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양허표는 영어본 및 프랑스어본만 정본이다 

캐나다 양허표 

 

품목번호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1011000 번식용 무세 A 

01019000 기타 무세 A 

01021000 번식용 무세 A 

01029000 기타 무세 A 

01031000 번식용 무세 A 

01039100 중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무세 A 

01039200 중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인 것 무세 A 

01041000 면양 무세 A 

01042000 산양 무세 A 

01051110 번식용 무세 A 

01051121 국내생산용의 구이용 닭: 시장접근 허용 물량 개당 0.86센트 E 

01051122 국내생산용의 구이용 닭: 시장접근 초과 물량 238% 또는 개당 

30.8센트, 양자 

중 고액 

E 

01051190 기타 무세 A 

01051210 번식용 무세 A 

01051290 기타 8% A 

01051910 번식용 무세 A 

01051992 기타: 기니아 새 2.5% A 

01051993 기타: 오리와 거위 8% A 

01059410 번식용, 

노계, 

영계 

킬로그램당 

2.82센트 

B 

01059491 기타: 시장접근 허용 물량 킬로그램당 

1.9센트 

E 

01059492 기타: 시장접근 초과 물량 238% 또는 

킬로그램당 

1.25달러, 양자 

중 고액 

E 

01059911 칠면조: 시장접근 허용 물량 킬로그램당 

1.9센트 

E 

01059912 칠면조: 시장접근 초과 물량 154.5% 또는 

킬로그램당 

1.6달러, 양자 중 

고액 

E 

01059990 기타 3% B 

01061100 영장류 무세 A 

01061200 고래ㆍ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 및 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무세 A 

01061900 기타 무세 A 

01062000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무세 A 

01063100 맹금류 무세 A 

01063200 앵무류[패럿류(parrots)ㆍ패러키트류(parakeets)ㆍ금강앵무류 및 

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무세 A 

01063900 기타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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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9000 기타 무세 A 

02011010 시장접근 허용 물량 무세 A 

02011020 시장접근 초과 물량 26.5% C 

02012010 시장접근 허용 물량 무세 A 

02012020 시장접근 초과 물량 26.5% C 

02013010 시장접근 허용 물량 무세 A 

02013020 시장접근 초과 물량 26.5% C 

02021010 시장접근 허용 물량 무세 A 

02021020 시장접근 초과 물량 26.5% C 

02022010 시장접근 허용 물량 무세 A 

02022020 시장접근 초과 물량 26.5% C 

02023010 시장접근 허용 물량 무세 A 

02023020 시장접근 초과 물량 26.5% C 

020311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무세 A 

02031200 넓적다리살ㆍ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02031900 기타 무세 A 

020321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무세 A 

02032200 넓적다리살ㆍ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02032900 기타 무세 A 

02041000 어린면양의 도체와 이분도체(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020421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무세 A 

02042210 어린 면양의 것 무세 A 

02042220 양고기의 것 무세 A 

02042300 뼈 없는 것 무세 A 

02043000 어린 면양의 도체와 이분도체(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020441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 A 

02044210 어린 면양의 것 무세 A 

02044220 양고기의 것 2% A 

02044310 어린 면양의 것 무세 A 

02044320 양고기의 것 2.5% A 

02045000 산양의 고기 무세 A 

02050000 말ㆍ당나귀ㆍ노새 또는 버새의 고기(신선한 것ㆍ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02061000 소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02062100 혀 무세 A 

02062200 간(肝) 무세 A 

02062900 기타 무세 A 

02063000 돼지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02064100 간(肝) 무세 A 

02064900 기타 무세 A 

02068000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02069000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02071110 노계 8%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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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1191 기타: 시장접근 허용 물량 5% 또는 

킬로그램당 

4.74센트, 양자 

중 고액 하지만 

킬로그램당 

9.48센트, 양자 

중 저액 

E 

02071192 기타: 시장접근 초과 물량 238% 또는 

킬로그램당 

1.67달러, 양자 

중 고액 

E 

02071210 노계 8% B 

02071291 기타: 시장접근 허용 물량 5% 또는 

킬로그램당 

4.74센트, 양자 

중 고액 하지만 

킬로그램당 

9.48센트, 양자 

중 저액 

E 

02071292 기타: 시장접근 초과 물량 238% 또는 

킬로그램당 

1.67달러, 양자 

중 고액 

E 

02071310 노계 4% B 

02071391 기타: 시장접근 허용 물량 5% 또는 

킬로그램당 

4.74센트, 양자 

중 고액 하지만 

킬로그램당 

9.48센트, 양자 

중 저액 

E 

02071392 기타: 시장접근 초과 물량(뼈가 있는 것) 249% 또는 

킬로그램당 

3.78달러, 양자 

중 고액 

E 

02071393 기타: 시장접근 초과 물량(뼈가 없는 것) 249% 또는 

킬로그램당 

6.74달러, 양자 

중 고액 

E 

02071410 노계 9% B 

02071421 간(肝): 시장접근 허용 물량 무세 A 

02071422 간(肝): 시장접근 초과 물량 238% 또는 

킬로그램당 

6.45달러, 양자 

중 고액 

E 

02071491 기타: 시장접근 허용 물량 5% 또는 

킬로그램당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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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센트, 양자 

중 고액 하지만 

킬로그램당 

9.48센트, 양자 

중 저액 

02071492 기타: 시장접근 초과 물량(뼈가 있는 것) 249% 또는 

킬로그램당 

3.78달러, 양자 

중 고액 

E 

02071493 기타: 시장접근 초과 물량(뼈가 없는 것) 249% 또는 

킬로그램당 

6.74달러, 양자 

중 고액 

E 

02072411 캔에 포장한 것: 시장접근 허용 물량 5% 또는 

킬로그램당 

4.74센트, 양자 

중 고액 하지만 

킬로그램당 

9.48센트, 양자 

중 저액 

E 

02072412 캔에 포장한 것: 시장접근 초과 물량 154.5% 또는 

킬로그램당 

2.11달러, 양자 

중 고액 

E 

02072491 기타: 시장접근 허용 물량 5% 또는 

킬로그램당 

4.74센트, 양자 

중 고액 하지만 

킬로그램당 

9.48센트, 양자 

중 저액 

E 

02072492 기타: 시장접근 초과 물량 154.5% 또는 

킬로그램당 

1.95달러, 양자 

중 고액 

E 

02072511 캔에 포장한 것: 시장접근 허용 물량 5% 또는 

킬로그램당 

4.74센트, 양자 

중 고액 하지만 

킬로그램당 

9.48센트, 양자 

중 저액 

E 

02072512 캔에 포장한 것: 시장접근 초과 물량 154.5% 또는 

킬로그램당 

2.11달러, 양자 

중 고액 

E 

02072591 기타: 시장접근 허용 물량 5% 또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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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로그램당 

4.74센트, 양자 

중 고액 하지만 

킬로그램당 

9.48센트, 양자 

중 저액 

02072592 기타: 시장접근 초과 물량 154.5% 또는 

킬로그램당 

1.95달러, 양자 

중 고액 

E 

02072610 시장접근 허용 물량 5% 또는 

킬로그램당 

4.74센트, 양자 

중 고액 하지만 

킬로그램당 

9.48센트, 양자 

중 저액 

E 

02072620 시장접근 초과 물량(뼈가 있는 것) 165% 또는 

킬로그램당 

2.94달러, 양자 

중 고액 

E 

02072630 시장접근 초과 물량(뼈가 없는 것) 165% 또는 

킬로그램당 

4.82달러, 양자 

중 고액 

E 

02072711 간(肝): 시장접근 허용 물량 무세 A 

02072712 간(肝): 시장접근 초과 물량 154.5% 또는 

킬로그램당 

4.51달러, 양자 

중 고액 

E 

02072791 기타: 시장접근 허용 물량 5% 또는 

킬로그램당 

4.74센트, 양자 

중 고액 하지만 

킬로그램당 

9.48센트, 양자 

중 저액 

E 

02072792 기타: 시장접근 초과 물량(뼈가 있는 것) 165% 또는 

킬로그램당 

2.94달러, 양자 

중 고액 

E 

02072793 기타: 시장접근 초과 물량(뼈가 없는 것) 165% 또는 

킬로그램당 

4.82달러, 양자 

중 고액 

E 

020732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8% B 

020733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5.5%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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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3400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02073500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4% B 

02073610 간(肝) 무세 A 

02073690 기타 4.5% B 

02081000 토끼의 것 무세 A 

02083000 영장류의 것 무세 A 

02084010 고래의 것 무세 A 

02084090 기타 무세 A 

02085000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의 것 무세 A 

02089000 기타 무세 A 

02090010 돼지 비계 무세 A 

02090021 가금의 비계: 닭(시장접근 허용 물량 이내의 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비계 

5% 또는 

킬로그램당 

4.74센트, 양자 

중 고액 하지만 

킬로그램당 

9.48센트, 양자 

중 저액 

E 

02090022 가금의 비계: 닭(시장접근 초과 물량의 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비계 

249% 또는 

킬로그램당 

6.74달러, 양자 

중 고액 

E 

02090023 가금의 비계: 시장접근 허용 물량 이내의 칠면조의 비계 5% 또는 

킬로그램당 

4.74센트, 양자 

중 고액 하지만 

킬로그램당 

9.48센트, 양자 

중 저액 

E 

02090024 가금의 비계: 시장접근 초과 물량의 칠면조의 비계 165% 또는 

킬로그램당 

4.82달러, 양자 

중 고액 

E 

02090029 가금의 비계: 기타 11% B 

02101100 넓적다리살ㆍ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02101200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무세 A 

02101900 기타 무세 A 

02102000 쇠고기 무세 A 

02109100 영장류의 것 무세 A 

02109200 고래 ㆍ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 및 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무세 A 

02109300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의 것 무세 A 

02109911 가금류의 고기: 닭(시장접근 허용 물량 이내의 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5% 또는 

킬로그램당 

4.74센트, 양자 

중 고액 하지만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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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로그램당 

9.48센트, 양자 

중 저액 

02109912 가금류의 고기: 닭(시장접근 초과 물량의 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뼈가 있는 것) 

249% 또는 

킬로그램당 

5.81달러, 양자 

중 고액 

E 

02109913 가금류의 고기: 닭(시장접근 초과 물량의 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뼈가 없는 것) 

249% 또는 

킬로그램당 

10.36달러, 양자 

중 고액 

E 

02109914 가금류의 고기: 시장접근 허용 물량 이내의 칠면조의 것 5% 또는 

킬로그램당 

4.74센트, 양자 

중 고액 하지만 

킬로그램당 

9.48센트, 양자 

중 저액 

E 

02109915 가금류의 고기: 시장접근 초과 물량의 칠면조의 것(뼈가  있는 것) 165% 또는 

킬로그램당 

3.67달러, 양자 

중 고액 

E 

02109916 가금류의 고기: 시장접근 초과 물량의 칠면조의 것(뼈가  없는 것) 165% 또는 

킬로그램당 

6.03달러, 양자 

중 고액 

E 

02109919 가금류의 고기: 기타 2.5% B 

02109990 기타 무세 A 

03011000 관상용 어류 무세 A 

030191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ㆍ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ㆍ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ㆍ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ㆍ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ㆍ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무세 A 

03019200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무세 A 

03019300 잉어 무세 A 

03019400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Thunnus thynnus)] 무세 A 

03019500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무세 A 

03019900 기타 무세 A 

030211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ㆍ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ㆍ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ㆍ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ㆍ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ㆍ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무세 A 

03021200 태평양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ㆍ옹코링쿠스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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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부스카(Onchrhynchus gorbuscha)ㆍ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ㆍ옹코링쿠스 챠비챠(Oncorhynchus 

tschawytscha)ㆍ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ㆍ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와 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03021900 기타 무세 A 

03022100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ㆍ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ㆍ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무세 A 

03022200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무세 A 

03022300 서대[솔레아종 (Solea spp.)] 무세 A 

03022900 기타 무세 A 

03023100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Thunnus 

alalunga)] 

무세 A 

030232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무세 A 

03023300 가다랑어나 줄무늬 버니토 무세 A 

03023400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 (Thunnus obesus)] 무세 A 

03023500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 무세 A 

03023600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멕코이(Thunnus maccoyii)] 무세 A 

03023900 기타 무세 A 

03024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ㆍ클루페아 

팔라시( Clupea pallasii)](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무세 A 

030250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ㆍ가두스 오각(Gadus 

ogac)ㆍ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무세 A 

03026100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ㆍ사르디노프스종(Sardinops 

spp.)ㆍ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Sardinella spp.)]ㆍ브리스링이나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무세 A 

030262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무세 A 

03026300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무세 A 

03026400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ㆍ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ㆍ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무세 A 

03026500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무세 A 

03026600 뱀장어[앙귈라종(Anguilla spp.)] 무세 A 

030267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무세 A 

030268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종(Dissostichus spp.)] 무세 A 

03026900 기타 무세 A 

03027000 간과 어란 3% B 

03031100 소크아이 연어(홍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무세 A 

03031900 기타 무세 A 

030321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ㆍ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ㆍ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ㆍ옹코링쿠스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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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ㆍ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ㆍ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3032200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후코(Hucho hucho)] 

무세 A 

03032900 기타 무세 A 

03033100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ㆍ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ㆍ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무세 A 

03033200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무세 A 

03033300 서대[솔레아종(Solea spp.)] 무세 A 

03033900 기타 무세 A 

03034100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Thunnus 

alalunga)] 

무세 A 

030342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무세 A 

03034300 가다랑어나 줄무늬 버니토 무세 A 

03034400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무세 A 

03034500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 무세 A 

03034600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멕코이 (Thunnus maccoyii)] 무세 A 

03034900 기타 무세 A 

030351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ㆍ클루페아 팔라시 

(Clupea pallasii)] 

무세 A 

030352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ㆍ가두스 오각(Gadus 

ogac)ㆍ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무세 A 

030361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무세 A 

030362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종(Dissostichus spp.)] 무세 A 

03037100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ㆍ사르디노프스종(Sardinops 

spp.)ㆍ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Sardinella spp.)]ㆍ브리스링이나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무세 A 

030372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무세 A 

03037300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무세 A 

03037400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ㆍ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ㆍ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무세 A 

03037500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무세 A 

03037600 뱀장어[앙귈라종(Anguilla spp.)] 무세 A 

03037700 농어[디센트라르쿠스 라브락스(Dicentrarchus 

labrax)ㆍ디센트라르쿠스 펀크타투스(Dicentrarchus punctatus)] 

무세 A 

03037800 민대구[메루키우스종(Merluccius spp.)ㆍ유르피키스종(Urophycis 

spp.)] 

무세 A 

03037900 기타 무세 A 

03038000 간과 어란 3% B 

030411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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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12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종(Dissostichus spp.)] 무세 A 

03041900 기타 무세 A 

030421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무세 A 

030422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종(Dissostichus spp.)] 무세 A 

03042900 기타 무세 A 

030491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무세 A 

030492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종(Dissostichus spp.)] 무세 A 

03049900 기타 무세 A 

03051000 어류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 및 펠릿(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03052000 어류의 간과 어란(건조ㆍ훈제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3% B 

03053000 어류의 필레(건조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무세 A 

03054100 태평양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ㆍ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hrhynchus gorbuscha)ㆍ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ㆍ옹코링쿠스 챠비챠(Oncorhynchus 

tschawytscha)ㆍ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ㆍ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와 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후코(Hucho hucho)] 

무세 A 

030542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ㆍ클루페아 팔라시 

(Clupea pallasii)] 

무세 A 

03054900 기타 무세 A 

030551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ㆍ가두스 오각(Gadus 

ogac)ㆍ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무세 A 

03055900 기타 무세 A 

030561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ㆍ클루페아 팔라시 

(Clupea pallasii)] 

무세 A 

030562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ㆍ가두스 오각(Gadus 

ogac)ㆍ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무세 A 

03056300 멸치[엔그로리스종(Engraulis spp.)] 무세 A 

03056900 기타 무세 A 

03061100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Palinurus spp.)ㆍ파누리루스종(Panulirus 

spp.)ㆍ자수스종(Jasus spp.)] 

5% B 

03061200 바닷가재[호마루스종(Homarus spp.)] 무세 A 

03061300 새우와 보리새우 무세 A 

03061410 가공용 왕게나 대게 무세 A 

03061490 기타 5% B 

03061900 기타[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펠릿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5% B 

03062100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Palinurus spp.)ㆍ파누리루스종(Panulirus 

spp.)ㆍ자수스종(Jasus spp.)] 

5% B 

03062200 바닷가재[호마루스종(Homarus spp.)] 무세 A 

03062300 새우와 보리새우 무세 A 

03062400 게 5% B 

03062900 기타[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펠릿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5%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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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한정한다)] 

03071010 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 3% B 

03071020 껍데기가 붙어 있지 않은 것  무세 A 

03072100 살아있는 것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무세 A 

03072910 냉동한 것 무세 A 

03072920 건조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4% B 

03073100 살아있는 것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무세 A 

03073900 기타 무세 A 

03074100 살아있는 것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무세 A 

03074900 기타 무세 A 

03075100 살아있는 것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무세 A 

03075900 기타 무세 A 

03076000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무세 A 

03079100 살아있는 것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무세 A 

03079900 기타 무세 A 

04011010 시장접근 허용 물량 7.5% E 

04011020 시장접근 초과 물량 241% 또는 

헥토리터당 

34.50달러, 양자 

중 고액 

E 

04012010 시장접근 허용 물량 7.5% E 

04012020 시장접근 초과 물량 241% 또는 

헥토리터당 

34.50달러, 양자 

중 고액 

E 

04013010 시장접근 허용 물량 7.5% E 

04013020 시장접근 초과 물량 292.5% 또는 

킬로그램당 

2.48달러, 양자 

중 고액 

E 

04021010 시장접근 허용 물량 킬로그램당 

3.32센트 

E 

04021020 시장접근 초과 물량 201.5% 또는 

킬로그램당 

2.01달러, 양자 

중 고액 

E 

04022111 밀크: 시장접근 허용 물량 킬로그램당 

3.32센트 

E 

04022112 밀크: 시장접근 초과 물량 243% 또는 

킬로그램당 

2.82달러, 양자 

중 고액 

E 

04022121 크림: 시장접근 허용 물량 6.5% E 

04022122 크림: 시장접근 초과 물량 295.5% 또는 

킬로그램당 

4.29달러, 양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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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고액 

04022911 밀크: 시장접근 허용 물량 킬로그램당 

3.32센트 

E 

04022912 밀크: 시장접근 초과 물량 243% 또는 

킬로그램당 

2.82달러, 양자 

중 고액 

E 

04022921 크림: 시장접근 허용 물량 6.5% E 

04022922 크림: 시장접근 초과 물량 295.5% 또는 

킬로그램당 

4.29달러, 양자 

중 고액 

E 

04029110 시장접근 허용 물량 킬로그램당 

2.84센트 

E 

04029120 시장접근 초과 물량 259% 또는 

킬로그램당 

78.9센트, 양자 

중 고액 

E 

04029910 시장접근 허용 물량 킬로그램당 

2.84센트 

E 

04029920 시장접근 초과 물량 255% 또는 

킬로그램당 

95.1센터, 양자 

중 고액 

E 

04031010 시장접근 허용 물량 6.5% E 

04031020 시장접근 초과 물량 237.5% 또는 

킬로그램당 

46.6센트, 양자 

중 고액 

E 

04039011 버터밀크 분말: 시장접근 허용 물량 킬로그램당 

3.32센트 

E 

04039012 버터밀크 분말: 시장접근 초과 물량 208% 또는 

킬로그램당 

2.07달러, 양자 

중 고액 

E 

04039091 기타: 시장접근 허용 물량 7.5% E 

04039092 기타: 시장접근 초과 물량 216.5% 또는 

킬로그램당 

2.15달러, 양자 

중 고액 

E 

04041010 유장농축 단백질 킬로그램당 

4.94센트 

B 

04041021 유장분말: 시장접근 허용 물량 킬로그램당 

3.32센트 

E 

04041022 유장분말: 시장접근 초과 물량 208% 또는 

킬로그램당 

2.07달러, 양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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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고액 

04041090 기타 11% B 

04049010 시장접근 허용 물량 3% E 

04049020 시장접근 초과 물량 270% 또는 

킬로그램당 

3.15달러, 양자 

중 고액 

E 

04051010 시장접근 허용 물량 킬로그램당 

11.38센트 

E 

04051020 시장접근 초과 물량 298.5% 또는 

킬로그램당 

4달러, 양자 중 

고액 

E 

04052010 시장접근 허용 물량 7% E 

04052020 시장접근 초과 물량 274.5% 또는 

킬로그램당 

2.88달러, 양자 

중 고액 

E 

04059010 시장접근 허용 물량 7.5% E 

04059020 시장접근 초과 물량 313.5% 또는 

킬로그램당 

5.12달러, 양자 

중 고액 

E 

04061010 시장접근 허용 물량 킬로그램당 

3.32센트 

E 

04061020 시장접근 초과 물량 245.5% 또는 

킬로그램당 

4.52달러, 양자 

중 고액 

E 

04062011 체더 치즈와 체더 치즈 유형의 것: 시장접근 허용 물량 킬로그램당 

2.84센트 

E 

04062012 체더 치즈와 체더 치즈 유형의 것: 시장접근 초과 물량 245.5% 또는 

킬로그램당 

3.58달러, 양자 

중 고액 

E 

04062091 기타: 시장접근 허용 물량 킬로그램당 

3.32센트 

E 

04062092 기타: 시장접근 초과 물량 245.5% 또는 

킬로그램당 

5.11달러, 양자 

중 고액 

E 

04063010 시장접근 허용 물량 킬로그램당 

3.32센트 

E 

04063020 시장접근 초과 물량 245.5% 또는 

킬로그램당 

4.34달러, 양자 

중 고액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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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4010 시장접근 허용 물량 킬로그램당 

3.32센트 

E 

04064020 시장접근 초과 물량 245.5% 또는 

킬로그램당 

5.33달러, 양자 

중 고액 

E 

04069011 체더 치즈와 체더 치즈 유형의 것: 시장접근 허용 물량 킬로그램당 

2.84센트 

E 

04069012 체더 치즈와 체더 치즈 유형의 것: 시장접근 초과 물량 245.5% 또는 

킬로그램당 

3.53달러, 양자 

중 고액 

E 

04069021 카망베르 치즈와 카망베르 치즈 유형의 것: 시장접근 허용 물량 킬로그램당 

3.32센트 

E 

04069022 카망베르 치즈와 카망베르 치즈 유형의 것: 시장접근 초과 물량 245.5% 또는 

킬로그램당 

5.78달러, 양자 

중 고액 

E 

04069031 브리 치즈와 브리 치즈 유형의 것: 시장접근 허용 물량 킬로그램당 

3.32센트 

E 

04069032 브리 치즈와 브리 치즈 유형의 것: 시장접근 초과 물량 245.5% 또는 

킬로그램당 

5.50달러, 양자 

중 고액 

E 

04069041 고다 치즈와 고다 치즈 유형의 것: 시장접근 허용 물량 킬로그램당 

3.32센트 

E 

04069042 고다 치즈와 고다 치즈 유형의 것: 시장접근 초과 물량 245.5% 또는 

킬로그램당 

4.23달러, 양자 

중 고액 

E 

04069051 프로볼로네 치즈와 프로볼로네 치즈 유형의 것: 시장접근 허용 물량 킬로그램당 

3.32센트 

E 

04069052 프로볼로네 치즈와 프로볼로네 치즈 유형의 것: 시장접근 초과 물량 245.5% 또는 

킬로그램당 

5.08달러, 양자 

중 고액 

E 

04069061 모짜렐라 치즈와 모짜렐라 치즈 유형의 것: 시장접근 허용 물량 킬로그램당 

3.32센트 

E 

04069062 모짜렐라 치즈와 모짜렐라 치즈 유형의 것: 시장접근 초과 물량 245.5% 또는 

킬로그램당 

3.53달러, 양자 

중 고액 

E 

04069071 스위스/에멘탈 치즈와 스위스/에멘탈 치즈 유형의 것: 시장접근 

허용 물량 

킬로그램당 

3.32센트 

E 

04069072 스위스/에멘탈 치즈와 스위스/에멘탈 치즈 유형의 것: 시장접근 

초과 물량 

245.5% 또는 

킬로그램당 

4.34달러, 양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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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고액 

04069081 그뤼에르 치즈와 그뤼에르 치즈 유형의 것: 시장접근 허용 물량 킬로그램당 

3.32센트 

E 

04069082 그뤼에르 치즈와 그뤼에르 치즈 유형의 것: 시장접근 초과 물량 245.5% 또는 

킬로그램당 

5.26달러, 양자 

중 고액 

E 

04069091 기타: 시장접근 허용 물량 이내의 하바티 치즈와 하바티 치즈 

유형의 것 

킬로그램당 

3.32센트 

E 

04069092 기타: 시장접근 초과 물량의 하바티 치즈와 하바티 치즈 유형의 것 245.5% 또는 

킬로그램당 

4.34달러, 양자 

중 고액 

E 

04069093 기타: 시장접근 허용 물량 이내의 파르메산 치즈와 파르메산 치즈 

유형의 것 

킬로그램당 

3.32센트 

E 

04069094 기타: 시장접근 초과 물량의 파르메산 치즈와 파르메산 치즈 유형의 

것 

245.5% 또는 

킬로그램당 

5.08달러, 양자 

중 고액 

E 

04069095 기타: 시장접근 허용 물량 이내의 로마노 치즈와 로마노 치즈 

유형의 것 

킬로그램당 

3.32센트 

E 

04069096 기타: 시장접근 초과 물량의 로마노 치즈와 로마노 치즈 유형의 것 245.5% 또는 

킬로그램당 

5.15달러, 양자 

중 고액 

E 

04069098 기타: 시장접근 허용 물량 이내의 기타 킬로그램당 

3.32센트 

E 

04069099 기타: 시장접근 초과 물량의 기타 245.5% 또는 

킬로그램당 

3.53달러, 양자 

중 고액 

E 

0407001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시장접근 허용 

물량 이내의 구이용으로 부화할 수 있는 것 

1다스 당 

1.51센트 

E 

04070012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시장접근 초과 

물량 이내의 구이용으로 부화할 수 있는 것 

238% 또는 

1다스당 

2.91달러, 양자 

중 고액 

E 

04070018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시장접근 허용 

물량 이내의 기타 

1다스 당 

1.51센트 

E 

04070019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시장접근 초과 

물량 이내의 기타 

163.5% 또는 

1다스당 

79.9센트, 양자 

중 고액 

E 

04070090 기타 무세 A 

04081110 시장접근 허용 물량 8.5% E 

04081120 시장접근 초과 물량 킬로그램당 

6.12달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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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1910 시장접근 허용 물량 킬로그램당 

6.63센트 

E 

04081920 시장접근 초과 물량 킬로그램당 

1.52달러 

E 

04089110 시장접근 허용 물량 8.5% E 

04089120 시장접근 초과 물량 킬로그램당 

6.12달러 

E 

04089910 시장접근 허용 물량 킬로그램당 

6.63센트 

E 

04089920 시장접근 초과 물량 킬로그램당 

1.52달러 

E 

04090000 천연꿀 무세 A 

04100000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11% B 

05010000 사람 머리카락(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을 

했는지에 상관없다), 그 웨이스트(waste) 

무세 A 

05021000 돼지털ㆍ멧돼지털과 그 웨이스트(waste) 무세 A 

05029000 기타 무세 A 

05040000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ㆍ방광 및 위의 전체와 부분(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염장한 것ㆍ염수장한 것ㆍ건조한 것 또는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05051000 솜털, 충전재용 깃털 무세 A 

05059000 기타 무세 A 

05061000 골소와 뼈(산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05069000 기타 무세 A 

05071000 아이보리, 아이보리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무세 A 

05079000 기타 무세 A 

05080000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않은 것 또는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연체동물ㆍ갑각류 또는 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 

않은 것 또는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ㆍ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무세 A 

05100000 용연향(ambergris)ㆍ해리향(castoreum)ㆍ시빗(civet)과 사향, 

캔대리디즈(cantharides), 쓸개즙(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의약품 

제조용 선(腺)과 그 밖의 동물성 생산품(신선한 것, 냉장ㆍ냉동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05111000 소의 정액 무세 A 

05119100 어류나 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생산품,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무세 A 

05119910 마모와 그 웨이스트(waste)(층상으로 한 것인지 또는 지지물을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무세 A 

05119990 기타 무세 A 

06011011 구근: 수선화속의 것(속성재배를 목적으로 또는 처리 전 재배를 

위해 화초재배업자나 묘목업자에 의해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6% B 

06011019 구근: 기타 무세 A 

06011021 괴경(塊莖)ㆍ괴근(塊根)ㆍ구경(球莖)ㆍ관근(冠根) 및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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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경(根莖):루바브나 아스파라거스의 관근(冠根),칸나ㆍ달리아 및 

파이오니아의 괴근,괴경, 그 밖의 괴근, 구경, 그 밖의 관근과 

근경(속성재배를 목적으로 또는 처리 전 재배를 위해 

화초재배업자나 묘목업자에 의해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06011029 괴경ㆍ괴근ㆍ구경ㆍ관근 및 근경: 기타 6% B 

06012010 치커리와 치커리 뿌리, 

속성재배를 목적으로 또는 처리 전 재배를 위해 화초재배업자나 

묘목업자에 의해 사용되는 것, 

칸나ㆍ달리아 및 파이오니아의 괴근 

무세 A 

06012090 기타 6% B 

06021000 뿌리가 없는 꺾꽂이용 가지와 접붙임용 가지  무세 A 

06022000 수목과 관목(식용의 과실이나 견과류의 것으로서 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무세 A 

06023000 철쭉과 진달래속의 식물(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무세 A 

06024010 찔레꽃 장미덤불 6% B 

06024090 기타 무세 A 

06029010 버섯의 종균, 

야자나무ㆍ양치류(괴근 양치류를 

제외한다)ㆍ고무나무(피쿠스)ㆍ라일락ㆍ아라우카리아ㆍ월계수ㆍ선인

장류ㆍ나무ㆍ산토끼꽃ㆍ고구마 줄기ㆍ양배추 실생식물ㆍ콜리플라워 

유식물ㆍ양파 유식물과 초본류 딸기 나무, 

꺾꽂이용 가지ㆍ싹ㆍ새순ㆍ종자나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절삭 

재배ㆍ접붙이기ㆍ휘묻이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생산하기 위한 것, 

채소 생산을 위한 것, 

번식을 목적으로 또는 속성재배나 또는 처리 전 재배를 위해 

화초재배업자나 묘목업자에 의해 사용되는 것 

무세 A 

06029090 기타 6% B 

06031100 장미 10.5% C 

06031200 카네이션 8% B 

06031310 심비디움 16% A 

06031390 기타 12.5% A 

06031400 국화 8% B 

06031900 기타 6% B 

06039010 염색ㆍ표백이나 침투된 안개초 6.5% B 

06039020 그 밖의 안개초 8% B 

06039090 기타 무세 A 

06041000 이끼와 지의 무세 A 

06049110 크리스마스 트리, 

아스파라거스 세타세우스의 잎, 

잔디와 종려잎 

무세 A 

06049190 기타 6% B 

06049910 잔디와 종려잎 무세 A 

06049990 기타 8% B 

07011000 종자 톤당 4.94달러 B 

07019000 기타 톤당 4.94달러 B 

07020011 가공용: 체리 킬로그램당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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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센트 또는 

9.5%, 양자 중 

고액 

07020019 가공용: 기타 킬로그램당 

1.41센트 또는 

9.5%, 양자 중 

고액 

B 

07020021 가공용 외의 것: 다음의 기간동안 수입된 방울토마토[기간 기준은 

다음과 같이 2개로 분리 가능(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32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킬로그램당 

4.68센트 또는 

12.5%, 양자 중 

고액 

B 

07020029 가공용 외의 것: 그 밖의 방울토마토 무세 A 

07020091 기타: 다음의 기간동안 수입된 방울토마토[기간 기준은 다음과 같이 

2개로 분리 가능(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32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킬로그램당 

4.68센트 또는 

12.5%, 양자 중 

고액 

C 

07020099 기타: 기타 무세 A 

07031010 양파 순 킬로그램당 

4.23센트 또는 

9.5%, 양자 중 

고액 

B 

07031021 가공용의 스페니쉬형 양파: 다음의 기간동안 수입된 것(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12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킬로그램당 

2.12센트 또는 

9.5%, 양자 중 

고액 

B 

07031029 가공용의 스페니쉬형 양파: 기타 무세 A 

07031031 녹색의 양파나 쪽파: 다음의 기간동안 수입된 것[기간 기준은 

다음과 같이 2개로 분리 가능(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22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킬로그램당 

4.68센트 또는 

10.5%, 양자 중 

고액 

C 

07031039 녹색의 양파나 쪽파: 기타 무세 A 

07031041 건 쪽파: 다음의 기간동안 수입된 것[기간 기준은 다음과 같이 

2개로 분리 가능(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46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킬로그램당 

2.81센트 또는 

12.5%, 양자 중 

고액 

B 

07031049 건 쪽파: 기타 무세 A 

07031091 기타: 다음의 기간동안 수입된 것[기간 기준은 다음과 같이 2개로 

분리 가능(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46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킬로그램당 

2.81센트 또는 

12.5%, 양자 중 

고액 

C 

07031099 기타: 기타 무세 A 

07032000 마늘 무세 A 

07039000 리크와 기타 파속의 채소 무세 A 

07041011 다음의 기간동안 수입된 것[기간 기준은 다음과 같이 2개로 분리 

가능(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20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포장상태에서 각각의 중량이 2.27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킬로그램당 

1.88센트 또는 

4%, 양자 중 

고액+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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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07041012 다음의 기간동안 수입된 것[기간 기준은 다음과 같이 2개로 분리 

가능(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20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벌크나 포장상태에서 각각의 중량이 2.27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킬로그램당 

1.88센트 또는 

4%, 양자 중 

고액 

B 

07041090 기타 무세 A 

07042011 다음의 기간동안 수입된 것(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20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포장상태에서 각각의 중량이 

2.27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킬로그램당 

5.62센트 또는 

10.5%, 양자 중 

고액+4% 

C 

07042012 다음의 기간동안 수입된 것(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20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벌크나 포장상태에서 각각의 

중량이 2.27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킬로그램당 

5.62센트 또는 

10.5%, 양자 중 

고액 

C 

07042090 기타 무세 A 

07049010 가공용 브로콜리 킬로그램당 

2.12센트 또는 

6%, 양자 중 

고액 

B 

07049021 그 밖의 브로콜리: 다음의 기간동안 수입된 것(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16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킬로그램당 

4.68센트 또는 

12.5%, 양자 중 

고액 

C 

07049029 그 밖의 브로콜리: 기타 무세 A 

07049031 양배추(꽃양배추ㆍ결구상추): 다음의 기간동안 수입된 것[기간 

기준은 다음과 같이 2개로 분리 가능(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34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킬로그램당 

2.35센트 또는 

12.5%, 양자 중 

고액 

C 

07049039 양배추(꽃양배추ㆍ결구상추): 기타 무세 A 

07049041 배추 또는 중국식 상추(브라시카 라파 체넨시스 및 브라시카 라파 

페키넨시스): 다음의 기간동안 수입된 것(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30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킬로그램당 

2.35센트 또는 

12.5%, 양자 중 

고액 

C 

07049049 배추 또는 중국식 상추(브라시카 라파 체넨시스 및 브라시카 라파 

페키넨시스): 기타 

무세 A 

07049090 기타 무세 A 

07051111 다음의 기간동안 수입된 것[기간 기준은 다음과 같이 2개로 분리 

가능(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16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포장상태에서 각각의 중량이 2.27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킬로그램당 

2.35센트 또는 

12.5%, 양자 중 

고액+4% 

C 

07051112 다음의 기간동안 수입된 것[기간 기준은 다음과 같이 2개로 분리 

가능(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16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벌크나 포장상태에서 각각의 중량이 2.27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킬로그램당 

2.35센트 또는 

12.5%, 양자 중 

고액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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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1190 기타 무세 A 

07051911 다음의 기간동안 수입된 것[기간 기준은 다음과 같이 2개로 분리 

가능(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16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포장상태에서 각각의 중량이 2.27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킬로그램당 

2.35센트 또는 

12.5%, 양자 중 

고액+4% 

C 

07051912 다음의 기간동안 수입된 것[기간 기준은 다음과 같이 2개로 분리 

가능(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16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벌크나 포장상태에서 각각의 중량이 2.27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킬로그램당 

2.35센트 또는 

12.5%, 양자 중 

고액 

C 

07051990 기타 무세 A 

07052100 위트루프치커리(시코리엄-인티부스변종, 포리오섬) 무세 A 

07052900 기타 무세 A 

07061011 다음과 같은 기간동안 수입된 어린 당근(길이가 11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것으로 한정한다)[기간 기준은 다음과 같이 2개로 

분리 가능(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40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포장상태에서 각각의 중량이 2.27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킬로그램당 

1.88센트 또는 

4%, 양자 중 

고액+4% 

B 

07061012 다음과 같은 기간동안 수입된 어린 당근(길이가 11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것으로 한정한다)[기간 기준은 다음과 같이 2개로 

분리 가능(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40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벌크나 포장상태에서 각각의 중량이 2.27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킬로그램당 

1.88센트 또는 

4%, 양자 중 

고액 

B 

07061020 길이가 11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어린 당근 무세 A 

07061031 다음과 같은 기간동안 수입된 당근(길이가 11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어린 당근은 제외한다)[기간 기준은 다음과 같이 2개로 분리 

가능(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40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포장상태에서 각각의 중량이 2.27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킬로그램당 

0.94센트+4% 

B 

07061032 다음과 같은 기간동안 수입된 당근(길이가 11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어린 당근은 제외한다))[기간 기준은 다음과 같이 2개로 분리 

가능(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40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벌크나 포장상태에서 각각의 중량이 2.27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킬로그램당 

0.94센트 

B 

07061040 그 밖의 당근 무세 A 

07061050 순무 무세 A 

07069010 사탕무(가공용으로 한정한다) 킬로그램당 

1.41센트 또는 

12.5%, 양자 중 

고액 

C 

07069021 다음과 같은 기간동안 수입된 그 밖의 무[기간 기준은 다음과 같이 

2개로 분리 가능(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킬로그램당 

1.88센트 또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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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령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34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포장상태에서 각각의 중량이 2.27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8.5%, 양자 중 

고액+4% 

07069022 다음과 같은 기간동안 수입된 무[기간 기준은 다음과 같이 2개로 

분리 가능(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34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벌크나 포장상태에서 각각의 중량이 2.27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킬로그램당 

1.88센트 또는 

8.5%, 양자 중 

고액 

B 

07069030 그 밖의 사탕무 무세 A 

07069040 선모와 셀러리악 무세 A 

07069051 무: 다음의 기간동안 수입된 것(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26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킬로그램당 

1.41센트 또는 

6%, 양자 중 

고액 

B 

07069059 무: 기타 무세 A 

07069090 기타 무세 A 

07070010 가공용 킬로그램당 

1.41센트 또는 

6%, 양자 중 

고액 

B 

07070091 기타: 다음의 기간동안 수입된 것[기간 기준은 다음과 같이 2개로 

분리 가능(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30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킬로그램당 

4.22센트 또는 

12.5%, 양자 중 

고액 

C 

07070099 기타: 기타 무세 A 

07081010 가공용 킬로그램당 

1.41센트 또는 

6%, 양자 중 

고액 

B 

07081091 기타: 다음의 기간동안 수입된 것(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12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킬로그램당 

3.75센트 또는 

8.5%, 양자 중 

고액 

B 

07081099 기타: 기타 무세 A 

07082010 가공용 깍지콩 킬로그램당 

1.41센트 또는 

6%, 양자 중 

고액 

B 

07082021 다음과 같은 기간동안 수입된 그 밖의 깍지콩[기간 기준은 다음과 

같이 2개로 분리 가능(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14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포장상태에서 각각의 중량이 2.27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킬로그램당 

3.75센트 또는 

8.5%, 양자 중 

고액+4% 

C 

07082022 다음과 같은 기간동안 수입된 그 밖의 깍지콩[기간 기준은 다음과 

같이 2개로 분리 가능(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14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벌크나 포장상태에서 각각의 중량이 

킬로그램당 

3.75센트 또는 

8.5%, 양자 중 

고액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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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7082030 그 밖의 깍지콩 무세 A 

07082090 기타 무세 A 

07089000 그 밖의 채두류(菜豆類) 무세 A 

07092010 가공용 킬로그램당 

5.51센트 또는 

7.5%, 양자 중 

고액 

B 

07092091 기타: 다음의 기간동안 수입된 것(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8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킬로그램당 

10.31센트 또는 

12.5%, 양자 중 

고액 

C 

07092099 기타: 기타 무세 A 

07093000 가지(에그플랜트) 무세 A 

07094011 다음의 기간동안 수입된 것(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18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포장상태에서 각각의 중량이 

2.27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킬로그램당 

3.75센트 또는 

12.5%, 양자 중 

고액+4% 

C 

07094012 다음의 기간동안 수입된 것(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18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벌크나 포장상태에서 중량이 

각각 2.27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킬로그램당 

3.75센트 또는 

12.5%, 양자 중 

고액 

C 

07094090 기타 무세 A 

07095110 가공용 킬로그램당 

8.43센트 또는 

8.5%, 양자 중 

고액 

B 

07095190 기타 킬로그램당 

8.43센트 또는 

8.5%, 양자 중 

고액 

B 

07095910 버섯(가공용에 한정한다) 킬로그램당 

8.43센트 또는 

8.5%, 양자 중 

고액 

B 

07095920 송로 무세 A 

07095990 기타 킬로그램당 

8.43센트 또는 

8.5%, 양자 중 

고액 

B 

07096010 다음의 기간동안 수입된 것(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12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킬로그램당 

3.75센트 또는 

8.5%, 양자 중 

고액 

B 

07096090 기타 무세 A 

07097000 시금치류 무세 A 

07099011 파슬리: 다음의 기간동안 수입된 것(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킬로그램당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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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16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3.28센트 또는 

8.5%, 양자 중 

고액 

07099019 파슬리: 기타 무세 A 

07099021 대황(루바브): 다음의 기간동안 수입된 것(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12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무세 A 

07099029 대황(루바브): 기타 무세 A 

07099031 다음과 같은 기간동안 수입된 옥수숫대에 붙어 있는 

스위트콘(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12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포장상태에서 각각의 중량이 2.27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킬로그램당 

2.81센트 또는 

12.5%, 양자 중 

고액+4% 

C 

07099032 다음과 같은 기간동안 수입된 옥수숫대에 붙어 있는 

스위트콘(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12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벌크나 포장상태에서 각각의 중량이 2.27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킬로그램당 

2.81센트 또는 

12.5%, 양자 중 

고액 

C 

07099040 옥수숫대에 붙어 있는 그 밖의 스위트콘 무세 A 

07099050 글로브 아티초크(globe artichoke) 무세 A 

07099090 기타 무세 A 

07101000 감자 6% B 

0710210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9.5% C 

07102200 콩[비그나종(Vigna spp.)ㆍ파세러스종(Phaseolus spp.)] 9.5% C 

07102910 이집트 콩[가반조스(garbanzos)]ㆍ루피니 콩ㆍ비둘기 

콩[콩고ㆍ달과 투르(Congo, dahl and toor)]ㆍ캇장 완두콩ㆍ노-아이 

완두콩ㆍ앙골라 완두콩과 구아의 종자 

무세 A 

07102990 기타 9.5% C 

07103000 시금치류 무세 A 

07104000 스위트콘 9.5% C 

07108010 아스파라거스 19% C 

07108020 브로콜리와 꽃양배추 12.5% C 

07108030 방울다다기 양배추, 버섯 12.5% C 

07108040 어린 당근(길이가 11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11% C 

07108050 아티초크(글로브 또는 차이니즈)ㆍ죽순ㆍ선인장 

잎(노팔선인장)ㆍ카르둔ㆍ고수의 잎(차이니즈 또는 멕시칸 파슬리 

또는 엔 사이)ㆍ지카마ㆍ처빌 

잎ㆍ말랑가ㆍ오크라ㆍ타마릴로(토마토나무)ㆍ타라곤ㆍ토마티요ㆍ토

페도ㆍ송로 및 베르돌라가 

무세 A 

07108090 기타 9.5% C 

07109000 채소류의 혼합물 12.5% C 

07112000 올리브 무세 A 

07114010 최대 지름이 19밀리미터인 오이피클(완제품 제조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07114090 기타 10.5% C 

07115100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8%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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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5900 기타 8% B 

07119010 케이퍼 무세 A 

07119090 기타 8% B 

07122000 양파 6% B 

07123100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6% B 

07123210 식품 제조용 무세 A 

07123290 기타 6% B 

07123300 젤리균류(트레멜라종) 6% B 

07123911 버섯: 포르치니(볼레투스 에둘리스)나 표고버섯(렌티누스 

에도데스)(식품제조용으로 한정한다) 

무세 A 

07123919 버섯: 기타 6% B 

07123920 송로 무세 A 

07129010 건조 채소(마늘은 포함하나 감자 가루는 제외한다)(식품제조용으로 

한정한다), 

스위트콘 종자, 

타라곤ㆍ마조람과 세이보리 

무세 A 

07129020 그 밖의 마늘  6% B 

07129090 기타 6% B 

07131010 종자(포장상태에서 각각의 중량이 500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5.5% A 

07131090 기타 무세 A 

07132000 이집트 콩[가반조스(garbanzos)] 무세 A 

07133110 비그나 라디에이타(엘) 윌크젝(Vigna radiata (L) Wilczek)종의 

것(벌크나 포장상태에서 각각의 중량이 500그램을 초과하는 것) 

무세 A 

07133190 기타 2% A 

07133200 팥[아주기(Adzuki)][파세러스(Phaseolus) 또는 비그나 

앵구라리스(Vigna angularis)] 

2% A 

07133310 종자 무세 A 

07133391 기타: 붉은 강낭콩 무세 A 

07133399 기타: 기타 2% A 

07133910 리마 콩과 마다가스카르 콩 무세 A 

07133990 기타 2% A 

07134000 렌즈콩 무세 A 

07135010 종자(벌크나 포장상태에서 각각의 중량이 500그램을 초과하는 것) 무세 A 

07135090 기타 2% A 

07139010 종자(벌크나 포장상태에서 각각의 중량이 500그램을 초과하는 것) 무세 A 

07139090 기타 무세 A 

07141000 매니옥(카사바) 무세 A 

07142000 고구마 무세 A 

07149010 냉동한 것[마름(water chestnuts)은 제외한다)] 9.5% C 

07149090 기타 무세 A 

08011100 말린 것 무세 A 

08011900 기타 무세 A 

080121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무세 A 

08012200 껍데기를 벗긴 것 무세 A 

080131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무세 A 

08013200 껍데기를 벗긴 것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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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11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무세 A 

08021200 껍데기를 벗긴 것 무세 A 

080221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무세 A 

08022200 껍데기를 벗긴 것 무세 A 

080231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무세 A 

08023200 껍데기를 벗긴 것 무세 A 

08024000 밤(카스타네아종) 무세 A 

08025000 피스타치오 무세 A 

08026000 마카다미아너트 무세 A 

08029000 기타 무세 A 

08030000 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08041000 대추야자 무세 A 

08042000 무화과 무세 A 

08043000 파인애플 무세 A 

08044000 아보카도 무세 A 

08045000 구아바ㆍ망고와 망고스틴 무세 A 

08051000 오렌지 무세 A 

08052000 만다린(mandarins)[탄제린(tangerines)과 세트수머(satsumas)를 

포함한다], 클레멘타인(clementines), 윌킹(wilkings)과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무세 A 

08054000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포멜로(pomelos)를 포함한다] 무세 A 

08055000 레몬[시트러스 리몬(Citrus limon)ㆍ시트러스 리머늄(Citrus 

limonum)]과 라임(lime)[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Citrus 

aurantifolia)ㆍ시트러스 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 

무세 A 

08059000 기타 무세 A 

08061011 비티스 라브루스카종의 포도(본래 상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의 

기간동안 수입된 것(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15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킬로그램당 

1.41센트 

B 

08061019 비티스 라브루스카종의 포도(본래 상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기타 무세 A 

08061091 기타: 본래 상태의 것 무세 A 

08061099 기타: 기타 6% B 

08062000 건조한 것 무세 A 

08071100 수박 무세 A 

08071900 기타 무세 A 

08072000 포포우(파파야) 무세 A 

08081010 본래 상태의 것 무세 A 

08081090 기타 8.5% B 

08082010 가공용의 배 킬로그램당 

2.12센트 또는 

8%, 양자 중 

고액 

B 

08082021 그 밖의 배: 다음의 기간동안 수입된 것(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24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킬로그램당 

2.81센트 또는 

10.5%, 양자 중 

고액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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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2029 그 밖의 배: 기타 무세 A 

08082030 마르멜로 무세 A 

08091010 가공용 킬로그램당 

2.12센트 또는 

8%, 양자 중 

고액 

B 

08091091 기타: 다음의 기간동안 수입된 것(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10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킬로그램당 

4.68센트 또는 

10.5%, 양자 중 

고액 

C 

08091099 기타: 기타 무세 A 

08092010 가공용의 단맛의 것 킬로그램당 

5.64센트 또는 

8%, 양자 중 

고액 

B 

08092021 신 것(본래 상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의 기간동안 수입된 

것(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10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킬로그램당 

5.64센트 또는 

8%, 양자 중 

고액 

B 

08092029 신 것(본래 상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기타 무세 A 

08092031 기타(본래 상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의 기간동안 수입된 

것(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8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킬로그램당 

5.62센트 또는 

8.5%, 양자 중 

고액 

B 

08092039 기타(본래 상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기타 무세 A 

08092090 기타 6% B 

08093010 복숭아(넥터린을 제외하며 가공용으로 한정한다) 킬로그램당 

2.82센트 또는 

8%, 양자 중 

고액 

B 

08093021 그 밖의 복숭아(본래 상태의 것으로 넥터린은 제외한다): 다음의 

기간동안 수입된 것(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14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킬로그램당 

5.62센트 또는 

10.5%, 양자 중 

고액 

C 

08093029 그 밖의 복숭아(본래 상태의 것으로 넥터린은 제외한다): 기타 무세 A 

08093030 넥터린(본래 상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08093090 기타 8.5% B 

08094010 프룬 자두(가공용으로 한정한다) 킬로그램당 

1.06센트 또는 

8%, 양자 중 

고액 

B 

08094021 그 밖의 프룬 자두(본래 상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의 기간동안 

수입된 것(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12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킬로그램당 

2.81센트 또는 

10.5%, 양자 중 

고액 

C 

08094029 그 밖의 프룬 자두(본래 상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기타 무세 A 

08094031 자두(프룬 자두는 제외한다)와 슬로(본래 상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킬로그램당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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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기간동안 수입된 것(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12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3.75센트 또는 

10.5%, 양자 중 

고액 

08094039 프룬 자두는 제외한 자두와 슬로(본래 상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기타 

무세 A 

08094090 기타 8.5% B 

08101010 가공용 킬로그램당 

5.62센트 또는 

8.5%, 양자 중 

고액 

B 

08101091 기타: 다음의 기간동안 수입된 것(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8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킬로그램당 

5.62센트 또는 

8.5%, 양자 중 

고액 

B 

08101099 기타: 기타 무세 A 

08102011 나무딸기와 로간베리(본래 상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의 

기간동안 수입된 것(캐나다 국경서비스청장이나 공공안전방재부 

장관령으로 정해진 기간이나 3월 31일까지 12개월 중 총 6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무세 A 

08102019 나무딸기와 로간베리(loganberry)(본래 상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기타 

무세 A 

08102090 기타 무세 A 

08104010 본래 상태의 것 무세 A 

08104090 기타 무세 A 

08105000 키위프루트 무세 A 

08106000 두리안 무세 A 

08109010 흑색ㆍ백색이나 적색의 커런트(currant)와 구즈베리(gooseberry) 무세 A 

08109090 기타 무세 A 

08111010 가공용 킬로그램당 

5.62센트 또는 

8.5%, 양자 중 

고액 

B 

08111090 기타 12.5% C 

08112000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loganberry), 

흑색ㆍ백색이나 적색의 커런트(currant)와 구즈베리(gooseberry) 

6% B 

08119010 체리 킬로그램당 

9.37센트 또는 

12.5%, 양자 중 

고액 

C 

08119020 복숭아 10.5% C 

08119090 기타 무세 A 

08121010 씨를 뺀 스위트 체리로서 줄기에 붙어 있는 것(아황산가스에 의해 

일시보존된 것으로, 줄기를 가지고 있는 마라스키노 체리 제조용) 

무세 A 

08121090 기타 킬로그램당 

9.37센트 또는 

10.5%, 양자 중 

고액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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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9010 아카라ㆍ아키ㆍ엔초비 

배ㆍ사과배ㆍ아보카도ㆍ바나나ㆍ빵나무열매ㆍ캐럼볼라스ㆍ차요테ㆍ

체리모야(자메이카 사과)ㆍ감귤류의 

과실ㆍ대추야자ㆍ두리안ㆍ페이조아ㆍ무화과ㆍ푸 쿠아스(발삼 

배)ㆍ제니페ㆍ구아바ㆍ임부스ㆍ대추ㆍ키위ㆍ레이디애플ㆍ린찌(리치)

ㆍ비파ㆍ용설란ㆍ마미ㆍ망고ㆍ망고스틴ㆍ멜론ㆍ포포(파파야)ㆍ패션

프루트ㆍ포포ㆍ감ㆍ파인애플ㆍ플랜틴ㆍ플럼콧ㆍ백년초ㆍ석류ㆍ마르

멜로ㆍ랑푸르ㆍ사파타ㆍ스타애플ㆍ타마린드ㆍ탄젤로 및 

우굴리프루츠 

무세 A 

08129020 초본류 딸기 킬로그램당 

9.37센트 또는 

14.5%, 양자 중 

고액 

C 

08129090 기타 6% B 

08131000 살구 무세 A 

08132000 프룬 무세 A 

08133000 사과 6% B 

08134000 그 밖의 과실 무세 A 

08135000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무세 A 

08140000 감귤류의 껍질 또는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ㆍ냉동ㆍ건조나 염수ㆍ유황수 또는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090111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무세 A 

090112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무세 A 

090121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무세 A 

090122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무세 A 

09019000 기타 무세 A 

09021010 개별 포장한 것 무세 A 

09021090 기타 무세 A 

09022000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09023010 개별 포장한 것 무세 A 

09023090 기타 무세 A 

09024000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발효차 무세 A 

09030000 마테 무세 A 

090411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무세 A 

090412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3% A 

0904201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칠리 페퍼와 파프리카는 제외한다) 3% A 

09042090 기타 무세 A 

09050000 바닐라 무세 A 

09061100 계피(신나모멈 제이라니쿰 블룸) 무세 A 

09061900 기타 무세 A 

09062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3% A 

0907001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무세 A 

0907002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3% A 

0908101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무세 A 

0908102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3%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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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201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무세 A 

0908202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3% A 

0908301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무세 A 

0908302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3% A 

0909101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무세 A 

0909102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3% A 

0909201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무세 A 

0909202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3% A 

0909301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무세 A 

0909302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3% A 

0909401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무세 A 

0909402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3% A 

0909501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무세 A 

0909502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3% A 

0910101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무세 A 

0910102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3% A 

09102000 샤프란 무세 A 

09103000 심황(강황) 무세 A 

09109130 카레 무세 A 

09109191 기타: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무세 A 

09109192 기타: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3% A 

09109910 딜 종자, 

기타(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무세 A 

09109990 기타 3% A 

10011010 시장접근 허용 물량 톤당 1.9달러 B 

10011020 시장접근 초과 물량 49% C 

10019010 시장접근 허용 물량 톤당 1.9달러 B 

10019020 시장접근 초과 물량 76.5% C 

10020000 호밀 무세 A 

10030011 맥아제조용: 시장접근 허용 물량 톤당 0.99달러 B 

10030012 맥아제조용: 시장접근 초과 물량 94.5% C 

10030091 기타: 시장접근 허용 물량 톤당 0.99달러 B 

10030092 기타: 시장접근 초과 물량 21% C 

10040000 귀리 무세 A 

10051000 종자 무세 A 

10059000 기타 무세 A 

10061000 벼 무세 A 

10062000 현미 무세 A 

10063000 정미(연마 또는 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무세 A 

10064000 쇄미 무세 A 

10070000 수수 무세 A 

10081000 메밀 무세 A 

10082000 밀리트 무세 A 

10083000 카나리시드(canary seed) 무세 A 

10089000 그 밖의 곡물 무세 A 

11010010 시장접근 허용 물량 톤당 2.42달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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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0020 시장접근 초과 물량 톤당 139.83달러 C 

11021000 호밀가루 무세 A 

11022000 옥수수가루 6% B 

11029011 보리가루: 시장접근 허용 물량 4% B 

11029012 보리가루: 시장접근 초과 물량 톤당 

213.8달러+8.5% 

C 

11029020 쌀가루 무세 A 

11029090 기타 6% B 

11031110 시장접근 허용 물량 톤당 2.42달러 B 

11031120 시장접근 초과 물량 톤당 105.33달러 C 

11031300 옥수수의 것 무세 A 

11031911 보리의 것: 시장접근 허용 물량 3% B 

11031912 보리의 것: 시장접근 초과 물량 톤당 

177.5달러+6.5% 

C 

11031990 기타 무세 A 

11032011 밀의 것: 시장접근 허용 물량 3.5% B 

11032012 밀의 것: 시장접근 초과 물량 톤당 

98.6달러+7% 

C 

11032021 보리의 것: 시장접근 허용 물량 3.5% B 

11032022 보리의 것: 시장접근 초과 물량 톤당 

15.9달러+7% 

C 

11032090 기타 5% A 

11041200 귀리의 것 무세 A 

11041911 밀의 것: 시장접근 허용 물량 3.5% B 

11041912 밀의 것: 시장접근 초과 물량 톤당 

105.6달러+7% 

C 

11041921 보리의 것: 시장접근 허용 물량 4% B 

11041922 보리의 것: 시장접근 초과 물량 톤당 

177.5달러+8.5% 

C 

11041990 기타 5% A 

11042200 귀리의 것 5% A 

11042300 옥수수의 것 5% A 

11042911 밀의 것: 시장접근 허용 물량 3.5% B 

11042912 밀의 것: 시장접근 초과 물량 톤당 

113.4달러+7% 

C 

11042921 보리의 것: 시장접근 허용 물량 4% B 

11042922 보리의 것: 시장접근 초과 물량 톤당 

177.5달러+8.5% 

C 

11042990 기타 5% A 

11043011 밀의 것: 시장접근 허용 물량 3.5% B 

11043012 밀의 것: 시장접근 초과 물량 톤당 

98.6달러+7% 

C 

11043090 기타 5% A 

11051000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 및 가루 10.5% C 

11052000 플레이크ㆍ알갱이와 펠릿(pellet) 8.5% B 

11061010 구아의 거친 가루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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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1090 기타 6% B 

11062000 사고 또는 뿌리나 괴경의 것(제0714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11063000 제8류 물품의 것 무세 A 

11071011 전체: 시장접근 허용 물량 킬로그램당 

0.31센트 

B 

11071012 전체: 시장접근 초과 물량 톤당 157달러 C 

11071091 기타: 시장접근 허용 물량 킬로그램당 

0.47센트 

B 

11071092 기타: 시장접근 초과 물량 톤당 160.1달러 C 

11072011 전체: 시장접근 허용 물량 킬로그램당 

0.31센트 

B 

11072012 전체: 시장접근 초과 물량 톤당 141.5달러 C 

11072091 기타: 시장접근 허용 물량 무세 A 

11072092 기타: 시장접근 초과 물량 무세 A 

11081110 시장접근 허용 물량 킬로그램당 

0.95센트 

B 

11081120 시장접근 초과 물량 톤당 237.9달러 C 

11081200 옥수수 전분 무세 A 

11081300 감자 전분 10.5% B 

11081400 매니옥(카사바) 전분 무세 A 

11081911 보리 전분: 시장접근 허용 물량 킬로그램당 

0.83센트 

B 

11081912 보리 전분: 시장접근 초과 물량 톤당 188.5달러 C 

11081990 기타 킬로그램당 

1.24센트 

A 

11082000 이눌린 6.5% A 

11090010 시장접근 허용 물량 7.5% C 

11090020 시장접근 초과 물량 톤당 

397.3달러+14.5% 

C 

12010000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무세 A 

12021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무세 A 

12022000 껍데기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무세 A 

12030000 코프라 무세 A 

12040000 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무세 A 

12051000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의 씨 무세 A 

12059000 기타 무세 A 

12060000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무세 A 

12072000 목화씨 무세 A 

12074000 참깨 무세 A 

12075000 겨자씨 무세 A 

12079100 양귀비씨 무세 A 

12079900 기타 무세 A 

12081010 고운 가루 6% B 

12081020 거친 가루 무세 A 

12089010 고운 가루 6% B 

12089020 거친 가루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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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1000 사탕무 종자 무세 A 

12092100 루우산(lucerne)(알팔파) 종자 무세 A 

12092200 클로버(clover)[트리폴리엄(Trifolium)종] 종자 무세 A 

12092300 페스큐(fescue) 종자 무세 A 

12092400 켄터키블루그래스(kentucky blue grass)[포아프래텐시스 엘(Poa 

pratensis L.)] 종자 

무세 A 

12092500 라이그래스(rye grass) [로리엄 멀티플로럼 램(Lolium multiflorum 

Lam)ㆍ로리엄 페레네 엘(Lolium perenne L.)] 종자 

무세 A 

12092900 기타 무세 A 

12093010 각각의 중량이 25그램 미만으로 포장된 것 5.5% A 

12093020 벌크나 포장상태에서 각각의 중량이 25그램 이상인 것 무세 A 

12099110 벌크나 포장상태에서 각각의 중량이 500그램을 초과하여 포장된 것, 

500그램당 5.50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포장상태에서 각각의 

중량이 25그램 이상이나 500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무세 A 

12099190 기타 5.5% A 

12099910 나무 종자(제8류의 견과나무는 제외한다), 

종자(벌크나 포장상태에서 각각의 중량이 500그램을 초과하는 것), 

과실과 포자 

무세 A 

12099920 종자(포장상태에서 각각의 중량이 500그램 이하인 것) 5.5% A 

12101000 홉(hop)[잘게 부순 것ㆍ가루 모양, 펠릿(pellet) 모양은 제외한다] 무세 A 

12102000 홉(hop)[잘게 부순 것ㆍ가루 모양 또는 펠릿(pellet) 모양으로 

한정한다], 루플린(lupulin) 

무세 A 

12112010 개별 포장한 허브차 무세 A 

12112090 기타 무세 A 

12113000 코카잎 무세 A 

12114000 양귀비줄기 무세 A 

12119010 개별 포장한 허브차 무세 A 

12119090 기타 무세 A 

12122000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 무세 A 

12129100 사탕무 무세 A 

12129910 사탕수수 무세 A 

12129920 살구ㆍ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 또는 자두의 핵 6.5% A 

12129990 기타 무세 A 

12130000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에 한하며, 

절단ㆍ분쇄ㆍ압착이나 펠릿모양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무세 A 

12141000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 10% A 

12149000 기타 무세 A 

13012000 아라비아 검 무세 A 

13019000 기타 무세 A 

13021100 아편 무세 A 

13021200 감초로 만든 것 무세 A 

13021300 호프로 만든 것 무세 A 

13021900 기타 무세 A 

13022000 펙틴질ㆍ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무세 A 

13023100 한천 무세 A 

13023200 로커스트콩(locust bean)ㆍ로커스트콩(locust bean)의 씨나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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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아(guar)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13023900 기타 무세 A 

14011000 대나무  무세 A 

14012000 등나무 무세 A 

14019000 기타 무세 A 

14042000 면(綿) 린터(linter) 무세 A 

14049000 기타 무세 A 

15010000 돼지의 지방[라드(lard)를 포함한다]과 가금(家禽)의 

지방(제0209호나 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무세 A 

15020000 소 ㆍ면양이나 산양의 지방(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2.5% A 

15030000 라드스테아린(lard stearin), 라드유(lard oil), 

올레오스테아린(oleostearin), 올레오유(oleo-oil) 및 탤로우유(tallow 

oil)(유화ㆍ혼합 또는 그 밖의 조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5% A 

15041010 의약품제조용 무세 A 

15041091 기타: 캐나다 제조자용 무세 A 

15041099 기타: 기타 5% B 

15042010 거친 것(비누나 기름 제조용) 무세 A 

15042090 기타 4.5% B 

15043000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 6.5% B 

15050000 울그리스(wool grease)와 이것에서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lanolin)을 포함한다] 

무세 A 

15060000 그 밖의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7% A 

15071000 조유(粗油)[검(gum)질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4.5% B 

15079010 페인트와 바니시 제조용 무세 A 

15079090 기타 9.5% B 

15081000 조유(粗油) 4.5% A 

15089000 기타 9.5% B 

15091000 버진(virgin) 무세 A 

15099000 기타 무세 A 

15100000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은 것으로서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무세 A 

15111000 조유(粗油) 6% A 

15119010 코코아 버터 대용지 제조용의 팜유 중간 분획물 무세 A 

15119020 마가린과 쇼트닝 제조용 팜유와 그 분획물 무세 A 

15119090 기타 11% B 

15121100 조유(粗油) 4.5% B 

15121910 해바라기씨유와 그 분획물 9.5% B 

15121920 잇꽃과 그 분획물 11% B 

15122100 조유(粗油)[고시폴(gossypol)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4.5% A 

15122900 기타 9.5% B 

15131100 조유(粗油) 6% A 

15131910 동물 사료 제조용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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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1990 기타 11% A 

15132100 조유(粗油) 6% A 

15132910 마가린과 쇼트닝 제조용 팜핵유와 그 분획물 무세 A 

15132990 기타 11% B 

15141100 조유(粗油) 6% B 

15141900 기타 11% B 

15149100 조유(粗油) 6% B 

15149900 기타 11% B 

15151100 조유(粗油) 4.5% B 

15151900 기타 8% B 

15152100 조유(粗油) 4.5% B 

15152900 기타 9.5% B 

15153000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무세 A 

15155010 조유(粗油) 6% B 

15155090 기타 11% B 

15159010 일리프 버터(illipe butter)ㆍ시어버터(shea butter)ㆍ호호바유(jojoba 

oil)ㆍ오이티시카유(oiticica oil)ㆍ캐슈넛 쉘오일(cashew nut shell 

oil)과 그 분획물,동유(tung oil)와 그 분획물  

무세 A 

15159091 기타: 변성가공하지 않은 것 6% B 

15159099 기타: 기타 11% B 

15161010 어류나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에서 전적으로 얻은 것 11% A 

15161090 기타 11% A 

15162010 수소 첨가 피마자유 무세 A 

15162090 기타 11% A 

15171010 시장접근 허용 물량 7.5% E 

15171020 시장접근 초과 물량 킬로그램당 

82.28센트 

E 

15179010 이미테이션 라드 무세 A 

15179021 버터 대용물: 시장접근 허용 물량 7.5% E 

15179022 버터 대용물: 시장접근 초과 물량 218% 또는 

킬로그램당 

2.47달러, 양자 

중 고액 

E 

15179030 팜유와 팜핵유(palm kernel oil)와 그 분획물과 혼합물(마가린과 

쇼트닝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무세 A 

15179091 기타: 쇼트닝 11% A 

15179099 기타: 기타 11% B 

15180010 끓인 아마인유 4.5% B 

15180090 기타 8% A 

15200000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 

수(水)와 글리세롤 폐액(廢液) 

무세 A 

15211000 식물성 납(蠟) 무세 A 

15219000 기타 무세 A 

15220000 데그라스(degras),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 또는 식물성 납(蠟)을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 

무세 A 

16010011 캔이나 유리병에 넣은 것: 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 12.5% B 



TS-CDA-35 

이 양허표는 영어본 및 프랑스어본만 정본이다 

품목번호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6010019 캔이나 유리병에 넣은 것: 기타 12.5% B 

1601002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캔이나 유리병에 넣은 것은 제외한다): 시장접근 

허용 물량(노계는 제외한다) 

킬로그램당 

0.95센트 

E 

16010022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캔이나 유리병에 넣은 것은 제외한다): 시장접근 

초과 물량(노계는 제외한다) 

238% E 

16010023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캔이나 유리병에 넣은 것은 제외한다): 노계 

무세 A 

16010031 칠면조의 것(캔이나 유리병에 넣은 것은 제외한다): 시장접근 허용 

물량 

킬로그램당 

0.95센트 

E 

16010032 칠면조의 것(캔이나 유리병에 넣은 것은 제외한다): 시장접근 초과 

물량 

154.5% E 

16010090 기타 무세 A 

1602101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으로 

한정한다]과 칠면조의 것(제0105호의 것) 

12.5% B 

16021090 기타 12.5% B 

16022010 송로를 곁들인 파테 드 푸아(Pâtés de foie) 3% A 

1602202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페이스트(캔이나 유리병에 넣은 것은 제외한다): 

시장접근 허용 물량 

무세 A 

16022022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페이스트(캔이나 유리병에 넣은 것은 제외한다): 

시장접근 초과 물량 

238% E 

16022031 칠면조의 페이스트(캔이나 유리병에 넣지 않은 것): 시장접근 허용 

물량 

무세 A 

16022032 칠면조의 페이스트(캔이나 유리병에 넣지 않은 것): 시장접근 초과 

물량 

154.5% E 

16022090 기타 무세 A 

16023111 가공식품: 특수 혼합물 11% B 

16023112 가공식품: 기타(시장접근 허용 물량) 7.5% E 

16023113 가공식품: 기타(시장접근 초과 물량으로서 뼈가 있는 것) 169.5% 또는 

킬로그램당 

3.76달러, 양자 

중 고액 

E 

16023114 가공식품: 기타(시장접근 초과 물량으로서 뼈가 없는 것) 169.5% 또는 

킬로그램당 

6.18달러, 양자 

중 고액 

E 

16023191 기타: 캔이나 유리병에 넣은 것 12.5% B 

16023192 기타: 특수 혼합물(캔이나 유리병에 넣은 것은 제외한다) 2.5% B 

16023193 기타: 기타(시장접근 허용 물량) 5% 또는 

킬로그램당 

4.74센트, 양자 

중 고액 하지만 

킬로그램당 

9.48센트, 양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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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저액 

16023194 기타: 기타(시장접근 초과 물량으로서 뼈가 있는 것) 165% 또는 

킬로그램당 

3.67달러, 양자 

중 고액 

E 

16023195 기타: 기타(시장접근 초과 물량으로서 뼈가 없는 것) 165% 또는 

킬로그램당 

6.03달러, 양자 

중 고액 

E 

16023211 가공식품: 노계의 것, 

특수 혼합물  

11% B 

16023212 가공식품: 기타(시장접근 허용 물량) 7.5% E 

16023213 가공식품: 기타(시장접근 초과 물량으로서 뼈가 있는 것) 253% 또는 

킬로그램당 

5.91달러, 양자 

중 고액 

E 

16023214 가공식품: 기타(시장접근 초과 물량으로서 뼈가 없는 것) 253% 또는 

킬로그램당 

10.54달러, 양자 

중 고액 

E 

16023291 기타: 캔이나 유리병에 넣은 것 9.5% B 

16023292 기타: 특수 혼합물(캔이나 유리병에 넣은 것은 제외한다), 

노계(캔이나 유리병에 넣은 것은 제외한다) 

무세 A 

16023293 기타: 기타(시장접근 허용 물량) 5% 또는 

킬로그램당 

4.74센트, 양자 

중 고액 하지만 

킬로그램당 

9.48센트, 양자 

중 저액 

E 

16023294 기타: 기타(시장접근 초과 물량으로서 뼈가 있는 것) 249% 또는 

킬로그램당 

5.81달러, 양자 

중 고액 

E 

16023295 기타: 기타(시장접근 초과 물량으로서 뼈가 없는 것) 249% 또는 

킬로그램당 

10.36달러, 양자 

중 고액 

E 

16023910 가공식품 11% B 

16023991 기타: 오리ㆍ거위나 기니아새의 것(캔이나 유리병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9.5% B 

16023999 기타: 기타 무세 A 

16024110 캔이나 유리병에 넣은 것 9.5% B 

16024190 기타 무세 A 

16024210 캔이나 유리병에 넣은 것 9.5% B 

16024290 기타 무세 A 

16024910 캔이나 유리병에 넣은 것, 12.5%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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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16024990 기타 무세 A 

16025010 가공식품 11% B 

16025091 기타: 캔이나 유리병에 넣은 것 9.5% B 

16025099 기타: 기타 무세 A 

16029010 가공식품 11% B 

16029091 기타: 캔이나 유리병에 넣은 것 12.5% B 

16029099 기타: 기타 무세 A 

16030011 고기의 것: 고래의 것 6% B 

16030019 고기의 것: 기타 6% B 

16030020 어류나 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무척추동물의 것 3% B 

16041100 연어 2% A 

16041210 피클로 한 것 무세 A 

16041290 기타 5% B 

16041310 캔이나 유리병에 넣은 것 무세 A 

16041390 기타 9% B 

16041410 대서양 버니토 4.5% B 

16041490 기타 7% B 

16041500 고등어 8% B 

16041610 캔이나 유리병에 넣은 것 무세 A 

16041690 기타 9% B 

16041910 치어(캔이나 유리병에 넣은 것) 7% B 

16041990 기타 7% B 

16042010 가공식품 11% B 

16042020 게필테 피쉬 7% B 

16042090 기타 7% B 

16043000 캐비아와 캐비아 대용물 3% B 

16051000 게 5% B 

16052000 새우와 보리새우 무세 A 

16053010 껍데기를 벗긴 것[물로 찌거나 삶아서 조리한 것(냉동 여부를 

불문하나 더 이상의 조제ㆍ보존처리되지 않은 것)] 

무세 A 

16053090 기타 4% B 

16054010 크레이피쉬(가재)(캔이나 유리병에 넣은 것) 5% B 

16054090 기타 5% B 

16059010 오징어ㆍ문어와 갑오징어 무세 A 

16059020 굴 2% A 

16059030 조개 6.5% B 

16059040 토헤로아(대합)(캔이나 유리병에 넣은 것) 4% B 

16059090 기타 4% B 

17011110 와인제조용 정제당 생산에 사용되는 제당공장용의 것 무세 A 

17011120 당도(糖度)가 96도 이하인 것 톤당 22.05달러 B 

17011130 당도(糖度)가 96도를 초과하나, 97도 이하인 것 톤당 22.61달러 B 

17011140 당도(糖度)가 97도를 초과하나, 98도 이하인 것 톤당 23.18달러 B 

17011150 당도(糖度)가 98도를 초과하나, 99도 이하인 것 톤당 25.57달러 B 

17011160 당도(糖度)가 99도를 초과하나, 99.5도 미만인 것 톤당 24.69달러 B 

17011210 와인제조용 정제당 생산에 사용되는 제당공장용의 것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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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290 기타 톤당 24.69달러 B 

17019190 기타 톤당 30.86달러 C 

17019990 기타 톤당 30.86달러 C 

17021100 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유당(乳糖)[무수유당(無水乳糖)]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것 

6% B 

17021900 기타 6% B 

17022000 단풍당과 단풍나무시럽 무세 A 

17023010 결정 덱스트로오스(덱스트로오스 당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0 

이상인 것으로 수분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것)  

무세 A 

17023090 기타 3.5% B 

17024000 포도당과 포도당 시럽[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최소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것(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 

6% B 

17025000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무세 A 

17026000 그 밖의 과당과 과당 시럽[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 

3.5% B 

17029011 전화당(轉化糖)과 그 밖의 당시럽(전화(轉化) 후, 환원당의 함유량이 

고체상태 전중량의 100분의 75 이상이고, 용기에 담긴 전중량이 

27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시럽 총량에서 전화(轉化) 후 환원당이 

전중량의 100분의 65 이하인 것 

톤당 11.99달러 C 

17029012 전화당(轉化糖)과 그 밖의 당시럽 (전화(轉化) 후, 환원당의 

함유량이 고체상태 전중량의 100분의 75 이상이고, 용기에 담긴 

전중량이 27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시럽 총량에서 전화(轉化) 후 

환원당이 전중량의 100분의 65를 초과하나, 100분의 70 이하인 것 

톤당 13.05달러 C 

17029013 전화당(轉化糖)과 그 밖의 당시럽(전화(轉化) 후, 환원당의 함유량이 

고체상태 전중량의 100분의 75 이상이고, 용기에 담긴 전중량이 

27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시럽 총량에서 전화(轉化) 후 환원당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나, 100분의 71 이하인 것 

톤당 13.26달러 C 

17029014 전화당(轉化糖)과 그 밖의 당시럽(전화(轉化) 후, 환원당의 함유량이 

고체상태 전중량의 100분의 75 이상이고, 용기에 담긴 전중량이 

27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시럽 총량에서 전화(轉化) 후 환원당이 

전중량의 100분의 71을 초과하나, 100분의 72 이하인 것 

톤당 13.47달러 C 

17029015 전화당(轉化糖)과 그 밖의 당시럽(전화(轉化) 후, 환원당의 함유량이 

고체상태 전중량의 100분의 75 이상이고, 용기에 담긴 전중량이 

27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시럽 총량에서 전화(轉化) 후 환원당이 

전중량의 100분의 72를 초과하나, 100분의 73 이하인 것 

톤당 13.69달러 C 

17029016 전화당(轉化糖)과 그 밖의 당시럽 (전화(轉化) 후,  환원당의 

함유량이 고체상태 전중량의 100분의 75 이상이고, 용기에 담긴 

전중량이 27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시럽 총량에서 전화(轉化) 후 

환원당이 전 중량의 100분의 73을 초과하나, 100분의 74 이하인 것 

톤당 13.9달러 C 

17029017 전화당(轉化糖)과 그 밖의 당시럽(전화(轉化) 후, 환원당의 함유량이 

고체상태 전중량의 100분의 75 이상이고, 용기에 담긴 전중량이 

27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시럽 총량에서 전화(轉化) 후 환원당이 

전중량의 100분의 74을 초과하나, 100분의 75 이하인 것 

톤당 14.11달러 C 

17029018 전화당(轉化糖)과 그 밖의 당시럽(전화(轉化) 후, 환원당의 함유량이 

고체상태 전중량의 100분의 75 이상이고, 용기에 담긴 전중량이 

27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시럽 총량에서 전화(轉化) 후 환원당이 

톤당 15.17달러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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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량의 100분의 75를 초과하는 것 

17029029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기타 킬로그램당 

2.12센트 

B 

17029040 화학적으로 순수한 맥아당 6% B 

17029050 착색용 캐러멜 8.5% B 

17029069 기타의 자당: 기타 톤당 26.67달러 B 

17029089 그 밖의 전화당류와 그 밖의 당 시럽류: 기타 톤당 4.52달러 C 

17029090 기타 11% B 

17031010 혼합재를 함유한 가루(착색제나 고화방지제는 제외한다) 12.5% B 

17031090 기타 무세 A 

17039010 혼합재를 함유한 가루(착색제나 고화방지제는 제외한다) 12.5% B 

17039090 기타 무세 A 

17041000 추잉껌(당으로 도포하였는지에 상관없다) 9.5% B 

17049010 체스트넛 크림이나 페이스트 무세 A 

17049020 감초캔디, 

토피 

10% B 

17049090 기타 9.5% B 

18010000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18020000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및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무세 A 

18031000 탈지(脫脂)하지 않은 것 무세 A 

18032000 전부나 일부를 탈지(脫脂)한 것 무세 A 

18040000 코코아 버터[지(fat)나 유(oil)] 무세 A 

18050000 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6% B 

18061010 설탕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0 이상인 것 6% B 

18061090 기타 6% B 

18062010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코코아 페이스트(코코아 버터 

첨가물을 강화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그 밖의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18062021 초콜릿 아이스크림 혼합물이나 아이스 밀크 혼합물: 시장접근 허용 

물량 

5% E 

18062022 초콜릿 아이스크림 혼합물이나 아이스 밀크 혼합물: 시장접근 초과 

물량 

265% 또는 

킬로그램당 

1.15달러, 양자 

중 고액 

E 

18062090 기타 6% B 

18063100 속을 채운 것 6% B 

18063200 속을 채우지 않은 것 6% B 

18069011 초콜릿 아이스크림 혼합물이나 아이스 밀크 혼합물: 시장접근 허용 

물량 

5% A 

18069012 초콜릿 아이스크림 혼합물이나 아이스 밀크 혼합물: 시장접근 초과 

물량 

265% 또는 

킬로그램당 

1.15달러, 양자 

중 고액 

E 

18069090 기타 6% A 

19011010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추출물(extract)의 조제식료품 6%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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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020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밀크고형분 

건조 중량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9.5% C 

19011090 기타 9.5% C 

19012011 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버터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것으로, 소매용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시장접근 허용 물량) 

4% E 

19012012 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버터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것으로, 소매용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시장접근 초과 물량) 

246% 또는 

킬로그램당 

2.85달러, 양자 

중 고액 

E 

19012013 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기타[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허용 물량)] 

4% B 

19012014 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기타[각각의 

중량이 454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으로,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냉동한 것[각각의 중량이 900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으로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으로, 빵ㆍ번ㆍ롤 및 피자 

크러스트 제조용(시장접근 초과 물량)] 

4% B 

19012015 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기타[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킬로그램당 

11.93센트+8.5% 

C 

19012019 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기타 6% B 

19012021 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벌크상태나 포장한 것: 

버터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것으로, 

소매용이 아닌 것(시장접근 허용 물량) 

3% E 

19012022 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벌크상태나 포장한 것: 

버터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것으로, 

소매용이 아닌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244% 또는 

킬로그램당 

2.83달러, 양자 

중 고액 

E 

19012023 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벌크상태나 포장한 것: 

기타[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허용 

물량)] 

3% B 

19012024 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벌크상태나 포장한 것: 

기타[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킬로그램당 

11.93센트+6% 

C 

19012029 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벌크상태나 포장한 것: 

기타 

4.5% B 

19019011 맥아추출물(extract): 시장접근 허용 물량 8.5% C 

19019012 맥아추출물(extract): 시장접근 초과 물량 킬로그램당 

19.78센트+17% 

C 

19019020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전분 또는 맥아추출물(extract)의 조제식료품 4.5% B 

19019031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조제식료품(건조한 상태에서 

밀크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00분의 

5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아이스크림 혼합물이나 아이스 밀크 

혼합물(시장접근 허용 물량) 

6.5% E 

19019032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조제식료품(건조한 상태에서 

밀크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00분의 

267.5% 또는 

킬로그램당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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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아이스크림 혼합물이나 아이스 밀크 

혼합물(시장접근 초과 물량) 

1.16달러, 양자 

중 고액 

19019033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조제식료품(건조한 상태에서 

밀크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00분의 

5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기타[소매용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시장접근 허용 물량)] 

6.5% E 

19019034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조제식료품(건조한 상태에서 

밀크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00분의 

5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기타[소매용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시장접근 초과 물량)] 

250.5% 또는 

킬로그램당 

2.91달러, 양자 

중 고액 

E 

19019039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조제식료품(건조한 상태에서 

밀크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00분의 

5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기타 

9.5% C 

19019040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조제식료품(건조한 상태에서 

밀크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9.5% C 

19019051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조제식료품(건조한 상태에서 

밀크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아이스크림 혼합물이나 아이스 밀크 혼합물(시장접근 

허용 물량) 

6.5% E 

19019052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조제식료품(건조한 상태에서 

밀크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아이스크림 혼합물이나 아이스 밀크 혼합물(시장접근 

초과 물량) 

267.5% 또는 

킬로그램당 

1.16달러, 양자 

중 고액 

E 

19019053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조제식료품(건조한 상태에서 

밀크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기타[소매용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시장접근 허용 

물량)] 

6.5% E 

19019054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조제식료품(건조한 상태에서 

밀크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기타[소매용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시장접근 초과 

물량)] 

250.5% 또는 

킬로그램당 

2.91달러, 양자 

중 고액 

E 

19019059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조제식료품(건조한 상태에서 

밀크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기타 

9.5% C 

19021110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허용 

물량) 

4% B 

19021121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각각의 중량이 2.3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4% B 

19021129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기타 

킬로그램당 

16.27센트+8.5% 

C 

19021190 기타 6% B 

19021911 저단백질이나 무단백질 특수 식이용 식품으로서 캐나다 보건부가 

공인한 저단백질이나 무단백질 파스타: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허용 물량) 

무세 A 

19021912 저단백질이나 무단백질 특수 식이용 식품으로서 캐나다 보건부가 

공인한 저단백질이나 무단백질 파스타: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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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19021919 저단백질이나 무단백질 특수 식이용 식품으로서 캐나다 보건부가 

공인한 저단백질이나 무단백질 파스타: 기타 

무세 A 

19021921 기타(고운 가루와 물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허용 물량) 

무세 A 

19021922 기타(고운 가루와 물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각각의 중량이 2.3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무세 A 

19021923 기타(고운 가루와 물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기타[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킬로그램당 

16.27센트 

C 

19021929 마카로니와 버미첼리(고운 가루와 물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기타 

무세 A 

19021991 기타: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허용 

물량) 

4% B 

19021992 기타: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각각의 

중량이 2.3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4% B 

19021993 기타: 기타[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킬로그램당 

16.27센트+8.5% 

C 

19021999 기타: 기타 6% A 

19022000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1% C 

19023011 저단백질이나 무단백질 특수 식이용 식품으로서 캐나다 보건부가 

공인한 고기가 함유되지 않은 저단백질이나 무단백질 파스타: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허용 물량) 

무세 A 

19023012 저단백질이나 무단백질 특수 식이용 식품으로서 캐나다 보건부가 

공인한 고기가 함유되지 않은 저단백질이나 무단백질 파스타: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무세 A 

19023019 저단백질이나 무단백질 특수 식이용 식품으로서 캐나다 보건부가 

공인한 고기가 함유되지 않은 저단백질이나 무단백질 파스타: 기타 

무세 A 

19023020 기타[고기가 함유되지 않고,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시장접근 허용 물량)] 

4% A 

19023031 기타[고기가 함유되지 않고,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각각의 중량이 2.3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4% A 

19023039 기타[고기가 함유되지 않고,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시장접근 초과 물량)]: 기타 

킬로그램당 

4.01센트+8.5% 

C 

19023040 기타(고기가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 A 

19023050 고기가 함유된 것 11% B 

19024010 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5.5% B 

19024020 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 이하로 벌크상태나 포장한 것 4.5 % B 

19030000 타피오카와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flake) 

모양ㆍ낟알 모양ㆍ진주 모양ㆍ무거리 모양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19041010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허용 

물량) 

4% B 

19041021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각각의 중량이 454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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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029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기타 

킬로그램당 

11.64센트+8.5% 

C 

19041030 보리의 것(시장접근 허용 물량) 4% B 

19041041 보리의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조식용 시리얼(각각의 중량이 

454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4% B 

19041049 보리의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기타 킬로그램당 

12.6센트+8.5% 

C 

19041090 기타 6% B 

19042010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시장접근 허용 물량)] 

4% B 

19042021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각각의 

중량이 454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4% B 

19042029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기타 

킬로그램당 

9.17센트+8.5% 

C 

19042030 보리의 것[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시장접근 

허용 물량)] 

4% B 

19042041 보리의 것[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조식용 시리얼(각각의 중량이 454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4% B 

19042049 보리의 것[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기타 

킬로그램당 

9.95센트+8.5% 

C 

19042050 기타(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6% B 

19042061 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벌크상태나 

포장한 것: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허용 물량) 

3% B 

19042062 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벌크상태나 

포장한 것: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킬로그램당 

9.17센트+6% 

C 

19042063 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벌크상태나 

포장한 것: 보리의 것(시장접근 허용 물량) 

3% B 

19042064 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벌크상태나 

포장한 것: 보리의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킬로그램당 

9.95센트+6% 

C 

19042069 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벌크상태나 

포장한 것: 기타 

4.5% B 

19043010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시장접근 허용 물량)] 

4% B 

19043021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각각의 

중량이 454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4% B 

19043029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기타 

킬로그램당 

9.17센트+8.5% 

C 

19043050 기타(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6% B 

19043061 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벌크상태나 

포장한 것: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허용 물량) 

3% B 

19043062 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벌크상태나 킬로그램당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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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한 것: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9.17센트+6% 

19043069 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벌크상태나 

포장한 것: 기타 

4.5% B 

19049010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시장접근 허용 물량)] 

4% B 

19049021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각각의 

중량이 454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4% B 

19049029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기타 

킬로그램당 

9.17센트+8.5% 

C 

19049030 보리의 것[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시장접근 

허용 물량)] 

4% B 

19049040 보리의 것[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킬로그램당 

9.95센트+8.5% 

C 

19049050 기타(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6% B 

19049061 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벌크상태나 

포장한 것: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허용 물량) 

3% B 

19049062 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벌크상태나 

포장한 것: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킬로그램당 

9.17센트+6% 

C 

19049063 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벌크상태나 

포장한 것: 보리의 것(시장접근 허용 물량) 

3% B 

19049064 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벌크상태나 

포장한 것: 보리의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킬로그램당 

9.95센트+6% 

C 

19049069 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벌크상태나 

포장한 것: 기타 

4.5% B 

19051010 효모에 의해 발효된 것[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허용 물량)] 

무세 A 

19051021 효모에 의해 발효된 것[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각각의 중량이 454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무세 A 

19051029 효모에 의해 발효된 것[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기타 

킬로그램당 

13.51센트 

C 

19051030 기타(효모로 발효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19051040 효모로 발효되지 않은 것[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하고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허용 물량)] 

4% B 

19051051 효모로 발효되지 않은 것[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하고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각각의 중량이 454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4% B 

19051059 효모로 발효되지 않은 것[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하고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기타 

킬로그램당 

13.51센트+8.5% 

C 

19051060 기타[효모로 발효되지 않은 것(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6% B 

19051071 기타[효모로 발효되지 않은 것(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을 3%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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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는 것으로, 벌크상태나 포장한 것)]: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허용 물량) 

19051072 기타[효모로 발효되지 않은 것(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벌크상태나 포장한 것)]: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킬로그램당 

13.51센트+6% 

C 

19051079 기타[효모로 발효되지 않은 것(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벌크상태나 포장한 것)]: 기타 

4.5% B 

19052000 생강과자(gingerbread)와 이와 유사한 것 3% B 

19053110 캐나다 보건부가 공인한 특수 저단백질이나 무단백질 물품 무세 A 

19053121 킬로그램당 44센트(¢) 이상의 가치를 지닌 그 밖의 비스킷(일상적인 

소매용 포장의 가치를 포함한 순중량에 기반한 가치를 말한다):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허용 

물량) 

2% B 

19053122 킬로그램당 44센트(¢) 이상의 가치를 지닌 그 밖의 비스킷(일상적인 

소매용 포장의 가치를 포함한 순중량에 기반한 가치를 말한다):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으로, 각각의 중량이 

1.36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2% B 

19053123 킬로그램당 44센트(¢) 이상의 가치를 지닌 그 밖의 비스킷(일상적인 

소매용 포장의 가치를 포함한 순중량에 기반한 가치를 말한다):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킬로그램당 

5.42센트+4% 

C 

19053129 킬로그램당 44센트(¢) 이상의 가치를 지닌 그 밖의 비스킷(일상적인 

소매용 포장의 가치를 포함한 순중량에 기반한 가치를 말한다): 

기타 

3% B 

19053191 기타: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허용 

물량) 

2% B 

19053192 기타: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이상인 스위트 

비스킷[각각의 중량이 1.36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2% B 

19053193 기타: 기타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킬로그램당 

5.42센트+4% 

C 

19053199 기타: 기타 3% B 

19053210 캐나다 보건부가 공인한 특수 저단백질이나 무단백질 물품 무세 A 

19053291 기타: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허용 

물량) 

2% B 

19053292 기타: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웨이퍼와 냉동 

와플[각각의 중량이 454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2% B 

19053293 기타: 기타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킬로그램당 

5.42센트+4% 

C 

19053299 기타: 기타 3% B 

19054010 캐나다 보건부의 규정에 정의된 특수 식이용 식품 무세 A 

19054020 기타[효모로 발효된 것(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허용 물량)] 

무세 A 

19054031 기타[효모로 발효된 것(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각각의 중량이 454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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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4039 기타[효모로 발효된 것(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기타  

킬로그램당 

13.51센트 

C 

19054040 기타(효모로 발효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19054050 기타[효모로 발효되지 않은 것(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허용 물량) 

3.5% B 

19054061 기타[효모로 발효되지 않은 것(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각각의 중량이 454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3.5% B 

19054069 기타[효모로 발효되지 않은 것(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기타  

킬로그램당 

13.51센트+7.5% 

C 

19054090 기타 5.5% B 

19059010 캐나다 보건부의 규정에 정의된 특수 식이용 비스킷, 

저단백질이나 무단백질 특수 식이용 식품으로서 캐나다 보건부가 

공인한 저단백질이나 무단백질 비스킷 

무세 A 

19059020 빵(효모로 발효된 것으로 한정한다), 

성찬용 무교병(無酵餠)과 성찬용 웨이퍼 

무세 A 

19059031 그 밖의 빵: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시장접근 허용 물량)] 

4% A 

19059032 그 밖의 빵: 신선한 빵ㆍ번 및 롤(각각의 중량이 1.36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그 밖의 빵(각각의 중량이 

454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4% A 

19059033 그 밖의 빵: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킬로그램당 

8.47센트+8.5% 

A 

19059034 그 밖의 빵: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벌크 상태나 포장한 

것(시장접근 허용 물량)] 

