏡爭力을 높여야 한다. 그려

고 이를 위해 새로운 技術의 開發， 製品의 高級化 및 品質改善 그리고 現地法A이나 合作

會社의 設立 등이 요청된다.

또한 政府나 企業의 通商能力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는 外交的인 노력과 병행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積極的이고 效率的안 로비활동과 함께 政府 및 企業의 情報萬集能力을 강화

해 나가야 한다.

(4) 원래 GSP制度는 開發途上國의 輸出{足進을 위하여 先進國이 特惠를 베푼다는 것야

根本 의도이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오늘날 GSP는 發展途上國

의 많은 輸出關心品目을 對象外로 취급하고 있으며 그 外의 重훨한 品目에 있어서도 制限

的인 Ceiling制度 또는 原塵地條件， 추業政策 등을 彈훨하고 있다. 따라서 特惠供與國은

GSP제도의 본 취지에 입각하여， 그리고 새로운 國際 經濟縣序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다 그

特惠福을 넓히도록 하는 과감한 조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5) 그럼에도 不抱하고 先進諸國은 오늘날 新保護主義를 내세워 보호장벽을 두럽게 하고

있으며 開發途上國에 대한 質易開放化의 壓力을 계속 加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多角

度的안 對應方案과 體制를 갖추도록 하여 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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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Youngkee Lee

Abstract

Commencing in 1971,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was introduced by

a number of industrial nations , including the EEC, Japan, and the USA. The objective of

this new system was to establish new international trade incentives that would contribute

to raising the material wealth of the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trade rather than aid.

This system has had a strong effect on Korean trade.

I would, therefore , like to investigate the various issues and conflicts underlying the

intervening negotiations between the more than onechundred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preference-giving developed countries. I examine the expected economic impact of tariff

preferences on developing country exports and deγelopment， noting the importance of

manufacturing activities. I also look into the operation and effects of the GSP,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recise institutional features of each preference scheme. in the EEC,

Japan, and the USA.

Under these considerations , I examine the problems that Korea has for the improvement

of trade and suggest possible ways of promoting itsdevelopment. These are as follows:

First, Korea has to increase the product coverage of the GSP and developed additional

products in order to expand exports under this system. Second, we should acquire concrete

knowledge about each of the several GSPs: the EEC, Japan, the USA. Third, we have to

take counter-measures against any safeguard actions that developed-countries may take in

the near fu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