3% A 

19059035 그 밖의 빵: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벌크 상태나 포장한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킬로그램당 

8.47센트+6% 

A 

19059039 그 밖의 빵: 기타 4.5% A 

19059041 그 밖의 비스킷: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이고 

킬로그램당 44센트(¢) 이상의 가치를 갖는 것[일상적인 소매용 

포장의 가치를 포함한 순중량에 기반한 가치를 말한다(시장접근 

허용 물량)] 

2% A 

19059042 그 밖의 비스킷: 기타[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허용 물량)] 

2% A 

19059043 그 밖의 비스킷: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각각의 중량이 1.36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2% A 

19059044 그 밖의 비스킷: 기타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이고 킬로그램당 44센트(¢) 이상의 가치를 갖는 것[일상적인 

소매용 포장의 가치를 포함한 순중량에 기반한 가치를 

말한다(시장접근 초과 물량)] 

킬로그램당 

5.42센트+4% 

A 

19059045 그 밖의 비스킷: 기타[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킬로그램당 

5.42센트+4% 

A 

19059049 그 밖의 비스킷 기타 3%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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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9051 피자와 키시, 페이스트리ㆍ파이ㆍ푸딩과 케이크(효모로 발효한 

달콤한 물품을 포함한다), 밀가루없이 만든 베이커리 물품: 피자와 

키시 

14.5% A 

19059059 피자와 키시, 페이스트리ㆍ파이ㆍ푸딩과 케이크(효모로 발효한 

달콤한 물품을 포함한다), 밀가루없이 만든 베이커리 물품: 기타 

9.5% A 

19059061 프레첼: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시장접근 

허용 물량) 

2% A 

19059062 프레첼: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각각의 

중량이 1.36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2% A 

19059063 프레첼: 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각각의 

중량이 1.36킬로그램을 초과하여 포장한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킬로그램당 

13.11센트+4% 

A 

19059069 프레첼: 기타 3% A 

19059071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 웨이퍼ㆍ라이스 페이퍼와 치즈 

스틱: 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6% A 

19059072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 웨이퍼ㆍ라이스 페이퍼와 치즈 

스틱: 각각의 중량이 11.34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벌크 

상태나 포장한 것 

4.5% A 

19059090 기타 11% A 

20011000 오이류 8% B 

20019010 양파 8% B 

20019090 기타 무세 A 

20021000 토마토의 전체나 조각 11.5% C 

20029000 기타 11.5% C 

20031000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17% C 

20032000 송로 무세 A 

20039000 기타 17% C 

20041000 감자 6% B 

20049011 어린 당근(길이가 11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방울다다기 양배추: 어린 당근(길이가 11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14.5% C 

20049012 어린 당근(길이가 11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방울다다기 양배추: 방울다다기 양배추 

14.5% C 

20049020 아스파라거스 14% C 

20049030 브로콜리와 꽃양배추 17% C 

20049091 기타: 아티초크(글로브 또는 차이니즈)ㆍ죽순ㆍ선인장 

잎(노팔선인장)ㆍ카르둔ㆍ이집트콩[가르반조(garbanzo)]ㆍ고수의 

잎(차이니즈 또는 멕시칸 파슬리 또는 옌사이)ㆍ지카마ㆍ처빌 

잎ㆍ말랑가ㆍ오크라ㆍ완두(앙골라ㆍ캣장ㆍ노아이ㆍ비둘기콩)ㆍ시금

치류ㆍ타마릴로(나무 토마토)ㆍ타라곤ㆍ토마티요, 토페도와 

베르돌라가 

무세 A 

20049099 기타: 기타 9.5% C 

20051000 균질화한 채소 8% B 

20052000 감자 6% B 

20054000 완두(피섬 새티범) 8% B 

20055110 식품제조용 팥 페이스트 무세 A 

20055190 기타 8%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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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5900 기타 8% B 

20056000 아스파라거스 14% C 

20057010 유황처리 또는 염수장한 올리브(유리병에 넣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염수장한 라이프 올리브(ripe olive) 

무세 A 

20057090 기타 8% B 

20058000 스위트콘(쟈메이스 변종, 사카라타) 10.5% C 

20059100 죽순 무세 A 

20059911 당근: 어린 당근(길이가 11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캔이나 유리병에 넣은 것) 

14.5% C 

20059919 당근: 기타 8% B 

20059920 아티초크(글로브 또는 차이니즈)ㆍ선인장 

잎(노팔선인장)ㆍ카르둔ㆍ이집트콩[가르반조(garbanzo)]ㆍ고수의 

잎(차이니즈 또는 멕시칸 파슬리 또는 옌사이)ㆍ지카마ㆍ처빌 

잎ㆍ말랑가ㆍ오크라ㆍ완두(앙골라ㆍ캣장ㆍ노아이ㆍ비둘기콩)ㆍ시금

치류ㆍ타마릴로(나무 

토마토)ㆍ타라곤ㆍ토마티요ㆍ토페도ㆍ베르돌라가와 마름 

무세 A 

20059990 기타 8% B 

20060010 과실, 

과실껍질 

9.5% C 

20060020 견과류 6% A 

20060090 기타 무세 A 

20071000 균질화한 조제품 6.5% B 

20079100 감귤류의 과실 8.5% B 

20079910 초본류 딸기잼 12.5% C 

20079920 바나나 퓨레 무세 A 

20079990 기타 8.5% B 

20081110 땅콩 버터 무세 A 

20081120 땅콩(데친 것으로 한정한다) 6% A 

20081190 기타 6% A 

20081910 아몬드와 피스타치오 넛 무세 A 

20081990 기타 6% A 

20082000 파인애플 무세 A 

20083000 감귤류의 과실 무세 A 

20084010 과육 6% B 

20084020 칩 9.5% C 

20084090 기타 9.5% C 

20085010 과육 6% B 

20085090 기타 9.5% C 

20086010 과육 6% B 

20086090 기타 12.5% C 

20087010 과육 6% B 

20087090 기타 8% B 

20088000 초본류 딸기 8.5% B 

20089100 팜 하트(palm heart) 무세 A 

20089210 아카라ㆍ아키ㆍ엔초비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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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ㆍ사과배ㆍ아보카도ㆍ바나나ㆍ빵나무열매ㆍ캐럼볼라스ㆍ차요테ㆍ

체리모야(자메이카 사과)ㆍ감귤류의 

과실ㆍ타로토란(타로스)ㆍ대추야자ㆍ두리안ㆍ페이조아ㆍ무화과ㆍ푸 

쿠아스(발삼 

배)ㆍ제니페ㆍ생강ㆍ구아바ㆍ임부스ㆍ대추ㆍ키위ㆍ레이디애플ㆍ린찌

(리치)ㆍ비파ㆍ용설란ㆍ마미ㆍ망고ㆍ망고스틴ㆍ매니옥(카사바나 

유카루트)ㆍ포포(파파야)ㆍ패션프루트ㆍ포포ㆍ감ㆍ파인애플ㆍ플랜틴

ㆍ플럼콧ㆍ백년초ㆍ석류ㆍ마르멜로ㆍ랑푸르(귤의 

일종)ㆍ사파타ㆍ스타애플ㆍ고구마ㆍ타마린드ㆍ탄젤로ㆍ우굴리프루츠

(자메이카 원산의 감귤류)ㆍ수박 또는 얌(참마)의 둘이나 그 

이상으로 구성된 것 

20089290 기타 6% B 

20089910 애플칩 4% B 

20089920 사과(과육은 제외한다) 4% B 

20089930 아카라ㆍ아키ㆍ엔초비 

배ㆍ사과배ㆍ아보카도ㆍ바나나ㆍ바나나칩(얇게 썬 바나나 

슬라이스를 튀기거나 또는 짜거나 달게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맛이나 향을 

첨가한 것)ㆍ빵나무열매ㆍ캐럼볼라스ㆍ차요테ㆍ체리모야(자메이카 

사과)ㆍ타로토란(타로)ㆍ대추야자ㆍ두리안ㆍ페이조아ㆍ무화과ㆍ푸 

쿠아스(발삼 

배)ㆍ제니페ㆍ생강ㆍ구아바ㆍ임부스ㆍ대추ㆍ키위ㆍ레이디애플ㆍ린찌

(리치)ㆍ비파ㆍ용설란ㆍ마미ㆍ망고ㆍ망고스틴ㆍ매니옥(카사바나 

유카루트)ㆍ포포(파파야)ㆍ패션프루트ㆍ포포ㆍ감ㆍ플랜틴ㆍ플럼콧ㆍ

백년초ㆍ석류ㆍ마르멜로ㆍ건포도ㆍ랑푸르(귤의 

일종)ㆍ사파타ㆍ스타애플ㆍ고구마ㆍ타마린드ㆍ탄젤로ㆍ톰슨 

시들리스 포도(씨없는 포도)ㆍ우굴리프루츠(자메이카 원산의 

감귤류)ㆍ수박 및 얌(참마) 

무세 A 

20089940 참외 속(屬)의 멜론(큐브 모양의 것으로, 시럽에 담근 것에 

한정한다) 

6% B 

20089990 기타 6% A 

20091110 무가당(無加糖) 농축물[브릭스(Brix) 값이 58이상인 것(감귤류 과실 

주스나 음료 제조용)] 

무세 A 

20091190 기타 무세 A 

20091200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무세 A 

20091910 탈수한 것, 

무가당(無加糖) 농축물[브릭스(Brix) 값이 58 이상인 것(감귤류 과실 

주스 제조용)] 

무세 A 

20091990 기타 무세 A 

20092100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무세 A 

20092900 기타 무세 A 

20093100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무세 A 

20093900 기타 무세 A 

20094100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무세 A 

20094900 기타 무세 A 

20095000 토마토주스 12.5% C 

20096110 와인제조용 포도주스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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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190 기타 9.5% C 

20096910 포도 농축물[브릭스(Brix) 값이 68 이상인 것(과실 주스나 음료 

제조용)], 와인제조용 포도주스 

무세 A 

20096990 기타 9.5% C 

20097110 재구성한 것 8.5% B 

20097190 기타 4% B 

20097911 농축한 것: 과실 주스ㆍ주스 음료나 과실 스넥 제조용 무세 A 

20097919 농축한 것: 기타 8.5% B 

20097990 기타 4% B 

20098011 과실의 것: 프룬 무세 A 

20098019 과실의 것: 기타 무세 A 

20098020 채소로 만든 것 9.5% C 

20099010 감귤류 과실 주스의 것(탈수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20099020 오렌지 및 그레이프프루트주스의 것(탈수한 것은 제외한다) 무세 A 

20099030 그 밖의 과실 주스의 것(탈수했는지에 상관없다) 6% B 

20099040 채소주스로 만든 것 9.5% C 

21011110 인스턴트 커피(맛과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21011190 기타 무세 A 

21011200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나 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하거나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무세 A 

21012000 차나 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와 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또는 차나 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무세 A 

21013000 볶은 치커리(chicory)와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와 농축물 

무세 A 

21021010 수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상인 것(액상 효모는 

제외한다) 

8% B 

21021020 수분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 미만인 것, 액상 효모 6% B 

21022000 불활성 효모, 그 밖의 죽은 단세포 미생물 무세 A 

21023000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3% A 

21031000 간장 9.5% A 

21032010 토마토 케찹 12.5% C 

21032090 기타 12.5% C 

21033010 겨자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 3% B 

21033020 조제한 겨자 9.5% C 

21039010 마요네스와 샐러드 드레싱 11% C 

21039020 혼합조미료 8% C 

21039090 기타 9.5% C 

21041000 수프ㆍ브로드(broth)와 수프ㆍ브로드(broth)용 조제품 6% B 

21042000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11% C 

21050010 맛과 향을 첨가한 아이스와 아이스 셔벗 9.5% C 

21050091 기타: 시장접근 허용 물량 6.5% E 

21050092 기타: 시장접근 초과 물량 277% 또는 

킬로그램당 

1.16달러, 양자 

중 고액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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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000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 11% B 

21069010 츄잉껌(니코틴을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 

음료제조용 코코넛 시럽 크림, 

음료 제조용 엘더베리 꽃잎 농축물과 라임플라워 농축물, 

견과의 인(仁)의 대용품, 

사워 도우 향미(香味)성분, 

차 대용품, 

향료용 채소 조제품 

무세 A 

21069021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추출한 시럽(착색제를 첨가한 것), 

음료나 그 밖의 식품 제조용 식품 농축물과 과실 시럽: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추출한 시럽[건조상태에서 설탕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0 이상인 것(향미제(香味劑)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 B 

21069029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추출한 시럽(착색제를 첨가한 것)과 음료나 

그 밖의 조제품용 식품 농축물과 과실 시럽: 기타 

6% B 

21069031 밀크ㆍ크림이나 버터 대용물과 버터 대용물로 적합한 조제품: 

밀크ㆍ크림이나 버터 대용물[낙농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시장접근 허용 물량)] 

5% E 

21069032 밀크ㆍ크림이나 버터 대용물과 버터 대용물로 적합한 조제품: 

밀크ㆍ크림이나 버터 대용물[낙농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212% 또는 

킬로그램당 

2.11달러, 양자 

중 고액 

E 

21069033 밀크ㆍ크림이나 버터 대용물과 버터 대용물로 적합한 조제품: 

조제품[유지방의 함유량이 100분의 15를 초과하고 낙농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 미만이면서 버터 대용물로 적합한 

것(시장접근 허용 물량)] 

5% E 

21069034 밀크ㆍ크림이나 버터 대용물과 버터 대용물로 적합한 조제품: 

조제품[유지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고 

낙농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 미만이면서 버터 대용물로 

적합한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212% 또는 

킬로그램당 

2.11달러, 양자 

중 고액 

E 

21069035 밀크ㆍ크림이나 버터 대용물과 버터 대용물로 적합한 조제품: 

밀크나 크림 대용물(건조상태에서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낙농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 

미만인 것) 및 버터 대용물(건조 상태에서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유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8% B 

21069039 밀크ㆍ크림이나 버터 대용물과 버터 대용물로 적합한 조제품: 기타 8% B 

21069041 치즈 퐁듀, 마이크로웨이브 오븐(microwave oven)용으로 조제하고 

포장한 팝콘, 단백질 가수분해물: 치즈 퐁듀, 

마이크로웨이브 오븐(microwave oven)용으로 조제하고 포장한 팝콘 

6% B 

21069042 치즈 퐁듀, 마이크로웨이브 오븐(microwave oven)용으로 조제하고 

포장한 팝콘, 단백질 가수분해물: 단백질 가수분해물 

6% B 

21069051 계란 조제품: 시장접근 허용 물량 킬로그램당 

6.68센트 

E 

21069052 계란 조제품: 시장접근 초과 물량 킬로그램당 

1.45달러 

E 

21069091 기타: 농축한 단일 과실이나 채소 주스(비타민이나 미네랄로 강화한 10.5%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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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한정한다) 

21069092 기타: 농축한 과실이나 채소 주스 혼합물(비타민이나 미네랄로 

강화한 것으로 한정한다) 

10.5% C 

21069093 기타: 낙농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시장접근 

허용 물량) 

7% E 

21069094 기타: 낙농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274.5% 또는 

킬로그램당 

2.88달러, 양자 

중 고액 

E 

21069095 기타: 그 밖의 조제품(건조상태에서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고 낙농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미만인 것) 

8% B 

21069096 기타: 혼합 알코올 조제품(음료 제조용으로서 하나 이상의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하며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 

리터당 

0.7달러+19% 

A 

21069097 기타: 의약품ㆍ식품이나 음료 제조용으로 과실맛을 첨가한 분말 무세 A 

21069098 기타: 젤리 분말ㆍ아이스 크림 분말과 유사 조제품 분말 10.5% B 

21069099 기타: 기타 10.5% C 

22011000 광천수와 탄산수 무세 A 

22019000 기타 6.5% B 

22021000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11% B 

22029010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맥주 무세 A 

22029020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와인 리터당 3.3센트 B 

22029031 농축하지 않은 주스(비타민이나 미네랄로 강화한 것으로 한정한다): 

단일 과실이나 채소로 만든 것 

11% C 

22029032 농축하지 않은 주스(비타민이나 미네랄로 강화한 것으로 한정한다): 

과실이나 채소 혼합물로 만든 것 

11% C 

22029041 밀크를 함유한 음료: 초콜릿 밀크 11% B 

22029042 밀크를 함유한 음료: 기타[낙농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소매용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시장접근 허용 

물량) 

7.5% E 

22029043 밀크를 함유한 음료: 기타[낙농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소매용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시장접근 초과 

물량) 

256% 또는 

헥토리터당 

36.67달러, 양자 

중 고액 

E 

22029049 밀크를 함유한 음료: 기타 11% C 

22029090 기타 11% B 

22030000 맥아로부터 제조한 맥주 무세 A 

22041010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22.9 이하인 것 무세 A 

22041090 기타 무세 A 

22042110 와인(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3.7 이하인 것) 리터당 1.87센트 B 

22042121 와인(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3.7을 초과하나 100분의 

21.9 이하인 것):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14.9 이하인 것 

리터당 4.68센트 B 

22042122 와인(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3.7을 초과하나 100분의 

21.9 이하인 것):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4.9를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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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나, 100분의 15.9 이하인 것 

22042123 와인(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3.7을 초과하나 100분의 

21.9 이하인 것):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5.9를 

초과하나, 100분의 16.9 이하인 것 

무세 A 

22042124 와인(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3.7을 초과하나 100분의 

21.9 이하인 것):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6.9를 

초과하나, 100분의 17.9 이하인 것 

무세 A 

22042125 와인(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3.7을 초과하나 100분의 

21.9 이하인 것):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7.9를 

초과하나, 100분의 18.9 이하인 것 

무세 A 

22042126 와인(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3.7을 초과하나 100분의 

21.9 이하인 것):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8.9를 

초과하나, 100분의 19.9 이하인 것 

무세 A 

22042127 와인(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3.7을 초과하나 100분의 

21.9 이하인 것):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9.9를 

초과하나, 100분의 20.9 이하인 것 

무세 A 

22042128 와인(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3.7을 초과하나 100분의 

21.9 이하인 것):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20.9를 

초과하나, 100분의 21.9 이하인 것 

무세 A 

22042131 와인(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21.9를 초과하는 것):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21.9를 초과하나, 100분의 22.9 

이하인 것 

무세 A 

22042132 와인(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21.9를 초과하는 것):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22.9를 초과하는 것 

무세 A 

22042141 포도즙(알코올 첨가에 의한 발효가 방지 또는 중지된 것으로 

한정한다):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22.9 이하인 것 

무세 A 

22042149 포도즙(알코올 첨가에 의한 발효가 방지 또는 중지된 것으로 

한정한다): 기타 

무세 A 

22042910 와인(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3.7 이하인 것) 무세 A 

22042921 와인(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3.7을 초과하나, 100분의 

21.9 이하인 것):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4.9 이하인 것 

무세 A 

22042922 와인(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3.7을 초과하나, 100분의 

21.9 이하인 것):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4.9를 

초과하나, 100분의 15.9 이하인 것 

무세 A 

22042923 와인(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3.7을 초과하나, 100분의 

21.9 이하인 것):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5.9를 

초과하나, 100분의 16.9 이하인 것 

무세 A 

22042924 와인(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3.7을 초과하나, 100분의 

21.9 이하인 것):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6.9를 

초과하나, 100분의 17.9 이하인 것 

무세 A 

22042925 와인(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3.7을 초과하나, 100분의 

21.9 이하인 것):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7.9를 

초과하나, 100분의 18.9 이하인 것 

무세 A 

22042926 와인(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3.7을 초과하나, 100분의 

21.9 이하인 것):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8.9를 

초과하나, 100분의 19.9 이하인 것 

무세 A 

22042927 와인(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3.7을 초과하나, 100분의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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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이하인 것):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9.9를 

초과하나, 100분의 20.9 이하인 것 

22042928 와인(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3.7을 초과하나, 100분의 

21.9 이하인 것):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20.9를 

초과하나, 100분의 21.9 이하인 것 

무세 A 

22042931 와인(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21.9를 초과하는 것):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21.9를 초과하나, 100분의 22.9 

이하인 것 

무세 A 

22042932 와인(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21.9를 초과하는 것):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22.9를 초과하는 것 

무세 A 

22042941 포도즙(알코올 첨가에 의한 발효가 방지 또는 중지된 것으로 

한정한다):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22.9 이하인 것 

무세 A 

22042949 포도즙(알코올 첨가에 의한 발효가 방지 또는 중지된 것으로 

한정한다): 기타 

무세 A 

22043010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22.9 이하인 것 무세 A 

22043090 기타 무세 A 

22051010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8.3 이하인 것 무세 A 

22051020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8.3을 초과하나, 100분의 22.9 

이하인 것 

무세 A 

22051030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22.9를 초과하는 것 무세 A 

22059010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8.3 이하인 것 무세 A 

22059020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8.3을 초과하나, 100분의 22.9 

이하인 것 

무세 A 

22059030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22.9를 초과하는 것 무세 A 

22060011 사과주: 발포성(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22.9 이하인 것) 리터당 28.16센트 B 

22060012 사과주: 그 밖의 발포성(發泡性)의 것 리터당 28.16센트 B 

22060018 사과주: 그 밖의 사과주(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22.9 

이하인 것) 

3% B 

22060019 사과주: 기타 3% B 

22060021 프룬 와인: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22.9 이하인 것 리터당 7.74센트 B 

22060022 프룬 와인: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22.9를 초과하는 것 리터당 7.74센트 B 

22060031 발포성(發泡性) 배술: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22.9  

이하인 것 

리터당 21.12센트 B 

22060039 발포성(發泡性) 배술: 기타 리터당 21.12센트 B 

22060041 그 밖의 발포성(發泡性) 와인: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22.9  이하인 것 

리터당 28.16센트 B 

22060049 기타의 발포성(發泡性) 와인: 기타 리터당 28.16센트 B 

22060050 사케와 그 밖의 와인(발포성(發泡性)이 아닌 것으로서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3.7 이하인 것) 

리터당 2.82센트 A 

22060061 사케와 그 밖의 와인(발포성(發泡性)이 아닌 것으로서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3.7을 초과하나, 100분의 21.9 이하인 

것):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4.9를 초과하지 않는 것 

리터당 7.04센트 A 

22060062 사케와 그 밖의 와인(발포성(發泡性)이 아닌 것으로서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3.7을 초과하나, 100분의 21.9 이하인 

것):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4.9를 초과하나, 100분의 

15.9 이하인 것 

리터당 7.78센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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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063 사케와 그 밖의 와인(발포성(發泡性)이 아닌 것으로서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3.7을 초과하나, 100분의 21.9 이하인 

것):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5.9를 초과하나, 100분의 

16.9 이하인 것 

리터당 8.52센트 B 

22060064 사케와 그 밖의 와인(발포성(發泡性)이 아닌 것으로서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3.7을 초과하나, 100분의 21.9 이하인 

것):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6.9를 초과하나, 100분의 

17.9 이하인 것 

리터당 9.25센트 B 

22060065 사케와 그 밖의 와인(발포성(發泡性)이 아닌 것으로서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3.7을 초과하나, 100분의 21.9 이하인 

것):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7.9를 초과하나, 100분의 

18.9 이하인 것 

리터당 10센트 B 

22060066 사케와 그 밖의 와인(발포성(發泡性)이 아닌 것으로서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3.7을 초과하나, 100분의 21.9 이하인 

것):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8.9를 초과하나, 100분의 

19.9 이하인 것 

리터당 10.73센트 B 

22060067 사케와 그 밖의 와인(발포성(發泡性)이 아닌 것으로서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3.7을 초과하나, 100분의 21.9 이하인 

것):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9.9를 초과하나, 100분의 

20.9 이하인 것 

리터당 11.48센트 B 

22060068 사케와 그 밖의 와인(발포성(發泡性)이 아닌 것으로서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3.7을 초과하나, 100분의 21.9 이하인 

것):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20.9를 초과하나, 100분의 

21.9 이하인 것 

리터당 12.21센트 B 

22060071 사케와 그 밖의 와인(발포성(發泡性)이 아닌 것으로서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21.9를 초과하는 것):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22.9 이하인 것 

리터당 12.95센트 B 

22060072 사케와 그 밖의 와인(발포성(發泡性)이 아닌 것으로서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21.9를 초과하는 것):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22.9를 초과하는 것 

리터당 12.95센트 B 

22060080 진저 비어와 허브 비어 리터당 2.11센트 A 

22060091 기타: 미드(Mead) 무수 에틸알코올 

리터당 12.28센트 

A 

22060092 기타: 기타(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22.9 이하인 것) 무수 에틸알코올 

리터당 12.28센트 

A 

22060093 기타: 기타(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22.9를 초과하는 것) 무수 에틸알코올 

리터당 12.28센트 

A 

22071010 주정 음료나 알코올 음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 또는 주정 음료나 

알코올 음료 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 

무수 에틸알코올 

리터당 12.28센트 

B 

22071090 기타 무수 에틸알코올 

리터당 4.92센트 

B 

22072011 에틸알코올: 특수 변성 알코올(소비세법 2001에 규정된 것) 무수 에틸알코올 

리터당 4.92센트 

B 

22072012 에틸알코올: 변성 알코올(소비세법 2001에 규정된 것) 무수 에틸알코올 

리터당 4.92센트 

B 

22072019 에틸알코올: 기타 무수 에틸알코올 

리터당 12.28센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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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090 기타 6.5% B 

22082000 포도주나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 무세 A 

22083000 위스키류 무세 A 

22084010 럼(rum) 무수 에틸알코올 

리터당 24.56센트 

A 

22084090 기타 무수 에틸알코올 

리터당 12.28센트 

A 

22085000 진(gin)과 제네바(geneva) 무수 에틸알코올 

리터당 4.92센트 

A 

22086000 보드카 무수 에틸알코올 

리터당 12.28센트 

B 

22087000 리큐르(liqueur)류와 코디얼(cordial) 무수 에틸알코올 

리터당 12.28센트 

A 

22089010 데낄라 무세 A 

22089021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주정음료용이나 알코올 음료용 또는 

주정음료 제조용이나 알코올 음료제조용 

무수 에틸알코올 

리터당 12.28센트 

B 

22089029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기타 무수 에틸알코올 

리터당 4.92센트 

B 

22089030 앙고스투라 비터즈 무세 A 

22089041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4.3 이하인 주정 과실주스: 

포장상태에서의 것(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7 이하인 것) 

리터당 35.2센트 A 

22089049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14.3 이하인 주정 과실주스: 기타 리터당 35.2센트 A 

22089092 기타: 과실 브랜디 무세 A 

22089098 기타: 기타(포장상태에서의 것으로서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7 이하인 것) 

무수 에틸알코올 

리터당 12.28센트 

A 

22089099 기타: 기타 무수 에틸알코올 

리터당 12.28센트 

A 

22090000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 9.5% A 

23011010 고래에서 나온 것 무세 A 

23011090 기타 무세 A 

23012011 어류의 거친 가루: 어류용 복합사료제조용 무세 A 

23012019 어류의 거친 가루: 기타 3% B 

23012090 기타 무세 A 

23021000 옥수수에서 나온 것 무세 A 

23023010 시장접근 허용 물량 무세 A 

23023020 시장접근 초과 물량 톤당 

98.6달러+4% 

C 

23024011 보리의 것: 시장접근 허용 물량 무세 A 

23024012 보리의 것: 시장접근 초과 물량 톤당 106.91달러 C 

23024090 기타 무세 A 

23025000 채두류(菜豆類)에서 나온 것 무세 A 

23031000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무세 A 

23032010 건조한 비트 펄프(beet-pulp) 2.5% A 

23032090 기타 무세 A 

23033000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waste) 무세 A 

23040000 대두유를 추출할 때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와 그 밖의 고형의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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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펠릿(pellet) 모양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23050000 낙화생유를 추출할 때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와 그 밖의 고형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펠릿(pellet) 모양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무세 A 

23061000 목화씨에서 나온 것 무세 A 

23062000 아마씨에서 나온 것 무세 A 

23063000 해바라기씨에서 나온 것 무세 A 

23064100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씨에서 나온 것 무세 A 

23064900 기타 무세 A 

23065000 야자나 코프라(copra)에서 나온 것 무세 A 

23066000 팜 너트(palm nut)나 핵(核)에서 나온 것 무세 A 

23069000 기타 무세 A 

23070000 와인 리스(Wine lees), 생주석(argol) 무세 A 

23080000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23091000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3.5% A 

23099010 곡물을 함유한 사료(구운 비스킷을 제외하고 털이 있는 동물 

사료용이나 그러한 동물용 사료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 

보조사료 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알갱이로 된 타이로신 농축물과 

히그로마이신 비(B) 농축물, 

송어나 연어 사료용 조제품과 털이 있는 동물 사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곡물조제품 

무세 A 

23099020 새의 알을 넣은 그 밖의 조제품 10.5% B 

23099031 완전사료와 보조사료(농축물을 포함한다): 건조 상태에서 무지방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시장접근 

허용 물량) 

2% E 

23099032 완전사료와 보조사료(농축물을 포함한다): 건조 상태에서 무지방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시장접근 

초과 물량) 

205.5% 또는 

킬로그램당 

1.64달러, 양자 

중 고액 

E 

23099033 완전사료와 보조사료(농축물을 포함한다): 건조 상태에서 무지방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나 100분의 

50 미만인 것 

3% B 

23099034 완전사료와 보조사료(농축물을 포함한다): 건조 상태에서 무지방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것  

3% B 

23099035 완전사료와 보조사료(농축물을 포함한다): 건조 상태에서 버터지방을 

포함하고 있는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 

3% B 

23099036 완전사료와 보조사료(농축물을 포함한다): 건조 상태에서 버터지방을 

포함하고 있는 무지방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나 100분의 50 미만인 것 

3% B 

23099037 완전사료와 보조사료(농축물을 포함한다): 어즙(魚汁) 무세 A 

23099039 완전사료와 보조사료(농축물을 포함한다): 기타 무세 A 

23099091 기타: 프리믹스(premix) 제조용의 사료 등급인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발효를 통해 얻은 것과 발효용기를 통해 후속 

건조처리를 한 것(그 밖의 물질의 첨가에 의해 표준화되었는지에 

상관없다)],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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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향미제(香味劑), 

미네랄 블록(mineral block), 

펠릿(pellet)결착제, 

방부제, 

단미사료(單味飼料), 

효모 배양체  

23099099 기타: 기타 8% B 

24011010 시가래퍼(cigar wrapper)용 무세 A 

24011091 기타: 터키종인 것 2.5% A 

24011099 기타: 기타 5.5% B 

24012010 시가래퍼(cigar wrapper)용 8% A 

24012090 기타 8% A 

24013000 담배 부산물 6.5% B 

24021000 시가(cigar)ㆍ셔루트(cheroot) 및 시가릴로(cigarillo)(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8% A 

24022000 궐련(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12.5% B 

24029000 기타 6.5% B 

24031000 흡연용 담배(담배대용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4% B 

24039110 담배 포장지용으로 적합한 것  5% A 

24039120 시가 바인더로 사용하기 적합하게 가공한 담배잎 10% A 

24039190 기타 13% B 

24039910 코 담배 5% B 

24039920 제조한 담배 대용물(담배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5% B 

24039990 기타 9.5% B 

25010010 그 밖의 성분을 혼합하여 만든 식탁용 소금(순염화나트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5% A 

25010090 기타 무세 A 

25020000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25030000 황[승화황(昇華黃)ㆍ침강황(沈降黃) 및 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무세 A 

25041000 가루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 무세 A 

25049000 기타 무세 A 

25051000 규사 무세 A 

25059000 기타 무세 A 

25061000 석영 무세 A 

25062000 규암 무세 A 

25070000 고령토와 그 밖의 고령토질의 점토[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무세 A 

25081000 벤토나이트 무세 A 

25083000 내화(耐火)점토 무세 A 

25084000 기타 점토 무세 A 

25085000 홍주석(紅柱石)ㆍ남정석(藍晶石)과 규선석(硅線石) 무세 A 

25086000 멀라이트(mullite) 무세 A 

25087000 샤모트(chamotte) 또는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 무세 A 

25090000 초크 무세 A 

25101000 잘게 부수지 않은 것 무세 A 

25102000 잘게 부순 것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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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5111000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무세 A 

25112000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 무세 A 

25120000 규조토[예: 키절구어(kieselguhr)ㆍ트리폴리트(tripolite)와 

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25131000 부석 무세 A 

25132000 금강사(金剛砂), 천연 커런덤(corundum), 천연 석류석과 그 밖의 

천연 연마재료 

무세 A 

25140010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모양이나 슬래브모양으로 한 것 

무세 A 

25140090 기타 무세 A 

251511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무세 A 

25151200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모양이나 슬래브모양으로 한 것 

무세 A 

2515201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무세 A 

25152020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모양이나 슬래브모양으로 한 것 

무세 A 

251611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무세 A 

25161210 톱질한 것 무세 A 

25161290 기타 무세 A 

2516201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무세 A 

25162020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모양이나 슬래브모양으로 한 것 

무세 A 

2516901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무세 A 

25169020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모양이나 슬래브모양으로 한 것 

무세 A 

25171000 자갈ㆍ왕자갈ㆍ쇄석(碎石)[콘크리트용ㆍ도로포장용 또는 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무세 A 

25172000 슬래그(slag)ㆍ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소호 제2517.10호의 물품을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무세 A 

25173000 타르 머캐덤(tar macadam) 무세 A 

25174100 대리석으로 만든 것 무세 A 

25174900 기타 무세 A 

25181000 하소(煆燒)하지 않거나 소결(燒結)하지 않은 백운석(白雲石) 무세 A 

25182000 하소(煆燒)하거나 소결(燒結)한 백운석(白雲石) 무세 A 

25183000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 무세 A 

25191000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무세 A 

25199000 기타 무세 A 

25201000 석고, 무수(無水)석고 무세 A 

25202000 플라스터(plaster) 무세 A 

25210000 석회석 융제(融劑), 석회석과 그 밖의 석회질의 암석(석회나 시멘트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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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1000 생석회(生石灰) 무세 A 

25222000 소석회(消石灰) 무세 A 

25223000 수경성(水硬性) 석회 무세 A 

25231000 시멘트클링커(clinker) 무세 A 

25232100 백색 시멘트(인위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무세 A 

25232900 기타 무세 A 

25233000 알루미나(aluminous)시멘트 무세 A 

25239000 그 밖의 수경성(水硬性) 시멘트 무세 A 

25241000 청(靑)석면 무세 A 

25249000 기타 무세 A 

25251000 가공하지 않은 운모와 판(板)  모양의 운모나 쪼갠 운모 무세 A 

25252000 운모 가루 무세 A 

25253000 운모 웨이스트(waste) 무세 A 

25261000 부수지 않은 것으로 가루도 아닌 것 무세 A 

25262000 부수거나 가루인 것 무세 A 

25281000 천연 붕산나트륨과 그 정광(精鑛)[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무세 A 

25289000 기타 무세 A 

25291000 장석(長石) 무세 A 

25292100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 이하인 것 무세 A 

25292200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을 초과하는 것 무세 A 

25293000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무세 A 

25301000 질석(蛭石), 진주암(眞珠巖)과녹니석(綠泥石)(팽창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25302000 키이저라이트ㆍ에프소마이트(천연황산마그네슘) 무세 A 

25309010 천연의 운모상 산화철 무세 A 

25309090 기타 무세 A 

26011100 응결시키지 않은 것 무세 A 

26011200 응결시킨 것 무세 A 

26012000 배소(焙燒)한 황화철광 무세 A 

26020000 망간광과 그 정광(精鑛)[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철망간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무세 A 

260300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무세 A 

26040000 니켈광과 그 정광(精鑛) 무세 A 

26050000 코발트광과 그 정광(精鑛) 무세 A 

260600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精鑛) 무세 A 

26070000 납광과 그 정광(精鑛) 무세 A 

26080000 아연광과 그 정광(精鑛) 무세 A 

26090000 주석광과 그 정광(精鑛) 무세 A 

26100000 크로뮴광과 그 정광(精鑛) 무세 A 

26110000 텅스텐광과 그 정광(精鑛) 무세 A 

26121000 우라늄광과 그 정광(精鑛) 무세 A 

26122000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무세 A 

26131000 배소(焙燒)한 것 무세 A 

26139000 기타 무세 A 

26140000 티타늄광과 그 정광(精鑛) 무세 A 

26151000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精鑛)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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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59000 기타 무세 A 

26161000 은광과 그 정광(精鑛) 무세 A 

26169000 기타 무세 A 

26171000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精鑛) 무세 A 

26179000 기타 무세 A 

261800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 

무세 A 

261900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ㆍ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스케일링(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무세 A 

26201100 경(硬)아연 스펠터(spelter) 무세 A 

26201900 기타 무세 A 

26202100 유연(有鉛) 가솔린 슬러지(sludge)와 유연(有鉛) 안티녹(anti-knock) 

화합물 슬러지(sludge) 

무세 A 

26202900 기타 무세 A 

26203000 주로 구리를 함유하는 것 무세 A 

26204000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무세 A 

26206000 비소ㆍ수은ㆍ탈륨이나 그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들의 채취용이나 그 화합물의 제조용 

무세 A 

26209100 안티모니ㆍ베릴륨ㆍ카드뮴ㆍ크로뮴이나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 무세 A 

26209900 기타 무세 A 

26211000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무세 A 

26219000 기타 무세 A 

27011100 무연탄 무세 A 

27011200 유연탄 무세 A 

27011900 기타 석탄 무세 A 

27012000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ㆍ조개탄(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 무세 A 

27021000 갈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무세 A 

27022000 응결시킨 갈탄 무세 A 

27030000 토탄(토탄 찌꺼기를 포함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6.5% A 

27040000 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석탄ㆍ갈탄이나 토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무세 A 

27050000 석탄가스ㆍ수성(水性)가스ㆍ발생로(發生爐)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무세 A 

27060000 석탄ㆍ갈탄 또는 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타르와 그 밖의 광물성 

타르(탈수나 부분 증류한 것과 재구성한 타르를 포함한다) 

무세 A 

27071000 벤조올(벤젠) 무세 A 

27072000 톨루올(톨루엔) 무세 A 

27073000 크실올(크실렌) 무세 A 

27074010 가공하지 않은 것 무세 A 

27074090 기타 무세 A 

27075000 그 밖의 방향족(芳香族) 탄화수소의 혼합물[섭씨 250도에서 

에이ㆍ에스ㆍ티ㆍ엠 디(ASTM D)86의 방법으로 증류한 양이 전 

용량의 100분의 65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인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27079100 크레오소트(creosote)유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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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79910 페놀(석탄산) 무세 A 

27079990 기타 무세 A 

27081000 피치(pitch) 무세 A 

27082000 피치코크스(pitch cokes) 무세 A 

270900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주: 이 세번에 분류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최혜국세율이다. 

무세 A 

27101111 초저 중합도로 혼합된 알킬렌: 윤활유를 위한 산화방지제 제조용 

디이소부틸렌 

무세 A 

27101119 초저 중합도로 혼합된 알킬렌: 기타 무세 A 

27101120 윤활유(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B 

27101190 기타 

 

주: 이 세번에 분류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최혜국세율이다. 

무세 A 

27101910 화이트 미네랄 오일[유에스피(USP)ㆍ비피(BP) 또는 엔에프(NF) 

등급], 

프린팅 잉크 제조용 나프텐 오일, 

제3808호나 제9919.00.00호에 해당하는 물품 제조용 오일  

무세 A 

27101920 초저 중합도로 혼합된 알킬렌, 

윤활유나 기유(基油)(합성 탄화수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화이트 오일, 

석유 그리스와 윤활 그리스 

무세 A 

27101930 모터오일ㆍ변속기용 윤활유나 유압유 제조용 하이드로크래커 바톰 무세 A 

27101991 기타: 윤활유(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오일과 그들의 조제품(섭씨 37.8도에서 점도가 1초당 

7.44제곱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 B 

27101999 기타: 기타 

 

주: 이 세번에 분류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최혜국세율이다. 

무세 A 

27109110 윤활유(합성 탄화수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석유 그리스와 윤활 그리스 

무세 A 

27109191 기타: 오일과 그 조제품(섭씨 37.8도에서 점도가 1초당 

7.44제곱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27109199 기타: 기타 

 

주: 이 세번에 분류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최혜국 

세율이다. 

무세 A 

27109910 제3808호나 제9919.00.00호에 해당하는 물품 제조용 오일 무세 A 

27109920 윤활유(합성 탄화수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석유 그리스와 윤활 그리스 

무세 A 

27109991 기타: 오일과 그 조제품(섭씨 37.8도에서 점도가 1초당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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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제곱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7109999 기타: 기타 

 

주: 이 세번에 분류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최혜국 

세율이다. 

무세 A 

27111100 천연가스 무세 A 

27111210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에 넣은 것  12.5% A 

27111290 기타 무세 A 

27111300 부탄 무세 A 

27111400 에틸렌ㆍ프로필렌ㆍ부틸렌 및 부타디엔 무세 A 

27111910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에 넣은 것  12.5% B 

27111990 기타 

 

주: 이 세번에 분류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최혜국 

세율이다. 

무세 A 

27112100 천연가스 무세 A 

27112900 기타 무세 A 

27121000 석유젤리 7% A 

27122000 파라핀왁스(기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7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27129010 마이크로 크리스털린의 석유왁스(석랍) 무세 A 

27129090 기타 무세 A 

27131100 하소(煆燒)하지 않은 것 무세 A 

27131200 하소(煆燒)한 것 무세 A 

27132010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오일 무세 A 

27132090 기타 무세 A 

27139000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잔재물 무세 A 

27141000 역청질 혈암(瀝靑質 頁巖)이나유모 혈암(油母 頁巖)과 타르샌드(tar 

sand) 

무세 A 

27149000 기타 무세 A 

27150010 역청(瀝靑) 매스틱(mastic) 무세 A 

27150090 기타 무세 A 

27160000 전기에너지 무세 A 

28011000 염소 무세 A 

28012000 요드 무세 A 

28013000 플루오르, 브롬 무세 A 

28020000 승화황(昇華黃)이나 침강황(沈降黃), 콜로이드황 무세 A 

28030000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무세 A 

28041000 수소 무세 A 

28042100 아르곤 무세 A 

28042910 헬륨 무세 A 

28042990 기타 무세 A 

28043000 질소 무세 A 

28044000 산소 무세 A 

28045000 붕소, 텔루르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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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46100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무세 A 

28046900 기타 무세 A 

28047000 인 무세 A 

28048000 비소 무세 A 

28049000 셀렌 무세 A 

28051100 나트륨 무세 A 

28051200 칼슘 무세 A 

28051910 스트론튬과 바륨 무세 A 

28051990 기타 무세 A 

28053000 희토류(稀土類)금속, 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된 것인지 또는 상호 

합금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무세 A 

28054000 수은 무세 A 

28061000 염화수소(염산) 무세 A 

28062000 클로로황산 무세 A 

28070000 황산, 발연황산 무세 A 

28080000 질산, 황질산 무세 A 

28091000 오산화인 무세 A 

28092000 인산과 폴리인산 무세 A 

28100000 붕소의 산화물, 붕산 무세 A 

28111100 플루오르화수소(플루오르화수소산) 무세 A 

28111910 아미노술폰산(술팜산), 

플루오로규산, 

그 밖의 무기산(황화수소는 제외한다)[석유정제 촉매제용 또는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형상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8111990 기타 무세 A 

28112110 재사용 불가능한 실린더(캐나다 제조자용으로 한정한다) 무세 A 

28112190 기타 무세 A 

28112200 이산화규소 무세 A 

28112910 산화이질소 무세 A 

28112991 기타: 오산화 비소, 

삼산화 비소, 

아황산가스, 

삼산화황, 

기타 비(非)금속 무기산화물[석유정제 촉매제용 또는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8112999 기타: 기타 무세 A 

28121010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 

포스포러스 펜타클로라이드, 

포스포러스 트리클로라이드, 

염화물과 산화 염화물[석유정제 촉매제용 또는 동물이나 가금류의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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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28121090 기타 무세 A 

28129010 설퍼헥사플루오라이드 무세 A 

28129090 기타 무세 A 

28131000 이황화탄소 무세 A 

28139000 기타 무세 A 

28141000 무수(無水)암모니아 무세 A 

28142000 암모니아수 무세 A 

28151100 고체 무세 A 

28151200 수용액(소다액이나 액체 상태의 소다) 무세 A 

28152000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무세 A 

28153000 과산화나트륨이나 과산화칼륨 무세 A 

28161000 수산화마그네슘과 과산화마그네슘 무세 A 

28164000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 수산화물 또는 과산화물 무세 A 

28170010 산화아연[금속으로 나타내어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5 이하인 것(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무세 A 

28170090 기타 무세 A 

28181000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무세 A 

28182000 산화알루미늄[인조 커런덤(corundum)은 제외한다] 무세 A 

28183000 수산화알루미늄 무세 A 

28191000 삼산화크로뮴 무세 A 

28199010 삼산화이크로뮴 무세 A 

28199090 기타 무세 A 

28201000 이산화망간 무세 A 

28209000 기타 무세 A 

28211000 산화철과 수산화철 무세 A 

28212000 어스컬러(earth colour) 무세 A 

28220000 산화코발트와 수산화코발트, 상관습(商慣習)상의 산화코발트 무세 A 

28230010 이산화티타늄 무세 A 

28230090 기타 무세 A 

28241000 일산화납[리사지(litharge)ㆍ메시코트(massicot)] 무세 A 

28249010 연단(鉛丹)과 오렌지납 무세 A 

28249090 기타 무세 A 

28251000 히드라진 및 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무세 A 

28252000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 무세 A 

28253000 산화바나듐과 수산화바나듐 무세 A 

28254000 산화니켈과 수산화니켈 무세 A 

28255000 산화구리와 수산화구리 무세 A 

28256000 산화게르마늄과 이산화지르코늄 무세 A 

28257000 산화몰리브덴과 수산화몰리브덴 무세 A 

28258000 산화안티모니 무세 A 

28259010 산화주석 무세 A 

28259090 기타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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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1200 플루오르화알루미늄 무세 A 

28261900 기타 무세 A 

28263000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인조 빙정석(氷晶石)] 무세 A 

28269010 플루오르화규산나트륨이나 플루오르화규산칼륨 무세 A 

28269090 기타 무세 A 

28271010 진흙 굴착에 사용되는 것이나 광물ㆍ천연가스ㆍ오일이나 물을 

굴착하는데 사용되는 첨가제 

무세 A 

28271090 기타 무세 A 

28272000 염화칼슘 무세 A 

28273100 마그네슘 염화물 무세 A 

28273200 알루미늄 염화물 무세 A 

28273500 니켈 염화물 무세 A 

28273910 염화제일주석, 

그 밖의 염화물[석유정제 촉매제용 또는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8273920 바륨의 것 무세 A 

28273930 코발트의 것 무세 A 

28273940 아연의 것 무세 A 

28273990 기타 무세 A 

28274100 구리염화물 무세 A 

28274900 기타 무세 A 

28275100 브롬화나트륨이나 브롬화칼륨 무세 A 

28275900 기타 무세 A 

28276010 요드화 망간, 

요드산 칼륨, 

요드산 나트륨 

무세 A 

28276091 기타: 석유정제 촉매제용 또는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8276099 기타: 기타 무세 A 

28281000 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 그 밖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무세 A 

28289000 기타 무세 A 

28291100 염소산나트륨 무세 A 

28291910 염소산 칼륨(성냥 제조용) 무세 A 

28291990 기타 무세 A 

28299010 과염소산염[석유정제 촉매제용 또는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8299020 그 밖의 과염소산염, 

요드산 칼슘, 

요드산 칼륨,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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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드산 나트륨  

28299090 기타 무세 A 

28301000 황화나트륨 2.5% A 

28309000 기타 무세 A 

28311000 염소산나트륨 무세 A 

28319000 기타 무세 A 

28321000 아황산나트륨 무세 A 

28322000 그 밖의 아황산염 무세 A 

28323000 티오황산염 무세 A 

28331100 황산이나트륨 무세 A 

28331900 기타 무세 A 

28332110 공업용 무세 A 

28332190 기타 2.5% A 

28332200 알루미늄의 것 무세 A 

28332400 황산니켈 무세 A 

28332510 황산제 2동, 

황산구리[석유정제 촉매제용 또는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8332590 기타 무세 A 

28332700 바륨의 것 무세 A 

28332900 기타 무세 A 

28333000 명반 무세 A 

28334010 합성고무 제조용 무세 A 

28334090 기타 무세 A 

28341000 아질산염 무세 A 

28342100 칼륨의 것  무세 A 

28342910 비스무트의 것 무세 A 

28342990 기타 무세 A 

28351000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와 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 무세 A 

28352210 난방유ㆍ윤활유나 연료유 첨가물 제조용  무세 A 

28352290 기타 무세 A 

28352400 칼륨의 것 무세 A 

28352500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 무세 A 

28352610 석유정제 촉매제용 또는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8352690 기타 무세 A 

28352910 인산삼암모늄, 

석유정제 촉매제용 또는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8352921 삼나트륨의 것: 상업용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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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52929 삼나트륨의 것: 기타 무세 A 

28352990 기타 무세 A 

28353110 식품 제조용 무세 A 

28353190 기타 무세 A 

28353910 식품생산품 제조용 산성피로인산나트륨 무세 A 

28353990 기타 무세 A 

28362010 광물정제용 무세 A 

28362090 기타 무세 A 

28363000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무세 A 

28364000 탄산칼륨 무세 A 

28365000 탄산칼슘 무세 A 

28366000 탄산바륨 무세 A 

28369110 탄산리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인 것(펠릿을 

포함하며 알루미늄 제조용에 한정한다) 

무세 A 

28369190 기타 무세 A 

28369200 탄산스트론튬 무세 A 

28369910 탄산비스무트, 

상업적 탄산암모늄과 그 밖의 탄산 암모늄, 

탄산납, 

그 밖의 탄산염과 과탄산염[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그 밖의 탄산염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진흙 굴착에 사용되는 

것이나 광물ㆍ천연가스ㆍ오일이나 물을 굴착하는데 사용되는 

첨가제) 

무세 A 

28369990 기타 무세 A 

28371100 시안화나트륨과 산화시안화나트륨 무세 A 

28371900 기타 무세 A 

28372000 시안착염 무세 A 

28391100 메타규산나트륨 무세 A 

28391900 기타 4% A 

28399010 규산칼륨 2% A 

28399090 기타 무세 A 

28401100 무수물 무세 A 

28401900 기타 무세 A 

28402000 그 밖의 붕산염 무세 A 

28403000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무세 A 

28413000 중크롬산나트륨 무세 A 

28415010 크롬산칼륨 무세 A 

28415020 크롬산아연이나 크롬산납 무세 A 

28415090 기타 무세 A 

28416100 과망간산칼륨 무세 A 

28416900 기타 무세 A 

28417010 석유정제 촉매제용 또는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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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28417090 기타 무세 A 

28418000 텅스텐산염[울프라메이트(wolframate)] 무세 A 

28419010 리튬 코발트 산화물 무세 A 

28419020 알루미늄산염 무세 A 

28419090 기타 무세 A 

28421010 알루미노실리케이트(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28421090 기타 무세 A 

28429010 암모늄 니켈 설페이트ㆍ셀렌산 나트륨이나 아셀렌산염[동물이나 

가금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8429020 뇌산염ㆍ시안산염과 티오시안산염 무세 A 

28429091 기타: 암모늄 니켈 설페이트, 

비산염 나트륨, 

아비산염 나트륨, 

셀렌산 나트륨, 

아셀렌산염 

무세 A 

28429099 기타: 기타 무세 A 

28431000 콜로이드 귀금속 무세 A 

28432100 질산은 무세 A 

28432900 기타 무세 A 

28433010 산화방지제ㆍ경화제ㆍ억제제(인히비터스)ㆍ억제제(레스트레이너스)ㆍ

증감제 및 안정제(사진유제 제조용),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 

무세 A 

28433091 기타: 시안화금나트륨, 

골드 3염화물 

무세 A 

28433099 기타: 기타 무세 A 

28439010 산화방지제ㆍ경화제ㆍ억제제(인히비터스)ㆍ억제제(레스트레이너스)ㆍ

증감제 및 안정제(사진유제 제조용) 

무세 A 

28439090 기타 무세 A 

28441000 천연우라늄과 그 화합물, 합금ㆍ분산물(서멧을 

포함한다)ㆍ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천연우라늄이나 천연우라늄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28442000 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과 그 화합물, 플루토늄과 그 화합물, 

합금ㆍ분산물(서멧을 포함한다)ㆍ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ㆍ플루토늄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28443000 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과 그 화합물, 토륨과 그 화합물, 

합금ㆍ분산물(서멧을 포함한다)ㆍ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ㆍ토륨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28444000 방사성원소ㆍ방사성동위원소와 소호 제2844.10호ㆍ제2844.20호나 

제2844.30호의 것을 제외한 이들의 화합물, 합금ㆍ분산물(서멧을 

포함한다)ㆍ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의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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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원소ㆍ방사성동위원소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방사성 잔재물 

28445000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된 연료요소(카트리지) 무세 A 

28451000 중수(산화 중수소) 무세 A 

28459000 기타 무세 A 

28461010 유리나 안경렌즈를 광택내는데 사용되는 산화세륨 무세 A 

28461090 기타 무세 A 

28469000 기타 무세 A 

28470000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A 

28480000 인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인철은 

제외한다) 

무세 A 

28491000 탄화칼슘 무세 A 

28492000 탄화규소 무세 A 

28499000 기타 무세 A 

28500011 아지화 나트륨: 혈청ㆍ면역혈청ㆍ톡소이드(변성 

독소)ㆍ바이러스ㆍ독소 또는 항독소ㆍ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백신ㆍ박테리오파지 또는 박테리아 리세이트ㆍ알레르기 

유발물질ㆍ빈혈 치료용 간장 추출물ㆍ뇌하수체 

추출물ㆍ에피네프린이나 그것의 용액ㆍ인슐린(아연ㆍ글로빈이나 

프로타민의 포함여부를 불문한다.)ㆍ인간의 혈장이나 혈청, 그 

분획물이나 그 증량제나 대용물 제조용 

무세 A 

28500019 아지화 나트륨: 기타 무세 A 

28500090 기타 무세 A 

28520010 염화수은암모늄(암모늄 클로로머큐레이트),염화수은이나 요오드화 

수은[석유정제 촉매제용 또는 글루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다음과 같은 그 밖의 수은 화합물: 

수산화물ㆍ브롬화물ㆍ옥시브롬화물ㆍ아염소산염ㆍ하이포아염소산염

ㆍ하이포아브롬산염ㆍ과염소산염ㆍ브롬산염ㆍ요드산염ㆍ과요드산염

ㆍ황화물ㆍ아황산염ㆍ황산염ㆍ질산염ㆍ시안화물 및 

옥시시안화물ㆍ몰리브덴산염ㆍ텅스텐산염ㆍ비산염ㆍ텔루르ㆍ요드화

칼륨ㆍ바륨브롬화물ㆍ구리 

요드화물ㆍ브롬요드화물ㆍ티오시안산염ㆍ질화물ㆍ페네이트ㆍ락테이

트ㆍ살리실산염 

무세 A 

28520020 수은과 플루오르화 수은(티오시안산염이나 크롬산염), 

중크롬산수은이나 중크롬산 풀민산수은, 

염소산수은 

무세 A 

28520030 수은과 플루오르화 수은ㆍ염화물ㆍ옥시아오다이드 또는 탄산염 무세 A 

28520040 산화수은 무세 A 

28520050 펜타네이디온화 수은이나 유산수은 무세 A 

28520060 아미노염화 수은, 

하이드록시머큐리-o-니트로 페놀ㆍ나트륨염, 

수은과 수은 산염화물, 

5-메틸-2-니트로-7-옥사 -8 머시클로[4.2.0]옥타-1,3,5-트리엔 

무세 A 

28520070 2,7-디브로모-4-하이드록시머큐리플루오레세ㆍ이나트륨 염 무세 A 

28520080 수은 숙신이미드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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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20090 기타 무세 A 

28530000 그 밖의 무기화합물(증류수나 전도도수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을 

포함한다), 

액체공기(희가스가 제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압축공기, 아말감(귀금속의 아말감은 제외한다) 

무세 A 

29011000 포화비환식탄화수소 무세 A 

29012100 에틸렌 무세 A 

29012200 프로펜(프로필렌) 무세 A 

29012300 부텐(부틸렌)과 이들의 이성체 무세 A 

29012400 1,3-부타디엔과 이소프렌 무세 A 

29012900 기타 무세 A 

29021100 시클로헥산 무세 A 

29021900 기타 무세 A 

29022000 벤젠 무세 A 

29023000 톨루엔 무세 A 

29024100 오르토-크실렌 무세 A 

29024200 메타-크실렌 무세 A 

29024300 파라-크실렌 무세 A 

29024400 혼합크실렌이성체 무세 A 

29025000 스티렌 무세 A 

29026000 에틸벤젠 무세 A 

29027000 큐멘 무세 A 

29029000 기타 무세 A 

29031100 염화메탄(염화메틸)과 염화에탄(염화에틸) 무세 A 

29031200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무세 A 

29031300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무세 A 

29031400 사염화탄소 무세 A 

29031500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무세 A 

29031900 기타 무세 A 

29032100 염화비닐(염화에틸렌) 무세 A 

29032200 삼염화에틸렌 무세 A 

29032300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무세 A 

29032900 기타 무세 A 

29033100 이브롬화에틸렌(ISO)(1,2-디브로모에탄) 무세 A 

29033900 기타 무세 A 

29034100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 무세 A 

29034200 디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무세 A 

29034300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무세 A 

29034400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과 클로로펜타플루오르에탄 무세 A 

29034500 그 밖의 퍼할로겐화유도체(불소와 염소만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29034600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ㆍ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과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 

무세 A 

29034700 그 밖의 퍼할로겐화유도체 무세 A 

29034900 기타 무세 A 

29035100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ㆍINN)을 

포함한다] 

무세 A 



TS-CDA-72 

이 양허표는 영어본 및 프랑스어본만 정본이다 

품목번호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9035200 앨드린(ISO), 클로르덴(ISO)과 헵타클로르(ISO) 무세 A 

29035900 기타 무세 A 

29036110 클로로벤젠 무세 A 

29036120 오르토-디클로로벤젠과 파라-디클로로벤젠 무세 A 

29036200 헥사클로로벤젠(ISO)과 디ㆍ디ㆍ티(ISO)[클로페노탄(INN)ㆍ1,1,1-

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무세 A 

29036910 메타-디클로로벤젠, 

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9036990 기타 무세 A 

29041010 암모늄 도데실벤젠술폰산염, 

암모늄 크실렌술폰산염, 

도데실벤젠술폰산, 

칼륨 톨루엔술폰산염, 

나트륨 도데실벤젠술폰산염, 

나트륨 톨루엔술폰산염, 

나트륨 크실렌술폰산염, 

톨루엔 술폰산 

무세 A 

29041091 기타: 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9041099 기타: 기타 무세 A 

29042000 니트로나 니트로소화 유도체 무세 A 

29049000 기타 무세 A 

29051100 메탄올(메틸알코올) 2.5% A 

29051200 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과 2-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코올) 4% A 

29051300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무세 A 

29051400 그 밖의 부탄올 무세 A 

29051610 2-에틸-1-헥산 올(가소제 제조용) 무세 A 

29051690 기타 무세 A 

29051700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 1-헥사데칸올(세틸알코올)과 1-

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무세 A 

29051910 메틸 아밀 알코올(메틸 이소부틸 카르비놀), 

향료나 방향제에 사용되는 휘발성 오일 

무세 A 

29051991 기타: 석유정제 촉매제용 또는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펜탄올(아밀알코올)과 그 이성체 

무세 A 

29051999 기타: 기타 무세 A 

29052200 비환식테르펜알코올 무세 A 

29052900 기타 무세 A 

29053100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4% A 

29053200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무세 A 

29053910 (2R,3R)-2,3-디메틸 부탄-1,4-디일 비스(4-메틸 벤젠 술포네이트)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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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53990 기타 4% A 

29054100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1,3-디올(트리메틸올프로판) 무세 A 

29054200 펜타에리트리톨 무세 A 

29054300 만니톨 무세 A 

29054400 디-글루시톨(소르비톨) 무세 A 

29054500 글리세롤 5% B 

29054910 제2904호의 산으로부터의 글리세롤의 에스테르 무세 A 

29054990 기타 무세 A 

29055100 에스클로비놀(INN) 무세 A 

29055900 기타 무세 A 

29061100 멘톨 무세 A 

29061200 시클로헥산올ㆍ메틸시클로헥산올과 디메틸시클로헥산올 무세 A 

29061300 스테롤과 이노시톨 무세 A 

29061910 테르피네올 무세 A 

29061990 기타 무세 A 

29062110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9062190 기타 무세 A 

29062900 기타 무세 A 

29071100 페놀(석탄산)과 그 염 무세 A 

29071200 크레졸과 그들의 염 무세 A 

29071300 옥틸페놀ㆍ노닐페놀과 그들의 이성체, 그들의 염 4% A 

29071510 합성 유기 염료나 안료 제조용,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9071590 기타 무세 A 

29071910 디도데실페놀, 

디노닐페놀, 

2,6-디-터트-부틸-파라-크레졸(부틸화 하이드록시톨루엔), 

도데실페놀, 

향료나 방향제에 사용되는 휘발성 오일 

무세 A 

29071991 기타: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9071999 기타: 기타 무세 A 

29072110 산화방지제ㆍ경화제ㆍ억제제(인히비터스)ㆍ억제제(레스트레이너스)ㆍ

증감제 및 안정제(사진유제 제조용),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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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72190 기타 무세 A 

29072210 히드로퀴논(퀴놀)(사진용 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29072290 기타 무세 A 

29072300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디페닐올프로판)과 그 염 무세 A 

29072910 산화방지제ㆍ경화제ㆍ억제제(인히비터스)ㆍ억제제(레스트레이너스)ㆍ

증감제 및 안정제(사진유제 제조용),합성 고무 제조용,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9072920 그 밖의 페놀 알코올 무세 A 

29072990 기타 무세 A 

29081110 스테로이드 유도체 제조용 무세 A 

29081190 기타 무세 A 

29081910 스테로이드 유도체 제조용 무세 A 

29081990 기타 무세 A 

29089100 디노셉(ISO)과 그 염 무세 A 

29089911 술포 그룹만의 유도체ㆍ그들의 염과 에스테르: 화학적 커플러와 

커플러 용제(사진의 감광유제 제조용) 

무세 A 

29089919 술포 그룹만의 유도체ㆍ그들의 염과 에스테르: 기타 무세 A 

29089990 기타 무세 A 

29091100 디에틸에테르 무세 A 

29091900 기타 무세 A 

29092000 포화지환식ㆍ불포화지환식이나 시클로테르펜에테르와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무세 A 

29093000 방향족에테르와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무세 A 

29094100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 디골) 무세 A 

29094300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또는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무세 A 

29094410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용 무세 A 

29094490 기타 무세 A 

29094910 트리펜타에리트리톨과디펜타에리트리톨(로진과 수지산의 유도체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 

무세 A 

29094991 기타: 디펜타에리트리톨, 

디프로필렌글리콜, 

트리에틸렌글리콜, 

트리에틸렌글리콜 모노부틸 에테르, 

트리에틸렌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트리에틸렌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트리펜타에리트리톨 

무세 A 

29094992 기타: 3-페녹시벤질알코올 무세 A 

29094999 기타: 기타 무세 A 

29095010 부틸화 히드록시아니솔 무세 A 

29095090 기타 무세 A 

29096010 합성고무 제조용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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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96020 기타(큐멘 하이드 로퍼 옥사이드나 메틸 에틸 케톤 페록사이드) 무세 A 

29096091 기타: 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9096099 기타: 기타 무세 A 

29101000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무세 A 

29102000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무세 A 

29103000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무세 A 

29104010 기타: 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9104090 기타 무세 A 

29109010 기타: 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9109090 기타 무세 A 

29110000 아세탈과 헤미아세탈(그 밖의 산소관능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무세 A 

29121100 메탄알(포름알데히드) 무세 A 

29121200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무세 A 

29121910 2-부텐알(크로톤 알데히드), 

2-에틸-2-헥센알(2-에틸-3-프로필 아크롤레인), 

향료나 방향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휘발성 오일 

무세 A 

29121991 기타: 글리옥살(섬유 도포제 제조용), 

석유정제 촉매제용 또는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9121999 기타: 기타 무세 A 

29122100 벤즈알데히드 무세 A 

29122900 기타 무세 A 

29123000 알데히드-알코올 무세 A 

29124100 바닐린(4-히드록시-3-메톡시벤즈알데히드) 무세 A 

29124200 에틸바닐린(3-에톡시-4-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 무세 A 

29124900 기타 무세 A 

29125000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무세 A 

29126000 파라포름알데히드 무세 A 

29130000 제2912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무세 A 

29141100 아세톤 무세 A 

29141200 부탄온(메틸에틸케톤) 무세 A 

29141300 4-메틸펜탄-2-온(메틸이소부틸케톤) 무세 A 

29141900 기타 무세 A 

29142100 장뇌 무세 A 

29142200 시클로헥사논과 메틸시클로헥사논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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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42300 이오논과 메틸이오논 무세 A 

29142900 기타 무세 A 

29143100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 무세 A 

29143900 기타 무세 A 

29144010 디아세톤 알코올(4-히드록시-4-메틸펜탄-2-온) 무세 A 

29144090 기타 무세 A 

29145010 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9145090 기타 무세 A 

29146100 안트라퀴논 무세 A 

29146910 2-에틸안트라퀴논(과산화수소 제조용) 무세 A 

29146990 기타 무세 A 

29147000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무세 A 

29151100 포름산 무세 A 

29151200 포름산의 염 무세 A 

29151310 포름산메틸(디메틸포름아미드 제조용) 무세 A 

29151390 기타 무세 A 

29152100 초산 무세 A 

29152400 무수초산 무세 A 

29152910 코발트 아세테이트(석유정제 촉매에 사용하기 위한 것)ㆍ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9152990 기타 무세 A 

29153100 초산에틸 무세 A 

29153200 초산비닐 무세 A 

29153300 초산노르말부틸 무세 A 

29153600 초산디노셉(ISO) 무세 A 

29153920 디에네스트롤 디아세테이트, 

2-메틸시클로헥실 아세테이트(과산화수소 제조용),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9153990 기타 무세 A 

29154000 모노클로로 아세트산ㆍ디클로로 아세트산 또는 트리클로로 

아세트산, 그들의 염과 에스테르 

무세 A 

29155010 프로피온산 칼슘, 

프로피온산 나트륨 

무세 A 

29155091 기타: 디에틸스틸베스트롤 디프로피오네이트,  

헥세스트롤 디프로피오네이트, 

석유정제 촉매제용이나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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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29155099 기타: 기타 무세 A 

29156000 부탄산ㆍ펜탄산, 그들의 염과 에스테르 무세 A 

29157010 알루미늄 디스테아레이트, 

알루미늄 모노스테아레이트, 

알루미늄 트라이스테아레이트, 

암모늄 팔미테이트, 

스테아르산 바륨, 

스테아르산 부틸, 

스테아르산 칼슘, 

디에틸렌글리콜 모노스테아레이트, 

글리세롤 모노스테아레이트, 

스테아르산 연, 

스테아르산 연(이염기성), 

리튬 스테아르산염,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팔미트산 칼륨, 

나트륨 팔미테이트, 

소듐 스테아레이트, 

스테아르산 아연 

3% A 

29157091 기타:  석유정제 촉매제용 또는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9157099 기타: 기타 3% A 

29159010 알루미늄 옥토에이트(알루미늄 2-에틸헥사노에이트),바륨 

옥토에이트,3차 부틸 퍼록시데카노에이트,3차 부틸 

퍼록시옥타노에이트,3차 부틸 퍼록시피발레이트,카드뮴 

옥토에이트,칼슘옥토에이트,코발트 옥토에이트,구리 

옥토에이트,디에틸렌글리콜모노라우린산염,디이소노나노일 

과산화물,다이요도스테아르 산,철 옥토에이트,라우로일 

퍼옥사이드,납 옥토에이트,망간 옥토에이트,노나노일 과산화물,주석 

옥토에이트(스탠너스 2-에틸헥사노에이트),라우린산 

아연,아연옥토에이트 

2.5% A 

29159091 기타: 옥탄ㆍ노나논이나 데칸산(페인트ㆍ염색잉크나 바니시 건조제 

제조용), 

석유정제 촉매제용이나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9159092 기타: 그 밖의 데칸산 무세 A 

29159099 기타: 기타 무세 A 

29161100 아크릴산과 그 염 무세 A 

29161210 아크릴산메틸, 

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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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61220 그 밖의 2-에틸헥실 아크릴레이트 무세 A 

29161290 기타 무세 A 

29161300 메타아크릴산과 그 염 무세 A 

29161400 메타아크릴산의 에스테르 무세 A 

29161500 올레산ㆍ리놀레산 또는 리놀렌산, 그들의 염과 에스테르 3% A 

29161900 기타 무세 A 

29162010 향료나 방향제에 사용되는 휘발성 오일 무세 A 

29162091 기타: 석유정제 촉매제용이나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9162099 기타: 기타 무세 A 

29163100 벤조산, 그 염과 에스테르 무세 A 

29163200 과산화벤조일과 염화벤조일 무세 A 

29163400 페닐아세트산과 그 염 무세 A 

29163500 페닐아세트산의 에스테르 무세 A 

29163600 비나파크릴(ISO) 무세 A 

29163900 기타 무세 A 

29171111 옥살산: 니오븀 광의 선광용  무세 A 

29171119 옥살산 기타 무세 A 

29171120 옥살산의 염과 에스테르[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9171190 기타 무세 A 

29171210 아디프산, 

디-(2-에틸헥실)아디페이트, 

디-이소데실아디페이트, 

디-이소옥틸아디페이트, 

엔-옥틸 엔-데실 아디페이트 

4% A 

29171291 기타: 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9171299 기타: 기타 무세 A 

29171310 세바스산 디부틸, 

디-(2-에틸헥실) 아젤레이트(아젤란산염 디옥틸), 

디-(2-에틸헥실) 세바케이트(디옥틸 세바케이트), 

디이소옥틸 아젤레이트 

3% A 

29171391 기타: 아젤라산, 

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9171399 기타: 기타 무세 A 

29171410 말레산 제조용 무세 A 

29171490 기타 무세 A 

29171910 푸마르산 디부틸, 5%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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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산염 이부틸, 

푸마르산철(Ⅱ), 

푸마르산납(4염기성), 

말레산 

29171991 기타: 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9171999 기타: 기타 무세 A 

29172000 포화지환식ㆍ불포화지환식이나 시클로테르펜 폴리카르복시산, 

그들의 무수물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무세 A 

29173200 오르토프탈산디옥틸 무세 A 

29173300 오르토프탈산디노닐 또는 오르토프탈산디데실 무세 A 

29173410 부틸-2-에틸헥실프탈레이트(부틸 옥틸 프탈레이트), 

부틸 이소데실 프탈레이트, 

부틸이소옥틸 프탈레이트,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디-(2-메톡시에틸)프탈레이트, 

디-(메틸시클로헥실) 프탈레이트, 

디-트리데실 프탈레이트, 

2-에틸헥실 엔(n)-데실 프탈레이트, 

프탈산납(이염기성), 

엔(n)-옥틸 엔(n)-데실 프탈레이트 

무세 A 

29173491 기타: 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9173499 기타: 기타 무세 A 

29173500 무수프탈산 무세 A 

29173600 테레프탈산과 그 염 무세 A 

29173700 테레프탈산디메틸 무세 A 

29173910 합성 유기 염료나 안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시재료로 사용되는 것, 

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프탈산과 3-(2-

에틸헥실) 트리멜리테이트를 제외한다] 

무세 A 

29173990 기타 무세 A 

29181100 락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무세 A 

29181200 타르타르산 무세 A 

29181300 타르타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무세 A 

29181400 시트르산 무세 A 

29181500 시트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무세 A 

29181600 글루콘산, 그 염과 에스테르 무세 A 

29181810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9181890 기타 무세 A 

29181910 콜산,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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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옥틸 다이글리콜, 

글리세롤 트리-12-아세틸리시놀레이트, 

3-베타-하이드록시-5-촐레닉산, 

12-하이드록시스테아르산, 

하이오콜산, 

효데소시졸릭 산, 

메틸 리시놀리에이트, 

향료나 방향제에 사용되는 휘발성 오일 

29181991 기타: 하이드록시아세트산,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페닐글리콜산(만델산), 그 염과 에스테르 

무세 A 

29181999 기타: 기타 무세 A 

29182100 살리실산과 그 염 무세 A 

29182200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 그 염과 에스테르 무세 A 

29182300 그 밖의 살리실산의 에스테르와 그들의 염 무세 A 

29182910 합성 유기 염료나 안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시재료로 사용되는 것,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9182990 기타 무세 A 

29183000 알데히드나 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그들의 

무수물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무세 A 

29189100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무세 A 

29189910 2,4-디클로로 페녹시아세트산과 2-메틸-4-클로로 

페녹시아세트산과 그들의 에스테르(제3808호 또는 제9919.00.00호 

물품의 제조용) 

무세 A 

29189990 기타 무세 A 

291910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무세 A 

29199010 아밀산 포스페이트, 

엔(n)-부틸산 포스페이트, 

도데실산 포스페이트, 

에틸산 포스페이트, 

헵타데실산 포스페이트, 

헥사데실산 포스페이트, 

이소부틸산 포스페이트, 

노닐산 포스페이트, 

옥틸산 포스페이트, 

프로필산 포스페이트 

무세 A 

29199091 기타: 칼슘 글리세로 포스페이트,에녹솔론 디하이드로겐 

포스페이트,글리세로 나트륨 포스페이트,트리옥틸 

포스페이트(하이드로겐 퍼록시드 제조에 사용되는것),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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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29199099 기타: 기타 무세 A 

29201100 파라티온(ISO)과 파라티온-메틸(ISO)(메틸-파라티온) 무세 A 

29201900 기타 무세 A 

29209010 황산 세틸과 그 암모늄ㆍ리튬ㆍ포타슘과 황산 세틸 수소  나트륨 

염, 

황산 데실과 그 암모늄ㆍ리튬ㆍ포타슘과 황산 데실 하이드로겐의  

나트륨 염, 

황산 헥실과 그 암모늄ㆍ리튬ㆍ포타슘과 황산 헥실 수소  나트륨 

염, 

황산 이소데실과 그 암모늄ㆍ리튬ㆍ포타슘과 황산 이소데실 수소  

나트륨 염, 

황산 이소옥틸과 그 암모늄ㆍ리튬ㆍ포타슘과 황산 이소옥틸 수소 

나트륨 염, 

라우릴 설페이트와 그 아모늄ㆍ리튬ㆍ포타슘과 황산 라우릴 수소  

나트륨 염, 

노닐 설페이트와 그 암모늄ㆍ리튬ㆍ포타슘과 황산 노닐 수소  

나트륨 염, 

옥틸 설페이트와 그 암모늄ㆍ리튬ㆍ포타슘과 황산 옥틸 수소  

나트륨 염, 

오레일 설페이트와 그 암모늄ㆍ리튬ㆍ포타슘과 황산 오레일 수소  

나트륨 염, 

스테아릴 설페이트와 그 암모늄ㆍ리튬ㆍ포타슘과 황산 스테아릴 

수소  나트륨 염, 

트리데실 설페이트와 그 암모늄ㆍ리튬ㆍ포타슘과 황산 트리데실 

수소  나트륨 염, 

아질산이나 질소의 에스테르와 그들의 할로겐화ㆍ술폰화ㆍ니트로화 

또는 니트로소화 유도체, 

트리스 노닐 페닐 아인산염 

무세 A 

29209091 기타: 디메틸황산, 

탄산에스테르ㆍ그들의 염과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 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9209099 기타: 기타 무세 A 

29211110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용 무세 A 

29211190 기타 무세 A 

29211920 디에틸아민과 그 염 무세 A 

29211930 기타[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9211991 기타: 디프로필아민, 

2-아미노프로판,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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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틸아민, 

트리부틸아민, 

디부틸아민, 

엔(n)-올레일아민 

29211999 기타: 기타 무세 A 

29212100 에틸렌디아민과 그 염 무세 A 

29212200 헥사메틸렌디아민과 그 염 무세 A 

29212910 화학발포제(셀룰러 고무제 물품과 제3901호부터 제3921호 까지의 

물품 제조용) 

무세 A 

29212990 기타 무세 A 

29213010 시클로헥실아민(촉진제ㆍ산화방지제ㆍ오존화방지제나 고무제품용 

억제제 제조용) 

무세 A 

29213090 기타 무세 A 

29214100 아닐린과 그 염 무세 A 

29214210 합성 유기 염료나 안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시재료로 사용되는 것, 

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피(p)-니트로 아닐린(가솔린이나 고무제품용 산화방지제나 

오존화방지제 제조용) 

무세 A 

29214290 기타 무세 A 

29214310 합성 유기 염료나 안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시재료로 사용되는 것  무세 A 

29214390 기타 무세 A 

29214410 디페닐아민(촉진제ㆍ산화방지제ㆍ오존화방지제나 고무제품용 억제제 

제조용) 

무세 A 

29214490 기타 무세 A 

29214510 합성 유기 염료나 안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시재료로 사용되는 것  무세 A 

29214591 기타: 엔(N)-페닐-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무세 A 

29214599 기타: 기타 무세 A 

29214600 암페타민(INN)ㆍ벤즈페타민(INN)ㆍ덱스암페타민(INN)ㆍ에틸암페타민

(INN)ㆍ펜캄파민(INN)ㆍ레페타민(INN)ㆍ레밤페타민(INN)ㆍ메페노렉

스(INN)와 펜테르민(INN), 그들의 염 

무세 A 

29214900 기타 무세 A 

29215110 고무화합물 제조용 무세 A 

29215190 기타 무세 A 

29215910 합성 유기 염료나 안료 제조에 사용되는 시재료로 사용되는 것, 

캘린더링ㆍ슈퍼캘린더링이나 엠보싱지 또는 엠보싱섬유용 실린더의 

제조나 충전용,  

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9215990 기타 무세 A 

29221100 모노에탄올아민과 그 염 무세 A 

29221200 디에탄올아민과 그 염 무세 A 

29221300 트리에탄올아민과 그 염 무세 A 

29221400 덱스트로프로폭시펜(INN)과 그 염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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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21910 벤젠구조의 것(합성 유기 염료나 안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시재료로 

사용되는 것) 

무세 A 

29221991 기타: 에탄올아민, 

N,N,N',N'-테트라키스(2-히드록시프로필) 에틸렌 디아민, N,N,N'-

트리스(2-히드록시프로필)-N'-(2-히드록시에틸) 에틸렌디아민 

무세 A 

29221999 기타: 기타 무세 A 

29222100 아미노히드록시 나프탈렌술폰산과 그들의 염 무세 A 

29222910 5-니트로-2-아미노페놀 무세 A 

29222921 아니시딘ㆍ디아니시딘ㆍ페네티 딘과 그들의 염: 합성 유기 염료나 

안료 제조에 사용되는 시재료로 사용되는 것, 

피(p)-페네티딘(촉진제ㆍ산화방지제ㆍ오존화방지제나 고무제품용 

억제제 제조용) 

무세 A 

29222929 아니시딘ㆍ디아니시딘ㆍ페네티딘과 그들의 염: 기타 무세 A 

29222990 기타 무세 A 

29223100 암페프라몬(INN)ㆍ메타돈(INN) 및 노르메타돈(INN), 그들의 염 무세 A 

29223910 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9223990 기타 무세 A 

29224110 리신과 그 염, 

리신 에스테르와 그 염(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무세 A 

29224190 기타 무세 A 

29224200 글루탐산과 그 염 무세 A 

29224300 안트라닐산과 그 염 무세 A 

29224400 틸리딘(INN)과 그 염 무세 A 

29224910 아미노산과 그 염,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 

무세 A 

29224990 기타 무세 A 

29225010 아미노산과 그 염, 

벤젠구조의 것(합성 유기 염료나 안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시재료로 

사용되는 것) 

무세 A 

29225090 기타 무세 A 

29231010 카르베녹솔론 디콜린 염 무세 A 

29231090 기타 무세 A 

29232010 알의 스핑고미엘린(의약품 제조용),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9232090 기타 무세 A 

29239010 알킬벤젠트리알킬암모늄 염화물, 

벤질트리알킬암모늄 염화물 

무세 A 

29239091 기타: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 무세 A 

29239099 기타: 기타 무세 A 

29241100 메프로바메이트(INN)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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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41210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9241290 기타 무세 A 

29241910 N, N-디메틸포름아미드, 

라우르디에탄올아미드, 

라우르이소프로판올아미드(라우릴이소프로판올아미드), 

라우르모노에탄올아미드, 

올레인디에탄올아미드, 

올레인모노에탄올아미드, 

나트륨 N-메틸N-올레오일 타우레이트, 

스테아릴 디에탄올아미드 

무세 A 

29241991 기타: 에스클로비놀 카르바메이트, 

1,1,3,3- 테트라부틸우레아(과산화수소 제조에 사용하는 것),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9241999 기타: 기타 무세 A 

29242100 우레인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무세 A 

29242311 2-아세트아미도벤조산: 합성 유기 염료나 안료 제조에 사용되는 

시재료로 사용되는 것,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9242319 2-아세트아미도벤조산: 기타 무세 A 

29242391 기타: 요드 화합물(엑스선 조영제 제조용), 

벤젠구조의 것(합성 유기 염료나 안료 제조에 사용되는 시재료로 

사용되는 것),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N,N-디에틸-m-톨루아미드를 제외한다) 

무세 A 

29242399 기타: 기타 무세 A 

29242400 에치나메이트(INN) 무세 A 

29242910 N-L-알파-아스파르틸-L-페닐알라닌 메틸 에스테르, 

클로르페네신 카르바메이트, 

요드 화합물(엑스선 조영제 제조용), 

벤젠구조의 것(합성 유기 염료나 안료 제조에 사용되는 시재료로 

사용되는 것),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N,N-디에틸-m-톨루아미드를 제외한다) 

무세 A 

29242991 기타: N,N-디에틸-m-톨루아미드 무세 A 

29242999 기타: 기타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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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51100 사카린과 그 염 무세 A 

29251200 구루테치미드(INN) 무세 A 

29251900 기타 무세 A 

29252110 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합성고무 제조용, 

합성 유기 염료나 안료 제조에 사용되는 시재료로 사용되는 것  

무세 A 

29252190 기타 무세 A 

29252910 아르제닌 L-글루탐산, 

구아니딘, 

디페닐구아니딘(오일 처리하지 않은 것)(고무혼합물 제조용), 

디페닐구아니딘(오일처리 한 것)(고무제품 제조용),  

디-오-톨리구아니딘, 

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합성고무 제조용, 

합성 유기 염료나 안료 제조에 사용되는 시재료로 사용되는 것  

무세 A 

29252990 기타 무세 A 

29261000 아크릴로니트릴 무세 A 

29262000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안디아미드) 무세 A 

29263000 펜프로포렉스(INN)와 그 염, 메사돈(INN) 제조중간체(4-시아노-2-

디메틸아미노-4,4-디페닐부탄) 

무세 A 

29269010 아디포니트릴, 

에틸렌사이아노하이드린, 

메틸렌아미노아세토니트릴, 

니트로벤조니트릴 

무세 A 

29269090 기타 무세 A 

29270000 디아조화합물ㆍ아조화합물 또는 아족시화합물 무세 A 

29280000 히드라진이나 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무세 A 

29291000 이소시아네이트 무세 A 

29299010 메틸트리니트로페닐니트라민 무세 A 

29299090 기타 무세 A 

29302010 디아밀암모늄 디아밀디티오카르바메이트, 

셀레늄 디에틸디티오카르바메이트, 

나트륨 디에틸디티오카르바메이트, 

나트륨 디메틸디티오카르바메이트, 

아연 디부틸디티오카르바메이트, 

아연 디에틸디티오카르바메이트, 

아연 디메틸디티오카르바메이트 

무세 A 

29302091 기타: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9302099 기타: 기타 무세 A 

29303010 합성고무 제조용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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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03020 그 밖의 테트라메틸티우람 모노- 또는 디술파이드 무세 A 

29303091 기타: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9303099 기타: 기타 무세 A 

29304000 메티오닌 무세 A 

29305010 기타: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9305090 기타 무세 A 

29309010 아미노산 혼합물 또는 아미노산과 단백질 가수분해물의 혼합물 

제조에 사용되는 아미노산(그러한 혼합물이 미네랄ㆍ비타민ㆍ지방질 

또는 탄수화물을 포함하는지에 상관없다)(아미노산 부족증을 앓는 

사람을 위해 특수 합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엔(N)-(사이클로헥실티오)프탈이미드(고무물품 제조용),  

합성 고무제조용, 

산화방지제ㆍ경화제ㆍ억제제(인히비터스)ㆍ억제제(레스트레이너스)ㆍ

증감제 및 안정제(사진유제 제조용), 

메르캅탄(천연가스 또는 액체가스 냄새추가용), 

티오락트산ㆍ티오글리콜산ㆍ디티오그리콜산과 그들의 

유도체(수용액을 포함한다) 

무세 A 

29309021 디티오카르본산염(크산틴산염): 포타시움 아밀크산틴산염, 

포타시움 에틸잔테이트, 

포타시움 이소프로필크산틴산염, 

나트륨 세그-부틸크산틴산염, 

나트륨 에틸잔테이트, 

나트륨 이소프로필크산틴산염 

무세 A 

29309029 디티오카르본산염(크산틴산염): 기타 무세 A 

29309091 기타: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9309099 기타: 기타 무세 A 

29310010 디에틸 염화알루미늄, 

에틸 암모늄 세스퀴클로라이드, 

나트륨 테트라 페닐 보레이트, 

트리에틸 알루미늄 

무세 A 

29310091 기타: 1-히드록시에틸리덴-1 테트라소듐 염의 수용액ㆍ1-

디포스폰산,헥사 메틸렌 디아민 테트라(메틸렌 포스 폰산)의 헥사 

칼륨 수용액,아미노 트리(메틸렌 포스 폰산)의 수용액,디 에틸렌 

트리 아민 펜타(메틸렌 포스 폰산)의 헵타소듐 염의 수용액,아미노 

트리(메틸렌 포스 폰산)의 펜타소듐 염의 

수용액,디에틸렌트리아민펜타(메틸렌 포스 폰산)의 헵타소듐 염의 

수용액,아미노트리(메틸렌포스폰산)의 펜타소듐 염의 

수용액,디에틸렌트리아민펜타(메틸렌포스폰산)의 수용액,1-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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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드록시에틸리덴-1ㆍ1-디포스폰산의 수용액,유기비소화합물,그 

밖의 유기-무기 화합물[석유 정제 촉매제용이나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29310099 기타: 기타 무세 A 

29321100 테트라히드로푸란 무세 A 

29321200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무세 A 

29321300 푸르푸릴 알코올과 테트라히드로 푸르푸릴 알코올 무세 A 

29321900 기타 무세 A 

29322100 쿠마린ㆍ메틸쿠마린과 에틸쿠마린 무세 A 

29322910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9322990 기타 무세 A 

29329100 이소사프롤 무세 A 

29329200 1-(1,3-벤조디옥솔-5-일)프로판-2-온 무세 A 

29329300 피페로날 무세 A 

29329400 사프롤 무세 A 

29329500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무세 A 

29329900 기타 무세 A 

29331100 페나존(안티피린)과 그 유도체 무세 A 

29331910 벤젠구조의 것(합성 유기 염료나 안료 제조에 사용되는 시재료로 

사용되는 것), 

1-페닐-3-피라졸리돈(사진용 제품 제조용), 

아미노산 혼합물 또는 아미노산과 단백질 가수분해물의 혼합물 

제조에 사용되는 아미노산(그러한 혼합물이 미네랄ㆍ비타민ㆍ지방질 

또는 탄수화물을 포함하는지에 상관없다)(아미노산 부족증을 앓는 

사람을 위해 특수 합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29331990 기타 무세 A 

29332100 히단토인과 그 유도체 무세 A 

29332910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9332990 기타 무세 A 

29333100 피리딘과 그 염 무세 A 

29333210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9333290 기타 무세 A 

29333300 알펜타닐(INN)ㆍ아닐레리딘(INN)ㆍ베지트라마이드(INN)ㆍ브로마제팜

(INN)ㆍ디페녹신(INN)ㆍ디펜옥실레이트(INN)ㆍ디피파논(INN)ㆍ펜타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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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INN)ㆍ케토베미돈(INN)ㆍ메틸페니데이트(INN)ㆍ펜타조신(INN)ㆍ

페티딘(INN)ㆍ페티딘(INN) 제조중간체 

에이(A)ㆍ펜사이클리딘(INN)(PCP)ㆍ페노페리딘(INN)ㆍ피프라드롤(IN

N)ㆍ피리트라미드(INN)ㆍ프로피람(INN)ㆍ트리메페리딘(INN), 그들의 

염 

29333910 데스로라타딘(항히스타민제 제조용),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9333920 니텐피람(개와 고양이를 위한 벼룩제거 제품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29333990 기타 무세 A 

29334100 레보파놀(INN)과 그 염 무세 A 

29334910 6-에톡시-1,2-디히드로-2,2,4-트리메틸퀴놀린 무세 A 

29334990 기타 무세 A 

29335200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 그의 염 무세 A 

29335300 아로바르비탈(INN), 아모바르비탈(INN), 바르비탈(INN), 

부탈비탈(INN), 부토바르비탈(INN), 싸이클로바르비탈(INN), 

메틸페노바르비탈(INN), 펜토바르비탈(INN), 페노바르비탈(INN), 

섹부타바르비탈(INN), 세코바르비탈(INN), 비닐비탈(INN), 그들의 염 

무세 A 

29335400 그 밖의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 유도체, 그들의 염 무세 A 

29335500 로프라졸람(INN), 메크로콰론(INN), 메타콰론(INN), 지페프롤(INN), 

그들의 염 

무세 A 

29335910 아데닌ㆍ시토신ㆍ구아닌ㆍ티민ㆍ우라실, 

벤젠구조의 것(합성 유기 염료나 안료 제조에 사용되는 시재료로 

사용되는 것), 

아미노산 혼합물 또는 아미노산과 단백질 가수분해물의 혼합물 

제조에 사용되는 아미노산(그러한 혼합물이 미네랄ㆍ비타민ㆍ지방질 

또는 탄수화물을 포함하는지에 상관없다)(아미노산 부족증을 앓는 

사람을 위해 특수 합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9335991 기타: 피페라진 인산염 무세 A 

29335999 기타: 기타 무세 A 

29336100 멜라민 무세 A 

29336910 메스데나민 만델 레이트, 

트리메틸렌트리니트라민 

무세 A 

29336991 기타: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9336999 기타: 기타 무세 A 

29337110 폴리카프로락탐 제조용 무세 A 

29337190 기타 무세 A 

29337200 클로바잠(INN)과 메치푸리론(INN)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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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37900 그 밖의 락탐 무세 A 

29339110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9339190 기타 무세 A 

29339910 아미노산 혼합물 또는 아미노산과 단백질 가수분해물의 혼합물 

제조에 사용되는 아미노산(그러한 혼합물이 미네랄ㆍ비타민ㆍ지방질 

또는 탄수화물을 포함하는지에 상관없다)(아미노산 부족증을 앓는 

사람을 위해 특수 합성된 것으로 

한정한다),산화방지제ㆍ경화제ㆍ억제제(인히비터스)ㆍ억제제(레스트

레이너스)ㆍ증감제 및 안정제(사진유제 제조용),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벤젠구조의 것(합성 유기 염료나 안료 제조에 사용되는 

시재료로 사용되는 것),엘-트립토판(의료용품 제조용) 

무세 A 

29339921 그 밖의 말레 산 히드라 지드와 그 밖의 헥사 메틸렌테트라민: 헥사 

메틸렌 테트라민 

무세 A 

29339922 그 밖의 말레 산 히드라 지드와 그 밖의 헥사 메틸렌테트라민: 말레 

산 히드라 지드 

무세 A 

29339990 기타 무세 A 

29341000 붙지 않은 티아졸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무세 A 

29342010 합성고무 제조용, 

벤젠 구조의 것(합성 유기 염료나 안료 제조에 사용되는 시재료로 

사용되는 것) 

무세 A 

29342090 기타 무세 A 

29343010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무세 A 

29343090 기타 무세 A 

29349100 아미노렉스(INN)ㆍ브로티졸람(INN)ㆍ클로티아제팜(INN)ㆍ클록사졸람

(INN)ㆍ덱스트로모라미드(INN)ㆍ할록사졸람(INN)ㆍ케타졸람(INN)ㆍ

메소카르브(INN)ㆍ옥사졸람(INN)ㆍ페몰린(INN)ㆍ펜디메트라진(INN)

ㆍ펜메트라진(INN)과 서펜타닐(INN), 그들의 염 

무세 A 

29349910 1,4-비스-2-(5-페닐옥사졸릴)-벤젠 (POPOP), 

2,5-디페닐옥사졸(PPO), 

페닐비페닐옥사디아졸(2-페닐-5(4-비페닐)-1,3,4-옥사디아졸, 

PBD), 

휘발성 오일(향료나 방향제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29349991 기타: N4-(2,2-디메틸-4-[(디하이드로겐포스포노옥시)메틸]-3-

옥소-5-피리드[1,4]옥사진-6-일)-5-플루오르-N2-(3,4,5-

트리메티옥시페닐)-2,4-피리미딘디아민 나트륨(의약품 제조용), 

핵산ㆍ뉴클레오시드ㆍ뉴클레오티드와 그들의 염[합성 

뉴클레오티드(올리고핵산염)와 그들의 염은 제외한다],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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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박탐 벤자신,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ㆍ글루(glue)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 

29349999 기타: 기타 무세 A 

29350010 합성고무 제조용 무세 A 

29350020 그 밖의 클로르프로파미드와 그 밖의 술파디아진 무세 A 

29350091 기타: 동물이나 가금류의 사료 제조용, 

수의학 항염증성 의약품 제조용 

무세 A 

29350099 기타: 기타 무세 A 

29362100 비타민 A와 그들의 유도체 무세 A 

29362200 비타민 B1과 그 유도체 무세 A 

29362300 비타민 B2와 그 유도체 무세 A 

29362400 디(D)-나 디엘(DL)-판토텐산(비타민 B3나 비타민 B5)과 그 유도체 무세 A 

29362500 비타민 B6와 그 유도체 무세 A 

29362600 비타민 B12와 그 유도체 무세 A 

29362700 비타민 C와 그 유도체 무세 A 

29362800 비타민 E와 그 유도체 무세 A 

29362900 그 밖의 비타민과 그들의 유도체 무세 A 

29369000 기타(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무세 A 

29371100 소마토트로핀ㆍ그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무세 A 

29371200 인슐린과 그 염 무세 A 

29371911 헤테로고리 화합물(산소 헤테로 원자(들)만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동물이나 가금류 사료 제조용 

무세 A 

29371919 헤테로고리 화합물(산소 헤테로 원자(들)만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기타 

무세 A 

29371990 기타 무세 A 

29372100 코르티손ㆍ히드로코르티손ㆍ프레드니손(데히드로코르티손)과 

프레드니소론(데히드로히드로코르티손) 

무세 A 

29372200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할로겐화 유도체 무세 A 

29372300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 무세 A 

29372910 케톤-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케톤  무세 A 

29372990 기타 무세 A 

29373100 에피네프린 무세 A 

29373911 아미노-알코올-페놀ㆍ아미노-산-페놀과 그 밖의 아미노-

화합물(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 아미노-산과 그들의 염 

무세 A 

29373919 아미노-알코올-페놀ㆍ아미노-산-페놀과 그 밖의 아미노-

화합물(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 기타 

무세 A 

29373990 기타 무세 A 

29374000 아미노산 유도체 무세 A 

29375010 페놀관능 결합을 한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ㆍ그들의 무수물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무세 A 

29375021 헤테로고리 화합물[산소나 니트로겐헤테로-원자(들)만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동물이나 가금류 사료 제조용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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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75029 헤테로고리 화합물[산소나 니트로겐헤테로-원자(들)만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기타 

무세 A 

29375031 알코올 관능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ㆍ그들의 무수물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동물이나 가금류 사료 제조용 

무세 A 

29375039 알코올 관능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ㆍ그들의 무수물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기타 

무세 A 

29375090 기타 무세 A 

29379011 헤테로고리 화합물(산소헤테로 원자(들)만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동물이나 가금류 사료 제조용 

무세 A 

29379019 헤테로고리 화합물(산소헤테로 원자(들)만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기타 

무세 A 

29379090 기타 무세 A 

29381000 루토시드(루틴)와 그 유도체 무세 A 

29389000 기타 무세 A 

29391100 양귀비 줄기 농축물, 

버프레노핀(INN)ㆍ코데인ㆍ디히드로코데인(INN)ㆍ에틸모르핀ㆍ에토

르핀(INN)ㆍ헤로인ㆍ히드로코돈(INN)ㆍ히드로모르폰(INN)ㆍ모르핀ㆍ

니코모르핀(INN)ㆍ옥시코돈(INN)ㆍ옥시모르폰(INN)ㆍ폴코딘(INN)ㆍ

테바콘(INN)과 테바인, 그들의 염 

무세 A 

29391900 기타 무세 A 

29392000 기나의 알칼로이드와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무세 A 

29393000 카페인과 그 염 무세 A 

29394100 에페드린과 그 염 무세 A 

29394200 슈도에페드린(INN)과 그 염 무세 A 

29394300 캐친(INN)과 그 염 무세 A 

29394900 기타 무세 A 

29395100 페네틸린(INN)과 그 염 무세 A 

29395900 기타 무세 A 

29396100 엘고메트린(INN)과 그 염 무세 A 

29396200 엘고타민(INN)과 그 염 무세 A 

29396300 리세르그산과 그 염 무세 A 

29396900 기타 무세 A 

29399100 코카인ㆍ에크코닌ㆍ레보메탐페타민ㆍ메탐페타민(INN)ㆍ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염ㆍ에스테르와 그 밖의 그들의 유도체 

무세 A 

29399900 기타 무세 A 

29400000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에 한하며, 자당ㆍ유당ㆍ맥아당ㆍ포도당 

및 과당은 제외한다)와 당에테르ㆍ당아세탈ㆍ당에스테르와 그들의 

염(제2937호ㆍ제2938호 또는 제29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무세 A 

29411000 페니실린과 페니실린산의 구조를 갖는 그들의 유도체와 그들의 염 무세 A 

29412000 스트렙토마이신과 그들의 유도체와 그들의 염 무세 A 

29413000 테트라사이클린과 그들의 유도체와 그들의 염 무세 A 

29414000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와 그들의 염 무세 A 

29415000 에리즈로마이신과 그 유도체와 그들의 염 무세 A 

29419000 기타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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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20010 산화방지제ㆍ경화제ㆍ억제제(인히비터스)ㆍ억제제(레스트레이너스)ㆍ

증감제 및 안정제(사진유제 제조용) 

무세 A 

29420090 기타 무세 A 

30012000 선ㆍ그 밖의 기관이나 그들의 분비물의 추출물 무세 A 

30019000 기타 무세 A 

30021000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변성된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무세 A 

30022000 백신(인체의약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30023000 백신(동물의약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30029000 기타 무세 A 

30031000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함유한 것 또는 스트렙토마이신이나 그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무세 A 

30032000 그 밖의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무세 A 

30033100 인슐린을 함유한 것 무세 A 

30033900 기타 무세 A 

30034000 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호르몬이나 제2937호의 

그 밖의 물품이나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무세 A 

30039000 기타 무세 A 

30041000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함유한 것 또는 스트렙토마이신이나 그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무세 A 

30042000 그 밖의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무세 A 

30043100 인슐린을 함유한 것 무세 A 

30043200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함유한 것, 그들의 유도체나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무세 A 

30043900 기타 무세 A 

30044000 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호르몬이나 제2937호의 

기타 물품이나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무세 A 

30045000 비타민이나 제2936호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그 밖의 의약품 무세 A 

30049000 기타 무세 A 

30051000 접착성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그 밖의 물품 무세 A 

30059000 기타 무세 A 

30061000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ㆍ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흡수성 외과용이나 치과용 실을 포함한다]ㆍ살균한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와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의 텐트, 살균한 흡수성 외과용이나 치과용 

지혈제,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유착방지제(흡수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무세 A 

30062000 혈액형 분류용 시약 무세 A 

30063000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 무세 A 

30064000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뼈형성용 시멘트 무세 A 

30065000 구급상자와 구급대 무세 A 

30066000 호르몬ㆍ제2937호의 기타 제품이나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 

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무세 A 

30067010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조제품(의료 진단용의 보조용 물품이나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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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로 구성된 키트를 포함한다), 

동물 정액의 수정에 사용되는 것 

30067090 기타 6.5% A 

30069100 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무세 A 

30069200 폐(廢)의료용품 무세 A 

31010000 동물성이나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되었거나 화학적 처리를 

거쳤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동물성이나 식물성 제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무세 A 

3102100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무세 A 

31022100 황산암모늄 무세 A 

31022900 기타 무세 A 

31023000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무세 A 

31024000 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이나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을 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31025000 질산나트륨 무세 A 

31026000 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무세 A 

31028000 요소와 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이나 암모니아용액으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31029000 기타(위의 소호에 열거하지 않은 혼합물을 포함한다) 무세 A 

31031000 과인산석회 무세 A 

31039000 기타 무세 A 

31042000 염화칼륨 무세 A 

31043000 황산칼륨 무세 A 

31049000 기타 무세 A 

31051000 이 류의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무세 A 

31052000 질소ㆍ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무세 A 

31053000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무세 A 

31054000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과 이것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무세 A 

31055100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무세 A 

31055900 기타 무세 A 

31056000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무세 A 

31059000 기타 무세 A 

32011000 퀘브라쵸 추출물(quebracho extract) 무세 A 

32012000 왓틀 추출물(wattle extract) 무세 A 

32019000 기타 무세 A 

32021010 포름알데히드 나트륨 나프탈렌 술폰산염 무세 A 

32021090 기타 무세 A 

32029000 기타 무세 A 

32030010 식물성 식용 착색제와 이들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연육이나 

연육을 기본재료로 한 이미테이션 조갯살은 제외한다) 

무세 A 

32030090 기타 무세 A 

32041100 분산성염료와 이들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 무세 A 

32041200 산성염료(금속염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이들을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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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료로 한 조제품, 매염(媒染)염료 및 이들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 

32041300 염기성염료와 이들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 무세 A 

32041400 직접염료와 이들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 무세 A 

32041500 건염(建染)염료(그 상태에서 안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이들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 

무세 A 

32041600 반응성염료와 이들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 무세 A 

32041710 직물의 코팅용ㆍ착색용 또는 날염용의 것ㆍ프탈로시아닌계 안료와 

조제품 

무세 A 

32041791 기타: 퀴나크리돈계 안료와 조제품 3% A 

32041799 기타: 기타 4% A 

32041900 기타(소호 제3204.11호부터 제3204.19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착색제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무세 A 

32042000 형광증백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 무세 A 

32049000 기타 무세 A 

32050000 레이크안료, 이들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32061110 캐나다 제조자용 무세 A 

32061190 기타 6% B 

32061910 직물의 코팅용ㆍ착색용 또는 날염용 무세 A 

32061990 기타 3% B 

32062000 크로뮴화합물을 기본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4% C 

32064100 군청(群靑)과 이를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 무세 A 

32064210 소호 제3903.30호의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공중합체의 제조용 

무세 A 

32064290 기타 무세 A 

32064910 직물의 코팅용ㆍ착색용 또는 날염용, 

소호 제3903.30호의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공중합체의 제조용, 

합성 진주정(精) 

무세 A 

32064921 카드뮴 화합물을 기본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소호 

제3903.30호의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공중합체의 

제조용 

무세 A 

32064929 카드뮴 화합물을 기본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기타 무세 A 

32064930 헥사시아노철염(페로시안화물과 페리시안화물)을 기본재료로 한 

안료와 조제품 

무세 A 

32064981 그 밖의 무기 염료(아연회를 포함한다)와 이들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블랙 폴리에틸렌 마스터배치를 제외한다): 지붕용 알갱이 

제조용 

무세 A 

32064989 그 밖의 무기 염료 (아연회를 포함한다)와 이들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블랙 폴리에틸렌 마스터배치를 제외한다): 기타 

3% C 

32064990 기타 무세 A 

32065000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 무세 A 

32071010 사이딩(siding)ㆍ창문이나 문틀과 그 밖의 건물 외장재에 사용되는 

조제안료(염화비닐 중합체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32071090 기타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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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72000 법랑과 유약ㆍ유약용의 슬립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무세 A 

32073010 귀금속을 기본재료로 한 것(유리제품이나 도자제 또는 반도자제 

식탁용품 제조용) 

무세 A 

32073090 기타 무세 A 

32074010 의치 제조용 무세 A 

32074090 기타 무세 A 

32081000 폴리에스테르를 기본재료로 한 것 6.5% A 

32082000 아크릴이나 비닐 중합체를 기본재료로 한 것 6.5% A 

32089010 반도체 디바이스의 제조에서 사용되는 것 무세 A 

32089090 기타 6.5% A 

32091000 아크릴이나 비닐 중합체를 기본재료로 한 것 6.5% A 

32099000 기타 6.5% A 

32100000 그 밖의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ㆍ래커와 디스템퍼를 포함한다)와 

가죽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수성안료 

6.5% A 

32110000 조제드라이어 6.5% A 

32121000 스탬프용의 박(箔) 무세 A 

32129010 직물의 코팅용ㆍ착색용 또는 날염용, 

신발의 폴리우레탄 바닥 제조용 

무세 A 

32129090 기타 무세 A 

32131000 세트인 것 6.5% A 

32139010 수성 물감(액체나 분말의 형태로, 병들이ㆍ접시들이나 통들이에 든 

것으로 한정한다) 

6.5% A 

32139090 기타 6.5% A 

32141010 페놀포름알데히드 수지를 함유한 것(필라멘트 전구 제조용), 

전기 절연이나 전도성의 폴리에스테르나 에폭시를 기본재료로 한 

매스틱(발전기 제조나 보수용으로 한정한다) 

무세 A 

32141090 기타 6.5% A 

32149000 기타 6.5% A 

32151100 흑색의 것 무세 A 

32151910 직물의 코팅용ㆍ착색용 또는 날염용, 

저항체ㆍ유전체나 도체 잉크(저항 네트워크 제조용) 

무세 A 

32151990 기타 무세 A 

32159010 저항체ㆍ유전체나 도체 잉크(저항 네트워크 제조용) 무세 A 

32159090 기타 무세 A 

33011200 오렌지유 무세 A 

33011300 레몬유 무세 A 

33011910 베르가못(bergamot)유 

라임유 

무세 A 

33011990 기타 3% A 

33012400 박하유[멘타 피페리타(Mentha piperita)] 3% A 

33012500 그 밖의 민트류의 것 무세 A 

33012900 기타 무세 A 

33013010 파프리카 올레오레진 무세 A 

33013090 기타 3% A 

33019000 기타 무세 A 

33021011 알코올성 합성조제품(음료 제조용):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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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3021012 알코올성 합성조제품(음료 제조용): 알코올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33021090 기타 무세 A 

33029000 기타 5% B 

33030000 향수와 화장수 6.5% B 

33041000 입술화장용 제품류 6.5% B 

33042000 눈화장용 제품류 6.5% B 

33043000 매니큐어용 제품류 또는 페디큐어용 제품류 6.5% B 

33049100 가루(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5% B 

33049910 개구(開口) 수술기구의 적용과 유지용 조제품이나 

브리프ㆍ언더팬츠ㆍ팬티ㆍ냅킨(기저귀)ㆍ냅킨(기저귀) 라이너와 이와 

유사한 요실금용 위생 제품(사람이 착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아기용은 제외한다)  

무세 A 

33049990 기타 6.5% B 

33051000 샴푸 6.5% B 

33052000 퍼머넌트 웨이빙(permanent waving)용이나 

스트레이트닝(straightening)용 제품류 

6.5% B 

33053000 헤어 래커(hair lacquer) 6.5% B 

33059000 기타 6.5% B 

33061000 치약 6.5% B 

33062000 치간 청결용 실[치실(dental floss)] 8% B 

33069000 기타 6.5% B 

33071000 면도용 제품류 6.5% B 

33072000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6.5% B 

33073000 향을 첨가한 목욕용 염과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6.5% B 

33074100 아가바티(agarbatti)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6.5% B 

33074900 기타 6.5% B 

33079000 기타 6.5% B 

34011110 카스티야(Castile) 비누 무세 A 

34011190 기타 6.5% B 

34011900 기타 6.5% B 

34012010 세탁용 비누[옷 세탁용과 그 밖의 리넨(linens)제품용] 2.5% A 

34012020 비누 펠릿(지방산의 소듐 비누와 글리세롤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막대형 비누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  

무세 A 

34012030 건조한 비누[공기타이어 제조에 사용되는 신선용(伸線用) 윤활제의 

것] 

무세 A 

34012090 기타 6.5% B 

34013000 피부 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5% B 

34021110 알킬벤젠 술폰산 나트륨[제3402호나 제3808호의 천천히 녹는 

화장실(변기) 수조용 고체 제조용] 

무세 A 

34021190 기타 6.5% A 

34021200 양이온성의 것 6.5% A 

34021310 하이드록실 번호 265 이상인 폴리에테르 폴리올(폴리우레탄 성형 

혼합물 제조용)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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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21390 기타 6.5% A 

34021900 기타 6.5% A 

34022010 자동 식기세척기 세정제 6.5% A 

34022090 기타 6.5% A 

34029010 산화방지제ㆍ경화제ㆍ억제제(인히비터스)ㆍ억제제(레스트레이너스)ㆍ

증감제 및 안정제(사진유제 제조용), 

원유에서 염 또는 물 제거에 사용되는 것, 

진흙 굴착에 사용되는 것이나 광물ㆍ천연가스ㆍ오일이나 물을 

굴착하는데 사용되는 첨가제 

무세 A 

34029091 기타: 캐나다 제조자용 무세 A 

34029099 기타: 기타 6.5% A 

34031110 윤활유 조제품(석유를 기본재료로 한 것) 6.5% A 

34031190 기타 6% A 

34031911 윤활유 조제품(석유를 기본재료로 한 것): 캐나다 제조자용, 

그 밖의 오일을 기본재료로 한 윤활유 조제품(타이어 와이어의 습식 

인발용) 

무세 A 

34031919 윤활유 조제품(석유를 기본재료로 한 것): 기타 6.5% A 

34031991 기타: 캐나다 제조자용 무세 A 

34031999 기타: 기타 6.5% A 

34039110 가죽이나 모피의 스터핑이나 드레싱용 무세 A 

34039190 기타 6% A 

34039910 캐나다 제조자용 무세 A 

34039990 기타 6.5% A 

34042010 인조왁스[소호 제3903.30호의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스티렌(ABS) 공중합체 제조용] 

무세 A 

34042090 기타 6.5% A 

34049010 점착 부여제 분산의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적으로 변성된 폴리에틸렌 

글리콜 왁스, 

제3823호의 지방산을 가진 에틸렌디아민의 반응에 의해 생산되는 

디아미드(목재펄프 혼합물의 성형 가공품 제조용) 

평균 분자량이 4,000 이하인 폴리에틸렌의 것, 

수소화된 피마자유로부터 얻은 지방 에스테르와 지방 아미드로 

구성된 유동 첨가제, 

사이즈제나 사이징 조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지방산 알킬 케텐 

이량체로 구성된 왁스 

무세 A 

34049020 화학적으로 변성된 갈탄왁스의 것 6.5% A 

34049090 기타 6.5% A 

34051010 신발용 액상 광택조제품(슈즈 케어 제품 제조용) 무세 A 

34051090 기타 6.5% A 

34052000 목제가구ㆍ마루나 그 밖의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ㆍ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6.5% A 

34053000 자동차 차체용의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용 광택제를 

제외한다) 

6.5% A 

34054000 조제연마페이스트ㆍ조제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 6.5% A 

34059000 기타 6.5% A 

34060010 생일ㆍ크리스마스와 기타 축제 행사용 5.5%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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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60090 기타 5.5% A 

34070010 조형용 페이스트(paste) 6.5% B 

34070020 치과용 인상재료 화합물(실리콘 폴리머를 기본재료로 한 것은 

제외한다) 

6.5% B 

34070090 기타 무세 A 

35011010 캐나다 제조자용(식품 조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카세인은 제외한다) 무세 A 

35011090 기타 무세 A 

35019010 카세인 글루(접착 테이프ㆍ도포된 연마제ㆍ그리스가 없는 연마제 

화합물이나 성냥 제조용), 

카세인염(캐나다 제조자용) 

무세 A 

35019090 기타 무세 A 

35021110 시장접근 허용 물량 8.5% E 

35021120 시장접근 초과 물량 킬로그램당 

6.12달러 

E 

35021910 시장접근 허용 물량 킬로그램당 

6.63센트 

E 

35021920 시장접근 초과 물량 킬로그램당 

1.52달러 

E 

35022000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6.5% B 

35029000 기타 6.5% B 

35030010 식용 젤라틴(의약이나 제약 조제품의 캡슐 제조용), 

동물성 글루(접착 테이프ㆍ도포된 연마제ㆍ그리스가 없는 연마제 

화합물이나 성냥 제조용), 

식용이 불가능한 뼈 젤라틴(사진의 감광유제 제조용) 

무세 A 

35030020 소 가죽으로부터 얻은 식용 젤라틴(캐나다 제조자용), 

가수분해된 식용젤라틴(캐나다 제조자용) 

무세 A 

35030090 기타 8% B 

35040011 밀크 단백질계 물질: 시장접근 허용 물량 무세 A 

35040012 밀크 단백질계 물질: 시장접근 초과 물량 270% 또는 

킬로그램당 

3.15달러, 양자 

중 고액 

E 

35040090 기타 6.5% E 

35051011 에테르화나 에스테르화 전분: 양이온 감자전분(종이나 판지 제조용) 무세 A 

35051019 에테르화나 에스테르화 전분: 기타 8% B 

35051020 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 

가용성 전분(아밀로겐) 

6.5% B 

35051090 기타 무세 A 

35052010 감자전분과 합성 폴리머 혼합물(사전 풀칠이 된 벽지 제조용) 무세 A 

35052090 기타 8% B 

35061000 글루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6.5% A 

35069110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에 사용되는 것, 

폴리아미드를 기본재료로 한 핫 멜트 접착제(의류를 위한 겉과 안 

사이에 넣는 심이나 파인딩 제조용) 

무세 A 

35069190 기타 6.5%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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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69900 기타 6.5% A 

35071000 레네트(rennet)와 이들의 농축물 무세 A 

35079000 기타 무세 A 

36010000 화약 6.5% A 

36020000 폭약(화약은 제외한다) 6.5% A 

36030000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전기뇌관 6.5% A 

36041000 불꽃제품 6.5% A 

36049000 기타 6.5% A 

36050000 성냥(제3604호의 화공품은 제외한다) 6.5% A 

36061000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하거나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은 액체연료나 액화가스연료 

6.5% A 

36069000 기타 6.5% A 

37011000 엑스선용 무세 A 

3701200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6.5% A 

37013010 플레이트(해상도 성능이 밀리미터 당 500라인 이상인 것으로 집적 

회로 생산용의 포토 마스크 제조용) 

무세 A 

37013020 그 밖의 플레이트 6.5% A 

37013031 필름: 노광과 현상한 영화필름의 리플리케이션 생산용 무세 A 

37013039 필름: 기타 6.5% A 

37019110 플레이트 6.5% A 

37019120 필름 6.5% A 

37019910 광중합체 레지스트(resist) 필름, 

플레이트(해상도 성능이 밀리미터 당 500라인 이상인 것으로 집적 

회로 생산용의 포토 마스크 제조용) 

무세 A 

37019920 그 밖의 플레이트 6.5% A 

37019930 그 밖의 필름 6.5% A 

37021000 엑스선용 무세 A 

37023100 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6.5% A 

37023200 기타(할로겐화은 에멀션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6.5% A 

37023900 기타 6.5% A 

37024100 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6.5% A 

37024210 복제용ㆍ스캐너나 연속 계조(連續階調) 그래픽 아트 필름(폭이 

762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사진필름 제조용) 

무세 A 

37024290 기타 6.5% A 

37024320 인스턴트 프린트 필름 6.5% A 

37024390 기타 무세 A 

37024420 인스턴트 프린트 필름 6.5% A 

37024490 기타 무세 A 

37025100 폭이 16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14미터 이하인 것 6.5% A 

37025210 폭이 16밀리미터인 것(영화 촬영 카메라의 노광용의 것) 6.5% A 

37025290 기타 6.5% A 

37025300 폭이 16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5밀리미터 이하이면서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6.5% A 

37025410 노광과 현상한 영화필름의 리플리케이션 생산용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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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25490 기타 6.5% A 

37025500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이면서 길이가 30미터를 

초과하는 것 

무세 A 

37025600 폭이 3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무세 A 

37029100 폭이 16밀리미터 이하인 것 6.5% A 

37029310 폭이 28.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영화 촬영 카메라의 노광용의 것) 6.5% A 

37029390 기타 6.5% A 

37029410 폭이 28.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영화 촬영 카메라의 노광용의 것) 6.5% A 

37029490 기타 6.5% A 

37029500 폭이 3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6.5% A 

37031000 롤 모양의 것(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5% A 

37032000 기타[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에 한정한다] 6.5% A 

37039010 사진 전송 기계에 사용하는 롤 모양의 종이(신문ㆍ잡지나 

정기간행물 제작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37039090 기타 6.5% A 

37040010 인쇄플레이트, 롤이나 실린더의 제작에 사용되는 필름(신문의 

비광고물의 복사 또는 책이나 음악의 인쇄용 또는ㆍ제2종 우편물 

정기간행물 인쇄용의 것으로, 페이지가 규칙적으로 묶여 있는 

것ㆍ철사로 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엮은 것에 한정하며 

카달로그는 제외한다) 

무세 A 

37040090 기타 6.5% A 

37051010 인쇄플레이트, 롤이나 실린더의 제작에 사용되는 필름(신문의 

비광고물의 복사 또는 책이나 음악의 인쇄용 또는ㆍ제2종 우편물 

정기간행물 인쇄용의 것으로, 페이지가 규칙적으로 묶여 있는 

것ㆍ철사로 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엮은 것에 한정하며 

카달로그는 제외한다) 

무세 A 

37051090 기타 6.5% A 

37059010  

 

밀착망판 필름 스크린(인쇄 플레이트 제작용의 것), 

인쇄플레이트, 롤이나 실린더의 제작에 사용되는 필름(신문의 

비광고물의 복사 또는 책이나 음악의 인쇄용 또는ㆍ제2종 우편물 

정기간행물 인쇄용의 것으로, 페이지가 규칙적으로 묶여 있는 

것ㆍ철사로 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엮은 것에 한정하며 

카달로그는 제외한다), 

공문서 보증용 및 상업적 목적의 전시용이 아닌 필름, 

특집뉴스와 시사 기록용,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 

슬라이드와 슬라이드 필름으로 

(가) 1948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채택된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협정"에 

규정된 교육ㆍ과학 또는 문화적 성격을 지닌 경우, 그리고 

(나) 정부나 생산 국가 정부의  인정된 대표기관이나 

유네스코( United Nations Educationalㆍ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의 적절한 대표가 국제적, 과학적,  또는 문화적 

성격을 지닌다고 인증한 것 

무세 A 

37059090 기타 6.5%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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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61010 텔레비전 광고(참조용으로만 수입되는 것은 제외한다) 6.5% A 

37061090 기타 무세 A 

37069010 텔레비전 광고(참조용으로만 수입되는 것은 제외한다) 6.5% A 

37069090 기타 무세 A 

37071000 감광유제 6.5% A 

37079010 화학조제품(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용), 

엑스레이 필름의 가공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37079090 기타 6.5% A 

38011000 인조흑연 무세 A 

38012000 콜로이드흑연이나 반콜로이드흑연 무세 A 

38013010 자소식 전극용[소데버(Soderberg)] 페이스트(실리콘 금속 제조에 

사용하는 것) 

무세 A 

38013090 기타 무세 A 

38019000 기타 무세 A 

38021000 활성탄 무세 A 

38029000 기타 무세 A 

38030000 톨유(tall oil)(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무세 A 

38040000 목재펄프를 제조할 때 생기는 폐액(廢液)[농축한 것인지, 당류를 

제거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리그닌 

술폰산을 포함하나, 제3803호의 톨유(tall oil)는 제외한다] 

무세 A 

38051000 검테레빈유ㆍ우드테레빈유나 황산테레빈유 무세 A 

38059000 기타 무세 A 

38061000 로진과 수지산 무세 A 

38062000 로진염ㆍ수지산염이나 로진이나 수지산 유도체의 염(로진 부가물의 

염은 제외한다) 

무세 A 

38063010 점착부여제 분산물 제조용 무세 A 

38063090 기타 무세 A 

38069000 기타 무세 A 

38070010 용제나 시너(thinner)(목타르유를 기본재료로 한 것) 무세 A 

38070090 기타 무세 A 

38085010 포장상태에서의 각각의 중량이 1.36킬로그램 이하인 것 6.5% A 

38085020 벌크나 포장상태에서 각각의 중량이 1.36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무세 A 

38089110 포장상태에서의 각각의 중량이 1.36킬로그램 이하인 것 6.5% A 

38089120 벌크나 포장상태에서 각각의 중량이 1.36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무세 A 

38089210 포장상태에서의 각각의 중량이 1.36킬로그램 이하인 것 6.5% A 

38089220 벌크나 포장상태에서 각각의 중량이 1.36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무세 A 

38089310 포장상태에서의 각각의 중량이 1.36킬로그램 이하인 것 6.5% A 

38089320 벌크나 포장상태에서 각각의 중량이 1.36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무세 A 

38089410 포장상태에서의 각각의 중량이 1.36킬로그램 이하인 것 6.5% A 

38089420 벌크나 포장상태에서 각각의 중량이 1.36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무세 A 

38089910 포장상태에서의 각각의 중량이 1.36킬로그램 이하인 것 6.5% A 

38089920 벌크나 포장상태에서 각각의 중량이 1.36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무세 A 

38091000 전분질을 기본재료로 한 것 무세 A 

38099110 매염제, 

그 밖의 생산품과 조제품[플루오르화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방직용 

섬유의 방수가공, 방유가공 또는 방오가공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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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99120 사이징제(로진을 기본재료로 한 것) 무세 A 

38099190 기타 무세 A 

38099210 사이징제(로진을 기본재료로 한 것) 무세 A 

38099220 수산화 붕소 나트륨과 수산화 나트륨의 수용액(수산화 붕소 

나트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1 이상인 것 또는 

건조상태에서 측정된 수산화 나트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 신문인쇄용지와 목재펄프 제조의 표백제로 

사용하는 것) 

무세 A 

38099290 기타 무세 A 

38099300 가죽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무세 A 

38101010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에 사용하는 것 무세 A 

38101090 기타 무세 A 

38109000 기타 무세 A 

38111100 납화합물을 기본재료로 한 것 무세 A 

38111900 기타 무세 A 

38112110 아연 디알킬디티오포스페이트를 함유한 혼합물 무세 A 

38112190 기타 무세 A 

38112900 기타 무세 A 

38119000 기타 무세 A 

38121000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무세 A 

38122010 석유의 것(고무용) 무세 A 

38122090 기타 무세 A 

38123010 합성 고무제조용, 

폴리트리메틸 디하이드로퀴놀린(혼합재를 함유하지 않은 것), 

주석을 기본재료로 한 플라스틱 안정제 

무세 A 

38123090 기타 무세 A 

38130000 소화기용의 조제품과 장전물, 장전된 소화탄 무세 A 

38140000 유기혼합용제와 시너(thinner)(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제한 페인트 제거제나 바니시(vanish) 제거제 

무세 A 

38151100 활성물질로서 니켈이나 니켈화합물의 것 무세 A 

38151200 활성물질로서 귀금속이나 귀금속화합물의 것 무세 A 

38151910 둘 이상의 코발트로 구성된 서포트된(supported) 

촉매ㆍ몰리브데늄이나 산화니켈(알루미늄 산화물을 기본재료로 한 

것 또는 실리카와 혼합한 알루미늄 산화물을 기본재료로한 것)(오직 

수소화 처리를 위한 것으로 탈황ㆍ탈질소나 석유 공급 원료의 포화 

폴리아로마틱용) 

무세 A 

38151990 기타 무세 A 

38159010 유동층 실리카 알루미나 분해 촉매제(실리카-알루미나 또는 

합성구성요소로 된 것으로, 점토 함유 여부에 상관없으며 

석유정제용으로 한정한다) 

무세 A 

38159090 기타 무세 A 

38160010 내화 재료와 하소한 석고의 조제품(그 밖의 재료 함유 여부를 

불문한다)[비철금속 매몰주조 주형(틀) 제조용], 

내화콘크리트[주형(틀)과 알루미늄 및 주조산업의 그 밖의 부분품 

제조용] 

무세 A 

38160090 기타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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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70010 혼합 알킬벤젠 무세 A 

38170090 기타 무세 A 

38180010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38180090 기타 무세 A 

38190000 유압제동액과 그 밖의 조제 유압전동액[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6.5% A 

38200000 부동(不凍)조제품과 조제제빙액 6.5% A 

38210010 미생물 성장을 위한 조제배양제 무세 A 

38210090 기타 무세 A 

38220010 의약 진단용,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에 사용되는 것, 

혈청ㆍ면역혈청ㆍ톡소이드(변성 독소)ㆍ바이러스ㆍ독소 또는 

항독소ㆍ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백신ㆍ박테리오파지  또는 박테리아 

리세이트ㆍ알레르기 유발물질ㆍ간장 추출물ㆍ뇌하수체 

추출물ㆍ에피네프린이나 그것의 용액ㆍ인슐린(아연ㆍ글로빈이나 

프로타민의 포함여부를 불문한다) 및 인간의 혈장이나 혈청 또는 그 

분획물이나 그것의 증량제나 대용물 제조용, 

비경구 치료제 투여를 위한 덱스트로오스(글루코오스) 용액과 

과당(프록토오스) 용액 제조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38220020 둥글넓적한 모양의(tablet) 시약(소매용은 제외한다) 무세 A 

38220090 기타 무세 A 

38231100 스테아르산 무세 A 

38231200 올레인산 무세 A 

38231300 톨유(tall oil) 지방산 무세 A 

38231900 기타 무세 A 

38237010 제3402호 물품 제조용, 

헥산올ㆍ헵탄올ㆍ옥타놀ㆍ노나놀ㆍ테카놀이나 언데카놀의 

혼합물(전선이나 케이블의 제조에 사용되는 염화 비닐 중합체의 

화합물에 혼입되는 에스테르계 가소제 제조용) 

무세 A 

38237090 기타 무세 A 

38241000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38243000 응집하지 않은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38244000 시멘트용ㆍ모르타르용 또는 콘크리트용의 조제첨가제 무세 A 

38245010 수경성 시멘트 콘크리트 무세 A 

38245090 기타 무세 A 

38246000 소르비톨(sorbitol)(소호 제2905.44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무세 A 

38247100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는 것[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과불화탄소(PFCs)나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다] 

무세 A 

38247200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이나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을 함유하는 것 

무세 A 

38247300 수소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s)을 함유하는 것 무세 A 

38247400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나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는지에 상관없지만,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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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247500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무세 A 

38247600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무세 A 

38247700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이나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무세 A 

38247800 과불화탄소(PFCs)나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는 

것[염화불화탄소(C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 

무세 A 

38247900 기타 무세 A 

38248100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무세 A 

38248200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ㆍ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이나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무세 A 

382483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무세 A 

38249010 톨유(tall oil)와 톨유 피치의 혼합물(그 밖의 혼합재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활성 재료로서 하나 이상의 

에스타라디올ㆍ에스트라디올 

벤조에이트ㆍ프로게스테론ㆍ테스토스테로ㆍ테스토스테론 

프로피오네이트ㆍ트렌볼론 아세테이트나 제라놀을 함유하는 가축의 

임플란트,화학적 커플러ㆍ커플러 솔벤트 및 감광성 염료(사진의 

감광유제 제조용),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조제품[보조물품이나 

재료로 구성된 키트(의료 진단용)를 포함한다],콜타르 염료 

중간용제,가공하지 않은 본(bone) 피치,5`-이노신산이나트륨과 5`-

구아닐산이나트륨의 혼합물(그 밖의 혼합재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공업용 모노카르복실 지방산으로부터 유도된 이합체화 

지방산(폴리아미드 제조용),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에 사용되는 

것,의치 제조용,위생용 타월(냅킨) 제조용,합성 고무 

제조용,퓨젤유,지르코늄과 규소의 산화물을 용해하여 얻은 그라인딩 

비즈(그 밖의 산화물을 소량 함유한 것으로, 미네랄 습식 분쇄에 

사용되는 것),지방산(스테아르 산으로 표면 처리한 것)의 칼슘 

염으로 표면 도포한 중질 천연 탄산 칼슘,메르캅탄 

조제품(천연가스나 액체 석유 가스 냄새 추가용),혼합물(주로 

벤질톨루엔과 디벤질톨루엔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원 콘덴서 제조 

시 전기 비전도유체에 사용되는 것),불화 암모늄ㆍ염화 암모늄과 

바륨 염의 혼합물(젖병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강재의 제조를 위한 

연속 주조 프로세스에 사용하는 주형 분말,금형에 사용하는 

오일,설파이드 혼합물의 제거에 사용되는 산화 조제품, 침전된 탄산 

칼슘(지방산 칼슘염으로 표면이 도포된 것으로 한정하며, 글루나 

접착제 제조용ㆍ광섬유나 광섬유 다발이나 케이블 제조용ㆍ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리본 제조용ㆍ중합체(일차 제품이나 프로파일 모양의 

것이나 플라스틱 시트) 제조용,수소화된 피마자유(화학적 변성 

가공을 했는지에 상관없다)와 점토의 조제화합물,하나 이상의 

페라이트가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조제품(철 

페라이트의 중량은 제외한다),고무 재생을 위한 석유성의 회수 

물질,산화마그네슘(MgO), 산화알루미늄(Al2O3) 및 

산화크로뮴(Cr2O3)으로 표현하였을 때, 마그네슘, 알루미늄 및 

크로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0이상인 첨정석 

결정(마그네사이트나 크롬 내화 벽돌 제조용),황(불용 이황화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오일 처리된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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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타이어 제조용),술포-티오 인산(디티오포스포릭) 

화합물(광석이나 광물 농축 공정에 사용되는 것),표면 처리된 

실리카(컬러 토너 제조용),동물 정액의 처리ㆍ저장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것,진흙 굴착에 사용되는 것이나 

광물ㆍ천연가스ㆍ오일이나 물을 굴착하는데 사용되는 

첨가제원유에서 염 또는 물 제거에 사용되는 것,제올라이트(합성 

알루미늄 실리케이트는 제외하며, 석유 정제에 사용되는 분해 

촉매제 제조용) 

38249020 외과용 탈장대ㆍ정형외과 복부지지대나 지지용 붕대 제조용 무세 A 

38249030 감미료나 향미제를 햠유하지 않는 것으로 추잉껌 제조에 사용되는 

조제품 

무세 A 

38249041 나프텐산ㆍ그들의 불수용성 염과 에스테르: 나프텐산 무세 A 

38249049 나프텐산ㆍ그들의 불수용성 염과 에스테르: 기타 무세 A 

38249090 기타 무세 A 

38251000 생활폐기물 6.5% A 

38252000 하수 찌꺼기 6.5% A 

38253010 내과ㆍ외과ㆍ치과나 수의학 결과로 오염된 

드레싱(워딩ㆍ거즈ㆍ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 

주사기ㆍ바늘ㆍ카테터(catheters)ㆍ케눌러(cannulae)와 이와 유사한 

것 

무세 A 

38253020 가황한 고무로 만든 외과용 장갑(그 밖의 경질 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15.5% A 

38253090 기타 6.5% A 

38254100 할로겐을 함유하는 것 6.5% A 

38254900 기타 6.5% A 

38255000 금속세정액ㆍ유압액ㆍ브레이크액과 부동액 폐기물 6.5% A 

38256100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6.5% A 

38256900 기타 6.5% A 

38259000 기타 6.5% A 

39011010 분자량이 3백만 이상이고 6백만 이하인 것(소호 제3916.10호의 

막대나 형재 또는 제3920.10호의 시트 제조용) 

무세 A 

39011020 분자량이 4백만을 초과하는 것(정형외과 임플란트나 스노우 

모빌ㆍ전지형 자동차ㆍ공업용 청소기ㆍ농업용 장비ㆍ철도 차량과 

장비ㆍ정수기와 컨베이어 시스템용 부품 제조용) 

무세 A 

39011090 기타 5% A 

39012010 최소 고유점도가 10인 것(혼합물은 제외한다) 무세 A 

39012090 기타 5% A 

3901300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3% B 

39019010 염소화폴리에틸렌 무세 A 

39019090 기타 3% B 

39021000 폴리프로필렌 3% B 

39022000 폴리이소부틸렌 무세 A 

39023000 프로필렌 공중합체 5% A 

39029010 혼합물 5% A 

39029090 기타 무세 A 

39031100 발포성의 것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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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31910 혼합물 무세 A 

39031990 기타 무세 A 

39032010 혼합물 무세 A 

39032090 기타 무세 A 

39033010 혼합물 무세 A 

39033090 기타 무세 A 

39039000 기타 무세 A 

39041010 안료나 잉크에 대한 결합체(방직용 섬유의 도포용ㆍ착색용 또는 

날염용), 

벽지제조용 

무세 A 

39041090 기타 무세 A 

39042100 가소화하지 않은 것 무세 A 

39042200 가소화 한 것 무세 A 

39043010 바닥 타일 제조용 무세 A 

39043090 기타 무세 A 

39044000 그 밖의 염화비닐 공중합체 무세 A 

39045010 혼합물 무세 A 

39045090 기타 무세 A 

39046100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무세 A 

39046900 기타 무세 A 

39049000 기타 무세 A 

39051200 물에 분산된 것 무세 A 

39051910 열전자관ㆍ냉음극관 또는 광전관 제조용 무세 A 

39051990 기타 무세 A 

39052100 물에 분산된 것 무세 A 

39052910 열전자관ㆍ냉음극관 또는 광전관 제조용 무세 A 

39052990 기타 무세 A 

39053000 폴리(비닐알코올)[가수분해되지 않은 초산기(基)의 함유 여부를 

불문한다] 

무세 A 

39059110 혼합물(성형 혼합물은 제외한다) 무세 A 

39059190 기타 무세 A 

39059910 혼합물(성형 혼합물은 제외한다) 무세 A 

39059990 기타 무세 A 

39061010 안료나 잉크에 대한 결합체(방직용 섬유의 도포용ㆍ착색용 또는 

날염용), 

염화 비닐이나 도포제(유화제와 분산제는 제외한다)의 중합체의 

성형 혼합물 제조용 

가루모양의 것(캐스팅 주조 제조용) 

무세 A 

39061090 기타 무세 A 

39069010 성형 혼합물,메틸 메탈크리레이트의 중합체(유화제나 분산제는 

제외하며, 염화 비닐이나 도포제의 중합체의 성형 혼합물 

제조용),에틸 아크릴레이트의 중합체 용액(제3214호의 매스틱 

제조용) 

무세 A 

39069091 기타: 혼합물, 

아크릴중합체의 유화제와 분산제, 

메틸화된 아미노 폴리아크릴아미드 수용액,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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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산과 메타 크릴 산의 중합체 및 그들의 염[수용액으로 된 

것에 한정하며, 에이ㆍ에스ㆍ티ㆍ엠(ASTM: 미국재료실험협회) 디(D) 

3536 분자량 평균 시험방법에 의해 활성상태에서 분자량 평균이 

100,000 미만인 것, 

메틸 메타 크릴 레이트 중합체 

39069099 기타: 기타 무세 A 

39071000 폴리아세탈 무세 A 

39072010 혼합물(의료진단용), 

성형 혼합물(폴리에테르 폴리올 성형 혼합물은 제외한다), 

자기 강화 폴리에테르 폴리올(다른 중합체와 원위치에서 형성된 

것)로 고부하 베어링 또는 고탄성 연질 발포제 제조용, 

폴리 테트라 메틸렌 에테르 글리콜(혼합물은 제외한다)로 스판텍스 

실이나 비발포성의 폴리우레탄 액체 주물이나 고체 성형 혼합물 

제조용, 

진흙 굴착에 사용되는 것이나 광물ㆍ천연가스ㆍ오일이나 물을 

굴착하는데 사용되는 첨가제, 

원유에서 염이나 물 제거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39072090 기타 무세 A 

39073010 액체 형태의 것(캐나다 제조자용), 

분말 도포제 제조용으로 건조된 형태의 것, 

혼합물(건조 형태로 전기적 구성요소의 캡슐화에 사용하는 것), 

안경테의 제조에 이용하기 위한 것(혼합물은 제외한다), 

인쇄 회로 기판의 구리 적층판 제조에 이용하기 위한 유전식 

열경화성 에폭시 수지 

무세 A 

39073090 기타 무세 A 

39074010 혼합물(성형 혼합물은 제외한다) 무세 A 

39074090 기타 무세 A 

39075000 알키드수지 무세 A 

39076010 블로우 성형 음료병 제조용, 

에이ㆍ에스ㆍ티ㆍ엠(ASTM: 미국재료실험협회) 디(D) 2857-70 

방법에 의해 고유점도가 1그램당 0.64 데시리터 이상인 것과 

1그램당 0.72 데시리터 이하인 것으로, 최소 1그램당 0.04 

데시리터만큼 높아진 폴리(에틸렌 테레프탈에이트)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혼합물은 제외한다), 

성형 혼합물(100분의 0.2에서 100분의 0.6 사이의 이산화 티타늄 

광택제거제 구성물로 된 화합물은 제외한다) 

무세 A 

39076090 기타(투명한 것ㆍ색이 없는 것을 포함한다) 무세 A 

39077010 포화 폴리에스테르(혼합물은 제외한다), 

포화 폴리에스테르 성형 혼합물(방향족 포화 폴리 에스테르 

폴리올의 것은 제외한다) 

무세 A 

39077090 기타 무세 A 

39079100 불포화의 것 무세 A 

39079910 포화 폴리에스테르(혼합물은 제외한다), 

포화 폴리에스테르 성형 혼합물(방향족 포화 폴리 에스테르 

폴리올의 것은 제외한다) 

무세 A 

39079990 기타 무세 A 

39081000 폴리아미드-6, -11, -12, -6,6, -6,9, -6,10 또는 -6,12 2%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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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89000 기타 5% A 

39091010 우레아-포름 알데히드 수지,그 밖의 혼합물(성형 혼합물은 

제외한다) 

3% A 

39091090 기타 무세 A 

39092010 안료나 잉크에 대한 결합체(방직용 섬유의 도포용ㆍ착색용 또는 

날염용) 

무세 A 

39092090 기타 5% A 

39093010 혼합물 무세 A 

39093090 기타 무세 A 

39094010 금속 유약 저항기의 제조에 사용되는 분말상의 혼합물, 

페놀-포름 알데히드 수지와 알킬 페놀-포름 알데히드 수지(펠릿 

형태의 것으로 타이어의 제조에 사용되는 고무 혼합물의 구성요소로 

사용하기 위한 것) 

무세 A 

39094091 기타: 페놀-포름 알데히드 수지와 알킬 페놀-포름 알데히드 수지, 

그 밖의 혼합물 

무세 A 

39094099 기타: 기타 무세 A 

39095010 방사선 방지 액상 도포제ㆍ유기 용제에 용해한 폴리우레탄으로 

수분방지용 용매와 폴리우레탄 혼합물[폴리(염화비닐) 바닥재의 

제조에 도포제로 사용하기 위한 수성 에멀젼 형태로 한정한다] , 

폴리우레탄[폴리우레탄 혼합물과 에이ㆍ에스ㆍ티ㆍ엠(ASTM: 

미국재료실험협회) 디(D) 2572 방법에 의해 결정된 반응하지 않은 

이소시아네이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10.5 이하인 폴리우레탄은 제외한다] 

무세 A 

39095090 기타 무세 A 

39100010 치과보철물(틀니를 포함한다)의 제조용, 

실리콘(혼합물은 제외한다) 

무세 A 

39100090 기타 무세 A 

39111010 혼합물(성형 혼합물은 제외한다), 

쿠마론-인덴 수지, 

평균 분자량이 2,000미만인 탄화수소 수지[혼합 아닐린 점이 섭씨 

30도씨에서 섭씨 60도씨 사이인 것으로 에이ㆍ에스ㆍ티ㆍ엠(ASTM: 

미국재료실험협회) 이(E) 28 방법에 의해 결정된 환구식 연화점이 

섭씨 130도씨 미만인 것] 

무세 A 

39111090 기타 무세 A 

39119010 원유의 염 또는 물 제거에 사용되는 것, 

탄화수소수지(혼합물과 평균 분자량이 2,000미만인 탄화수소 수지를 

제외한다)[탄화수소 수지 혼합 아닐린 점이 섭씨 30도씨에서 

60도씨 사이인 것으로 에이ㆍ에스ㆍ티ㆍ엠(ASTM: 

미국재료실험협회) 이(E) 28 방법에 의해 결정된 환구식 연화점이 

130도씨 미만인 것], 

타이어 제조에 사용되는 파라터티오부틸 페놀 디술파이드 중합체, 

수지 경화제(절연성이나 전도성의 것으로 전기 발전기 제조나 

보수용) 

무세 A 

39119090 기타 무세 A 

39121110 진흙 굴착에 사용되는 것이나 광물ㆍ천연가스ㆍ오일이나 물을 

굴착하는데 사용되는 첨가제 

무세 A 

39121190 기타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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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21200 가소화 한 것 무세 A 

39122010 질산셀룰로오스(다이나마이트 등급의 것으로 한정한다), 

디부틸 프탈레이트를 함유한 습식 질산셀룰로오스, 

혼합물(유기용제를 함유한 습식 질산셀룰로오스는 제외한다) 

무세 A 

39122090 기타 무세 A 

39123100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와 그 염 무세 A 

39123910 혼합물(성형 혼합물은 제외한다) 무세 A 

39123990 기타 무세 A 

39129010 제약 펠릿 도포에 사용하는 하이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오스 

프탈레이트, 

성형 혼합물 

무세 A 

39129090 기타 무세 A 

39131000 알긴산, 그 염과 에스테르 무세 A 

39139010 천연 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성형 혼합물을 포함하나 그 밖의 

혼합물은 제외한다), 

혈청ㆍ면역혈청ㆍ톡소이드(변성 독소)ㆍ바이러스ㆍ독소 또는 

항독소ㆍ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백신ㆍ박테리오파지 또는 박테리아 

리세이트ㆍ알레르기 유발물질ㆍ간장 추출물ㆍ뇌하수체 

추출물ㆍ에피네프린이나 그것의 용액ㆍ인슐린(아연ㆍ글로빈이나 

프로타민의 포함여부를 불문한다.) 및 인간의 혈장이나 혈청 또는 

그것의 일부나 그것의 증량제나 대용물 제조용, 

크산탄(Xanthan) 다당류 

무세 A 

39139090 기타 무세 A 

39140010 다공성이 아닌 폴리(스틸렌 다이비닐벤젠) 양이온 교환 수지 혼합물 무세 A 

39140090 기타 무세 A 

3915100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무세 A 

39152000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무세 A 

3915300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무세 A 

3915900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무세 A 

3916100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무세 A 

3916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5% B 

39169011 셀룰로오스나 그 화학적 유도체: 가황한 섬유의 것이나 재생 

셀룰로오스의 것 

무세 A 

39169019 셀룰로오스나 그 화학적 유도체: 기타 무세 A 

39169091 기타: 폴리아미드의 모노필라멘트[스포츠맨용 낚시 줄로서, 

리스풀링(re-spooling)과 패키징으로 사용되는 것], 

폴리아미드의 모노필라멘트나 포화된 폴리에스테르의 

모노필라멘트(권축여부를 불문하며 브러시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제3902호의 중합체의 것(프로필렌 중합체의 것은 제외한다), 

제3904호의 중합체의 것(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의 중합체의 것이나 

폴리비닐리덴클로라이드의 중합체의 것은 제외한다), 

제3905호의 중합체의 것, 

제3906호의 중합체의 것(메타크릴산 메틸의 중합체의 것은 

제외한다),  

제3907호의 중합체의 것(에폭시 수지의 것이나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의 것은 제외한다), 

제3909호의 중합체의 것(우레아-포름 알데히드 수지의 것ㆍ멜라민-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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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 알데히드 수지의 것ㆍ페놀-포름 알데히드 수지의 것이나 폴리 

우레탄의 것은 제외한다), 

제3911호나 제3913호의 중합체의 것, 

유리 섬유 강화 에폭시 수지로 만든 리플 스프링(Ripple 

springs)(절연성이나 전도성의 것으로, 전기발전기의 제조용이나 

보수용) 

39169099 기타: 기타 무세 A 

39171010 재생셀룰로오스의 것 무세 A 

39171090 기타 무세 A 

3917210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무세 A 

39172200 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 무세 A 

39172310 브레이크나 스티어링 시스템에 사용되는 호스 조립품 

제조용(모터사이클이나 전지형 자동차용의 것에 한정한다) 

무세 A 

39172390 기타 무세 A 

39172910 제3902호의 중합체의 것(부틸렌의 중합체의 것은 제외한다), 

제3904호의 중합체의 것(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의 중합체의 것이나 

폴리비닐리덴 클로라이드의 중합체의 것은 제외한다),제3905호의 

중합체의 것,제3906호의 중합체의 것(메타크릴산 메틸의 중합체의 

것은 제외한다),제3907호의 중합체의 것(불포화한 폴리에스테르의 

에폭시 수지의 것은 제외한다),제3909호의 중합체의 것(우레아-포름 

알데히드 수지ㆍ멜라민-포름 알데히드 수지ㆍ페놀-포름 알데히드 

수지나 폴리 우레탄의 것은 제외한다),제3911호나 제3913호의 

중합체의 것,제3912호의 중합체의 것(재생 셀룰로오스의 것이나 

벌크나이즈드 파이버의 것은 제외한다),폴리비닐리덴 클로라이드의 

것(판매 물품의 포장재로 사용되는 것) 

무세 A 

39172990 기타 무세 A 

39173110 제3902호의 중합체의 것(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이나 부틸렌의 

중합체의 튜빙은 제외한다), 

제3904호의 중합체의 것(염화비닐의 

중합체ㆍ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의 중합체나 폴리비닐리덴 

클로라이드의 중합체의 것은 제외한다), 

제3905호의 중합체의 것, 

제3906호의 중합체의 것(메타크릴산 메틸의 중합체의 것은 

제외한다), 

제3907호의 중합체의 것, 

제3909호의 중합체의 것(폴리 우레탄의 것은 제외한다), 

제3911호ㆍ제3912호나 제3913호의 중합체의 것, 

폴리비닐리덴 클로라이드의 것(판매 물품의 포장재로 사용되는 것) 

무세 A 

39173190 기타 무세 A 

39173210 제3902호의 중합체의 것(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이나 부틸렌의 

중합체의 튜빙은 제외한다), 

제3904호의 중합체의 것(염화비닐의 

중합체ㆍ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의 중합체나 폴리비닐리덴 

클로라이드의 중합체의 것은 제외한다), 

제3905호의 중합체의 것, 

제3906호의 중합체의 것(메타크릴산 메틸의 중합체의 것은 

제외한다),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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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07호의 중합체의 것, 

제3909호의 중합체의 것(폴리 우레탄의 것은 제외한다), 

제3911호ㆍ제3912호나 제3913호의 중합체의 것, 

폴리비닐리덴 클로라이드의 것(판매 물품의 포장재로 사용되는 것),  

혈청ㆍ면역혈청ㆍ톡소이드(변성 독소)ㆍ바이러스ㆍ독소 또는 

항독소ㆍ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백신ㆍ박테리오파지 또는 박테리아 

리세이트ㆍ알레르기 유발물질ㆍ간장 추출물ㆍ뇌하수체 

추출물ㆍ에피네프린이나 그것의 용액ㆍ인슐린(아연ㆍ글로빈이나 

프로타민의 포함여부를 불문한다.) 및 인간의 혈장이나 혈청 또는 

그 분획물이나 그것의 증량제나 대용물 제조용, 

동물 정자의 가공ㆍ저장이나 인공 수정에 사용되는 것  

39173290 기타 6.5% B 

39173300 기타(연결구가 있는 것에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하거나 

달리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5% B 

39173910 제3902호의 중합체의 것(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이나 부틸렌의 

중합체 튜빙은 제외한다),제3904호의 중합체(염화비닐의 

중합체ㆍ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의 중합체나 폴리비닐리덴 

클로라이드의 중합체의 것은 제외한다),제3905호의 중합체의 

것,제3906호의 중합체의 것(메타크릴산 메틸의 중합체의 것은 

제외한다),제3907호의 중합체의 것,제3909호의 중합체의 것(폴리 

우레탄의 것은 제외한다),제3911호ㆍ제3912호나 제3913호의 

중합체의 것,폴리비닐리덴 클로라이드의 것(판매 물품의 포장재로 

사용되는 것),동물 정자의 가공ㆍ저장이나 인공 수정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39173990 기타 6.5% B 

39174010 혈청ㆍ면역혈청ㆍ톡소이드(변성 독소)ㆍ바이러스ㆍ독소 또는 

항독소ㆍ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백신ㆍ박테리오파지 또는 박테리아 

리세이트ㆍ알레르기 유발물질ㆍ간장 추출물ㆍ뇌하수체 

추출물ㆍ에피네프린이나 그것의 용액ㆍ인슐린(아연ㆍ글로빈이나 

프로타민의 포함여부를 불문한다.) 및 인간의 혈장이나 혈청 또는 

그 분획물이나 그것의 증량제나 대용물 제조용 

무세 A 

39174090 기타 무세 A 

39181010 편물이나 직물ㆍ부직포나 펠트와 결합된 벽이나 천장 피복재 6.5% B 

39181090 기타 6.5% B 

39189010 편물이나 직물ㆍ부직포나 펠트와 결합된 벽이나 천장 피복재 6.5% B 

39189090 기타 6.5% B 

39191010 편물이나 직물ㆍ부직포나 펠트와 결합된 것으로 섭씨 15도부터 

30도 까지의 온도에서 지름 7밀리미터의 원통둘레에 꺾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있는 것) 

4% B 

39191020 메타크릴산 메틸의 중합체의 것, 

폭이 15센티미터 미만의 폴리(에틸렌 테레 프탈레이트) 필름,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와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부티레이트 

시트ㆍ필름이나 스트립(두께가 0.0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이나 

폭이 15센티미터 미만이고 두께가 0.08밀리미터 이하인 것) 

6.5% B 

39191091 기타: 제3902호의 중합체의 것(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은 

제외한다), 

제3904호의 중합체의 것(염화비닐의 

중합체ㆍ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의 중합체나 폴리비닐리덴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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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라이드의 중합체의 것은 제외한다), 

제3905호나 제3906호의 중합체의 것, 

제3907호의 중합체의 것(에폭시 수지ㆍ불포화폴리에스테르나 

두께가 0.08센티미터 이상 1.3센티미터 이하인 폴리카보네이트 

플레이트ㆍ시트ㆍ필름이나 스트립의 것은 제외한다), 

제3909호의 중합체의 것(우레아-포름 알데히드 수지ㆍ멜라민-포름 

알데히드 수지ㆍ페놀-포름 알데히드 수지나 폴리 우레탄의 것은 

제외한다), 

제3911호나 제3913호의 중합체의 것, 

제3912호의 중합체의 것(재생 셀룰로오스나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은 제외한다), 

폴리비닐리덴 클로라이드의 것(판매 물품의 포장재로 사용되는 것), 

폴리에스테르나 폴리스티렌 필름(두께가 0.2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제8521호ㆍ제8525호ㆍ제8526호ㆍ제8527호나 

제8528호의 확성기나 가청주파증폭기ㆍ레코드 플레이어나 자기 

테이프 트랜스크라이빙 머신ㆍ자기 테이프 음성 기록 장치ㆍ테이프 

송출 메카니즘ㆍ전기적 장비와 이들의 부분품(변압기와 유도자를 

포함한다)의 제조용], 

의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폴리우레탄의 스트립 

39191099 기타: 기타 6.5% B 

39199010 편물이나 직물ㆍ부직포  또는 펠트와 결합된 것으로 섭씨 15도부터 

30도 까지의 온도에서 지름 7밀리미터의 원통둘레에 꺾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있는 것) 

4% B 

39199091 기타: 염화비닐 중합체의 필름(두께가 0.10밀리미터 이상이고 롤 

모양인 것으로, 폭이 153센티미터 이상인 것), 

제3902호의 중합체의 것(프로필렌 중합체의 것은 제외한다),  

제3904호의 중합체의 것(염화비닐의 

중합체ㆍ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의 중합체나 폴리비닐리덴 

클로라이드의 것은 제외한다),  

제3905호의 중합체의 것, 

제3906호의 중합체의 것(메타크릴산 메틸의 중합체의 것은 

제외한다), 

제3907호의 중합체의 것(에폭시 수지의 것ㆍ불포화폴리에스테르의 

것이나 두께가 0.08센티미터 이상이고 1.3센티미터 이하인 

폴리카보네이트 플레이트ㆍ시트ㆍ필름이나 스트립은 제외한다), 

제3909호의 중합체의 것(우레아-포름 알데히드 수지의 것ㆍ멜라민-

포름 알데히드 수지의 것ㆍ페놀-포름 알데히드 수지의 것이나 폴리 

우레탄의 것은 제외한다), 

제3911호나 제3913호의 중합체의 것, 

제3912호의 중합체의 것(재생 셀룰로오스의 것은 제외하며,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이나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나 두께가 

0.08밀리미터를 초과하거나 폭이 15센티미터 미만이고 두께가 

0.08밀리미터 이상인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부티레이트 

시트ㆍ필름이나 스트립의 것으로 한정한다), 

폴리비닐리덴 클로라이드(판매 물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것), 

의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폴리우레탄의 스트립 

무세 A 

39199099 기타: 기타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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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01010 위생타월(냅킨)ㆍ외과용 탈장대ㆍ정형외과용 복대나 지지용 붕대 

제조용 

무세 A 

39201090 기타 무세 A 

39202010 폴리프로필렌 필름의 것(두께 0.025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축전기 

제조용) 

무세 A 

39202020 위생타월(냅킨)ㆍ외과용 탈장대ㆍ정형외과용 복대나 지지용 붕대 

제조용 

무세 A 

39202090 기타 무세 A 

39203010 부타디엔ㆍ에틸렌과 프로필렌의 중합체를 혼합한 것[두께가 

0.1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축 슬리브(sleeve) 패키징 제조용] 

무세 A 

39203090 기타 무세 A 

39204310 필름(도포된 것을 포함하여 두께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크리스마스 장식용품 제조용), 

시트(두께가 0.10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12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장식용의 접착 벽지나 접착 선반 라이너 제조용), 

시트(폭인 194.3센티미터 이상이고 두께가 0.17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물침대용 매트리스나 물침대용 안전 라이너 제조용) 

무세 A 

39204390 기타 무세 A 

39204910 플랙시블 디스크 카트리지 제조용 필름, 

필름(도포된 것을 포함하여 두께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크리스마스 

장식용품 제조용), 

시트(플라스틱제의 유아 또는 환자 인식 의료 경보 장비 제조용이나 

소호 제8523.51호의 것이나 글루나 접착제, 열과 압력을 이용해 

적층생산한 가구의 부분품이나 가구의 재료), 

시트(양각하지 않은 것으로 두께가 0.04밀리미터 이상 0.08밀리미터 

이하로 폭이 8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사진첩용 종이 

제조용), 

시트(인쇄되지 않은 것으로 와인 병의 열수축 보호 커버 제조용) 

무세 A 

39204990 기타 무세 A 

39205110 두 개의 색상으로 적층된 플라스틱 시트(두께가 6.3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전등차양 제조용에 한정한다) 

무세 A 

39205190 기타 무세 A 

39205910 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중합체의 것 무세 A 

39205990 기타 무세 A 

39206110 플레이트ㆍ시트ㆍ필름이나 스트립(두께가 0.08센티미터 이상 

1.3센티미터 이하인 것) 

무세 A 

39206190 기타 무세 A 

39206210 플랙시블 디스크 카트리지 제조용 필름, 

필름[제8521호ㆍ제8525호ㆍ제8526호ㆍ제8527호나 제8528호의 

확성기나 가청주파증폭기ㆍ레코드 플레이어나 자기 테이프 

복사기계ㆍ자기 테이프 음성 기록 장치ㆍ테이프 송출 

메커니즘ㆍ전기적 장비 및 이들의 부분품(변압기와 유도자를 

포함한다)의 제조용], 

폭이 15센티미터 이상인 필름 

무세 A 

39206290 기타 무세 A 

3920630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의 것 무세 A 

39206900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의 것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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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07100 재생셀룰로오스의 것 무세 A 

39207310 시트ㆍ필름이나 스트립[두께가 0.08밀리미터를 초과하거나 폭이 

15센티미터 미만이고 두께가 0.08밀리미터 이하인 것(안경테 제조용 

시트ㆍ사진첩 제조용 트리아세테이트 셀룰로오스 캐스트 필름과 

감광성 사진 필름 제조용 비감광식 필름은 제외한다)] 

무세 A 

39207390 기타 무세 A 

39207910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부티레이트 시트ㆍ필름이나 스트립[두께가 

0.0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이나 폭이 15센티미터 미만이면서 

두께가 0.08 밀리미터 이하인 것(감광성 사진필름 제조용 비감광식 

필름은 제외한다)] 

무세 A 

39207921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모양의 것으로서, 연마 재료 제조시 뒷면으로 

사용되는 것 

무세 A 

39207929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기타 무세 A 

39207990 기타 무세 A 

39209100 폴리(비닐 부티랄)의 것 무세 A 

39209210 핫 멜트 접착제(의류의 겉과 안 사이에 넣는 심이나 파인딩 제조용) 무세 A 

39209290 기타 무세 A 

39209300 아미노수지의 것 무세 A 

39209410 페놀-포름 알데히드 수지의 것 무세 A 

39209490 기타 무세 A 

39209910 폴리비닐리덴 클로라이드의 것(판매 물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것),  

테트라 플루오로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플레이트ㆍ시트나 

필름(염소나 수산화 나트륨 생산에 사용되는 것), 

폴리우레탄 스트립(의류 제조용)  

무세 A 

39209991 기타: 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의 중합체의 것ㆍ에폭시 수지의 

것ㆍ폴리우레탄의 것이나 폴리비닐리덴 클로라이드의 것 

무세 A 

39209999 기타: 기타 무세 A 

39211110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으로 의류제조용 무세 A 

39211190 기타 2.5% A 

39211210 직물과 결합한 것(폴리에스테르스테이플 섬유로만 된 것이나 

폴리에스테르로만 혼방한 면으로 된 것 또는 면으로만 혼방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로 된 것에 한정하며, 가족용이나 

오락용 텐트 제조용으로 바닥면적이 3제곱미터 이상이고 

21제곱미터 이하인 것), 

무세 A 

39211291 기타: 플라스틱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하인 것과 

혼합된 방직용 섬유재료 중 인조섬유가 차지하는 중량이 그 밖의 

단일 방직용 섬유의 중량보다 무거운 것) 

4% B 

39211299 기타: 기타 4% A 

39211310 펠트ㆍ부직포나 방직용 섬유직물과 결합한 것(한쪽이나 양쪽 

사이드에 폴리우레탄으로만 가죽과 유사하게 도포되고 도포된 것의 

중량은 도포된 직물의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 되는 것으로 

신발이나 핸드백 제조용),직물과 결합한 것(폴리에스테르스테이플 

섬유로만 된 것이나 폴리에스테르로만 혼방한 면으로 된 것 또는 

면으로만 혼방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로 된 것에 한정하며, 

가족용이나 오락용 텐트 제조용으로 바닥면적이 3제곱미터 이상이고 

21제곱미터 이하인 것),필름(두께가 0.2밀리미터 이상인 분리된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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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 적층용의 것),스트립(의류제조용) 

39211320 부직포(중합 결합제를 침투시키고 셀룰러 폴리우레탄을 도포한 

것으로 중량이 1제곱미터당 515그램을 초과하고 1제곱미터당 

600그램 이하인 것)[의류 부속품 제조용(라벨을 포함한다)으로 

일반적으로 의류의 외면에 부착하는 뱃지와 이와 유사한 물품] 

무세 A 

39211391 기타: 플라스틱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하인 것과 

혼합된 방직용 섬유재료 중 인조섬유가 차지하는 중량이 그 밖의 

단일 방직용 섬유의 중량보다 무거운 것 

4% A 

39211399 기타: 기타 2.5% B 

39211410 방직용 섬유직물과 결합된 것(의류제조용) 무세 A 

39211490 기타 2.5% A 

39211910 에틸렌 중합체의 시트(삼차원 퍼즐 제조용) 무세 A 

39211920 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로 된 스티치-본드 경편직 직물(한쪽 면을 

셀룰라 아크릴 중합체로 도포한 것으로 메트리스나 메트리스 

지지대의 제조에 사용되는 커버용 천 제조용) 

무세 A 

39211930 혼합된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의 것(샌들 바닥 제조용), 

프로필렌 중합체의 시트(감열성 도포를 한 것으로 두께가 

0.10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10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무세 A 

39211990 기타 2.5% A 

39219011 편물이나 직물ㆍ부직포 또는 펠트와 결합된 것으로 섭씨 15도부터 

30도 까지의 온도에서 지름 7밀리미터의 원통둘레에 꺾지 않고도 

손으로 감을 수 있는 것): 벨팅(두께가 2.8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35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일론ㆍ폴리에스테르나 아라미드 

섬유로 보강한 컨베이어 벨트 제조용),펠트ㆍ부직포나 방직용 

섬유와 결합한 것(한쪽이나 양쪽 사이드에 폴리우레탄으로만 가죽과 

유사하게 도포한 것으로 도포된 것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신발이나 핸드백 제조용),면직물과 결합한 것(비닐 

클로라이드의 중합체를 침투시키고 도포한 것으로, 침투되지 

않은/도포하지 않은 섬유의 중량이 1제곱미터당 120그램 이하이고, 

침투시키거나 도포된 직물의 전중량이 1제곱미터당 430그램 초과 

470그램 이하인 것으로 의류제조용),직물과 결합한 것(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로만 된 것 또는 폴리에스테르와만 혼방한 면으로 된 

것 또는 면으로만 혼방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가족용이나 오락용 텐트 제조용으로 바닥면적이 

3제곱미터 이상 21제곱미터 이하인 것),테트라 플루오로 에틸렌의 

중합체의 플레이트ㆍ시트나 필름(직물과 결합된 것으로 염소나 

수산화 나트륨 생산에 사용되는 것),경화되지 않은 페놀-포름 

알데히드 수지나 경화되지 않은 에폭시 수지 시트[유리 

섬유(일반적으로 "프리프레그"로 알려진 것)를 포함하며 

항공기ㆍ고속 페리 선박과 항공운송용 쉘터의 합성 샌드위치 패널 

제조용],전동용 밸팅[두께가 6.8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횡단면이 

사다리꼴인[브이(V)나 멀티 브이(V)] 벨팅은 제외하며 

양각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동용 벨트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무세 A 

39219012 편물이나 직물ㆍ부직포나 펠트와 결합된 것으로 섭씨 15도부터 

30도 까지의 온도에서 지름 7밀리미터의 원통둘레에 꺾지 않고도 

손으로 감을 수 있는 것): 기타(플라스틱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하이면서 인조섬유가 차지하는 중량이 기타 단일 

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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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직용 섬유의 중량보다 무거운 방직용 재료와 결합된 것) 

39219013 편물이나 직물ㆍ부직포나 펠트와 결합된 것으로 섭씨 15도부터 

30도 까지의 온도에서 지름 7밀리미터의 원통둘레에 꺾지 않고도 

손으로 감을 수 있는 것): 기타(의류 제조에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와 

결합된 것) 

무세 A 

39219019 편물이나 직물ㆍ부직포나 펠트와 결합된 것으로 섭씨 15도부터 

30도 까지의 온도에서 지름 7밀리미터의 원통둘레에 꺾지 않고도 

손으로 감을 수 있는 것): 기타 

4% A 

39219091 기타: 제3902호의 중합체의 것(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은 

제외한다),제3904호의 중합체의 것(염화비닐의 중합체나 

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의 중합체나 폴리비닐리덴 클로라이드의 

중합체의 것은 제외한다),제3905호의 중합체의 것,제3906호의 

중합체의 것(메틸 메타크릴레이트의 중합체의 것은 

제외한다),제3907호의 중합체의 것(에폭시 수지의 것이나 

불포화폴리에스테르의 것은 제외한다)이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필름(폭이 15센티미터 미만인 것이나 

폴리카보네이트 플레이트ㆍ시트ㆍ필름이나 스트립으로 두께가 

0.08센티미터 이상이고 1.3센티미터 이하인 것),제3909호의 

중합체의 것(우레아-포름 알데히드 수지의 것ㆍ멜라민-포름 

알데히드 수지의 것ㆍ페놀-포름 알데히드 수지의 것이나 폴리 

우레탄의 것은 제외한다),제3911호나 제3913호의 중합체의 

것,제3912호의 중합체의 것(재생 셀룰로오스의 것은 제외하며, 

벌커나이즈드 파이버나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와 셀룰루오스 

아세테이트 부티레이트 시트ㆍ필름이나 스트립의 것으로, 두께가 

0.08밀리미터를 초과하거나 폭이 15센티미터 미만인 것으로 두께가 

0.08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폴리비닐리덴 클로라이드의 

것(판매 물품의 포장재로 사용되는 것), 유리섬유 강화 에폭시 

수지의 시팅(sheeting)(리플 스프링의 형태인지에 상관없으며, 

절연성이나 전도성의 것으로 발전기 제조용이나 보수용으로 

한정한다),시트(백지, 색지나 장식지ㆍ멜라민-포름 알데히드 수지로 

침투나 도포한 것으로 가구제조용 파티클보드, 섬유판 또는 이와 

유사한 패널 보드 제품에 표면 장식 피복용으로 사용되는 

것),전동용 밸팅[두께가 6.8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횡 단면이 

사다리꼴인[브이(V)나 멀티 브이(V)] 벨팅은 제외하며 양각 

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전동용 벨트 제조에 사용하는 것) 

무세 A 

39219093 기타: 메틸 메타 크릴 레이트의 중합체의 것[셀룰로오스의 기타 

화학적 유도체의 것 또는 의류제조용 방직용 섬유가 결합된 그 밖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산)의 것] 

무세 A 

39219094 기타: 메틸 메타 크릴 레이트의 중합체의 것[셀룰로오스의 기타 

화학적 유도체의 것 또는 그 밖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산)의 것] 

4% B 

39219099 기타: 기타 2% B 

39221000 목욕통ㆍ샤워통ㆍ설거지통과 세면대 6.5% B 

39222000 변기용 시트와 커버 6.5% A 

39229000 기타 6.5% A 

39231010 항독소ㆍ선추출물이나 항생물질을 함유한 항체를 담은 

백신ㆍ톡소이드(아나톡신)ㆍ박테린ㆍ독소ㆍ혈청과 그러한 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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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상태에서 각각의 총 중량이 1.36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제3808호나 제28류 또는 제29류의 물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것(제3808호의 물품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물품용에 한정한다) 

39231090 기타 6.5% A 

39232110 항독소ㆍ선추출물이나 항생물질을 함유한 항체를 담은 

백신ㆍ톡소이드(아나톡신)ㆍ박테린ㆍ독소ㆍ혈청과 그러한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39232190 기타 6.5% B 

39232910 항독소ㆍ선추출물이나 항생물질을 함유한 항체를 담은 

백신ㆍ톡소이드(아나톡신)ㆍ박테린ㆍ독소ㆍ혈청과 그러한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동물 정자의 가공ㆍ저장이나 인공 수정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39232990 기타 6.5% B 

39233010 동물 정자의 가공ㆍ저장이나 인공 수정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39233090 기타 6.5% B 

39234010 콘(cone)이나 지지물(길이가 165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방직용 

섬유의 실을 감는데 사용하는 것),비디오 카세트 제조용 

무세 A 

39234090 기타 무세 A 

39235010 뚜껑(향수제조 업체의 향수병 제조용), 

유연 플라스틱 홈통[지름이 57밀리미터인 것으로 갤런(gallon) 

페인트 캔의 뚜껑제조에 사용하는 것], 

항독소ㆍ선추출물이나 항생물질을 함유한 항체를 담은 

백신ㆍ톡소이드(아나톡신)ㆍ박테린ㆍ독소ㆍ혈청과 그러한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39235090 기타 6.5% B 

39239010 만화 캐릭터의 이미지와 모양을 가진 용기(샴푸ㆍ거품목욕용 비누와 

그 밖의 화장과 목욕용품 생산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항독소ㆍ선추출물이나 항생물질을 함유한 항체를 담은 

백신ㆍ톡소이드(아나톡신)ㆍ박테린ㆍ독소ㆍ혈청과 그러한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복숭아가 서로 닿지 않게 하기 위해 상자에 넣는 용도의 염화비닐 

중합체의 홀딩 트레이, 

식물성 캡슐(캐나다 제조자용) 

무세 A 

39239090 기타 6.5% B 

3924100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6.5% A 

39249000 기타 6.5% A 

39251000 저장조ㆍ탱크ㆍ통(vats)과 이와 유사한 용기(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5% B 

39252000 문ㆍ창과 그들의 문틀과 문지방 6.5% B 

39253000 셔터ㆍ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과 그들의 부분품 

6.5% B 

39259000 기타 6.5% B 

39261000 사무용품이나 학용품 6.5% B 

39262010 클린 룸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장갑(공기운반 측정도가 최대 10인 

곳에서 공기 28.371세제곱데시미터당 0.000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ㆍ공기운반 측정도가 최대 30인 곳에서 공기 

28.317세제곱데시미터당 0.0003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ㆍ공기운반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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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가 최대 75인 곳에서 공기 28.317세제곱데시미터당 

0.00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이나 최대 350인 곳에서 공기 

28.371세제곱데시미터당 0.000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보호복과 그들의 부분품(장갑을 포함하며 유해 대기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동물 정자의 가공ㆍ저장이나 인공 수정에 사용되는 것  

39262091 기타: 일회용 장갑 6.5% B 

39262092 기타: 벙어리 장갑, 

일회용이 아닌 장갑 

6.5% B 

39262093 기타: 벨트, 

의류제품과 그 밖의 부속품(인조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염화비닐의 중합체를 양쪽 면에 도포한 것) 

6.5% A 

39262094 기타: 그 밖의 의류제품과 의류 부속품[플라스틱에 편물이나 

직물ㆍ볼덕(bolducs)ㆍ부직포 또는 펠트가 결합된 것으로 실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6.5% A 

39262095 기타: 그 밖의 의류제품과 의류 부속품[플라스틱에 편물이나 

직물ㆍ볼덕(bolducs)ㆍ부직포 또는 펠트가 결합된 것] 

6.5% A 

39262099 기타: 기타 6.5% A 

39263000 가구ㆍ자동차 차체(coachwork)나 이와 유사한 것의 부착구 무세 A 

39264010 조상 6.5% A 

39264090 그 밖의 장식용 제품 6.5% A 

39269010 등산이나 산악용  제품, 

꿩용의 부리보호개와 가리개, 

비디오 카세트 제조용 카세트 케이스와 그들의 부분품(외장 

자켓이나 슬리브는 제외한다), 

만화 캐릭터의 이미지와 모양을 가진 용기 뚜껑 덮개나 

토퍼(topper)(샴푸ㆍ거품목욕용 비누와 그 밖의 화장과 목욕용품 

생산이나 유통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길이가 5미터 이하인 모듈형태의 컨베이어 벨팅, 

컨베이어 벨트, 

휴대용 악기나 앰프ㆍ확성기와 사운드 믹서에 사용되는 모서리 

보호기(가정용 기기에 적합한 것은 제외한다), 

다이 모델(기계ㆍ실험장비ㆍ엔진ㆍ장치ㆍ기구ㆍ플랜트 장비 및 

그들의 부분품의 제조ㆍ조립ㆍ설치ㆍ동작이나 유지를 위한 청사진 

대용물로 사용되는 것), 

운송중 물품 보호에 사용되는 화물깔개 백, 

부란기와 이들의 부분품, 

소방차의 제조용, 

하우징(텔레비전 디스크램블러 제조용), 

신변장식용품 제조용 모조 보석원석 또는 진주, 

가스바비큐(barbecue)나 가정용 가스 레인지 제조용 

손잡이(레크리에이션용 차량용의 것인지를 불문한다), 

순수 부유물ㆍ스팻 컬렉터와 집진기 홀더(상업적 어업이나 해양 

플랜트의 상업적 수확에 사용되는 것), 

이탄 펠릿 제조용 그물, 

비셀룰러 폴리에틸렌 스트립(선이 그어진 것으로, 스탠드-업 음료 

파우치 제조용),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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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마재 제조시 뒷면에 부착하기 위한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컨베이어용 벨트의 부분품, 

압력 패드ㆍ핀치 롤러와 쉴드와 압력패드의 조립품(테이프 카세트나 

테이프 카트리지 제조용), 

레일 패드, 

방독마스크(여러 겹의 인조섬유 부직포로 이루어진 것으로, 

활성탄소의 처리여부를 불문하며 유해환경에 사용되는 것으로, 배기 

밸브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롤러 도웰(모터를 갖추지 않은 수동식의 기계식 바닥청소기 제조용),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의 얼굴 보호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안전보호장구와 부분품,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의 안전고글 또는 보호 안경, 

안전모에 사용되는 보호 어뎁터, 

폴리아미드 또는 포화된 폴리에스테르의 테이퍼드 

모노필라멘트(페인트 붓의 제조용), 

비경구용이나 항독소ㆍ호르몬 또는 스테로이드 제조용 생물학적 

제제나 세균학적 제제의 생산에 사용되는 것, 

동물정액의 가공ㆍ저장이나 인공수정에 사용되는 것, 

휠(바비큐 제조용) 

39269020 문 매트 6.5% A 

39269030 사인ㆍ문자와 숫자 6.5% A 

39269050 인식 표(동물용) 무세 A 

39269091 기타: 벨트와 벨팅(컨베이어 벨트를 제외한 기계용의 것), 

볼트ㆍ너트ㆍ스크루와 와셔, 

개스킷 

무세 A 

39269092 기타: 요트ㆍ경주용 보트ㆍ카누와 여가용 또는 스포츠용의 그 밖의 

보트의 제조에 사용되는 부분품 

무세 A 

39269099 기타: 기타 6.5% B 

40011000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무세 A 

40012100 스모크드 시트 무세 A 

40012200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무세 A 

40012900 기타 무세 A 

40013000 발라타ㆍ구타페르카ㆍ구아율ㆍ치클과 이와 유사한 천연검 무세 A 

40021100 라텍스 무세 A 

40021900 기타 무세 A 

40022000 부타디엔 고무(BR) 무세 A 

40023100 이소부텐-이소프렌고무(부틸)고무(IIR) 무세 A 

40023900 기타 무세 A 

40024100 라텍스 무세 A 

40024900 기타 무세 A 

40025100 라텍스 무세 A 

40025900 기타 무세 A 

40026000 이소프렌 고무(IR) 무세 A 

40027000 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 디엔 고무(EPDM) 무세 A 

40028000 제4001호의 물품과 이 호의 물품과의 혼합물 무세 A 

40029100 라텍스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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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29900 기타 무세 A 

40030000 재생고무(일차제품 또는 판ㆍ시트나 스트립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40040000 고무의 웨이스트(waste)ㆍ페어링과 스크랩(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가루와 알갱이 

무세 A 

40051010 타이어 제조용 무세 A 

40051090 기타 무세 A 

40052000 분산액(소호 제4005.10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용액 무세 A 

40059110 타이어 제조용 무세 A 

40059190 기타 무세 A 

40059900 기타 무세 A 

40061000 고무타이어 재생용의 "캐멀-백" 스트립 무세 A 

40069010 사(피복되지 않은 것) 무세 A 

40069020 반사광 테이프(캐나다 제조자용) 무세 A 

40069090 기타 무세 A 

40070010 실(thread)(피복되지 않은 것) 무세 A 

40070020 코드(Cord)(피복되지 않은 것) 4.5% A 

40070090 기타 무세 A 

40081110 클로로프렌(클로로부타디엔 ) 시트(나일론 편물이 한쪽이나 양쪽 

면에 적층된 것) 

무세 A 

40081120 폴리(염화비닐)와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의 혼합물로 구성된 

시트(방한용 의류와 부양용 의류 제조용) 

무세 A 

40081130 방직용 섬유와 결합된 것으로 의류제조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40081140 침구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탈랄레이 라텍스  무세 A 

40081190 기타 무세 A 

40081910 형재 무세 A 

40081990 기타 무세 A 

40082110 가황된 천연 고무의 시트(천연고무 탄화수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구성 된 것ㆍ잔여 영구성 100분의 500 

연장율 100분의 10 이하의 것ㆍ파단 신율이 100분의 700 이하인 

것)(표면을 크레이프 고무의 막이나 층으로 되었는지를 불문하며 

캐나다 제조자용으로 내마모성 안감으로 사용하는 것) 

무세 A 

40082120 방직용 섬유와 결합된 것으로 의류제조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40082190 기타 무세 A 

40082910 형재 무세 A 

40082990 기타 무세 A 

400911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무세 A 

400912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무세 A 

400921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무세 A 

40092210 부양(浮揚) 또는 해저 호스(내경이 39센티미터를 초과하고 연안 

원유하역시설에서 사용하는 것), 

브레이크와 스티어링 시스템에 사용되는 호스 조립품 

제조용(모터사이클이나 전지형 자동차용), 

호스(스쿠버 다이빙용 조절장치나 탱크에 사용하는 것), 

고압물청소 장비에 사용하는 호스(양쪽 끝의 철과 이음새를 강화한 

것으로 파열압력이 205메가파스칼 이상이며 625메가파스칼 이하인 

것)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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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92290 기타 무세 A 

40093110 소방 호스 제조용 무세 A 

40093190 기타 무세 A 

40093210 부양(浮揚) 또는 해저 호스(내경이 39센티미터를 초과하고 연안 

원유하역시설에서 사용하는 것),브레이크와 스티어링 시스템에 

사용되는 호스 조립품 제조용(모터사이클이나 전지형 

자동차용),호스(스쿠버 다이빙용 조절장치나 탱크에 사용하는 것), 

무세 A 

40093290 기타 무세 A 

40094110 브레이크와 스티어링 시스템에 사용되는 호스 조립품 

제조용(모터사이클이나 전지형 자동차용), 

무세 A 

40094190 기타 무세 A 

40094210 부양(浮揚) 또는 해저 호스(내경이 39센티미터를 초과하고 연안 

원유하역시설에서 사용하는 것), 

브레이크와 스티어링 시스템에 사용되는 호스 조립품 

제조용(모터사이클이나 전지형 자동차용), 

호스(스쿠버 다이빙용 조절장치나 탱크에 사용하는 것), 

무세 A 

40094290 기타 무세 A 

40101110 벨트 무세 A 

40101120 벨팅 무세 A 

40101211 벨트: 안티-오일ㆍ안티-솔벤트(역방향 롤러 도포 기계용으로 고안 

된 것) 

무세 A 

40101219 벨트: 기타 무세 A 

40101221 벨팅: 두께가 2.8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3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일론ㆍ폴리에스테르나 아라미드 섬유로 보강한 

것(컨베이어 벨트 제조용) 

무세 A 

40101229 벨팅: 기타 무세 A 

40101911 벨트: 인장강도가 1미터당 26킬로뉴턴을 초과하지 않는 것 무세 A 

40101919 벨팅: 기타 무세 A 

40101921 벨팅: 두께가 2.8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3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일론ㆍ폴리에스테르나 아라미드 섬유로 보강한 

것(컨베이어 벨트 제조용) 

무세 A 

40101929 벨팅: 기타 무세 A 

40103110 공원이나 운동장의 동력식 잔디 깎는 기계의 제조나 수리에 

사용되는 것(절단 장치가 수평면에서 회전하는 것) 

무세 A 

40103120 방직용 기계에 사용하는 것 무세 A 

40103190 기타 무세 A 

40103210 공원이나 운동장의 동력식 잔디 깎는 기계의 제조나 수리에 

사용되는 것(절단 장치가 수평면에서 회전하는 것) 

무세 A 

40103220 방직용 기계에 사용하는 것 무세 A 

40103290 기타 무세 A 

40103310 공원이나 운동장의 동력식 잔디 깎는 기계의 제조나 수리에 

사용되는 것(절단 장치가 수평면에서 회전하는 것) 

무세 A 

40103320 방직용 기계에 사용하는 것 무세 A 

40103390 기타 무세 A 

40103410 공원이나 운동장의 동력식 잔디 깎는 기계의 제조나 수리에 

사용되는 것(절단 장치가 수평면에서 회전하는 것)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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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3420 방직용 기계에 사용하는 것 무세 A 

40103490 기타 무세 A 

40103510 방직용 기계에 사용하는 것 무세 A 

40103590 기타 무세 A 

40103610 방직용 기계에 사용하는 것 무세 A 

40103690 기타 무세 A 

4010391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브이홈이 

패인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바깥둘레가 24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무세 A 

40103920 공원이나 운동장의 동력식 잔디 깎는 기계의 제조나 수리에 

사용되는 것(절단 장치가 수평면에서 회전하는 것) 

무세 A 

40103930 방직용 기계에 사용하는 것,전동용 벨팅[두께가 6.8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횡단면이 사다리꼴인[브이(V)나 멀티 브이(V)] 벨팅은 

제외하며 양각 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전동용 벨트 제조에 

사용하는 것) 

무세 A 

40103990 기타 무세 A 

40111000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7% C 

40112000 버스용 또는 화물차용의 것 7% C 

40113000 항공기용의 것 무세 A 

40114000 모터싸이클용의 것 무세 A 

40115000 자전거용의 것 무세 A 

40116110 소호 제8424.81호의 기기용의 것ㆍ소호 제8429.20호의 레벨러용의 

것(농장용으로만 한정한다)ㆍ소호 제8429.30호나 소호 

제8430.69호의 콤비네이션 굴착기와 수송용 스크래퍼용의 것ㆍ소호 

제8429.59호나 소호 제8430.69호의 도랑 굴착기용의 

것(농장용으로만 한정한다)ㆍ제8432호의 토양 경작용이나 정지용의 

농업용 기계ㆍ제8433호의 수확기나 탈곡기(짚이나 건초 결속기를 

포함한다)와 풀 베는 농업용 기계ㆍ제8701호의 트랙터로서 

내연기관에 의해 구동되는 것(농장용으로만 한정한다)과 소호 

제8705.90호의 분무차량(건조비료나 액체비료나 슬러지 분사를 

위한 농업용의 것)용의 것,  

크기가 3600×51이나 4000×57인 것 

무세 A 

40116190 기타 6.5% B 

40116210 소호 제8429.30호나 제8430.69호의 콤비네이션 굴착기와 수송용 

스크래퍼용의 것 

무세 A 

40116290 기타 6.5% B 

40116310 소호 제8429.30호나 제8430.69호의 콤비네이션 굴착기와 수송용 

스크래퍼용의 것 

크기가 3600×51이나 4000×57인 것 

무세 A 

40116390 기타 6.5% B 

40116910 소호 제8424.81호의 기기용의 것ㆍ소호 제8429.30호나 소호 

제8430.69호의 콤비네이션 굴착기와 수송용 스크래퍼용의 

것ㆍ제8432호의 토양 정지용 원예용 기계와 잔디용이나 운동장용 

롤러의 것ㆍ제8433호의 원예용 풀 베는 기계(공원이나 운동장의 

잔디 깎는 기계는 제외한다)용의 것, 

크기가 3600×51이나 4000×57인 것 

무세 A 

40116990 기타 6.5%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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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9210 소호 제8424.81호의 기기용의 것ㆍ소호 제8429.20호의 레벨러용의 

것(농장용으로만 한정한다)ㆍ소호 제8429.30호나 소호 

제8430.69호의 콤비네이션 굴착기와 수송용 스크래퍼용의 것ㆍ소호 

제8429.59호나 소호 제8430.69호의 도랑 굴착기용의 

것(농장용으로만 한정한다)ㆍ제8432호의 토양 경작용이나 정지용의 

농업용 기계ㆍ제8433호의 수확기나 탈곡기(짚이나 건초 결속기를 

포함한다)와 풀 베는 농업용 기계ㆍ제8701호의 트랙터로서 

내연기관에 의해 구동되는 것(농장용으로만 한정한다)과 소호 

제8705.90호의 분무차량(건조비료나 액체비료나 슬러지 분사를 

위한 농업용의 것)용의 것,  

크기가 3600×51이나 4000×57인 것 

무세 A 

40119290 기타 6.5% B 

40119310 소호 제8429.30호나 제8430.69호의 콤비네이션 굴착기와 수송용 

스크래퍼용의 것 

무세 A 

40119390 기타 6.5% B 

40119410 소호 제8429.30호나 제8430.69호의 콤비네이션 굴착기와 수송용 

스크래퍼용의 것 

크기가 3600×51이나 4000×57인 것 

무세 A 

40119490 기타 6.5% B 

40119910 소호 제8424.81호의 기기용의 것ㆍ소호 제8429.30호나 소호 

제8430.69호의 콤비네이션 굴착기와 수송용 스크래퍼용의 

것ㆍ제8432호의 토양 정지용 원예용 기계와 잔디용이나 운동장용 

롤러의 것ㆍ제8433호의 원예용 풀 베는 기계(공원이나 운동장의 

잔디 깎는 기계는 제외한다)용의 것,크기가 3600×51이나 

4000×57인 것 

무세 A 

40119990 기타 6.5% B 

40121100 승용자동차(스테이션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용의 것 무세 A 

40121200 버스용 또는 화물차용의 것 무세 A 

40121300 항공기용의 것 무세 A 

40121900 기타 무세 A 

40122010 크기가 3600×51이나 4000×57인 것 무세 A 

40122020 차량(트랙터를 포함하며 승객이나 물품의 고속도로 수송을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용의 것이나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 

6.5% B 

40122090 기타 6.5% B 

40129010 림 테이프(타이어 플랩)(자전거나 자전거 휠 제조용) 무세 A 

40129090 기타 6.5% B 

40131000 승용자동차(스테이션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버스나 

화물차용의 것 

6.5% B 

40132000 자전거용의 것 무세 A 

40139010 항공기용의 것, 

소호 제8424.81호의 기기용의 것ㆍ소호 제8429.20호의 레벨러용의 

것(농장용으로만 한정한다)ㆍ소호 제8429.30호나 소호 

제8430.69호의 콤비네이션 굴착기와 수송용 스크래퍼용의 것ㆍ소호 

제8429.59호나 소호 제8430.69호의 도랑 굴착기용의 

것(농장용으로만 한정한다)ㆍ제8432호의 토양 경작용이나 정지용의 

농업용 또는 원예용 기계 및 잔디용이나 운동장용 

롤러ㆍ제8433호의 수확기나 탈곡기(짚이나 건초 결속기를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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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와 풀 베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 기계(잔디용, 공원용 또는 

운동장용 잔디깎는 기계는 제외한다)ㆍ제8701호의 트랙터로서 

내연기관에 의해 구동되는 것(농장용으로만 한정한다)과 소호 

제8705.90호의 분무차량(건조비료나 액체비료나 슬러지 분사를 

위한 농업용의 것)용의 것 

40139090 기타 6.5% A 

40141000 콘돔 6.5% A 

40149010 용기와 그 부분품[항독소ㆍ선추출물이나 항생물질을 함유한 항체를 

담은 백신ㆍ톡소이드(아나톡신)ㆍ박테린ㆍ독소ㆍ혈청과 그러한 

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40149090 기타 6.5% A 

40151100 외과용 15.5% A 

40151910 유해 대기 보호복에 사용되는 보호 장갑 무세 A 

40151990 기타 15.5% B 

40159010 보호복과 그들의 부분품(유해 대기에 사용하는 것) 무세 A 

40159020 잠수복 10% A 

40159090 기타 14% B 

40161000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 6.5% A 

40169100 바닥깔개와 매트 7% B 

40169200 지우개 6.5% A 

40169310 제87류의 자동차 용품에 사용하는 것 6.5% A 

40169391 기타: 제8481호의 물품용이나 소호 제8413.60호의 유압펌프 

모터용의 것, 

상업어선의 엔진이나 이들의 부분품의 제조나 수리에 사용하는 것, 

제16부ㆍ제73류나 제90류, 또는 제8705호의 물품(자동차 섀시 

부분과 그 부분품은 제외한다) 제조에 사용하는 것(이들 물품은 

셰일ㆍ오일샌드나 타르 샌드로부터 원유의 회수나 생산에 사용된다) 

무세 A 

40169399 기타: 기타 무세 A 

40169400 보트나 도크펜더(팽창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5% A 

40169510 에어 매트리스 9.5% A 

40169590 기타 6.5% A 

40169910 전자 레인지ㆍ수동 적외선이나 전자 레인지와 수동 적외선 

계전기(繼電器)의 결합에 사용되는 재료,그라인더 용의 보호 

패드,블래더나 슬리브(타이어나 튜브 제조용 기계에 사용하는 

것),부츠와 니플(점화 배선 세트 제조용),용기와 그들의 

부분품(익스펠링 벌브를 포함한다)[항독소ㆍ선추출물이나 

항생물질을 포함한 항체를 담은 

백신ㆍ톡소이드(아나톡신)ㆍ박테린ㆍ독소ㆍ혈청과 그러한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브레이크나 스티어링 시스템에 사용되는 호스 

조립품 제조에 사용되는 그로밋(grommets)ㆍ슬리브와 

보호대(모터사이클이나 전지형 자동차용),레일 

패드,혈청ㆍ면역혈청ㆍ톡소이드(변성 독소)ㆍ바이러스ㆍ독소 또는 

항독소ㆍ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백신ㆍ박테리오파지 또는 박테리아 

리세이트ㆍ알레르기 유발물질ㆍ간장 추출물ㆍ뇌하수체 

추출물ㆍ에피네프린이나 그것의 용액ㆍ인슐린(아연ㆍ글로빈이나 

프로타민의 첨가여부를 불문한다.) 및 인간의 혈장이나 혈청, 또는 

그것의 분획물이나 그것의 증량제나 대용물 제조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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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69930 제8701호 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에 사용되는 진동 조절 제품 6.5% B 

40169990 기타 6.5% B 

40170010 봉과 튜브, 

시트와 스트립(두께가 1.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무세 A 

40170090 기타 6.5% A 

41012000 전신원피(단순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8킬로그램 이하이고 염처리 

후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이거나 생 것이나 

습식염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하였을 때의 중량이 

16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41015000 전신원피(중량이 16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무세 A 

41019000 기타[버트(butt), 벤드(bend)와 벨리(belly)를 포함한다] 무세 A 

41021000 털을 제거하지 않은 것 무세 A 

41022100 산처리한 것 무세 A 

41022900 기타 무세 A 

41032000 파충류의 것 무세 A 

41033000 돼지의 것 무세 A 

41039010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의 것 무세 A 

41039090 기타 무세 A 

41041110 의자의 속ㆍ용수철ㆍ커버 등을 댄 가구 제조용, 

안창ㆍ중창 또는 바깥 창의 제조용 벤드(소의 유연전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무세 A 

41041121 기타[전신 소 가죽으로서 단위 표면적이 28평방피트(2.6제곱미터)를 

초과 하지 않는 것]: 신발안감용의 동인도 킵 스킨(kip 

skins)(유연처리된 것과 무색이나 검은 색이 아닌 그 밖의 색의 것) 

무세 A 

41041122 기타[전신 소 가죽으로서 단위 표면적이 28평방피트(2.6제곱미터)를 

초과 하지 않는 것]: 의류나 장갑 제조용 

무세 A 

41041129 기타[전신 소 가죽으로서 단위 표면적이 28평방피트(2.6제곱미터)를 

초과 하지 않는 것]: 기타 

무세 A 

41041131 기타(소의 것으로서 식물성 유연전처리한 것): 의류나 장갑 제조용 무세 A 

41041139 기타(소의 것으로서 식물성 유연전처리한 것): 기타 무세 A 

41041141 기타(소의 것으로서 그 밖의 방법으로 유연전처리한 것): 의류나 

장갑 제조용 

무세 A 

41041149 기타(소의 것으로서 그 밖의 방법으로 유연전처리한 것): 기타 무세 A 

41041191 기타: 의류나 장갑 제조용 무세 A 

41041199 기타: 기타 무세 A 

41041910 의자의 속ㆍ용수철ㆍ커버 등을 댄 가구 제조용,안창ㆍ중창 또는 

바깥 창의 제조용 벤드(소의 유연전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무세 A 

41041921 기타[전신 소 가죽으로서 단위 표면적이 28평방피트(2.6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신발안감용의 동인도 킵 스킨(kip 

skins)(유연처리된 것과 무색이나 검은 색이 아닌 그 밖의 색의 것) 

무세 A 

41041922 기타[전신 소 가죽으로서 단위 표면적이 28평방피트(2.6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의류나 장갑 제조용 

무세 A 

41041929 기타[전신 소 가죽으로서 단위 표면적이 28평방피트(2.6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기타 

무세 A 

41041931 기타(소의 것으로서 식물성 유연전처리한 것): 의류나 장갑 제조용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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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41939 기타(소의 것으로서 식물성 유연전처리한 것): 기타 무세 A 

41041941 기타(소의 것으로서 그 밖의 방법으로 유연전처리한 것): 의류나 

장갑 제조용 

무세 A 

41041949 기타(소의 것으로서 그 밖의 방법으로 유연전처리한 것): 기타 무세 A 

41041991 기타: 의류나 장갑 제조용 무세 A 

41041999 기타: 기타 무세 A 

41044111 전신 소 가죽[단위 표면적이 28평방피트(2.6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신발안감용의 동인도 

킵 스킨(kip skins)(유연처리 된 것과 무색이나 검은 색이 아닌 그 

밖의 색의 것), 

의자의 속ㆍ용수철ㆍ커버 등을 댄 가구 제조용 

무세 A 

41044112 전신 소 가죽[단위 표면적이 28평방피트(2.6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의류나 장갑제조용 

무세 A 

41044119 전신 소 가죽[단위 표면적이 28평방피트(2.6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기타 

무세 A 

41044191 기타: 벤드(소의 유연전처리한 것은 제외하며 안창ㆍ중창 또는 바깥 

창의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의자의 속ㆍ용수철ㆍ커버 등을 댄 가구 제조용, 

도로용 트랙터나 자동차의 내부 인테리어 구성요소 제조용 

무세 A 

41044192 기타: 의류나 장갑 제조용 무세 A 

41044199 기타: 기타 무세 A 

41044911 전신 소 가죽[단위 표면적이 28평방피트(2.6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신발안감용의 동인도 

킵 스킨(kip skins)(유연처리 된 것과 무색이나 검은 색이 아닌 그 

밖의 색의 것), 

의자의 속ㆍ용수철ㆍ커버 등을 댄 가구 제조용 

무세 A 

41044912 전신 소 가죽[단위 표면적이 28평방피트(2.6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의류나 장갑제조용 

무세 A 

41044919 전신 소 가죽[단위 표면적이 28평방피트(2.6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기타 

무세 A 

41044921 그 밖의 소와 마속의 원피(유연처리나 재유연처리 하고 그 이상 

가공하지 아니 한 것으로 스플릿 여부를 불문한다): 안창ㆍ중창 

또는 바깥 창의 제조용 벤드(유연전처리한 소의 것은 제외한다), 

의자의 속ㆍ용수철ㆍ커버 등을 댄 가구 제조용 

무세 A 

41044922 그 밖의 소와 마속의 원피(유연처리나 재유연처리 하고 그 이상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스플릿 여부를 불문한다): 의류나 

장갑 제조용 

무세 A 

41044929 그 밖의 소와 마속의 원피(유연처리나 재유연처리 하고 그 이상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스플릿 여부를 불문한다): 기타 

무세 A 

41044991 기타: 의자의 속ㆍ용수철ㆍ커버 등을 댄 가구 제조용,  

도로용 트랙터나 자동차의 내부 인테리어 구성요소 제조용 

무세 A 

41044992 기타: 의류나 장갑 제조용 무세 A 

41044993 기타: 갑피나 바닥용의 가죽 무세 A 

41044999 기타: 기타 무세 A 

41051011 유연전처리한 것: 무두장이의 가공 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 무세 A 

41051012 유연전처리한 것: 식물성의 유연전처리한 헤어시프(hairsheep) 

원피와 그 밖의 방법으로 유연전처리한  원피(의류나 장갑 제조용)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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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51019 유연전처리한 것: 기타 무세 A 

41051021 웨트 블루 가죽: 무두장이의 가공 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 무세 A 

41051029 웨트 블루 가죽: 기타 무세 A 

41051091 기타: 신발 제조의 안감용으로 사용하는 것, 

무두장이의 가공 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 

헤어시프(hairsheep) 원피(신발이나 여성용 핸드백 제조용) 

무세 A 

41051099 기타: 기타 무세 A 

41053011 유연전처리한 것: 무두장이의 가공 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 무세 A 

41053012 유연전처리한 것: 식물성의 유연전처리한 헤어시프(hairsheep) 

원피와 그 밖의 방법으로 유연전처리한  원피(의류나 장갑 제조용) 

무세 A 

41053019 유연전처리한 것: 기타 무세 A 

41053091 기타: 신발 제조의 안감용으로 사용하는 것, 

무두장이의 가공 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파치먼트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헤어시프(hairsheep) 원피(신발이나 여성용 핸드백 제조용) 

무세 A 

41053099 기타: 기타 무세 A 

41062110 유연전처리한 것 무세 A 

41062121 웨트 블루 가죽: 무두장이의 가공 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 무세 A 

41062129 웨트 블루 가죽: 기타 무세 A 

41062191 기타: 무두장이의 가공 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 

벨트ㆍ신발 또는 여성용 핸드백 제조용 

무세 A 

41062192 기타: 의류나 장갑 제조용 무세 A 

41062199 기타: 기타 무세 A 

41062210 유연전처리한 것 무세 A 

41062221 그 밖의 원피(유연처리나 재유연처리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스플릿 여부를 불문한다): 무두장이의 가공 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 

신발이나 여성용 핸드백 제조용 

무세 A 

41062222 그 밖의 원피(유연처리나 재유연처리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스플릿 여부를 불문한다): 의류나 장갑 제조용 

무세 A 

41062229 그 밖의 원피(유연처리나 재유연처리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스플릿 여부를 불문한다): 기타 

무세 A 

41062291 기타: 신발이나 여성용 핸드백 제조용 무세 A 

41062292 기타: 의류나 장갑 제조용 무세 A 

41062299 기타: 기타 무세 A 

41063110 웨트 블루 가죽 무세 A 

41063191 기타: 신발의 제조에 안감으로 사용되는 것, 

의류 제조용, 

신발 갑피 제조용 

무세 A 

41063192 기타: 장갑 제조용 무세 A 

41063199 기타: 기타 무세 A 

41063210 기타: 신발의 제조에 안감으로 사용되는 것, 

의류나 벨트 제조용, 

신발 갑피 제조용 

무세 A 

41063220 기타: 장갑 제조용 무세 A 

41063290 기타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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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64000 파충류의 것 무세 A 

41069110 의자의 속ㆍ용수철ㆍ커버 등을 댄 가구 제조용, 

캥거루의 것 

무세 A 

41069120 기타(의류나 장갑 제조용) 무세 A 

41069190 기타 무세 A 

41069210 의자의 속ㆍ용수철ㆍ커버 등을 댄 가구 제조용, 

캥거루의 것 

무세 A 

41069220 기타(의류나 장갑 제조용) 무세 A 

41069290 기타 무세 A 

41071111 전신 소 가죽[단위 표면적이 28평방피트(2.6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신발안감에 사용되는 동인도 킵 스킨(kip skins)(유연처리 

된 것과 무색이나 검은 색이 아닌 그 밖의 색의 것),의자의 

속ㆍ용수철ㆍ커버 등을 댄 가구나 벨트 제조용 

무세 A 

41071112 전신 소 가죽[단위 표면적이 28평방피트(2.6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의류나 장갑 제조용 

무세 A 

41071119 전신 소 가죽[단위 표면적이 28평방피트(2.6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기타 

무세 A 

41071191 기타: 의자의 속ㆍ용수철ㆍ커버 등을 댄 가구나 벨트 제조용, 

도로용 트랙터나 자동차의 내부 인테리어 구성요소  제조용 

무세 A 

41071192 기타: 의류나 장갑 제조용 무세 A 

41071199 기타: 기타 무세 A 

41071211 전신 소 가죽[단위 표면적이 28평방피트(2.6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신발안감에 사용되는 동인도 킵 스킨(kip skins)(유연처리 

된 것과 무색이나 검은 색이 아닌 그 밖의 색의 것), 

의자의 속ㆍ용수철ㆍ커버 등을 댄 가구 제조용 

무세 A 

41071212 전신 소 가죽[단위 표면적이 28평방피트(2.6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의류나 장갑 제조용 

무세 A 

41071219 전신 소 가죽[단위 표면적이 28평방피트(2.6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기타 

무세 A 

41071291 기타: 의자의 속ㆍ용수철ㆍ커버 등을 댄 가구 제조용, 

도로용 트랙터나 자동차의 내부 인테리어 구성요소  제조용 

무세 A 

41071292 기타: 의류나 장갑 제조용 무세 A 

41071299 기타: 기타 무세 A 

41071911 전신 소 가죽[단위 표면적이 28평방피트(2.6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신발안감에 사용되는 동인도 킵 스킨(kip skins)(유연처리 

된 것과 무색이나 검은 색이 아닌 그 밖의 색의 것), 

의자의 속ㆍ용수철ㆍ커버 등을 댄 가구 제조용 

무세 A 

41071912 전신 소 가죽[단위 표면적이 28평방피트(2.6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의류나 장갑 제조용 

무세 A 

41071919 전신 소 가죽[단위 표면적이 28평방피트(2.6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기타 

무세 A 

41071991 기타: 의자의 속ㆍ용수철ㆍ커버 등을 댄 가구 제조용, 

도로용 트랙터나 자동차의 내부 인테리어 구성요소  제조용 

무세 A 

41071992 기타: 의류나 장갑 제조용 무세 A 

41071993 기타: 갑피나 바닥용의 가죽 무세 A 

41071999 기타: 기타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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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79110 벤드(신발 제조용), 

의자의 속ㆍ용수철ㆍ커버 등을 댄 가구나 벨트 제조용, 

도로용 트랙터나 자동차의 내부 인테리어 구성요소  제조용 

무세 A 

41079120 의류나 장갑 제조용 무세 A 

41079190 기타 무세 A 

41079210 의자의 속ㆍ용수철ㆍ커버 등을 댄 가구나 벨트 제조용, 

도로용 트랙터나 자동차의 내부 인테리어 구성요소  제조용 

무세 A 

41079220 의류나 장갑 제조용 무세 A 

41079290 기타 무세 A 

41079910 의자의 속ㆍ용수철ㆍ커버 등을 댄 가구나 벨트 제조용, 

도로용 트랙터나 자동차의 내부 인테리어 구성요소  제조용 

무세 A 

41079920 의류나 장갑 제조용 무세 A 

41079930 갑피나 바닥용 가죽 무세 A 

41079990 기타 무세 A 

41120010 신발 제조의 안감으로 사용되는 것, 

헤어시프(hairsheep) 가죽(신발이나 여성용 핸드백 제조용) 

무세 A 

41120090 기타 무세 A 

41131010 신발이나 여성용 핸드백 제조용 무세 A 

41131020 의류나 장갑 제조용 무세 A 

41131090 기타 무세 A 

41132010 신발 제조의 안감으로 사용되는 것,의류 제조용,신발 갑피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41132020 장갑 제조용 무세 A 

41132090 기타 무세 A 

41133000 파충류의 것 무세 A 

41139010 의자의 속ㆍ용수철ㆍ커버 등을 댄 가구 제조용,  

캥거루의 것 

무세 A 

41139020 기타(의류나 장갑 제조용) 무세 A 

41139090 기타 무세 A 

41141000 섀미가죽(콤비네이션 섀미가죽을 포함한다) 무세 A 

41142010 폴리(염화비닐)시트와 결합된 가죽(두께가 0.75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신발 제조용), 

벨트 제조용 가죽 

무세 A 

41142090 기타 무세 A 

41151000 콤퍼지션 레더(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재료로 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슬래브모양ㆍ시트모양이나 스트립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41152000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의 페어링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와 가루 

무세 A 

42010010 잉글리쉬형 안장 5% A 

42010090 기타 7% B 

42021100 외부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나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11% B 

42021210 외부표면을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11% B 

42021290 기타 1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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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1900 기타 11% B 

42022100 외부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나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10% B 

42022210 외부표면을 방직용 섬유재료(아바카의 것은 제외한다)로 만든 

것으로,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10.5% B 

42022290 기타 10.5% B 

42022900 기타 10.5% B 

42023100 외부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나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8.5% B 

42023210 외부표면을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8% B 

42023290 기타 8% B 

42023900 기타 9.5% B 

42029110 교회 종의 케이스에 적합한 것, 

골프백 

무세 A 

42029120 공구통ㆍ하버색ㆍ냅색ㆍ팩색과 럭색 11% B 

42029190 기타 7% B 

42029210 교회 종의 케이스에 적합한 것, 

골프백 

무세 A 

42029220 공구통ㆍ하버색ㆍ냅색ㆍ팩색과 럭색 10% B 

42029290 기타 7% B 

42029910 교회 종의 케이스에 적합한 것 무세 A 

42029990 기타 7% B 

42031000 의류 13% A 

42032110 크리켓 장갑 7% A 

42032190 기타 15.5% B 

42032910 아동용 장갑 7% B 

42032990 기타 15.5% B 

42033000 벨트와 띠 9.5% B 

42034000 그 밖의 의류부속품 8% B 

42050000 그 밖의 가죽제품 또는 콤퍼지션 가죽제품 무세 A 

42060010 캣거트 무세 A 

42060090 기타 6.5% A 

43011000 밍크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부분ㆍ꼬리부분이나 

발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무세 A 

4301300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ㆍ브로드테일ㆍ카라쿨ㆍ페르시아 및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ㆍ중국ㆍ몽고나 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부분ㆍ꼬리부분이나 발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무세 A 

43016000 여우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부분ㆍ꼬리부분이나 

발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무세 A 

43018000 그 밖의 모피(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부분ㆍ꼬리부분이나 

발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무세 A 

43019000 머리부분ㆍ꼬리부분ㆍ발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무세 A 

43021100 밍크의 것 무세 A 

43021910 중국 산양의 것,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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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헤어드(long-haired) 소의 모피(신발 제조시 갑피로 사용되는 

것) 

43021921 쉬어링(Shearlings): 코트 제조를 위해 가공 및 염색한 것, 

신발 제조시 안감으로 사용되는 것 

무세 A 

43021922 쉬어링(Shearlings): 의류나 장갑 제조용 무세 A 

43021929 쉬어링(Shearlings): 기타 무세 A 

43021930 토끼의 것 무세 A 

43021990 기타 무세 A 

43022000 머리부분ㆍ꼬리부분ㆍ발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43023010 중국 산양의 매트나 판, 

토끼의 모피 판 

무세 A 

43023090 기타 8% A 

43031010 장갑, 벙어리 장갑 15.5% B 

43031020 모피로 안을 댄 가죽 의류 14% B 

43031090 기타 8% B 

43039000 기타 10% B 

43040000 인조모피와 그 제품 15.5% B 

44011000 땔나무(통나무ㆍ목편ㆍ작은가지ㆍ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44012100 침엽수류 무세 A 

44012200 활엽수류 무세 A 

44013000 톱밥과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통나무ㆍ브리케트(briquette)ㆍ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무세 A 

44021010 목탄(쉘이나 너트의 탄을 제외하며 결합제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이하로 구성된 것) 

무세 A 

44021090 기타 6.5% A 

44029010 활성탄 제조용 코코넛 쉘의 탄, 

목탄[쉘(shell)이나 너트(nut)의 탄은 제외하고 결합제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것] 

무세 A 

44029090 기타 6.5% A 

44031000 페인트ㆍ착색ㆍ크레오소트나 그 밖의 방부제로 처리한 것 무세 A 

44032000 기타(침엽수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44034100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ㆍ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와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무세 A 

44034900 기타 무세 A 

44039100 참나무(코커스종)의 것 무세 A 

44039200 너도밤나무(파구스종)의 것 무세 A 

44039900 기타 무세 A 

44041000 침엽수류 무세 A 

44042000 활엽수류 무세 A 

44050000 목모, 목분 무세 A 

44061000 주약처리하지 않은 것 무세 A 

44069000 기타 무세 A 

44071000 침엽수류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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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72100 마호가니(Mahogany)[스웨테니아(Swietenia)종] 무세 A 

44072200 비롤라(Virola)ㆍ임부아(Imbuia)와 발사(Balsa) 무세 A 

44072500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ㆍ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와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무세 A 

44072600 화이트라왕(White Lauan)ㆍ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ㆍ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ㆍ옐로메란티(Yellow 

Meranti)와 아란(Alan) 

무세 A 

44072700 사팰리(Sapelli) 무세 A 

44072800 이로코(Iroko) 무세 A 

44072900 기타 무세 A 

44079100 참나무(코커스종)의 것 무세 A 

44079200 너도밤나무(파구스종)의 것 무세 A 

44079300 단풍나무(아세르종)의 것 무세 A 

44079400 체리나무(프루누스종)의 것 무세 A 

44079500 물푸레나무(프라시너스종)의 것 무세 A 

44079900 기타 무세 A 

44081010 판(적층목재를 평삭한 베니어용의 것)) 5% A 

44081090 기타 무세 A 

44083110 판(적층목재를 평삭한 베니어용의 것) 무세 A 

44083190 기타 무세 A 

44083910 판(적층목재를 평삭한 베니어용의 것) 무세 A 

44083990 기타 무세 A 

44089010 판(적층목재를 평삭한 베니어용의 것) 5% A 

44089090 기타 무세 A 

44091000 침엽수류 무세 A 

44092100 대나무로 만든 것 무세 A 

44092910 참나무(코커스종) 바닥 3.5% A 

44092990 기타 무세 A 

4410111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채색ㆍ가장자리나 표면 가공의 여부를 불문하나 그 밖의 가공을 

하거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2% A 

44101190 기타 무세 A 

44101200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oriented strand board) 2% A 

4410191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웨이퍼 보드, 

채색ㆍ가장자리나 표면 가공의 여부를 불문하나 그 밖의 가공을 

하거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2% A 

44101990 기타 무세 A 

44109000 기타 무세 A 

44111200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무세 A 

441113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9밀리미터 이하인 것 무세 A 

44111400 두께가 9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무세 A 

44119210 기계적 가공을 하거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수지를 침투한 것[포름 알데히드 수지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7 이상인 것으로 오버레이드(overlaid) 합판이나 

오버레이드(overlaid) 파티클보드 제조에 사용하는 것] 

무세 A 



TS-CDA-133 

이 양허표는 영어본 및 프랑스어본만 정본이다 

품목번호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4119290 기타 6% A 

44119300 1세제곱센티미터당 밀도가 0.5그램 초과 0.8그램 이하인 것 무세 A 

44119400 1세제곱센티미터당 밀도가 0.5그램 이하인 것 무세 A 

4412101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활엽수 목재인 것 4% A 

44121090 기타 5% A 

44123110 인쇄한 것ㆍ나뭇결을 입힌 것이나 무늬가 있는  내부 벽 패널 

제조에 사용하는 미완성의 인테리어 등급 라왕 마호가니 합판 

패널(두께가 6.35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인 1.1미터 이상인 것으로 

가장자리를 다듬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나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44123190 기타 4% A 

44123210 바닥용의 견목 합판 패널 제조용 무세 A 

44123290 기타 4% A 

44123910 한면이나 양쪽 표면이 금속인 것 5% A 

44123990 기타 7.5% A 

44129410 외면의 플라이가 침엽수 목재로 구성된 것(적어도 한 층은 파티클 

보드로 된 것), 

합판 코어 보드나 나무블록 코어 보드ㆍ마호가니를 붙인 것으로 

문설주 제조용의 것 

무세 A 

44129490 기타 5% A 

44129910 적어도 한 층은 파티클 보드로 된 것, 

합판 코어 보드나 나무블록 코어 보드ㆍ마호가니를 붙인 것으로 

문설주 제조용의 것 

무세 A 

44129990 기타 5% A 

44130000 고밀도화 목재[블록 모양ㆍ플레이트(plate) 모양ㆍ스트립(strip) 모양 

또는 프로파일(profil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44140000 나무로 만든 그림틀ㆍ사진틀ㆍ거울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6% A 

44151010 재사용 할 수 있는 용기(무관세 자동차 구성요소의 운송에 

사용되도록 특수 설계된 것으로 내용물과 함께 제시된 것) 

무세 A 

44151080 그 밖의 케이스ㆍ박스와 크레이트(crate) 9.5% A 

44151090 기타 6% A 

44152010 재사용 할 수 있는 용기(무관세 자동차 구성요소의 운송에 

사용되도록 특수 설계된 것으로 내용물과 함께 제시된 것) 

무세 A 

44152090 기타 무세 A 

44160010 알코올 음료의 발효나 숙성에 사용되는 오크 배럴, 

통재와 준재ㆍ테와 헤드(heads)[배럴(barrel)이나 케그(keg)용의 것] 

무세 A 

44160090 기타 무세 A 

44170010 도끼ㆍ가래ㆍ손 삽ㆍ손 괭이ㆍ 손 갈퀴와 손 쇠스랑용 

손잡이(선반가공외에 더 이상 가공되지 않은 것), 

수확용 낫(큰 낫)의 손잡이 

무세 A 

44170090 기타 6% A 

44181010 창틀 6% A 

44181090 기타 8% A 

44182000 문 및 문틀과 문지방 무세 A 

44184000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의 거푸집널 6% A 

44185000 지붕이는 판자 무세 A 



TS-CDA-134 

이 양허표는 영어본 및 프랑스어본만 정본이다 

품목번호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4186000 기둥과 들보 3% A 

44187100 모자이크 마루용 3% A 

44187200 기타(다층인 것으로 한정한다) 3% A 

44187900 기타 3% A 

44189000 기타 3% A 

44190000 나무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6% A 

44201000 나무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6% A 

44209000 기타 7% A 

44211000 옷걸이 6% A 

44219010 구멍을 뚫은 완목, 

다이 모델(기계ㆍ실험장비ㆍ엔진ㆍ장치ㆍ기구ㆍ플랜트 장비 및 

그들의 부분품의 제조ㆍ조립ㆍ설치ㆍ동작이나 유지를 위한 청사진 

대용물로 사용되는 것), 

히커리나 참나무로 된 바퀴 테, 

건초 더미 거푸짚, 

몰딩[제4409호의 물품은 제외하며 지속적으로 형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방염재료ㆍ필러ㆍ실러(sealers)ㆍ왁스ㆍ오일ㆍ스태인(stains)ㆍ바니시

ㆍ페인트나 에나멜로 추가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것], 

안장 틀과 등자, 

스포크(spoke)와 라스트 블록(선반가공보다 더 이상 가공하지 않은 

것), 

격자와 울타리 패널 

무세 A 

44219030 베네치안 블라인드 7% A 

44219040 그 밖의 블라인드,라벨,사인ㆍ문자와 숫자,차양이나 블라인드 롤러 7% A 

44219050 관과 카스켓, 

조이너스(Joiners') 벤치와 가대 

9.5% A 

44219090 기타 6% A 

45011000 천연코르크(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45019000 기타 무세 A 

45020000 천연코르크[외피를 제거한 것 또는 거칠게 각을 만든 것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모양ㆍ판모양ㆍ시트모양이나 

스트립모양의 것에 한하고 각이 예리한 마개용의 블랭크를 

포함한다] 

무세 A 

45031000 마개 무세 A 

45039000 기타 무세 A 

45041000 블록ㆍ판ㆍ시트 및 스트립, 타일(형상을 불문한다), 

솔리드실린더(디스크를 포함한다) 

무세 A 

45049000 기타 무세 A 

46012100 대나무로 만든 것 3% A 

46012200 등나무로 만든 것 3% A 

46012910 매트류(사이잘ㆍ야자수나 등나물 짚의 것)  무세 A 

46012990 기타 3% A 

46019210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스트립모양으로 

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 A 

46019290 기타 5%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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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19310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스트립모양으로 

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 A 

46019390 기타 5% A 

46019410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스트립모양으로 

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 A 

46019490 기타 5% A 

46019910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스트립모양으로 

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 A 

46019990 기타 3% A 

46021110 핸드백, 

트렁크ㆍ여행용 가방과 케이스ㆍ쇼핑-백과 모자 박스 

11% A 

46021192 기타: 바구니 6.5% A 

46021193 기타: 운송용 및 비둘기 방출용으로 특수 설계된 패니어(panniers) 무세 A 

46021199 기타: 기타 7% A 

46021210 핸드백(야자수 짚이나 등나무 짚의 것은 제외 한다), 

트렁크ㆍ여행용 가방과 케이스ㆍ쇼핑-백과 모자 박스 

11% A 

46021291 기타: 핸드백(야자수 짚으로 된 것) 4% A 

46021292 기타: 바구니(식물성 섬유로 짠 것) 6.5% A 

46021293 기타: 운송용 및 비둘기 방출용으로 특수 설계된 패니어(panniers) 무세 A 

46021299 기타: 기타 7% A 

46021910 핸드백(사이잘ㆍ야자수 짚 또는 등나무 짚의 것은 제외한다), 

트렁크ㆍ여행용 가방과 케이스ㆍ쇼핑-백과 모자 박스 

11% A 

46021991 기타: 핸드백(사이잘ㆍ야자수 짚 또는 등나무 짚의 것) 4% A 

46021992 기타: 바구니(식물성 섬유로 짠 것) 6.5% A 

46021993 기타: 운송용 및 비둘기 방출용으로 특수 설계된 패니어(panniers) 무세 A 

46021999 기타: 기타 7% A 

46029010 바구니ㆍ트렁크ㆍ여행용 가방과 케이스ㆍ쇼핑-백ㆍ핸드백과 모자 

박스 

11% A 

46029090 기타 8% A 

47010000 기계목재펄프 무세 A 

47020000 화학목재펄프(용해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47031100 침엽수류 무세 A 

47031900 활엽수류 무세 A 

47032100 침엽수류 무세 A 

47032900 활엽수류 무세 A 

47041100 침엽수류 무세 A 

47041900 활엽수류 무세 A 

47042100 침엽수류 무세 A 

47042900 활엽수류 무세 A 

47050000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무세 A 

47061000 면 린터 펄프(cotton linters pulp) 무세 A 

47062000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무세 A 

47063000 기타(대나무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47069100 기계펄프 무세 A 

47069200 화학펄프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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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69300 반화학펄프 무세 A 

47071000 표백하지 않은 크라프트지ㆍ판지나 물결 모양의 종이 또는 판지로 

만든 것 

무세 A 

47072000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그 밖의 종이나 판지(전체를 착색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47073000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나 판지(예: 신문ㆍ잡지와 이와 

유사한 인쇄물) 

무세 A 

47079000 기타[선별하지 않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무세 A 

48010000 신문용지(롤 모양이나 시트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48021000 수제지와 판지 무세 A 

48022000 사진감광성ㆍ열 감응성이나 전자 감광성 종이나 판지의 기본재료로 

사용되는 종이와 판지 

무세 A 

48024000 벽지용의 원지(原紙) 무세 A 

480254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미만인 것 무세 A 

48025500 롤 모양의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이상 150그램 

이하인 것 

무세 A 

48025600 시트모양의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이상 150그램 

이하이고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으며 다른 한 변은 297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무세 A 

48025700 그 밖의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이상 150그램 이하인 

것 

무세 A 

480258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무세 A 

48026100 롤 모양의 것 무세 A 

48026200 시트모양의 것으로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으며 다른 한 변은 297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무세 A 

48026900 기타 무세 A 

48030010 동종의 펠트와 유사 소재(전 중량에서 주요 구성물이 시트나 롤 

모양의 목재펄프의 것으로 플라스틱으로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의자의 속ㆍ용수철ㆍ커버 등을 댄 가구, 매트리스나 박스 

스프링 제조에 사용되는 스프링 패딩이나 절연물에 사용하는 것) 

무세 A 

48030090 기타 무세 A 

48041100 표백하지 않은 것 무세 A 

48041900 기타 무세 A 

48042100 표백하지 않은 것 무세 A 

48042900 기타 무세 A 

48043100 표백하지 않은 것 무세 A 

48043900 기타 무세 A 

48044100 표백하지 않은 것 무세 A 

48044200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 

무세 A 

48044900 기타 무세 A 

48045100 표백하지 않은 것 무세 A 

48045200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 

무세 A 

48045900 기타 무세 A 

48051100 반화학 플루팅지(fluting paper)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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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51200 스트로 플루팅지(straw fluting paper) 무세 A 

48051900 기타 무세 A 

480524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것 무세 A 

480525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무세 A 

48053000 아황산포장지 무세 A 

48054000 여과지와 판지 무세 A 

48055000 펠트지와 판지 무세 A 

480591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것 무세 A 

480592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 225그램 미만인 것 무세 A 

480593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225그램 이상인 것 무세 A 

48061000 황산지 무세 A 

48062000 내지지(耐脂紙) 무세 A 

48063000 트레이싱지(tracing paper) 무세 A 

48064000 글라신지(glassine paper)와 그 밖의 투명 광택지나 반투명 광택지 무세 A 

48070000 겹붙인 종이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모양의 것에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한 것을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무세 A 

48081000 물결 모양의 종이와 판지(구멍을 뚫었는지에 상관없다) 무세 A 

48082000 자루(sack)용 크라프트지[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으로서 올록볼록한지(embossed), 구멍을 뚫었는지(perforated)에 

상관없다] 

무세 A 

48083000 그 밖의 크라프트지[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으로서 

올록볼록한지(embossed), 구멍을 뚫었는지(perforated)에 상관없다] 

무세 A 

48089000 기타 무세 A 

48092010 자장식의 카본리스 셀프복사지(캐나다 제조자용) 무세 A 

48092090 기타 무세 A 

48099000 기타 무세 A 

48101310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것(심전도나 뇌파기록 차트의 것은 

제외한다)  

무세 A 

48101390 기타 무세 A 

48101410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것(심전도나 뇌파기록 차트의 것은 

제외한다)  

무세 A 

48101490 기타 무세 A 

48101910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것(심전도나 뇌파기록 차트의 것은 

제외한다)  

무세 A 

48101990 기타 무세 A 

48102200 경량(輕量)의 도포한 종이 무세 A 

48102910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것(심전도나 뇌파기록 차트의 것은 

제외한다)  

무세 A 

48102990 기타 무세 A 

48103110 심전도나 뇌파기록 차트의 것(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것), 

스트립이나 롤의 폭이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이나 펼쳐진 

상태에서 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한 면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면이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무세 A 

48103190 기타 무세 A 

48103210 심전도나 뇌파기록 차트의 것(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것),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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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립이나 롤의 폭이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이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한 면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면이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48103290 기타 무세 A 

48103910 심전도나 뇌파기록 차트의 것(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것), 

스트립이나 롤의 폭이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이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한 면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면이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무세 A 

48103990 기타 무세 A 

48109210 심전도나 뇌파기록 차트의 것(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것),스트립이나 롤의 폭이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이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한 면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면이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무세 A 

48109290 기타 무세 A 

48109910 심전도나 뇌파기록 차트의 것(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것), 

스트립이나 롤의 폭이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이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한 면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면이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무세 A 

48109990 기타 무세 A 

48111000 타르ㆍ역청물질이나 아스팔트 처리를 한 종이와 판지 무세 A 

48114110 열전자관ㆍ냉음극관이나 광전관 밸브와 튜브 제조용(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무세 A 

48114190 기타 무세 A 

48114910 종이(롤 모양의 것), 

시트(접착제가 도포된 종이로 구성되고, 파티클보드ㆍ섬유판이나 

이와 유사한 가구 제조용의 패널보드 물품을 위한 장식용 

표면피복재로 사용되는 것), 

벽 피복재 제조용의 사전 풀칠된 종이  

무세 A 

48114990 기타 무세 A 

48115100 표백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무세 A 

48115900 기타 무세 A 

48116000 왁스ㆍ파라핀왁스ㆍ스테아린ㆍ기름이나 글리세롤을 

도포ㆍ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 

무세 A 

48119000 그 밖의 종이와 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 무세 A 

48120000 제지용 펄프로 만든 필터블록ㆍ필터슬래브와 필터플레이트 무세 A 

48131000 소책자모양이나 튜브모양의 것 무세 A 

48132000 폭이 5센티미터 이하의 롤 모양의 것 무세 A 

48139000 기타 무세 A 

48141000 인그레인지  무세 A 

48142010 롤 모양이나 릴모양의 것(벽 피복재 샘플북 제조용) 무세 A 

48142090 기타 무세 A 

48149000 기타 무세 A 

48162000 셀프복사지 무세 A 

48169000 기타 무세 A 

48171000 봉투 무세 A 

48172000 봉함엽서ㆍ우편엽서와 통신용카드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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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73000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ㆍ파우치ㆍ지갑과 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48181000 화장지 무세 A 

48182000 손수건ㆍ크렌싱티슈 또는 안면용 화장지와 타월 무세 A 

48183000 책상보와 서비에트 무세 A 

48184010 위생 타월과 탐폰 무세 A 

48184020 냅킨(다이어퍼)ㆍ냅킨(다이어퍼) 라이너와 이와 유사한 요실금 위생 

제품(사람이 착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유아용은 제외한다)  

무세 A 

48184090 기타 무세 A 

48185000 의류와 의류 부속품 무세 A 

48189010 살균한 파우치와 롤 모양으로 된 이와 유사한 재료(소호 

제8419.20.00호의 살균기용) 

무세 A 

48189090 기타 무세 A 

48191000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48192000 접는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무세 A 

48193000 폭이 40센티미터 이상인 포장대 무세 A 

48194010 진공청소기백 무세 A 

48194091 기타: 종이의 것 무세 A 

48194099 기타: 기타 무세 A 

48195000 그 밖의 포장용기[레코드 슬리브(record sleeve)를 포함한다] 무세 A 

48196000 서류상자ㆍ서류받침ㆍ보관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ㆍ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48201000 장부ㆍ회계부ㆍ노트북ㆍ주문장ㆍ영수장ㆍ편지지철ㆍ메모철ㆍ일기장

과 이와 유사한 물품 

무세 A 

48202000 연습장 무세 A 

48203000 바인더(책표지는 제외한다)ㆍ폴더와 서류철표지 무세 A 

48204000 각종 사무용 양식과 삽입식 카본세트 무세 A 

48205010 우표 앨범 무세 A 

48205090 기타 무세 A 

48209010 제4901호나 제4903호의 책 커버(바인딩 커버와 먼지커버를 

포함한다) 

무세 A 

48209090 기타 무세 A 

48211000 인쇄한 것 무세 A 

48219000 기타 무세 A 

48221000 방직용 섬유사를 감는데 사용하는 것 무세 A 

48229000 기타 무세 A 

48232010 티백 제조용, 

도포되지 않은 것(롤 모양이나 시트모양의 것으로 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 

무세 A 

48232090 기타 무세 A 

48234010 심전도나 뇌파기록 차트 무세 A 

48234090 기타 무세 A 

48236100 대나무로 만든 것 무세 A 

48236900 기타 무세 A 

48237000 제지용 펄프로 만든 몰드나 프레스한 제품 무세 A 

48239000 기타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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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11000 단매의 것(접어포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무세 A 

49019100 사전ㆍ백과사전과 이들의 분할 연속물 무세 A 

49019900 기타 무세 A 

49021000 1주에 4회 이상 간행되는 것 

 

주: 이 관세 품목에 적용되는 일반 관세율은 최혜국 관세율이다. 

무세 A 

49029000 기타 무세 A 

49030010 그림 책 무세 A 

49030020 습화책 무세 A 

49040000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무세 A 

49051000 지구의 무세 A 

49059100 책자로 된 것 무세 A 

49059910 지리적ㆍ수로측량이나 천체 지도나 차트, 

벽면 부착용 지도와 차트(지리적ㆍ수로측량이나 천체 지도의 것은 

제외한다)는 

(가)  1948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채택된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협정"에 

규정된 교육ㆍ과학 또는 문화적 성격을 지닌 경우, 그리고 

(나) 정부나 생산 국가 정부의  인정된 대표기관이나 

유네스코( United Nations Educationalㆍ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의 적절한 대표가 국제적 교육적ㆍ과학적 또는 문화적 

성격을 지닌다고 인증한 것 

무세 A 

49059990 기타 무세 A 

49060000 설계도와 도안[건축용ㆍ공학용ㆍ산업용ㆍ상업용ㆍ지형학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手製) 원도(原圖)로 

한정한다], 손으로 쓴 책자,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한 것 및 

카본 복사본  

무세 A 

49070010 법정통화인 은행권, 

우표, 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인지 

무세 A 

49070090 기타 무세 A 

49081000 전사지(디칼커매니어)로서 유리화 할 수 있는 것 무세 A 

49089000 기타 무세 A 

49090000 인쇄된 엽서 또는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ㆍ전언용이나 안내용의 

것으로서 그림ㆍ봉투나 장식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무세 A 

49100010 캐나다 생산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홍보자료가 포함되지 않은 광고 

캘린더, 

종교력 

무세 A 

49100020 그 밖의 광고 캘린더 무세 A 

49100090 기타 무세 A 

49111010 운임요금표ㆍ승객요금표와 시간표(해외 운송회사가 발행한 것과 

캐나다 이외의 운송 지역에 관한 것), 

캐나다 생산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홍보자료가 포함되지 않은 것, 

국가나 주정부나 이들의 부(상무부ㆍ상공회의소ㆍ지방자치단체나 

자동차협회와 이와 유사한 조직)에서 발행한 여행객용 선전물 

무세 A 

49111020 캐나다 생산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홍보자료가 포함되지 않은 광고 

캘린더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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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11090 기타 무세 A 

49119110 사진이나 사진제판 표현(아티스트가 번호를 매기고 서명한 것이거나 

작가에 의해 또는 작가를 대신해 번호를 매기고  달리 인증한 

것으로 한정한다), 

뉴스 삽화용 사진, 

텍스트 형태가 아닌 사진이나 디자인(서명이나 분리된 시트 형태의 

것)으로 책의 일부로 사용되는 것, 

종교 사진 

무세 A 

49119190 기타 무세 A 

49119910 컴퓨터 생성 메일링 리스트(제4821호의 라벨은 제외한다), 

축소 복사판(제4901호ㆍ제4902호나 제4904호 물품의 것ㆍ책자 

형태의 제4905호의 물품의 것ㆍ어린이 그림책의 것ㆍ국가나 

주정부나 이들의 부(상무부ㆍ상공회의소ㆍ지방자치단체나 

자동차협회와 이와 유사한 조직)에서 발행한 여행객용 선전물의 

것ㆍ해외 운송회사가 발행한 것과 캐나다 이외 지역에 관한 운임과 

승객 운임과 시간표의 것), 

종교인증서ㆍ책 마크ㆍ교훈ㆍ성경이나 기도 카드, 

전사지(인쇄플레이트ㆍ롤 또는 실린더 제조용, 신문의 비광고물 

복사용, 또는 책이나 음악의 인쇄용, 또는 제2종 우편물 정기간행물 

인쇄용으로서 페이지가 규칙적으로 묶여 있는 것ㆍ철사로 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엮은 것에 한정하며 카달로그는 제외한다) 

다음 경우의 포스터 

(가) 1948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채택된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협정"에 

규정된 교육ㆍ과학 또는 문화적 성격을 지닌 경우, 그리고 

(나) 정부나 생산 국가 정부의  인정된 대표기관이나 

유네스코( United Nations Educationalㆍ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의 적절한 대표가 국제적 교육적ㆍ과학적 또는 문화적 

성격을 지닌다고 인증한 것 

무세 A 

49119920 인쇄된 레이블 무세 A 

49119990 기타 무세 A 

500100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데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0020000 생사(꼰 것은 제외한다) 무세 A 

50030000 견웨이스트(waste)(생사를 뽑는데 적합하지 않은 누에고치ㆍ실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을 포함한다) 

무세 A 

50040000 견사(견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무세 A 

50050000 견방사(견웨이스트(waste)의 것에 한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무세 A 

50060000 견사와 견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누에의 

거트 

무세 A 

50071000 견 노일직물 무세 A 

50072000 그 밖의 직물(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견 노일의 것은 제외한다) 

무세 A 

50079000 그 밖의 직물 무세 A 

51011100 깎은 양모 무세 A 

51011900 기타 무세 A 

51012100 깎은 양모 무세 A 

51012900 기타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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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13000 탄화처리한 것 무세 A 

51021100 캐시미어 산양의 것 무세 A 

51021900 기타 무세 A 

51022000 동물의 거친 털 무세 A 

5103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노일(noil) 무세 A 

5103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무세 A 

51033000 동물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 무세 A 

51040000 양모ㆍ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garnetted stock) 무세 A 

51051000 카드한 양모 무세 A 

51052100 코움한 양모(단편 모양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1052900 기타 무세 A 

51053100 캐시미어 산양의 것 무세 A 

51053900 기타 무세 A 

51054000 동물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1061010 베레모와 그 밖의 부드러운 펠트 모자용의 것 무세 A 

51061090 기타 5% B 

51062000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5% B 

5107101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직물 제조용) 무세 A 

51071090 기타 5% B 

51072010 전적으로 울과 폴리에스테르를 코움한 것(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직물 제조용),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직물 제조용) 

무세 A 

51072090 기타 5% B 

51081000 카드한 것 무세 A 

51082000 코움한 것 무세 A 

510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무세 A 

51099000 기타 무세 A 

51100000 동물의 거친 털로 만든 실이나 말의 털로 만든 실[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을 포함하며, 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무세 A 

51111110 헤드밴드(햇 스웨트)ㆍ안감(팁과 면을 포함한다)ㆍ챙과 보강 

밴드(모자나 캡의 것) 제조용 

무세 A 

51111140 의류 제조용 무세 A 

51111150 기타(표백되지 않거나 염색되지 않은 상태의 것으로 중량이 

1제곱미터당 135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무세 A 

51111190 기타 4.5% B 

51111910 당구대 제조용이나 수리용의 당구포(billiard cloth), 

손으로 짠 트위드 직물[전적으로 카드한 버진(virgin)울의 것이나 

카드한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것으로 직조기의 폭이 90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가격이 1제곱미터당 10달러 이상인 

것][슈트ㆍ테일러드 웨이스트코트(waistcoat)(조끼)ㆍ재킷(스포츠 

코트)ㆍ블레이저ㆍ긴 바지나 테일러드 오버코트(카코트와 

더플코트는 제외한다)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카드한 버진(virgin) 울이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인 것[가격이 1제곱미터당 

16.74달러 이상이고 남성용의 고급 테일러드 오버코트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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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용(카코트와 더플코트는 제외한다)] 

51111920 기타[전적으로 버진(virgin)울(수출자가 보증한 것)이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또는 버진(virgin)울(수출자가 보증한 것)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인 것이나 합성스테이플 

섬유와 혼방한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서 중량이 1제곱미터당 

500그램을 초과하지 않고 가격이 1제곱미터당 13.16달러 이상인 

것[직물 폭이 1.52미터라 가정하고 선형미터(linear meter) 당 

20달러 이상인 것]으로  매년 물가연동 방식으로 가격을 조정한 

것으로서, 제6201호나 제6202호의 남성용이나 여성용의 

오버코트제조용 

무세 A 

51111931 기타[한 종류의 인조섬유를 함유한 것으로 남성용과 소년용의 

슈트ㆍ테일러드 

웨이스트코트(waistcoat)(조끼)ㆍ재킷(스포츠코트)ㆍ블레이저ㆍ긴 

바지나 고급 테일러드 오버코트(카코트와 더플코트는 제외한다) 

제조용]: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0그램을 초과하지 않고 가격이 

7.89달러 이상인 것 

무세 A 

51111932 기타[한 종류의 인조섬유를 함유한 것으로 남성용과 소년용의 

슈트ㆍ테일러드 

웨이스트코트(waistcoat)(조끼)ㆍ재킷(스포츠코트)ㆍ블레이저ㆍ긴 

바지나 고급 테일러드 오버코트(카코트와 더플코트는 제외한다) 

제조용]: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0그램을 초과하고 가격이 9.45달러 

이상인 것 

무세 A 

51111939 기타[한 종류의 인조섬유를 함유한 것으로 남성용과 소년용의 

슈트ㆍ테일러드 

웨이스트코트(waistcoat)(조끼)ㆍ재킷(스포츠코트)ㆍ블레이저ㆍ긴 

바지나 고급 테일러드 오버코트(카코트와 더플코트는 제외한다) 

제조용]: 기타 

무세 A 

51111990 기타 무세 A 

51112011 한 종류의 인조섬유를 함유한 것으로 버진(virgin)울이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남성용이나 소년용의 슈트ㆍ테일러드 

웨이스트코트(waistcoat)(조끼)ㆍ재킷(스포츠코트)ㆍ블레이저ㆍ긴 

바지ㆍ고급 테일러드 오버코트(카코트와 더플코트는 

제외한다)제조용]: 1제곱미터당 중량이 300그램 이하인 것 

무세 A 

51112012 한 종류의 인조섬유를 함유한 것으로 버진(virgin)울이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남성용이나 소년용의 슈트ㆍ테일러드 

웨이스트코트(waistcoat)(조끼)ㆍ재킷(스포츠코트)ㆍ블레이저ㆍ긴 

바지ㆍ고급 테일러드 오버코트(카코트와 더플코트는 

제외한다)제조용]: 1제곱미터당 중량이 300그램 초과 400그램 

이하인 것으로 1제곱미터당 가격이 7.89달러 이상인 것 

무세 A 

51112013 한 종류의 인조섬유를 함유한 것으로 버진(virgin)울이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남성용이나 소년용의 슈트ㆍ테일러드 

웨이스트코트(waistcoat)(조끼)ㆍ재킷(스포츠코트)ㆍ블레이저ㆍ긴 

바지ㆍ고급 테일러드 오버코트(카코트와 더플코트는 

제외한다)제조용]:1제곱미터당 중량이 40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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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곱미터당 가격이 9.45달러 이상인 것 

51112019 한 종류의 인조섬유를 함유한 것으로 버진(virgin)울이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남성용이나 소년용의 슈트ㆍ테일러드 

웨이스트코트(waistcoat)(조끼)ㆍ재킷(스포츠코트)ㆍ블레이저ㆍ긴 

바지ㆍ고급 테일러드 오버코트(카코트와 더플코트는 

제외한다)제조용]:기타(1제곱미터당 중량이 300그램을 초과하는 것) 

무세 A 

51112021 기타(표백되지 않거나 염색되지 않은 상태의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35그램 이하인 것): 의류 제조용 

무세 A 

51112029 기타(표백되지 않거나 염색되지 않은 상태의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35그램 이하인 것): 기타 

무세 A 

51112091 기타: 1제곱미터당 중량이 300그램 이하의 것 무세 A 

51112092 기타: 1제곱미터당 중량이 300그램을 초과하는 것 무세 A 

51113011 한 종류의 인조섬유를 함유한 것으로 버진(virgin)울이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남성용과 

소년용의 슈트ㆍ테일러드 

웨이스트코트(waistcoat)(조끼)ㆍ재킷(스포츠코트)ㆍ블레이저ㆍ긴 

바지ㆍ고급 테일러드 오버코트(카코트와 더플코트는 

제외한다)제조용]: 1제곱미터당 중량이 300그램 이하이고 

1제곱미터당 가격이 5.98달러 이상인 것 

무세 A 

51113012 한 종류의 인조섬유를 함유한 것으로 버진(virgin)울이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남성용과 

소년용의 슈트ㆍ테일러드 

웨이스트코트(waistcoat)(조끼)ㆍ재킷(스포츠코트)ㆍ블레이저ㆍ긴 

바지ㆍ고급 테일러드 오버코트(카코트와 더플코트는 

제외한다)제조용]: 1제곱미터당 중량이 300그램 초과 400그램 

이하의 것으로 1제곱미터당 가격이 7.89달러 이상인 것 

무세 A 

51113013 한 종류의 인조섬유를 함유한 것으로 버진(virgin)울이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남성용과 

소년용의 슈트ㆍ테일러드 

웨이스트코트(waistcoat)(조끼)ㆍ재킷(스포츠코트)ㆍ블레이저ㆍ긴 

바지ㆍ고급 테일러드 오버코트(카코트와 더플코트는 

제외한다)제조용]: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0그램을 초과하고 

1제곱미터당 가격이 9.45달러 이상인 것 

무세 A 

51113018 한 종류의 인조섬유를 함유한 것으로 버진(virgin)울이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남성용과 

소년용의 슈트ㆍ테일러드 

웨이스트코트(waistcoat)(조끼)ㆍ재킷(스포츠코트)ㆍ블레이저ㆍ긴 

바지ㆍ고급 테일러드 오버코트(카코트와 더플코트는 

제외한다)제조용]: 기타(1제곱미터당 중량이 300그램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1113019 한 종류의 인조섬유를 함유한 것으로 버진(virgin)울이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남성용과 

소년용의 슈트ㆍ테일러드 

웨이스트코트(waistcoat)(조끼)ㆍ재킷(스포츠코트)ㆍ블레이저ㆍ긴 

바지ㆍ고급 테일러드 오버코트(카코트와 더플코트는 

제외한다)제조용]: 기타(1제곱미터당 중량이 300그램을 초과하는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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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한정한다) 

51113021 기타(표백되지 않거나 염색되지 않은 상태의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35그램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의류 제조용 

무세 A 

51113029 기타(표백되지 않거나 염색되지 않은 상태의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35그램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기타 

무세 A 

51113030 당구포(billiard cloth)[주로 또는 전적으로 나일론 스테이플 섬유와 

혼방된 것(1제곱미터당 중량이 30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당구대의 제조 또는 수리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1113091 기타: 1제곱미터당 중량이 300그램 이하의 것 무세 A 

51113092 기타: 1제곱미터당 중량이 300그램을 초과하는 것 무세 A 

51119040 의류 제조용 무세 A 

51119050 기타(표백되지 않거나 염색되지 않은 상태의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35그램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1119091 기타: 1제곱미터당 중량이 300그램 이하의 것 무세 A 

51119092 기타: 1제곱미터당 중량이 300그램을 초과하는 것 무세 A 

51121150 의류 제조용 무세 A 

51121160 기타(표백되지 않거나 염색되지 않은 상태의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35그램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1121190 기타 무세 A 

51121911 당구포(billiard cloth): 당구대의 제조나 수리를 위한 것 무세 A 

51121919 당구포(billiard cloth): 기타 무세 A 

51121920 전적으로 코움한 양모로 된 것으로서 섬유의 평균지름이 

17.5마이크론 이하임을 수출자가 보증한 것과 코움한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100분의 7 이상임을 수출자가 보증한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300그램 이하의 의류 제조용 

무세 A 

51121930 전적으로 코움한 양모와 코움한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것으로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상임을 

수출자가 보증한 것( 1제곱미터당 중량이 300그램 이하의 것으로 

의류 제조용) 

무세 A 

51121940 전적으로 코움한 양모나 전적으로 면ㆍ견이나 인조섬유와 혼방된 

코움한 양모로서 섬유의 평균지름이 18.5마이크론 이하인 우스티드 

울(worsted wool)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이고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의 것으로 의류 제조용 

무세 A 

51121993 기타: 의류 제조용(특정 그룹의 멤버임을 나타내는 유니폼 등은 

제외한다) 

무세 A 

51121994 기타: 기타(1제곱미터당 중량이 300그램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1121995 기타: 기타(1제곱미터당 중량이 30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1122020 의류 제조용 무세 A 

51122030 기타(표백되지 않거나 염색되지 않은 상태의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35그램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1122091 기타: 1제곱미터당 중량이 300그램 이하의 것 무세 A 

51122092 기타: 1제곱미터당 중량이 300그램을 초과하는 것 무세 A 

51123010 당구대의 제조나 수리를 위한 당구포(billiard cloth), 

금속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이상, 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5 이상 또는 아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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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상인 것으로 성직자나 기독교의 의류나 성직자의 의상과 교회 

장식용 가구제품 제조용 

51123021 기타[표백되지 않거나 염색되지 않은 상태의 것(의류 제조용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35그램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1123029 기타[표백되지 않거나 염색되지 않은 상태의 것(1제곱미터당 중량이 

135그램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기타 

무세 A 

51123030 그 밖의 당구포(billiard cloth) 무세 A 

51123091 기타: 1제곱미터당 중량이 300그램 이하의 것 무세 A 

51123093 기타: 1제곱미터당 중량이 300그램을 초과하는 것(의류 제조용) 무세 A 

51123094 기타: 기타(1제곱미터당 중량이 300그램을 초과하는 것) 무세 A 

51129020 의류 제조용 무세 A 

51129030 기타[표백되지 않거나 염색되지 않은 상태의 것(1제곱미터당 중량이 

135그램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1129091 기타: 1제곱미터당 중량이 300그램 이하의 것 무세 A 

51129092 기타: 1제곱미터당 중량이 300그램을 초과하는 것 무세 A 

511300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1130090 기타 무세 A 

52010000 면(카드나 코움한 것은 제외한다) 무세 A 

52021000 실(yarn)의 웨이스트(waste)[실(thread)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 

무세 A 

52029100 가닛스톡 무세 A 

52029900 기타 무세 A 

52030010 슬리버(sliver) 무세 A 

52030090 기타 무세 A 

5204111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면재봉사나 시플리 자수사 제조용) 3.5% B 

52041190 기타 5% B 

52041900 기타 무세 A 

52042000 소매용의 것 8% B 

5205111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뜨개질 편물ㆍ메리야스 편물ㆍ수편이나 

자수천 제조용으로 한정한다](소매용의 것) 

무세 A 

5205112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면재봉사나 시플리 자수사의 제조용) 무세 A 

52051190 기타 5% B 

5205121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뜨개질 편물ㆍ메리야스 편물ㆍ수편이나 

자수천 제조용으로 한정한다](소매용의 것) 

무세 A 

52051290 기타 5% B 

5205131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뜨개질 편물ㆍ메리야스 편물ㆍ수편이나 

자수천 제조용으로 한정한다](소매용의 것) 

무세 A 

52051390 기타 5% B 

5205141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뜨개질 편물ㆍ메리야스 편물ㆍ수편이나 

자수천 제조용으로 한정한다](소매용의 것) 

무세 A 

52051420 전적으로 백색이나 회색을 띤 백색의 면이나 전적으로 백색 또는 

회색을 띤 백색의 면과 백색의 폴리에스테르스테이플섬유로 만든 

것으로 링스펀(ring-spun)한 것[모크 트위스트나 헤더 얀(heather 

yarn)은 제외하며, 표백하지 않았거나 표백한 것으로 190데시텍스 

이하(미터식 번수 52.63 이상)인 메리야스편직물이나 메리야스편물 

의류 제조용]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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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5143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염색한 면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 100분의 1 이상인 것으로, 링스펀(ring-spun)한 

것(190 데시텍스 이하의 메리야스편직물이나 메리야스편물 의류 

제조용)] 

무세 A 

52051490 기타 5% B 

52051500 125데시텍스 미만의 것(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무세 A 

5205211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뜨개질 편물ㆍ메리야스 편물ㆍ수편이나 

자수천 제조용으로 한정한다](소매용의 것) 

무세 A 

52052190 기타 5% B 

5205221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뜨개질 편물ㆍ메리야스 편물ㆍ수편이나 

자수천 제조용으로 한정한다](소매용의 것) 

무세 A 

5205222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면재봉사나 시플리 자수사의 제조용),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스테이플 섬유의 길이가 평균 3센티미터 

초과인 것으로 타월 제조용) 

무세 A 

52052290 기타 5% B 

5205231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뜨개질 편물ㆍ메리야스 편물ㆍ수편이나 

자수천 제조용으로 한정한다](소매용의 것) 

무세 A 

52052390 기타 5% B 

5205241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뜨개질 편물ㆍ메리야스 편물ㆍ수편이나 

자수천 제조용으로 한정한다](소매용의 것) 

무세 A 

52052420 전적으로 백색이나 회색을 띤 백색의 면이나 전적으로 백색 또는 

회색을 띤 백색의 면과 백색의 폴리에스테르스테이플섬유로 만든 

것으로 링스펀(ring-spun)한 것[모크 트위스트나 헤더 얀(heather 

yarn)은 제외하며, 표백하지 않았거나 표백한 것으로 190데시텍스 

이하(미터식 번수 52.63 이상)인 메리야스편직물이나 메리야스편물 

의류 제조용] 

무세 A 

5205243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소매용의 것을 제외하며 링스펀(ring-

spun)되고 표백하지 않은 166 데시텍스 미만의 직물 제조용] 

무세 A 

5205244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염색한 면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 100분의 1 이상인 것으로, 링스펀된 190 

데시텍스 이하의 것으로 편물 의류나 메리야스 편직물 제조용) 

무세 A 

52052490 기타 5% B 

52052600 125데시텍스 미만 106.38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번수 80수 초과 

94수 이하) 

무세 A 

52052700 106.38데시텍스 미만 83.33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94수 

초과 120수 이하) 

무세 A 

52052800 83.33데시텍스 미만의 것(미터식 번수 120수를 초과하는 것) 무세 A 

5205311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뜨개질 편물ㆍ메리야스 편물ㆍ수편이나 

자수천 제조용으로 한정한다](소매용의 것) 이나 면재봉사나 

시플리(Schiffli) 자수사 제조용 

무세 A 

52053190 기타 5% B 

5205321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뜨개질 편물ㆍ메리야스 편물ㆍ수편이나 

자수천 제조용으로 한정한다](소매용의 것) 이나 면재봉사나 

시플리(Schiffli) 자수사 제조용 

무세 A 

52053290 기타 5% B 

52053300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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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53400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무세 A 

52053500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무세 A 

5205411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뜨개질 편물ㆍ메리야스 편물ㆍ수편이나 

자수천 제조용으로 한정한다](소매용의 것) 이나 면재봉사나 

시플리(Schiffli) 자수사 제조용 

무세 A 

52054190 기타 5% B 

5205421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뜨개질 편물ㆍ메리야스 편물ㆍ수편이나 

자수천 제조용으로 한정한다](소매용의 것) 이나 면재봉사나 

시플리(Schiffli) 자수사 제조용 

무세 A 

52054290 기타 5% B 

52054300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무세 A 

52054400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무세 A 

52054600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 106.38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94수 이하) 

무세 A 

52054700 구성하는 단사가 106.38데시텍스 미만 83.33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94수 초과 120수 이하) 

무세 A 

52054800 구성하는 단사가 83.33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20수 초과) 

무세 A 

52061100 714.29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5% B 

52061200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5% B 

52061300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5% B 

52061400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무세 A 

52061500 125데시텍스 미만의 것(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무세 A 

52062100 714.29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무세 A 

52062200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5% B 

52062300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무세 A 

52062400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무세 A 

52062500 125데시텍스 미만의 것(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무세 A 

52063100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5% B 

52063200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5% B 

52063300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무세 A 

52063400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5%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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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63500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5% B 

52064100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5% B 

52064200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5% B 

52064300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5% B 

52064400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5% B 

52064500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무세 A 

52071000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8% B 

52079000 기타 무세 A 

520811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2081210 전적으로 코움한 면사의 것[단사당 100 데시텍스 이하(단사당 

미터식 번수 100수 이상)로 셔츠와 블라우스 제조용],단사당 

60데시텍스 이하(단사당 미터식 번수 166.67수 이상)의 실로 된 

것[경사와 위사의 단사당 평균 60 데시텍스 이하(단사당 미터식 

번수 166.67수 이상)인 모든 직물을 포함하는 것)] 

무세 A 

52081220 기타(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으로서 양면이 기모가공된(brushed) 

의류 제조용) 

무세 A 

52081230 기타(의류 제조용) 무세 A 

5208124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1미터당 경사나 위사의 꼬임이 1,050회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의류 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염색과 

마무리 공정을 거친 직물만을 생산하기 위한 텍스타일 컨버터(textile 

converters)용의 것] 

무세 A 

52081290 기타 무세 A 

520813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208132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1미터당 경사나 위사의 꼬임이 1,050회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의류 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염색과 

마무리 공정을 거친 직물만을 생산하기 위한 텍스타일 컨버터(textile 

converters)용의 것] 

무세 A 

52081390 기타 무세 A 

5208191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폭이 66센티미터 이상 104센티미터 

이하이며 10센티미터당 경사 157올 이상 385올 이하, 위사 133올 

이상 275이하이고 중량이 1제곱미터당 95그램 이상의 것)으로 

냅킨[다이어퍼(diapers)] 제조용 

무세 A 

52081920 기타(의류 제조용) 무세 A 

5208193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1미터당 경사나 위사의 꼬임이 1,050회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의류 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염색과 

마무리 공정을 거친 직물만을 생산하기 위한 텍스타일 컨버터(textile 

converters)용의 것] 

무세 A 

52081990 기타 무세 A 

52082110 단사당 60데시텍스 이하(단사당 미터식 번수 166.67수 이상)의 실의 

것[경사와 위사의 단사당 평균 60데시텍스 이하(단사당 미터식 번수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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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7수 이상)인 모든 직물을 포함하는 것)] 

52082120 거즈 직물(전적으로 면의 것으로 한정한다)로 폭이 1미터 이하이며 

1제곱미터당 65그램 이하인 것으로 수지가 도포된 닦기용 천 

제조용 

무세 A 

5208213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정형외과용 캐스트ㆍ스플린트나 이와 

유사한 지지대 제조용) 

무세 A 

5208214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염색만을 위해 표백된 것으로 1미터당 

경사나 위사의 꼬임이 1,050회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의류 

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염색과 마무리 공정을 거친 직물만을 

생산하기 위한 텍스타일 컨버터(textile converters)용의 것 

무세 A 

5208215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링스펀(ring-spun)된 것으로 

감압접착테이프 제조용] 

무세 A 

520821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52082199 기타: 기타 무세 A 

52082210 전적으로 면사로 된 것[단사당 60 데시텍스 이하의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66.67수 이상의 것)],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폭이 66센티미터 이상 104센티미터 

이하의 것으로 10센티미터당 경사 157올 이상 385올 이하, 위사 

133올 이상 275이하의 것)으로 냅킨[다이어퍼(diapers)] 제조용 

무세 A 

5208222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염색만을 위해 표백된 것으로 1미터당 

경사나 위사의 꼬임이 1,050회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의류 

산업에 있어 염색과 마무리 공정을 거친 직물만을 생산하기 위한 

텍스타일 컨버터(textile converters)용의 것,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으로 매트리스 패드 제조용 

무세 A 

52082230 의류 제조용 무세 A 

52082290 기타 무세 A 

5208231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염색만을 위해 표백된 것으로 1미터당 

경사나 위사의 꼬임이 1,050회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의류 

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염색과 마무리 공정을 거친 직물만을 

생산하기 위한 텍스타일 컨버터(textile converters)용의 것 

무세 A 

520823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52082399 기타: 기타 무세 A 

52082910 단사당 60데시텍스 이하(단사당 미터식 번수 166.67수 이상)의 실의 

것[경사와 위사의 단사당 평균 60데시텍스 이하(단사당 미터식 번수 

166.67수 이상)인 모든 직물을 포함하는 것)] 

무세 A 

5208292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염색만을 위해 표백된 것으로 1미터당 

경사나 위사의 꼬임이 1,050회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의류 

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염색과 마무리 공정을 거친 직물만을 

생산하기 위한 텍스타일 컨버터(textile converters)용의 것 

무세 A 

520829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52082999 기타: 기타 무세 A 

52083110 단사당 60데시텍스 이하(단사당 미터식 번수 166.67수 이상)의 실의 

것[경사와 위사의 단사당 평균 60데시텍스 이하(단사당 미터식 번수 

166.67수 이상)인 모든 직물을 포함하는 것)] 

무세 A 

5208312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링스펀(ring-spun)된 것으로 

감압접착테이프 제조용] 

무세 A 

520831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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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83199 기타: 기타 무세 A 

52083210 헤드밴드[햇 스웨트(hat sweats)]ㆍ안감(팁과 면을 

포함한다)ㆍ모자나 캡의 챙과 보강 밴드 제조용, 

단사당 60데시텍스 이하(단사당 미터식 번수 166.67수 이상)의 실의 

것[경사와 위사의 단사당 평균 60데시텍스 이하(단사당 미터식 번수 

166.67수 이상)인 모든 직물을 포함하는 것)] 

전적으로 코움한 면사의 것[단사당 100 데시텍스 이하(단사당 

미터식 번수 100수이상)인 것으로 셔츠와 블라우스 제조용] 

무세 A 

52083290 기타 무세 A 

52083310 단사당 60데시텍스 이하(단사당 미터식 번수 166.67수 이상)의 실의 

것[경사와 위사의 단사당 평균 60데시텍스 이하(단사당 미터식 번수 

166.67수 이상)인 모든 직물을 포함하는 것)] 

무세 A 

520833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52083399 기타: 기타 무세 A 

52083930 의류 제조용 무세 A 

52083990 기타 무세 A 

52084120 의류 제조용 무세 A 

52084190 기타 무세 A 

52084210 전적으로 면사로 된 것[단사당 60 데시텍스 이하의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66.67수 이상의 것)], 

무세 A 

520842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52084299 기타: 기타 무세 A 

52084370 의류 제조용 무세 A 

52084390 기타 무세 A 

52084910 단사당 60데시텍스 이하(단사당 미터식 번수 166.67수 이상)의 실의 

것[경사와 위사의 단사당 평균 60데시텍스 이하(단사당 미터식 번수 

166.67수 이상)인 모든 직물을 포함하는 것)] 

무세 A 

520849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52084999 기타: 기타 무세 A 

520851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2085190 기타 무세 A 

52085210 전적으로 코움한 면사의 것[단사당 100 데시텍스 이하(단사당 

미터식 번수 100수 이상)로 셔츠와 블라우스 제조용], 

전적으로 면사로 된 것[단사당 60 데시텍스 이하의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66.67수 이상의 것)], 

무세 A 

5208522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양면이 기모가공된(brushed) 것으로 의류 

제조용) 

무세 A 

52085230 플란넬(flannel) 직물로서 침낭 내장 제조용(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2085290 기타 무세 A 

52085910 단사당 60데시텍스 이하(단사당 미터식 번수 166.67수 이상)의 실의 

것[경사와 위사의 단사당 평균 60데시텍스 이하(단사당 미터식 번수 

166.67수 이상)인 모든 직물을 포함하는 것)] 

무세 A 

520859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52085999 기타: 기타 무세 A 

5209111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가족용이나 레크리에이션용 텐트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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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용으로서 바닥 면적이 3제곱미터 이상 21제곱미터 이하의 것),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폭이 66센티미터 이상 104센티미터 

이하의 것으로, 10센티미터당 경사 157올 이상 385올 이하, 위사 

133올 이상 275이하의 것)으로 냅킨[다이어퍼(diapers)] 제조용 

52091120 기타(의류 제조용) 무세 A 

5209113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1미터당 경사나 위사의 꼬임이 1,050회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의류 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염색과 

마무리 공정을 거친 직물만을 생산하기 위한 텍스타일 컨버터(textile 

converters)용의 것 

무세 A 

52091190 기타 무세 A 

520912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209122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1미터당 경사나 위사의 꼬임이 1,050회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의류 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염색과 

마무리 공정을 거친 직물만을 생산하기 위한 텍스타일 컨버터(textile 

converters)용의 것 

무세 A 

52091290 기타 무세 A 

52091910 크래쉬(crash)나 헉(huck)으로 만든 타월(마무리 공정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것으로 폭이 56센티미터 이하의 것)로서 

호텔ㆍ레스토랑ㆍ기관이나 업소용의 것 

무세 A 

52091920 기타(의류 제조용) 무세 A 

5209193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1미터당 경사나 위사의 꼬임이 1,050회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의류 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염색과 

마무리 공정을 거친 직물만을 생산하기 위한 텍스타일 컨버터(textile 

converters)용의 것 

무세 A 

52091990 기타 무세 A 

5209211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폭이 66센티미터 이상 104센티미터 

이하이고 10센티미터당 경사 157올 이상 385올 이하, 위사 133올 

이상 275이하의 것)으로 냅킨[다이어퍼(diapers)] 제조용 

무세 A 

5209212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염색만을 위해 표백된 것으로 1미터당 

경사나 위사의 꼬임이 1,050회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의류 

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염색과 마무리 공정을 거친 직물만을 

생산하기 위한 텍스타일 컨버터(textile converters)용의 것 

무세 A 

52092140 의류 제조용 무세 A 

52092190 기타 무세 A 

5209221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염색만을 위해 표백된 것으로 1미터당 

경사나 위사의 꼬임이 1,050회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의류 

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염색과 마무리 공정을 거친 직물만을 

생산하기 위한 텍스타일 컨버터(textile converters)용의 것 

무세 A 

52092240 의류 제조용 무세 A 

52092290 기타 무세 A 

5209291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폭이 66센티미터 이상 104센티미터 

이하이고 10센티미터당 경사 157올 이상 385올 이하, 위사 133올 

이상 275이하의 것)으로 냅킨[다이어퍼(diapers)] 제조용 

무세 A 

5209292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염색만을 위해 표백된 것으로 1미터당 

경사나 위사의 꼬임이 1,050회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의류 

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염색과 마무리 공정을 거친 직물만을 

생산하기 위한 텍스타일 컨버터(textile converters)용의 것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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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92930 의류 제조용 무세 A 

52092990 기타 무세 A 

5209311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가족용이나 레크리에이션용 텐트 

제조용으로서 바닥 면적이 3제곱미터 이상 21제곱미터 이하의 것) 

무세 A 

5209312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두가닥의 실로 구성되고 36센티미터 

이상의 수압을 견디기 위해 주로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제외한 

재료를 침투시킨 것으로, 아이에스오(ISO) 811-1981에 기초한 분당 

60센티미터의 수압증가율에 사용되고 아이에스오(ISO) 4 이상의 

분사율의 것, 아이에스오(ISO) 4920-1981에 기초한 것으로 

20±2°C에서 증류수나 완전히 탈 이온수를 사용하여 

아이에스오(ISO) 139-1973을 기반으로 표준 온도에서 촬영한 모든 

값으로 침투 섬유가 1제곱미터당 250그램 이상 1제곱미터당 

400그램 이하이고 1제곱미터당 단가가 4.5달러 이상인 것으로 

재킷ㆍ코트나 모자 제조용] 

무세 A 

5209313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1제곱미터당 중량이 230그램 이상 

310그램 이하의 것으로 긴 바지ㆍ반바지ㆍ오버롤ㆍ스커트 및 재킷 

제조용) 

무세 A 

52093140 전적으로 면단사로 만든 것[위사가 920 데시텍스 이상이고 양면이 

기모가공된(brushed) 것으로 테일러드 카라 셔츠 제조용] 

무세 A 

52093190 기타 무세 A 

52093210 3올 능직물(탄성스트립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3 이하이고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의류 제조용) 

무세 A 

52093220 3올 능직물(폴리우레탄 탄성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 

이상이고 1제곱미터당 중량이 350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 면이 

기모가공(brushed)되고, 1제곱미터당 가격이 17달러 이상이며 

승마용 반바지 제조용) 

무세 A 

5209323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1제곱미터당 중량이 230그램 이상 

310그램 이하의 것으로 긴 바지ㆍ반바지ㆍ오버롤ㆍ스커트 및 재킷 

제조용) 

무세 A 

52093240 전적으로 면과 탄성 모노필라멘트로 만든 것(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상인 것으로 의류제조용) 

무세 A 

52093290 기타 무세 A 

5209391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양방향으로 단사로 구성되어 있고 단사당 

600데시텍스 이상 900데시텍스 이하이고 1제곱미터당 중량이 

290그램 이상 410그램 이하의 것으로 의류 제조용) 

무세 A 

52093920 전적으로 면과 탄성 모노필라멘트로 만든 것(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상인 의류제조용) 

무세 A 

52093990 기타 무세 A 

52094120 의류 제조용 무세 A 

52094190 기타 무세 A 

520942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2094290 기타 무세 A 

52094310 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염색사ㆍ수축 가공된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65그램 이상이며 매트리스나 매트리스 서포트의 

티킹(ticking) 제조용] 

무세 A 

520943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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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94399 기타: 기타 무세 A 

520949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2094990 기타 무세 A 

52095100 평직물 무세 A 

52095210 전적으로 면과 탄성 모노필라멘트로 만든 것(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상인 의류제조용) 

무세 A 

52095290 기타 4.5% B 

52095910 전적으로 면과 탄성 모노필라멘트로 만든 것(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상인 의류제조용) 

무세 A 

52095990 기타 무세 A 

52101100 평직물 4.5% B 

52101900 그 밖의 직물 4.5% B 

52102100 평직물 4.5% B 

52102900 그 밖의 직물 4.5% B 

52103100 평직물 4.5% B 

521032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4.5% B 

52103900 그 밖의 직물 4.5% B 

52104100 평직물 4.5% B 

52104911 3올이나 4올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의류 제조용 무세 A 

52104919 3올이나 4올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기타 8% B 

52104990 기타 4.5% B 

52105110 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와 혼방된 것[중량이 1제곱미터당 

90그램 초과 105그램 이하이고 폭이 226센티미터 초과 

241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침대 이불(bed comforters) 제조용] 

무세 A 

52105190 기타 4.5% B 

52105900 그 밖의 직물 4.5% B 

52111100 평직물 4.5% B 

521112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2111290 기타 8% B 

52111900 그 밖의 직물 8% B 

52112011 3올이나 4올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의류 제조용 무세 A 

52112019 3올이나 4올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기타 8% B 

52112090 기타 8% B 

52113100 평직물 8% B 

521132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2113290 기타 8% B 

52113900 그 밖의 직물 4.5% B 

521141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2114190 기타 8% B 

521142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2114290 기타 무세 A 

521143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2114390 기타 8% B 

52114900 그 밖의 직물 무세 A 

52115100 평직물 8% B 

52115210 의류 제조용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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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15290 기타 8% B 

52115900 그 밖의 직물 4.5% B 

52121120 의류 제조용 무세 A 

5212113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견과 혼방한 것) 5% B 

52121190 기타 8% B 

52121220 의류 제조용 무세 A 

5212123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견과 혼방한 것) 5% B 

52121290 기타 8% B 

52121330 의류 제조용 무세 A 

5212134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견과 혼방한 것) 5% B 

52121390 기타 8% B 

52121430 의류 제조용 무세 A 

5212144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견과 혼방한 것) 5% B 

52121490 기타 8% B 

52121520 의류 제조용 무세 A 

5212153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견과 혼방한 것) 5% B 

52121590 기타 4.5% B 

52122120 의류 제조용 무세 A 

5212213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견과 혼방한 것) 5% B 

52122190 기타 8% B 

52122220 의류 제조용 무세 A 

5212223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견과 혼방한 것) 5% B 

52122290 기타 8% B 

52122320 의류 제조용 무세 A 

5212233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견과 혼방한 것) 5% B 

52122390 기타 8% B 

52122420 의류 제조용 무세 A 

5212243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견과 혼방한 것) 5% B 

52122490 기타 4.5% B 

52122520 의류 제조용 무세 A 

5212253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견과 혼방한 것) 5% B 

52122590 기타 8% B 

53011000 생아마나 침지(沈漬)아마 무세 A 

53012100 줄기를 으깨거나 두드린 것 무세 A 

53012900 기타 무세 A 

53013000 아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무세 A 

53021000 생대마나 침지대마 무세 A 

53029000 기타 무세 A 

53031000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생것이나 침지(沈漬)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3039000 기타 무세 A 

53050000 코코넛ㆍ아바카(마닐라삼 또는 Musa 직물 Nee)ㆍ라미와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생 

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토우ㆍ노일 및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을 

포함한다)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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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61000 단사 무세 A 

5306200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무세 A 

53071000 단사 무세 A 

5307200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무세 A 

53081000 코이어사 무세 A 

53082000 대마사 무세 A 

53089010 종이실(paper yarn) 무세 A 

53089090 기타 5% B 

530911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3091190 기타 무세 A 

530919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3091990 기타 무세 A 

530921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3092190 기타 무세 A 

53092930 의류 제조용 무세 A 

53092990 기타 무세 A 

53101000 표백하지 않은 것 무세 A 

53109010 전적으로 황마로 만든 것 무세 A 

531090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53109099 기타: 기타 무세 A 

53110020 의류 제조용 무세 A 

53110090 기타 무세 A 

54011000 합성필라멘트의 것 5% B 

54012000 재생이나 반(半)합성의 필라멘트의 것 무세 A 

54021110 전적으로 폴리[파라-페닐렌테레프탈아미드(p-

phenyleneterephthalamide)]로 만든 것으로 갑옷이나 보호용 의류 

제조용 

무세 A 

54021190 기타 5% B 

54021910 전적으로 나일론으로 만든 것(200데시텍스 이상 500데시텍스 

이하의것으로 34 이상 68 이하의 필라멘트를 포함하며, 1미터당 

꼬임이 50이하인 직물이나 메리야스 편직물 제조용) 

무세 A 

54021990 기타 5% B 

54022010 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늘림 처리된 것으로 180데시텍스 

이하의 것) 

무세 A 

54022020 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단사ㆍ플랫(flat)ㆍ늘림 처리된 

것으로 1700데시텍스 이하이고 1미터당 5회 이하로 꼰 것] 

무세 A 

54022090 기타 5% B 

54023110 전적으로 나일론으로 만든 것(단사당 250데시텍스 이하의 것으로 

수영복과 그 밖의 환편직물 제조용) 

무세 A 

54023120 나일론으로 만든 것으로 50 데시텍스 이상 250 데시텍스 이하의 

것[13 이상 68 이하의 나일론 필라멘트와 1 스판덱스(엘라스테인) 

필라멘트를 함유하는 것으로 직물이나 메리야스 편직물의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4023130 전적으로 나일론으로 만든 것으로서 175 데시텍스 이상 500 

데시텍스 이하의 것(68 이상 234 이하의 필라멘트를 함유하는 

것으로 직물이나 메리야스 편직물의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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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23190 기타 5% B 

54023210 전적으로 폴리[파라-페닐렌테레프탈아미드(p-

phenyleneterephthalamide)]로 만든 것으로 갑옷이나 보호용 의류 

제조용 

무세 A 

54023290 기타 5% B 

54023310 폴리에스테르의 함유량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1,000 데시텍스 

이하인 것으로 두께가 불규칙한 슬러브(slub), 고리(loops)나 이와 

유사한 것(1제곱미터당 100그램 이하인 커튼 제조용), 

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72데시텍스 이상 111데시텍스 

이하로서 직물 레이블 제조용), 

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111데시텍스 이상 222데시텍스 

이하로서 광택 공정을 거친 직물 레이블 제조용), 

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단사당 250데시텍스 이하인 

수영복이나 그 밖의 환편직물 제조용) 

무세 A 

54023320 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표백하였거나 표백하지 않은 

것으로 70데시텍스 이상 570데시텍스 이하로 30 이상 140 이하의 

필라멘트를 포함하며, 꼬임을 하지 않았거나 꼬임을 한것(1미터당 

5회 이하)으로 직물이나 메리야스 편직물이나 바느질용 실의 

제조용] 

무세 A 

54023390 기타 5% B 

54023410 멀티필라멘트의 단사로 전적으로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것으로서, 

텍스쳐드와 늘림 처리된 1미터당 50회를 초과하는 "에스(S)"꼬임의 

것(1,680 데시텍스 이상 3,215 데시텍스 이하의 것으로 러그 

제조용) 

무세 A 

54023420 멀티필라멘트의 단사로 전적으로 폴리프로필렌으로 텍스쳐드된 

것(715 데시텍스 이상 2290 데시텍스 이하의 것으로 직물 제조용) 

무세 A 

54023490 기타 5% B 

54023900 기타 5% B 

54024400 탄성사 무세 A 

54024500 기타(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4024600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방향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4024700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4024800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4024900 기타 무세 A 

54025110 195데시텍스 미만의 것 무세 A 

54025190 기타 5% B 

54025210 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75데시텍스 이상  80데시텍스 

이하이며 실(yarn)당 24 필라멘트를 가지고 있는 것) 

무세 A 

54025291 기타: 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늘림 처리되고 180데시텍스 

이하의 것), 

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72데시텍스 이상 111데시텍스 

이하의 직물 레이블 제조용), 

폴리에스테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1,000 

데시텍스 이하인 것으로 두께가 불규칙한 슬러브(slub), 

고리(loops)나 이와 유사한 것(1제곱미터당 100그램 이하인 커튼 

제조용)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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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25299 기타: 기타 5% B 

54025910 전적으로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것[933데시텍스나 

1,866데시텍스의것으로 웨빙(Webbing)직물 제조용(폭이 7센티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4025990 기타 5% B 

540261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5% B 

54026210 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의 것(늘림 처리되고 180데시텍스 이하의 

것,폴리에스테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1,000 

데시텍스 이하인 것으로 두께가 불규칙한 슬러브(slub), 

고리(loops)나 이와 유사한 것(1제곱미터당 100그램 이하인 커튼 

제조용) 

무세 A 

54026290 기타 5% B 

54026910 전적으로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것(늘림 처리된 것으로 

160데시텍스 이상 950데시텍스 이하인 실내장식용 직물 제조용) 

무세 A 

54026990 기타 5% B 

54031000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4033100 비스코스 레이온으로 만든 것(꼬임이 없거나 꼬임이 1미터당 120회 

이하로 꼰 것) 

무세 A 

54033200 비스코스 레이온으로 만든 것(꼬임이 1미터당 120회 초과인 것) 무세 A 

540333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무세 A 

54033900 기타 무세 A 

540341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무세 A 

540342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무세 A 

54034900 기타 무세 A 

54041100 탄성사 무세 A 

54041200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4041900 기타 무세 A 

54049000 기타 무세 A 

54050000 재생ㆍ반합성의 모노필라멘트로(67데시텍스 이상이며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스트립과 이와 유사한 

것(예를 들어, 재생이나 반합성의 스트로우로서, 재생이나 반합성의 

재료로 된 것으로 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무세 A 

54060010 합성필라멘트사 8% B 

54060090 기타 무세 A 

54071010 벨팅(나일론ㆍ폴리에스테르 또는 아라미드로 만든 것으로 두께가 

2.8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폭이 3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컨베이어 벨트 제조용), 

탄산칼륨이나 암염 성분의 탐사ㆍ발굴ㆍ개발이나 수행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제16부ㆍ제40류ㆍ제73류ㆍ제90류나 

제5910호ㆍ제8705호(자동차 섀시의 일부와 이들의 부분품은 

제외한다) 제조용,  

선박이나 보트의 돛의 휘장 제조용, 

선박이나 보트의 돛 제조용, 

양각 여부와 상관없이 사다리꼴 횡단면[브이(V)나 멀티 브이(multi 

V)]의 벨트를 제외하고 전동용 벨트 제조용의 전동용 벨팅 

무세 A 

54071020 기타(컨베이어나 전동용 벨트나 벨팅 제조용으로 고무를 함유하는 6.5%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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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54071090 기타 4.5% B 

54072010 전적으로 폴리에틸렌 스트립으로 만든 것(경사나 위사의 스트립이 

둘 이상의 다른 색상이거나 같은 색상에 다른 색조를 가진 것으로 

구성된 어쿠스틱 패널의 외부 커버링 제조용), 

전적으로 폴리프로필렌 스트립으로 만든 것으로 기계식의 터프트한 

양탄자 제조용 

무세 A 

540720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54072099 기타: 기타 4.5% B 

540730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4073090 기타 8% B 

54074110 전적으로 비(非)텍스처드의 78데시텍스의 나일론 필라멘트 단사로 

만든 것[한쪽 면에 캐나다에서 셀룰러가 아닌(non-cellular) 

폴리우레탄으로 도포한 것으로서 가족용이나 레크리에이션용 

텐트(바닥 면적이 3제곱미터 이상 21제곱미터 이하의 것)나 텐트 

플라이 제조용] 

무세 A 

54074190 기타 4.5% B 

54074210 전적으로 비(非)텍스처드의 78데시텍스의 나일론 필라멘트 단사로 

만든 것[한쪽 면에 캐나다에서 셀룰러가 아닌(non-cellular) 

폴리우레탄으로 도포한 것으로서 가족용이나 레크리에이션용 

텐트(바닥 면적이 3제곱미터 이상 21제곱미터 이하의 것)나 텐트 

플라이 제조용] 

무세 A 

54074220 주로 비(非)텍스처드의 나일론 필라멘트 단사의 것[한쪽 면에 

셀룰러가 아닌(non-cellular) 폴리우레탄으로 도포되고 도포된 

직물의 중량이 1제곱미터당 72그램 이하의 가족이나 

레크리에이션용 텐트(바닥 면적이 3제곱미터 이상 21제곱미터 

이하의 것)나 텐트 플라이 제조용] 

무세 A 

54074290 기타 4.5% B 

540743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8% B 

54074400 날염한 것 8% B 

54075110 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로 만든 것(1미터당 경사나 위사의 

꼬임이 1,050회 이상이고 1제곱미터당 중량이 300그램이하의 

것으로 의류 제조를 위한 염색 직물 생산용) 

무세 A 

54075120 백색이나 회색을 띤 백색(off-white)의 새틴 능직물[전적으로 

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로 직조된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신부용의 백색이나 회색을 띤 

백색(off-white)의 웨딩드레스 제조용] 

무세 A 

54075130 기타[텍스처드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로 만든 것으로 

에이ㆍ에스ㆍ티ㆍ엠(ASTM: 미국재료실험협회) 디(D) 3107-75의 

규격에 따라 경사에는 최소 100분의 4, 위사에는 최소 100분의 

12의 스트레치가 있는 것으로 핫-멜트 접착제가 부분적으로 

도포되어 있고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95그램 이하의 

의류 제조용] 

무세 A 

54075190 기타 4.5% B 

54075211 금속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 미만이고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5 미만, 아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미만인 것으로 성직자나 기독교의 의류나 성직자의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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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과 교회 장식용 가구제품 제조용: 의류 제조용 

54075219 금속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 미만이고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5 미만, 아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미만인 것으로 성직자나 기독교의 의류나 성직자의 

의상과 교회 장식용 가구제품 제조용: 기타 

6.5% B 

54075220 백색이나 회색을 띤 백색(off-white)의 새틴 능직물[전적으로 

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로 직조된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신부용의 백색이나 회색을 띤 

백색(off-white)의 웨딩드레스 제조용] 

무세 A 

54075230 전적으로 텍스처드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로 만든 

것(1제곱미터당 중량이 225그램 이하인 것으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으로 턱시도의 가두리 치장이나 브레이드(braid) 

제조용의 것 

무세 A 

54075290 기타 무세 A 

540753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4.5% B 

54075410 1제곱미터당 중량이 75그램 초과 90그램 이하인 것으로 침낭 

내장재 제조용 

무세 A 

54075490 기타 4.5% B 

54076111 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 단사[75데시텍스 이상 80데시텍스 이하인 

것으로 실(yarn)당 24 필라멘트를 가지고, 1미터당 900회 이상 꼰 

것]로 만든 것: 컨베이어나 전동용 벨트 또는 벨팅 제조용(고무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4076119 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 단사[75데시텍스 이상 80데시텍스 이하인 

것으로 실(yarn)당 24 필라멘트를 가지고, 1미터당 900회 이상 꼰 

것]로 만든 것: 기타 

8% B 

54076120 전적으로 비(非)텍스처드한 폴리에스테르 싱글 필라멘트로 만든 

것(염색한 것으로 위사와 경사가 1미터당 1,250회를 초과하여 꼰 

것(경사의 에스(S) 꼬임사와 위사의 두 개의 에스(S) 꼬임사 두 

개의 제트(Z) 꼬임사로 교차하는 방식)으로 직조된 약 63도 정도의 

가파른 능직인 3/2 라이트핸드(light hand) 능직을 가지는 

것(1제곱미터당 250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의류제조용) 

무세 A 

54076193 기타: 컨베이어나 전동용 벨트나 벨팅 제조용(고무를 포함한 것에 

한정한다) 

무세 A 

54076194 기타: 백색이나 회색을 띤 백색(off-white) 직물[전적으로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모노필라멘트사와 비(非)텍스처드한 

폴리에스테르 멀티필라멘트사로 직조된 것으로 실(yarn)당 두개의 

필라멘트를 가진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5그램 이하인 

것으로 신부용의 백색이나 회색을 띤 백색(off-white)의 웨딩드레스 

제조용]  

무세 A 

54076195 기타: 파유(faille)ㆍ조젯(georgette) 또는 크레이프 드 신(crepe de 

Chine)의 것[전적으로 비(非)텍스처드한 폴리에스테르사로 만든 

것으로서 경사나 위사의 꼬임이 1미터당 1,250회를 초과하고 

50데시텍스 이상 180데시텍스 이하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90그램 

이상 120그램 이하인 것(의류 제조용)  

무세 A 

54076196 기타: 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로 만든 것으로서 경사나 

위사의 꼬임이 1미터당 1,050회 이상인 것으로 표백하지 않거나 

표백한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300그램 이하인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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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의류제조용의 염색직물 생산용) 

54076197 기타: 평직물[전적으로 비(非)텍스처드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와 

탄성 필라멘트(오직 위사에만 탄성사가 있는 것)가 혼방된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90그램 미만인 것[슈트, 조끼(웨이스트코트), 

재킷(스포츠코트와 블레이저)과 긴 바지의 안감 제조용] 

무세 A 

54076199 기타: 기타 무세 A 

54076910 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로 만든 것으로서 경사나 위사의 

꼬임이 1미터당 1,050회 이상인 것으로 표백하지 않거나 표백한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300그램 이하인 것(의류제조용의 

염색직물 생산용) 

무세 A 

54076920 기타: 백색이나 회색을 띤 백색(off-white) 직물[전적으로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모노필라멘트 경사와 비(非)텍스처드한 

폴리에스테르 멀티필라멘트사가 줄무늬를 이루며 교차하는 방식으로 

직조된 것으로 실(yarn)당 두개의 필라멘트를 가진 것과, 

1제곱미터당 중량이 62그램 이하인 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멀티필라멘트사로 된 것으로 신부용의 백색이나 회색을 띤 

백색(off-white)의 웨딩드레스 제조용]  

무세 A 

54076930 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나 폴리프로필렌을 혼방한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매트리스나 매트리스 서포트의 티킹(ticking) 제조용 

무세 A 

54076940 위사(꼬지 않고 텍스처드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와 경사[꼬지 

않고 비(非)텍스처드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로 직조한 염색한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55그램 이하로 긴 바지의 무릎 안감 

제조용) 

무세 A 

54076950 경사[비(非)텍스처드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와 

위사(텍스처드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와 탄성사)로 직조한 

새틴직물로 염색한 것(1제곱미터당 중량이 132그램 이하로 

드레스ㆍ스커트ㆍ조끼ㆍ블라우스ㆍ탑과 스카프 제조용) 

무세 A 

54076990 기타 4.5% B 

54077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5% B 

54077200 염색한 것 4.5% B 

54077310 전적으로 폴리프로필렌과 혼방한 폴리에스테르의 것(매트리스나 

매트리스 서포트의 티킹(ticking) 제조용) 

무세 A 

54077390 기타 4.5% B 

54077400 날염한 것 4.5% B 

54078110 직물류(주로 면과 혼방한 폴리에스테르나 나일론 필라멘트를 

함유하는 직물을 제외하며 의류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4078190 기타 4.5% B 

54078210 헤드밴드(햇 스웨트)ㆍ안감(팁과 면을 포함한다)ㆍ챙 및 보강 

밴드(모자나 캡의 것) 제조용 

무세 A 

54078291 기타: 직물류(주로 면과 혼방한 폴리에스테르나 나일론 필라멘트를 

함유하는 직물을 제외하며 의류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4078299 기타: 기타 4.5% B 

54078310 나일론으로 만든 6올 파사문직의 직물[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탄성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고 1 제곱미터당 중량이 350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 면이 

기모가공된(brushed) 것(1제곱미터당 가격이 17달러 이상인 승마용 

바지 제조용)]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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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78391 기타: 직물류(주로 면과 혼방한 폴리에스테르나 나일론 필라멘트의 

직물을 제외하며, 의류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4078399 기타: 기타 4.5% B 

54078410 직물류(주로 면과 혼방한 폴리에스테르나 나일론 필라멘트의 직물을 

제외하며, 의류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4078490 기타 4.5% B 

54079110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나 비스코스 레이온 필라멘트와 혼방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나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5 이상이고, 그 밖의 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하이며 미터당 경사나 위사의 꼬임이 500회 이상,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상 310그램 이하인 의류 제조용 

무세 A 

54079120 표백하지 않거나 표백한 평직물(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폴리에스테르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5 이상인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이며, 폭이 183센티미터 이상으로 

염색이나 날염하여 아래의 침구용품 제조에 사용하는 것): 

침대이불ㆍ이불ㆍ장식용 베갯잇 및 베드 스커트 

무세 A 

54079190 기타 8% B 

54079210 견이나 견웨이스트(wast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5 

이상인 것[양모나 털(hair)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의류 제조용의 

것] 

무세 A 

54079220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나 비스코스 레이온 필라멘트와 혼방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나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5 이상이고, 그 밖의 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하이며 미터당 경사나 위사의 꼬임이 500회 이상,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상 310그램 이하인 의류 제조용 

무세 A 

54079230 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혼방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로 

만든 능직물의 것[스웨이드와 같이 제조하기 위하여 양면에 

어브레이드(abraded) 처리한 것으로 의류제조용]  

무세 A 

54079240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로 만든 것[스웨이드와 같이 제조하기 위하여 

앞면을 기모가공(brushed)한 것으로 폴리에스테르와 면섬유로 

구성된 편물을 함유한 뒷면 재료 층과 결합된 것(의자의 

속ㆍ용수철ㆍ커버 등을 댄 가구 제조용)] 

무세 A 

54079290 기타 무세 A 

54079310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나 비스코스 레이온 필라멘트와 혼방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나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5 이상이고, 그 밖의 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하이며 미터당 경사나 위사의 꼬임이 500회 이상,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상 310그램 이하인 의류 제조용 

무세 A 

54079320 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혼방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로 

만든 능직물의 것[스웨이드와 같이 제조하기 위하여 양면에 

어브레이드(abraded) 처리한 것으로 의류제조용]  

무세 A 

54079330 전적으로 폴리노직레이온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로 만든 것[2개의 플라이(ply)로 된 경사와 

단일의 위사로 된 것으로 단사당 190데시텍스 이상 250데시텍스 

이하이고, 스테이플섬유는 하나의 스테이플 섬유당 2.4데시텍스 

이하인 것(1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남성용 

반바지와 긴 바지 제조용]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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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79340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로 만든 

것[스웨이드와 같이 제조하기 위하여 앞면을 기모가공한(brushed) 

것으로 폴리에스테르와 면섬유로 구성된 직물을 함유한 뒷면 재료 

층과 결합된 것(의자의 속ㆍ용수철ㆍ커버 등을 댄 가구 제조용)] 

무세 A 

54079350 3올 능직물(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인 경사와 비스코스 레이온 

필라멘트인 위사의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의류 제조용) 

무세 A 

54079390 기타 4.5% B 

54079410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폴리에스테르의 것[1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 이하인 것으로 매트리스나 매트리스 서포트의 티킹(ticking) 

제조용] 

무세 A 

54079490 기타 4.5% B 

540810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4081090 기타 무세 A 

54082140 의류 제조용 무세 A 

54082190 기타 무세 A 

54082211 헤드밴드(햇 스웨트)ㆍ안감(팁과 면을 포함한다)ㆍ챙 및 보강 

밴드(모자나 캡의 것) 제조용: 구리암모늄레이온의 것 

무세 A 

54082219 헤드밴드(햇 스웨트)ㆍ안감(팁과 면을 포함한다)ㆍ챙 및 보강 

밴드(모자나 캡의 것) 제조용: 기타 

무세 A 

54082223 구리암모늄레이온의 것: 의류 제조용 무세 A 

54082229 구리암모늄레이온의 것: 기타 무세 A 

540822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54082299 기타: 기타 무세 A 

54082311 구리암모늄레이온의 것: 의류 제조용 무세 A 

54082319 구리암모늄레이온의 것: 기타 무세 A 

540823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54082399 기타: 기타 무세 A 

54082412 구리암모늄레이온의 것: 의류 제조용 무세 A 

54082419 구리암모늄레이온의 것: 기타 무세 A 

54082492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54082499 기타: 기타 무세 A 

54083140 의류 제조용 무세 A 

54083190 기타 무세 A 

54083260 의류 제조용 무세 A 

54083290 기타 무세 A 

54083330 의류 제조용 무세 A 

54083390 기타 무세 A 

54083430 의류 제조용 무세 A 

54083490 기타 무세 A 

5501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무세 A 

5501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무세 A 

5501300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의 것 무세 A 

55014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무세 A 

55019000 기타 무세 A 

55020000 재생ㆍ반합성필라멘트토우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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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31100 아라미드의 것 무세 A 

55031900 기타 무세 A 

5503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무세 A 

5503300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의 것 무세 A 

55034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무세 A 

55039000 기타 무세 A 

55041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무세 A 

55049000 기타 무세 A 

55051000 합성섬유의 것 무세 A 

55052000 재생ㆍ반합성섬유의 것 무세 A 

5506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무세 A 

5506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무세 A 

5506300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의 것 무세 A 

55069000 기타 무세 A 

55070000 재생ㆍ반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ㆍ코움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5081010 폴리에스테르나 아라미드 스테이플 섬유의 것 5% B 

55081090 기타 무세 A 

55082000 재생ㆍ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것 무세 A 

55091100 단사 5% B 

55091210 아라미드로 만든 스트레치-브로콘(stretch-broken)[(토우-투-

톱)(tow-to-top)] 방적사 

무세 A 

55091290 기타 5% B 

55092110 두께가 일정하지 않은 슬러브(slubs), 고리(loops)나 이와 유사한 

것[1,000데시텍스 이하(미터식 번수로 10 이상)인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커튼 제조용] 

무세 A 

55092190 기타 5% B 

55092220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스트레치-브로콘(stretch-broken)[(토우-투-

톱)(tow-to-top)] 방적사 

무세 A 

55092230 기타(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의 것) 5% B 

55092290 기타 5% B 

55093100 단사 5% B 

55093210 전적으로 아크릴 스테이플 섬유의 것(표백하지 않고 감아놓은 

형태의 것으로 단사당 450데시텍스 이하이며 단사당 미터식 번수 

22.2수 이상의 것으로 벌크 상태의 염색한 아크릴사 제조용) 

무세 A 

55093290 기타 5% B 

55094110 두께가 일정하지 않은 슬러브(slub), 고리(loops)나 이와 유사한 

것(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1,000데시텍스 이하의 미터식 번수 10 이상인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커튼 제조용) 

무세 A 

55094190 기타 5% B 

5509420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 B 

550951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재생ㆍ반합성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무세 A 

55095210 전적으로 코움한 양모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것(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이상인 코움한 직물 제조용) 

무세 A 

55095290 기타 5%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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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95310 전적으로 백색이나 회색의 면과 백색의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것으로 백색의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ㆍ싱글ㆍ링스펀(ring-spun)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 

이하인 것[모크 트위스트(mock twist)나 헤더사(heather yarns)의 

것은 제외한다]으로 표백하지 아니하였거나 표백한 것을 불문하며 

190데시텍스 이하의(미터식 번수 52.63수 이상의 것) 니트 원단이나 

니트 의류 제조용 

무세 A 

55095320 전적으로 백색이나 회색의 면과 백색의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것으로 백색의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ㆍ싱글ㆍ코움된 

것ㆍ링스펀(ring-spun)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인 

것[모크 트위스트(mock twist)나 헤더사(heather yarns)의 것은 

제외한다]으로 표백하지 아니하였거나 표백한 것을 불문하며 

492데시텍스(12s 면번수)ㆍ328데시텍스(18s 면번수)나 

246데시텍스(24s 면번수)인 의류 제조용 

무세 A 

55095330 전적으로 백색이나 회색의 면과 백색의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것으로 백색의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ㆍ싱글ㆍ코움된 

것ㆍ링스펀(ring-spun)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2인 

것[모크 트위스트(mock twist)나 헤더사(heather yarns)의 것은 

제외한다]으로 표백하지 아니하였거나 표백한 것을 불문하며 

492데시텍스(12s 면번수)ㆍ328데시텍스(18s 면번수)나 

246데시텍스(24s 면번수)인 의류 제조용 

무세 A 

55095340 전적으로 백색이나 회색의 면과 백색의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것으로 백색의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ㆍ싱글ㆍ코움된 

것ㆍ링스펀(ring-spun)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5인 

것[모크 트위스트(mock twist)나 헤더사(heather yarns)의 것은 

제외한다]으로 표백하지 아니하였거나 표백한 것을 불문하며 

492데시텍스(12s 면번수)ㆍ328데시텍스(18s 면번수)나 

246데시텍스(24s 면번수)인 의류 제조용 

무세 A 

55095390 기타 5% B 

55095900 기타 무세 A 

550961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5% B 

550962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5% B 

55096900 기타 무세 A 

550991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5% B 

550992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5% B 

55099900 기타 5% B 

55101110 전적으로 재생ㆍ반합성 스테이플 섬유로 만든 것(아세테이트섬유는 

제외한다)이나 천연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으로만 혼방한 것(210데시텍스 이하로 원형편직 의류 제조용) 

무세 A 

55101190 기타 5% B 

55101210 전적으로 비스코스레이온의 것[단사당 175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메트리스 커버(ticking)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5101290 기타 5% B 

55102010 비스코스 레이온 섬유와 산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으로 의류의 인터라이닝(interlining) 직물 제조용 

무세 A 

55102090 기타 5% B 

55103010 재생ㆍ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아세테이트 섬유를 제외한다)의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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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단사(전적으로 면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210데시텍스 미만으로 원형편직 의류 직물 제조용) 

55103090 기타 5% B 

55109000 그 밖의 실 5% B 

5511100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8% B 

5511200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8% B 

55113000 재생ㆍ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의 것 무세 A 

55121110 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것(가족이나 

레크리에이션용 텐트 제조용으로 바닥 면적이 3제곱미터 이상 

21제곱미터 이하의 것) 

무세 A 

55121130 전적으로 면과 혼방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직물의 

것[표백하지 아니하였거나 표백한 것ㆍ링스펀 한 것ㆍ미터식 

꼬임([미터당 횟수] x [텍스의 제곱근] x 0.01)이 경사나 위사로 45 

이상인 것으로 직물가공업자들이 의류와 신발 산업용으로서 염색과 

마무리 공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51211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55121199 기타: 기타 8% B 

55121910 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것(가족이나 

레크리에이션용 텐트 제조용으로서 바닥 면적이 3제곱미터 이상 

21제곱미터 이하의 것) 

무세 A 

55121991 기타: 직물(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것은 

제외한다)로 의류 제조용 

무세 A 

55121999 기타: 기타 4.5% B 

551221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5122190 기타 8% B 

55122910 평직물(전적으로 2연합사의 아크릴 스테이플 섬유로 단사당 

295데시텍스 이상 315데시텍스 이하이며 1제곱미터당 중량이 

280그램 이상 320그램 이하의 것으로 차양이나 양산 제조용)  

무세 A 

551229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55122999 기타: 기타 8% B 

55129110 직물(아라미드 섬유의 직물은 제외한다)(의류 제조용) 무세 A 

55129190 기타 8% B 

55129910 바이날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3 이상이고 

폴리노직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3 이상인 

것으로 알루미늄 공장의 고온의 환경에서 사용할 보호용 의류 

제조용 

무세 A 

55129991 기타: 직물(아라미드 섬유의 직물은 제외한다)(의류 제조용) 무세 A 

55129999 기타: 기타 8% B 

55131120 전적으로 면과 혼방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직물의 

것[표백하지 아니하였거나 표백한 것ㆍ링스펀 한 것ㆍ미터식 

꼬임([미터당 횟수] x [텍스의 제곱근] x 0.01)이 경사나 위사로 45 

이상인 것으로 직물가공업자들이 의류와 신발 산업용으로서 염색과 

마무리 공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5131130 평직물로 다음의 침구류 제작에 사용되는 것(표백하지 아니하였거나 

표백한 것으로 전적으로 면과 혼방된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5 이상인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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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폭이 183센티미터 이상이고 

염색하거나 날염한 것): 이불ㆍ솜이불ㆍ배겟잇 장식 및 침대보 

551311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55131199 기타: 기타 8% B 

55131210 전적으로 면과 혼방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직물의 

것[표백하지 아니하였거나 표백한 것ㆍ링스펀 한 것ㆍ미터식 

꼬임([미터당 횟수] x [텍스의 제곱근] x 0.01)이 경사나 위사로 45 

이상인 것으로 직물가공업자들이 의류와 신발 산업용으로서 염색과 

마무리 공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51312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55131299 기타: 기타 8% B 

55131310 전적으로 면과 혼방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직물의 

것[표백하지 아니하였거나 표백한 것ㆍ링스펀 한 것ㆍ미터식 

꼬임([미터당 횟수] x [텍스의 제곱근] x 0.01)이 경사나 위사로 45 

이상인 것으로 직물가공업자들이 의류와 신발 산업용으로서 염색과 

마무리 공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51313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55131399 기타: 기타 8% B 

55131900 그 밖의 직물 4.5% B 

551321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것(평직으로 한정한다) 4.5% B 

55132311 3올이나 4올 능직물(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것으로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전 중량의 100분의 60 이상의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면섬유와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의 탄성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하며, 4올 능직의 

경사가 단사당 170데시텍스 이상 180데시텍스 이하이고 위사가 

단사당 315데시텍스 이상 333데시텍스 이하이면서 경사 

10센티미터당 423수 이상 447수 이하, 그리고 위사 10센티미터당 

246수 이상 262수 이하인 것(1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 이하이고 

1제곱미터당 가격이 7.50달러 이상인 것으로 단체복이나 하이킹 

팬츠와 반바지나 자전거 여행용 반바지 제조용) 

무세 A 

55132319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3올이나 4올 능직물(파사문직을 

포함한다): 기타 

4.5% B 

551323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55132399 기타: 기타 8% B 

55132910 직물(의류 제조용으로 나일론스테이플섬유, 면과 나일론 필라멘트를 

포함하는 것은 제외한다)(의류 제조용) 

무세 A 

55132990 기타 4.5% B 

55133120 의류 제조용 무세 A 

55133190 기타 8% B 

55133911 3올이나 4올 능직물(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것으로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직물의 것: 의류 제조용 

무세 A 

55133919 3올이나 4올 능직물(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것으로 

파사문직을 포함한다),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직물의 것: 기타 

8% B 

551339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55133999 기타: 기타 8% B 

55134110 전적으로 면과 혼방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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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박직린(seersucker)의 것이나 이와 유사한 주름 줄무늬가 있는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의류 제조용] 

55134120 전적으로 면과 혼방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것(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의류 제조용) 

무세 A 

55134130 전적으로 면과 혼방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것(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침낭 제조용) 

무세 A 

55134190 기타 4.5% B 

5513491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직물(3올이나 4올 능직물을 제외하고 

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로 의류 제조용 

무세 A 

55134990 기타 4.5% B 

55141110 전적으로 면과 혼방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직물의 

것[표백하지 아니하였거나 표백한 것ㆍ링스펀 한 것ㆍ미터식 

꼬임([미터당 횟수] x [텍스의 제곱근] x 0.01)이 경사나 위사로 45 

이상인 것으로 직물가공업자들이 의류와 신발 산업용으로서 날염과 

마무리 공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51411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55141199 기타: 기타 4.5% B 

55141210 전적으로 면과 혼방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직물의 

것[표백하지 아니하였거나 표백한 것ㆍ링스펀 한 것ㆍ미터식 

꼬임([미터당 횟수] x [텍스의 제곱근] x 0.01)이 경사나 위사로 45 

이상인 것으로 직물가공업자들이 의류와 신발 산업용으로서 염색과 

마무리 공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5141290 기타 4.5% B 

55141910 의류제조용, 

전적으로 면과 혼방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그 밖의 

직물의 것[표백하지 아니하였거나 표백한 것ㆍ링스펀 한 것ㆍ미터식 

꼬임([미터당 횟수] x [텍스의 제곱근] x 0.01)이 경사나 위사로 45 

이상인 것으로 직물가공업자들이 의류와 신발 산업용으로서 염색과 

마무리 공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5141990 기타 4.5% B 

551421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으로 한정한다) 4.5% B 

55142210 전 중량의 100분의 60 이상의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면섬유와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의 

탄성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하며 4올 능직의 경사가 단사당 

170데시텍스 이상 180데시텍스 이하이고 위사가 단사당 

315데시텍스 이상 333데시텍스 이하이면서 경사 10센티미터당 

423수 이상 447수 이하, 그리고 위사 10센티미터당 246수 이상 

262수 이하인 것(1제곱미터당 중량이 300그램 이하이고 

1제곱미터당 가격이 7.50달러 이상인 것으로 단체복이나 하이킹 

팬츠와 반바지나 자전거 여행용 반바지 제조용) 

무세 A 

55142290 기타 4.5% B 

551423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5142390 기타 8% B 

551429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5142990 기타 4.5% B 

5514301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올이나 4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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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430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55143099 기타: 기타 4.5% B 

551441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으로 한정한다) 4.5% B 

551442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올이나 4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8% B 

551443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5144390 기타 8% B 

551449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5144990 기타 8% B 

55151110 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비스코스 레이온 스테이플 섬유의 

것이나 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 섬유ㆍ비스코스 레이온섬유와 아마의 

것(경사나 위사의 미터당 꼬임이 1,050회 이상의 것으로 표백하지 

아니하였거나 표백되고 1제곱미터당 중량이 300그램 이하인 의류 

제조용 염색 직물 생산용) 

무세 A 

55151120 전 중량의 100분의 60 이상의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레이온 스테이플 섬유,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이하의 탄성 모노필라멘트와의 혼방된 것으로 경사와 

위사가 2종의 사로 구성되고 탄성 모노필라멘트와 결합된 것으로, 

미터당 꼬임이 450회 이상이고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상인 

의류 제조용 

무세 A 

55151130 의류 제조용(1제곱미터당 중량이 30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5151190 기타 4.5% B 

55151210 직물(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의류 제조용) 

무세 A 

55151220 폴리우레탄이 침투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실과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실의 직물로서 인터널 롤러 쉐이드 

시스템(internal roller shade systems) 제조용  

무세 A 

55151230 평직물(전 중량의 100분의 60을 비(非)텍스쳐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를 위사로 100분의 40을 비(非)텍스쳐드의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를 경사로 둔 것으로, 브러시트 또는 

냅트된 것, 표백ㆍ날염이나 염색된 것에 한하며 1제곱미터당 중량이 

50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의 침구류 제조용) 

무세 A 

5515124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평직물(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의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를 위사로, 100분의 20 이상의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실을 경사로 둔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40그램 이하의 남성용과 소년용 수트 재킷, 블레이저나 스포츠 

자켓 제조용) 

무세 A 

55151290 기타 4.5% B 

55151310 모자나 캡의 헤드밴드[햇 스웨트(hat sweats)]ㆍ안감[팁(tip)과 면을 

포함한다]ㆍ피크(peaks)와 보강 밴드 제조용 

무세 A 

55151320 버어진 카드한 양모나 카드한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이면서 단일의 인조섬유를 포함하는 

것(1제곱미터당 중량이 300그램 이하이고 1제곱미터당 가격이 

5.98달러 이상인 것으로서 의류 제조용) 

무세 A 

55151391 기타: 의류 제조용(특정 그룹의 멤버임을 나타내는 유니폼은 

제외한다)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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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51399 기타: 기타 무세 A 

551519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5151990 기타 8% B 

55152110 직물(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 및 아크릴 

스테이플 섬유를 포함한 직물은 제외한다)(의류 제조용) 

무세 A 

55152190 기타 8% B 

551522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무세 A 

551529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5152990 기타 8% B 

551591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5159190 기타 8% B 

55159911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의류 

제조용 

무세 A 

55159919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기타 8% B 

55159991 기타: 직물(아라미드 스테이플 섬유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의류 

제조용) 

무세 A 

55159999 기타: 기타 8% B 

55161110 전적으로 레이온의 것(표백한 것으로 폭이 280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0센티미터당 경사와 위사의 합이 1,060 이상인 것으로 

침대시트ㆍ이불커버ㆍ베개 커버ㆍ쿠션과 쿠션커버 제조용) 

무세 A 

55161190 기타 4.5% B 

55161210 직물(전적으로 라이오셀 스테이플 섬유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의류 제조용) 

무세 A 

55161291 기타: 전적으로 레이온의 것(표백한 것으로 폭이 280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0센티미터당 경사와 위사의 합이 1,085 이상인 것으로 

침대시트ㆍ이불커버ㆍ베개 커버ㆍ쿠션과 쿠션커버 제조용) 

무세 A 

55161299 기타: 기타 8% B 

551613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5161390 기타 8% B 

55161420 직물(전적으로 라이오셀 스테이플 섬유의 것은 제외한다)(의류 

제조용) 

무세 A 

55161490 기타 4.5% B 

55162110 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비스코스 레이온 스테이플 섬유의 

것이나 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 섬유ㆍ비스코스 레이온섬유와 아마의 

것(경사나 위사의 미터당 꼬임이 1,050회 이상의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300그램 이하인 의류 제조용 염색 직물 

생산용의 것) 

무세 A 

55162191 기타: 직물(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및 

레이온 스테이플 섬유를 포함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의류 제조용 

무세 A 

55162199 기타: 기타 4.5% B 

55162210 주로 또는 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ㆍ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와 탄성 모노필라멘트와 혼방한 비스코스 레이온 스테이플 

섬유의 것(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상이고 과세가격이 6달러 

이상인 것으로 남성용 긴 바지 제조용) 

무세 A 

55162290 기타 4.5% B 

55162310 전적으로 폴리프로필렌과 혼방된 레이온의 것[매트리스나 매트리스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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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트 제조의 커버(ticking)용] 

551623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55162399 기타: 기타 8% B 

55162410 1제곱미터당 가격이 5달러 이상이고 비스코스레이온이나 

구리암모늄레이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의류 제조용) 

무세 A 

55162490 기타 4.5% B 

55163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무세 A 

55163200 염색한 것 무세 A 

551633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무세 A 

55163400 날염한 것 무세 A 

551641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5% B 

55164200 염색한 것 4.5% B 

551643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5% B 

55164400 날염한 것 4.5% B 

55169110 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비스코스 레이온 스테이플 섬유의 

것이나 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 섬유ㆍ비스코스 레이온섬유와 아마의 

것(경사나 위사의 미터당 꼬임이 1,050회 이상의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300그램 이하인 의류 제조용 염색 직물 

생산용의 것) 

무세 A 

55169191 기타: 직물(라이오셀ㆍ비스코스 스테이플 섬유나 아라미드 섬유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의류 제조용) 

무세 A 

55169192 기타: 평직물(표백하지 않은 실의 것으로 주로 비스코스 레이온 

스테이플 섬유로 만든 것이며 주로 마모ㆍ면 및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25그램 

이하의 의류 제조용)  

무세 A 

55169199 기타: 기타 4.5% B 

55169210 직물(라이오셀ㆍ비스코스 스테이플 섬유나 아라미드 섬유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의류 제조용) 

무세 A 

55169290 기타 4.5% B 

551693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무세 A 

55169410 직물(라이오셀ㆍ비스코스 스테이플 섬유나 아라미드 섬유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의류 제조용) 

무세 A 

55169490 기타 8% B 

56011010 실금용 기저귀ㆍ실금용 기저귀의 안감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성인용으로 한정하며 유아용은 제외한다) 

무세 A 

56011090 기타 12% B 

56012110 탐폰 제조용 워딩의 스트립 무세 A 

56012121 그 밖의 워딩: 의류 제조용 무세 A 

56012129 그 밖의 워딩: 기타 2% B 

56012130 워딩 제품 14% B 

56012240 워딩 무세 A 

56012250 워딩 제품 16% B 

56012910 워딩(의류 제조용) 무세 A 

56012990 기타 2% B 

56013000 섬유의 플록과 더스트와 밀네프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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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21010 니들룸 펠트(응고된 폴리우레탄으로 침투된 것이 수출자로부터 

보증된 것으로 그 이상의 도포 또는 피복 여부를 불문한다)로 의류 

부속품ㆍ의류의 부분품이나 장식품 제조용(레이블ㆍ배지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의류 겉면에 봉재되는 것을 포함한다) 

무세 A 

56021020 니들룸 펠트(침투ㆍ도포ㆍ피복이나 적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을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이상 함유한 의류 제조용 

무세 A 

56021090 기타 8% B 

56022110 압력패드(테이프 카세트나 테이프 카트리지 제조용) 무세 A 

560221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56022199 기타: 기타 8% B 

56022900 그 밖의 방직용 재료로 만든 것 8% B 

560290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6029090 기타 8% B 

56031110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변형 역청 루핑(roofing) 제조용,  

폴리에스테르의 것(정전기 방지제 또는 윤활유로 도포 또는 

침투되고 인쇄접착된 것)으로 플렉서블 디스크 카트리지(flexible 

disk cartridges) 제조용,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각 면이 폴리에스테르로 적층된 부직포의 

폴리에스테르 필름으로 구성된 전기절연재료 제조용,  

스펀본디드(spunbonded)(폴리에틸렌의 것으로 산업용 일회용 의류 

제조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6031120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고무로 만든 결합제를 사용한 것으로 수출자가 

한 면이나 양면을 무두질(buffed)한 것을 보증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의류의 겉면에 봉재되는 레이블ㆍ배지 및 이와 유사한 

제품 제조용 

무세 A 

56031130 올레핀의 스펀본디드(spunbonded)로 봉투나 절연피복재료 제조용 무세 A 

5603114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롤이나 시트모양의 것으로 

전기절연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6031150 기타[일회용 기저귀의 제조에서의 안감ㆍ트랜스퍼 레이어 또는 샘 

방지막용의 것], 

폴리프로필렌의 것(폴리프로필렌으로 도포된 것이나 피복된 것)이나 

폴리에틸렌의 것["하우스랩(house wrap)"이나 

"홈랩(homewrap)"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외부포장용의 

공기흡수장벽으로 사용되는 것]과 캐나다 건설 자재 센터(Canadian 

Construction Materials Centre: CCMC)의 평가번호를 재료에 일정 

간격으로 기명식 표시한 것 

무세 A 

560311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56031199 기타: 기타 무세 A 

56031210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변형 역청 루핑(roofing) 제조용, 

폴리에스테르의 것(정전기 방지제 또는 윤활유로 도포 또는 

침투되고 인쇄접착된 것)으로 플렉서블 디스크 카트리지(flexible 

disk cartridges) 제조용,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각 면이 

폴리에스테르로 적층된 부직포의 폴리에스테르 필름으로 구성된 

전기절연재료 제조용, 스펀본디드(spunbonded)(폴리에틸렌의 

것으로 산업용 일회용 의류 제조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6031220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고무제의 결합제를 사용한 것으로 수출자가 한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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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나 양면을 무두질(buffed)한 것을 보증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의류의 겉면에 봉재되는 라벨ㆍ배지 및 이와 유사한 제품 제조용 

56031230 올레핀의 스펀본디드(spunbonded)로 봉투나 절연피복재료 제조용 무세 A 

5603124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롤이나 시트모양의 것으로 

전기절연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6031250 기타[일회용 기저귀의 제조에서의 안감ㆍ트랜스퍼 레이어 또는 샘 

방지막용의 것], 

폴리프로필렌의 것(폴리프로필렌으로 도포된 것이나 피복된 것)이나 

폴리에틸렌의 것["하우스랩(house wrap)"이나 

"홈랩(homewrap)"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외부포장용의 

공기흡수장벽으로 사용되는 것]과 캐나다 건설 자재 센터(Canadian 

Construction Materials Centre: CCMC)의 평가번호를 재료에 일정 

간격으로 기명식 표시한 것 

무세 A 

560312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56031299 기타: 기타 무세 A 

56031310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변형 역청 루핑(roofing) 제조용,  

폴리에스테르의 것(정전기 방지제 또는 윤활유로 도포 또는 

침투되고 인쇄접착된 것)으로 플렉서블 디스크 카트리지(flexible 

disk cartridges) 제조용,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각 면이 폴리에스테르로 적층된 부직포의 

폴리에스테르 필름으로 구성된 전기절연재료 제조용,  

스펀본디드(spunbonded)(폴리에틸렌의 것으로 산업용 일회용 의류 

제조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6031320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고무로 만든 결합제를 사용한 것으로 수출자가 

한 면이나 양면을 무두질(buffed)한 것을 보증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의류의 겉면에 봉재되는 레이블ㆍ배지 및 이와 유사한 

제품 제조용 

무세 A 

56031330 올레핀의 스펀본디드(spunbonded)로 봉투나 절연피복재료 제조용 무세 A 

5603134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롤이나 시트모양의 것으로 

전기절연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6031350 기타[일회용 기저귀의 제조에서의 안감ㆍ트랜스퍼 레이어 또는 샘 

방지막용의 것], 

폴리프로필렌의 것(폴리프로필렌으로 도포된 것이나 피복된 것)이나 

폴리에틸렌의 것["하우스랩(house wrap)"이나 

"홈랩(homewrap)"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외부포장용의 

공기흡수장벽으로 사용되는 것]과 캐나다 건설 자재 센터(Canadian 

Construction Materials Centre: CCMC)의 평가번호를 재료에 일정 

간격으로 기명식 표시한 것 

무세 A 

560313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56031399 기타: 기타 무세 A 

56031410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변형 역청 루핑(roofing) 제조용,  

폴리에스테르의 것(정전기 방지제 또는 윤활유로 도포 또는 

침투되고 인쇄접착된 것)으로 플렉서블 디스크 카트리지(flexible 

disk cartridges) 제조용,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양면이 폴리에스테르로 적층된 부직포의 

폴리에스테르 필름으로 구성된 전기절연재료 제조용,  

스펀본디드(spunbonded)(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것으로 중량이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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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곱미터당 250그램을 초과하는 공기오염필터 제조용), 

스펀본디드(spunbonded)(폴리에틸렌의 것으로 산업용 일회용 

의류제조용) 

56031420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고무로 만든 결합제를 사용한 것으로 수출자가 

한 면이나 양면을 무두질(buffed)한 것을 보증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의류의 겉면에 봉재되는 레이블ㆍ배지 및 이와 유사한 

제품 제조용 

무세 A 

56031430 올레핀의 스펀본디드(spunbonded)로 봉투나 절연피복재료 제조용 무세 A 

5603144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롤이나 시트모양의 것으로 

전기절연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6031450 기타[일회용 기저귀의 제조에서의 안감ㆍ트랜스퍼 레이어 또는 샘 

방지막용의 것], 

폴리프로필렌의 것(폴리프로필렌으로 도포된 것이나 피복된 것)이나 

폴리에틸렌의 것["하우스랩(house wrap)"이나 

"홈랩(homewrap)"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외부포장용의 

공기흡수장벽으로 사용되는 것]과 캐나다 건설 자재 센터(Canadian 

Construction Materials Centre: CCMC)의 평가번호를 재료에 일정 

간격으로 기명식 표시한 것 

무세 A 

56031491 기타: 의류 제조용[스펀본디드(spunbonded)를 제외한다] 무세 A 

56031499 기타: 기타 무세 A 

56039110 응고된 폴리우레탄으로 침투된 것이 수출자로부터 보증된 것으로(그 

이상의 도포 또는 피복 여부를 불문한다) 의류 부속품ㆍ의류의 

부분품이나 장식품 제조용(레이블ㆍ배지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의류 겉면에 봉재되는 것을 포함한다),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변형 역청 루핑(roofing) 제조용,  

폴리에스테르의 것[정전기방지제나 윤활제로 도포 또는 침투되고 

인쇄 접착된 것으로 플랙시블 디스크 카트리지 제조용], 

폴리에스테르의 것(각 면이 폴리에스테르로 적층된 부직포의 

폴리에스테르 필름으로 구성된 전기절연재료 제조용), 

식물성 방직용 섬유제의 것(난방ㆍ환기나 에어컨디셔닝 시스템용 

필터 제조용), 

한 면이 전적으로 폴리우레탄으로 가죽과 같이 도포된 것(도포 

중량이 도포된 부직포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것으로 

신발이나 핸드백류 제조용) 

무세 A 

56039120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고무로 만든 결합제를 사용한 것으로 수출자가 

한 면이나 양면을 무두질(buffed)한 것을 보증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의류의 겉면에 봉재되는 레이블ㆍ배지 및 이와 유사한 

제품 제조용 

무세 A 

56039140 의류 제조용 무세 A 

56039150 그 밖의 인조 가죽(인조섬유가 전 중량의 100분의 60 이상 

함유되고 1제곱미터당 가격이 13달러 이상인 것), 

기타(전적으로 멜트-블로운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것으로 한 면이 방직용 생산품으로 서포트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합성 다공 피혁재료(1시간에 1제곱센티미터당 0.5밀리그램 이상 

11밀리그램 이하의 투수성을 보이는 것)로 신발 제조용(전적으로 

직물 또는 편직물로 뒷면을 붙인 재료는 제외한다)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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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39190 기타 무세 A 

56039210 응고된 폴리우레탄으로 침투된 것이 수출자로부터 보증된 것으로(그 

이상의 도포 또는 피복 여부를 불문한다) 의류 악세서리ㆍ의류의 

부분품이나 장식품 제조용(라벨ㆍ배지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의류 겉면에 봉재되는 것을 포함한다),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것(폴리프로필렌 망으로 청소기용 일회용 청소포 

제조용),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종이섬유와 아크릴 바인더의 

것[의류의 허리밴드와 엠브로이더리 백킹(embroidery 

backings)제조용],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변형 역청 루핑(roofing) 

제조용, 폴리에스테르의 것(정전기방지제나 윤활제로 도포 또는 

침투되고 인쇄 접착된 것으로 플랙시블 디스크 카트리지 

제조용),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각 면이 폴리에스테르로 적층된 

부직포의 폴리에스테르 필름으로 구성된 전기절연재료 제조용,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것으로 환기 또는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의 

난방 필터 제조용,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의 것[검정색의 것으로, 

도전성 섬유(두께가 0.35밀리미터 이하의 것)로 전기 발전기의 

제조나 보수용의 것],한 면이 전적으로 폴리우레탄으로 가죽과 같이 

도포된 것(도포된 중량이 도포된 직물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것)으로 신발이나 핸드백류 제조용 

무세 A 

56039220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고무로 만든 결합제를 사용한 것으로 수출자가 

한 면이나 양면을 무두질(buffed)한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의류의 겉면에 봉재되는 레이블ㆍ배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의 제조용 

무세 A 

56039250 인조 가죽(인조섬유를 전 중량의 100분의 60 이상 포함하고 

1제곱미터당 가격이 13달러 이상인 것), 

전적으로 멜트-블로운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것(한 

면이 방직용 생산품으로 서포트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으로 

의류 제조용 

무세 A 

56039260 그 밖의 인조 가죽(인조섬유가 전 중량의 100분의 60 이상 

함유되고 1제곱미터당 가격이 13달러 이상인 것), 

기타(전적으로 멜트-블로운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것으로 한 면이 방직용 생산품으로 서포트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합성 다공 피혁재료(1시간에 1제곱센티미터당 0.5밀리그램 이상 

11밀리그램 이하의 투수성을 보이는 것)로 신발 제조용(전적으로 

직물 또는 편직물로 뒷면을 붙인 재료는 제외한다) 

무세 A 

560392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56039299 기타: 기타 무세 A 

56039310 응고된 폴리우레탄으로 침투된 것이 수출자로부터 보증된 것으로(그 

이상의 도포 또는 피복 여부를 불문한다) 의류 부속품ㆍ의류의 

부분품이나 장식품 제조용(레이블ㆍ배지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의류 겉면에 봉재되는 것을 포함한다),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ㆍ종이섬유와 아크릴 바인더의 

것[의류의 허리밴드와 엠브로이더리 백킹(embroidery backings) 

제조용],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변형 역청 루핑(roofing) 제조용, 

폴리에스테르의 것(정전기방지제나 윤활제로 침투 또는 도포되고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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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접착된 것으로 플랙시블 디스크 카트리지 제조용), 

폴리에스테르의 것(각 면이 폴리에스테르로 적층된 부직포의 

폴리에스테르 필름으로 구성된 전기절연재료 제조용), 

식물성 방직용 섬유제의 것(난방ㆍ환기 또는 에어컨디셔닝 시스템용 

필터 제조용), 

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의 것[검정색의 것으로 도전성 섬유(두께가 

0.35밀리미터 이하의 것)로 전기 발전기의 제조나 보수용의 것], 

한 면이 전적으로 폴리우레탄으로 가죽과 같이 도포된 것(도포 

중량이 도포된 부직포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것)으로 신발 

또는 핸드백류 제조용 

56039320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고무로 만든 결합제를 사용한 것으로 수출자가 

한 면이나 양면을 무두질(buffed)한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의류의 겉면에 봉재되는 레이블ㆍ배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의 제조용 

무세 A 

56039340 폴리프로필렌 스테이플 섬유와 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와 혼방된 것[한 면은 열접착(면 접착)되고, 다른 한 면은 

열접착이나 열 엠보싱(embossed)(점 접착)된 것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특정 사이즈로 재단 된 후에 다시 감고 포장하여 

가구류ㆍ매트리스나 매트리스 서포트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56039350 인조 가죽(인조섬유를 전 중량의 100분의 60 이상 포함하고 

1제곱미터당 가격이 13달러 이상인 것), 

전적으로 멜트-블로운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것(한 

면이 방직용 생산품으로 서포트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으로 

의류 제조용 

무세 A 

56039360 그 밖의 인조 가죽(인조섬유가 전 중량의 100분의 60 이상 

함유되고 1제곱미터당 가격이 13달러 이상인 것), 

기타(전적으로 멜트-블로운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것으로 한 면이 방직용 생산품으로 서포트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합성 다공 피혁재료(1시간에 1제곱센티미터당 0.5밀리그램 이상 

11밀리그램 이하의 투수성을 보이는 것)로 신발 제조용(전적으로 

직물 또는 편직물로 뒷면을 붙인 재료는 제외한다) 

무세 A 

5603937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전적으로 비스코스 레이온 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접착제가 침투되고,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이상 100그램 이하의 것)의 것으로 

슈트 재킷ㆍ재킷(스포츠코트)과 블레이져의 어깨 패드 제조용 

무세 A 

56039390 기타 무세 A 

56039410 응고된 폴리우레탄으로 침투된 것이 수출자로부터 보증된 것으로(그 

이상의 도포 또는 피복 여부를 불문한다) 의류 부속품ㆍ의류의 

부분품이나 장식품 제조용(레이블ㆍ배지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의류 겉면에 봉재되는 것을 포함한다), 

인조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상이고 

폴리우레탄을 침투하였으며 한 면에 폴리우레탄으로 가죽과 같이 

도포되어 있고 1제곱미터당 가격이 13달러 이상이며 하키용구 

제조용, 

인조가죽(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것으로 폴리우레탄을 

침투하였고 1제곱미터당 가격이 13달러 이상이며 속ㆍ용수철ㆍ커버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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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댄 가구 제조용 바깥 커버용의 것),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변형 역청 루핑(roofing) 제조용,  

폴리에스테르의 것[정전기방지제나 윤활제로 침투 또는 도포되고 

인쇄 접착된 것으로 플랙시블 디스크 카트리지 제조용],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각 면이 폴리에스테르로 적층된 부직포의 

폴리에스테르 필름으로 구성된 전기절연재료 제조용,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것으로 난방, 환기 또는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의 필터 제조용, 

한 면이 전적으로 폴리우레탄으로 가죽과 같이 도포된 것(도포된 

부직포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것)으로 신발이나 핸드백류 

제조용 

56039420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고무로 만든 결합제를 사용한 것으로 수출자가 

한 면이나 양면을 무두질(buffed)한 것을 보증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의류의 겉면에 봉재되는 레이블ㆍ배지 및 이와 유사한 

제품 제조용 

무세 A 

56039440 인조 가죽(인조섬유를 전 중량의 100분의 60 이상 포함하고 

1제곱미터당 가격이 13달러 이상인 것), 

전적으로 멜트-블로운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것(한 

면이 방직용 생산품으로 서포트 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으로 

의류 제조용 

무세 A 

56039450 그 밖의 인조 가죽(인조섬유를 전 중량의 100분의 60 이상 

포함하고 1제곱미터당 가격이 13달러 이상인 것),기타(전적으로 

멜트-블로운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것으로 한 면이 

직물 제품으로 서포트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합성 다공 

피혁재료(1시간에 1제곱센티미터당 0.5밀리그램 이상 11밀리그램 

이하의 투수성을 보이는 것)(전적으로 직물ㆍ편직물로 뒷면을 붙인 

것은 제외한다)로 신발 제조용 

무세 A 

56039460 나일론 스테이플 섬유로 구성된 것으로서(적층된 것은 제외한다) 

신발 제조용  

무세 A 

56039490 기타 무세 A 

56041000 고무사와 고무코드(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6049010 폴리에스테르의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나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으로 침투 또는 도포된 것으로 한정하며, 전적으로 

비스코스의 사는 제외하고, 꼬임이 1미터당 150회 이하의 것) 

5% B 

56049020 전적으로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단사의 것으로 꼬임이 1미터당 

150회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6049090 기타 무세 A 

56050000 금속드리사(짐프된 것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직용 섬유사나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실ㆍ스트립 또는 가루 모양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6060010 셔닐사(플록 셔닐 사를 포함한다)(전적으로 견이나 견과 식물성 

섬유만으로 혼방한 것), 

짐프사와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짐프된 

것(제5605호의 것, 짐프한 마모 및 탄성사의 코어와 짐프한 사는 

제외한다)], 

루프 웨일사(loop wale-yarn)[헤어(hair)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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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50 이상인 것] 

56060090 기타 무세 A 

56072100 포장용 끈 무세 A 

56072910 둘레가 38밀리미터 이하의 것으로 상업적인 어획이나 해양식물 

채취용의 것, 

끈(농장 수확물 포장용의 것) 

무세 A 

56072920 기타(둘레가 25.4밀리미터 이하의 것) 10% B 

56072990 기타 10% B 

56074100 포장용 끈 무세 A 

56074910 로프[등산용의 것으로 국제산악연맹(the Union Internationale des 

Associations d'Alpinisme)의 표준에 따라 제조된 것)], 

예인망(seine) 로프[둘레가 60밀리미터 이상이고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복합사 로프와 폴리프로필렌 복합사의 로프로 된 하나의 

심(core)을 꼰 강선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구성된 것으로 

상업용의 어획이나 해양식물 채취용의 것], 

둘레가 38밀리미터 이하의 것(상업용 어획이나 해양식물 채취용의 

것), 

노끈(농장 수확물 포장용의 것) 

무세 A 

56074920 기타(둘레가 25.4밀리미터 이하의 것) 10% B 

56074990 기타 10% B 

56075010 오직 도전성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브레이드(braided) 코드(둘레가 

29밀리미터를 초과하고 40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전기 

발전기의 제조나 리퍼비싱(referbishing)용의 것), 

둘레가 38밀리미터 이하의 것(상업용 어획이나 해양식물 채취용의 

것), 

로프[등산용의 것으로 국제산악연맹(the Union Internationale des 

Associations d'Alpinisme)의 표준에 따라 제조된 것)] 

무세 A 

56075020 기타(둘레가 25.4밀리미터 이하의 것) 10% B 

56075090 기타 10% B 

56079010 황마 끈(양탄자류의 뒷면 제조용),둘레가 38밀리미터 이하의 

것(상업용 어획이나 해양식물 채취용의 것),로프[등산용의 것으로 

국제산악연맹(the Union Internationale des Associations 

d'Alpinisme)의 표준에 따라 제조된 것)] 

무세 A 

56079020 기타(둘레가 25.4밀리미터 이하의 것), 

기타(황마나 제5303호의 그 밖의 인피섬유의 것) 

10% B 

56079090 기타 10% B 

56081110 상업적인 어획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56081190 기타 14% B 

56081910 그물(상업적인 어획이나 해양식물 채취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망제품(전적으로 폴리에틸렌 모노필라멘트로 구성된 것으로서 

새들로부터 과실을 보호하기 위한 것) 

무세 A 

56081920 정사각형의 매시 구멍이 있는 매듭이 있는 그물망(폴리에틸렌 

필라멘트로 관 형태로 꼰 것으로 테니스 네트 제조용) 

무세 A 

56081990 기타 14% B 

56089010 어망과 그물(상업적인 어획이나 해양식물 채취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6089090 기타 13%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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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90000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실ㆍ스트립이나 이와 유사한 

것ㆍ끈ㆍ코디지ㆍ로프나 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4% B 

57011010 기계로 매듭진 것  13% B 

57011090 기타 6.5% B 

57019010 기계로 매듭진 것  12.5% B 

57019090 기타 6.5% B 

57021000 켈렘ㆍ슈맥ㆍ카라마니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 12.5% B 

57022000 코코넛섬유(코이어)로 만든 바닥깔개 무세 A 

57023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2.5% B 

570232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2.5% B 

57023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 재료로 만든 것 12.5% B 

57024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2.5% B 

570242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4% B 

57024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 재료로 만든 것 14% B 

57025010 짚ㆍ대마ㆍ아마의 토우나 황마로 만든 것 6.5% B 

57025090 기타 12.5% B 

57029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2.5% B 

570292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4% B 

57029910 짚ㆍ대마ㆍ아마의 토우나 황마로 만든 것 6.5% B 

57029990 기타 12.5% B 

57031010 기계로 터프트한 것 12.5% B 

57031090 기타 10% B 

57032010 기계로 터프트한 것 12.5% B 

57032090 기타 10% B 

57033010 기계로 터프트한 것 12.5% B 

57033090 기타 10% B 

57039010 기계로 터프트한 것 12.5% B 

57039090 기타 10% B 

57041000 타일(최대 표면적이 0.3제곱미터인 것) 12.5% B 

57049000 기타 12.5% B 

57050000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 B 

58011010 봉제완구 제조용(동물이나 사람 이외의 형상의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80110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58011099 기타: 기타 무세 A 

58012100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 직물 무세 A 

58012221 전적으로 면의 것: 서로 다른 색실의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15 리브 코듀로이를 포함하며, 도비직물이고, 

테일러드 카라 셔츠 제조용) 

무세 A 

58012229 전적으로 면의 것: 기타 무세 A 

580122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58012299 기타: 기타 무세 A 

580123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8012390 기타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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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124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8012490 기타 무세 A 

58012510 인조섬유를 포함하지 않은 것 무세 A 

58012521 인조섬유를 포함하는 것: 의류 제조용 무세 A 

58012529 인조섬유를 포함하는 것: 기타 무세 A 

580126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8012690 기타 무세 A 

580131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8013190 기타 무세 A 

58013220 의류 제조용 무세 A 

58013290 기타 무세 A 

580133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8013390 기타 무세 A 

580134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8013490 기타 무세 A 

58013510 전적으로 아크릴 스테이플 섬유로 된 파일사의 것(수출자가 드라이 

스펀하였음을 보증한 것)이나 아크릴 스테이플 섬유로 된 파일사의 

것(수출자가 드라이 스펀하였음을 보증한 것)으로 전적으로 경사가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이고, 위사가 면과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사인 그라운드 직물의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파일사와 

혼방하고, 한 면을 도포하였으며, 속ㆍ용수철ㆍ커버 등을 댄 가구 

제조에 사용되는 장식용의 바깥 커버의 것 

무세 A 

58013520 전적으로 아크릴 섬유의 파일사의 것(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그라운드 직물을 가지는 것)으로 페인트 롤러 제조용(페인트 롤러의 

리필을 포함한다) 

무세 A 

580135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58013599 기타: 기타 무세 A 

580136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8013690 기타 무세 A 

58019010 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털을 함유하는 

것은 제외한다) 

무세 A 

580190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58019099 기타: 기타 무세 A 

58021120 의류 제조용 무세 A 

58021190 기타 무세 A 

58021940 의류 제조용 무세 A 

58021990 기타 무세 A 

580220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8022090 기타 무세 A 

580230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8023090 기타 무세 A 

58030011 면의 것: 의류 제조용, 

기타(전적으로 면의 것으로서 표백하지 않거나 표백한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이하의 것)[정형외과의 캐스트(casts)나 

부목 또는 이와 유사한 지지대나 파리 콤파운드(Paris compound)의 

플라스터로 도포한 직물]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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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30012 면의 것: 기타(전적으로 면의 것으로서 표백하지 않고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이하의 것) 

무세 A 

58030019 면의 것: 기타 무세 A 

58030021 양모의 것: 의류 제조용 무세 A 

58030022 양모의 것: 기타(표백되지 않거나 염색되지 않은 상태의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35그램 이하의 것) 

무세 A 

58030029 양모의 것: 기타 무세 A 

58030091 기타: 전적으로 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과실이나 채소 가방 제조용, 

전적으로 폴리프로필렌 스트립과 폴리에틸렌 스트립의 것으로 

홍합이나 양파 가방 제조용, 

전적으로 폴리프로필렌 위사와 폴리프로필렌 스트립 경사의 것으로 

기계-터프트된 양탄자류 제조용 

무세 A 

58030092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58030099 기타: 기타 무세 A 

58041020 의류 제조용 무세 A 

58041030 기타(전적으로 식물성 섬유의 것) 무세 A 

58041090 기타 무세 A 

580421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8042190 기타 무세 A 

580429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8042990 기타 무세 A 

58043020 의류 제조용 무세 A 

58043030 기타(전적으로 식물성 섬유의 것) 무세 A 

58043090 기타 무세 A 

58050010 손으로 짠 태피스트리 무세 A 

58050090 기타 14% B 

58061011 견의 것, 

면이나 그 밖의 식물성 섬유의 것: 의류 제조용 

무세 A 

58061019 견의 것, 

면이나 그 밖의 식물성 섬유의 것: 기타 

무세 A 

58061020 절단한 세폭파일직물(주로 인조섬유의 것)[페인트 롤러 

제조용(페인트 롤러 리필을 포함한다)] 

무세 A 

580610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58061092 기타: 세폭파일직물[육안으로는 구별이 어려운 투명한 폴리메릭 

재료로 도포한 것으로 폭이 최소 2센티미터이고 30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나일론 필라멘트 사(두개의 폴스 셀비지를 가지고 

나일론 필라멘트의 루프된 파일이나 나일론 직물 모노필라멘트의 

루프 중 한 면이 절단된 루프로 구성된 파일의 것)로 구성된 것 

무세 A 

58061099 기타: 기타 무세 A 

58062010 폭이 4.5센티미터 이상 8센티미터 이하이고 전 중량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40 이하의 고무사를 포함하며, 전 중량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5 이하의 폴리프로필렌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속ㆍ용수철ㆍ커버 등을 댄 가구 제조용 

무세 A 

58062020 벨트 제조용 무세 A 

58062090 기타 무세 A 

58063130 의류 제조용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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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63140 기타(전적으로 면의 것으로 표백하지 않고 머서처리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58063150 기타(전적으로 면의 것) 무세 A 

58063190 기타 무세 A 

58063210 성직자 의류나 성직자의 예복(vestments)과 교회 장식용의 가구제품 

제조용의 것,  

헤드밴드(햇 스웨트)ㆍ안감(팁과 면을 포함한다)ㆍ모자나 캡용의 

챙과 보강 밴드, 

전적으로 인조섬유로 만든 것이나 견 섬유를 함유한 것으로 

타자기ㆍ계산기나 그 밖의 사무용 기계의 리본 제조용의 것, 

전적으로 나일론과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염색된 새틴 직물[폭이 

6밀리미터 이상 76밀리미터 이하로 직물의 가장자리가 

식서가공(selvage)된 인쇄된 리본 제조용의 것], 

전적으로 도전성의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전기 발전기의 제조나 

리퍼비싱(referbishing)용의 것, 

튜블러 웨빙(등산용의 것) 

무세 A 

580632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58063299 기타: 기타 무세 A 

58063910 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 

전적으로 황마의 것  

무세 A 

580639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58063999 기타: 기타 무세 A 

580640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8064090 기타 무세 A 

58071011 레이블: 의류 제조용 무세 A 

58071019 레이블: 기타 무세 A 

58071021 배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 의류 제조용 무세 A 

58071029 배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 기타 무세 A 

580790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8079090 기타 무세 A 

580810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8081090 기타 무세 A 

580890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8089090 기타 무세 A 

580900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8090090 기타 무세 A 

581010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8101090 기타 무세 A 

58109120 의류 제조용 무세 A 

58109130 기타(전적으로 면이나 그 밖의 식물성 섬유와 혼방된 면의 것) 무세 A 

58109190 기타 무세 A 

581092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8109290 기타 무세 A 

58109910 의류 제조용 무세 A 

58109990 기타 무세 A 

58110010 면 원단 물품 8%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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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10021 인조섬유 원단 물품: 폴리프로필렌 섬유로서 방제(containment)나 

흘러내린 액체 청소용의 흡착제 재료 생산용의 것 

무세 A 

58110029 인조섬유 원단 물품: 기타 8% B 

58110090 기타 8% B 

59011010 홀랜드 직물(전적으로 면섬유의 것) 무세 A 

59011090 기타 8% B 

59019010 회화용 캔버스 7% B 

59019090 기타 8% B 

5902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5% B 

5902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5% B 

59029000 기타 5% B 

59031011 인조섬유를 함유하지 않은 직물: 길이가 9미터 이상의 것으로 

립(rib)의 길이가 69센티미터 이하인 우산 제조용, 

피복과 도포한 면 직물로서 피복/도포하지 않은 직물의 중량이 

1제곱미터당 120그램 이하이고 피복/도포한 직물의 전 중량이 

1제곱미터당 430그램을 초과하고 470그램 이하인 것으로 의류 

제조용 

무세 A 

59031019 인조섬유를 함유하지 않은 방직용 직물: 기타 8% B 

59031021 인조섬유를 함유한 방직용 직물: 헤드밴드(햇 스웨트)ㆍ안감(팁과 

면을 포함한다)과 모자나 캡용의 챙과 보강 밴드,길이가 9미터 

이상의 것으로 립(rib)의 길이가 69센티미터 이하인 우산 

제조용,도포된 개방형 직물(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 사의 것이나 

전적으로 압출하거나 담궈서 도포한 폴리에스테르 사로 정원 

가구ㆍ정원 가구용 우산이나 정원 가구용 쿠션의 제조용),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와 혼방된 면직물이나 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직물로 가족이나 레크리에이션용 텐트 제조용(바닥 면적이 

3제곱미터 이상 21제곱미터 이하의 것) 

무세 A 

59031029 인조섬유를 함유한 방직용 직물: 기타 8% A 

59032011 인조섬유를 함유하지 않은 방직용 직물: 한 면이 전적으로 

폴리우레탄으로 가죽처럼 도포된 것으로 도포된 중량이 도포된 

직물의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의 것으로서 신발류나 핸드백 

제조용, 

직물[응고된 폴리우레탄으로 침투된 것을 수출자가 보증한 것으로 

침투된 것을 포함한 전 중량이 1제곱미터당 240그램을 초과하는 

의류 부속품ㆍ의류의 부분품이나 장식품 제조용(라벨ㆍ배지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의류 겉면에 봉재되는 것을 포함한다)] 

무세 A 

59032019 인조섬유를 함유하지 않은 방직용 직물: 기타 8% B 

59032021 인조섬유를 함유하는 방직용 직물: 열 봉합 테이프(Heat seal tape), 

한 면이 주로 폴리우레탄으로 가죽처럼 도포된 것으로 도포된 

중량이 도포된 직물의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의 것으로서 

신발류나 핸드백 제조용, 

직물[응고된 폴리우레탄으로 침투된 것을 수출자가 보증한 것으로 

침투된 것을 포함한 전 중량이 1제곱미터당 240그램을 초과하는 

의류 부속품ㆍ의류의 부분품이나 장식품 제조용(레이블ㆍ배지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의류 겉면에 봉재되는 것을 

포함한다)], 

무세 A 



TS-CDA-184 

이 양허표는 영어본 및 프랑스어본만 정본이다 

품목번호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와 혼방된 면직물이나 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직물로 가족이나 레크리에이션용 텐트 제조용(바닥 면적이 

3제곱미터 이상 21제곱미터 이하의 것), 

테이프 직물(Woven tape)(면의 함유량이 100분의 50이고 레이온 

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인 것으로 접착제가 도포된 

것)로서 신발류 제조용, 

직물(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의 것으로, 도포된 것이나 

피복된 섬유의 중량이 1제곱미터당 150그램 이하의 것으로 항공기 

제조용) 

59032022 인조섬유를 함유한 방직용 직물[전적으로 단사로 된 비(非)텍스처드 

나일론 필라멘트사로 만든 직물(한 면이 셀룰러가 아닌 

폴리우레탄으로 도포되고, 도포된 직물의 총 중량이 1제곱미터당 

72그램 이하로 가족이나 레크리에이션용의 텐트(바닥 면적이 

3제곱미터 이상 21 제곱미터 이하의 것)나 텐트 플라이 제조용의 

것] 

무세 A 

59032023 인조섬유를 함유한 방직용 직물: 인조가죽(인조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0 이상이고 1제곱미터당 가격이 13달러 이상인 

것), 

합성 다공 피혁재료[1시간에 1제곱센티미터당 0.5밀리그램 이상 

11밀리그램 이하의 투수성을 가진 것으로 신발 제조용(전적으로 

직물이나 편직물로 뒷면을 붙인 것은 제외한다)] 

6.5% B 

59032024 인조섬유를 함유한 방직용 섬유직물: 폴리에스테르, 나일론이나 

폴리(메타-페닐렌 이소프탈아마이드)로 된 위편직 직물(한 면이 

셀룰러가 아닌 폴리우레탄으로 도포되어 있는 것으로 수출자가 

의류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트랜스퍼 도포되었음을 증명한 것) 

무세 A 

59032025 인조섬유를 함유한 방직용 직물: 첫 번째 층은 폴리에스테르 

직물이나 나일론 직물(탄성사의 함유 여부를 불문한다)로 두 번째 

층은 셀룰러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 세 번째 층은 셀룰러가 

아닌 폴리우레탄, 그리고 네 번째 층은 폴리에스테르나 나일론으로 

된 직물이나 메리야스 편물을 함유하는 네 층으로 된 직물로 내수성 

또는 방수성ㆍ통기성을 가진 레크리에이션용의 겉옷(알파인 하이킹 

및 등산ㆍ스키나 산악용 의류를 포함한다) 제조용 

무세 A 

59032029 인조섬유를 함유한 방직용 직물: 기타 8% A 

59039010 인조섬유를 함유하지 않은 방직용 직물 8% B 

59039021 인조섬유를 함유한 방직용 직물: 열 봉합 테이프(heat seal tape),  

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를 혼방한 면 또는 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직물[가족이나 레크리에이션용의 텐트(바닥 면적이 

3제곱미터 이상 21 제곱미터 이하의 것) 제조용의 것] 

무세 A 

59039022 인조섬유를 함유한 직물: 경편직 직물(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것으로 부분적으로 핫-멜트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고 1제곱미터당 중량이 55그램 이하인 것으로 

의류 제조용) 

무세 A 

59039023 인조섬유를 함유한 직물: 기타[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의 

것으로 부분적으로 핫-멜트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고 

에이ㆍ에스ㆍ티ㆍ엠(ASTM: 미국재료실험협회) 디(D) 3107-75에 

무세 A 



TS-CDA-185 

이 양허표는 영어본 및 프랑스어본만 정본이다 

품목번호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따라 측정된 경사의 최소 인장강도가 100분의 4 위사의 최소 

인장강도가 100분의 12의 신축성을 가진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95그램 이하의 것으로 의류 제조용] 

59039024 인조섬유를 함유하는 직물: 기타[텍스처드 된 것과 비(非)텍스처드의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사의 것(부분적으로 핫-멜트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고 에이ㆍ에스ㆍ티ㆍ엠(ASTM: 미국재료실험협회) 디(D) 

3107-75에 따라 측정된 경사의 최소 인장강도가 100분의 4 위사의 

최소 인장강도가 100분의 12의 신축성을 가진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95그램 이하의 것으로 의류 제조용] 

무세 A 

59039025 인조섬유를 함유한 직물: 스티치본드(stitch-bonded)한 경편직 

직물[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 면이 셀룰러 아크릴 

중합체로 도포된 것으로 매트리스나 매트리스 서포터의 

커버(ticking) 제조용] 

무세 A 

59039026 인조섬유를 함유한 직물: 한 면이 아크릴 중합체로 2층 도포되고 

다른 한 면이 폴리비닐아세테이트 중합체로 도포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직물로 인터널 롤러 셰이드 시스템(internal roller shade 

systems) 제조용] 

무세 A 

59039027 인조섬유를 함유한 방직용 직물: 다음의 내수성 또는 

방수성ㆍ통기성을 가진 레크리에이션용의 겉옷(알파인 하이킹 및 

등산ㆍ스키나 산악용 의류를 포함한다) 제조용의 것:  

3겹 직물로 가운데 층이 셀룰러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으로 

구성된 직물(한 면에 탄성사의 함유여부를 불문하며 다른 한면에 

폴리에스테르나 나일론의 직물이나 니트 직물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첫 번째 층은 폴리에스테르 직물이나 나일론 직물(탄성사의 함유 

여부를 불문한다)로 두 번째 층은 셀룰러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 세 번째 층은 셀룰러가 아닌 

폴리우레탄, 그리고 네 번째 층은 폴리에스테르나 나일론으로 된 

직물이나 니트 직물을 함유하는 네 층으로 된 직물 

무세 A 

59039029 인조섬유를 함유한 방직용 직물: 기타 8% A 

59041000 리놀륨 7% B 

59049010 바닥 깔개(니들룸 펠트나 부직포를 기본재료로 한 것) 13.5% B 

59049090 기타 18% B 

59050010 뒷면을 붙인 벽피복재(도포나 접착제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종이를 붙인 황마의 것 

5% B 

59050090 기타 14% B 

59061010 열이온ㆍ냉음극이나 광음극 밸브와 튜브 제조용 무세 A 

59061090 기타 8% B 

59069110 한 면이나 양면을 나일론 편직물로 적층한 셀룰러 클로로프렌 

고무시트 

무세 A 

590691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59069199 기타: 기타 8% B 

59069911 인조섬유를 함유하지 않은 직물: 의류 제조용 무세 A 

59069919 인조섬유를 함유하지 않은 직물: 기타 8% B 

59069921 인조섬유를 함유한 직물: 스티렌-부타디엔 고무와 레조르시놀 

포름알데히드-수지의 혼합물로 도포된 인조 필라멘트사의 

직물(컨베이어 벨트나 컨베이어 벨팅 제조용), 

무세 A 



TS-CDA-186 

이 양허표는 영어본 및 프랑스어본만 정본이다 

품목번호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전적으로 나일론이나 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의 직물(고무로 도포된 

것이나 피복된 것)로 인플랫터블식 보트나 인플랫터블식 인명보호구 

제조용 

59069922 인조섬유를 함유한 직물: 기타(컨베이어용 또는 

전동(transmission)용 벨트나 벨팅 제조용), 

타이어 코드 직물[공기타이어 제조용] 

6.5% B 

59069923 인조섬유를 함유한 직물: 스티렌-부타디엔 고무나 부타디엔 고무로 

도포나 침투된 직물로 전적으로 나일론 필라멘트로 된 강력사 또는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와 나일론 필라멘트로된 강력사의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0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가황하지 않은 

것으로 안정/보강용으로 사용되는 직물로 스노보빌 트랙과 산업용 

트랙 제조용의 것) 

무세 A 

59069924 인조섬유를 함유한 직물: 고무(네오프렌 고무는 제외한다)로 

침투ㆍ도포ㆍ피복 또는 적층한 것으로 의류 제조용 

무세 A 

59069929 인조섬유를 함유한 직물: 기타 8% B 

59070011 직물(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ㆍ도포 또는 피복한 것): 홀란드 

클로스(holland cloth)(전적으로 면섬유의 것) 

무세 A 

59070012 직물(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ㆍ도포 또는 피복한 것): 직물(주로 녹지 

않는 것으로 폴리아크릴로니트릴의 산화에 의해 생성된 열 안정성 

폴리아크릴로니트릴 섬유) 

무세 A 

59070013 직물(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ㆍ도포 또는 피복한 것): 

오일클로스(oilcloth) 

5% B 

59070016 직물(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ㆍ도포 또는 피복한 것): 기타[전적으로 

면의 것으로 이연합사로 구성되고 36센티미터 이상의 수압을 

견디기 위해 주로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제외한 재료를 침투시킨 

것으로, 아이에스오(ISO) 811-1981에 기초한 1분당 60센티미터 

이상의 수압증가율에 사용되고 아이에스오(ISO) 4나 그 이상의 

분사율의 것, 아이에스오(ISO) 4920-1981에 기초한 것으로 

20±2°C에서 증류수나 완전히 탈이온수를 사용하여 아이에스오(ISO) 

139-1973을 기반으로 표준 온도에서 촬영한 모든 값으로 침투 

섬유가 1제곱미터당 250그램 이상 1제곱미터당 400그램 이하이고 

1제곱미터당 단가가 4.5달러 이상인 것으로 재킷ㆍ코트나 모자 

제조용] 

무세 A 

59070017 직물(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ㆍ도포 또는 피복한 것): 기타(의류 

제조용) 

무세 A 

59070018 직물(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ㆍ도포 또는 피복한 것): 

기타(인조섬유를 함유하지 않는 것) 

8% B 

59070019 직물(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ㆍ도포 또는 피복한 것): 

기타(인조섬유를 함유한 것) 

8% B 

59070021 극장용 배경,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사진ㆍ영화나 텔레비전 스튜디오 설비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무세 A 

59070029 극장용 배경,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기타 

14% B 

59080010 방직용 섬유의 심지(편조, 가공한 것인지 또는 심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로 양초 또는 가는 양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기름소성 

성체등(聖體燈)에 사용하는 것 

무세 A 



TS-CDA-187 

이 양허표는 영어본 및 프랑스어본만 정본이다 

품목번호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9080090 기타 14% B 

59090010 소방호스 12% B 

59090090 기타 8% B 

59100011 컨베이어 벨트: 재단된 것ㆍ폴리에스테르 와이어ㆍ파스타 드라이어 

벨트,인장강도가 미터당 40킬로뉴턴 미만인 엔드리스 컨베이어 

벨트,피브이씨(PVC)를 침투시킨 솔리드 직물의 불연성 벨트(광물 

채굴용으로 사용되는 것) 

무세 A 

59100019 컨베이어 벨트: 기타 5% B 

59100020 트랜스미션 벨팅[두께가 6.8밀리미터 이하의 것으로 

엠보싱(embossing) 여부를 불문하고 트랜스미션 벨트 제조용의 

것][제형(trapezoidal) 횡단면이 브이(V)나 멀티 브이(multi V)인 

벨트는 제외한다] 

무세 A 

59100090 기타 5% B 

59111010 오프셋 인쇄 기계용(offset printing machinery)의 

블랭킷(blankets)ㆍ랩핑(lapping)이나 블랭케팅(blanketing) 

무세 A 

59111020 나일론ㆍ폴리에스테르나 아라미드로 만든 벨팅(두께가 

2.8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폭이 3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컨베이어 벨트 제조용의 것), 

벨트와 디벨로퍼 슬리브(developer sleeve)[컨택트 프린터(contact 

printers) 제조용], 

그 밖의 블랭킷ㆍ랩핑(lapping)이나 블랭케팅(blanketing), 

트랜스미션 벨팅[제형(trapezoidal) 횡단면이 브이(V)나 멀티 

브이(multi V)인 벨트는 제외한다] 

무세 A 

59111090 기타 8% B 

59112010 제분소의 가루 체질용의 것, 

인쇄를 위한 스크린 제조용의 것 

무세 A 

59112090 기타 8% B 

59113110 펠트와 직물 프레스용 제지 기계용의 것, 

직물 성형용 제지 기계용의 것 

4% B 

59113190 기타 무세 A 

59113210 펠트와 직물 프레스용 제지 기계용의 것, 

직물 성형용 제지 기계용의 것 

4% B 

59113290 기타 무세 A 

59114010 필터 직물[전적으로 비(非)텍스처드의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것으로 틀의 폭이 3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세슘 

포어메이트(cesium formate) 제조용] 

무세 A 

59114090 기타 8% B 

59119010 블랭킷(blankets)ㆍ랩핑(lapping)이나 블랭케팅(blanketing), 

착유기에 사용되는 필터링 요소, 

시가렛 토우 프레스(cigarette-tow presses) 제조용 필터 

무세 A 

59119020 시가렛 토우 프레스(cigarette-tow presses)에 사용되는 종류의 그 

밖의 필터류 

5% B 

59119090 기타 6% B 

60011010 위파일 직물[나일론이나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표면에 더블유(W)-

편물 파일을 가지는 것으로 의류 제조용] 

무세 A 

60011090 기타 8% B 

60012100 면으로 만든 것 8%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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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12210 위파일 편직물(전적으로 브러시 가공한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것으로 

폭이 175센티미터를 초과하고 침투ㆍ도포ㆍ피복이나 적층되지 않고 

1제곱미터당 중량이 260그램 초과 290그램 이하의 것으로 실 

제조용) 

무세 A 

60012290 기타 4.5% B 

60012910 의류 제조용 무세 A 

60012990 기타 8% B 

60019100 면으로 만든 것 8% B 

60019210 위파일 편직물[나일론이나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표면에 

더블유(W)-편직 파일을 가지는 것으로 의류 제조용] 

무세 A 

60019220 세 겹으로 구성된 직물로 중간층은 셀룰러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으로, 다른 한 겹은 탄성사의 함유 여부를 

불문하고 나일론 직물로, 또 다른 한 겹은 폴리에스테르의 편직물로 

된 것[통기성을 가진 레크리에이션용의 내수성이나 방수성 

겉옷(알파인 하이킹 및 등산, 스키나 산악용 의류를 포함한다) 

제조용의 것] 

무세 A 

60019230 네 겹으로 구성된 직물로 첫 번째는 탄성사의 함유 여부를 불문하고 

나일론 직물로, 두 번째는 셀룰러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로, 세 

번째는 셀룰러가 아닌 폴리우레탄으로 네 번째는 폴리에스테르의 

파일편직물로 된 것[통기성을 가진 레크리에이션용의 내수성이나 

방수성 겉옷(알파인 하이킹 및 등산, 스키나 산악용 의류를 

포함한다) 제조용의 것] 

무세 A 

60019240 경파일직물(재단되고 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그라운드 

직물을 포함하고 브러시된 것으로 관 장식용의 것) 

무세 A 

60019290 기타 4.5% B 

60019910 의류 제조용 무세 A 

60019990 기타 8% B 

60024030 의류 제조용 무세 A 

60024040 기타[식물성 섬유로 만든 편직 그물망이나 레이스(그 밖의 방직용 

섬유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6.5% B 

60024090 기타 8% B 

60029011 식물성 섬유로 만든 편직 그물망이나 레이스(그 밖의 방직용 섬유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의류 제조용 

무세 A 

60029019 식물성 섬유로 만든 편직 그물망이나 레이스(그 밖의 방직용 섬유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기타 

6.5% B 

60029090 기타 8% B 

60031010 보풀이 있는 편직된 튜빙(평평하게 펴고 늘리지 않았을 때의 길이가 

11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사출성형 부츠 제조용) 

무세 A 

600310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60031099 기타: 기타 8% B 

60032020 보풀이 있는 편직된 튜빙(평평하게 펴고 늘리지 않았을 때의 길이가 

11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사출성형 부츠 제조용) 

무세 A 

60032030 의류 제조용 무세 A 

60032040 그 밖의 레이스(전적으로 식물성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5% B 

60032090 기타 8% B 

60033010 보풀이 있는 편직된 튜빙(평평하게 펴고 늘리지 않았을 때의 길이가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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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사출성형 부츠 제조용) 

600330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60033099 기타: 기타 8% B 

60034010 보풀이 있는 편직된 튜빙(평평하게 펴고 늘리지 않았을 때의 길이가 

11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사출성형 부츠 제조용) 

무세 A 

600340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60034099 기타: 기타 8% B 

60039020 보풀이 있는 편직된 튜빙(평평하게 펴고 늘리지 않았을 때의 길이가 

11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사출성형 부츠 제조용) 

무세 A 

60039030 의류 제조용 무세 A 

60039040 그 밖의 레이스(전적으로 식물성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5% B 

60039090 기타 8% B 

60041011 식물성 방직용 섬유로 만든 레이스(그 밖의 다른 방직용 섬유를 

함유하지 않은 것): 의류 제조용 

무세 A 

60041019 식물성 방직용 섬유로 만든 레이스(그 밖의 다른 방직용 섬유를 

함유하지 않은 것): 기타 

6.5% B 

60041020 레이스와 같은 경편직 직물(나일론 필라멘트사 또는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나 그들의 혼합물로 구성된 것으로 탄성사를 함유하나 그 

밖의 다른 방직용 섬유를 함유하지 않으며 9바 이상의 편직기에 

의해 생산되고 브래지어ㆍ캐미솔ㆍ테디ㆍ케미시스 및 팬티나 브리프 

제조용) 

무세 A 

60041090 기타 4.5% B 

60049020 의류 제조용 무세 A 

60049030 식물성 방직용 섬유로 만든 그 밖의 레이스(그 밖의 다른 방직용 

섬유를 함유하지 않은 것) 

6.5% B 

60049090 기타 8% A 

60052120 의류 제조용 무세 A 

60052130 그 밖의 레이스(전적으로 면이나 전적으로 면과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5% B 

60052190 기타 8% B 

60052220 의류 제조용 무세 A 

60052230 그 밖의 레이스(전적으로 면이나 전적으로 면과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5% B 

60052290 기타 8% B 

60052320 의류 제조용 무세 A 

60052330 그 밖의 레이스(전적으로 면이나 전적으로 면과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5% B 

60052390 기타 8% B 

60052420 의류 제조용 무세 A 

60052430 그 밖의 레이스(전적으로 면이나 전적으로 면과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5% B 

60052490 기타 8% B 

60053110 금속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성직자의 

의류나 예복과 교회 장식용 가구 제조용의 것), 

편직 망(상업적 어획이나 해양식물 채취용의 것), 

온실 차광 시스템용의 것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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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53120 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와 폴리에스테르 모노필라멘트로 된 

오픈 메쉬로 난연 물질로 처리한 것(메쉬 창 제조용 및 텐트 

환기용) 

무세 A 

60053130 텍스처드 및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사[핫-멜트 

접착제로 부분 도포한 것으로 에이ㆍ에스ㆍ티ㆍ엠(ASTM: 

미국재료실험협회) 디(D) 3107-75에 규정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사의 최소 인장강도는 100분의 4, 위사의 최소 인장강도는 

100분의 12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95그램 이하인 

의복 제조용] 

무세 A 

60053140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경편직 

직물(핫-멜트 접착제로 부분 도포한 것으로 중량이 1제곱미터당 

55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의류 제조용) 

무세 A 

60053150 경편직 직물(레이스와 같은 것으로 나일론 필라멘트사 또는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또는 그들의 혼합물로 구성된 것인지에 

상관없고 그 밖의 다른 방직용 섬유를 함유하지 않으며 9바 이상의 

편직기에 의해 생산되고 브래지어ㆍ캐미솔ㆍ테디ㆍ케미시스ㆍ팬티나 

브리프 제조용) 

무세 A 

60053190 기타 8% B 

60053210 금속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성직자의 

의류나 예복과 교회 장식용 가구 제조용의 것), 

편직 망(상업적 어획이나 해양식물 채취용의 것), 

온실 차광 시스템용의 것 

무세 A 

60053220 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와 폴리에스테르 모노필라멘트로 된 

오픈 메쉬로 난연 물질로 처리한 것(메쉬 창 제조용 및 텐트 

환기용) 

무세 A 

60053230 텍스쳐드 및 비(非)텍스쳐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사[핫-멜트 

접착제로 부분 도포한 것으로 에이ㆍ에스ㆍ티ㆍ엠(ASTM: 

미국재료실험협회) 디(D) 3107-75에 규정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사의 최소 인장강도는 100분의 4, 위사의 최소 인장강도는 

100분의 12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95그램 이하인 

의복 제조용] 

무세 A 

60053240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경편직 

직물(핫-멜트 접착제로 부분 도포한 것으로 중량이 1제곱미터당 

55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의류 제조용) 

무세 A 

60053250 경편직 직물(레이스와 같은 것으로 나일론 필라멘트사 또는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또는 그들의 혼합물로 구성된 것인지에 

상관없고 그 밖의 다른 방직용 섬유를 함유하지 않으며 9바 이상의 

편직기에 의해 생산되고 브래지어ㆍ캐미솔ㆍ테디ㆍ케미시스ㆍ팬티나 

브리프 제조용) 

무세 A 

60053290 기타 4.5% B 

60053310 금속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성직자의 

의류나 예복과 교회 장식용 가구 제조용의 것), 

편직 망(상업적 어획이나 해양식물 채취용의 것), 

온실 차광 시스템용의 것 

무세 A 

60053320 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와 폴리에스테르 모노필라멘트로 된 

오픈 메쉬로 난연 물질로 처리한 것(메쉬 창 제조용 및 텐트 

환기용)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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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533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60053399 기타: 기타 8% B 

60053410 금속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성직자의 

의류나 예복과 교회 장식용 가구 제조용의 것), 

편직 망(상업적 어획이나 해양식물 채취용의 것), 

온실 차광 시스템용의 것 

무세 A 

60053420 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서 날염된 것[매트리스나 매트리스 

서포터의 커버(ticking)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무세 A 

60053430 전적으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와 폴리에스테르 모노필라멘트로 된 

오픈 메쉬로 난연 물질로 처리한 것(메쉬 창 제조용 및 텐트 

환기용) 

무세 A 

60053440 텍스처드 및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사[핫-멜트 

접착제로 부분 도포한 것으로 에이ㆍ에스ㆍ티ㆍ엠(ASTM: 

미국재료실험협회) 디(D) 3107-75에 규정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사의 최소 인장강도는 100분의 4, 위사의 최소 인장강도는 

100분의 12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95그램 이하인 

의복 제조용] 

무세 A 

60053450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경편직 

직물(핫-멜트 접착제로 부분 도포한 것으로 중량이 1제곱미터당 

55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의류 제조용) 

무세 A 

60053460 스티치 본드(stitch-bonded)된 것으로 날염한 경편직 

직물[비스코스레이온과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가 혼방된 것, 

나일론 필라멘트사가 스티치 본드(stitch-bonded)된 것으로 중량이 

1제곱미터당 100그램 이상 150그램 이하인 것으로 

매트리스ㆍ매트리스 서포트나 속ㆍ용수철ㆍ커버 등을 댄 가구 

제조용의 것] 

무세 A 

60053490 기타 4.5% B 

60054110 금속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성직자의 

의류나 예복과 교회 장식용 가구 제조용의 것), 

편직 망(상업적 어획이나 해양식물 채취용의 것), 

온실 차광 시스템용의 것 

무세 A 

60054190 기타 8% B 

60054210 금속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성직자의 

의류나 예복과 교회 장식용 가구 제조용의 것), 

편직 망(상업적 어획이나 해양식물 채취용의 것), 

온실 차광 시스템용의 것 

무세 A 

60054290 기타 8% B 

60054310 금속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성직자의 

의류나 예복과 교회 장식용 가구 제조용의 것), 

편직 망(상업적 어획이나 해양식물 채취용의 것), 

온실 차광 시스템용의 것 

무세 A 

600543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60054399 기타: 기타 8% B 

60054410 금속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성직자의 

의류나 예복과 교회 장식용 가구 제조용의 것), 

편직 망(상업적 어획이나 해양식물 채취용의 것), 

온실 차광 시스템용의 것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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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54420 스티치 본드(stitch-bonded)된 것으로 날염한 경편직 

직물[비스코스레이온과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가 혼방된 것, 

나일론 필라멘트사가 스티치 본드(stitch-bonded)된 것으로 중량이 

1제곱미터당 100그램 이상 150그램 미만인 것으로 

매트리스ㆍ매트리스 서포트나 속ㆍ용수철ㆍ커버 등을 댄 가구 

제조용의 것] 

무세 A 

60054490 기타 8% B 

6005902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의류 제조용  무세 A 

60059029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기타 8% B 

600590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60059092 기타: 온실 차광 시스템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60059099 기타: 기타 6.5% B 

6006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무세 A 

60062110 원형편직물(전적으로 면사의 것으로서 단사당 100데시텍스 미만의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00수 이상인 것) 

8% B 

60062190 기타 8% B 

60062210 원형편직물(전적으로 면사의 것으로서 단사당 100데시텍스 미만의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00수 이상인 것) 

8% B 

60062220 전적으로 이연합사의 면사로 된 것[단사당 180데시텍스 이상 

200데시텍스 이하이고 중량이 1제곱미터당 150그램 이상 200그램 

이하이면서 수출자가 이중 머서가공(실이 머서가공되고 직물로 

편직되고 두 번째 머서가공이 이루어 진 것)하였음을 인증한 것으로 

골프 저지 제조용] 

무세 A 

60062290 기타 4.5% B 

60062310 전적으로 이연합사의 면사로 된 것[단사당 180데시텍스 이하이고 

중량이 1제곱미터당 100그램 이상 200그램 이하이면서 수출자가 

이중 머서가공(실이 머서가공되고 직물로 편직되고 두 번째 

머서가공이 이루어 진 것)하였음을 인증한 것으로 골프 저지 

제조용] 

무세 A 

60062321 원형편직물(전적으로 면사의 것으로서 단사당 100데시텍스 미만의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00수 이상인 것): 의류 제조용 

무세 A 

60062329 원형편직물(전적으로 면사의 것으로서 단사당 100데시텍스 미만의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00수 이상인 것):기타 

8% B 

60062390 기타 8% B 

60062410 원형편직물(전적으로 면사의 것으로서 단사당 100데시텍스 미만의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00수 이상인 것) 

8% B 

60062490 기타 8% B 

60063110 헤드밴드[햇 스웨트(hat sweat)]ㆍ안감[팁(tips)과 면(sides)을 

포함한다]ㆍ모자나 캡의 창과 보강 밴드 제조용의 것, 

보풀 가공 및 절단된 편직물[가죽과 유사하도록 한 면이나 양면을 

폴리우레탄으로 도포나 피복한 직물 제조용으로 도포된 직물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것) 

무세 A 

60063190 기타 8% B 

60063210 헤드밴드[햇 스웨트(hat sweat)]ㆍ안감[팁(tips)과 면(sides)을 

포함한다]ㆍ모자나 캡의 창과 보강 밴드 제조용의 것, 

보풀 가공 및 절단된 편직물[가죽과 유사하도록 한 면이나 양면을 

폴리우레탄으로 도포나 피복한 직물 제조용으로 도포된 직물의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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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것) 

60063290 기타 4.5% B 

60063310 헤드밴드[햇 스웨트(hat sweat)]ㆍ안감[팁(tips)과 면(sides)을 

포함한다]ㆍ모자나 캡의 창과 보강 밴드 제조용의 것, 

보풀 가공 및 절단된 편직물[가죽과 유사하도록 한 면이나 양면을 

폴리우레탄으로 도포나 피복한 직물 제조용으로 도포된 직물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것) 

무세 A 

60063390 기타 8% B 

60063410 헤드밴드[햇 스웨트(hat sweat)]ㆍ안감[팁(tips)과 면(sides)을 

포함한다]ㆍ모자나 캡의 창과 보강 밴드 제조용의 것, 

보풀 가공 및 절단된 편직물[가죽과 유사하도록 한 면이나 양면을 

폴리우레탄으로 도포나 피복한 직물 제조용으로 도포된 직물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것) 

무세 A 

60063490 기타 4.5% B 

60064110 헤드밴드[햇 스웨트(hat sweat)]ㆍ안감[팁(tips)과 면(sides)을 

포함한다]ㆍ모자나 캡의 창과 보강 밴드 제조용의 것, 

보풀 가공 및 절단된 편직물[가죽과 유사하도록 한 면이나 양면을 

폴리우레탄으로 도포나 피복한 직물 제조용으로 도포된 직물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것) 

무세 A 

60064190 기타 8% B 

60064210 헤드밴드[햇 스웨트(hat sweat)]ㆍ안감[팁(tips)과 면(sides)을 

포함한다]ㆍ모자나 캡의 창과 보강 밴드 제조용의 것, 

보풀 가공 및 절단된 편직물[가죽과 유사하도록 한 면이나 양면을 

폴리우레탄으로 도포나 피복한 직물 제조용으로 도포된 직물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것) 

무세 A 

60064290 기타 4.5% B 

60064310 헤드밴드[햇 스웨트(hat sweat)]ㆍ안감[팁(tips)과 면(sides)을 

포함한다]ㆍ모자나 캡의 창과 보강 밴드 제조용의 것, 

보풀 가공 및 절단된 편직물[가죽과 유사하도록 한 면이나 양면을 

폴리우레탄으로 도포나 피복한 직물 제조용으로 도포된 직물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것) 

무세 A 

60064390 기타 8% B 

60064410 헤드밴드[햇 스웨트(hat sweat)]ㆍ안감[팁(tips)과 면(sides)을 

포함한다]ㆍ모자나 캡의 창과 보강 밴드 제조용의 것, 

보풀 가공 및 절단된 편직물[가죽과 유사하도록 한 면이나 양면을 

폴리우레탄으로 도포나 피복한 직물 제조용으로 도포된 직물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것) 

무세 A 

60064490 기타 4.5% B 

60069010 의류 제조용 무세 A 

60069090 기타 8% B 

61012000 면으로 만든 것 18% B 

6101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8% B 

6101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8% B 

6102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8% B 

61022000 면으로 만든 것 18% B 

6102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8% B 

6102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8%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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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310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8% B 

61031090 기타 18% B 

61032200 면으로 만든 것 18% B 

61032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8% B 

61032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8% B 

61033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8% B 

61033200 면으로 만든 것 18% B 

61033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8% B 

61033910 재생ㆍ반합성섬유로 만든 것 18% B 

61033990 기타 18% B 

61034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8% B 

61034200 면으로 만든 것 18% B 

61034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8% B 

61034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8% B 

61041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8% B 

61041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8% B 

61042200 면으로 만든 것 18% B 

61042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8% B 

61042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8% B 

61043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8% B 

61043200 면으로 만든 것 18% B 

61043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8% B 

61043910 재생ㆍ반합성섬유로 만든 것 18% B 

61043990 기타 18% B 

61044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8% B 

61044200 면으로 만든 것 18% B 

61044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8% B 

61044400 재생ㆍ반합성섬유로 만든 것 18% B 

61044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8% B 

61045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8% B 

61045200 면으로 만든 것 18% B 

61045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8% B 

61045910 재생ㆍ반합성섬유로 만든 것 18% B 

61045990 기타 18% B 

61046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8% B 

61046200 면으로 만든 것 18% B 

61046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8% B 

61046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8% B 

61051000 면으로 만든 것 18% B 

6105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8% B 

6105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8% B 

61061000 면으로 만든 것 18% B 

6106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8% B 

6106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8% B 

61071110 실금용 팬티와 브리프(유아용의 것은 제외한다) 무세 A 

61071190 기타 18%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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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71210 실금용 팬티와 브리프(유아용의 것은 제외한다) 무세 A 

61071290 기타 18% B 

61071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8% B 

61072100 면으로 만든 것 18% B 

610722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8% B 

61072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8% B 

61079100 면으로 만든 것 18% B 

61079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8% B 

610811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8% B 

61081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8% B 

61082100 면으로 만든 것 18% B 

61082210 실금용 팬티와 브리프(유아용의 것은 제외한다) 무세 A 

61082290 기타 18% B 

61082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8% B 

61083100 면으로 만든 것 18% B 

610832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8% B 

61083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8% B 

61089100 면으로 만든 것 18% B 

610892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8% B 

61089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8% B 

61091000 면으로 만든 것 18% B 

6109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8% B 

61101110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것(킬로그램당 가격이 20달러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8% B 

61101190 기타 18% B 

61101210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것(킬로그램당 가격이 20달러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8% B 

61101290 기타 18% B 

61101910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것(킬로그램당 가격이 20달러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8% B 

61101990 기타 18% B 

61102000 면으로 만든 것 18% B 

6110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8% B 

6110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8% B 

61112000 면으로 만든 것 18% B 

61113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8% B 

6111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8% B 

61121100 면으로 만든 것 18% B 

611212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8% B 

61121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8% B 

61122000 스키슈트 18% B 

611231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8% B 

61123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8% B 

611241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8% B 

61124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8% B 

61130010 보호용 의류(유해환경에서 사용되는 것)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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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30020 잠수복 10% B 

61130090 기타 18% B 

61142000 면으로 만든 것 18% B 

6114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8% B 

6114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8% B 

61151010 팬티호스와 타이즈 18% B 

6115109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6% B 

61151099 기타: 기타 16% B 

61152100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18% B 

61152200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8% B 

61152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8% B 

61153000 그 밖의 여성용의 전길이나 무릎길이의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16% B 

611594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6% B 

61159500 면으로 만든 것 16% B 

611596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6% B 

61159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6% B 

61161000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 도포 또는 피복한 것 18% B 

61169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8% B 

61169200 면으로 만든 것 18% B 

61169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8% B 

61169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8% B 

61171010 기도숄 무세 A 

61171090 기타 18% B 

61178010 배지와 이와 유사한 것, 

벨트 

12% B 

61178090 기타 18% B 

61179010 사이클링 반바지 제조용의 인서트, 

보호용 의류(유해한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의 것, 

기도숄의 것, 

슬리브 커프스와 칼라(전적으로 제6006.23.10호의 직물로 된 

것으로 골프 저지 제조용) 

무세 A 

61179020 잠수복의 것 10% B 

61179090 기타 18% B 

62011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8% B 

62011200 면으로 만든 것 17% B 

620113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8% B 

62011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7% B 

62019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8% B 

62019210 남성용 스키재킷(전적으로 면으로 만든 것) 18% B 

62019290 기타 17% B 

620193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7% B 

62019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7% B 

62021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8%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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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21200 면으로 만든 것 17% B 

620213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8% B 

62021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6% B 

62029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8% B 

62029200 면으로 만든 것 17% B 

620293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8% B 

62029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7% B 

62031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8% B 

620312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8% B 

62031910 면이나 재생ㆍ반합성섬유로 만든 것 17% B 

62031990 기타 17% B 

62032200 면으로 만든 것 17% B 

62032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8% B 

620329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8% B 

62032990 기타 17% B 

62033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8% B 

62033200 면으로 만든 것 17% B 

62033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8% B 

62033910 재생ㆍ반합성섬유로 만든 것 17% B 

62033990 기타 17% B 

62034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8% B 

62034200 면으로 만든 것 17% B 

62034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8% B 

62034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8% B 

62041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8% B 

62041200 면으로 만든 것 17% B 

62041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8% B 

62041910 재생ㆍ반합성섬유의 것 18% B 

62041990 기타 18% B 

62042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8% B 

62042200 면으로 만든 것 17% B 

62042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8% B 

62042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7% B 

62043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8% B 

62043200 면으로 만든 것 17% B 

62043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8% B 

62043910 재생ㆍ반합성섬유로 만든 것 17% B 

62043990 기타 17% B 

62044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8% B 

62044200 면으로 만든 것 17% B 

62044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8% B 

62044400 재생ㆍ반합성섬유로 만든 것 18% B 

62044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6% B 

62045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8% B 

62045200 면으로 만든 것 17% B 

62045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8%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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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45910 재생ㆍ반합성섬유로 만든 것 17% B 

62045990 기타 17% B 

62046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8% B 

62046200 면으로 만든 것 17% B 

620463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8% B 

62046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7% B 

62052000 면으로 만든 것 17% B 

6205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8% B 

620590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8% B 

62059090 기타 18% B 

62061000 견이나 견웨이스트(waste)의 것 16% B 

6206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8% B 

62063000 면으로 만든 것 17% B 

62064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8% B 

6206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7% B 

62071100 면으로 만든 것 17% B 

62071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8% B 

62072100 면으로 만든 것 17% B 

620722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8% B 

62072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6% B 

62079100 면으로 만든 것 17% B 

6207991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8% B 

62079990 기타 17% B 

620811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8% B 

62081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7% B 

62082100 면으로 만든 것 17% B 

620822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8% B 

62082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6% B 

62089100 면으로 만든 것 17% B 

620892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8% B 

62089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6% B 

62092000 면으로 만든 것 17% B 

62093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8% B 

620990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8% B 

62099090 기타 18% B 

62101010 보호용 의류(유해 환경에 사용하기 위한 것) 무세 A 

62101090 기타 18% B 

62102000 그 밖의 의류(소호 제6201.11호부터 제6201.19호까지에 열거된 

형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18% B 

62103000 그 밖의 의류(소호 제6201.11호부터 제6201.19호까지에 열거된 

형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18% B 

62104010 보호용 의류(유해 환경에 사용하기 위한 것) 무세 A 

62104090 기타 18% B 

62105010 보호용 의류(유해 환경에 사용하기 위한 것) 무세 A 

62105090 기타 18% B 

62111100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것 18%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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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11210 가슴보형물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것 무세 A 

62111290 기타 18% B 

62112000 스키슈트 18% B 

62113200 면으로 만든 것 17% B 

62113310 성직자용 의류나 예복 7.5% B 

62113390 기타 18% B 

621139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8% B 

62113990 기타 17% B 

621141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8% B 

62114200 면으로 만든 것 17% B 

62114310 사리(Saris) 6% B 

62114320 성직자용 의류나 예복 7.5% B 

62114390 기타 18% B 

62114910 사리(Saris) 6% B 

62114920 성직자용 의류나 예복 7.5% B 

62114990 기타 17% B 

62121000 브래지어 18% B 

62122000 거들과 팬티거들 18% B 

62123000 코르슬렛(Corselettes) 18% B 

62129000 기타 18% B 

62132000 면으로 만든 것 9% B 

62139010 견이나 견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9% B 

62139090 기타 13% B 

62141010 기도숄 무세 A 

62141090 기타 9% B 

62142010 기도숄 무세 A 

62142090 기타 18% B 

62143010 기도숄 무세 A 

62143090 기타 18% B 

62144000 재생ㆍ반합성섬유로 만든 것 18% B 

6214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8% B 

62151000 견이나 견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6% B 

6215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8% B 

6215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8% B 

62160000 장갑류 18% B 

62171010 성직자용 의류나 예복 7.5% B 

62171090 기타 15% B 

62179010 보호용 의류(유해한 환경에 사용하기 위한 것)의 것, 

기도숄의 것 

무세 A 

62179090 기타 무세 A 

63011000 전기모포 17% B 

6301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 

17% B 

63013000 면으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 17% B 

63014000 합성섬유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 17% B 

63019000 그 밖의 모포와 여행용 러그 17%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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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21000 베드린넨(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으로 한정한다) 18% B 

63022100 면으로 만든 것 17% B 

630222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8% B 

63022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7% B 

63023100 면으로 만든 것 17% B 

630232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8% B 

63023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7% B 

63024000 테이블린넨(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것으로 한정한다) 18% B 

63025100 면으로 만든 것 17% B 

63025310 교회 장식용의 것 7.5% B 

63025390 기타 18% B 

63025910 아마로 만든 것 9% B 

63025990 기타 17% B 

63026000 면으로 만든 토일렛 린넨과 주방린넨(테리타월지나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 

17% B 

63029100 면으로 만든 것 17% B 

630293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8% B 

63029910 아마로 만든 것 16% B 

63029990 기타 17% B 

630312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8% B 

63031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8% B 

63039100 면으로 만든 것 17% B 

63039210 제5407.61.19호의 직물로 만든 것 18% B 

63039290 기타 18% B 

63039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8% B 

630411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 18% B 

63041900 기타 18% B 

63049110 자동차용 좌석 커버 15.5% B 

63049190 기타 18% B 

63049210 자동차용 좌석 커버 15.5% B 

63049290 기타 17% B 

63049310 자동차용 좌석 커버 15.5% B 

63049390 기타 18% B 

63049910 자동차용 좌석 커버 15.5% B 

63049990 기타 17% B 

63051000 황마나 제5303호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로 만든 것 5% B 

63052000 면으로 만든 것 17% B 

63053200 중간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8% B 

63053300 기타(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8% B 

63053900 기타 18% B 

6305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5% B 

630612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8% B 

63061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7% B 

630622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8% B 

63062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7%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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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63000 돛 16% B 

63064000 공기 매트리스 12% B 

63069100 면으로 만든 것 17% B 

63069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8% B 

63071010 상업용의 업소 타월[단이 있는 것으로 폭이 43센티미터 이상 

56센티미터 이하이며, 길이가 43센티미터 이상 61센티미터 이하의 

것으로 표백하지 않은 직물로 전적으로 면이거나 면과 인조섬유의 

것(단사당 420데시텍스부터 1,000데시텍스까지, 경사 10센티미터당 

78사 이상 133사 이하, 위사 10센티미터당 78사 이상 137사 

이하의 것으로 중량이 1제곱미터당 135그램 이상 203그램 이하인 

것] 

17% B 

63071090 기타 17% B 

63072000 구명재킷과 구명벨트 17% B 

63079010 장례용 수의, 

등산장비[등반이나 등산용으로 국제산악연맹(the Union 

Internationale des Associations d'Alpinisme) 표준에 따라 제조된 

것], 

실금용 기저귀ㆍ냅킨(기저귀)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유아용은 제외한다), 

해양탈출슈트(해양 탈출 시스템 제조용에 사용되는 것), 

방독마스크[국립직업안전연구소(NIOSH)가 승인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것으로 여러 겹의 인조섬유제의 부직포로 구성되고 유해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호홉기 밸브의 부착여부와 활성탄소처리 

여부를 불문한다], 

소호 제5905.00호의 직물 벽 피복재 견본 책자, 

관 모양의 웨빙(등산용의 것), 

제9505호의 축제용품으로 소매판매하기 위한 용품 제조용의 와이어 

에지(wire-edged) 리본 

무세 A 

63079020 교회 장식용 가구 제품 7.5% B 

63079030 직업용 벨트 12% B 

63079040 가구 이동 패드 17% B 

63079091 기타: 전적으로 황마로 만든 것 9% B 

63079092 기타: 견으로 만든 것 16% B 

63079093 면이나 그 밖의 식물성 섬유로 만든 것(전적으로 황마로 만든 

것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17% B 

630790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8% B 

63080000 러그ㆍ태피스트리ㆍ자수한 테이블보나 서비에트용 직물과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나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18% B 

63090010 걸레 제조용 중고 섬유 제품 무세 A 

63090090 기타 18% B 

63101000 선별한 것 무세 A 

63109000 기타 무세 A 

64011011 고무로 만든 것: 라이딩 부츠(전적으로 고무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20% C 

64011019 고무로 만든 것: 기타 20% F 

6401102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20% F 

64019211 라이딩 부츠: 고무로 만든 것 2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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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19212 라이딩 부츠: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20% C 

64019220 다운힐 스키 부츠 무세 A 

64019230 샌들(전적으로 고무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20% C 

64019291 기타: 고무로 만든 것 20% F 

64019292 기타: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20% F 

64019911 고무로 만든 것: 라이딩 부츠, 샌들(전적으로 고무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20% C 

64019912 고무로 만든 것: 바깥 바닥과 불완전한 갑피로 구성된 미완성의 

신발류 

무세 A 

64019919 고무로 만든 것: 기타 20% F 

6401992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20% F 

64021210 다운힐 스키부츠 무세 A 

64021220 크로스컨트리 스키화 18% C 

64021230 스노우보드부츠 17.5% C 

64021910 축구ㆍ기타 미식축구ㆍ야구나 볼링 신발 17.5% C 

64021990 기타 17.5% A 

64022011 고무로 만든 것: 전적으로 고무로 된 샌들 16% C 

64022019 고무로 만든 것: 기타 16% C 

6402202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18% C 

64029110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이 부착된 것 17.5% F 

64029190 기타 17.5% F 

64029910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이 부착된 것 17.5% F 

64029990 기타 17.5% A 

64031210 다운힐 스키 부츠 무세 A 

64031220 크로스컨트리 스키화 18% C 

64031230 스노우보드 부츠 18% C 

64031910 결함이 있거나 비정상적인 발이나 발목을 위한 것(개인을 위한 

것으로 등록된 의료인의 서면 확인에 따라 구매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64031920 그 밖의 

신발류(승마용ㆍ골프용ㆍ하이킹용ㆍ등반용ㆍ볼링용ㆍ스케이팅용 

또는 트랙과 러닝을 포함한 트레이닝용) 

18% A 

64031990 기타 18% A 

6403200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으로 만든 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8% C 

64034000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18% F 

64035100 발목을 덮는 것 18% C 

64035910 결함이 있거나 비정상적인 발이나 발목을 위한 것(개인을 위한 

것으로 등록된 의료인의 서면 확인에 따라 구매한 것으로 

한정한다), 

캐나다 위원회의 전문성 기준에 부합하는 무용단 소속의 전임 전문 

무용수 또는 캐나다 위원회 교육과정 기준에 부합하는 발레 학교의 

정규 학생을 위한 포인트 슈즈(pointe shoes) 또는 블록 토 

슈즈(block toe shoes) 

무세 A 

64035920 그 밖의 여성 신발류(한 켤레당 가격이 30달러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1% C 

64035990 기타 18%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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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39100 발목을 덮는 것 18% F 

64039910 결함이 있거나 비정상적인 발이나 발목을 위한 것(개인을 위한 

것으로 등록된 의료인의 서면 확인에 따라 구매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64039930 그 밖의 여성 신발류(한 켤레당 가격이 30달러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1% C 

64039990 기타 18% A 

64041111 전적으로 고무로 만든 바깥 바닥과 캔버스 갑피로 된 

신발류[평직이나 바스켓 위브 직물의 것으로 최소 100분의 99의 

외피가 촘촘히 봉제되고, 전적으로 식물성 방직 섬유의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상인 것(도포나 적층한 것은 

제외한다)]: 하이킹 신발류 

16% C 

64041119 전적으로 고무로 만든 바깥 바닥과 캔버스 갑피로 된 

신발류[평직이나 바스켓 위브 직물의 것으로 최소 100분의 99의 

외피가 촘촘히 봉제되고, 전적으로 식물성 방직 섬유의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상인 것(도포나 적층한 것은 

제외한다)]: 하이킹 신발류 

16% C 

64041191 기타: 하이킹 신발류 18% C 

64041199 기타: 기타 18% A 

64041910 결함이 있거나 비정상적인 발이나 발목을 위한 것(개인을 위한 

것으로 등록된 의료인의 서면 확인에 따라 구매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64041920 성직자용 의류 7.5% C 

64041930 전적으로 고무로 만든 바깥 바닥과 캔버스 갑피로 된 

신발류[평직이나 바스켓 위브 직물의 것으로 최소 100분의 99의 

외피가 촘촘히 봉제되고, 전적으로 식물성 방직 섬유의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상인 것(도포나 적층한 것은 

제외한다)]: 하이킹 신발류 

16% C 

64041990 기타 18% F 

64042010 결함이 있거나 비정상적인 발이나 발목을 위한 것(개인을 위한 

것으로 등록된 의료인의 서면 확인에 따라 구매한 것으로 

한정한다), 

캐나다 위원회의 전문성 기준에 부합하는 무용단 소속의 전임 전문 

무용수 또는 캐나다 위원회 교육과정 기준에 부합하는 발레 학교의 

정규 학생을 위한 포인트 슈즈(pointe shoes) 또는 블록 토 

슈즈(block toe shoes) 

무세 A 

64042090 기타 18% C 

64051010 결함이 있거나 비정상적인 발이나 발목을 위한 것(개인을 위한 

것으로 등록된 의료인의 서면 확인에 따라 구매한 것으로 

한정한다), 

캐나다 위원회의 전문성 기준에 부합하는 무용단 소속의 전임 전문 

무용수 또는 캐나다 위원회 교육과정 기준에 부합하는 발레 학교의 

정규 학생을 위한 포인트 슈즈(pointe shoes) 또는 블록 토 

슈즈(block toe shoes) 

무세 A 

64051090 기타 18% C 

64052010 결함이 있거나 비정상적인 발이나 발목을 위한 것(개인을 위한 

것으로 등록된 의료인의 서면 확인에 따라 구매한 것으로 

한정한다), 

캐나다 위원회의 전문성 기준에 부합하는 무용단 소속의 전임 전문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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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수 또는 캐나다 위원회 교육과정 기준에 부합하는 발레 학교의 

정규 학생을 위한 포인트 슈즈(pointe shoes) 또는 블록 토 

슈즈(block toe shoes) 

64052020 그 밖의 신발류(양모펠트의 갑피와 바닥을 가진 것) 18% C 

64052090 기타 18% C 

64059000 기타 18% C 

64061011 방직용 섬유 재료로 만든 것: 갑피 외부 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방직용 재료로 된 것 

무세 A 

64061019 방직용 섬유 재료로 만든 것: 기타 12.5% C 

64061091 기타: 가죽이나 인조가죽으로 만든 것이나 이들을 조합하여 만든 

것(방직용 섬유나 그 밖의 재료로 안을 댄 것이나 대지 않은 

것)으로 시멘트로 처리된 여성용 신발류 제조용의 것 

8% C 

64061099 기타: 기타 무세 A 

64062000 바깥바닥과 뒷굽(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64069100 나무로 만든 것 무세 A 

64069910 등산용의 스파이크창, 

강으로 만든 토우 캡 

무세 A 

64069920 방직용 섬유 재료로 만든 각반이나 레깅스 10% C 

64069990 기타 5% A 

65010000 모체(hat-form)[펠트(felt)로 만든 성형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펠트(felt)로 만든 

플래토우(plateaux)와 망숑(manchon)[슬릿망숑(slit manchon)을 

포함한다] 

무세 A 

65020000 모체(hat-shape)[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인 것,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 안을 대지 

않거나 장식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65040010 하나의 조각으로 엮은 것이나 모 펠트나 양모 펠트로 만든 것으로 

모자 제조용 

무세 A 

65040090 기타 12.5% B 

65051000 헤어네트 15.5% C 

65059010 메리야스 편물ㆍ뜨개질 편물이나 직물(모자 제조용) 무세 A 

65059031 펠트 모자와 그 밖의 펠트 헤드기어(제6501호의 모체ㆍ후드 또는 

플래토우로 만든 것으로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모 펠트나 양모 펠트로 만든 것(모자 제조용) 

무세 A 

65059039 펠트 모자와 그 밖의 펠트 헤드기어(제6501호의 모체ㆍ후드 또는 

플래토우로 만든 것): 기타 

12.5% B 

65059040 그 밖의 모자ㆍ후드ㆍ캡ㆍ보넷이나 베레모 12.5% C 

65059090 기타 15.5% C 

65061010 미식축구 헬멧, 

소방관용의 것, 

등산용의 것, 

산업용 안전 헬멧, 

X-레이 조작자용의 것(납이 주입되거나 납판이 부착된 것) 

무세 A 

65061090 기타 8.5% C 

65069100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9% B 

65069910 지제ㆍ피혁이나 깃털로 만든 것 5%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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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69920 모피로 만든 것 8% B 

65069990 기타 12.5% C 

65070000 헤드밴드ㆍ안감ㆍ커버ㆍ모자의 파운데이션ㆍ모자의 프레임ㆍ챙과 

턱끈(모자용의 것) 

무세 A 

66011000 정원용이나 이와 유사한 산류 7% B 

66019100 대가 절첩식의 것 7.5% B 

66019900 기타 7.5% B 

66020010 공공병원용의 지팡이 무세 A 

66020090 기타 7% B 

66032000 산류의 틀(대에 부착된 틀을 포함한다) 무세 A 

66039000 기타 무세 A 

67010010 깃털이나 솜털로 만든 제품 4.5% A 

67010090 기타 4.5% A 

6702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5% A 

67029010 부분품(폴리에스테르 또는 견사나 견직물의 것으로 철제의 가지가 

붙어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 조화ㆍ인조나무나 기타 

인조식물 제조용 

무세 A 

67029090 기타 6.5% B 

67030000 사람 머리카락(정돈ㆍ표백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발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기 위한 양모나 그 밖의 동물의 

털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 

무세 A 

67041100 전체가발 15.5% B 

67041900 기타 15.5% B 

67042000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 15.5% B 

670490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15.5% B 

68010000 포석ㆍ연석과 판석(천연석재의 것에 한하며, 슬레이트는 제외한다) 3.5% A 

68021010 인공적으로 착색한 루핑(roofing) 과립 무세 A 

68021090 기타 8% A 

68022100 대리석ㆍ트래버틴과 설화석고 3.5% A 

68022300 화강암 3.5% A 

68022900 그 밖의 암석 5% A 

68029100 대리석ㆍ트래버틴과 설화석고 6% A 

68029200 그 밖의 석회질 암석 6.5% A 

68029300 화강암 6.5% A 

68029900 그 밖의 암석 6.5% A 

68030010 루핑(roofing) 슬레이트, 

슬레이트(당구 테이블 제조용) 

무세 A 

68030090 기타 6.5% A 

68041000 밀스톤과 그라인드스톤(밀링용ㆍ그라인딩용이나 펄핑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68042100 합성이나 천연다이아몬드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68042200 그 밖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도자제로 

만든 것 

무세 A 

68042300 천연석제로 만든 것 무세 A 

68043000 수지석(手砥石) 무세 A 

68051010 전력구동식 공구와 함께 사용되는 종류의 플랩휠과 나선형 밴드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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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51020 롤 모양(특정 모양으로 절단하거나 봉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제품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도포된 연마물품 제조용의 

것 

무세 A 

68051090 기타 무세 A 

68052010 전력구동식 도구와 함께 사용되는 종류의 플랩휠과 나선형 밴드 무세 A 

68052020 롤 모양(특정 모양으로 절단하거나 봉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제품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도포된 연마물품 제조용의 

것 

무세 A 

68052090 기타 무세 A 

68053010 전력구동식 도구와 함께 사용되는 종류의 플랩휠과 나선형 밴드 무세 A 

68053020 롤 모양(특정 모양으로 절단하거나 봉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제품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도포된 연마물품 제조용의 

것 

무세 A 

68053090 기타 무세 A 

68061010 식물성 섬유를 함유하는 롤 모양의 피복재료 무세 A 

68061090 기타 무세 A 

68062000 박리한 버미큐라이트ㆍ팽창점토ㆍ다포슬래그 및 이와 유사하게 

팽창한 광물성재료(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무세 A 

68069010 알루미노-실리케이트 내화재 섬유의 제품, 

식물성 섬유를 함유하는 피복재료 

무세 A 

68069090 기타 무세 A 

68071000 롤 모양의 것 6.5% A 

68079000 기타 2.5% A 

68080000 패널ㆍ보드ㆍ타일ㆍ블록과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유ㆍ짚 또는 

목재의 대패밥ㆍ칩ㆍ파티클ㆍ톱밥이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를 

시멘트ㆍ플라스터나 그 밖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으로 

한정한다) 

4% A 

68091100 종이나 판지만으로 입혔거나 보강한 것 6% A 

68091900 기타 6.5% A 

68099010 모델(models)과 캐스트(casts)(치과 보철 제조용) 무세 A 

68099090 기타 6.5% A 

68101100 건축용 블록과 벽돌 3% A 

68101900 기타 5% A 

68109100 조립식 건축자재(건축이나 토목 공사용으로 한정한다) 5% A 

68109900 기타 5% A 

68114000 석면을 함유한 것 5% A 

68118100 파형의 시트 5% A 

68118200 그 밖의 시트ㆍ패널ㆍ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 5% A 

68118300 관과 관의 연결구류 5% A 

68118900 그 밖의 제품 5% A 

68128000 청석면의 것 무세 A 

68129100 의류ㆍ의류부속품ㆍ신발과 모자류 15.5% B 

68129200 종이ㆍ표지용의 판지와 펠트 무세 A 

68129300 압축가공한 시트모양이나 롤 모양의 석면섬유 조인팅 무세 A 

68129900 기타 무세 A 

68132011 브레이크 라이닝과 패드: 제8702호ㆍ제8703호ㆍ제8704호나 7%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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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05호의 자동차용의 것 

68132019 브레이크 라이닝과 패드: 기타 5% B 

68132090 기타 무세 A 

68138110 제8702호ㆍ제8703호ㆍ제8704호나 제8705호의 자동차용의 것 7% A 

68138190 기타 5% B 

68138900 기타 무세 A 

68141010 운모 테이프(전기 발전기의 제조나 리퍼비시에 사용되는 것으로 

전기적으로 절연성이나 전도성이 있는 것) 

무세 A 

68141090 기타 무세 A 

68149000 기타 무세 A 

68151010 탄소섬유와 필라멘트,내화벽돌ㆍ블록ㆍ타일과 이와 유사한 야금용 

코크스, 철강 생산에 사용되는 내화 건축 제품 

무세 A 

68151020 흑연블록(직경이 1 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38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철도 차량용 차륜 주조를 위한 주형 제조용) 

무세 A 

68151090 기타 2% B 

68152000 이탄제품 4.5% A 

68159100 마그네사이트ㆍ백운석이나 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무세 A 

68159910 파운드리 페이싱, 

모델(models)과 캐스트(casts)(치과보철 제조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올리바인 패널(목재폐기물 소화기 제조용), 

내화벽돌ㆍ블록ㆍ타일과 이와 유사한 야금용 코크스, 철강 생산에 

사용되는 내화 건축 제품 

무세 A 

68159920 표지 7% A 

68159990 기타 5% A 

69010000 벽돌ㆍ블록ㆍ타일과 그 밖의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가루(예: 

규조토ㆍ트리폴리트나 다이어토마이트)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69021000 마그네슘ㆍ칼슘이나 크로뮴 원소를 산화마그네슘ㆍ산화칼슘이나 

산화크로뮴으로 표현하였을 때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무세 A 

69022000 알루미나ㆍ실리카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무세 A 

69029000 기타 무세 A 

69031000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나 이들의 혼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무세 A 

69032000 알루미나 또는 알루미나와 실리카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무세 A 

69039000 기타 무세 A 

69041000 건축용 벽돌 3% A 

69049010 바닥깔개용 블록 3% A 

69049020 서포트 타일이나 필러타일과 이와 유사한 것 8% A 

69051000 기와(지붕타일) 6.5% A 

69059000 기타 7% A 

69060000 도자제의 관ㆍ도관ㆍ홈통과 관의 연결구류 무세 A 

69071000 타일ㆍ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의 여부를 불문하며, 8%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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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69079000 기타 8% A 

69081000 타일ㆍ큐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의 여부를 불문하며, 

최대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8% A 

69089010 표면적이 103제곱센티미터 이상인 타일 8% A 

69089090 기타 8% B 

69091100 자기로 만든 것 4.5% A 

69091210 섬유질의 셀룰로오스 재료로 펄프를 만드는 기계용이나 종이나 

판지의 제조나 완성 기계용의 것 

무세 A 

69091290 기타 4.5% A 

69091910 세라믹 링(포름알데히드의 제조용), 

섬유질의 셀룰로오스 재료로 펄프를 만드는 기계용이나 종이나 

판지의 제조나 완성 기계용의 것 

무세 A 

69091990 기타 4.5% A 

69099000 기타 7% A 

69101010 수세식 변기용 물통(토일렛 보울) 및 수세용물탱크(토일렛 탱크)나 

그 조합물 

7.5% A 

69101090 기타 7.5% A 

69109000 기타 7.5% A 

69111010 장식되지 않은 식탁용품(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호텔ㆍ레스토랑이나 기관용의 장식된 튼튼한 식탁용품 제조용) 

무세 A 

69111020 그 밖의 장식되지 않은 식탁용품(유약소성장식에 의한 장식용 

식탁용품 제조용) 

무세 A 

69111090 기타 7% A 

69119000 기타 5.5% A 

69120010 흙이나 석재로 만든 장식되지 않은 커피머그(유약소성장식에 의한 

장식된 커피머그 제조용), 

반자기나 백화강암의 장식되지 않은 식탁용품(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호텔ㆍ레스토랑이나 기관용의 장식된 튼튼한 

식탁용품 제조용) 

무세 A 

69120020 기타(반자기나 백화강암의 장식되지 않은 식탁용품으로서 

유약소성장식에 의한 장식용 식탁용품 제조용) 

무세 A 

69120090 기타 7% B 

69131000 자기로 만든 것 6.5% A 

69139010 기산일로부터 25년전이나 그 이전에 캐나다에서 생산된 것 무세 A 

69139090 기타 6.5% A 

69141010 고무장갑의 제조에 사용되는 손 모양의 자기제품 무세 A 

69141090 기타 7% A 

69149000 기타 7% A 

70010000 파유리와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유리괴 무세 A 

70021000 구 무세 A 

70022000 봉 무세 A 

70023100 석영유리와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 무세 A 

70023200 선팽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섭씨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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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70023900 기타 무세 A 

70031200 전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또는 흡수층ㆍ반사층이나 무반사층을 갖는 것 

무세 A 

70031900 기타 무세 A 

70032000 망입 시트유리 무세 A 

70033000 프로파일 무세 A 

70042000 유리[전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또는 흡수층ㆍ반사층이나 무반사층을 갖는 

것] 

무세 A 

70049000 그 밖의 유리 무세 A 

70051000 망입하지 않은 유리(흡수층ㆍ반사층이나 무반사층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70052100 전 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ㆍ불투명한 

것ㆍ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이나 단순히 표면을 연마한 것 

무세 A 

70052900 기타 무세 A 

70053000 망입유리 무세 A 

70060000 제7003호ㆍ제7004호나 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ㆍ가장자리 

가공한 것ㆍ조각한 것ㆍ구멍을 뚫은 것ㆍ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기타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무세 A 

70071100 차량ㆍ항공기ㆍ우주선이나 선박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크기와 모양의 

것 

무세 A 

70071900 기타 무세 A 

70072100 차량ㆍ항공기ㆍ우주선이나 선박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크기와 모양의 

것 

무세 A 

70072900 기타 무세 A 

70080000 유리로 만든 복층절연유닛 무세 A 

70091000 백미러(차량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70099100 틀이 붙지 않은 것 무세 A 

70099200 틀이 붙은 것 무세 A 

70101000 앰플 무세 A 

70102000 마개ㆍ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무세 A 

70109000 기타 무세 A 

70111000 전등용의 것 무세 A 

70112010 원뿔체(깔대기류) 무세 A 

70112090 기타 무세 A 

70119000 기타 무세 A 

70131000 유리 도자제로 만든 것 무세 A 

701322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무세 A 

70132800 기타 무세 A 

701333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무세 A 

70133700 기타 무세 A 

701341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무세 A 

70134200 선팽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섭씨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것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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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34900 기타 무세 A 

701391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무세 A 

70139900 기타 무세 A 

70140000 신호용 유리제품과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제7015호의 것과 

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무세 A 

7015100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무세 A 

70159000 기타 무세 A 

70161000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세공품(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무세 A 

70169000 기타 무세 A 

70171000 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 무세 A 

70172000 선팽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섭씨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무세 A 

70179000 기타 무세 A 

70181000 유리로 만든 비드ㆍ모조진주ㆍ모조귀석 또는 반귀석 및 이와 유사한 

유리세공품 

무세 A 

70182000 지름이 1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 무세 A 

70189000 기타 무세 A 

70191100 단연사(길이가 5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70191200 로빙 무세 A 

70191900 기타 무세 A 

70193110 전적으로 고실리카 유리섬유로 된 것[도포된 것을 제외하며 실리콘 

다이옥사이드(SiO2)로 측정된 결합실리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상인 것] 

무세 A 

70193190 기타 무세 A 

70193210 전적으로 유리섬유로 된 부직포(폭이 3.6 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하의 것으로 결합재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로서 바닥깔개 제조용 

무세 A 

70193220 아스팔트로 도포되거나 침투한 것[루핑(roofing)용의 것] 무세 A 

70193290 기타 무세 A 

70193910 연속으로 꼰 생산품으로서 수지 트랜스퍼 모울딩이나 풀트루전 

공법으로 만든 강화플라스틱 구성물의 제조용, 

열ㆍ환기나 공기정화 시스템용 필터 제조용, 

전적으로 유리섬유로 된 부직포(폭이 3.6 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하의 것으로 결합재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로서 바닥깔개 제조용 

무세 A 

701939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70193999 기타: 기타 무세 A 

70194010 복합물과 완전히 경화되지 않은 에폭시 수지로 침투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프리프레그(prepreg)"로 알려진 것[아이ㆍ피ㆍ씨(IPC) 

4101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전기적으로 

전도성을 가지는 직조된 유리 테이프(전기발전기 제조나 

리퍼비시용의 것), 전적으로 유리섬유나 필라멘트로 만든 것(수지가 

침투된 롤 모양의 것으로 종이 격리 판으로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으로 그라인딩 휠 제조용,전적으로 고실리카 

유리섬유의 것[도포된 것을 제외하며 실리콘 다이옥사이드(SiO2)로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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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 결합실리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상 포함된 

것] 

70194020 타이어 제조용 무세 A 

701940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70194099 기타: 기타 10.5% B 

70195110 전적으로 유리 섬유나 필라멘트로 만든 것(수지로 침투한 것ㆍ롤 

모양의 것으로 종이 격리판으로 뒷면을 보강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으로 그라인딩 휠 제조용, 

전적으로 고실리카 유리섬유로 만든 것[도포된 것을 제외하며 

실리콘 다이옥사이드(SiO2)로 측정된 결합실리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상 포함된 것] 

무세 A 

70195120 타이어 제조용 무세 A 

701951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70195199 기타: 기타 무세 A 

70195210 전적으로 유리 섬유나 필라멘트로 만든 것(수지로 침투한 것ㆍ롤 

모양의 것으로 종이 격리판으로 뒷면을 보강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으로 그라인딩 휠 제조용, 

전적으로 고실리카 유리섬유로 만든 것[도포된 것을 제외하며 

실리콘 다이옥사이드(SiO2)로 측정된 결합실리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상 포함된 것] 

무세 A 

70195220 타이어 제조용 무세 A 

701952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70195299 기타: 기타 무세 A 

70195910 전적으로 붕규산 유리 필라멘트로 만든 이중직 스페이스 

직물(동시에 직조되고 일반적인 실이 결합된 두 개의 직물로 

구성되고 전체 두께가 2.54센티미터 이하인 것),  

전적으로 유리섬유나 필라멘트로 만든 것(수지로 침투된 롤 모양의 

것으로 종이 격리 판으로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다)으로 그라인딩 휠 제조용, 

전적으로 고실리카 유리섬유로 만든 것[도포된 것을 제외하며 

실리콘 다이옥사이드(SiO2)로 측정된 결합실리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상 포함된 것] 

무세 A 

70195920 타이어 제조용 무세 A 

70195991 기타: 의류 제조용 무세 A 

70195999 기타: 기타 무세 A 

70199010 코디지와 브레이드 튜빙(braided tubing)[전적으로 고실리카 

유리섬유로 된 것으로 도포된 것을 제외하며 실리콘 

다이옥사이드(SiO2)로 측정된 결합실리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상 포함된 것],  

직조유리섬유나 필라멘트의 디스크(수지로 침투된 것으로 종이 

격리판으로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로 그라인딩 휠 

제조용 

무세 A 

70199030 의류 제조용 무세 A 

70199040 그 밖의 직물[메리야스편물이나 브레이드(braided) 제품] 무세 A 

70199090 기타 무세 A 

70200010 절단이나 장식된 유리제품 제조용, 

선팽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섭씨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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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제품, 

진공 플라스크나 그 밖의 진공용기의 유리내부재 

70200090 기타 6.5% A 

71011010 수송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실에 꿴 선별된 진주 무세 A 

71011090 기타 무세 A 

71012100 가공하지 않은 것 무세 A 

71012210 수송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실에 꿴 선별된 진주 무세 A 

71012290 기타 무세 A 

71021000 선별하지 않은 것 무세 A 

71022100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71022900 기타 무세 A 

71023100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71023900 기타 무세 A 

71031000 원석이나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 무세 A 

71039100 루비ㆍ사파이어와 에메랄드 무세 A 

71039900 기타 무세 A 

71041000 압전기용 석영 무세 A 

71042000 기타(원석ㆍ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71049000 기타 무세 A 

71051000 다이아몬드의 것 무세 A 

71059000 기타 무세 A 

71061000 가루 무세 A 

71069100 가공하지 않은 것 무세 A 

71069211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92.5 이상의 은을 함유하는 것: 바 

형태ㆍ시트형태나 플레이트 형태의 것 

무세 A 

71069219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92.5 이상의 은을 함유하는 것: 기타 무세 A 

71069221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92.5 미만의 은을 함유하는 것: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50 이상의 구리를 함유하는 것 

무세 A 

71069222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92.5 미만의 은을 함유하는 것: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50 미만의 구리를 함유하는 것 

무세 A 

71070000 은을 입힌 비(卑)금속(반가공의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71081100 가루 무세 A 

71081200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의 것 무세 A 

71081310 10캐럿 이상의 것 무세 A 

71081320 10캐럿 미만의 것 무세 A 

71082000 화폐용의 것 무세 A 

71090000 금을 입힌 비(卑)금속이나 은(반가공의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711011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모양의 것 무세 A 

71101900 기타 무세 A 

711021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모양의 것 무세 A 

71102900 기타 무세 A 

711031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모양의 것 무세 A 

71103900 기타 무세 A 

711041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모양의 것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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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4900 기타 무세 A 

71110000 백금을 입힌 비(卑)금속ㆍ은이나 금(반가공의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71123000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 무세 A 

71129100 금의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무세 A 

71129200 백금의 것(백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무세 A 

71129900 기타 무세 A 

71131110 신변장식용품(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A 

71131190 기타 8.5% B 

71131910 신변장식용품(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A 

71131990 기타 6.5% B 

71132010 신변장식용품 5% A 

71132090 기타 8.5% B 

71141100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5.5% A 

71141900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5.5% A 

71142000 귀금속을 입힌 비(卑)금속제로 만든 것 5.5% A 

71151000 촉매제(백금으로 만든 와이어 클로스나 그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71159010 은이나 금의 전극, 

백금 도가니 

무세 A 

71159090 기타 무세 A 

71161000 천연이나 양식진주로 만든 것 8.5% A 

71162010 기산일로부터 25년이나 그 이전에 캐나다에서 생산된 것 무세 A 

71162090 기타 6.5% A 

71171100 커프링크와 장식용단추 8% A 

71171910 황동 체인(모조다이아몬드로 셋팅한 것으로 신변장식용품 제조용), 

금속 셋팅의 파우아(paua) 껍질, 

신발류나 신발류 연결구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장식품 

무세 A 

71171990 기타 8.5% B 

71179000 기타 8.5% B 

71181000 주화(금화는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 6.5% A 

71189000 기타 무세 A 

72011000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72012000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72015000 합금선철, 스피그라이즌 무세 A 

7202110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것 무세 A 

72021900 기타 무세 A 

72022100 실리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5를 초과하는 것 무세 A 

72022900 기타 무세 A 

72023000 페로실리코망간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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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2410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 

 

주: MFN 세율이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확장되었다 

무세 A 

72024900 기타 

 

주: MFN 세율이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확장되었다 

무세 A 

72025000 페로실리코크로뮴 무세 A 

72026000 페로니켈 무세 A 

72027000 페로몰리브데늄 무세 A 

72028000 페로텅스텐과 페로실리코텅스텐 무세 A 

72029100 페로티타늄과 페로실리코티타늄 무세 A 

72029210 철강 제조용 무세 A 

72029290 기타 무세 A 

72029300 페로니오븀 무세 A 

72029900 기타 무세 A 

72031000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무세 A 

72039000 기타 무세 A 

72041000 주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무세 A 

72042100 스테인리스강의 것 무세 A 

72042900 기타 무세 A 

72043000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무세 A 

72044100 선삭(旋削)ㆍ세이빙ㆍ칩ㆍ밀링 

웨이스트(waste)ㆍ톱밥ㆍ파일링ㆍ트리밍 및 스탬핑(번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무세 A 

72044900 기타 무세 A 

72045000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무세 A 

72051010 쇼트 강[버니싱용(burnishing)의 것], 

그 밖의 쇼트(절단ㆍ광택ㆍ압력폭발이나 텀블링용 종류의 철강 쇼트 

이외의 것) 

무세 A 

72051090 기타 무세 A 

72052100 합금강의 것 무세 A 

72052900 기타 무세 A 

72061000 잉곳 무세 A 

72069000 기타 무세 A 

72071110 빌릿(billet)[봉 제조용으로 에이ㆍ아이ㆍ에스ㆍ아이(AISI) 12 엘(L) 

14 규격의 것] 

무세 A 

72071190 기타 무세 A 

72071200 기타[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 무세 A 

72071910 연속된 캐스트 라운드[규격 에이(A) 830 에프(F)나 씨(C) 829 

에프(F)의 것으로 바깥지름이 21.59 센티미터ㆍ22.01 센티미터나 

25.72 센티미터의 것]로 무계목(無繼目) 라인파이프, 표준 파이프 

또는 메커니컬 튜빙 제조용, 

그 밖의 라운드[천연가스나 유정용의 것으로 드릴 

파이프ㆍ케이싱이나 튜빙 또는 피팅ㆍ커플링ㆍ스레드(thread)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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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텍터나 니플 제조용] 

72071990 기타 무세 A 

72072011 블룸ㆍ빌렛ㆍ라운드ㆍ슬래브 및 시트바: 연속된 캐스트 라운드[규격 

에이(A) 830 에프(F)나 씨(C) 829 에프(F)의 것으로 바깥지름이 

21.59 센티미터ㆍ22.01 센티미터나 25.72 센티미터의 것]로 

무계목(無繼目) 라인파이프, 표준 파이프 또는 메커니컬 튜빙 

제조용, 

그 밖의 라운드[천연가스나 유정용의 것으로 드릴 

파이프ㆍ케이싱이나 튜빙 또는 피팅ㆍ커플링ㆍ스레드(thread) 

프로텍터나 니플 제조용] 

무세 A 

72072019 블룸ㆍ빌렛ㆍ라운드ㆍ슬래브 및 시트바: 기타 무세 A 

72072090 기타 무세 A 

72081000 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고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무세 A 

72082510 천연가스나 유정용의 드릴파이프ㆍ케이싱이나 튜빙 또는 

피팅ㆍ커플링ㆍ스레드(thread) 프로텍터나 니플 제조용, 

분리장치나 트리터(물ㆍ오일ㆍ가스) 제조용(웰헤드 조립품이나 표면 

오일펌프 유닛과 오일이나 천연가스 유정의 필드 마케팅 밸브 

사이의 설치용) 

무세 A 

72082590 기타 무세 A 

72082610 톱 제조용(톱니 모양의 날이 없고 강화ㆍ단련되거나 연마되지 않은 

것) 

무세 A 

72082690 기타 무세 A 

72082710 톱 제조용(톱니 모양의 날이 없고 강화ㆍ단련되거나 연마되지 않은 

것) 

무세 A 

72082790 기타 무세 A 

72083600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무세 A 

72083710 천연가스나 유정용의 드릴파이프ㆍ케이싱이나 튜빙 또는 

피팅ㆍ커플링ㆍ스레드(thread) 프로텍터나 니플 제조용, 

분리장치나 트리터(물ㆍ오일ㆍ가스) 제조용(웰헤드 조립품이나 표면 

오일펌프 유닛과 오일이나 천연가스 유정의 필드 마케팅 밸브 

사이의 설치용) 

무세 A 

72083790 기타 무세 A 

72083810 톱 제조용(톱니 모양의 날이 없고 강화ㆍ단련되거나 연마되지 않은 

것) 

무세 A 

72083890 기타 무세 A 

72083900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무세 A 

72084010 선박ㆍ보트나 수상 구조물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72084091 기타: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인장강도가 

355메가파스칼 이하인 것),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무세 A 

72084099 기타: 기타 무세 A 

72085110 4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드박스패스(closed box pass)로 한 

것(폭이 1,250밀리미터 이하의 것) 

무세 A 

72085191 기타: 분리장치나 트리터(물ㆍ오일ㆍ가스) 제조용(웰헤드 조립품이나 

표면 오일펌프 유닛과 오일이나 천연가스 유정의 필드 마케팅 밸브 

사이의 설치용),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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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ㆍ보트나 수상 구조물에 사용되는 것 

72085199 기타: 기타 무세 A 

72085211 최소 인장강도가 355 메가파스칼인 것[4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드박스패스(closed box pass)로 한 것으로 폭이 1,250 

밀리미터 이하의 것]: 선박ㆍ보트나 수상 구조물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72085219 최소 인장강도가 355 메가파스칼인 것[4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드박스패스(closed box pass)로 한 것으로 폭이 1,250 

밀리미터 이하의 것]: 기타 

무세 A 

72085290 기타 무세 A 

72085300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무세 A 

72085400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무세 A 

72089000 기타 무세 A 

72091500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것 무세 A 

72091610 탄소강 시트[에스ㆍ에이ㆍ이(SAE) 제이(J)1392 980 

엑스ㆍ에프(XF)의 것]로 자동화된 기계적 씨저잭이나 그 핸들 

제조용 

무세 A 

72091691 기타: 최소 인장강도가 275메가파스칼인 것 무세 A 

72091699 기타: 기타 무세 A 

72091710 모터 라미네이션 강의 것[최대 코어 손실이 

9.54와트/킬로그램/밀리미터이고 60헤르츠의 주파수와 

에이ㆍ에스ㆍ티ㆍ엠(ASTM: 미국재료실험협회) 에이(A) 34나 에이(A) 

343에서 1.5 티(T)의 전자유도를 가진 것]으로 마그네틱 코어 

라미네이션 제조용 

무세 A 

72091791 기타: 최소 인장강도가 275메가파스칼인 것 무세 A 

72091799 기타: 기타 무세 A 

72091810 최소인장강도가 275메가파스칼인 것(열전자관ㆍ냉음극관이나 광전관 

밸브와 튜브 제조용), 

모터 라미네이션 강의 것[최대 코어 손실이 

9.54와트/킬로그램/밀리미터이고 60헤르츠의 주파수와 

에이ㆍ에스ㆍ티ㆍ엠(ASTM: 미국재료실험협회) 에이(A) 34나 에이(A) 

343에서 1.5 티(T)의 전자유도를 가진 것]으로 마그네틱 코어 

라미네이션 제조용 

무세 A 

72091891 기타: 최소 인장강도가 275메가파스칼인 것 무세 A 

72091899 기타: 기타 무세 A 

72092500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것 무세 A 

72092600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무세 A 

72092700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무세 A 

72092800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무세 A 

72099000 기타 무세 A 

72101100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무세 A 

72101200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무세 A 

72102010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하인 것 무세 A 

72102020 두께가 4.75밀리미터 초과하는 것 무세 A 

72103000 아연을 전해도금이나 도포한 것 무세 A 

72104100 물결모양의 것 무세 A 

72104900 기타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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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05000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무세 A 

72106100 알루미늄-아연 합금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무세 A 

72106900 기타 무세 A 

72107000 페인트한 것ㆍ바니시한 것이나 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무세 A 

72109000 기타 무세 A 

72111300 4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드박스패스(closed box pass)로 한 

것(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코일 모양인 것과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무세 A 

72111400 기타: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무세 A 

72111910 톱니 모양의 날이 없는 것(강화ㆍ단련되거나 연마되지 않은 것으로 

톱 제조용) 

무세 A 

72111990 기타 무세 A 

72112310 강화ㆍ단련되거나 연마된 것(형상을 갖추기 위해 절단된 것 이상의 

가공이 되지 않고, 톱니 모양의 날이 없는 톱 제조용), 

3밀리미터 미만의 두께의 것으로 최소 인장강도가 275메가파스칼인 

것이나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최소 인장강도가 

355메가파스칼인 것: 편직기용 바늘, 

열전자관ㆍ냉음극관이나 광전관 밸브와 튜브 제조용 

무세 A 

72112390 기타 무세 A 

72112910 에스ㆍ에이ㆍ이(SAE) 1080에 열거된 고탄소강스트립[강화 및 

단련ㆍ연마되고 경도가 알씨(RC) 45/47이며 전단연이 있고, 중량이 

1톤 이하의 코일 형태의 것]으로 바닥미장기계날 제조용,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이고 최소인장강도가 275메가파스칼인 

것이나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이고 최소인장강도가 

355메가파스칼인 것: 편직기용 바늘, 

열전자관ㆍ냉음극관이나 광전관 밸브와 튜브 제조용, 

톱니 모양의 날이 없는 것(강화ㆍ단련되거나 연마되지 않은 것으로 

톱 제조용) 

무세 A 

72112990 기타 무세 A 

72119010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이고 한쪽 또는 양쪽에 날이 있으며 커팅 

다이스 제조용, 

톱니모양의 날이 없는 것(강화ㆍ단련되거나 연마되지 않은 것으로 

톱 제조용) 

무세 A 

72119090 기타 무세 A 

72121000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무세 A 

72122000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무세 A 

7212300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무세 A 

72124000 페인트한 것ㆍ바니시한 것이나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무세 A 

72125010 소호 제8541.21호의 건조기 제조용의 알루미늄 

드로우잉(drawing)한 특수 킬드 강판, 

황동래커ㆍ니켈이나 니켈-주석으로 도금한 것(두께 0.41밀리미터 

이하 폭 5.3센티미터 이하의 것)으로 페인트 브러쉬 페룰 제조용, 

납-주석 합금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스토브 엘리먼트의 센터 디스크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크롬으로 

도금한 것, 

에스ㆍ에이ㆍ이(SAE) 1008에 규정된 냉간압연ㆍ알루미늄 킬드 

드로우 품질ㆍ니켈 도금 후 담금질 한 것(두께가 0.127밀리미터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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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0.51밀리미터 이하의 것)으로 배터리 캔 제조용 

72125090 기타 무세 A 

72126010 선박ㆍ보트나 수상 구조물용의 것 무세 A 

72126090 기타 무세 A 

7213100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ㆍ리브ㆍ홈이나 그 밖의 

형상을 가지는 것 

무세 A 

72132010 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15 이상 100분의 0.35 

이하이거나 비스무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5 이상 

100분의 0.4 이하의 것(캐나다 제조자용), 

직경이 9.525밀리미터 이하의 것(선 제조용) 

무세 A 

72132090 기타 무세 A 

72139110 직경이 9.525밀리미터 이하의 것(선 제조용) 무세 A 

72139190 기타 무세 A 

72139910 직경이 9.525밀리미터 이하의 것(선 제조용) 무세 A 

72139991 기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 무세 A 

72139999 기타: 기타 무세 A 

72141000 단조한 것 무세 A 

7214200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ㆍ리브ㆍ홈이나 그 밖의 

형상을 가지는 것이나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 

무세 A 

72143010 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15 이상 100분의 0.35 

이하이거나 비스무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5 이상 

100분의 0.4 이하의 것(캐나다 제조자용) 

무세 A 

72143090 기타 무세 A 

72149110 선박ㆍ보트나 수상 구조물용의 것, 

밀 연장의 그라우저 바(트랙-레잉 트랙터용 트랙슈즈, 로더나 

굴삭기 제조용) 

무세 A 

72149190 기타 무세 A 

72149910 선박ㆍ보트나 수상 구조물용의 것, 

밀 연장의 그라우저 바(트랙-레잉 트랙터용 트랙슈즈, 로더나 

굴삭기 제조용) 

무세 A 

72149990 기타 무세 A 

72151000 쾌삭강의 것(냉간성형이나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72155000 기타(냉간성형이나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72159000 기타 무세 A 

72161000 유(U)형강ㆍ아이(I)형강 또는 

에이치(H)형강[열간(熱間)압연ㆍ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72162110 선박ㆍ보트나 수상 구조물용의 것 무세 A 

72162190 기타 무세 A 

72162200 티(T)형강 무세 A 

72163110 선박ㆍ보트나 수상 구조물용의 것 무세 A 

72163190 기타 무세 A 

72163210 선박ㆍ보트나 수상 구조물용의 것,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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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블래스트나 프라이머(primer) 도포보다 더 가공되지 않은 

것(포크 리프트 트럭용 마스트 제조용) 

72163290 기타 무세 A 

72163310 선박ㆍ보트나 수상 구조물용의 것, 

높이가 150밀리미터 미만의 것(광산아치 제조용) 

무세 A 

72163390 기타 무세 A 

72164000 엘(L)형강이나 티(T)형강[열간(熱間)압연ㆍ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72165010 선박ㆍ보트나 수상 구조물용의 것, 

가장자리가 비스듬한 형강(길이가 3.65밀리미터를 초과하고 폭이 

25.4센티미터를 초과하거나 두께가 3.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불도저나 앵글도저 블레이드용ㆍ프런트-엔드 셔블 로더 

버킷용ㆍ엑스커베이팅과 트랜스포팅 스크래퍼의 복합기용ㆍ로드 

그레이더나 로드 스크래퍼용의 절단 날 제조용의 것, 

강 트랙 슈즈 프로파일 봉(폭이 190밀리미터 이상 350밀리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15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트랙-레잉(track-

laying) 기계류나 자동차의 트랙슈 제조용 

무세 A 

72165090 기타 무세 A 

72166100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무세 A 

72166900 기타 무세 A 

72169110 납이나 납-주석 합금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홈 형상 무세 A 

72169190 기타 무세 A 

72169910 납이나 납-주석 합금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홈 형상 무세 A 

72169990 기타 무세 A 

72171010 가는 선[지름이 0.58밀리미터 이하이거나 반잠금 및 완전 

잠금형상의 선으로 아이ㆍ에스ㆍ오(ISO) 표준 2532 및 3578에 

정의된 것으로 와이어 로프 제조용],평선[규격 씨(C) 1065나 씨(C) 

1075의 것으로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이상이고 

블루 탬퍼드 스프링 스틸ㆍ인발 후 냉간압연한 것으로 폭이 

10밀리미터 이하이며 두께가 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낙엽 

쇠스랑ㆍ팬 쇠스랑 또는 쇠스랑 갈래 제조용,강선[냉간 압연한 

것으로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이상인 것으로 

편직기 바늘 제조용] 

무세 A 

72171090 기타 무세 A 

72172010 가는 선[지름이 0.58밀리미터 이하이거나 반잠금 및 완전 

잠금형상의 선으로 아이ㆍ에스ㆍ오(ISO) 표준 2532 및 3578에 

정의된 것]으로 와이어 로프 제조용], 

평선(두께가 0.2032밀리미터 이상 0.254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1.0668밀리미터 이상 1.2192밀리미터 이하의 것으로 최소 

인장강도가 379,225킬로파스칼이고 연신율이 100분의 5 이상의 것) 

무세 A 

72172020 그 밖의 싱글(로프 제조용) 무세 A 

72172090 기타 무세 A 

7217301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이상인 것, 

강선(구리도금되고 지름이 0.381밀리미터 이상 1.0795밀리미터 

이하이며 인장강도가 875,665킬로파스칼 이상 1,172,270킬로파스칼 

이하의 것)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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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73090 기타 무세 A 

7217901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미만인 것 무세 A 

72179090 기타 무세 A 

72181000 잉곳과 그 밖의 일차형상의 것 무세 A 

72189110 블룸ㆍ빌릿(billet)ㆍ슬래브나 시트바 무세 A 

72189190 기타 무세 A 

72189910 블룸ㆍ빌릿(billet)ㆍ라운드ㆍ슬래브 및 시트바 무세 A 

72189990 기타 무세 A 

72191100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무세 A 

72191210 튜브나 파이프 제조용 무세 A 

72191290 기타 무세 A 

72191310 튜브나 파이프 제조용 무세 A 

72191390 기타 무세 A 

72191410 튜브나 파이프 제조용 무세 A 

72191490 기타 무세 A 

72192110 니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상이고 크로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상인 것(캐나다 제조자용), 

316에프(F) 등급(펄프 및 제지산업용 스크린 제조용), 

폭이 1,2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철도차량 제조용) 

무세 A 

72192120 기타(튜브나 파이프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무세 A 

72192190 기타 무세 A 

72192210 니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상이고 크로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상인 것(캐나다 제조자용), 

316에프(F) 등급(펄프 및 제지산업용 스크린 제조용) 

무세 A 

72192220 기타(튜브나 파이프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무세 A 

72192290 기타 무세 A 

72192310 튜브나 파이프 제조용 무세 A 

72192320 316에프(F) 등급(펄프 및 제지산업용 스크린 제조용) 무세 A 

72192390 기타 무세 A 

72192410 튜브나 파이프 제조용 무세 A 

72192490 기타 무세 A 

72193110 튜브나 파이프 제조용 무세 A 

72193190 기타 무세 A 

72193210 튜브나 파이프 제조용 무세 A 

72193290 기타 무세 A 

72193310 니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상이고 크로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상인 것(캐나다 제조자용) 

무세 A 

72193320 기타(튜브나 파이프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무세 A 

72193390 기타 무세 A 

72193410 튜브나 파이프 제조용 무세 A 

72193490 기타 무세 A 

72193510 튜브나 파이프 제조용 무세 A 

72193590 기타 무세 A 

72199010 클래드ㆍ도금 또는 도포되지 않은 것(튜브나 파이프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무세 A 

72199090 기타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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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01110 튜브나 파이프 제조용 무세 A 

72201190 기타 무세 A 

72201210 튜브나 파이프 제조용 무세 A 

72201290 기타 무세 A 

72202010 코발트를 함유한 것(폭이 3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전자제품 

감시시스템 태그 제조용), 

열전자관ㆍ냉음극관이나 광전관 밸브 및 튜브 제조용, 

니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상이고 크로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상인 것(캐나다 제조자용), 

칼붙이류 제조용, 

두께가 0.3밀리미터 미만인 것(직경 254밀리미터 이하의 주철 

하수관용의 파이프 조인트 커플링 제조용), 

두께 4.75밀리미터 이하의 것(크로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9 이상 100분의 26 이하이고,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7 이하이며 코발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 이상 100분의 4 이하인 것), 

304타입(두께가 0.38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마그네틱 디스크 셔터 

제조용), 

321타입 또는 니켈과 크로뮴의 함유량이 각각 100분의 18 이상 

100분의 22 이하인 것(두께가 2.3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튜브나 

파이프 제조용) 

무세 A 

72202020 기타(튜브나 파이프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무세 A 

72202090 기타 무세 A 

72209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상이고 크로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상인 것(캐나다 제조자용), 

선박ㆍ보트나 수상 구조물용의 것 

무세 A 

72209090 기타 무세 A 

72210000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72221100 횡단면이 원형인 것 무세 A 

72221900 기타 무세 A 

72222010 천연가스나 유정용의 드릴파이프ㆍ케이싱이나 튜빙 또는 

연결구류ㆍ커플링ㆍ스레드(thread) 프로텍터나 니플 제조용 

무세 A 

72222090 기타 무세 A 

72223000 그 밖의 봉 무세 A 

72224000 형강 무세 A 

72230011 도포되지 않고 피복되지도 않은 것: 크로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9 이상 100분의 26 이하이고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7 이하이며 코발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 이상 100분의 4 이하인 것 

무세 A 

72230019 도포되지 않고 피복되지도 않은 것: 기타 무세 A 

72230020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무세 A 

72241000 잉곳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인 것 무세 A 

72249010 블룸ㆍ빌릿(billet)ㆍ라운드ㆍ슬래브 및 시트바 무세 A 

72249090 기타 무세 A 

72251100 방향성인 것 무세 A 

72251900 기타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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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53020 고속도강의 것 무세 A 

72253091 기타: 형상을 갖추기 위해 절단된 것 이상 제조되지 않은 것(톱니 

모양의 날이 없고 강화ㆍ단련이나 연마되지 않은 것으로 톱 제조용) 

무세 A 

72253099 기타: 기타 무세 A 

72254030 고속도강의 것 무세 A 

72254091 기타: 선박ㆍ보트나 수상 구조물용의 것, 

톱니모양의 날이 없는 것(강화ㆍ단련이나 연마되지 않은 것으로 톱 

제조용) 

무세 A 

72254099 기타: 기타 무세 A 

72255020 고속도강의 것 무세 A 

72255091 기타:  선박ㆍ보트나 수상 구조물용의 것 무세 A 

72255099 기타: 기타 무세 A 

72259100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무세 A 

7225920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무세 A 

72259900 기타 무세 A 

72261100 방향성인 것 무세 A 

72261900 기타 무세 A 

72262000 고속도강의 것 무세 A 

72269110 톱니모양의 날이 없는 것(강화ㆍ단련이나 연마되지 않은 것으로 톱 

제조용) 

무세 A 

72269190 기타 무세 A 

72269210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하인 다음의 것: 니켈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이상인 것과 에이ㆍ에스ㆍ티ㆍ엠(ASTM: 

미국재료실험협회) 에이(A) 753-85의 규정에 따라 제조된 것(통신 

트랜스포머용 라미네이션이나 코어의 제조용), 

편직기 바늘 제조용 

무세 A 

72269290 기타 무세 A 

72269920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무세 A 

72269991 기타: 모양을 갖추기 위한 절단 이상의 가공을 수행하지 않은 

것(톱니 모양의 날이 없고 강화ㆍ단련이나 연마되지 않은 것으로 톱 

제조용),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의 것(한면이나 양면이 절단된 날의 것으로 

커팅 다이스 제조용) 

무세 A 

72269999 기타: 기타 무세 A 

72271000 고속도강의 것 무세 A 

72272000 실리코망간강의 것 무세 A 

72279010 지름이 9.525밀리미터 이하의 것(선 제조용) 무세 A 

72279090 기타 무세 A 

72281010 에이ㆍ아이ㆍ에스ㆍ아이(AISI) 타입 

엠(M)1ㆍ엠(M)2ㆍ엠(M)4ㆍ엠(M)7ㆍ엠(M)42나 티(T) 15의 

것(센터리스 그라인드나 필링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제8207호의 공구 제조용ㆍ금속작업수공구나 금속작업 기계 

공구용의 것) 

무세 A 

72281091 기타: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무세 A 

72281099 기타: 기타 무세 A 

72282010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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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82090 기타 무세 A 

72283010 선박ㆍ보트나 수상 구조물용의 것, 

밀 연장의 그라우저 바[트랙-레잉 트랙터용 트랙슈즈ㆍ로더나 

굴삭기 제조용] 

무세 A 

72283090 기타 무세 A 

72284000 그 밖의 봉(단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72285010 천연가스나 유정용의 드릴파이프ㆍ케이싱이나 튜빙 또는 

연결구류ㆍ커플링ㆍ스레드(thread) 프로텍터나 니플 제조용, 

라이플 제조용(캐나다 정부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72285090 기타 무세 A 

72286000 그 밖의 봉 무세 A 

72287010 선박ㆍ보트나 수상 구조물용의 것,에이치(H)형강(높이가 

15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광산아치 제조용의 것),다음의 

것(열간압연ㆍ냉간압연ㆍ인발이나 압출보다 더 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불도저나 앵글도저 블레이드용ㆍ프런트-엔드 셔블로더 

버킷용ㆍ엑스커베이팅과 트랜스포팅 스크래퍼의 복합기용ㆍ로드 

그레이더 및 로드 스크래퍼용의 절단 날 제조용의 것: 길이가 

3.65미터를 초과하고 폭이 25.4센티미터를 초과하거나 두께가 

3.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가장자리가 비스듬한 형강,반 

화살촉 모양의 형강(길이가 3.65미터를 초과하고 폭이 

20.3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강 트랙 슈 프로파일 봉(폭이 

190밀리미터 이상 350밀리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15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트랙-레잉(track-laying) 기계류나 자동차의 트랙슈즈 

제조용),유(U)ㆍ아이(I)나 에이치(H)형강(열간압연ㆍ냉간압연ㆍ열간 

형성된 것으로 샌드블래스트나 프라이머 코팅보다 더 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포크 리프트 트럭용 마스트 제조용) 

무세 A 

72287090 기타 무세 A 

72288000 중공드릴봉 무세 A 

72292000 실리코망간강의 것 무세 A 

72299020 고속도강의 것 무세 A 

72299091 기타: 냉간압연(메리야스 기계바늘 제조용), 

냉간인발(지름이 1.524밀리미터 이상 3.175밀리미터 이하의 것으로 

크로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75 이상 100분의 3.25 

이하이고 몰리브덴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45 이상 100분의 

0.65 이하의 것), 

라운드[에스ㆍ에이ㆍ이(SAE) 50100이나 에스ㆍ에이ㆍ이(SAE) 

52100-1 규격의 것]로 니들롤러베어링용 원통형 니들 롤러 제조용 

무세 A 

72299099 기타: 기타 무세 A 

73011000 강시판 무세 A 

73012010 선박ㆍ보트나 수상 구조물용의 것 무세 A 

73012090 기타 무세 A 

73021010 철로용(중고품) 무세 A 

73021020 철로용(신품)(철이나 비합금강의 것) 무세 A 

73021090 기타 무세 A 

73023000 스위치 블레이드ㆍ교차구류ㆍ전철봉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 6.5% B 

73024000 이음매판과 받침판 무세 A 

73029000 기타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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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30000 주철로 만든 관과 중공프로파일 무세 A 

73041100 스테인리스강의 것 무세 A 

73041910 철이나 비합금강의 것(바깥지름이 265밀리미터 이하의 것으로 

제16부나 제73류 물품 제조용)(천연가스로부터의 물품의 증류나 

채취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73041990 기타 무세 A 

730422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드릴파이프 무세 A 

73042300 그 밖의 드릴파이프 무세 A 

73042400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73042900 기타 무세 A 

73043110 천연가스나 유정용의 드릴파이프ㆍ케이싱이나 튜빙 또는 

연결구류ㆍ커플링ㆍ스레드(thread) 프로텍터나 니플 제조용, 

제16부나 제73류 물품 제조용(천연가스로부터의 물품의 증류나 

채취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73043190 기타 무세 A 

73043910 제련용 철광석의 용광로용의 것,캘린더ㆍ슈퍼캘린더나 

엠보싱페이퍼나 방직용 섬유용 실린더 제조용,천연가스나 유정용의 

드릴파이프ㆍ케이싱이나 튜빙 또는 

연결구류ㆍ커플링ㆍ스레드(thread) 프로텍터나 니플 

제조용,분리장치나 트리터(물ㆍ오일ㆍ가스) 제조용(웰헤드 

조립품이나 표면 오일펌프 유닛과 오일이나 천연가스 유정의 필드 

마케팅 밸브 사이의 설치용),튜브와 파이프ㆍ원심력 캐스트ㆍ끝을 

평평하게 자른 것(두께가 15.875밀리미터 이상 63.5밀리미터 

이하의 것으로 제지기계용 롤 제조용) 

무세 A 

73043920 관(管)[보일러의 압력부분품ㆍ펄프제조용의 다이제스터(digesters)나 

오일 정제용의 용기의 제조나 수리용의 것] 

무세 A 

73043990 기타 무세 A 

73044111 바깥지름이 19밀리미터 미만의 것: 제16부나 제73류 물품 

제조용(천연가스로부터의 물품의 증류나 채취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73044119 바깥지름이 19밀리미터 미만의 것: 기타 무세 A 

73044191 기타: 제16부나 제73류 물품 제조용(천연가스로부터의 물품의 

증류나 채취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73044199 기타: 기타 무세 A 

73044910 중공 프로파일[열간압연이나 냉간압연(냉간환원)된 강으로 만든 

무계목(無繼目) 관(管) 제조용의 것], 

원심 주조한 관(管)(끝을 평평하게 자른 것으로 두께가 

15.875밀리미터 이상 63.5밀리미터 이하인 제지기계용 롤 제조용의 

것) 

무세 A 

73044920 그 밖의 관(管) (기름의 정제를 위한 보일러ㆍ펄프 밀 다이제스터나 

용기의 압력부분품의 제조나 복원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73044990 기타 무세 A 

73045110 관(管)[지름이 8센티미터 이상 13센티미터 이하의 것으로 유정 천공 

건(gun) 제조용] 

무세 A 

73045190 기타 무세 A 

73045910 드릴파이프ㆍ케이싱이나 튜빙 제조용이나 

연결구류ㆍ커플링ㆍ스레드(thread) 프로텍터나 니플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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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용(천연가스나 유정용), 

채광ㆍ채석이나 광물성물품의 개발시 광물의 작업면을 

공기압축식으로 절단하는데 사용되는 것, 

관(管)(바깥지름이 177.8밀리미터이고 벽 두께가 4.4밀리미터나 

4.9밀리미터인 것으로 산업가스마켓용의 고압실린더 제조용), 

관(管)[에이ㆍ에스ㆍ티ㆍ엠(ASTM: 미국재료실험협회) 에이(A)-

519에 규정된 8620등급, 에이ㆍ아이ㆍ에스ㆍ아이(AISI) 52100이나 

에이ㆍ에스ㆍ티ㆍ엠(ASTM: 미국재료실험협회) 485의 것으로 

스트레스 완화나 담금질 되고 외부지름이 130밀리미터 이상 

440밀리미터 이하이며 벽 두께가 28밀리미터 이상 80밀리미터 

이하인 동물성 사료나 우드칩 펠릿밀용의 펠릿롤 제조용], 

관(管)[지름이 8센티미터 이상 13센티미터 이하의 것으로 유정 천공 

건(gun)에 사용되는 것] 

73045920 관(管)(기름의 정제를 위한 보일러ㆍ펄프 밀 다이제스터나 용기의 

압력부분품의 제조나 복원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73045990 기타 무세 A 

73049010 분리장치나 트리터(물ㆍ오일ㆍ가스) 제조용(웰헤드 조립품이나 표면 

오일펌프 유닛과 오일이나 천연가스 유정의 필드 마케팅 밸브 

사이의 설치용) 

무세 A 

73049020 그 밖의 냉간인발이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철로 만든 것이나 

비합금강의 것, 

관(管)(기름의 정제를 위한 보일러ㆍ펄프 밀 다이제스터나 용기의 

압력부분품의 제조나 복원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73049030 그 밖의 냉간인발이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합금강의 것 무세 A 

73049090 기타 무세 A 

73051100 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 용접한 것 무세 A 

73051200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73051900 기타 무세 A 

73052000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 무세 A 

73053110 제16부나 제73류의 물품 제조용[셰일ㆍ오일샌드나 타르샌드로부터 

얻은 조유(粗油)의 채취나 생산용으로 한정한다], 

철로 만든 것이나 비합금강의 것[분리장치나 

트리터(물ㆍ오일ㆍ가스) 제조용(웰헤드 조립품이나 표면 오일펌프 

유닛과 오일이나 천연가스 유정의 필드 마케팅 밸브 사이의 

설치용)], 

관(管)(전기저항용접된 것으로 외부 직경이 457.2밀리미터 이상 

609.6밀리미터 이하이며 두께가 9.525밀리미터 이상 12.7밀리미터 

이하이고,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37 이상 100분의 

0.48 이하이며,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이상 

100분의 1.2 이하인 것)으로 마모 방지 관으로 강화된 전자유도 

제조용  

무세 A 

73053120 철로 만든 것이나 비합금강의 것(기름의 정제를 위한 보일러ㆍ펄프 

밀 다이제스터나 용기의 압력부분품의 제조나 복원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73053190 기타 무세 A 

73053910 제16부나 제73류의 물품 제조용[셰일ㆍ오일샌드나 타르샌드로부터 

얻은 조유(粗油)의 채취나 생산용으로 한정한다] 

무세 A 

73053990 기타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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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59000 기타 무세 A 

73061100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73061900 기타 무세 A 

73062110 천연가스나 유정용 드릴 파이프 제조용 무세 A 

73062190 기타 무세 A 

73062910 천연가스나 유정용 드릴 파이프 제조용 무세 A 

73062990 기타 무세 A 

73063010 제16부나 제73류의 물품 제조용[셰일ㆍ오일샌드나 타르샌드로부터 

얻은 조유(粗油)의 채취나 생산용으로 한정한다], 

관(管)(용접 후 냉간압출된 것으로 외부 직경이 12.7센티미터 

이하이며 두께가 6.35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외부직경이 

12.7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자동차 리프트나 덤프 장치용의 

망원유압실린더 제조용) 

무세 A 

73063020 관(管)(기름의 정제를 위한 보일러ㆍ펄프 밀 다이제스터나 용기의 

압력부분품의 제조나 복원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73063090 기타 무세 A 

73064010 제16부나 제73류의 물품의 제조용(천연가스로부터 물품의 증류나 

채취에 사용되는 것), 

채광ㆍ채석이나 광물성물품의 개발시 광물의 작업면을 

공기압축식으로 절단하는데 사용되는 것, 

튜브(모터사이클이나 전지형용 차량의 브레이크나 스티어링 

시스템용 호스 조립품 제조용) 

무세 A 

73064090 기타 무세 A 

7306500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73066110 합금강의 것(제16부나 제73류의 물품의 제조용으로 천연가스로부터 

물품의 증류나 채취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73066190 기타 무세 A 

73066910 합금강의 것(제16부나 제73류의 물품의 제조용으로 천연가스로부터 

물품의 증류나 채취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73066990 기타 무세 A 

73069010 광물의 작업면을 공기압축식으로 절단하는데 사용되는 관과 쉘 무세 A 

73069090 기타 무세 A 

73071110 형상을 갖추기 위하여 단조하거나 구부린 것 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무세 A 

73071190 기타 무세 A 

73071910 채광ㆍ채석이나 광물성물품의 개발시 광물의 작업면을 

공기압축식으로 절단하는데 사용되는 것 

무세 A 

73071991 기타: 형상을 갖추기 위하여 단조하거나 구부린 것 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무세 A 

73071999 기타: 기타 무세 A 

73072110 웰헤드 조립품이나 표면 오일펌프 유닛과 오일이나 천연가스정의 

필드 마케팅 밸브 사이의 설치용 

무세 A 

73072191 기타: 형상을 갖추기 위하여 단조하거나 구부린 것 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무세 A 

73072199 기타: 기타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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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72210 슬리브 무세 A 

73072290 기타 무세 A 

73072310 웰헤드 조립품이나 표면 오일펌프 유닛과 오일이나 천연가스정의 

필드 마케팅 밸브 사이의 설치용 

무세 A 

73072390 기타 무세 A 

73072910 채광ㆍ채석이나 광물성물품의 개발시 광물의 작업면을 

공기압축식으로 절단하는데 사용되는 것 

무세 A 

73072920 웰헤드 조립품이나 표면 오일펌프 유닛과 오일이나 천연가스정의 

필드 마케팅 밸브 사이의 설치용 

4.5% C 

73072991 기타: 형상을 갖추기 위하여 단조하거나 구부린 것 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무세 A 

73072999 기타: 기타 무세 A 

73079111 형상을 갖추기 위하여 단조하거나 구부린 것 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밀폐형단조나 심레그 프로파일 링[탄소강의 것으로 

에이ㆍ엔ㆍ에스ㆍ아이(ANSI) 비(B) 16.5, 에이ㆍ피ㆍ아이(API) 

비(B)16.47비(B), 엠ㆍ에스ㆍ에스(MSS) 비(B)16.47에이(A), 

에이ㆍ더블유ㆍ더블유ㆍ에이(AWWA) 씨(C)207비(B)나 

에이ㆍ더블유ㆍ더블유ㆍ에이(AWWA) 씨(C)207이(E)의 것으로 

완성된 플랜지 제조용] 

무세 A 

73079119 형상을 갖추기 위하여 단조하거나 구부린 것 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기타 

무세 A 

73079120 기타(웰헤드 조립품이나 표면 오일펌프 유닛과 오일이나 

천연가스정의 필드 마케팅 밸브 사이의 설치용) 

무세 A 

73079190 기타 무세 A 

73079210 슬리브 무세 A 

73079290 기타 무세 A 

73079310 철제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 무세 A 

73079320 스테인레스강 이외의 합금강의 것 무세 A 

73079910 오토바이나 전지형용 차량용의 브레이크나 스티어링 시스템의 호스 

조립품 제조용, 

철이나 비합금강의 것(채광ㆍ채석이나 광물성물품의 개발시 광물의 

작업면을 공기압축식으로 절단하는데 사용되는 것) 

무세 A 

73079920 스테인레스강 이외의 합금강의 것(단조나 구부린 것 보다 더 가공한 

것으로 오일이나 천연가스 유정에서 웰헤드 조립품이나 표면 

오일펌프 유닛과 오일이나 천연가스 유정의 필드 마케팅 밸브 

사이의 설치용) 

무세 A 

73079991 기타: 형상을 갖추기 위하여 단조하거나 구부린 것 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무세 A 

73079999 기타: 기타 무세 A 

73081000 다리와 교량 무세 A 

73082000 탑과 격자주 무세 A 

73083000 문ㆍ창과 그들의 문틀 및 문지방 무세 A 

73084000 비계(飛階)ㆍ차단기ㆍ지주 또는 갱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무세 A 

73089010 목초 저장용 사일로 건축 또는 수리용 조립식 건출물의 구성부분품,  

사일리지 캡 

무세 A 

73089090 기타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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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90010 볼트로 고정된 강으로 만든 탱크(필드 마케팅 밸브 설치용의 

오일이나 천연가스 유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 

낙농용품 통 

무세 A 

73090090 기타 무세 A 

73101011 탱크나 드럼: 수입된 물품을 덮거나 고정하는데 사용하는 것(물품과 

같이 제시될 때 담고있는 물품운송 이외에 사용되도록 고안된 것은 

제외한다) 

무세 A 

73101019 탱크나 드럼: 기타 무세 A 

73101090 기타 무세 A 

73102100 납땜이나 크림핑으로 봉합되는 통 무세 A 

73102900 기타 무세 A 

73110010 초고압축 실린더(압축 가스 생산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총 압력 

300바를 초과하는 것) 

무세 A 

73110090 기타 무세 A 

73121010 로프와 케이블(상업적 어획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73121020 등산용의 것, 

상업용 등급의 아연 도금된 연선(건조한 상태로 윤활유를 바르지 

않은 것으로 왼손잡이용이며 규칙적으로 꼬은 것으로 지름 

1.6밀리미터의 1x19 구조의 것)으로 자전거 브레이크 조립품 

제조용,  

트랜스미션 벨팅으로 사용되는 로프(길이로 절단되고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으로 계단식 채굴법에서 이동식 드래그라인을 전기 

작동시키는 용의 것), 

연선과 케이블(아연 도금된 것)로 컨베이어 벨트 제조용, 

석제품 절단 기계에 사용되는 다이아몬드 세그먼트에 적합한 연선, 

연선(합금이나 비합금강의 것으로 지름이 5밀리미터 이하의 타이어 

제조용) 

무세 A 

73121090 기타 무세 A 

73129010 사슬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등산용의 것 무세 A 

73129090 기타 무세 A 

73130010 유자선 무세 A 

73130090 기타 무세 A 

73141200 기계용 엔드리스밴드(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73141410 평직이나 능직[100메시(mesh) 이상의 것으로 캐나다 제조자용] 무세 A 

73141490 기타 무세 A 

73141910 황동으로 도포된 강으로 만든 코드 및 나일론사로 구성된 

것(컨베이어 벨트 제조용), 

컨베이어 벨트용 기계의 엔드리스 밴드, 

타이어 코드 직물 

무세 A 

73141990 기타 무세 A 

73142000 그릴ㆍ망 및 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3밀리미터 이상이고, 메시(mesh)의 크기가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73143100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무세 A 

73143900 기타 무세 A 

73144100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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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44200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무세 A 

73144910 단일 위(緯)편직물(전적으로 스테인리스강섬유의 것으로 자동차 

창유리 생산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73144990 기타 무세 A 

73145000 익스팬디드메탈 무세 A 

73151100 롤러체인 무세 A 

73151210 케이블 체인(선박ㆍ보트나 수상 구조물용의 것) 무세 A 

73151291 기타: 기어 또는 스포로켓이나 기계로 절단한 이(teeth)를 가진 원형 

폼가공 휠에 걸어서 작동하는 형식의 무음(silent) 체인 

무세 A 

73151299 기타: 기타 무세 A 

73151900 부분품 무세 A 

73152000 스키드체인 6% B 

73158110 케이블 체인(선박ㆍ보트나 수상 구조물용의 것) 무세 A 

73158190 기타 무세 A 

73158210 케이블 체인(선박ㆍ보트나 수상 구조물용의 것)(지름이 28 밀리미터 

이상인 것), 

6.35밀리미터 70등급이나 7.144밀리미터 80등급 고탄소강 

체인으로서 쓰레기 슈트 제조용의 것 

무세 A 

73158291 기타: 지름 28밀리미터 이상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무세 A 

73158292 기타: 지름 28밀리미터 미만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무세 A 

73158910 케이블 체인(선박ㆍ보트나 수상 구조물용의 것) 무세 A 

73158991 기타: 지름 28밀리미터 이상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무세 A 

73158992 기타: 지름 28밀리미터 미만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무세 A 

73159010 등산용의 것, 

단조된 강으로 만든 링크와 6.35밀리미터 70등급이나 

7.144밀리미터 80등급 고탄소강 체인으로 쓰레기 슈트 제조용의 것 

무세 A 

73159091 기타: 링크(지름 28밀리미터 이상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무세 A 

73159099 기타: 기타 무세 A 

73160010 18킬로그램 이상의 것 무세 A 

73160020 18킬로그램 미만의 것 6% A 

73170010 절단된 못, 

길이가 25밀리미터 이상인 둥근 못, 

둥근 루핑 못 

무세 A 

73170090 기타 무세 A 

73181100 코치스크루 무세 A 

73181200 그 밖의 목재용 스크루 무세 A 

73181310 등산용의 것 무세 A 

73181390 기타 무세 A 

73181400 셀프태핑 스크루 무세 A 

73181510 등산용의 것, 

프로판이나 그 밖의 독성의 매연 감지기 제조용, 

피아노나 오르간 제조나 수리용의 것 

무세 A 

73181590 기타 무세 A 

73181600 너트 무세 A 

73181900 기타 무세 A 

73182100 스프링와셔와 그 밖의 록와셔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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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82210 외발자전거ㆍ자전거 또는 삼륜자전거나 그들의 휠 제조에 사용되는 

안전와셔 

무세 A 

73182290 기타 무세 A 

73182300 리벳 무세 A 

73182400 코터와 코터핀 무세 A 

73182910 상업용 어업선용으로 엔진이나 부분품의 제조용이나 수리용 무세 A 

73182990 기타 무세 A 

73192000 안전핀 7% B 

73193010 마킹 시스템용으로 특수 설계한 것 무세 A 

73193090 기타 7% B 

73199010 수봉침ㆍ수편침이나 자수침 7% B 

73199090 기타 7% A 

73201000 판상 스프링과 그 판 무세 A 

73202010 금속작업용 공작기계에 사용되는 다이 스프링 무세 A 

73202090 기타 무세 A 

73209010 금속작업용 공작기계에 사용되는 디스크 스프링, 

모터사이클이나 전지형용 자동차용의 브레이크나 스티어링 시스템용 

호스조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스프링 

무세 A 

73209090 기타 무세 A 

73211110 비휴대용 스토브나 레인지(보트용으로 특수 설계한 것을 포함한다) 8% C 

73211190 기타 8% C 

73211200 액체연료용 8% C 

73211910 비휴대용 스토브나 레인지(보트용으로 특수 설계한 것을 포함한다) 8% B 

73211990 기타 8% B 

73218100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7% C 

73218200 액체연료용 7% B 

73218900 기타(고체연료용의 기구를 포함한다) 7% C 

73219010 주철 그릴[중량이 3킬로그램 이하의 주조ㆍ절단 및 연마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비산업용ㆍ비휴대용 스토브 또는 레인지용의 

완성된 그릴 제조용(가스연료나 가스나 그 밖의 연료겸용의 

것)],기구용의 것(조리용 기구와 가열판을 제외한다),가스연료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겸용의 조리용 기구와 가열판용의 것[비휴대용 

스토브 또는 레인지(보트에 사용하도록 특수 설계한 것을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무세 A 

73219021 비휴대용 스토브나 레인지(보트용으로 특수 설계한 것을 

포함한다)용의 것으로 가스연료나 가스나 그 밖의 연료겸용의 것: 

조리실 

8% C 

73219022 비휴대용 스토브나 레인지(보트용으로 특수 설계한 것을 

포함한다)용의 것으로 가스연료나 가스나 그 밖의 연료겸용의 것: 

탑 표면패널 

8% C 

73219023 비휴대용 스토브나 레인지(보트용으로 특수 설계한 것을 

포함한다)용의 것으로 가스연료나 가스나 그 밖의 연료겸용의 것: 

문 조립체(최소한 다음 중 두개가 결합한 것: 

내부패널ㆍ외부패널ㆍ창ㆍ절연제) 

8% C 

73219024 비휴대용 스토브나 레인지(보트용으로 특수 설계한 것을 

포함한다)용의 것으로 가스연료나 가스나 그 밖의 연료겸용의 것: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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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븐파일럿 버너ㆍ주철 이외의 탑 버너ㆍ오븐버너와 광원 

콘(cones)(레인지 제조용의 것) 

73219029 비휴대용 스토브나 레인지(보트용으로 특수 설계한 것을 

포함한다)용의 것으로 가스연료나 가스나 그 밖의 연료겸용의 것: 

기타 

8% C 

73219090 기타 8% C 

73221100 주철로 만든 것 7% A 

73221900 기타 7% A 

73229010 빌딩난방용 7.5% B 

73229020 프로세스 공기히터, 

스위치히터와 센서헤드(고온의 공기와 오일연소)ㆍ수평 공기 

커튼(철도 트랙용의 것) 

7.5% A 

73229090 기타 무세 A 

73231000 철강의 울,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 패드ㆍ글러브와 

이와 유사한 것 

6.5% C 

73239100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가 아닌 것 6.5% B 

73239200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의 것 6.5% B 

732393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6.5% A 

73239400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의 것 6.5% B 

73239900 기타 6.5% C 

73241000 설거지통과 세면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 B 

73242100 주철로 만든 것(법랑제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 A 

73242910 스탬핑과 그들의 조립품(목욕통 제조용) 무세 A 

73242990 기타 7% A 

7324900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6.5% B 

73251000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6% A 

73259110 강으로 만든 것(지름이 9.5밀리미터 이하의 것으로 연소용의 것) 무세 A 

73259190 기타 무세 A 

73259910 오일 또는 천연가스 유정 또는 가성칼리(potash)나 암염 매장물의 

탐사ㆍ발견ㆍ개발ㆍ유지보수ㆍ시험ㆍ고갈이나 생산에 사용하는 

다음의 것: 

플랜지 케이싱 헤드,  

스크류 케이싱 헤드[바깥지름이 273밀리미터 이상인 케이싱 

외부표면이나 더블유ㆍ오ㆍ지[WOG(물ㆍ오일ㆍ가스)]의 작업압력이 

14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등급이 것] 

무세 A 

73259991 기타: 미가공의 것 6% C 

73259999 기타: 기타 6.5% B 

73261100 분쇄기용 그라인딩볼과 이와 유사한 제품 무세 A 

73261910 플랜지 웰헤드 튜빙헤드 및 플랜지 케이싱헤드 스풀(미가공의 

것으로 웰헤드 튜빙헤드 또는 케이싱헤드 스풀 제조용으로, 

더블유ㆍ오ㆍ지[WOG(물ㆍ오일ㆍ가스)]의 작업압력이 

14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오일이나 천연가스정의 

탐사ㆍ발견ㆍ개발ㆍ유지보수ㆍ시험ㆍ고갈이나 생산용의 

것,심지대(양초 제조용) 

무세 A 

73261990 기타 6.5% C 

73262000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 6.5%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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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69010 서커로드ㆍ포니로드나 연마봉의 커플링(유전과 관련한 펌프용), 

어획 공구와 그 부분품(오일이나 천연가스정이나 의 

탐사ㆍ발견ㆍ개발ㆍ유지보수ㆍ시험ㆍ고갈이나 생산에 사용되는 것 

또는 가성칼리(potash)나 암염 매장물의 탐사ㆍ발견ㆍ개발이나 

조작에 사용되는 드릴링 기계용), 

등산용, 

상업용 어업이나 해양 식물의 상업용 수확에 사용되는 그물을 

개방하고 회전시키도록 유지하는 것, 

프로판이나 그 밖의 독성 가스 검출기 제조용, 

소방 차량 제조용, 

제16부나 제73류의 제품 제조용(셰일ㆍ오일샌드 또는 

타르샌드로부터의 원유 채취나 생산에 사용되는 것), 

상업어선용 엔진이나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용의 것, 

단조한 유(U)자형 갈고리와 쓰레기 슈트 제조에 사용되는 아이후크, 

철새 식별 밴드, 

구멍이 없는 웰헤드와 이들의 부분품, 

재사용 컨테이너(그 물품과 함께 제시되고 무관세의 자동차 

구성부품의 운송에 사용되도록 특별히 설계한 것으로 한정한다), 

시트 포스트 클램프와 외발 자전거ㆍ자전거나 세발자전거의 제조에 

사용되는 케이블 행거, 

반 타원형 헤드[외부 지름이 609.6밀리미터 또는 762밀리미터인 

것으로 에이ㆍ에스ㆍ티ㆍ엠(ASTM: 미국재료실험협회) 에이(A) 455 

규격의 공기압축탱크용], 

단조된 강의 스냅 훅(아연도금한 것으로 길이가 12.5센티미터부터 

23센티미터까지의 쓰레기 슈트와 슈트 호이스트 제조용), 

철강지주(가축을 펜이나 개별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것), 

오일이나 천연가스정의 

탐사ㆍ발견ㆍ개발ㆍ유지보수ㆍ시험ㆍ고갈이나 생산에 사용되는 

다음의 것: 

플랜지 케이싱 헤드, 

바깥지름이 273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표면 케이싱용이나 

더블유ㆍ오ㆍ지[WOG(물ㆍ오일ㆍ가스)]의 작업압력이 

14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서비스용의 스크루 케이싱 헤드, 

웰 패커와 그 부분품, 

동물 정액의 가공ㆍ저장이나 인공수정에 사용되는 것, 

스키드 스티어 로더의 제조에 사용되는 트랙, 

진공 증착마스크(스테인레스 강의 것으로 100분의 90 전면식각과 

100분의 10 후면식각한 포토셀 생산용의 것), 

심지대(양초의 제조용) 

무세 A 

73269090 기타 6.5% B 

74010000 구리의 매트, 시멘트동(침전동) 무세 A 

74020000 정제하지 않은 동, 전해정제용의 구리 양극 무세 A 

74031100 음극과 음극의 형재 무세 A 

74031200 와이어바 무세 A 

74031300 빌릿(billet) 무세 A 

74031900 기타 무세 A 

74032100 구리-아연의 합금(황동)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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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32200 구리-주석의 합금(청동) 무세 A 

74032900 그 밖의 구리합금[제7405호의 모합금(master alloy)은 제외한다] 무세 A 

74040010 사용된 양극(합금하지 않은 것),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4 미만의 것(합금하지 않은 

것) 

무세 A 

74040020 구리-아연의 합금(황동)으로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4 미만의 것 

무세 A 

74040091 기타: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4 미만의 것 무세 A 

74040099 기타: 기타 무세 A 

74050000 구리의 모합금(master alloy) 무세 A 

74061000 비층상조직인 가루 무세 A 

74062000 층상조직의 가루, 플레이크 무세 A 

74071011 중공 프로파일: 가공하지 않은 것 무세 A 

74071012 중공 프로파일: 가공한 것 무세 A 

74071021 기타: 봉(최대 횡단면의 치수가 12.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솔리드(solid) 프로파일 

무세 A 

74071029 기타: 기타 무세 A 

74072110 봉[용접 전극ㆍ용접캡ㆍ전극 어댑터ㆍ전극 섕크(shanks)ㆍ전극 

홀더ㆍ이음새 용접 휠이나 용접 건 제조용] 

무세 A 

74072121 중공 프로파일: 가공하지 않은 것 무세 A 

74072122 중공 프로파일: 가공한 것 무세 A 

74072190 기타 무세 A 

74072921 구리와 니켈 합금(백동)으로 만든 것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양백)으로 만든 것: 봉[구리 니켈 합금(백동)으로 만든 것으로 

최대 횡단면 치수가 12.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솔리드(solid) 프로파일, 

가공하지 않은 중공 프로파일 

무세 A 

74072929 구리-니켈 합금(백동)으로 만든 것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양백)으로 만든 것: 기타 

무세 A 

74072990 기타 무세 A 

74081111 9.5밀리미터 이하의 것: 도포하지도 않고 피복하지도 않은 것 무세 A 

74081112 9.5밀리미터 이하의 것: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무세 A 

74081120 9.5밀리미터 초과 12.7 밀리미터 이하의 것 무세 A 

74081131 12.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도포하지도 않고 피복하지도 않은 것 무세 A 

74081132 12.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무세 A 

74081900 기타 무세 A 

74082110 용접 전극ㆍ용접캡ㆍ전극 어댑터ㆍ전극 섕크ㆍ전극 홀더ㆍ이음새 

용접 휠이나 용접 건 제조용 

무세 A 

74082120 기타(최대 횡단면의 치수가 12.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도포하지도 않고 피복하지도 않은 것) 

무세 A 

74082190 기타 무세 A 

7408221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2.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구리-니켈 

합금(백동)의 것(도포하지도 않고 피복하지도 않은 것) 

무세 A 

74082290 기타 무세 A 

7408291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2.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도포하지도 않고 

피복하지도 않은 것)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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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82990 기타 무세 A 

74091100 코일 모양 무세 A 

74091900 기타 무세 A 

74092100 코일 모양 무세 A 

74092900 기타 무세 A 

74093100 코일 모양 무세 A 

74093900 기타 무세 A 

74094000 구리-니켈 합금(백동)으로 만든 것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양백)으로 만든 것 

무세 A 

74099000 기타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무세 A 

741011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무세 A 

74101200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무세 A 

741021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무세 A 

74102200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무세 A 

74111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무세 A 

74112100 구리-아연 합금(황동)으로 만든 것 무세 A 

74112200 구리-니켈 합금(백동)으로 만든 것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양백)으로 만든 것 

무세 A 

74112900 기타 무세 A 

74121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무세 A 

74122000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무세 A 

74130000 구리로 만든 연선ㆍ케이블ㆍ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무세 A 

74151000 못과 압정ㆍ제도용 핀ㆍ스테이플과 이와 유사한 물품 무세 A 

74152100 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무세 A 

74152900 기타 무세 A 

74153310 외발자전거ㆍ자전거 또는 세발자전거 제조용의 니플이나 이들의 휠 무세 A 

74153390 기타 무세 A 

74153900 기타 무세 A 

74181100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 패드ㆍ글러브와 이와 유사한 

것 

3% A 

74181900 기타 3% A 

74182000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3% A 

74191000 체인과 그 부분품 3% A 

74199110 전기도금용 양극 무세 A 

74199191 기타: 캐나다 제조자용 무세 A 

74199199 기타: 기타 3% A 

74199910 전기도금용 양극 무세 A 

74199920 함이나 관 9.5% A 

74199990 기타 3% A 

75011000 니켈의 매트 무세 A 

75012000 소결한 산화니켈과 니켈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무세 A 

75021000 합금하지 않은 니켈 무세 A 

75022000 니켈 합금 무세 A 

75030000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무세 A 

75040000 니켈의 가루와 플레이크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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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5110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무세 A 

7505120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무세 A 

7505210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무세 A 

7505220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무세 A 

75061010 두께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가공된 박 무세 A 

75061090 기타 무세 A 

75062010 두께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다음의 박: 미가공의 것(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0 미만의 것), 

가공된 것 

무세 A 

75062090 기타 무세 A 

7507110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무세 A 

7507120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무세 A 

75072000 관 연결구류 무세 A 

75081000 니켈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ㆍ그릴 및 망 무세 A 

75089010 전기도금용 양극 무세 A 

75089090 기타 3% A 

7601100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무세 A 

76012000 알루미늄 합금 무세 A 

76020000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무세 A 

76031000 비층상조직인 가루 무세 A 

76032000 층상조직인 가루, 플레이크 무세 A 

76041011 가공하지 않은 것: 봉(최대 횡단면 치수가 12.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무세 A 

76041012 가공하지 않은 것: 봉(최대 횡단면 치수가 12.7밀리미터 이하의 것), 

프로파일 

무세 A 

76041020 가공한 것 무세 A 

76042100 중공 프로파일 무세 A 

76042911 가공하지 않은 것: 봉(최대 횡단면 치수가 12.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무세 A 

76042912 가공하지 않은 것: 봉(최대 횡단면 치수가 12.7밀리미터 이하의 것), 

프로파일 

무세 A 

76042920 가공한 것 무세 A 

76051100 최대 횡단면 치수가 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무세 A 

76051900 기타 무세 A 

76052100 최대 횡단면 치수가 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무세 A 

76052900 기타 무세 A 

76061110 가공하지 않은 것 무세 A 

76061120 가공한 것 무세 A 

76061210 도포한 시트나 스트립(전체를 여는 형태의 인발된 알루미늄 캔에 

어류생산품을 포장하는 데 사용하는 것), 

도포된 시트나 스트립(인발된 알루미늄 캔에 음료생산품을 포장하는 

데 사용하는 것), 

두께가 7밀리미터 미만의 것(코일 모양의 것으로 오프셋 인쇄판 

제조용), 

가공하지 않은 것 

무세 A 

76061290 기타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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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69110 가공하지 않은 서클이나 디스크 무세 A 

76069190 기타 무세 A 

76069210 디스크(눌러붙지 않도록 도포한 것으로 비전기식 프라이팬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가공하지 않은 서클이나 디스크 

무세 A 

76069290 기타 무세 A 

76071111 두께 0.005밀리미터 이상 0.127밀리미터 미만의 것: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3인 것(축전기 제조용) 

무세 A 

76071119 두께 0.005밀리미터 이상 0.127밀리미터 미만의 것: 기타 무세 A 

76071190 기타 무세 A 

76071910 에폭시 코팅한 것(표면박리가 가능한 레토르트 식품 용기 뚜껑 

제조용), 

식각된 것(전해 충전기 제조용의 것), 

롤 모양의 것(소호 제7612.90호의 스무드월(smooth wall) 용기 

제조용의 것),  

한면은 광택이 있고 한면은 광택이 없는 "에이(A) 습윤성"의 

것(두께가 18미크론 이상 61미크론 이하이고 롤 모양에서 폭이 

1,225밀리미터 이상 1,520밀리미터 이하인 리딩스톡과 파우치스톡 

제조용) 

무세 A 

76071990 기타 무세 A 

76072010 960밀리리터 음료용기 제조용, 

두께가 0.127밀리미터 미만의 것(양각되고 인쇄되지 않은 것) 

무세 A 

76072090 기타 4.5% C 

7608100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무세 A 

76082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무세 A 

7609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예: 커플링ㆍ엘보ㆍ슬리브) 2% B 

76101000 문ㆍ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6.5% C 

76109010 캐나다 제조자용 무세 A 

76109090 기타 6.5% C 

76110010 낙농품 통 무세 A 

76110090 기타 무세 A 

76121000 연질의 튜브형 용기 6.5% B 

76129010 에어로졸 용기(베이스 직경이 50밀리미터 이상 80밀리미터 이하의 

인서트를 갖지 않는 스리피스 캔은 제외한다) 

6.5% B 

76129090 기타 6.5% C 

7613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무세 A 

76141000 철강심으로 되어 있는 것 무세 A 

76149000 기타 무세 A 

76151100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 패드ㆍ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6.5% C 

76151900 기타 6.5% C 

76152000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6.5% B 

76161010 등산용의 것, 

외발자전거ㆍ자전거 또는 세발자전거 제조용의 니플이나 이들의 휠 

무세 A 

76161090 기타 무세 A 

76169100 알루미늄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ㆍ그릴ㆍ망과 울타리 6.5%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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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69910 컵(양초 제조용), 

페룰(연필 제조용), 

어란 인큐베이터와 그 부분품, 

등산용의 것, 

철새용 인식표, 

비둘기 대조표(다리부착용 밴드), 

혈청ㆍ면역혈청ㆍ톡소이드(변성 독소)ㆍ바이러스ㆍ독소 또는 

항독소ㆍ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백신ㆍ박테리오파지 또는 박테리아 

리세이트ㆍ알레르기 유발물질ㆍ빈혈 치료용 간장 추출물ㆍ뇌하수체 

추출물ㆍ에피네프린이나 그것의 용액ㆍ인슐린(아연ㆍ글로빈이나 

프로타민의 포함여부를 불문한다) 및 인간의 혈장이나 혈청이나 

그것의 분획물이나 그것의 증량제나 대용물 제조용 

무세 A 

76169990 기타 6.5% C 

78011010 피그와 블록 무세 A 

78011090 기타 무세 A 

78019100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그 밖의 원소의 것 무세 A 

78019900 기타 무세 A 

78020000 납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무세 A 

78041110 납-주석 합금으로 만든 것(안티모니의 함유 여부를 불문한다) 무세 A 

78041190 기타 무세 A 

78041900 기타 무세 A 

78042000 가루와 플레이크 무세 A 

78060010 봉(합금하지 않은 것) 무세 A 

78060090 기타 무세 A 

79011100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무세 A 

79011200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미만인 것 무세 A 

79012000 아연 합금 무세 A 

79020000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무세 A 

79031000 아연더스트 무세 A 

79039000 기타 무세 A 

79040000 아연의 봉ㆍ프로파일 및 선 무세 A 

79050000 아연의 판ㆍ시트ㆍ스트립 및 박 무세 A 

79070030 캐나다 제조자용 무세 A 

79070091 기타: 전기도금용 양극 무세 A 

79070092 기타: 디스크나 슬러그(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상인 것), 

홈통ㆍ지붕덮개ㆍ채광 창틀과 그 밖의 조립식 건축물 구성요소, 

아연 관과 관 연결구류(예: 커플링ㆍ엘보ㆍ슬리브) 

3% A 

79070099 기타: 기타 3% A 

80011000 합금하지 않은 주석 무세 A 

80012000 주석 합금 무세 A 

80020000 주석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무세 A 

80030010 봉(합금하지 않은 것이나 주석-안티모니 합금의 것), 

주석-연 합금의 선(틴셀)(브레이드ㆍ코드ㆍ술ㆍ리본이나 트리밍 

제조용) 

무세 A 

80030020 봉(합금한 것으로 주석-안티모니 합금은 제외한다),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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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 

그 밖의 선 

80070010 박 무세 A 

80070020 주석판ㆍ시트와 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주석 

관과 관 연결구류(예: 커플링ㆍ엘보ㆍ슬리브) 

무세 A 

80070030 가루와 플레이크 무세 A 

80070090 기타 3% A 

81011000 가루 무세 A 

81019400 텅스텐의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무세 A 

81019600 선 무세 A 

810197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무세 A 

81019910 봉(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것은 

제외한다)ㆍ프로파일ㆍ판ㆍ시트ㆍ스트립 및 박, 

기타(캐나다 제조자용) 

무세 A 

81019990 기타 무세 A 

81021000 가루 무세 A 

81029400 몰리브덴의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무세 A 

81029510 봉 무세 A 

81029520 프로파일ㆍ판ㆍ시트ㆍ스트립 및 박 무세 A 

81029600 선 무세 A 

810297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무세 A 

81029900 기타 무세 A 

81032000 탄탈륨의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가루 무세 A 

81033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무세 A 

81039000 기타 무세 A 

81041100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 이상인 것 무세 A 

81041910 마그네슘 주물 제조용의 것(마그네슘-희토류, 마그네슘-디디뮴, 

마그네슘-토륨, 마그네슘-지르코늄 및 마그네슘-토륨-네오디뮴-

희토류) 

무세 A 

81041990 기타 무세 A 

81042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무세 A 

81043000 크기에 따라 등급을 매긴 줄밥ㆍ연삭설과 알갱이, 가루 무세 A 

81049000 기타 무세 A 

81052010 가루, 

코발트 괴(합금하지 않은 것) 

무세 A 

81052090 기타 무세 A 

81053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무세 A 

81059000 기타 무세 A 

81060000 비스머드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무세 A 

81072000 카드뮴의 괴, 가루 무세 A 

81073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무세 A 

81079000 기타 무세 A 

81082010 티타늄의 괴(합금하지 않은 것)와 티타늄의 가루(합금하지 않은 

것)(소결한 텅스텐 카바이드형의 경금속화합물 제조용) 

무세 A 

81082090 기타 무세 A 

81083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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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89010 봉ㆍ선ㆍ판ㆍ시트ㆍ스트립이나 박(코팅여부를 불문하며 단조나 

메쉬한 것), 

미가공의 캐스팅, 

코팅된 양극(염소ㆍ수산화나트륨이나 염소산나트륨 제조용의 것), 

플레이트(강ㆍ구리ㆍ구리합금ㆍ알루미늄이나 알루미늄 합금으로 

도금한 것으로서 넓이가 0.4제곱미터 이상의 염소ㆍ수산화나트륨 

또는 염소산나트륨의 생산을 위한 전해 셀용 캐리어 플레이트의 

제조용), 

시트나 스트립(냉간압연한 것으로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하의 

튜브나 파이프 제조용), 

관[용접된 것으로 캐나다 제조자용(열원자력ㆍ오일ㆍ천연가스나 

석탄 전력 유틸리티 스테이션용 장비 제조의 것은 제외한다)], 

관(외부 지름이 12.7밀리미터 미만이거나 63.5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벽 두께가 0.457밀리미터 미만이거나 1.16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무세 A 

81089090 기타 무세 A 

81092010 지르코늄의 괴(합금한 것으로 캐나다 제조자용) 무세 A 

81092090 기타 무세 A 

81093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무세 A 

81099010 봉ㆍ선ㆍ판ㆍ시트ㆍ스트립ㆍ박ㆍ단조품ㆍ주조품과 용접이나 

무계목(無繼木) 관(외경이 5센티미터 이상의 것)으로 원자로나 그 

연료요소 제조용의 것 

무세 A 

81099090 기타 무세 A 

81101000 안티모니의 괴, 가루 무세 A 

81102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무세 A 

81109000 기타 무세 A 

81110011 망간의 괴,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망간의 괴(합금하지 않은 것) 무세 A 

81110012 망간의 괴,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망간의 괴(합금한 것),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무세 A 

81110021 가루: 합금하지 않은 것 무세 A 

81110022 가루: 합금한 것 무세 A 

81110040 망간으로 만든 제품 무세 A 

81121200 괴, 가루 무세 A 

811213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무세 A 

81121900 기타 무세 A 

81122100 괴, 가루 무세 A 

811222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무세 A 

81122900 기타 무세 A 

81125100 괴, 가루 무세 A 

811252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무세 A 

81125900 기타 무세 A 

81129210 게르마늄, 

니오븀(컬러븀)의 것 

무세 A 

81129290 기타 무세 A 

81129910 게르마늄 무세 A 

81129920 바나듐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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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29990 기타 무세 A 

81130000 서멧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무세 A 

82011000 가래와 삽 5% B 

82012010 단조한 것(갈래진 포크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무세 A 

82012090 기타 6% B 

82013010 등산용의 곡괭이 및 픽스 무세 A 

82013090 기타 6% B 

82014010 등산용 무세 A 

82014090 기타 6% B 

82015000 전정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정가위(가금용 가위를 포함한다) 무세 A 

82016010 전지가위 무세 A 

82016090 기타 11% A 

82019010 포스트홀 채굴기, 

전지 훅 

무세 A 

82019090 기타 6.5% B 

82021000 수동식 톱 7% C 

82022000 띠톱의 날 무세 A 

82023100 작용하는 부분을 강으로 만든 것 무세 A 

8202390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무세 A 

82024000 체인톱의 날 무세 A 

82029100 금속가공용 직선형 톱날 무세 A 

82029900 기타 무세 A 

82031000 줄과 이와 유사한 공구 6.5% A 

82032000 플라이어(절단용 플라이어를 포함한다)ㆍ집게ㆍ핀셋과 이와 유사한 

공구 

6.5% B 

82033010 가위 11% A 

82033090 기타 6.5% B 

82034000 파이프 커터ㆍ볼트 크로퍼ㆍ천공펀치와 이와 유사한 공구 6.5% C 

82041100 조정할 수 없는 것 7% B 

82041200 조정할 수 있는 것 7% B 

82042000 호환성 스패너소켓(손잡이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6.5% B 

82051010 다이스톡 4% A 

82051090 기타 7% B 

82052010 등산용 무세 A 

82052090 기타 7% B 

82053000 목재가공용의 대패ㆍ끌ㆍ둥근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7% B 

82054000 스크루드라이버 7% B 

82055110 휴대용 부탄 모발 컬러(curler) 무세 A 

82055190 기타 6.5% B 

82055910 등산용, 

가축 인두 

무세 A 

82055920 스태이플이나 태킹건 및 해머태커(별개의 해머로 작동하지 않는 것) 2.5% A 

82055990 기타 6.5% C 

82056000 블로램프 6% A 

82057010 클램프(다음의 외과ㆍ치과ㆍ수의학이나 진단기기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것):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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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멸균장치, 

코발트 테라피 유닛, 

마취ㆍ수술 흡입이나 산소 투여 장치 

82057020 정밀 클램프와 바이스(도구제작자ㆍ기계공이나 금속가공자용의 것) 무세 A 

82057090 기타 6.5% B 

82058000 모루, 휴대용 화덕,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페달식 그라인딩 휠 7% B 

82059000 위의 둘 이상의 소호에 열거한 제품의 세트 6.5% A 

82060000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 

6.5% B 

82071300 작용하는 부분이 서멧으로 만든 것 무세 A 

82071910 오거(augers)(물의 탐사나 시추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비(非)다이아몬드형의 코어드릴비트(물ㆍ오일이나 천연가스의 

탐사나 시추에 사용되는 것)와 그 부분품, 

코어 드릴의 부분품(작업하는 부분이 서멧이 아닌 것), 

다결정 다이아몬드 소자(오일이나 천연가스의 탐사나 시추에 

사용하는 드릴비트 제조용의 것), 

회전 록 드릴비트와 그 부분품, 

다음을 제외한 그 밖의 도구:  

다이아몬드 코어드릴비트, 

직경이 15.2센티미터 미만인 지하 천공 도구 

무세 A 

82071920 그 밖의 부분품(작용하는 부분을 서멧으로 만든 것) 무세 A 

82071990 기타 무세 A 

82072010 부분품, 

헤딩 다이 이외의 다음의 것: 

트랜스퍼 다이, 

인발용 다이(인발용 와이어를 제작하기 위한 미가공의 다이는 

제외한다) 

무세 A 

82072090 기타 무세 A 

82073010 다음의 것[단추나 슬라이드 파스너 제조용의 스탬핑(stamping)이나 

포밍(forming) 다이세트와 태블릿 프레스용의 상하부 펀치와 다이는 

제외한다]:코너 노칭(notching) 부속장치(두께 3.2밀리미터 이하의 

연강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드레딩 공구(threading 

tools)용 다이,드롭인(drop-in) 일습(tooling)이나 조립품(금속가공에 

사용하는 터릿 펀치 프레스용의 펀치와 다이를 포함한다)금속가공용 

다이,금속가공용 스탠다드펀치와 다이(철공ㆍ터릿 프레스ㆍ유닛 홀 

펀치와 천공기에 사용하는 헤드 및 생크형(shank type) 펀치와 다이 

버튼ㆍ교체용 공구를 포함한다),금속 가공용 블랭킹ㆍ펀칭이나 성형 

공구,롤 성형다이와 회전 천공다이,중형부터 대형까지의 스탬핑 

다이(자동차용),튜브 천공(piercing) 부속장치(직경 28.6밀리미터 

이하의 튜브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금속용의 

것),유닛 홀 펀칭이나 천공(piercing) 부속장치(홀 직경 

25.4밀리미터 이하이고 금속 성형기계에 사용하는 두께 3.2밀리미터 

이하의 연강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 

무세 A 

82073090 기타 무세 A 

82074010 고속도강으로 만든 다음의 것: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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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딩(threading) 탭(바나듐의 함유량이 100분의 1이거나 코발트의 

햠유량이 100분의 5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드레드(thread) 커팅 다이, 

드레드(thread) 체이서(chasers) 

82074090 기타 무세 A 

82075010 오거(auger) 타입 비트, 

브래드(brad) 포인트 비트, 

카운터싱크 비트, 

다이아몬드 팁 비트, 

드릴비트세트(스텝드릴세트나 스텝드릴비트를 포함한 세트는 

제외한다), 

포스트너(forstner) 비트, 

유리드릴 비트, 

길이 155밀리미터 이하의 고속 자버 비트, 

홀 쏘(hole saw) 비트, 

메이슨리(masonry) 비트, 

오일 페드(fed) 비트, 

철도 트랙 드릴 비트(코발트 처리된 것), 

톱니(saw tooth) 비트, 

솔리드 카바이드 비트, 

스페이드 타입 비트 

무세 A 

82075090 기타 무세 A 

82076010 스텝리머ㆍ브로칭 인서트나 브로치(고속도강으로 만든 것), 

파이프 리머 

무세 A 

82076090 기타 무세 A 

82077000 밀링용 공구 무세 A 

82078010 카바이드 인서트와 비트 무세 A 

82078090 기타 무세 A 

82079010 볼포인트ㆍ부싱 비트ㆍ끌ㆍ점토 스페이드ㆍ프론트 

스페이드ㆍ드라이버(관ㆍ핀과 스파이크용의 것)와 스타 드릴(휴대용 

전동공구용의 것), 

절삭 공구(카바이드 팁의 목재작업용), 

진공 청소기용 노즐 

9% A 

82079090 기타 무세 A 

82081000 금속 가공용 무세 A 

82082000 목재 가공용 무세 A 

82083000 주방 기구용이나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 무세 A 

82084000 농업용ㆍ원예용이나 임업용 기계의 것 무세 A 

82089000 기타 무세 A 

82090010 암반이나 석탄 드릴비트용의 텅스텐 카바이드 인서트 무세 A 

82090091 기타: 메트릭 사이즈의 다음의 것(제재소용): 

카바이드 팁 톱 세그먼트, 

플럭스와 은납(silver solder)으로 도포한 카바이드 팁 

무세 A 

82090092 기타: 그 밖의 카바이드 인서트와 비트 무세 A 

82090099 기타: 기타 무세 A 

82100010 가정용의 포도 분쇄기 6% A 

82100090 기타 무세 A 



TS-CDA-243 

이 양허표는 영어본 및 프랑스어본만 정본이다 

품목번호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2111010 식탁 칼붙이 11% C 

82111090 기타 7% B 

82119110 고기 써는 칼 7% B 

82119190 기타 11% C 

82119200 칼날이 고정된 그 밖의 칼 7% B 

82119300 칼날이 고정된 것 외의 칼 5% B 

82119410 블랭크[스테인레스강의 것으로 에이ㆍ아이ㆍ에스ㆍ아이(AISI) 

430규격이나 에이ㆍ아이ㆍ에스ㆍ아이(AISI) 300 시리즈로 두께 

1.78밀리미터 이상이고 형상을 위한 스탬프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플랫웨어 제조용], 

단조된 것(스테인레스강의 블랭크를 포함하며 습식 연마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식탁용 칼 제조용) 

무세 A 

82119490 기타 3.5% A 

82119511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의 것: 고기 써는 칼의 것 7% A 

82119512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의 것: 중공 스테인레스강 손잡이(용접보다 

더 가공한 것으로 고기 써는 칼을 제외한 식탁용 칼) 

10% A 

82119513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의 것: 중공 스테인레스강 칼 

손잡이(용접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고기 써는 칼을 제외한 

식탁용 칼) 

무세 A 

82119519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의 것: 기타 11% C 

82119520 칼날이 고정된 그 밖의 칼의 것 7% A 

82119530 칼날이 고정된 것 이외의 칼의 것 5% A 

82121000 면도기 6.5% B 

82122000 안전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로서 스트립 모양의 것을 포함한다) 6% B 

82129000 그 밖의 부분품 무세 A 

82130010 가위 11% C 

82130020 블랭크 3.5% A 

82130030 칼날 6.5% B 

82141000 종이용 칼ㆍ편지개봉기ㆍ지우개용 칼ㆍ연필깎이와 그 날 6.5% B 

82142000 매니큐어나 페디큐어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6.5% C 

82149010 동물용 클리퍼(농장용으로 한정한다) 무세 A 

82149090 기타 7% C 

82151010 식탁에서 사용하는 스푼ㆍ칼과 포크를 포함하는 것 11% C 

82151090 기타 7% C 

82152010 식탁에서 사용하는 스푼ㆍ칼 및 포크를 포함하는 것 11% C 

82152090 기타 6.5% B 

82159110 식탁에서 사용하는 스푼이나 포크 11% C 

82159190 기타 7% B 

82159910 식탁에서 사용하는 스푼이나 포크 11% C 

82159920 스푼 블랭크와 테이블용 포크(미완성의 것) 무세 A 

82159990 기타 6.5% C 

83011000 자물쇠 6.5% C 

83012010 로리(화물 자동차) 차체ㆍ버스 차체ㆍ전기 무트랙 트롤리 버스 

차체ㆍ소방차ㆍ구급차나 영구차의 제조용이나 수리용의 것 

무세 A 

83012090 기타 무세 A 

83013000 가구에 사용되는 자물쇠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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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14010 손가방ㆍ여행가방류나 낚시도구상자 제조용 무세 A 

83014020 여닫이 창이나 차양식 창 제조에 사용되는 열쇠로 작동하는 보안 록 무세 A 

83014090 기타 6.5% B 

83015000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 6.5% A 

83016000 부분품 무세 A 

83017010 주문자 요구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 승객용 차량ㆍ트럭이나 버스 

제조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83017090 기타 6.5% B 

83021010 조절 가능한 프릭션 슈(friction shoe)의 경첩[트랙 길이가 

325밀리미터 이상이고 조절 가능한 숨은 경첩(concealed hinges)이 

있고 피벗(pivot)경첩과 센터새시(centre sash) 경첩이 노출된 

것으로 여닫이창이나 차양식 창 제조용] 

무세 A 

83021090 기타 무세 A 

83022000 카스터 무세 A 

83023010 강으로 만든 브래킷이나 클램프(모터사이클이나 전지형용 차량에 

적용되는 브레이크와 스티어링 시스템을 위한 호스 조립품 제조용), 

소방차 제조용 

무세 A 

83023090 기타 6% C 

83024110 봉이나 로드형의 문 출구 장치(상업용ㆍ기관용이나 산업용에 

사용하기 위한 것),  

회전 기어 윈도우 오퍼레이터의 제조나 수리용, 

회전 기어 윈도우 오퍼레이터, 

스넙 가이드ㆍ레버 잠금 오퍼레이터ㆍ토션 바와 센터 후크[레버 

잠금이나 회전기어 윈도우 오퍼레이터ㆍ새시 록(페그-록은 

제외한다)과 키퍼[열쇠로 작동하는 보안 록이나 새시 록(페그-록은 

제외한다)]로 여닫이 창이나 차양식 창 제조용 

무세 A 

83024190 기타 3.5% A 

83024200 기타(가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83024910 등산용 무세 A 

83024920 관(coffins)용의 피팅 무세 A 

83024990 기타 무세 A 

83025000 모자걸이ㆍ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6.5% A 

83026010 유압식, 

기타(철도나 트램 객차 제조용) 

무세 A 

83026090 기타 6.5% B 

83030000 비(卑)금속으로 만든 장갑하거나 보강한 금고ㆍ스트롱박스와 

스트롱룸용 문과 저장실ㆍ현금함이나 손금고와 이와 유사한 것 

6.5% C 

83040000 비(卑)금속으로 만든 서류정리함ㆍ카드인덱스함ㆍ페이퍼 

트레이ㆍ페이퍼 레스트ㆍ펜 트레이ㆍ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와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비품(제9403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6.5% C 

83051010 멀티 링 바인더 제조용 무세 A 

83051090 기타 2.5% A 

83052000 스트립모양인 스테이플 6.5% C 

8305900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6.5% B 

83061010 교회 종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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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61090 기타 6.5% B 

83062100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5% B 

83062900 기타 6.5% B 

83063000 사진틀ㆍ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거울 6% B 

83071010 오일이나 천연가스정의 

탐사ㆍ발견ㆍ개발ㆍ유지보수ㆍ시험ㆍ고갈이나 생산에 사용되는 

것이나 가성칼리(potash)나 암염 매장물의 탐사ㆍ발견ㆍ개발이나 

조작에 사용되는 드릴링 기계 

무세 A 

83071090 기타 무세 A 

83079000 그 밖의 비(卑)금속으로 만든 것 무세 A 

83081010 핸드백이나 지갑 제조용, 

신발 아이릿 후크, 

신발이나 코르셋 아이릿 

무세 A 

83081090 기타 무세 A 

83082000 관 리벳이나 두 가닥 리벳 무세 A 

83089010 버클과 그 부분품(신발ㆍ신발부착구나 벨트 제조용), 

걸쇠ㆍ걸쇠가 붙은 프레임ㆍ버클ㆍ버클 걸쇠(등산용), 

걸쇠가 붙은 프레임ㆍ걸쇠ㆍ버클ㆍ버클걸쇠와 이와 유사한 것, 

앞에서 설명한 모든 것의  부분품, 후크ㆍ아이ㆍ아일릿과 이와 

유사한 것의 부분품(핸드백이나 지갑 제조용) 

무세 A 

83089090 기타 무세 A 

83091000 크라운코르크 무세 A 

83099010 음료를 알루미늄 캔에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알루미늄 캔의 뚜껑, 

음식 캔 제조용으로 쉽게 열리는 기능을 가진 알루미늄 캔 뚜껑, 

롤-온 절취 방지형 알루미늄 덮개(지름 30밀리미터 깊이 

35밀리미터와 지름 35밀리미터 깊이 32밀리미터의 것으로 음료를 

병에 포장하는 데 사용되는 것), 

스틸 캔 뚜껑(쉽게 열리는 기능을 가진 풀 패널의 것으로 음식 캔 

제조용), 

용접 에어로졸 용기의 상판과 하판의 제조에 사용되는 스틸 커버 

무세 A 

83099090 기타 무세 A 

83100000 비(卑)금속으로 만든 사인판ㆍ명판ㆍ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ㆍ문자와 그 밖의 표지판(제9405호의 것은 제외한다) 

7% C 

83111000 비(卑)금속으로 만든 용접봉(플럭스를 봉에 도포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으로 한정한다) 

무세 A 

83112000 비(卑)금속으로 만든 선(플럭스를 심에 충전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으로 한정한다) 

무세 A 

83113000 비(卑)금속으로 만든 봉과 선(플럭스를 봉에 도포하고 심에 충전한 

것으로서 불로 납땜ㆍ납접 또는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83119010 금속 튜브로 감싼 텅스텐 카바이드 무세 A 

83119090 기타 무세 A 

84011000 원자로 무세 A 

84012000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기와 그 부분품 무세 A 

84013000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연료체(카트리지) 무세 A 

84014000 원자로의 부분품 무세 A 

84021100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을 초과하는 수관보일러 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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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21200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 이하인 수관보일러 2% A 

84021900 그 밖의 증기발생보일러(복합보일러를 포함한다) 4% C 

84022000 과열수보일러 2% A 

84029000 부분품 2% A 

84031000 보일러 무세 A 

84039000 부분품 무세 A 

84041010 연료절약기 2% A 

84041090 기타 무세 A 

84042000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 무세 A 

84049000 부분품 무세 A 

84051000 발생로가스나 수성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무세 A 

84059000 부분품 무세 A 

84061000 선박추진용 터빈 무세 A 

84068100 출력이 4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무세 A 

84068200 출력이 40메가와트 이하인 것 무세 A 

84069010 블레이드 다이아프램ㆍ스핀들 디스크와 샤프트(전체나 주요한 

부분이 금속으로 된 것으로 증기 터빈이나 이들의 부분품의 수리나 

재제조용으로 한정한다), 

전기-기계 속도제어기와 그 부분품으로 증기터빈용의 것 

무세 A 

84069021 제8406.10.00호 물품의 그 밖의 부분품: 로터(세척이나 기계장착된 

것보다 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핀ㆍ게이트ㆍ스프루우나 라이저 

제거용이거나 마무리 기계에서 위치를 승인하기 위한 것에 

한정한다) 

무세 A 

84069022 제8406.10.00호 물품의 그 밖의 부분품: 로터(최종 조립용으로 

마무리 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84069023 제8406.10.00호 물품의 그 밖의 부분품: 날(회전이나 정지형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84069029 제8406.10.00호의 물품의 그 밖의 부분품: 기타 무세 A 

84069031 제8406.81.00호나 제8406.82.00호 물품의 그 밖의 부분품: 

로터(세척이나 기계장착된 것보다 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핀ㆍ게이트ㆍ스프루우나 라이저의 제거용이거나 마무리 기계에서 

위치를 승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나 주요한 부분이 금속으로 된 

증기터빈이나 그 부분품의 수리나 재제조용에 한정한다) 

무세 A 

84069032 제8406.81.00호나 제8406.82.00호 물품의 그 밖의 부분품: 그 밖의 

로터(세척이나 기계장착된 것보다 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핀ㆍ게이트ㆍ스프루우나 라이저의 제거용이거나 마무리 기계에서 

위치를 승인하기 위한 것에 한정한다) 

무세 A 

84069033 제8406.81.00호나 제8406.82.00호 물품의 그 밖의 부분품: 

로터(최종 조립용으로 마무리 된 것으로 전체나 주요한 부분이 

금속으로 된 증기터빈이나 그 부분품의 수리나 재제조용에 

한정한다) 

무세 A 

84069034 제8406.81.00호나 제8406.82.00호 물품의 그 밖의 부분품: 그 밖의 

로터(최종 조립용으로 마무리 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84069035 제8406.81.00호나 제8406.82.00호 물품의 그 밖의 부분품: 그 밖의 

로터(전체나 주요한 부분이 금속으로 된 것으로 증기터빈이나 그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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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품의 수리나 재제조용으로 한정한다) 

84069036 제8406.81.00호나 제8406.82.00호 물품의 그 밖의 부분품: 

블레이드(회전이나 정지형의 것으로 전체나 주요한 부분이 금속으로 

된 증기터빈이나 그 부분품의 수리나 재제조용으로 한정한다) 

무세 A 

84069037 제8406.81.00호나 제8406.82.00호 물품의 그 밖의 부분품: 그 밖의 

블레이드(회전이나 정지형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84069039 제8406.81.00호나 제8406.82.00호 물품의 그 밖의 부분품: 기타 무세 A 

84071000 항공기용 엔진 무세 A 

84072100 아웃보드 모터 무세 A 

84072910 인보드 아웃보드 엔진 무세 A 

84072920 인보드 엔진 6% A 

84073100 실린더 용량이 50시시 이하인 것 무세 A 

84073200 실린더 용량이 50시시 초과 250시시 이하인 것 무세 A 

84073310 중량 680 킬로그램 이하의 비포장도로용의 유틸리티 자동차 

제조용의 것 

무세 A 

84073390 기타 무세 A 

84073410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 이하의 것 무세 A 

84073421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세미 트레일러용의 로드 

트랙터ㆍ10인 이상의 승객(운전자를 포함한다)을 운송할 수 있는 

자동차ㆍ구급차ㆍ영구차ㆍ물품 운송용 차량ㆍ소방차나 위에서 

언급한 차량의 섀시의 수리용이나 그러한 수리용 부분품 제조용 

무세 A 

84073429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기타 무세 A 

84079000 그 밖의 엔진 무세 A 

84081000 선박추진용 엔진 무세 A 

84082000 제87류의 차량추진용 엔진 무세 A 

84089000 그 밖의 엔진 무세 A 

84091000 항공기 엔진용의 것 무세 A 

84099110 피스톤 링 캐스팅, 

엔진의 그 밖의 부분품(포크 리프트트럭의 제조용), 

제8407.21.00호ㆍ제8407.29.10호ㆍ제8407.31.00호ㆍ제8407.32.00

호ㆍ제8407.33.10호나 제8407.90.00호 엔진의 부분품 

무세 A 

84099120 제8407.29.20호ㆍ제8407.33.90호ㆍ제8407.34.10호나 

제8407.34.21호 엔진의 그 밖의 부분품[타이밍 체인과 흡기 및 

배기밸브 이외의 것(나트륨이나 나트륨 수은의 밸브는 제외한다)] 

무세 A 

84099190 기타 무세 A 

84099900 기타 무세 A 

84101110 수력터빈 6.5% B 

84101120 수차 무세 A 

84101210 수력터빈 6.5% B 

84101220 수차 무세 A 

84101310 수력터빈 6.5% B 

84101320 수차 무세 A 

84109010 전자기계식 속도 조절기와 그 부분품(수력터빈용의 것), 

스테이 링ㆍ터빈샤프트ㆍ러너 부분품ㆍ하부 링ㆍ위켓게이트와 

헤드커버(동력이 10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수력터빈 제조용) 

무세 A 

84109020 유압식 터빈의 그 밖의 부분품 6.5%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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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09030 수차의 부분품 무세 A 

84111100 추진력이 25킬로뉴턴 이하의 것 무세 A 

84111200 추진력이 25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무세 A 

84112100 출력이 1,100킬로와트 이하인 것 무세 A 

84112200 출력이 1,1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무세 A 

84118110 동력이 746킬로와트 이하의 것(물ㆍ오일 또는 천연가스정의 

탐험ㆍ발견ㆍ개발ㆍ유지보수ㆍ시험ㆍ고갈이나 생산용으로 채광이나 

암석절단용 또는 천연가스로부터 물품의 증류나 채취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84118120 동력이 1,300킬로와트 이상의 것(압축세트나 발전세트 제조용) 무세 A 

84118190 기타 무세 A 

84118210 동력이 44,74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물ㆍ오일 또는 천연가스정의 

탐험ㆍ발견ㆍ개발ㆍ유지보수ㆍ시험ㆍ고갈이나 생산용으로 채광이나 

암석절단용 또는 천연가스로부터 물품의 증류나 채취에 사용되는 

것), 

동력이 12,682킬로와트 이상 14,547킬로와트 이하의 것으로 

압축세트 제조용 

무세 A 

84118220 발전세트 제조용, 

동력이 12,682킬로와트 미만이거나 14,547킬로와트를 초과하고 

20,000킬로와트 이하의 것(압축세트 제조용) 

무세 A 

84118290 기타 6.5% B 

84119100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무세 A 

84119910 로터ㆍ블레이드 다이아프램ㆍ스핀들 디스크ㆍ축과 날개(전체나 

주요한 부분이 금속으로 된 것으로 가스 터빈이나 이들의 부분품의 

수리나 재제조용), 

제8411.81.10호나 제8411.82.10호의 가스터빈의 그 밖의 부분품 

무세 A 

84119920 그 밖의 

부분품(제8411.81.20호ㆍ제8411.81.90호ㆍ제8411.82.20호나 

제8411.82.90호의 가스터빈용의 것) 

무세 A 

84121000 터보제트 외의 반동 엔진 무세 A 

84122100 리니어 액팅식의 것(실린더) 무세 A 

84122900 기타 무세 A 

84123100 리니어 액팅식의 것(실린더) 무세 A 

84123900 기타 무세 A 

84128000 기타 무세 A 

84129000 부분품 무세 A 

84131110 가솔린ㆍ디젤연료ㆍ액화천연가스나 액화프로판 급유용의 것 6% A 

84131190 기타 무세 A 

84131910 석유연료 급유용의 것, 

스키드-마운티드 펌프(헬리콥터 급유용의 것) 

6% A 

84131990 기타 무세 A 

84132000 수지식 펌프(소호 제8413.11호나 제8413.19호의 것은 제외한다) 무세 A 

84133000 연료ㆍ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의 펌프(피스톤식 

내연기관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84134000 콘크리트 펌프 무세 A 

84135000 그 밖의 용적형 왕복펌프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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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36000 그 밖의 용적형 회전펌프 무세 A 

84137010 배터리 작동식의 것(레크리에이션 차량과 보트용),밀봉된 

로터,거품제거형,분수식 식수대,식품ㆍ제약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수영장용의 것,열 전달기기(오일형의 것으로 

한정한다),화학작용의 마그네틱 드라이브,우유,용융 금속,다단계 

단일 흡입기(헤드가 5,516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동력이 250킬로와트 이하의 것(펄프 제조용),휴대용 

엔진형의 것(최소압력부스트 1,034킬로파스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한 압력에서 미터당 700리터를 초과하는 유량을 

유지하는 것),태양열 작동식,수중 슬러리ㆍ교반기형,변압기 오일 

순환 펌프,수직 슬러리(캔틸레버 샤프트 디자인의 것으로 펌프 배출 

플랜지의 사이즈가 지름 50.8센티미터 이상의 트랙에 놓는 기계로서 

채굴과 셰일ㆍ오일샌드나 타르샌드로부터 원유를 채취하고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것),속도조절기가 장착된 것(와인과 주스생산 

산업용의 것) 

무세 A 

84137091 기타: 수중 펌프 무세 A 

84137099 기타: 기타 4% A 

84138100 펌프 무세 A 

84138200 액체엘리베이터 무세 A 

84139110 서커 로드ㆍ포니 로드나 광택을 낸 로드(유전용으로 디자인된 

펌프와 그 부분품으로 한정한다) 

무세 A 

84139120 상하 저널 틸팅 패드, 

볼류트 캐스팅, 

기타(제8413.11.10호ㆍ제8413.19.10호ㆍ제8413.50.00호ㆍ제8413.6

0.00호ㆍ제8413.70.91호ㆍ제8413.70.99호나 제8413.81.00호 

물품의 것) 

무세 A 

84139130 펌프 풋 마운팅 브라켓, 

기타(제8413.11.90호ㆍ제8413.19.90호ㆍ제8413.20.00호ㆍ제8413.3

0.00호ㆍ제8413.40.00호나 제8413.70.10호 물품의 것) 

무세 A 

84139200 액체 엘리베이터의 것 무세 A 

84141000 진공펌프 무세 A 

84142000 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기체펌프 무세 A 

84143000 냉장이나 냉동설비용 압축기 무세 A 

84144000 예인용 바퀴달린 섀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무세 A 

84145110 개인용 팬(주동력의 것), 

테이블 팬(단일이나 가변 속도의 진동하는 것) 

8% C 

84145190 기타 무세 A 

84145900 기타 무세 A 

84146000 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6% A 

84148010 제87류 자동차용의 터보차저와 수퍼차저 무세 A 

84148090 기타 무세 A 

84149010 고정자와 회전자(냉장설비용이나 냉동설비용 압축기의 것) 무세 A 

84149090 기타 무세 A 

84151000 창형이나 벽형의 것(일체형이나 분리형으로 한정한다) 무세 A 

84152010 완전한 "키트(kits)"상태로 제시되는 것 무세 A 

84152090 기타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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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58110 다음의 것(미니스플릿 열펌프와 공기조절기유닛은 제외한다): 단일 

패키지나 분할시스템[열매체용량이 15.8킬로와트 이하의 것(1시간당 

53,900 BTU)],수원[수직, 수평 및 콘솔형으로 열매체용량이 

34.8킬로와트 이하의 것(1시간당 118,700 BTU)] 

6% A 

84158190 기타 무세 A 

84158210 가정용 열펌프와 공기조절기[덕트리스(관이 없는) 분할 시스템], 

휴대형[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이고 열매체용량이 1.8킬로와트 

이하의 것(1시간당 6,000 BTU)], 

트럭 히터/공기조절기 

무세 A 

84158291 기타: 센트럴 스테이션 공기 처리기, 

조합 터미널 유닛ㆍ수원이나 공기 대 공기의 

것[5.8킬로와트(1시간당 19,800 BTU) 이하의 열매체용량의 것], 

팬 코일 유닛, 

비포장도로용 차량용, 

습도와 먼지감지용의 것[열매체용량이 71.1킬로와트(1시간 당 

242,700 BTU) 이하의 것], 

단일 패키지[조합한 것으로 열매체용량이 15.8킬로와트(1시간당 

53,900 BTU) 이하의 것], 

분할 시스템[열매체용량이 47.4킬로와트(1시간당 161,800 BTU) 

이하의 것], 

수원의 것[열매체용량이 34.8킬로와트(1시간 당 118,700 BTU) 

이하의 것] 

6% B 

84158299 기타: 기타 무세 A 

84158310 대기통제 감자저장 환기시스템 무세 A 

84158390 기타 무세 A 

84159011 제8415.10.00호ㆍ제8415.20.10호ㆍ제8415.81.90호ㆍ제8415.82.10

호ㆍ제8415.82.99호나 제8415.83.90호 물품의 것: 

섀시ㆍ섀시베이스나 외부 캐비닛 

무세 A 

84159019 제8415.10.00호ㆍ제8415.20.10호ㆍ제8415.81.90호ㆍ제8415.82.10

호ㆍ제8415.82.99호나 제8415.83.90호 물품의 것: 기타 

무세 A 

84159021 제8415.20.90호ㆍ제8415.81.10호ㆍ제8415.82.91호나 

제8415.83.10호 물품의 것: 섀시ㆍ섀시베이스나 외부 캐비닛(이들 

세번의 물품 제조용) 

무세 A 

84159022 제8415.20.90호ㆍ제8415.81.10호ㆍ제8415.82.91호나 

제8415.83.10호 물품의 것: 그 밖의 섀시ㆍ섀시베이스나 외부 

캐비닛 

무세 A 

84159023 제8415.20.90호ㆍ제8415.81.10호ㆍ제8415.82.91호나 

제8415.83.10호 물품의 것: 그 밖의 부분품(이들 세번의 물품 

제조용) 

무세 A 

84159029 제8415.20.90호ㆍ제8415.81.10호ㆍ제8415.82.91호나 

제8415.83.10호 물품의 것: 기타 

무세 A 

84161000 액체연료용의 노용 버너 무세 A 

84162000 그 밖의 노용 버너(콤비네이션 버너를 포함한다) 무세 A 

84163000 기계식 스토커(이들의 기계식 불판ㆍ기계식 회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무세 A 

84169000 부분품 무세 A 

84171000 배소용ㆍ용해용이나 그 밖의 열처리용 노와 오븐(광석ㆍ황철광이나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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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84172000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의 오븐을 포함한다) 무세 A 

84178000 기타 무세 A 

84179000 부분품 무세 A 

84181010 흡수식(가스와 전기 동력의 조합으로 레크리에이션용 차량에 

영구적으로 설치하도록 설계된 것과 그러한 차량 제조용) 

무세 A 

84181090 기타 8% B 

84182100 압축식 8% B 

84182900 기타 8% B 

84183010 가정형 8% B 

84183090 기타 무세 A 

84184010 혈액은행형, 

가정형, 

최저 온도 적응력이 섭씨 30도 환경에서 영하 85도인 것 

8% B 

84184090 기타 무세 A 

84185010 냉장이나 냉장ㆍ냉동형 7% C 

84185021 냉동형: 디스플레이 카운터, 

얼음 판매용, 

진열용 냉동음식과 아이스크림 판매용(여닫이형으로 회전 유리나 

고정유리로 되어 있고 면적이 2.3세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6% B 

84185029 냉동형: 기타 무세 A 

84186100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를 제외한다) 무세 A 

84186920 상업용 냉장기기(상점형) 7% B 

84186990 기타 무세 A 

84189110 이 호의 물품 제조용, 

제8418.10.10호ㆍ제8418.10.90호ㆍ제8418.21.00호ㆍ제8418.29.00

호ㆍ제8418.30.10호ㆍ제8418.30.90호ㆍ제8418.40.10호ㆍ제8418.40

.90호ㆍ제8418.50.10호ㆍ제8418.50.29호ㆍ제8418.61.00호ㆍ제8418

.69.20호나 제8418.69.90호의 물품용의 것 

무세 A 

84189120 제8418.50.21호의 물품용의 것 6% B 

84189910 최소한 다음 중 두 가지와 결합된 도어 조립품: 내부 패널ㆍ외부 

패널ㆍ인슐레이션ㆍ경첩이나 핸들 

무세 A 

84189990 기타 무세 A 

84191100 가스식인 즉시식 물가열기 6.5% B 

84191900 기타 6.5% A 

84192000 내과용ㆍ외과용이나 실험실용 살균기 무세 A 

84193100 농산물용의 것 무세 A 

84193200 목재용ㆍ제지펄프용ㆍ종이용이나 판지용 무세 A 

84193900 기타 무세 A 

84194000 증류기나 정류기 무세 A 

84195000 열교환기 무세 A 

84196000 기체 액화용 기기 무세 A 

84198100 뜨거운 음료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 무세 A 

84198910 소아마비 치료에 사용되는 핫팩의 가열용 장치, 

전구 살균 장치, 

곡물 우리는 조리기구,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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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성능 시스템, 

교정 안경 생산용 원심 분리기의 냉각 시스템, 

자동차 조립공장용 열 터널, 

고용량 터보 쿨러, 

와인 및 주스 제조 산업용 수평 회전발효기와 발효 탱크, 

실험실 마이크로웨이브 시료 전처리 장비, 

마스크 믹서(효모 발효기), 

우유(기계적 재압축이나 폐열 증발기), 

낙농산업용과 양조산업용의 저온살균기, 

유제품용 전기 병 살균기, 

낙농 기계 이외의 위생우유 또는 크림통, 

멸균실, 

항생물질, 호르몬이나 스테로이드 제조용이나 비경구용의 것으로 

생물학이나 세균학적 물품 제조용 

84198921 그 밖의 기계적 작동식: 조리나 음식가열용 이외의 오토 

클레이브,온도 변화 배치식 혼합기,흑액 증발기(펄프와 종이),화학 

공정 리액터(두께가 21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후판 용기를 갖춘 

것으로 두께가 1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후판 용기에 사용되는 

단조된 수소화공정 리액터를 제외한다),칩 프리스티밍 빈과 

배출기,칩 가열과 고온유지용의 칩 다이제스터,냉각 드럼(모래회전식 

및 주조)과 모래 냉각/혼합기,냉각탑,알루미늄 라디에이터ㆍ증기 

세척ㆍ침지 세척ㆍ이차 침지세척ㆍ침지세정ㆍ증기건조용 탈지 

시스템,습도조절기능으로서 섭씨 영하75도에서 영상 175도의 

온도적응력을 갖는 환경실,어떠한 온도나 습도에서도 

170세제곱데카미터(DM³) 이하의 용량을 가지는 

환경실,170세제곱데카미터(DM³)에서 990세제곱데카미터(DM³) 

용량의 환경실(습도조절기능으로서 영하 75도에서 영상 60도 

범위의 기능을 갖는 것),발효 시스템(작업 용량 5리터 이하이거나 

20리터 이상의 것),식품 가공 레토르트(상자 타입에 한정한다),고온 

아스팔트 저장과 서지 탱크,오일과 가스산업용 고온 오일 코일 

히터,섭씨 50도에서 510세제곱데카미터(DM³)에서 

680세제곱데카미터(DM³) 용량을 갖는 인큐베이터,실험실 

소화조,저온 살균기,식물 성장실과 조직배양실(18.6제곱미터 이하의 

용량으로 온도ㆍ습도나 채광 제어가 가능한 다양한 용량의 

것),역청이나 고무 화합물용의 휴대용 용융장비,통조림 식품용 스핀 

쿨러,액체 프로판 가스(LPG)용 기화 믹서,치즈 제조용 통과 

염수탱크,병원 담요ㆍ수건 및 용액용 보온 캐비닛,와터 자켓 용융과 

혼합 용기 

무세 A 

84198929 그 밖의 기계적 작동식: 기타 무세 A 

84198990 기타 무세 A 

84199000 부분품 무세 A 

84201000 캘린더기나 그 밖의 로울기 무세 A 

84209100 실린더 무세 A 

84209900 기타 무세 A 

84211100 크림분리기 무세 A 

84211200 의류탈수기 무세 A 

84211900 기타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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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12100 물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무세 A 

84212200 물 외의 음료 여과용이나 청정용 무세 A 

84212310 상업어선용 엔진의 제조나 수리용 무세 A 

84212320 불꽃점화식 왕복엔진에 사용되는 것[실린더 용량이 5,703.7 시시 

이하의 것으로 세미 트레일러, 자동차(운전자를 포함하여 탑승인원 

10명 이상인 것), 구급차, 영구차, 화물 자동차, 소방차 또는 이들의 

섀시 또는 이들의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용] 

무세 A 

84212390 기타 무세 A 

84212900 기타 무세 A 

84213110 제9908.00.00호의 물품과 함께 사용하는 공기필터, 

아스팔트 포장기계의 제조에 사용되는 공기청정기 

무세 A 

84213190 기타 무세 A 

84213910 에어 필터 마스크, 호흡 장치용 에어 필터 시스템, 

공기분리기(광물ㆍ광이나 금속의 가공ㆍ제련 또는 정제에 사용되는 

것), 에어 스트리퍼, 교실 연기 배출 카트 시스템, 드라이 크리닝 

용제 증기 흡수기,유압 저장소용 필터 환기 시스템,호흡장치용 

필터,여과부스(제약제조형의 것), 고효율 미립자(hepa) 공기 

필터[효율이 100분의 99.5(0.3 마이크론 입자의 크기)를 초과하는 

것],공기 압축기용 고압 공기 필터,산업 냉매 여과기,세탁물 

필터,살균 카트리지,흡입라인 필터건조기, 자외선 공기 살균 시스템, 

와이-스트레이너ㆍ바스킷 스트레이너ㆍ이중 여과기 및 

자동(셀프크리닝) 스트레이너(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또는 금속 

캐스팅 공정으로 제조된 몸체를 가진 것) 

무세 A 

84213920 제87류 자동차용 촉매변환기 무세 A 

84213990 기타 무세 A 

84219110 의류 건조기의 건조실과 건조실과 결합된 의류 건조기의 그 밖의 

부분품 

무세 A 

84219120 의류 건조기를 장착하도록 설계된 가구 무세 A 

84219190 기타 무세 A 

84219900 기타 무세 A 

84221110 카운터탑(전기식), 

휴대용(폭이 46센티미터 이하의 것) 

무세 A 

84221190 기타 8% C 

84221900 기타 무세 A 

84222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무세 A 

84223000 병ㆍ깡통ㆍ상자ㆍ자루 또는 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ㆍ봉함용ㆍ실링(sealing)용 또는 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ㆍ단지ㆍ튜브와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무세 A 

84224000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무세 A 

84229010 물 격납 챔버와 물 격납 챔버와 결합된 그 밖의 부분품(가정용 

식기세척기용의 것) 

무세 A 

84229020 도어 조립품(가정형 식기세척기용의 것) 무세 A 

84229090 기타 무세 A 

84231000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 

가정형의 저울 

6.5%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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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32000 컨베이어용 연속계량식 저울 무세 A 

84233000 정량저울과 설정된 양의 재료를 포대나 용기에 주입하기 위한 

저울[호퍼스케일(hopper scales)을 포함한다] 

무세 A 

84238100 최대 측정용량이 30킬로그램 이하인 것 무세 A 

84238200 최대 측정용량이 30킬로그램 초과 5,000킬로그램 이하인 것 무세 A 

84238900 기타 무세 A 

84239000 각종 저울 추, 저울 부분품 무세 A 

84241000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5% B 

84242000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무세 A 

84243000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무세 A 

84248100 농업용이나 원예용 무세 A 

84248900 기타 무세 A 

84249000 부분품 무세 A 

84251100 전동식 무세 A 

84251900 기타 무세 A 

84253100 전동식 무세 A 

84253900 기타 무세 A 

84254100 차고용 고정식 재킹시스템 무세 A 

84254200 그 밖의 잭과 호이스트(액압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84254900 기타 무세 A 

84261100 고정식 천장주행 크레인 무세 A 

84261200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와 스트래들 캐리어 무세 A 

84261900 기타 무세 A 

84262000 타워크레인 무세 A 

84263000 문형이나 정치형 지브 크레인 무세 A 

84264100 타이어가 달린 것 무세 A 

84264900 기타 무세 A 

84269100 도로주행차량에 장착하도록 제작된 것 무세 A 

84269900 기타 무세 A 

84271010 탑승식(카운터밸런스식의 포크리프트 트럭) 무세 A 

84271090 기타 무세 A 

84272011 탑승식(카운터밸런스식의 포크리프트 트럭): 러프테레인형 무세 A 

84272019 탑승식(카운터밸런스식의 포크리프트 트럭): 기타 무세 A 

84272090 기타 무세 A 

84279000 그 밖의 트럭 무세 A 

84281000 리프트와 스킵호이스트 무세 A 

84282000 뉴매틱식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무세 A 

84283100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설계된 것 무세 A 

84283200 그 밖의 버켓형 무세 A 

84283300 그 밖의 벨트형 무세 A 

84283900 기타 무세 A 

84284000 에스컬레이터와 무빙 워크웨이 무세 A 

84286000 텔레페릭ㆍ의자 양하기ㆍ스키용 드래그라인과 퓨니쿨러용 견인장치 무세 A 

84289000 그 밖의 기계 무세 A 

84291100 무한 궤도식 무세 A 

84291900 기타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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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92000 그레이더와 레벨러 무세 A 

84293000 스크래퍼 무세 A 

84294000 탬핑머신과 로드롤러 무세 A 

84295100 프론트엔드 셔블로더 무세 A 

84295200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무세 A 

84295900 기타 무세 A 

84301000 항타기와 항발기 무세 A 

84302000 스노플라우와 스노블로어 무세 A 

84303100 자주식 무세 A 

84303900 기타 무세 A 

84304100 자주식 무세 A 

84304900 기타 무세 A 

84305000 그 밖의 기계(자주식으로 한정한다) 무세 A 

84306100 탬핑용이나 콤팩팅용 기계 무세 A 

84306900 기타 무세 A 

84311000 제8425호의 기계의 것 무세 A 

84312000 제8427호의 기계의 것 무세 A 

84313100 리프트ㆍ스킵호이스트나 에스컬레이터의 것 무세 A 

84313900 기타 무세 A 

84314100 버켓ㆍ셔블ㆍ그랩과 그립 무세 A 

84314200 불도저나 앵글도저의 블레이드 무세 A 

84314300 소호 제8430.41호나 제8430.49호의 천공이나 시굴용 기계의 부분품 무세 A 

84314900 기타 무세 A 

84321000 플라우(쟁기) 무세 A 

84322100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무세 A 

84322900 기타 무세 A 

84323000 파종기ㆍ식부기와 이식기 무세 A 

84324000 퇴비 살포기와 비료 살포기 무세 A 

84328000 그 밖의 기계 무세 A 

84329000 부분품 무세 A 

84331100 동력식의 것(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84331900 기타 무세 A 

84332000 그 밖의 풀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의 커터바를 포함한다) 무세 A 

84333000 그 밖의 건초제조용 기계 무세 A 

84334000 짚이나 건초용의 결속기(픽업결속기를 포함한다) 무세 A 

84335100 수확ㆍ탈곡 겸용기 무세 A 

84335200 그 밖의 탈곡기 무세 A 

84335300 구경이나 괴경의 수확기(근채 수확기) 무세 A 

84335900 기타 무세 A 

84336000 조란ㆍ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ㆍ분류기 또는 선별기 무세 A 

84339000 부분품 무세 A 

84341000 착유기 무세 A 

84342000 낙농기계 무세 A 

84349000 부분품 무세 A 

84351000 기계 무세 A 

84359000 부분품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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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61000 동물사료 조제용 기계 무세 A 

84362100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 무세 A 

84362900 기타 무세 A 

84368010 농업용이나 원예용 무세 A 

84368091 기타: 치퍼나 슈레더[최대용량이 7.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동력 인출장치(PTO)가 3접부로 결합된 히치-마운트 트랙터 

부착물은 제외한다], 

벌목 장치(가지 훝기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수확기(관절형 휠 타입은 제외한다), 

유압식 수목용 톱, 

다기능 벌목 장치[절단능력이 최대 400밀리미터 이상 600밀리미터 

이하이고 가지훝기나 버킹이 가능한 것으로 동력 인출장치(PTO)가 

3접부로 결합된 히치-마운트(hitch-mounted) 트랙터 부착물은 

제외한다], 

휴대용 콤비네이션 치퍼ㆍ슈레더와 멀처, 

숏 로그 프로세서(버킹과 스태킹 능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84368099 기타: 기타 무세 A 

84369100 가금 사육용 기계나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의 것 무세 A 

84369900 기타 무세 A 

84371010 농업이나 원예형, 

풍구 

무세 A 

84371091 기타: 곡물 세척장치ㆍ선별장치 또는 시험장치 무세 A 

84371099 기타: 기타 무세 A 

84378010 사료 조제용 분쇄기와 혼합기, 

진동체와 흡입기(채유종자의 껍질제거용) 

무세 A 

84378090 기타 무세 A 

84379000 부분품 무세 A 

84381000 베이커리기계와 마카로니ㆍ스파게티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제품 

제조용 기계 

무세 A 

84382010 사탕산업용 코팅기와 광택기, 

사탕산업용 세분기 

무세 A 

84382090 기타 무세 A 

84383000 설탕 제조용 기계 무세 A 

84384010 발효조, 

소규모 양조기계 

무세 A 

84384090 기타 무세 A 

84385000 육류나 가금육의 조제용 기계 무세 A 

84386010 다음의 물품(샐러드와 채소 조제용 시스템은 제외한다):  

콩나물 발아용 기계, 

해쉬브라운(hash brown) 가공장비, 

포테이토 칩퍼(potato chippers)(프렌치 프라이용에 한정한다), 

스트로베리 디캡퍼(strawberry decapper), 

채소 혼합 시스템, 

채소 필러(peeler)(용량이 42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무세 A 

84386090 기타 무세 A 

84388000 그 밖의 기계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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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89000 부분품 무세 A 

84391010 교반기(고밀도 저장타워에서 펄프섬유/액체 현택액을 혼합하고 

균질화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비터(Beaters)(펄프 밀을 저장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흑액 회수 장비(펄프 밀), 

서큘레이터(표백타워에서 물과 펄프를 혼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농축장치(펄프 밀), 

거품 차단기, 

종이 파쇄기(1일 12,000킬로그램 이하를 처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펄프 분류기, 

펄프 데커(deckers), 

펄프 디플레이커(deflakers), 

펄프 제조기(펄프 밀)[펄프 로터(rotors)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펄프 파이버리저(fiberizers), 

펄프 정제기(압력 및 비압력의 열 기계적 펄프), 

펄프 스크린, 

펄프 저장 세척기, 

펄프 저장 탈수 프레스(1일 120톤 미만 용량의 것으로 한정한다), 

펄프 세탁기(싱글 스테이지 금속제 드럼형의 것으로 한정한다),  

정제기(직경 914.4밀리미터 이상 1,778밀리미터 이하의 디스크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회전 스크린, 

보조 섬유가공 기계, 

반화학적 펄프 플랜트, 

샤워(Showers)(펄프 및 제지 기계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슬래셔(Slashers), 

증기 믹서(펄프 및 제지산업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윁 랩 펄프와 제지 기계, 

우드칩 분류 스크린, 

우드칩 급수기, 

우드칩 주입기(프리 스티머의 것으로 한정한다), 

우드칩 세척기 

무세 A 

84391090 기타 무세 A 

84392010 자동 심 연마 기계, 

완성 티슈 제지기(화장용 또는 미용 티슈 스톡이나 타월 스톡 

생산용의 것), 

슈퍼 캘린더 인쇄용지 생산용, 

성형 스테이션이나 수지 믹서기(마분지 생산용의 것), 

헤드박스, 

멀티 와이어 판지 성형기 

무세 A 

84392090 기타 무세 A 

84393010 다음의 것[인화지의 마무리(도포) 공정용 기계ㆍ종이나 판지용 

도포기계ㆍ화장지 및 종이 타월 롤 생산을 위한 자동 

리와인더(rewinders)와 물결 모양의 판지 제조용 기계는 제외한다]: 

리와인더,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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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윤전기 

84393090 기타 무세 A 

84399100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 무세 A 

84399900 기타 무세 A 

84401000 기계 무세 A 

84409000 부분품 무세 A 

84411000 절단기 무세 A 

84412000 포장대나 봉투 제조용 기계 무세 A 

84413000 상자, 포장대,  튜브, 드럼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몰딩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무세 A 

84414000 제지용 펄프ㆍ종이나 판지 제품의 몰딩용 기계 무세 A 

84418000 그 밖의 기계 무세 A 

84419000 부분품 무세 A 

84423000 기계류ㆍ장치와 장비 무세 A 

84424000 위의 기계류ㆍ장치와 장비의 부분품 무세 A 

84425000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ㆍ그레인 또는 연마)한 플레이트ㆍ실린더와 석판석 

무세 A 

84431100 오프셋 인쇄기계(릴식으로 한정한다) 무세 A 

84431200 오프셋 인쇄기계(시트식 사무실용으로 한 변이 22센티미터 이하, 

다른 변이 36센티미터 이하인 제본되지 않은 상태의 시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84431310 이미지나 인쇄영역이 2,413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 무세 A 

84431320 이미지나 인쇄영역이 2,413제곱센티미터 미만인 것 무세 A 

84431400 활판인쇄용 기계(릴식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무세 A 

84431500 활판인쇄용 기계(릴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무세 A 

84431600 곡면인쇄용 기계 무세 A 

84431700 그라비어(gravure) 인쇄용 기계 무세 A 

84431900 기타 무세 A 

84433100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인쇄ㆍ복사 또는 

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무세 A 

84433200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 밖의 것 무세 A 

84433900 기타 무세 A 

84439100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무세 A 

84439900 기타 무세 A 

84440000 인조섬유의 방사용ㆍ늘림용ㆍ텍스처용 또는 절단용 기계 무세 A 

84451100 카드기 무세 A 

84451200 코밍기 무세 A 

84451300 연조기나 조방기 무세 A 

84451900 기타 무세 A 

84452000 방적기계 무세 A 

84453000 합사기나 연사기 무세 A 

84454000 권사기(위권기를 포함한다) 무세 A 

84459000 기타 무세 A 

84461000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소폭직기 무세 A 

84462100 직조기(동력구동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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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62900 기타 무세 A 

84463000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셔틀리스형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84471100 실린더 지름이 165밀리미터 이하인 것 무세 A 

84471200 실린더 지름이 16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무세 A 

84472000 횡편기, 스티치 본딩기 무세 A 

84479000 기타 무세 A 

84481100 도비기 및 자카드기, 이들을 사용하기 위한 카드의 

축소용ㆍ복사용ㆍ천공용이나 조립용 기계 

무세 A 

84481900 기타 무세 A 

84482000 제8444호에 규정한 기계나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무세 A 

84483100 침포 무세 A 

84483200 침포를 제외한 방적준비기계의 것 무세 A 

84483300 스핀들ㆍ스핀들플라이어ㆍ스피닝링과 링트래블러 무세 A 

84483900 기타 무세 A 

84484200 직조기용의 바디ㆍ종광과 종광 프레임 무세 A 

84484900 기타 무세 A 

84485100 바늘땀(stitch) 형성에 사용하는 싱커ㆍ바늘과 그 밖의 물품 무세 A 

84485900 기타 무세 A 

84490000 펠트나 부직포(성형인 것을 포함한다)의 제조 또는 완성가공용 

기계(펠트모자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다), 모자 제조용 형(型) 

무세 A 

84501110 가정형(세탁과 건조 겸용기는 제외한다) 8% A 

84501190 기타 무세 A 

84501200 그 밖의 기계(원심 탈수기를 내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8% C 

84501900 기타 8% B 

84502000 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기계 

무세 A 

84509010 세탁통(tubs)이나 세탁통 조립품 무세 A 

84509020 가정형이나 세탁소형의 세탁기(세탁과 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가구 

무세 A 

84509090 기타 무세 A 

84511000 드라이크리닝기 무세 A 

84512100 1회의 건조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 이하인 

것 

8% C 

84512900 기타 무세 A 

84513010 상업적 세탁용 스팀 다리미 부속품, 

진공과 가열 프레싱 테이블 

6% B 

84513090 기타 무세 A 

84514010 양탄자류 샴푸어(Carpet shampooers), 

양탄자류ㆍ드레이퍼리(drapery)와 실내장식용품 청소기, 

어망 세척기 

6% B 

84514090 기타 무세 A 

84515000 감기용 기계ㆍ풀기용 기계ㆍ접음기ㆍ절단기 또는 핑킹용 

기계(직물용으로 한정한다) 

무세 A 

84518010 자동 버티컬 블라인드 제조기계, 

가정용 의류 탈수기, 

스티머(평면과 환편 직물용의 것)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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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18090 기타 무세 A 

84519010 건조 챔버(소호 제8451.21호나 제8451.29호의 건조기와 건조실과 

결합된 건조기의 그 밖의 부분품용의 것) 

무세 A 

84519020 제8451.21호나 제8451.29호의 건조기를 넣도록 설계된 가구 무세 A 

84519090 기타 무세 A 

84521000 가정형 재봉기 무세 A 

84522100 자동식 무세 A 

84522900 기타 무세 A 

84523000 재봉기용 바늘 무세 A 

84524010 가정형 재봉기용 9% B 

84524090 기타 무세 A 

84529000 재봉기의 그 밖의 부분품 무세 A 

84531000 원피ㆍ가죽의 유피준비기ㆍ유피기 또는 가공기계 무세 A 

84532000 신발의 제조나 수선용 기계 무세 A 

84538000 그 밖의 기계 무세 A 

84539000 부분품 무세 A 

84541000 전로 무세 A 

84542000 잉곳용의 주형과 레이들 무세 A 

84543000 주조기 무세 A 

84549000 부분품 무세 A 

84551000 관 압연기 무세 A 

84552100 열간이나 열ㆍ냉간 겸용 압연기 무세 A 

84552200 냉간 압연기 무세 A 

84553000 압연기용 롤 무세 A 

84559010 주조나 용접된 것(개별 중량이 90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84559090 기타 무세 A 

84561000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 또는 광자빔 방식으로 하는 것 무세 A 

84562000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것 무세 A 

84563000 방전 방식으로 하는 것 무세 A 

84569000 기타 무세 A 

84571000 머시닝센터 무세 A 

84572000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싱글스테이션) 무세 A 

84573000 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머신 무세 A 

84581110 디스크와 드럼 브레이크 선반 무세 A 

84581190 기타 무세 A 

84581910 브레이크 선반(승용차와 소형 트럭용의 것으로 휴대형은 제외한다), 

전기동력이 7.5킬로와트 이하이면서 베드 직경이 25센티미터 

이상이고 65센티미터 미만인 것 

무세 A 

84581990 기타 무세 A 

84589110 수직 터릿(turret)이나 척킹(chucking) 선반(디스크와 드럼 브레이크 

선반은 제외한다) 

무세 A 

84589190 기타 무세 A 

84589900 기타 무세 A 

84591000 웨이타입 유닛 헤드머신 무세 A 

84592110 3개의 축 제어로 구성된 것(테이블의 크기가 107센티미터 X 

107센티미터 이상 152센티미터 X 152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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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한다) 

84592190 기타 무세 A 

84592910 다용도의 드릴 프레스(래디알 암 드릴 프레스로도 알려진 래디알 

드릴 프레스는 제외한다)(연강에서 스로트 용량이 177밀리미터 이상 

204밀리미터 이하인 단일이나 다중 스핀들[갱(gang)형]을 가진 

것에 한정한다) 

무세 A 

84592990 기타 무세 A 

84593110 수직 스핀들을 갖춘 개방형[씨(C)형] 무세 A 

84593190 기타 무세 A 

84593910 수평 테이블이나 바닥형 무세 A 

84593990 기타 무세 A 

84594010 휴대용 바 머신 무세 A 

84594090 기타 무세 A 

84595100 수치제어식 무세 A 

84595900 기타 무세 A 

84596110 교각형 수직 스핀들(모바일 테이블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노형이나 갠트리형(수직 스핀들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84596190 기타 무세 A 

84596900 기타 무세 A 

84597010 수치제어식 무세 A 

84597090 기타 무세 A 

84601100 수치제어식 무세 A 

84601900 기타 무세 A 

84602100 수치제어식 무세 A 

84602910 밴드형이나 원형 톱 그라인더(톱날 양면으로 동시에 그라인딩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84602990 기타 무세 A 

84603100 수치제어식 무세 A 

84603900 기타 무세 A 

84604010 수치제어식 무세 A 

84604090 기타 무세 A 

84609010 수치제어식 무세 A 

84609091 기타: 벨트형 샌딩기(벨트 폭이 50.8밀리미터 이상 152.4밀리미터 

이하의 것),광택기(동력이 7.5킬로와트 이하의 것),스키 날 

샤프닝기,텀블링(Tumbling)ㆍ디버링(Deburring)과 마감기 

무세 A 

84609099 기타: 기타 무세 A 

84612010 수치제어식 무세 A 

84612090 기타 무세 A 

84613010 수치제어식 무세 A 

84613090 기타 무세 A 

84614000 기어절삭기ㆍ기어연삭기나 기어완성가공기 무세 A 

84615011 수치제어식: 수평 밴드 톱기계(라운드나 사각형 용적이 

101.6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블록 및 플레이트 밴드 톱기계 및 

프로그램 매거진을 갖춘 컴퓨터 수치제어식의 밴드 톱기계는 

제외한다) 

무세 A 

84615019 수치제어식: 기타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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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15091 기타: 수평 밴드 톱기계(라운드나 사각형 용적이 101.6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블록과 플레이트 밴드 톱기계는 제외한다) 

무세 A 

84615099 기타: 기타 무세 A 

84619010 수치제어식 무세 A 

84619090 기타 무세 A 

84621000 단조기 또는 다이스탬핑기(프레스를 포함한다)와 해머 무세 A 

84622110 도관 굽힘이나 캔 제작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84622191 기타: 콤비네이션 교정기/공급장치, 

프레스 브레이크(용량이 200톤 이상 2,000톤 이하이고 길이가 

1.2미터 이상 7.3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자동화된 자동차 배기 파이프와 머플러 생산기계, 

자동화된 튜브 밴딩 기계(직경 3.2밀리미터 이상 76.2밀리미터 

이하인 튜브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롤 성형기계[처마 밑면(soffits)ㆍ채널(channels)ㆍ처마 널(fascia) 

또는 처마의 홈통(eavestroughing)과 같은 물품용으로 한정한다], 

교정기(볼트ㆍ스크루ㆍ밸브ㆍ축 및 이와 유사한 회전대칭으로 

대량생산하는 부품을 교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무세 A 

84622199 기타: 기타 무세 A 

84622910 도관 굽힘이나 캔 제작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84622991 기타: 콤비네이션 교정기/공급장치, 

유압식 파이프 굽힘기(자동차 머플러 생산용의 것), 

프레스 브레이크(콤비네이션 슬립 롤/프레스 브레이크/전단기는 

제외한다), 

롤 성형기계[처마 밑면(soffits)ㆍ채널(channels)ㆍ처마 널(fascia) 

또는 처마의 홈통(eavestroughing)과 같은 물품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롤링 밀용 교정기, 

튜브 가장자리 성형기(직경 20.3센티미터 이하의 튜브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84622999 기타: 기타 무세 A 

84623110 콤비네이션 길이 절단기, 

유압 케이블 스트리퍼와 쵸퍼(스크랩 회수용), 

절단기(스트립 절단용) 

무세 A 

84623190 기타 무세 A 

84623910 띠톱 전단기,성형용의 냉간 전단기,냉간 스트립 전단기,콤비네이션 

길이 절단기,4(four) 암(arm) 크랭크 전단기,내구성이 강한 금속 

절단기와 분쇄기(운반ㆍ분쇄ㆍ분리 및 체별 장치로 구성된 완전한 

케이블 분쇄 시스템은 제외한다),유압 빌릿(billet) 전단기,유압 철도 

트랙 전단기,트럭용 리프 스프링 유압 전단기,유압 와이어와 

스트랩핑 분쇄기,기계식과 유압식 케이블 스트립퍼와 초퍼,스크랩 

금속 전단기,전단기(최대 전단 능력이 연강 두께 최대 

1.5밀리리터이고 길이 101.6센티미터 이상 132센티미터 이하를 

절단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동력 1.5킬로와트 초과의 

파쇄기(캔과 경금속용의 것으로 한정한다),절단기(스트립 절단용의 

것으로 한정한다),스퀘어링이나 길로틴(guillotine) 절단기계(경금속의 

절단 폭이 1.2미터 이상 7.3미터 이하이고 절단 두께가 3.4밀리미터 

이상25.4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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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23990 기타 무세 A 

84624100 수치제어식 무세 A 

84624910 펀칭이나 낫칭기 무세 A 

84624921 펀칭기와 절단기가 결합된 것: 벤치형 프레스, 

완성된 코일이나 시트 작업 라인 

무세 A 

84624929 펀칭기와 절단기가 결합된 것: 기타 무세 A 

84629110 수치제어식 무세 A 

84629191 기타: 불도저 프레스, 

압출 프레스, 

파인 블랭킹 프레스(기계적 램 드라이브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수평형 고압 압출 프레스, 

금속 스탬핑 프레스(용량이 100톤 이상 2,500톤 이하이고 폭이 

56센티미터 이상 620 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트림 프레스 

무세 A 

84629199 기타: 기타 무세 A 

84629911 수치제어식: 뱅글 라운딩과 사이징 기계(보석산업용), 

캔 단조기(자석식 분리기가 결합된 것), 

스탬핑과 밴딩기계가 결합된 것(금속호스 클램프용), 

드레싱 기계(원석 절단용 톱의 다이아몬드와 카바이드 세그먼트의 

표면 가공용), 

가장자리와 스케일 브레이커, 

파인 블랭킹 프레스(기계적 램 드라이브가 장착된 것), 

분당 600개 이상의 스트로크를 작동할 수 있는 고속 생산 프레스, 

수평 베네치안 블라인드 제조기계, 

혼 프레스, 

다층진공 프레스 시스템(인쇄회로 기판 생산용), 

분말 금속 프레스, 

펀치 프레스와 플라스틱 콘 타이 제조 시스템, 

터미널 납선 부착ㆍ압착 또는 압박용 프레스 또는 기계, 

용접 프레스 

무세 A 

84629919 수치제어식: 기타 무세 A 

84629990 기타 무세 A 

84631010 중간선과 가는 선(비철금속의 것)의 인발용 기계(트리플 작용의 

인발 프레스는 제외한다), 

로드 브레이크다운(rod breakdown) 기계(비철금속의 것), 

고정 밴드 톱 스트레쳐(stretcher) 롤 

무세 A 

84631090 기타 무세 A 

84632000 나사전조기 무세 A 

84633010 반자동 와이어 옷걸이 성형기, 

와이어 포인팅기(제1철의 것) 

무세 A 

84633090 기타 무세 A 

84639010 자동차 브레이크 슈 리베터(rivetters), 

플렉시블 튜브 제조용 기계, 

머플러 제작용 유압 배기 파이프(확대/스웨이징 공구), 

선ㆍ막대 또는 관(튜브)용의 롤 포인팅 기계, 

싱글 헤드 리벳 세팅기계(직경 9.5 밀리미터 이상 79.4 밀리미터 

이하의 세트 튜블러나 세미 튜블러 리벳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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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한다), 

스웨이징 기계, 

튜브 가장자리 성형 기계 

84639090 기타 무세 A 

84641000 톱기계 무세 A 

84642000 연마기나 광택기 무세 A 

84649010 성형기계(디스크 브레이크 패드용), 

스플리팅기(콘크리드 블럭용) 

무세 A 

84649090 기타 무세 A 

84651000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공구의 교환없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84659100 톱기계 무세 A 

84659200 평삭기ㆍ밀링머신이나 몰딩머신(절단 방식으로 한정한다) 무세 A 

84659300 연삭기ㆍ샌딩기나 광택기 무세 A 

84659400 굽힘기나 조립기 무세 A 

84659500 드릴링기나 모티싱기 무세 A 

84659600 스플리팅ㆍ슬라이싱기나 박피기 무세 A 

84659900 기타 무세 A 

84661000 툴홀더와 자동 개폐식 다이헤드 무세 A 

84662000 가공용 홀더 무세 A 

84663000 분할대와 그 밖의 공작기계용 특수부착물 무세 A 

84669100 제8464호의 기계용 무세 A 

84669200 제8465호의 기계용 무세 A 

84669310 침대ㆍ베이스ㆍ테이블ㆍ헤드ㆍ꼬리 

부분ㆍ안장ㆍ요람ㆍ크로스슬라이드ㆍ컬럼ㆍ암ㆍ톱자루ㆍ휠헤드ㆍ테

일스톡ㆍ헤드스톡ㆍ램ㆍ프레임ㆍ워크-아버(work-arbour) 서포트와 

씨(C) 프레임 캐스팅(용접이나 조립된 것) 

무세 A 

84669390 기타 무세 A 

84669410 침대ㆍ베이스ㆍ테이블ㆍ컬럼ㆍ요람ㆍ프레임ㆍ지지대ㆍ크라운ㆍ슬라

이드ㆍ봉ㆍ테일스톡 및 헤드스톡 캐스팅(용접이나 조립된 것) 

무세 A 

84669490 기타 무세 A 

84671110 착암기 무세 A 

84671190 기타 무세 A 

84671910 페이빙 제동기(피스톤의 직경이 7.6센티미터 이상 8.3센티미터 

이하이고 중량범위가 2킬로그램 이상 2.3킬로그램 이하인 것), 

언더그라운드 피어싱 툴(방향지시기는 제외한다) 

무세 A 

84671990 기타 무세 A 

84672110 드릴(교류형 동력의 것으로 척용량이 9.5밀리미터이거나 

12.7밀리미터인 것으로 리버스블 드릴, 해머 드릴 및 보우 드릴은 

제외한다) 

무세 A 

84672190 기타 무세 A 

84672210 원형 톱[직경 152밀리미터 이상 254밀리미터 이하의 

어커머데이팅(accommodating) 날을 갖춘 교류형 동력의 것], 

레일 톱(철도 레일 절단용) 

무세 A 

84672290 기타 무세 A 

84672910 앵글 샌더나 앵글 그라인더[직경 178밀리미터와 229밀리미터인  무세 A 



TS-CDA-265 

이 양허표는 영어본 및 프랑스어본만 정본이다 

품목번호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어커머데이팅(accommodating) 연마 디스크를 갖춘 것],흙손과 

스크리드(screeds) 

84672990 기타 무세 A 

84678100 체인톱 무세 A 

84678900 기타 무세 A 

84679110 하우징 무세 A 

84679190 기타 무세 A 

84679200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무세 A 

84679910 하우징 무세 A 

84679990 기타 무세 A 

84681000 수지식 취관 무세 A 

84682000 가스를 사용하는 그 밖의 기기 무세 A 

84688000 그 밖의 기기 무세 A 

84689010 제8468.10.00호의 물품의 것 무세 A 

84689020 제8468.20.00호나 제8468.80.00호의 물품의 것 무세 A 

84690000 타자기(제8443호의 프린터기는 제외한다), 워드프로세싱머신 무세 A 

84701000 전자계산기(외부의 전원 공급없이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계산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데이터 녹음, 재생 및 표시기 

무세 A 

84702100 인쇄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 무세 A 

84702900 기타 무세 A 

84703000 그 밖의 계산기 무세 A 

84705000 금전 등록기 무세 A 

84709000 기타 무세 A 

8471300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84714100 적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중앙처리장치 및 입출력 장치를 내장한 

것(이들의 상호결합여부를 불문한다) 

무세 A 

84714900 기타(시스템의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84715000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나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ㆍ입력장치ㆍ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무세 A 

84716010 입력/출력 장치가 결합된 것 무세 A 

84716040 광 스캐너와 자기(磁氣)잉크 인식장치 무세 A 

84716050 카드리더기, 

배지 리더기, 

종이 테이프 리더기 

무세 A 

84716090 기타 무세 A 

84717000 기억장치 무세 A 

84718010 제어 장치나 어댑터 장치 무세 A 

84718091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나 그 단위기기와의 물리적 결합에 적합한 

장치 

무세 A 

84718099 기타: 기타 무세 A 

84719000 기타 무세 A 

84721000 등사기 무세 A 

84723000 우편물의 분류기 또는 접음기 또는 우편물을 봉투나 밴드에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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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하는 기계와 우편물의 개봉기ㆍ봉함기나 실링기와 우표의 

첨부기나  소인기 

84729000 기타 무세 A 

84731000 제8469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무세 A 

84732100 소호 제8470.10호ㆍ제8470.21호나 제8470.29호에 해당하는 전자 

계산기의 것 

무세 A 

84732900 기타 무세 A 

84733020 인쇄회로조립품 무세 A 

84733030 인쇄회로조립품의 부분품과 부속품(덮개와 잠금장치를 포함한다) 무세 A 

84733090 기타 무세 A 

84734000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무세 A 

84735010 인쇄회로조립품 무세 A 

84735020 인쇄회로조립품의 부분품과 부속품(덮개와 잠금장치를 포함한다) 무세 A 

84735090 기타 무세 A 

84741000 선별기ㆍ기계식 체ㆍ분리기나 세척기 무세 A 

84742000 파쇄기나 분쇄기 무세 A 

84743100 콘크리트 혼합기나 모르타르 혼합기 무세 A 

84743200 역청질과 광물성재료의 혼합기 무세 A 

84743900 기타 무세 A 

84748000 그 밖의 기계 무세 A 

84749000 부분품 무세 A 

84751000 전기램프나 전자램프ㆍ튜브 또는 밸브 또는 플래시벌브(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  

무세 A 

84752100 광섬유와 광섬유예비 성형품제조용의 기계 무세 A 

84752900 기타 무세 A 

84759000 부분품 무세 A 

84762110 컵에 담긴 뜨거운 음료용 자판기(세 가지 이하의 선택으로 된 것) 6% B 

84762190 기타 무세 A 

84762900 기타 무세 A 

84768110 프렌치 프라이나 치킨너겟 자동판매기용 6% A 

84768190 기타 무세 A 

84768910 탐폰이나 위생용 냅킨 자동판매기용 6% B 

84768990 기타 무세 A 

84769000 부분품 무세 A 

84771010 멀티 슬라이드(플라스틱으로 단일이나 연속 스트립형이며 용량이 

45톤 이하인 소형 정밀 구성요소 생산용) 

무세 A 

84771090 기타 무세 A 

84772010 스크루 직경이 88.9밀리미터 이상 508밀리미터 이하인 것(고무 

작업용), 

다음의 것(플라스틱 작업용): 

제어장치, 

압출 프레스(트윈 스크루 압출기는 제외한다), 

배관 제조 기계  

무세 A 

84772090 기타 무세 A 

84773000 취입 성형기 무세 A 

84774000 진공성형기와 그 밖의 열성형기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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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75111 공기 타이어 형입기나 성형기나 그 밖의 이너튜브(inner tube) 

성형용: 플랫 튜브 폭이 14센티미터 이상 69 센티미터 이하인 접합 

이너튜브용 

무세 A 

84775119 공기 타이어 형입기나 성형기나 그 밖의 이너튜브(inner tube) 

성형용: 기타 

무세 A 

84775121 공기 타이어 재생용: 재생 장비[자동 래디알 가황장치(유압식 

타이어 가류기)는 제외한다] 

무세 A 

84775129 공기 타이어 재생용: 기타 무세 A 

84775911 형입용이나 그 밖의 고무 성형용: 프레스[유압식(용량이 5,000톤 

이하인 것)ㆍ압축식 및 사출식을 포함한다] 

무세 A 

84775919 형입기나 그 밖의 고무 성형용: 기타 무세 A 

84775921 형입기나 그 밖의 플라스틱 성형용: 시트몰드 컴파운드 프레스 무세 A 

84775929 형입기나 그 밖의 플라스틱 성형용: 기타 무세 A 

84778010 타이어나 튜브 제조 기계용, 

써모키네틱(Thermokinetic) 믹서 

무세 A 

84778091 기타: 플라스틱 혼합용 6.5% B 

84778099 기타: 기타 무세 A 

84779010 베이스ㆍ베드ㆍ플레이튼ㆍ클램프 실린더ㆍ램과 사출주조(용접되고 

조립된 것) 

무세 A 

84779020 배럴스크루(Barrel screws) 무세 A 

84779030 유압식 조립품(다음 중 두개 이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매니폴드ㆍ밸브ㆍ펌프나 오일쿨러 

무세 A 

84779090 기타 무세 A 

84781000 기계 무세 A 

84789000 부분품 무세 A 

84791000 토목공사ㆍ건축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 무세 A 

84792000 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의 추출 또는 조제용 기계류 무세 A 

84793000 파티클보드나 건축용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 물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제조용 프레스와 목재나 코르크 처리용의 그 

밖의 기계 

무세 A 

84794000 로프나 케이블 제조기 무세 A 

84795010 실험실용 정제 용해 샘플링 시스템(오토샘플러 암 조립품) 무세 A 

84795091 기타: 다관절 암(페이로드 용량이 3킬로그램 이하인 것), 

리니어(Linear)(4륜이나 5륜축으로 페이로드 용량이 50킬로그램 

이하인 것), 

갠트리형(페이로드 용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 

로봇 시스템(교육이나 홍보목적용 로봇은 제외한다) 

무세 A 

84795099 기타: 기타 무세 A 

84796000 증발식 에어쿨러 무세 A 

84798100 금속처리용(전선권선기를 포함한다) 무세 A 

84798200 혼합기ㆍ반죽기ㆍ파쇄기ㆍ분쇄기ㆍ기계식체ㆍ시프팅기ㆍ균질기ㆍ유

화기 또는 교반기 

무세 A 

84798910 항공기 지상용 연속 흐름 제트 엔진 스타트 유닛, 

인공 안개 또는 연기 발생기, 

소화기 탄약용 자동 로더, 

자동차 릴레이 조립 라인,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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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덤퍼(신선 과실  또는 신선 채소용), 

음극 어셈블리 시스템, 

열 폐기 가스 정화 플랜트가 있는 코팅 플랜트,  

코인 제어장치[강제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화기를 제외한 

상품ㆍ서비스 또는 티켓용 자판기의 것], 

콘덴서 튜브 세척 시스템, 

양면 인쇄회로기판 코팅 시스템, 

인쇄회로기판 생산용 드라이 솔더 마스크 프로세싱 라인, 

어획 공구나 유정파쇄 기계와 기기(오일 또는 천연가스정의 

탐사ㆍ발견ㆍ개발ㆍ유지보수ㆍ시험ㆍ고갈이나 생산에 사용되는 

것이나 가성칼리(potash)나 암염 매장물의 탐사ㆍ발견ㆍ개발이나 

조작에 사용되는 드릴링 기계) ,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의 수평 솔더 레벨링 시스템, 

자동차용 초기유체 주입 기계, 

제트웨이 승객 탑승교, 

실험실용 제트 염색 기계, 

인쇄회로기판 제조용 액상 솔더 마스트 코터 제조 라인, 

로우 볼륨 니들 또는 테이퍼 노즐 유체 분배기, 

의약품 제조용 기구, 

슬라이드 파스트너(fasteners)ㆍ칫솔 또는 베네치안 블라인드 제조용 

기계, 

프린터ㆍ리소그래퍼ㆍ제본ㆍ종이나 포일 컨버터용, 스테레오 

타입ㆍ일렉트로 타입 또는 프린팅 플레이트나 롤 제작용 또는 

종이ㆍ판지 또는 포일로 만든 물품 제작용 기계, 

인쇄회로기판 제조용 멀티레이어 레지스트레이션 시스템, 

온라인 캡슐 검사 시스템, 

세척용 파이프 스크랩핑 시스템, 

엑스(X)선 회절샘플용의 분말 프레스, 

인쇄회로기판 컨베이어 세척기계와 건조기계, 

철도차량 도어 오프너 또는 풀러, 

라이더 타입의 세정기 또는 폴리셔, 

스캘럽 부착기기, 

숏 쉘 카트리지 로더, 

테이프 엠보싱 기계, 

신발류 제작용의 섬유 또는 플라스틱 분리 시스템, 

인쇄회로기판 제조용 틴 스트립 에칭 라인, 

트레일러가 장착된 제트 에어 스타트 유닛, 

초음파 청소기(케이스 세척용은 제외한다) 

84798920 카펫용 청소기,전기모터 구동형 가정형 가습기나 제습기(제8415호나 

제8424호의 장치는 제외한다),군수품 카트리지 로더(샷 셸 카트리지 

로더와 소화기 탄약 자동화 로더는 제외한다) 

7.5% A 

84798930 어류나 어류의 웨이스트(waste)로부터 비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류, 

식품이나 음료 산업이나 병원에서 살균처리나 세정용액 조성물의 

관리에 사용되는 기계식 디바이스 

무세 A 

84798941 쓰레기 압축기: 산업용 고형 폐기물 압축기, 

폐기물이나 쓰레기 압축기(전기의 동력을 갖추고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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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ㆍ열차ㆍ선박이나 버스에 이용되는 것으로 병과 그 밖의 

운송수단 내 폐기물을 분쇄할 수 있는 것) 

84798949 쓰레기 압축기: 기타 무세 A 

84798990 기타 무세 A 

84799011 제8479.89.41호나 제8479.89.49호의 물품의 것:  다음의 것 중 2개 

이상이 결합된 프레임 조립품: 베이스플레이트ㆍ사이드 

프레임ㆍ파워스크루나 프론트 플레이트 

무세 A 

84799012 제8479.89.41호나 제8479.89.49호의 물품의 것: 램 조립품(램 

랩퍼나 램 커버와 결합된 것) 

무세 A 

84799013 제8479.89.41호나 제8479.89.49호의 물품의 것: 다음의 것 중 2개 

이상이 결합된 컨테이너 조립품: 컨테이너 바닥ㆍ컨테이너 

랩퍼ㆍ슬라이드 트랙이나 컨테이너 앞판 

무세 A 

84799014 제8479.89.41호나 제8479.89.49호의 물품의 것: 캐비닛이나 케이스 무세 A 

84799019 제8479.89.41호나 제8479.89.49호의 물품의 것: 기타 무세 A 

84799090 기타 무세 A 

84801000 금속 주조용 주형틀 무세 A 

84802000 주형 베이스 무세 A 

84803000 주형 제조용 모형 무세 A 

84804100 사출식이나 압축식의 것 무세 A 

84804900 기타 무세 A 

84805000 유리 성형용 주형 무세 A 

84806000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 무세 A 

84807110 사출식의 것(스트레치 블로우 주조용 암수 주형과 신발ㆍ부츠 및 

샌들용 주형은 제외한다), 

강으로 만든 주형(4와 6 캐베티형은 제외한다) 

무세 A 

84807190 기타 무세 A 

84807900 기타 무세 A 

84811000 감압밸브 무세 A 

84812000 유압 전송용이나 공기압 전송용 밸브 무세 A 

84813000 체크(논리턴)밸브 무세 A 

84814000 안전밸브 무세 A 

84818000 그 밖의 기기 무세 A 

84819000 부분품 무세 A 

84821010 프론트 휠(이열 앵귤러 접촉형으로 외부 직경이 7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제87류의 자동차용의 것), 

일열 레디알형(최대 용량이나 최대형은 제외한다)이나 카트리지형 

베어링(외부 직경이 90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일열 레디알형(언그라운드 궤도를 갖춘 것으로 외부직경이 

60.32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워터펌프형과 지주 추진형(제87류의 자동차용) 

무세 A 

84821090 기타 무세 A 

84822000 원추형 롤러베어링(콘과 원추형 롤러베어링을 포함한다) 무세 A 

84823000 구형 롤러베어링 무세 A 

84824000 니들 롤러베어링 무세 A 

84825000 그 밖의 원통형 롤러베어링 무세 A 

84828010 워터펌프형(제87류의 자동차용)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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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28090 기타 무세 A 

84829100 볼ㆍ니들과 롤러 무세 A 

84829911 내륜 또는 외륜: 제8482.10.10호나 제 8482.20.00호의 물품용 무세 A 

84829919 내륜 또는 외륜: 기타 무세 A 

84829990 기타 무세 A 

84831000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무세 A 

84832000 베어링 하우징(볼베어링이나 롤러베어링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84833000 베어링 하우징(볼베어링이나 롤러베어링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플레인샤프트베어링 

무세 A 

84834010 기계류나 장비류 제조용, 

기어박스(고압 클리닝 어플리케이션이나 미세 분쇄기용),  

기어와 감속기(종이타월 제조 라인용), 

기어(시가ㆍ궐련이나 담배 포장 기계용), 

기어(선박 트랜스미션용), 

야금용 코크스ㆍ철강 생산에 사용되는 것, 

가변속 구동장치(양조산업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84834091 기타: 기어ㆍ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 

정유압(Hydrostatic) 드라이브와 트랜스미션(기계용), 

스크루형 시동기 

무세 A 

84834099 기타: 기타 무세 A 

84835010 크라운 블록이나 트레블링 블록(오일이나 천연가스정의 

탐사ㆍ발견ㆍ개발ㆍ유지보수ㆍ시험ㆍ고갈이나 생산에 사용되는 

것이나 가성칼리(potash)나 암염 매장물의 탐사ㆍ발견ㆍ개발이나 

조작에 사용되는 것), 

등산용의 것 

무세 A 

84835020 플라이 휠 무세 A 

84835090 기타 무세 A 

84836010 클러치, 

파워 트랜스미션용 유압 커플링(물, 오일 또는 천연가스정의 

탐사ㆍ발견ㆍ개발ㆍ유지보수ㆍ시험ㆍ고갈이나 생산에 사용되는 것, 

채광이나 채석용 또는 천연가스로부터의 물품 증류용이나 회수용), 

샤프트 커플링(제8429호의 스키드스티어 로더 제조용) 

무세 A 

84836090 기타 무세 A 

84839010 볼 너트 조립품[원자력 에너지 연료기계용의 제이(J) 볼과 볼 

스크루 조립품], 

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과 날이 붙은 휠, 

이 호의 상품 제조용, 

제8483.10.00호ㆍ제8483.40.10호ㆍ제8483.40.99호ㆍ제8483.50.10

호나 제8483.60.10호의 물품의 것 

무세 A 

84839020 제8483.40.91호나 제8483.50.90호의 물품의 것 무세 A 

84839030 제8483.20.00호ㆍ제8483.30.00호나 제8483.60.90호의 물품의 것 무세 A 

84841000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다른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84842000 메커니컬 실 무세 A 

84849000 기타 무세 A 

84861000 보울이나 웨이퍼 제조용 기계와 기기 무세 A 

84862000 반도체 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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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6300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무세 A 

84864000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무세 A 

84869000 부분품과 부속품 무세 A 

84871000 선박이나 보트의 추진기와 이들의 블레이드 무세 A 

84879000 기타 무세 A 

85011011 기어모터: 전자식 시동기(정원 장비용), 

자주식 차량 조립키트용, 

출력이 20와트 미만인 것(휴대용 냉각팬 제조용), 

출력이 32볼트 이하인 것으로 외경이 7.62센티미터 미만인 

전동기가 결합된 자동차 회전식 전기 램프 제조용) 

무세 A 

85011012 기어모터: 동기식과 스텝퍼 기어모터와 다음의 전기식 

시동기:220볼트나 440볼트의 삼상 모터(출력토크 등급이 565뉴턴 

미터를 초과하고 회전각이 90도 이하인 것),120볼트나 240볼트의 

단상 모터,280볼트ㆍ460볼트 또는 575볼트의 삼상 모터 

무세 A 

85011019 기어모터: 기타 무세 A 

85011091 기타: 교류(AC) 전기모터(제습기 제조용), 

전기식 스트라이크용이나 전자식 잠금 시스템용이나 그 구성요소, 

자주식 차량 조립키트용의 것 

무세 A 

85011099 기타: 기타 무세 A 

85012010 기어모터 무세 A 

85012090 기타 무세 A 

85013110 기어모터, 

전기유압식 파워유닛 제조용의 것 

무세 A 

85013120 발전기, 

그 밖의 모터(출력이 37.5와트 초과 75와트 이하의 것) 

무세 A 

85013130 그 밖의 모터(출력이 75와트 초과 750와트 이하의 것) 무세 A 

85013210 시동기, 

브러쉬가 없는 기어축 모터(전기식 수공구용의 것), 

기어모터(기계류나 장비 제조용의 것), 

모터[리프트(엘리베이터) 제조용의 것], 

모터(20볼트 이상 75볼트 이하의 포크리프트 트럭 제조용의 것) 

무세 A 

85013220 소호 제8703.90호의  전기전원차량용 전원의 주 공급원으로 

사용되는 모터 

무세 A 

85013290 기타 무세 A 

85013310 기어모터 무세 A 

85013320 발전기, 

그 밖의 모터(출력이 75킬로와트 초과 149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85013330 그 밖의 모터(출력이 149킬로와트 초과 375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85013410 기어모터 무세 A 

85013420 그 밖의 모터 무세 A 

85013430 직류(DC) 발전기 무세 A 

85014010 외부 회전자 영구 분할 축전기 모터[동력이 30와트 이상 120와트 

이하의 것으로 조리기(레인지) 후드 제조용의 것], 

기어모터(기계류나 장비 제조용의 것),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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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모터(펌프 직경이 8.89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수중에서 

작동하는 양수기 시스템 제조용의 것) 

85014021 기타(출력이 37.5와트 초과 750와트 이하의 것: 채광창 개폐용의 

시동기, 

클러치와 바늘 위치조절 모터(산업용 재봉기 제조용의 것), 

팬 제조용의 것, 

기어모터(종이타월 제조기계용의 것), 

진동 메커니즘을 갖춘 모터, 

모터(동력이 1마력 미만의 것으로 휴대용 모르타르 믹서 제조용의 

것), 

출력 180와트 초과의 것(양수기 제조용의 것), 

출력 250와트의 것(주택용 차고문 개폐기 제조용의 것), 

영구 분할 축전기 모터[외부축이나 외부 회전자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출력이 40와트 이상 375와트 이하의 것으로 

공기여과장치ㆍ공기여과/환기결합장치의 제조용의 것(열회수 능력 

여부를 불문한다)] 

무세 A 

85014022 기타(출력이 37.5와트 초과 750와트 이하의 것: 기어모터, 

모터를 갖춘 컨베이어 풀리 드럼과 풀리 

무세 A 

85014029 기타(출력이 37.5와트 초과 750와트 이하의 것: 기타 무세 A 

85014031 기타(출력이 750와트 초과인 것): 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용이나 

진단기구용 

무세 A 

85014039 기타(출력이 750와트 초과인 것): 기타 무세 A 

85015110 클러치와 바늘 위치조절 모터(산업용 재봉기 제조용의 것), 

기어모터(기계나 장비 제조용의 것), 

모터(기어모터를 제외하며 펌프 직경이 8.89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수중에서 작동하는 양수기 시스템 제조용의 것) 

무세 A 

85015190 기타 무세 A 

85015210 기어와 브레이크모터와 동기모터(동기 발전기가 부착된 상태로 

제시된 것)(기계류나 장비 제조용) 

무세 A 

85015220 그 밖의 기어 모터 무세 A 

85015290 기타 무세 A 

85015310 머드(슬러시)펌프ㆍ윈치[드로우 워크(draw works)]나 회전 테이블 

작동용, 

기어모터, 

동기모터(동기 발전기가 부착된 상태로 제시된 것) 

무세 A 

85015391 기타: 출력이 149킬로와트 이하인 것 무세 A 

85015399 기타: 출력이 149킬로와트 초과인 것 무세 A 

85016110 동기 발전기(동기모터가 부착된 상태로 제시된 것) 무세 A 

85016190 기타 무세 A 

85016210 농업용이나 원예용의 전기 발전용, 

동기 발전기(동기모터가 부착된 상태로 제시된 것) 

무세 A 

85016290 기타 무세 A 

85016310 동기 발전기(동기모터가 부착된 상태로 제시된 것) 무세 A 

85016390 기타 무세 A 

85016410 동기 발전기(동기모터가 부착된 상태로 제시된 것) 무세 A 

85016491 기타: 발전기 세트 제조용 무세 A 

85016499 기타: 기타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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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21110 출력이 35킬로와트 이하인 것 무세 A 

85021190 기타 무세 A 

850212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무세 A 

85021300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의 것 무세 A 

85022010 농장용에 전용되는 것, 

항공기 전력 공급용의 그라운드 파워 유닛의 것, 

출력이 35킬로와트 이하인 것 

무세 A 

85022090 기타 무세 A 

85023100 풍력의 것 무세 A 

85023910 다음의 것(400헤르츠 주파수 변환장치는 제외한다): 가스터빈 

구동식(40에서 50메가와트 범위의 공기 유도 발생기는 제외한다), 

수력 터빈 구동식, 

증기 터빈 구동식(출력이 6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발전기 세트는 

제외한다), 

열-전기 직류(DC) 

4% A 

85023990 기타 무세 A 

85024000 전기 회전변환기 무세 A 

85030010 고정자와 회전자(제8501호의 기계의 것) 무세 A 

85030090 기타 무세 A 

85041000 안정기(방전등이나 방전관용의 것) 무세 A 

85042100 용량이 6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무세 A 

85042200 용량이 6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무세 A 

85042300 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무세 A 

85043100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무세 A 

85043200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6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무세 A 

85043300 용량이 16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무세 A 

85043400 용량이 5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무세 A 

85044010 상업용 배터리 충전기(광부용 안전등 배터리 충전용과 철도나 궤도 

승객용 차량 제조용은 제외한다) 

무세 A 

85044020 전원공급장치(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용이나 진단장비용) 무세 A 

85044030 전원공급장치(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장치용) 무세 A 

85044040 운전속도조정기(전동기용) 무세 A 

85044090 기타 무세 A 

85045000 그 밖의 유도자 무세 A 

85049010 인쇄회로조립품(소호 제8504.40호와 제8504.90호의 물품용) 무세 A 

85049020 동력 공급장치의 그 밖의 부분품(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장치용) 무세 A 

85049090 기타 무세 A 

85051100 금속으로 만든 것 무세 A 

85051900 기타 무세 A 

85052000 전자석 커플링ㆍ클러치와 브레이크 무세 A 

8505900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무세 A 

85061010 용접한 커넥터가 연결되어 있거나 접합될 수 있도록 설계된 

알카라인 전지(전자 잠금 시스템이나 이들의 구성요소용의 것), 

일차전지(9볼트의 것으로 매연검출기 제조용의 것) 

무세 A 

85061090 기타 7% C 

85063000 산화수은으로 만든 것 7%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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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64000 산화은으로 만든 것 7% B 

85065010 용접한 커넥터가 연결되어 있거나 접합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지(전자식 잠금 시스템용이나 그 구성요소용의 것) 

무세 A 

85065090 기타 7% C 

85066000 에어징크로 만든 것 7% C 

85068010 매연검출기 제조용 무세 A 

85068090 기타 7% C 

85069010 금속 캡, 

플라스틱ㆍ고무나 유리섬유의 것[정격 전압 12볼트 이상의 산업용 

납축전지 제조용(12볼트 엔진 시동용 베터리는 제외한다)], 

제8506.10.10호나 제8506.80.10호의 물품의 것 

무세 A 

85069090 기타 무세 A 

8507100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의 연산(鉛酸)축전지 무세 A 

85072010 소호 제8703.90호의 전기전원차량용 전원의 주 공급원용 무세 A 

85072090 기타 7% C 

85073010 용접한 커넥터가 연결되어 있거나 접합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지(전자식 잠금 시스템용이나 그 구성요소용의 것), 

광부용 안전등용 

무세 A 

85073020 소호 제8703.90호의  전기전원차량용 전원의 주 공급원으로 

사용되는 것 

무세 A 

85073090 기타 7% C 

85074010 소호 제8703.90호의  전기전원차량용 전원의 주 공급원으로 

사용되는 것 

무세 A 

85074090 기타 7% C 

85078010 용접한 커넥터가 연결되어 있거나 접합될 수 있도록 설계된 

알카라인 전지나 리튬 전지(전자식 잠금 시스템용이나 그 

구성요소용의 것), 

로우 디스차지형[캐나다 정부의 부표나 수로부표의 제조, 

유지보수나 수리용의 것] 

무세 A 

85078020 소호 제8703.90호의  전기전원차량용 전원의 주 공급원으로 

사용되는 것 

무세 A 

85078090 기타 7% C 

85079010 유리로 만든 용기(jars), 

금속 캡, 

경질고무로 만든 부분품, 

정격 전압 12볼트 이상의 산업용 납축전지 제조용(12볼트 엔진 

시동용 배터리는 제외한다), 

제8507.30.10호나 제8507.80.10호의 물품의 것 

무세 A 

85079090 기타 무세 A 

85081100 출력이 1,500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그 밖의 20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 

8% A 

85081900 기타 7.5% A 

85086000 그 밖의 진공청소기 7.5% A 

85087010 소호 제8508.19호의 진공청소기용의 것 무세 A 

85087090 기타 8% A 

85094010 가정용 포도분쇄기(Grape crushers) 8%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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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94090 기타 무세 A 

85098010 초음파 가습기 8% B 

85098090 기타 무세 A 

85099020 이 호의 물품 제조용의 것, 

제8509.40.90호나 제8509.80.90호의 물품의 것 

무세 A 

85099090 기타 3% A 

85101000 면도기 무세 A 

85102010 애완동물 헤어컷용, 

교류형의 사람 머리카락 자르기용 

6% B 

85102090 기타 무세 A 

85103000 모발제거기 무세 A 

85109000 부분품 무세 A 

85111000 점화플러그 무세 A 

85112000 점화용 자석발전기, 직류자석발전기, 마그네틱 플라이휠 무세 A 

85113000 배전기, 점화코일 무세 A 

85114010 상업용 어선 엔진의 제조용이나 수리용, 

불꽃 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으로 작동되는 스노블로어(snow-

blowers) 제조용 

무세 A 

85114090 기타 무세 A 

85115000 그 밖의 발전기 무세 A 

85118010 프로판이나 그 밖의 유독가스 감지기 제조용 무세 A 

85118090 기타 무세 A 

85119010 제8511.40.10ㆍ제8511.50.00호ㆍ제8511.80.10호나 제 

8511.80.90호의 물품의 것 

무세 A 

85119090 기타 무세 A 

85121000 자전거에 사용되는 조명용이나 시각신호용 기구 5.5% B 

85122000 그 밖의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무세 A 

85123010 벨이나 부저(벌목트럭 수리용이나 그러한 부분품 제조용), 

프로판이나 그 밖의 유독가스 감지기 제조용 

무세 A 

85123090 기타 6.5% C 

85124000 윈드스크린 와이퍼ㆍ제상기와 제무기 6% B 

85129000 부분품 무세 A 

85131010 손전등, 

광부용 안전등 

무세 A 

85131090 기타 7% B 

85139010 손전등과 광부용 안전등의 것 무세 A 

85139090 기타 3.5% A 

85141000 저항가열식의 노와 오븐 무세 A 

85142000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식의 노와 오븐 무세 A 

85143000 그 밖의 노와 오븐 무세 A 

85144000 그 밖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식 가열기 무세 A 

85149000 부분품 무세 A 

85151100 납땜용의 인두와 건 무세 A 

85151900 기타 무세 A 

85152100 전자동식이나 반자동식의 것 무세 A 

85152900 기타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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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53100 전자동식이나 반자동식의 것 무세 A 

85153900 기타 무세 A 

85158000 그 밖의 기기 무세 A 

85159000 부분품 무세 A 

85161010 투입식 가열기(포토그래픽 솔루션용) 무세 A 

85161020 투입식 가열기(자동차용) 무세 A 

85161090 기타 6.5% B 

85162100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8% A 

85162900 기타 7% C 

85163100 헤어드라이어 무세 A 

85163210 고데기 무세 A 

85163290 기타 6.5% B 

85163310 벽 고정형 6% A 

85163390 기타 무세 A 

85164000 전기다리미 무세 A 

8516500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무세 A 

85166010 제빵기, 

실내용 무연 바비큐, 

밥솥(Rice cookers) 

무세 A 

85166020 오븐ㆍ조리용 스토브와 레인지 8% C 

85166090 기타 8% C 

85167110 커피메이커 9% B 

85167120 티 메이커 8% B 

85167210 자동형 무세 A 

85167290 기타 6% A 

85167910 스팀 다리미 무세 A 

85167990 기타 6.5% C 

85168010 조리용으로 제작된 것, 

비금속 가열 레지스터(광ㆍ금속 또는 광물의 가공ㆍ제련이나 정제에 

사용되는 것), 

플라스틱 가공기계용 

무세 A 

85168090 기타 무세 A 

85169010 하우징(손건조기용) 무세 A 

85169020 하우징과 강베이스(전기 다리미용) 무세 A 

8516903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용 조립품(다음의 2개 이상을 포함하는 것): 

쿠킹 챔버ㆍ섀시 지지용 구조공간ㆍ문이나 외부케이스  

무세 A 

85169040 인쇄회로 조립품(마이크로웨이브 오븐용) 무세 A 

85169050 조리실(조립여부를 불문하며 오븐이나 조리기용의 것에 한정한다) 무세 A 

85169060 상부 표면 패널(가열요소나 컨트롤의 여부를 불문하여 오븐이나 

조리기용의 것에 한정한다) 

무세 A 

85169070 오븐이나 조리기용 문 조립품(적어도 다음의 2개 이상을 포함하는 

것: 내부패널ㆍ외부패널ㆍ창이나 절연재) 

무세 A 

85169081 토스터용 하우징: 자동 토스터용 무세 A 

85169082 토스터용 하우징: 그 밖의 토스터용 무세 A 

85169090 기타 무세 A 

85171100 유선전화기(코드리스 핸드세트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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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71200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무세 A 

85171800 기타 무세 A 

85176100 기지국 무세 A 

85176200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ㆍ변환용 및 송신용이나 

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기기를 포함한다) 

무세 A 

85176910 팩시밀리 기기, 

그 밖의 전화기나 전화기 부분품 

무세 A 

85176920 수신기(호출ㆍ알림 또는 페이징용) 무세 A 

85176990 기타 6% A 

85177000 부분품 무세 A 

85181000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무세 A 

85182100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6.5% B 

85182200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6.5% B 

85182910 컴프레션 혼 드라이버 또는 컴프레션 혼 트위터(스피커 시스템 

제조용)  

무세 A 

85182920 하우징이 없는 확성기(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주파수대역이 

300헤르츠부터 3.4킬로헤르츠까지인 것으로 통신용으로 한정한다) 

무세 A 

85182990 기타 6.5% B 

85183010 전화 핸드세트 무세 A 

85183091 기타: 헤드폰(이어폰과 전화기 헤드셋을 포함한다) 무세 A 

85183099 기타: 기타 4.5% A 

85184010 유선전화 기기용 무세 A 

85184090 기타 6.5% A 

85185000 음향증폭세트 6.5% B 

85189010 콘(cone) 하우징ㆍ바닥케이스와 폴 피스[직경이 203밀리미터 

초과인 장착구ㆍ콘과 콘 서라운드ㆍ먼지 덮개와 

스파이더(spiders)를 가진 스피커용으로 확성기 제조용], 

컴프레션 혼 드라이버나 컴프레션 혼 트위터의 것(스피커 시스템 

제조용), 

확성기의 것(하우징이 없고, 주파수 대역이 300헤르츠부터 

3.4킬로헤르츠까지인 것으로,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통신용), 

마이크로폰, 그들의 스탠드와 헤드폰(이어폰을 포함한다)의 것 

무세 A 

85189020 가청주파증폭기(유선전화 중계기용) 무세 A 

85189030 그 밖의 가청주파증폭기의 것, 

전화기 핸드세트의 것, 

기타(확성기의 것) 

무세 A 

85189090 기타 무세 A 

85192010 코인이나 디스크 작동식 레코드 플레이어 무세 A 

85192090 기타 5% A 

85193010 레코드판 자동교환 기능을 갖춘 것 3.5% A 

85193090 기타 무세 A 

85195000 전화응답기 무세 A 

85198110 마그네틱 테이프녹음기(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85198121 그 밖의 음성재생기: 컴팩트디스크(CD) 플레이어, 

포켓사이즈형 카세트 플레이어, 

기타(카세트형)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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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98129 그 밖의 음성재생기: 기타 5% A 

85198131 딕테이팅기(외부전원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트랜스크라이빙 머신: 마그네틱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 

5% A 

85198139 딕테이팅기(외부전원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트랜스크라이빙 머신: 기타 

무세 A 

85198191 기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의 상업적 복사 또는 복제용, 

비디오 테이프 프로덕션의 상업적 재생에 사용되는 영화 필름(모션 

픽쳐 필름)ㆍ에니매이션 필름이나 다중화상쇼 

무세 A 

85198199 기타: 기타 5% B 

85198910 레코드 플레이어, 

비디오테이프 프로덕션의 상업적 생산에 사용되는 영화필름(모션 

픽쳐 필름)ㆍ애니메이션 필름이나 다중영상쇼, 

트랜스크라이빙 머신 

무세 A 

85198990 기타 5% A 

85211000 마그네틱 테이프형 무세 A 

85219010 레이저 비디오 디스크 재생기 무세 A 

85219090 기타 6% A 

85221000 픽업 카트리지 무세 A 

85229010 인쇄회로조립품 무세 A 

85229090 기타 무세 A 

85232110 카드(기록이 안 된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를 자장한 것) 8.5% B 

85232120 카드(기록이 된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를 자장한 것) 6% B 

85232910 기록이 안 된 것(폭이 4밀리미터 이하인 것) 무세 A 

85232920 뮤지컬 성격의 것(오페라ㆍ오페레타ㆍ뮤지컬 코미디와 그 밖의 

중요한 뮤지컬 콘텐츠를 가진 레코딩을 포함한다), 

음악홀과 카바레 노래 레코딩(뮤지컬의 것인지를 불문하며 독백 및 

일인극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연예적 특성의 레코딩을 포함한다), 

광고적 특성의 것(단지 참고목적을 위해 수입된 라디오나 텔레비전 

광고는 제외한다), 

비디오 레코딩(뉴스 특집이나 시사를 포함하지 않은 것) 

7% B 

85232990 기타 무세 A 

85234010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재생용의 것,"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협정"(Agreement for Facilitating the International Circulation of 

Visual and Auditory Materials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Character)(1948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채택된 것)의 범위 

내의 교육, 과학 또는 문화적 특성의 것, 그리고 정부나 생산 

국가의  인정된 대표기관이나 유네스코의 적절한 대표가 인증한 

교육, 과학 또는 문화적 특성의 것,기록이 안 된 매체,그 밖의 

소프트웨어 

무세 A 

85234090 기타 6% B 

85235110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협정"(Agreement for Facilitating the 

International Circulation of Visual and Auditory Materials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Character)(1948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채택된 것)의 범위 내의 교육, 과학 또는 문화적 

특성의 것, 그리고 정부나 생산 국가의  인정된 대표기관이나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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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의 적절한 대표가 인증한 교육, 과학 또는 문화적 특성의 

것, 

기록이 안 된 매체, 

그 밖의 소프트웨어 

85235190 기타 6% B 

85235200 "스마트 카드" 무세 A 

85235910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재생용의 것,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협정"(Agreement for Facilitating the 

International Circulation of Visual and Auditory Materials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Character)(1948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채택된 것)의 범위 내의 교육, 과학 또는 문화적 

특성의 것, 그리고 정부나 생산 국가의  인정된 대표기관이나 

유네스코의 적절한 대표가 인증한 교육, 과학 또는 문화적 특성의 

것, 

기록이 안 된 매체, 

그 밖의 소프트웨어, 

프록시미티 카드(Proximity card)와 태그 

무세 A 

85235990 기타 6% B 

85238010 축음기용 레코드판, 

기록이 안된 매체,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협정"(Agreement for Facilitating the 

International Circulation of Visual and Auditory Materials of a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Character)(1948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채택된 것)의 범위 내의 교육, 과학 또는 문화적 

특성의 것, 그리고 정부나 생산 국가의  인정된 대표기관이나 

유네스코의 적절한 대표가 인증한 교육, 과학 또는 문화적 특성의 

것, 

그 밖의 소프트웨어 

무세 A 

85238090 기타 6% B 

85255000 송신기기 무세 A 

85256000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무세 A 

85258000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 무세 A 

85261000 레이더기기 무세 A 

85269100 항행용 무선기기 무세 A 

85269200 무선원격조절기기 무세 A 

85271210 가정용 무세 A 

85271290 기타 6% A 

85271310 가정용 무세 A 

85271390 기타 6% A 

85271900 기타 무세 A 

85272100 음성기록이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무세 A 

85272900 기타 무세 A 

85279110 가정용 무세 A 

85279190 기타 6% A 

85279210 가정용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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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79290 기타 6% A 

85279910 가정용 라디오 수신기, 

팩시밀리, 

라디오(무선주파수 스펙트럼의 아마추어 밴드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 

수신기(호출ㆍ알림 또는 페이징용) 

무세 A 

85279990 기타 6% A 

85284100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무세 A 

85284911 광파 전송 시스템 제조용: 고해상도 무세 A 

85284919 광파 전송 시스템 제조용: 기타 무세 A 

85284920 흑백이나 그 밖의 단색의 것 6% A 

85284930 불완전하거나 미완성된 컬러모니터[비디오 중개물(IF) 증폭과 검출 

시스템ㆍ비디오 프로세싱 및 증폭 시스템ㆍ동기화와 편향 

회로소자와 전원공급이 더해진 오디오 감지 및 증폭 시스템으로 

구성된 모니터의 조립품을 포함한다](음극선관이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 A 

85284990 기타 6% A 

85285100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무세 A 

85285911 광파 전송 시스템 제조용: 고해상도 무세 A 

85285919 광파 전송 시스템 제조용: 기타 무세 A 

85285920 흑백이나 그 밖의 단색의 것 6% A 

85285930 불완전하거나 미완성된 컬러모니터[비디오 중개물(IF) 증폭과 검출 

시스템ㆍ비디오 프로세싱 및 증폭 시스템ㆍ동기화와 편향 

회로소자와 전원공급이 더해진 오디오 감지 및 증폭 시스템으로 

구성된 모니터의 조립품을 포함한다](평판 스크린 또는 이와 유사한 

디스플레이가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기타(다이렉트 뷰잉용의 단일의 수상관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프로젝션형이 아닌 것), 

기타(평판 스크린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6% A 

85285990 기타 6% A 

85286100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무세 A 

85286911 컬러(평판 패널 스크린의 것):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텔레비전 시그널을 방출하는 장치와 함께 사용되는 것 

무세 A 

85286919 컬러(평판스크린의 것): 기타 6% A 

85286920 불완전하거나 미완성된 컬러프로젝터[비디오 중개물(IF) 증폭과 검출 

시스템ㆍ비디오 프로세싱 및 증폭 시스템ㆍ동기화와 편향 

회로소자와 전원공급이 더해진 오디오 감지 및 증폭 시스템으로 

구성된 프로젝터의 조립품을 포함한다](음극선관ㆍ평판 스크린이나 

이와 유사한 디스플레이에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컬러(기타) 

무세 A 

85286930 흑백이나 그 밖의 단색의 것 6% A 

85287110 불완전하거나 미완성된 텔레비전 수신기[비디오 중개물(IF) 증폭과 

검출 시스템ㆍ비디오 프로세싱 및 증폭 시스템ㆍ동기화와 편향 

회로소자ㆍ튜너와 튜너 제어 시스템 및 전원공급이 더해진 오디오 

감지 및 증폭 시스템으로 구성된 텔레비전 수신기의 조립품을 

포함한다](음극선관ㆍ평판 스크린이나 이와 유사한 디스플레이에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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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87120 통신 기능을 가지는 셋톱 박스: 인터넷 접속용의 모뎀을 결합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반의 장치로 상호정보교환 기능을 가지는 것 

무세 A 

85287140 광파 전송 시스템 제조용 무세 A 

85287190 기타 5% A 

85287210 통신 기능을 가지는 셋톱 박스: 인터넷 접속용의 모뎀을 결합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반의 장치로 상호정보교환 기능을 가지는 것 

무세 A 

85287220 불완전하거나 미완성된 텔레비전 수신기[비디오 중개물(IF) 증폭과 

검출 시스템ㆍ비디오 프로세싱 및 증폭 시스템ㆍ동기화와 편향 

회로소자ㆍ튜너와 튜너 제어 시스템 및 전원공급이 더해진 오디오 

감지 및 증폭 시스템으로 구성된 텔레비전 수신기의 조립품을 

포함한다](음극선관ㆍ평판 스크린이나 이와 유사한 디스플레이에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85287231 고해상도: 프로젝션형(음극선관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5% A 

85287232 고해상도: 프로젝션형이 아닌 것(음극선관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5% A 

85287233 고해상도: 기타(평판 스크린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5% A 

85287234 고해상도: 기타(광파 전송 시스템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무세 A 

85287239 고해상도: 기타 5% B 

85287291 기타: 다이렉트 뷰잉용(프로젝트형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의 단일 

수상관을 갖춘 것(영상 디스플레이의 대각선 길이가 35.56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A 

85287292 기타: 비디오 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비디오 카세트 

기록장치/플레이어)가 동일 하우징에 결합된 것[다이렉트 

뷰잉용(프로젝트형이 아닌 것)의 단일 수상관을 갖춘 것으로 영상 

디스플레이의 대각선 길이가 35.56센티미터 초과인 것] 

5.5% A 

85287293 기타: 그 밖의 다이렉트 뷰잉용(프로젝트형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의 단일 수상관을 갖춘 것으로 영상 디스플레이의 대각선 

길이가 35.56센티미터 초과 66.04센티미터 미만인 것 

5% A 

85287294 기타: 그 밖의 다이렉트 뷰잉용(프로젝트형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의 단일 수상관을 갖춘 것으로 영상 디스플레이의 대각선 

길이가 66.04센티미터 이상인 것 

5% C 

85287295 기타: 프로젝션형(음극선관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5% A 

85287296 기타: 기타(평판 스크린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5% A 

85287297 기타: 기타(광파 전송 시스템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무세 A 

85287299 기타: 기타 5% A 

85287310 가정용 텔레비전 수신기기 무세 A 

85287390 기타 6% A 

85291000 각종의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동 부분품 무세 A 

85299011 인쇄회로조립품: 무선원격조절기기의 것(가정용 오디오나 비디오 

장비 제어용이나 취미수준의 아마추어 라디오 밴드용) 

무세 A 

85299012 인쇄회로조립품: 송신기의 것(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으로 

통합 수신 장치나 사운드 녹음 장치나 재생장치 유무를 

불문한다)(텔레비전 카메라의 것이나 정물 이미지 비디오 카메라와 

그 밖의 비디오 카메라 녹화기의 것) 

무세 A 

85299019 인쇄회로조립품: 기타 무세 A 

85299020 소호 제8526.10호의 물품용 송수신기 조립품(따로 분류되지 않거나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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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99031 다음의 텔레비전 수신기 부분품(비디오 모니터와 비디오 프로젝터를 

포함한다): 비디오 중개(IF) 증폭기와 검출시스템, 비디오 프로세싱 

및 증폭시스템, 동기화 및 편향 전기회로, 튜너 및 튜너 제어 

시스템, 및 오디오 추출 및 증폭 시스템: 부분품의 조합 

무세 A 

85299039 다음의 텔레비전 수신기 부분품(비디오 모니터와 비디오 프로젝터를 

포함한다): 비디오 중개(IF) 증폭기와 검출시스템, 비디오 프로세싱 

및 증폭시스템, 동기화 및 편황 전기회로, 튜너 및 튜너 제어 

시스템, 및 오디오 추출 및 증폭 시스템: 기타 

무세 A 

85299040 제8528.59.30호, 제8528.69.11호, 제8528.69.19호, 

제8528.72.33호나 제8528.72.96호의 평판 스크린 조립품 

무세 A 

85299050 인쇄회로조립품용 부분품(페이스 플레이트 및 잠금래치를 포함한다) 무세 A 

85299061 그 밖의 부분품(제8525호나 제8527호 물품의 것으로 셀룰러 

전화기의 부분품은 제외한다): 소호 제8525.50호나 소호 

제8525.60호의 물품의 통합 인쇄회로조립품 

무세 A 

85299069 그 밖의 부분품(제8525호나 제8527호 물품의 것으로 셀룰러 

전화기의 부분품은 제외한다): 기타 

무세 A 

85299090 기타 무세 A 

85301000 철도나 궤도용의 장비 무세 A 

85308010 캐나다 정부용 부표의 제조ㆍ유지 또는 보수용 무세 A 

85308090 기타 6.5% A 

85309000 부분품 무세 A 

85311010 매연 검출기 무세 A 

85311090 기타 6.5% B 

85312000 액정표시단자[엘시디(LCD)]나 발광다이오드단자[엘이디(LED)]가 

결합된 표시반 

무세 A 

85318000 그 밖의 기기 무세 A 

85319010 인쇄회로조립품 무세 A 

85319090 기타 무세 A 

85321000 고정식 축전기로 50/60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고, 무효전력 용량이 

0.5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무세 A 

85322110 60볼트 이하의 계전기 제조용 무세 A 

85322190 기타 무세 A 

85322210 프로판이나 그 밖의 유독가스 감지기 제조용, 

수신장치나 이들의 부분품과 결합된 무선 송신장치 제조용(주파수 

대역 30-50 메가헤르츠ㆍ138-174 메가헤르츠ㆍ406-430 

메가헤르츠ㆍ450-470 메가헤르츠 또는 806-890 메가헤르츠에서 

작동하는 것), 

배터리 충전기나 전원공급장치 제조에 사용되는 초소형의 오버올 

디멘션(overall dimension)(리드 또는 연결 핀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무세 A 

85322290 기타 무세 A 

85322300 세라믹 유전체의 것(단층) 무세 A 

85322400 세라믹 유전체의 것(다층) 무세 A 

85322510 유전체 고정식 축전기 소자(금속화 지나 금속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60 헤르츠ㆍ200-600 볼트의 교류측정기 제조용, 축전기 

제조용)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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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22590 기타 무세 A 

85322910 프로판이나 그 밖의 유독가스 감지기 제조용, 

60 볼트 이하의 계전기 제조용(마이크로 웨이브ㆍ적외전 감지기나 

마이크로 웨이브/적외선 계전기가 결합된 것), 

제90류의 측정ㆍ검사나 테스트 기기용이나 시간간격을 나타내는 

전기적 작동 기기, 

질량분석기와 이들의 부분품 제조용 

무세 A 

85322990 기타 무세 A 

85323010 도자제, 

제90류의 측정ㆍ검사나 테스트 기기용이나 시간간격을 나타내는 

전기적 작동 기기 

무세 A 

85323090 기타 무세 A 

85329010 교류 축전기 제조용, 

제8532.10.00호ㆍ제8532.21.10호ㆍ제8532.22.10호ㆍ제8532.23.00

호ㆍ제8532.24.00호ㆍ8532.25.10호ㆍ제8532.29.10호나 

제8532.30.10호의 물품의 것 

무세 A 

85329090 기타 무세 A 

85331000 탄소피막형 고정식 저항기(콤퍼지션형이나 필름형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85332100 용량이 20와트 이하인 것 무세 A 

85332900 기타 무세 A 

85333100 용량이 20와트 이하인 것 무세 A 

85333900 기타 무세 A 

85334010 산화금속 바리스터 무세 A 

85334090 기타 무세 A 

85339010 도자나 금속재료의 것(전기적이나 기계적으로 온도의 변화에 

반응하는 것으로 제8533.40.10호나 제8533.40.90호의 물품용) 

무세 A 

85339090 기타 무세 A 

85340000 인쇄회로 무세 A 

85351000 퓨즈 무세 A 

85352100 전압이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무세 A 

85352900 기타 무세 A 

85353000 격리용 개폐기와 회로단속용 개폐기 무세 A 

85354000 피뢰기ㆍ전압제한기와 서지억제기 무세 A 

85359010 가연성 가스가 존재하는 광산에서 사용하는 내화성의 케이블 접속 

장치와 접속함 

무세 A 

85359020 산업용 제어형 스위치, 

기타 접속함이나 내화성의 케이블 접속 장치, 

금속으로 만든 콘센트 박스 

무세 A 

85359030 모터 기동기와 모터 과부하 보호기 무세 A 

85359090 기타 무세 A 

85361000 퓨즈 무세 A 

85362010 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용 또는 진단용 기구용의 것 무세 A 

85362090 기타 2% A 

85363010 오버로드(overloads)(공기조절기 제조용) 무세 A 

85363020 오버로드(overloads) 모터 보호기(공기조절기 제조용은 제외한다)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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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63090 기타 무세 A 

85364100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것 무세 A 

85364900 기타 무세 A 

85365011 모터 기동기: 기계류나 장비용 무세 A 

85365012 모터 기동기: 자동차용 무세 A 

85365019 모터 기동기: 기타 무세 A 

85365020 전자-기계적 스냅 동작 스위치(11암페어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전자 스위치[온도보호 전자 스위치를 포함하며 트렌지스터와 로직 

칩(칩-온-칩 기술)으로 구성된 것], 

교류(AC) 방식의 전자 스위치(입출력 회로가 광학적으로 짝지워진 

것으로 한정한다)[절연된 사이리스터 교류(AC) 스위치] 

무세 A 

85365091 기타: 다음의 물품(식기세척기나 프로판이나 그 밖의 유독가스 

감지기 제조용은 제외한다): 

접속 매트 스위치(자동문 개폐 활성화용), 

고압 스위치, 

캠형의 로터리 제한 스위치(다중콘택트가 부착된 것), 

플로트(float) 스위치와 이와 유사한 스위치(액면 변환으로 

활성화되는 것), 

자기 접촉기, 

버튼 스위치 

무세 A 

85365092 기타: 기타(자동차용) 무세 A 

85365099 기타: 기타 무세 A 

85366100 램프홀더 2.5% A 

85366900 기타 무세 A 

85367010 구리로 만든 것 무세 A 

85367020 도자로 만든 것 무세 A 

8536703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무세 A 

85369010 광산에서 사용되는 내화성 케이블 접속장치와 접속함, 

프로판이나 그 밖의 유독가스 감지기 제조용, 

계전기ㆍ마이크로 웨이브ㆍ적외선 감지기나 마이크로 웨이브/적외선 

감지기가 결합된 것 제조용(전압이 60볼트 이하의 것), 

제90류의 측정ㆍ검사나 테스트 기기용이나 시간간격을 나타내는 

전기적 작동 기기, 

지구물리학용 기기나 장치  또는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 제조용, 

단자판과 단자(공기조절기 제조용) 

무세 A 

85369091 기타: 접속함, 

금속으로 만든 콘센트 박스 

2% B 

85369092 기타: 기타(자동차용) 2% A 

85369093 기타: 접속용 구성품(선과 케이블용) 무세 A 

85369099 기타: 기타 무세 A 

85371011 자동자료처리기계가 장착된 수치제어식 패널: 외부하우징이나 

지지물로 조립된 것(제8421호ㆍ제8422호ㆍ제8428호ㆍ제8450호나 

제8516호의 물품용) 

무세 A 

85371019 자동자료처리기계가 장착된 수치제어식 패널: 기타 무세 A 

85371021 모터 제어반: 자동차용 2% A 

85371029 모터 제어반: 기타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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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71031 기타(기계류나 장비용): 산업용 자동화 제어 시스템[양극 

포머(formers)용 패널은 제외한다] 

2% A 

85371039 기타(기계류나 장비용): 기타 무세 A 

85371091 기타: 외부하우징이나 지지물로 조립된 

것(제8421호ㆍ제8422호ㆍ제8450호나 제8516호의 물품용) 

무세 A 

85371093 기타: 패널보드와 배전반 2% A 

85371099 기타: 기타 무세 A 

85372000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 무세 A 

85381000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7호의 

물품용에 한하며, 이들 기기를 장착하여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무세 A 

85389010 도자나 금속재료의 것(전기적이나 기계적으로 온도의 변화에 

반응하는 것으로 모터 기동기와 과부하 보호기용) 

무세 A 

85389020 인쇄회로조립품 무세 A 

85389031 주조된 부분품: 계전기ㆍ마이크로 웨이브ㆍ적외전 감지기나 

마이크로 웨이브/적외선 감지기가 결합된 것 제조용(전압이 60볼트 

이하의 것) 

무세 A 

85389039 주조된 부분품: 기타 무세 A 

85389090 기타 무세 A 

85391010 제87류의 차량용 6% C 

85391090 기타 2% A 

85392100 텅스텐 할로겐 7.5% C 

85392210 크리스마스 점등 세트나 테라스(patio) 점등세트 제조용 무세 A 

85392290 기타 8% A 

85392910 크세논 필라멘트 램프 무세 A 

85392991 기타: 전압이 31볼트를 초과하는 것 8% C 

85392999 기타: 기타 6% C 

85393100 형광램프(열음극형) 7% C 

85393210 제90류의 측정ㆍ검사나 테스트 기기용이나 시간간격을 나타내는 

전기적 작동 기기, 

고압(190-200기압)ㆍ100와트부터 300와트까지의 1.0밀리미터부터 

1.3밀리미터까지의 아크 갭이 있는 수은 방전램프[포물선이나 

타원형 이색성 유리 반사기와 와트당 60(+/-5) 루멘스의 

반사효율을 가진 것으로 캐나다 제조자용] 

무세 A 

85393290 기타 7.5% C 

85393910 제90류의 측정ㆍ검사나 테스트 기기용이나 시간간격을 나타내는 

전기적 작동 기기, 

네온글로램프(저항기가 부착된 것으로 지시등 조립물 제조용), 

포토그래픽 플래시 램프, 

크세논 방전등 

무세 A 

85393990 기타 7.5% C 

85394110 제90류의 측정ㆍ검사나 테스트 기기용이나 시간간격을 나타내는 

전기적 작동 기기, 

중공음극램프(유해가스 탐지나 측정용 기기 및 장치용), 

크세논 아크등 

무세 A 

85394190 기타 7.5% B 

85394910 제90류의 측정ㆍ검사나 테스트 기기용이나 시간간격을 나타내는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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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작동 기기, 

자외선중공음극램프(유해가스 탐지나 측정용 기기 및 장치용), 

자외선램프(회중석 원광 탐지용으로 디자인된 것) 

85394990 기타 7.5% B 

85399010 필라멘트ㆍ음극이나 전극(전기등 

제조용),제8539.10.90호ㆍ제8539.22.10호ㆍ제8539.29.10호ㆍ제853

9.32.10호ㆍ제8539.39.10호ㆍ제8539.41.10호 또는 제 

8539.49.10호의 물품의 것  

무세 A 

85399090 기타 6% C 

85401111 고해상도: 영상 디스플레이의 대각선 길이가 35.56센티미터 이하인 

것 

무세 A 

85401112 고해상도: 영상 디스플레이의 대각선 길이가 35.56센티미터 초과인 

것 

무세 A 

85401121 기타(비프로젝션 방식 텔레비전 수신기용): 영상 디스플레이의 

대각선 길이가 35.56센티미터 이하인 것 

무세 A 

85401122 기타(비프로젝션 방식 텔레비전 수신기용): 영상 디스플레이의 

대각선 길이가 35.56센티미터 초과인 것 

무세 A 

85401190 기타 무세 A 

85401211 고해상도: 비디오 모니터 제조용, 

고해상도 컬러 텔레비전 수신기 제조용(프로젝션형) 

무세 A 

85401219 고해상도: 기타 무세 A 

85401291 기타: 비디오 모니터 제조용, 

그 밖의 컬러 텔레비전 수신기 제조용(프로젝션형) 

무세 A 

85401299 기타: 기타 무세 A 

85402000 텔레비전 카메라 튜브, 영상변환관과 영상증강관, 그 밖의 광전관 무세 A 

85404010 동일 색상의 두 개의 연속 트라이어드(triads)의 도트 사이가 

0.4밀리미터보다 작은 피치를 가지는 것(그래픽이나 데이터 

디스플레이 터미널 제조용) 

무세 A 

85404090 기타 무세 A 

85405010 비디오 모니터 제조용, 

두 개의 연속 트라이어드(triads)의 도트 사이가 0.4밀리미터보다 

작은 피치를 가지는 것(그래픽이나 데이터 디스플레이 터미널 

제조용) 

무세 A 

85405090 기타 무세 A 

85406010 동일 색상의 두 개의 연속 트라이어드(triads)의 도트 사이가 

0.4밀리미터보다 작은 피치를 가지는 것(그래픽이나 데이터 

디스플레이 터미널 제조용) 

무세 A 

85406090 기타 무세 A 

85407100 자전관 무세 A 

85407200 속도변조관 무세 A 

85407900 기타 무세 A 

85408100 수신관이나 증폭관 무세 A 

85408900 기타 무세 A 

85409110 다음의 전면 패널 조립품: 

(가) 천연색 음극선 텔레비전 수상관과 관계된 것으로, 섀도우 

마스크(shadow mask)나 애퍼추어 그릴(aperture grill)이 최종사용을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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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부착된 유리 패널로 구성된 것, 천연색 음극선 텔레비전 

수상관에 적합한 것(비디오 모니터나 비디오 영사기 음극선관을 

포함한다), 그리고 전자 스트림(stream)을 비디오 이미지로 되게 

하기 위해 충분히 정밀하게 유리 패널 위에 포스포르스(phosphors) 

각인을 위한 필요한 화학적 및 물리적 공정을 거친 조립체, 또는 

(나) 흑백 음극선 텔레비전 수상관과 관계된 것으로, 유리패널이나 

유리 외피(envelope)로 구성된 것, 흑백 음극선 텔레비전 수상관에 

적합한 것(비디오 모니터나 비디오 영사기 음극선관을 포함한다), 

그리고 전자 스트림(stream)을 비디오 이미지로 되게 하기 위해 

충분히 정밀하게 유리 패널이나 유리 외피(envelope) 위에 

포스포르스(phosphors) 각인을 위한 필요한 화학적 및 물리적 

공정을 거친 조립체 

85409190 기타 무세 A 

85409910 전자총, 

무선주파수 상호 구조물(RF)(소호 제8540.71호ㆍ제8540.72호나 

제8540.79호의 마이크로 웨이브관용) 

무세 A 

85409990 기타 무세 A 

85411000 다이오드(감광성 다이오드나 발광다이오드는 제외한다) 무세 A 

85412100 전력낭비율이 1와트 미만인 것 무세 A 

85412900 기타 무세 A 

85413000 사이리스터ㆍ다이액과 트라이액(감광성 디바이스는 제외한다) 무세 A 

8541400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이나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무세 A 

85415000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 무세 A 

85416000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무세 A 

85419000 부분품 무세 A 

85423110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무세 A 

85423190 기타 무세 A 

85423210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무세 A 

85423290 기타 무세 A 

85423310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무세 A 

85423390 기타 무세 A 

8542391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무세 A 

85423990 기타 무세 A 

85429000 부분품 무세 A 

85431000 입자가속기 무세 A 

85432000 신호발생기 무세 A 

85433000 전기도금ㆍ전기분해나 전기영동(泳動)용 기기 무세 A 

85437000 그 밖의 기기 무세 A 

85439000 부분품 무세 A 

85441110 중량측정기기 제조용(최대 계량 능력이 15킬로그램 이하이고 센서로 

스트레인 게이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확성기 제조용 

무세 A 

85441190 기타 2% B 

85441910 확성기 제조용,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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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판이나 그 밖의 유독가스 감지기 제조용 

85441990 기타 2% B 

85442000 동축케이블과 그 밖의 동축 도체 무세 A 

8544300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ㆍ항공기용이나 선박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85444200 접속자가 부착된 것 무세 A 

85444910 자동차 시트 삽입용 가열패드(heated pad) 조립물 제조용, 

지구물리학용 기기나 장치 또는 그들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이나 

그들의 고정된 컨테이너 제조용, 

중량측정기기 제조용(최대 계량 능력이 15킬로그램 이하이고 센서로 

스트레인 게이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통신용, 

가연성 가스가 존재하는 광산에서 사용되는 것 

무세 A 

85444990 기타 2.5% A 

85446010 내화성의 것(광산에서 사용되는 것), 

전압이 235킬로볼트를 초과하는 해저케이블 

무세 A 

85446091 기타: 광산에서 사용되는 것(쉐일ㆍ오일샌드나 타르샌드로부터 

원유를 채취하고 생산하는 것) 

3.5% B 

85446099 기타: 기타 4% A 

85447010 해저 광섬유 케이블 무세 A 

85447090 기타 무세 A 

85451100 노용의 것 무세 A 

85451910 원주나 외부치수가 88.9센티미터 이하인 것 무세 A 

85451921 원주나 외부치수가 88.9센티미터 초과인 것: 탄소 양극 

블록(알루미늄 제조용), 

흑연 전극(노용을 제외하고 마그네슘 제조용), 

미리 구워진 탄소 전극(실리콘 금속 제조용) 

무세 A 

85451922 원주나 외부치수가 88.9센티미터 초과인 것: 음극 블록(알루미늄 

제조용) 

무세 A 

85451928 원주나 외부치수가 88.9센티미터 초과인 것: 기타(탄소의 것) 무세 A 

85451929 원주나 외부치수가 88.9센티미터 초과인 것: 기타(흑연의 것) 무세 A 

85452000 브러시 무세 A 

85459000 기타 무세 A 

85461000 유리로 만든 것 무세 A 

85462000 도자로 만든 것 무세 A 

85469000 기타 무세 A 

85471000 도자로 만든 절연용 물품 무세 A 

85472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 무세 A 

85479000 기타 무세 A 

85481010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일차배터리 및 축전지 무세 A 

85481090 기타 무세 A 

85489010 전자 초소형 조립회로, 

전자의 싱글 인라인 메모리 모듈(SIMMs) 및 듀얼 인라인 메모리 

모듈(DIMMs), 

평판 디스플레이, 

고체상태 점화장치[가스 바비큐나 가정용 가스레인지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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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용(레크리에이션 차량용도 포함한다)의 것], 

진공 형광 디스플레이 

85489090 기타 무세 A 

86011000 외부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9.5% C 

86012000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 9.5% C 

86021000 디젤 전기기관차 9.5% C 

86029000 기타 9.5% B 

86031000 외부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8% C 

86039000 기타 8% C 

86040010 자갈 스프레더기, 

4륜차(작업자와 궤도 재료 트레일러의 운반용으로 20톤 이하의 것), 

밸러스트 브룸(ballast broom)과 스노우 스위치 클리너(snow switch 

cleaners)가 조합된 것, 

수동 급지 스파이크 드라이브(신청 유지나 생산용), 

온-트랙 브러시 절단기, 

레일 타이 공간조정기, 

제설기, 

물품공급차량, 

타이 크레인, 

트랙 운송 크레인  

6% B 

86040090 기타 무세 A 

86050000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수하물차ㆍ우편차와 그 밖의 철도용이나 궤도용 

특수용도차[자주식(自走式)과 제8604호의 것은 제외한다]  

11% C 

86061000 탱크차 및 이와 유사한 차 11% C 

86063000 자기양하식 화차(소호 제8606.10호의 것은 제외한다) 11% C 

86069100 덮개가 있는 것으로서 밀폐되어 있는 것 11% C 

86069200 무개차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C 

86069900 기타 11% C 

86071100 구동식의 보기와 비셀보기(트럭 조립품) 무세 A 

86071200 그 밖의 보기와 비셀보기(트럭 조립품) 무세 A 

86071911 차축: 승객ㆍ수하물ㆍ우편 또는 특송품 운송을 위한 자주식 

철도차량용의 것, 

철도 차량 차축 제조용으로 미가공된 것 

무세 A 

86071919 차축: 기타 9.5% C 

86071921 차륜(차축이 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승객수송용의 철도용과 

궤도용(지하철 차량을 포함한다) 객차의 차륜과 차축이 결합된 것을 

제조하기 위한 블랭크,승객ㆍ수하물ㆍ우편 또는 특송품 운송을 위한 

자주식 철도차량용의 것,자기 트랙 브레이크를 갖춘 궤도용 

차량(지하철 차량은 제외한다) 수리용의 것 

무세 A 

86071929 휠(차축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 기타 9.5% C 

86071930 차축이나 차륜의 부분품 무세 A 

86071940 강으로 만든 타이어(규격화되거나 천공하지 않은 것으로 미가공된 

것) 

3.5% A 

86071950 보기나 비셀 보기 부분품(트럭 조립품) 무세 A 

86072110 승객ㆍ수하물ㆍ우편 또는 특송품 운송을 위한 자주식 철도차량용의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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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지하철과 고속수송차의 브레이크 시스템 제조용 부분품 

86072120 열차용 브레이크 빔(brake beam) 10% B 

86072190 기타 10% C 

86072910 승객ㆍ수하물ㆍ우편 또는 특송품 운송을 위한 자주식 철도차량용의 

것, 

자기 트랙 브레이크를 갖춘 궤도용 차량(지하철 차량은 제외한다) 

수리용의 것, 

지하철과 고속수송차의 브레이크 시스템 제조용 부분품 

무세 A 

86072990 기타 10% C 

86073010 승객ㆍ수하물ㆍ우편 또는 특송품 운송을 위한 자주식 철도차량용의 

것, 

자기 트랙 브레이크를 갖춘 궤도용 차량(지하철 차량은 제외한다) 

수리용의 것, 

철도차량의 유압완충장치(버퍼) 제조용 부분품 

무세 A 

86073090 기타 2.5% A 

86079100 기관차용의 것 무세 A 

86079911 자주식 철도차량의 것: 자기 트랙 브레이크를 갖춘 궤도 

차량(지하철 차량은 제외한다) 수리용의 것, 

제8604호의 차량의 것, 

승객ㆍ수하물ㆍ우편 또는 특송품 운송을 위한 철도차량의 것 

무세 A 

86079919 자주식 차량의 것: 기타 8.5% C 

86079920 비자주식 차량의 것 11% C 

86080010 철도와 이들의 부분품을 위한 신호기구  무세 A 

86080090 기타 6.5% B 

86090010 재사용 할 수 있는 것(관세가 무세인 모터 차량의 구성요소의 

운송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그들과 함께 제시된 것) 

무세 A 

86090090 기타 6.5% B 

87011010 내연기관에 의해 구동되는 것 무세 A 

87011090 기타 

 

주: 이 호에 분류되는 한국산 제품은 일반특혜세율의 혜택으로부터 

제외된다.  

6% C 

87012000 세미트레일러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주: 이 호에 분류되는 한국산 제품은 일반특혜세율의 혜택으로부터 

제외된다. 

6.1% C 

87013000 무한궤도식 트랙터 무세 A 

87019010 야드 입환 트랙터 6% C 

87019090 기타 무세 A 

87021010 16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운송용 

 

주: 이 호에 분류되는 한국산 제품은 일반특혜세율의 혜택으로부터 

제외된다.  

6.1% B 

87021020 10인부터 15인까지(운전자를 포함한다)의 운송용주: 이 호에 

분류되는 한국산 제품은 일반특혜세율의 혜택으로부터 제외된다.  

6.1% B 

87029010 16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운송용 6.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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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 호에 분류되는 한국산 제품은 일반특혜세율의 혜택으로부터 

제외된다.  

87029020 10인부터 15인까지(운전자를 포함한다)의 운송용 

 

주: 이 호에 분류되는 한국산 제품은 일반특혜세율의 혜택으로부터 

제외된다.  

6.1% B 

87031010 눈에서 이동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레크레이션용 또는 스포츠용 

차량 

무세 A 

87031090 기타 

 

주: 이 호에 분류되는 한국산 제품은 일반특혜세율의 혜택으로부터 

제외된다.  

6.1% D 

87032110 227.3킬로그램 미만의 비수륙양용의 전지형용 차량(6개 미만의 

바퀴를 달고 한 명만의 승객을 수송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 

 

주: 이 호에 분류되는 한국산 제품은 일반특혜세율의 혜택으로부터 

제외된다.  

6.1% D 

87032190 기타 

 

주: 이 호에 분류되는 한국산 제품은 일반특혜세율의 혜택으로부터 

제외된다.  

6.1% B 

87032200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하고 1,500시시 이하인 것  

 

주: 이 호에 분류되는 한국산 제품은 일반특혜세율의 혜택으로부터 

제외된다.  

6.1% B 

87032300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 것  

 

주: 이 호에 분류되는 한국산 제품은 일반특혜세율의 혜택으로부터 

제외된다.  

6.1% B 

87032400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주: 이 호에 분류되는 한국산 제품은 일반특혜세율의 혜택으로부터 

제외된다.  

6.1% B 

87033100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이하인 것  

 

주: 이 호에 분류되는 한국산 제품은 일반특혜세율의 혜택으로부터 

제외된다.  

6.1% B 

87033200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2,500시시 이하인 것  

 

주: 이 호에 분류되는 한국산 제품은 일반특혜세율의 혜택으로부터 

제외된다.  

6.1% B 

87033300 실린더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주: 이 호에 분류되는 한국산 제품은 일반특혜세율의 혜택으로부터 

제외된다.  

6.1% B 

87039000 기타 6.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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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 호에 분류되는 한국산 제품은 일반특혜세율의 혜택으로부터 

제외된다.  

8704100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87042100 총 중량이 5톤 이하인 것주: 이 호에 분류되는 한국산 제품은 

일반특혜세율의 혜택으로부터 제외된다.  

6.1% C 

87042200 총 중량이 5톤 초과하고 20톤 이하인 것 

 

주: 이 호에 분류되는 한국산 제품은 일반특혜세율의 혜택으로부터 

제외된다.  

6.1% C 

87042300 총 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주: 이 호에 분류되는 한국산 제품은 일반특혜세율의 혜택으로부터 

제외된다.  

6.1% C 

87043100 총 중량이 5톤 이하인 것  

 

주: 이 호에 분류되는 한국산 제품은 일반특혜세율의 혜택으로부터 

제외된다.  

6.1% C 

87043200 총 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  

 

주: 이 호에 분류되는 한국산 제품은 일반특혜세율의 혜택으로부터 

제외된다.  

6.1% C 

87049000 기타 

 

주: 이 호에 분류되는 한국산 제품은 일반특혜세율의 혜택으로부터 

제외된다.  

6.1% C 

87051010 도로와 궤도 모두에서 주행가능한 철도 보수크레인(인양능력이 

36.3톤 초과 68톤 이하인 것) 

 

주: 이 호에 분류되는 한국산 제품은 일반특혜세율의 혜택으로부터 

제외된다.  

6.1% C 

87051090 기타 무세 A 

87052000 이동식 시추용의 데릭기중기 

 

주: 이 호에 분류되는 한국산 제품은 일반특혜세율의 혜택으로부터 

제외된다.  

6.1% C 

87053000 소방차 

 

주: 이 호에 분류되는 한국산 제품은 일반특혜세율의 혜택으로부터 

제외된다 

6.7% C 

87054010 운송형(배송 컨베이어가 결합된 것) 

 

주: 이 호에 분류되는 한국산 제품은 일반특혜세율의 혜택으로부터 

제외된다.  

6.1% C 

87054090 기타 무세 A 

87059010 자동차 견인 트럭(기본 견인력이 67,000킬로그램 이하인 것),오일과 

가스 산업용으로 혼합이나 펌프작용 능력이 있는 시멘트 트럭(주로 

6.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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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붐을 가진 콘크리트 펌프는 

제외한다),다음과 결합된 로리(lorries):골재 

스프레더(spreaders),양탄자류 청소기,유류공급용 코일 튜빙 

시스템,진공과 빗자루형 청소기가 결합된 것,노와 덕트 청소용 

기계류,고속도로 페인트 도장용 기계류,작업 높이가 26.5미터 

이하인 고소작업(manlift) 바스켓,오일이나 가스정 반출 장비,회수 

진공 탱크,도로표면 패치기,모래 및 소금 살포기,가위형 

리프트,하수관과 쓰레기 받이(catch basin) 

청소기,제설기,고체상태의 웨이스트(waste) 제거 탱크(압축기가 없는 

것),도로 청소 유수 장치,공항용 청소기, 또는진공형 나뭇잎 청소 

적재기주: 이 호에 분류되는 한국산 제품은 일반특혜세율의 

혜택으로부터 제외된다. 

87059090 기타 무세 A 

87060010 제8701.10.10호ㆍ제8701.30.00호나 제8701.90.90호의 트랙터용 무세 A 

87060020 제8703호 또는 소호 제8704.21호나 제8704.31호의 차량용의 것 

 

주: 이 호에 분류되는 한국산 제품은 일반특혜세율의 혜택으로부터 

제외된다.  

6.1% C 

87060090 기타 

 

주: 이 호에 분류되는 한국산 제품은 일반특혜세율의 혜택으로부터 

제외된다.  

6.1% C 

87071000 제8703호의 차량용의 것 

 

주: 이호에 분류되는 한국산 제품은 일반특혜세율의 혜택으로부터 

제외된다 

6% C 

87079010 제8701.10.10호ㆍ제8701.30.00호 또는 제8701.90.90호의 트랙터용 

캡 

무세 A 

87079090 기타 

 

주: 이 호에 분류되는 한국산 제품은 일반특혜세율의 혜택으로부터 

제외된다.  

6% C 

87081010 범퍼 6% B 

87081021 부분품: 베어메탈(bare metal)로 만든 페이스 바(face bars)(최종 

성형을 한 후에는 어떠한 마무리 공정도 거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87081029 부분품: 기타 6% B 

87082100 안전벨트 6% B 

87082911 스탬핑: 제8701.10.10호ㆍ제8701.30.00호나 제8701.90.90호의 

트랙터용 

무세 A 

87082919 스탬핑: 기타 6% B 

87082920 문 조립품 무세 A 

87082960 플라스틱으로 만든 시트커버나 바닥매트 8.5% B 

87082991 기타: 수의학 장비와 부분품과 그들의 부속품(수의학 설비와 장비의 

운송과 저장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차량 장착용),소방차 제조용의 

부분품과 부속품,부분품(제8701.10.10호ㆍ제8701.30.00호 또는 

제8701.90.90호의 트랙터용)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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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82992 기타: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후면 트렁크 스포일러(spoilers)나 

윙(wings)(자동차 부속품의 애프터 마켓용) 

6% A 

87082999 기타: 기타 6% B 

87083011 브레이크 라이닝이 장착된 것: 제8701.10.10호ㆍ제8701.30.00호 

또는 제8701.90.90호의 트랙터용 

무세 A 

87083019 브레이크 라이닝이 장착된 것: 기타 6% B 

87083091 기타: 부분품(이완조정장치ㆍ서비스 챔버ㆍ이중 격막 스프링 

브레이크 시동기와 기름칠 된 에어 커넥터를 제외하며, 공기나 진공 

브레이크 컨트롤 시스템용으로 한정한다), 

부분품(제8701.10.10호ㆍ제8701.30.00호 또는 제8701.90.90호의 

트랙터용) 

무세 A 

87083099 기타: 기타 6% A 

87084021 기어박스: 제8701.10.10호ㆍ제8701.30.00호 또는 제8701.90.90호의 

트랙터용, 

제8704호나 제8705호의 차량에 장착된 탠덤 서스펜션 변환 

시스템이나 사륜구동 변환시스템 제조에 사용되는 변환 케이스(해당 

차량 제조일 이후지만 원구매자의 영수증 및 라이센싱 일자보다 

이전인 것) 

무세 A 

87084029 기어박스: 기타 6% A 

87084091 기타:  제8701.10.10호ㆍ제8701.30.00호 또는 제8701.90.90호의 

트랙터용, 

수의학 설비와 장치의 운송과 저장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차량 

장착용, 

소방차 제조용의 부분품과 부속품 

무세 A 

87084099 기타: 기타 6% A 

87085031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변속장치의 제공 여부를 

불문한다): 제8701.10.10호ㆍ제8701.30.00호나 제8701.90.90호의 

트랙터용, 

자주식 도로 청소기 제조용, 

전륜구동(제8704호나 제8705호의 차량에 장착된 텐덤 서스펜션 

변환 시스템이나 사륜구동 변환시스템 제조용)(해당 차량 제조일 

이후지만 원구매자의 영수증과 라이센싱 일자보다 이전인 것), 

트랜스액슬(Transaxle) 조립품[중량이 680킬로그램 이하인 

비(非)고속도로용(off-highway) 차량 제조용] 

무세 A 

87085039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변속장치의 제공 여부를 

불문한다): 기타 

6% B 

87085081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 수의학 설비와 장치의 운송과 

저장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차량 장착용, 

하프 샤프트(제8701.10.10호ㆍ제8701.30.00호 또는 

제8701.90.90호의 트랙터용), 

소방차 제조용의 부분품과 부속품 

무세 A 

87085089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의 부분품: 기타 6% A 

87085091 기타: 제8701.10.10호ㆍ제8701.30.00호나 제8701.90.90호의 

트랙터용 

무세 A 

87085099 기타: 기타 6% B 

87087011 로드휠: 제8701.10.10호ㆍ제8701.30.00호나 제8701.90.90호의 

트랙터용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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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87019 로드휠: 기타 6% B 

87087021 부분품과 부속품: 열간(熱間) 압연한 철강으로 만든 록킹 링(locking 

ring)과 림 섹션(rim sections)(휠 림 조립품 제조용의 것), 

제8701.10.10호ㆍ제8701.30.00호나 제8701.90.90호의 트랙터용 

무세 A 

87087029 부분품 및 부속품: 기타 6% B 

87088011 맥퍼슨 스트럿(McPherson struts): 중량이 680킬로그램 이하인 

비(非)고속도로용(off-highway) 차량 제조용 

무세 A 

87088019 맥퍼슨 스트럿(McPherson struts): 기타 6% B 

87088020 스프링 쇽 조립품[중량이 680킬로그램 이하인 

비(非)고속도로용(off-highway) 차량 제조용] 

기타(제8701.10.10호ㆍ제8701.10.90호ㆍ제8701.30.00호나 

제8701.90.90호의 트랙터용) 

무세 A 

87088030 그 밖의 서스펜션 쇼크 업소버 6% B 

87088091 기타: 제8701.10.10호ㆍ제8701.30.00호나 제8701.90.90호의 

트랙터용 

무세 A 

87088099 기타: 기타 6% B 

87089121 방열기: 제8701.10.10호ㆍ제8701.30.00호나 제8701.90.90호의 

트랙터용 

무세 A 

87089129 방열기: 기타 6% B 

87089191 기타: 제8701.10.10호ㆍ제8701.30.00호나 제8701.90.90호의 

트랙터용, 

수의학 설비와 장치의 운송과 저장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차량 

장착용, 

소방차 제조용의 부분품과 부속품 

무세 A 

87089199 기타: 기타 6% A 

87089221 소음기(머플러) 및 배기관: 제8701.10.10호ㆍ제8701.30.00호나 

제8701.90.90호의 트랙터용 

무세 A 

87089229 소음기(머플러) 및 배기관: 기타 6% B 

87089291 기타: 제8701.10.10호ㆍ제8701.30.00호나 제8701.90.90호의 

트랙터용, 

수의학 설비와 장치의 운송과 저장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차량 

장착용, 

소방차 제조용의 부분품과 부속품 

무세 A 

87089299 기타: 기타 6% A 

87089311 클러치: 제8701.10.10호ㆍ제8701.30.00호나 제8701.90.90호의 

트랙터용 

무세 A 

87089319 클러치: 기타 6% A 

87089321 클러치 부분품: 제8701.10.10호ㆍ제8701.30.00호나 

제8701.90.90호의 트랙터용 

무세 A 

87089329 클러치 부분품: 기타 6% A 

87089421 운전대ㆍ스티어링 칼럼 및 운전박스: 

제8701.10.10호ㆍ제8701.30.00호나 제8701.90.90호의 트랙터용 

무세 A 

87089429 운전대ㆍ스티어링 칼럼 및 운전박스: 기타 6% B 

87089491 기타: 제8701.10.10호ㆍ제8701.30.00호나 제8701.90.90호의 

트랙터용, 

랙(rack) 및 피니언(pinion) 스티어링 조립품[중량이 680킬로그램 

이하인 비(非)고속도로용(off-highway) 차량 제조용]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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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89499 기타: 기타 6% B 

87089510 수의학 설비와 장치의 운송과 저장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차량 

장착용, 

소방차 제조용의 부분품과 부속품 

무세 A 

87089590 기타 6% A 

87089914 파워 트레인용 부분품: 제8701.10.10호ㆍ제8701.30.00호나 

제8701.90.90호의 트랙터용 

무세 A 

87089915 파워 트레인용 부분품: 제8703호의 차량용 6% B 

87089919 파워 트레인용 부분품: 기타 6% B 

87089941 고무를 함유한 진동 제어 유닛: 제8701.10.10호ㆍ제8701.30.00호나 

제8701.90.90호의 트랙터용 

무세 A 

87089949 고무를 함유한 진동 제어 유닛: 기타 6% B 

87089951 볼베어링을 갖춘 이중 플랜지 휠 허브 유닛: 

제8701.10.10호ㆍ제8701.30.00호나 제8701.90.90호의 트랙터용 

무세 A 

87089959 볼베어링을 갖춘 이중 플랜지 휠 허브 유닛: 기타 6% B 

87089991 기타:  제8701.10.10호ㆍ제8701.30.00호나 제8701.90.90호의 

트랙터용,수의학 설비와 장치의 운송과 저장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차량 장착용,소방차 제조용의 부분품과 부속품 

무세 A 

87089999 기타: 기타 6% A 

87091110 출력이 3.5킬로와트 이하인 모터를 가진 산업용 견인 트랙터  6% A 

87091190 기타 무세 A 

87091910 트랙터 무세 A 

87091990 기타 6% C 

87099000 부분품 무세 A 

8710000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부분품  

무세 A 

87111000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무세 A 

87112000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초과하고 250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무세 A 

87113000 실린더용량이 250시시 초과하고 500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무세 A 

87114000 실린더용량이 500시시 초과하고 800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무세 A 

87115000 실린더용량이 800시시를 초과하는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무세 A 

87119000 기타 무세 A 

87120000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자전거와 그 밖의 자전거(배달용 3륜 

자전거를 포함한다)  

13% C 

87131000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무세 A 

87139000 기타 무세 A 

87141100 안장 무세 A 

87141900 기타 무세 A 

87142000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것 무세 A 

87149110 프레임 러그ㆍ바톰 브래킷 쉘ㆍ포크ㆍ포크 배관 세트ㆍ포크 베어링 

조립품ㆍ유압 쇼크 업소버 실린더ㆍ스프링 쇼크 업소버ㆍ후면 

피봇ㆍ케이블 스톱ㆍ케이블 가이드와 후면ㆍ체인과 시트 스테이 

무세 A 

87149190 기타 5%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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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49200 휠 림과 스포크 무세 A 

87149300 허브(코스터 브레이킹허브와 허브브레이크를 제외한다) 및 프리휠 

스프로켓 휠 

무세 A 

87149400 브레이크[코스터 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를 포함한다] 및 그 부분품  

무세 A 

87149500 안장 무세 A 

87149600 페달과 크랭크기어 및 이들의 부분품 무세 A 

87149910 자전거 휠 6.5% B 

87149990 기타 무세 A 

871500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8% C 

8716100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의 것으로서 주거 또는 

캠핑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6.5% B 

87162010 자동 화물 적재 화물차(곡물 카트와 저장 화물차) 무세 A 

87162090 기타 6.5% A 

87163100 탱커 트레일러와 탱커 세미트레일러 9.5% C 

87163910 알루미늄 구조물 드롭-센터 가축운반용 트레일러(전 중량이 

11.778톤 이상이고 길이가 12미터 초과인 것) 

무세 A 

87163920 농장ㆍ벌목이나 화물 운송차, 

제8704호의 자주식 벌목용 트레일러 

5% A 

87163930 물품운송용 로드 트랙터나 자동차용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비상업적 스노우모빌ㆍ유틸리티(utility)ㆍ보트나 말 

트레일러 및 기계나 장비의 영구 장착용 트레일러는 제외한다) 

9.5% C 

87163990 기타 6.5% C 

87164000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9.5% C 

87168010 사람 수송용 4.5% A 

87168020 화물 수송용 6.5% C 

8716903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제조용 무세 A 

87169091 기타: 브레이크 드럼ㆍ허브와 로터(세미트레일러용 브레이크와 

차축에 장착된 브레이크 조립품의 제조용이나 수리용), 

더블 볼 레이스 턴테이블(Double ball race turntables)(트레일러용 

자동 조향 축 조립품 제조용), 

포레이지박스(forage boxes)(자주식 적재나 자주식 하역 트레일러와 

세미 트레일러로 농업용으로 한정한다), 

그레비티 디스차지 박스(gravity discharge boxes)(농장용 왜건용), 

히치(Hitches)와 커플링(couplings)(농장용으로 한정한다), 

부분품[자동 화물 적재 웨건ㆍ곡물 카트ㆍ목초 왜건용이나 소호 

제8716.39호의 헤더(header)나 스웨이더(swather) 운송기용]  

무세 A 

87169092 기타: 농장용ㆍ벌목용이나 화물용 왜건, 자주식 벌목 트럭용 

트레일러 또는 사람을 수송하기 위한 그 밖의 차량용 부분품 

4.5% A 

87169099 기타: 기타 6.5% B 

88010010 계류기구 11% A 

88010090 기타 무세 A 

88021100 자체 중량이 2,000킬로그램 이하인 것 무세 A 

88021200 자체 중량이 2,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무세 A 

88022000 자체 중량이 2,0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무세 A 

88023000 자체 중량이 2,000킬로그램 초과 15,0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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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항공기 

8802400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무세 A 

88026010 인공위성 6.5% A 

88026090 기타 무세 A 

88031000 프로펠러와 로터 및 이들의 부분품 무세 A 

88032000 기체지지부와 그 부분품 무세 A 

88033000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무세 A 

88039000 기타 무세 A 

88040010 낙하산(조종가능한 낙하산을 포함한다)과 로토슈트(rotochutes) 15.5% A 

88040020 낙하산(조종가능한 낙하산을 포함한다)과 로토슈트(rotochutes)용 

부분품과 부속품  

3% A 

88040030 패러글라이더, 

그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무세 A 

88051000 항공기 발진 기어와 그 부분품, 갑판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기어와 

그 부분품 

무세 A 

88052100 모의 공중전장치와 그 부분품 무세 A 

88052900 기타 무세 A 

89011010 길이가 294.13미터 초과이고 빔(beam)이 32.31미터 초과인 규모인 

것  

25% F 

89011090 기타 25% F 

89012010 길이가 294.13미터 초과이고 빔(beam)이 32.31미터 초과인 규모인 

것  

25% C 

89012090 기타 25% F 

89013000 냉동선(소호 제8901.20호의 것은 제외한다) 25% C 

89019010 무갑판선 15% C 

89019091 기타: 길이가 294.13미터 초과이고 빔(beam)이 32.31미터 초과인 

규모인 것  

25% C 

89019099 기타: 기타 25% F 

89020010 등록된 길이가 30.5미터 이하인 것 25% F 

89020020 등록된 길이가 30.5미터 초과인 것 무세 A 

89031000 인플랫터블식 9.5% B 

89039100 범선(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9.5% B 

89039200 모터보트(아웃보드 모터보트는 제외한다) 9.5% B 

89039910 경주용 쉘 무세 A 

89039990 기타 9.5% B 

89040000 예인선과 푸셔크라프트 25% F 

89051000 준설선 25% F 

89052010 시추대 20% F 

89052020 작업대 25% F 

89059010 시추선ㆍ시추 부선과 부유 굴착 장치 20% F 

89059020 반잠수 가능형의 크레인선ㆍ부유 크레인과 그 밖의 대형기중기 

크레인(최소 총 기중 능력이 1,200톤인 것) 

무세 A 

89059090 기타 25% F 

89061000 군함 25% C 

89069011 무갑판선: 구명보트(생명구조 전용으로 협회에 의해 수입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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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69019 무갑판선: 기타 15% C 

89069091 기타: 길이가 294.13미터를 초과하고 빔(beam)이 32.31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것  

25% F 

89069099 기타: 기타 25% F 

89071010 생명구조 전용으로 협회에 의해 수입된 것  무세 A 

89071090 기타 9.5% C 

89079010 표시부표(나무로 만든 부표를 제외하며 상업적 어업이나 해양 

식물의 상업적 수확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89079020 그 밖의 부표와 수로 표지 6.5% B 

89079090 기타 15.5% C 

89080010 복구가능한 제품이나 장비가 제거된 것 무세 A 

89080090 기타 15.5% C 

90011010 광학 유리섬유(광섬유 통신 케이블 제조용) 무세 A 

90011090 기타 무세 A 

90012000 편광재료로 만든 시트와 판 무세 A 

90013000 콘택트렌즈 무세 A 

90014010 위험한 작업에 고용된 작업자를 위해 제작된 것 무세 A 

90014090 기타 2% A 

90015010 위험한 작업에 고용된 작업자를 위해 제작된 것, 

미완성의 것(안경제조용의 편광의 것) 

무세 A 

90015090 기타 2% A 

90019010 카메라용의 확산 디스크ㆍ편광 필터와 컬러 필터와 이들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홀더, 

회절격자(回折格子), 시험판과 광학 평면, 

프레넬(fresnel) 렌즈나 렌티큘러(lenticular) 렌즈(프로젝션형 컬러 

텔레비전 수신기 제조용), 

망판이나 이와 유사한 인쇄용 스크린, 

렌즈나 쉴드(shields)(스키 고글 제조용) 

무세 A 

90019090 기타 2.5% A 

90021110 컬러 텔레비전 카메라나 컬러 비디오 카메라용, 

확대기 제조용(폭이 10센티미터 초과 길이가 12.5센티미터 초과의 

네가티브나 포지티브의 것으로 한정한다), 

사진기용, 

영사기 제조용, 

비디오 테이프ㆍ영화ㆍ만화영화나 다중화상 쇼의 상업적 제작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90021190 기타 2% A 

90021910 현미경용, 

사진 측량기기용, 

거리측정기용, 

마이크로 필름 리더-프린트용, 

직경 6센티미터 이상 20.5센티미터 이하의 것(천체 망원경용) 

무세 A 

90021990 기타 2% A 

90022010 카메라용의 확산 디스크ㆍ편광 필터와 컬러 필터와 이들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홀더,필터(사진계측이나 

입체기기용),편광필터(현미경용)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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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22090 기타 3.5% A 

90029010 망판이나 이와 유사한 인쇄용 스크린, 

렌즈ㆍ뷰파인더 및 접안경(제9002.11.10호나 제9002.19.10호에 

열거된 장치와 사용하는 것), 

거울 및 프리즘(천체망원경용) 

무세 A 

90029090 기타 3.5% A 

90031110 독서용 프리즘 안경용, 

안전 고글이나 안전 안경용(위험한 작업에 고용된 작업자용으로 

설계된 것) 

무세 A 

90031120 그 밖의 안경ㆍ고글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용 2.5% A 

900319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무세 A 

90039010 스키 고글 제조용, 

그 밖의 안경ㆍ고글이나 이와 유사한 것(미완성의 것), 

독서용 프리즘 안경의 것, 

안전 고글이나 안전 안경의 것(위험한 작업에 고용된 작업자용으로 

설계된 것) 

무세 A 

90039090 기타 2.5% A 

90041000 선글라스 5% A 

90049010 독서용 프리즘 안경, 

안전 고글과 안전 안경(위험한 작업에 고용된 작업자용으로 설계된 

것) 

무세 A 

90049090 기타 5% A 

90051000 쌍안경 무세 A 

90058010 망원경 무세 A 

90058090 기타 4.5% A 

90059011 제9005호의 쌍안경이나 망원경의 것: 제9001호나 제9002호의 

물품이 결합된 것 

무세 A 

90059019 제9005호의 쌍안경이나 망원경의 것: 기타 무세 A 

90059091 기타: 제9001호나 제9002호의 물품이 결합된 것 6% A 

90059099 기타: 기타 6% A 

90061000 인쇄제판용 사진기 무세 A 

90063010 법정비교용 사진기, 

폭이 8센티미터 초과 길이가 10.5센티미터 초과인 네거티브나 

포지티브 제조용, 

내부기관의 내과용 또는 외과용 검진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 

무세 A 

90063090 기타 5% A 

90064000 즉석인화사진기 무세 A 

90065100 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뷰파인더(viewfinder)[싱글렌즈리플렉스(SLR)]를 갖춘 것(폭이 

35밀리미터 이하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무세 A 

90065210 네거티브나 포지티브 제조용, 

일회용 사진기 

5% A 

90065290 기타 무세 A 

90065310 네거티브나 포지티브 제조용, 

일회용 사진기 

5% A 

90065390 기타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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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5910 네거티브나 포지티브 제조용 5% A 

90065990 기타 무세 A 

90066100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90066910 플래시 건 무세 A 

90066920 플래시전구ㆍ플래시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 6.5% A 

90066990 기타 5% A 

90069110 환등슬라이드 부착물ㆍ렌즈 후드ㆍ스탠드ㆍ삼각대ㆍ3각 상단과 

비네터(vignetters),앞서 언급한 것의 부분품,셔터와 이들의 

부분품(사진기 제조용),미완성 부분품(사진기 

제조용),제9006.10.00호ㆍ제9006.30.10호ㆍ제9006.40.00호ㆍ제900

6.51.00호ㆍ제9006.52.90호ㆍ제9006.53.90호ㆍ제9006.59.10호나 

제9006.59.90호의 물품의 그 밖의 부분품 

무세 A 

90069190 기타 5% A 

90069910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플래시 

건의 부분품  

무세 A 

90069990 기타 3.5% A 

90071110 비디오 테이프ㆍ영화ㆍ만화영화나 다중화상 쇼의 상업적 제작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90071190 기타 5% A 

90071911 자이로 안정기: 비디오 테이프ㆍ영화ㆍ만화영화나 다중화상 쇼의 

상업적 제작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90071919 자이로 안정기: 기타 5% A 

90071991 기타: 외과ㆍ치과ㆍ수의학이나 진단용 기구용, 

비디오 테이프ㆍ영화ㆍ만화영화나 다중화상 쇼의 상업적 제작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90071999 기타: 기타 5% A 

90072010 내과ㆍ외과ㆍ치과나 수의학용 기구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90072090 기타 6% A 

90079100 촬영기용 무세 A 

90079210 부분품(프로젝터 제조용) 무세 A 

90079290 기타 3.5% A 

90081000 환등기 6% A 

90082010 마이크로필름이나 마이크로피시(microfiche) 리더-프린터 무세 A 

90082090 기타 6% A 

90083000 그 밖의 투영기 5.5% A 

90084000 사진확대기와 사진축소기(영화용의 것은 제외한다)  무세 A 

90089010 부분품 무세 A 

90089020 부속품 7% A 

90101000 롤 모양의 사진용(영화용을 포함한다) 필름이나 감광지를 

자동현상하는 기기나 현상된 필름을 사진용 감광지에 

자동노출시키는 기기 

무세 A 

90105010 페로타이프 판, 

필름이나 종이 프로세서(사진 마무리용), 

필름이나 프린트 드라이어, 

엑스-레이 필름용, 

마운팅 프레스(Mounting presses),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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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나 시트-필름 행거, 

프린트 정리기, 

프린트 세척기, 

탱크와 트레이(네거티브와 포지티브 공정용), 

비디오 테이프ㆍ영화ㆍ만화영화나 다중화상 쇼의 상업적 제작에 

사용되는 것 

90105090 기타 5% A 

90106000 영사용 스크린 무세 A 

90109000 부분품과 부속품 무세 A 

90111000 입체현미경 무세 A 

90112000 그 밖의 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ㆍ마이크로 영화촬영용이나 

마이크로 영사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90118000 그 밖의 현미경 무세 A 

90119000 부분품과 부속품 무세 A 

90121000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 회절기기 무세 A 

90129000 부분품과 부속품 무세 A 

90131000 무기용 망원조준기, 잠망경, 이 류나 제16부의 기계ㆍ기기ㆍ도구나 

장비의 부분품용으로 제작된 망원경 

무세 A 

90132000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는 제외한다) 무세 A 

90138010 액정디바이스, 

입체경 

무세 A 

90138090 기타 무세 A 

90139010 제9013.80.10호의 물품의 것 무세 A 

90139020 제9013.80.90호의 물품의 것 무세 A 

90139030 제9013.10.00호나 제9013.20.00호의 물품의 것 무세 A 

90141010 해양이나 항법용, 

제9015호의 지구물리학 기구나 기기의 제조용이나 그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조용 

무세 A 

90141090 기타 3% A 

90142000 항공용이나 우주항행용 기기(컴퍼스를 제외한다) 무세 A 

90148010 육분의(六分儀) 무세 A 

90148090 기타 3% A 

90149000 부분품과 부속품 무세 A 

90151000 거리측정기 무세 A 

90152000 경위의와 시거의(태코미터) 무세 A 

90153000 수준기 2.5% A 

90154000 사진측량기기 무세 A 

90158010 지구물리학용 기기(자력계ㆍ비중 측정기와 지중첨검기는 제외한다), 

해양학용 기구와 기기(조사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90158020 풍속계와 그 밖의 기기(풍향 측정용) 

운고계, 

가시성 측정기(투광측정기를 포함한다) 

6.5% A 

90158090 기타 3.5% A 

90159010 풍속계와 그 밖의 기기의 것(풍향 측정용), 

운고계의 것, 

가시성 측정기(투광측정계를 포함한다)의 것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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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59090 기타 무세 A 

90160010 저울 무세 A 

90160090 부분품 무세 A 

90171010 제도기 무세 A 

90171020 제도 테이블 8.5% B 

90172010 제도용구 무세 A 

90172090 기타 2.5% A 

90173000 마이크로미터ㆍ캘리퍼와 게이지류 4% A 

90178010 측정 자와 테이프 6.5% B 

90178090 기타(지도 측정기를 포함한다) 4.5% A 

90179010 제도 테이블의 것 무세 A 

90179020 제9017.10.10호나 제9017.20.10호의 물품의 것 무세 A 

90179090 기타 무세 A 

90181110 심전계 무세 A 

90181191 부분품과 부속품: 인쇄회로 조립품 무세 A 

90181199 부분품과 부속품: 기타 무세 A 

90181200 초음파 영상진단기 무세 A 

90181300 자기공명 촬영기기 무세 A 

90181400 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 무세 A 

90181910 환자 모니터 시스템 무세 A 

90181920 인쇄회로조립품[파라미터 어퀴지션 모듈용(parameter acquisition 

module)] 

무세 A 

90181990 기타 무세 A 

90182000 자외선이나 적외선 기기 무세 A 

90183100 주사기(바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무세 A 

90183200 관 모양의 금속제 바늘과 봉합용 바늘 무세 A 

90183900 기타 무세 A 

90184100 치과용 드릴엔진(하나의 베이스 위에 그 밖의 치과기기를 

부착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무세 A 

90184900 기타 무세 A 

90185000 안과용의 그 밖의 기기 무세 A 

90189010 세동 제거기 무세 A 

90189020 인쇄회로조립품(제9018.90.10호의 물품용) 무세 A 

90189090 기타 무세 A 

90191000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무세 A 

90192000 오존 흡입기ㆍ산소 흡입기ㆍ에어로졸 치료기ㆍ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무세 A 

90200000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무세 A 

90211000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의 기기 무세 A 

90212100 의치 무세 A 

90212900 기타 무세 A 

90213100 인조관절 무세 A 

90213900 기타 무세 A 

90214000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무세 A 

90215000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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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19000 기타 무세 A 

90221200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무세 A 

90221300 기타(치과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90221400 기타(내과용ㆍ외과용이나 수의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90221900 그 밖의 용도의 것 무세 A 

90222100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이나 수의용의 것 무세 A 

90222900 그 밖의 용도의 것 무세 A 

90223000 엑스선관 무세 A 

90229010 방사선 발생기기 무세 A 

90229020 방사선 빔 전송기기 무세 A 

90229090 기타 무세 A 

90230000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90241010 전기 시험기계와 기기 무세 A 

90241090 기타 무세 A 

90248010 전기 시험기계와 기기, 

콘크리트ㆍ종이나 판지 시험용  

무세 A 

90248090 기타 무세 A 

90249000 부분품과 부속품 무세 A 

90251110 체온계 무세 A 

90251190 기타 3.5% A 

90251900 기타 무세 A 

90258010 기압계(다른기기와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5% A 

90258090 기타 무세 A 

90259010 다음의 물품(변환기는 제외한다): 

의료용 온도계, 

그 밖의 온도계와 고온계(기타 기기가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직시를 

위해 액체를 채운 것은 제외한다), 

제9025.80.90호의 물품 

무세 A 

90259090 기타 무세 A 

90261000 액체의 유량이나 액면의 측정이나 검사용의 것 무세 A 

90262000 압력의 측정용이나 검사용의 것 무세 A 

90268000 그 밖의 기기 무세 A 

90269000 부분품과 부속품 무세 A 

90271000 가스나 연기 분석용 기기 무세 A 

90272010 전기 장치 무세 A 

90272090 기타 무세 A 

90273010 간섭 측정식 분광광도계(푸리에 변환형) 무세 A 

90273091 기타: 전기적 기기와 장치 무세 A 

90273099 기타: 기타 무세 A 

90275000 그 밖의 기기(자외선ㆍ가시광선ㆍ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90278011 염분계ㆍ적정 기기ㆍ알에이치(rH) 및 피에이치(pH) 측정기, 

진동ㆍ소음이나 스파크 에너지 측정ㆍ분석이나 모니터링 기기: 

물리적이나 화학적 분석용[드릴링 머드ㆍ산화처리액ㆍ파쇄액이나 

유정 시멘트의 것으로 피에이치(pH) 측정기는 제외한다]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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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78019 염분계ㆍ적정 기기ㆍ알에이치(rH) 및 피에이치(pH) 측정기, 

진동ㆍ소음이나 스파크 에너지 측정ㆍ분석이나 모니터링 기기: 기타 

무세 A 

90278020 핵 자기 공명장치 무세 A 

90278090 기타 무세 A 

90279010 마이크로톰(microtoms)(그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다음의 물품용 부분품과 부속품(소호 제9027.80호와 변환기 물품용 

인쇄회로 조립품은 제외한다): 

전기적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장치, 

분광계ㆍ분광광도계 및 분광사진기(자외선ㆍ가시광선ㆍ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간섭분광광도계(푸리에 변형형)는 

제외한다], 

노출 미터, 

가스나 연기 분석장치, 

핵 자기 공명장치의 것, 

소호 제9027.50호의 물품의 것, 

제9027.80.90호의 물품의 것 

무세 A 

90279020 인쇄회로 조립품(소호 제9027.80호의 물품용) 무세 A 

90279090 기타 무세 A 

90281000 기체용 계기 무세 A 

90282010 연료주입펌프에 적합한 것(주유소나 정비소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90282090 기타 무세 A 

90283000 전기용 계기 무세 A 

90289010 기체용 계기의 것, 

액체용 계기의 것(연료주입펌프에 적합한 것으로 주유소나 정비소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변환기 

4% A 

90289090 기타 무세 A 

90291000 적산(積算)회전계ㆍ생산량계ㆍ택시미터ㆍ주행거리계ㆍ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무세 A 

90292010 전기 기기(차량용의 속도계와 회전계를 제외한다) 무세 A 

90292090 기타 무세 A 

90299010 적산(積算)회전계ㆍ생산량계ㆍ택시미터ㆍ주행거리계ㆍ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의 것, 

속도계와 회전계(차량용은 제외한다)의 것, 

스트로보스코프의 것, 

변환기 

무세 A 

90299020 차량용의 속도계와 회전계의 것 무세 A 

90301010 전기적 기기와 장치(핵 방사선 탐지용 알파-베타 가이거 

적산용계기ㆍ가이거 뮬러 계수기 및 기기와 장치는 제외한다) 

무세 A 

90301090 기타 무세 A 

90302000 오실로스코우프와 오실로그래프 무세 A 

90303110 휴대용이나 패널-인디케이팅 형 무세 A 

90303190 기타 무세 A 

90303200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무세 A 

90303310 전기 패널-인디케이팅 기기(자동차ㆍ항공기 또는 선박용은 

제외한다), 고전압 용량 브리지, 임피던스 측정기구(브리지는 

제외한다), 저항률 측정기구, 널 검출기(Null detectors), 휴대용 

무세 A 



TS-CDA-306 

이 양허표는 영어본 및 프랑스어본만 정본이다 

품목번호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릴레이 테스트 세트(고전압 공급 시스템 내의 보호 릴레이ㆍ회로 

차단기나 시동기 테스트용), 휴대용 유속계 시험기(자동차 유속 

테스트용으로 설계된 것), 저항 브리지, 전압계(패널형), 전류계 

90303390 기타 무세 A 

90303900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90304010 전기 패널 인티케이팅 기기, 

전계 강도 측정기 

무세 A 

90304090 기타 무세 A 

90308200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이나 검사용의 것 무세 A 

90308410 차트 기록기(자동처리기계와 함께 사용되도록 설계된 것에 

한정한다) 

무세 A 

90308490 기타 무세 A 

90308910 기구(자동처리기계와 함께 사용되도록 설계된 것에 한정한다) 무세 A 

90308990 기타 무세 A 

90309000 부분품과 부속품 무세 A 

90311000 균형시험기 무세 A 

90312010 전기식 무세 A 

90312090 기타 무세 A 

90314100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 검사용이거나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나 레티클 검사용의 것 

무세 A 

90314910 좌표 측정기계 무세 A 

90314990 기타 무세 A 

90318010 조정가능한 측정기가 없는 압력계, 

로드 셀(Load cells)(최대 등급이 1톤 이하인 것으로 저울 제조용), 

과일의 숙성을 측정하기 위한 압력 테스트기, 

그 밖의 기기ㆍ장비와 기계(전기적인 것에 한정한다) 

무세 A 

90318090 기타 무세 A 

90319010 베이스와 프레임(좌표 측정기계용) 무세 A 

90319090 기타 무세 A 

90321010 기계류용이나 장비용 무세 A 

90321090 기타 5% A 

90322000 매노우스타트 무세 A 

90328100 액압식이나 공기식의 것 무세 A 

90328910 기계류용이나 장비용의 것(식품산업과 음료산업이나 병원에서 

사용되는 살균이나 세정용액 컴포지션 제어용의 것은 제외한다) 

무세 A 

90328990 기타 무세 A 

90329000 부분품과 부속품 무세 A 

90330010 질량 분석계나 이들의 부분품 제조용 무세 A 

90330090 기타 무세 A 

910111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5% B 

91011900 기타 5% B 

91012100 자동권식의 것 5% B 

91012900 기타 5% B 

91019110 스톱워치 무세 A 

91019190 기타 5% B 

91019900 기타 5%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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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211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5% B 

91021200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5% B 

91021900 기타 5% B 

91022100 자동권식의 것 5% B 

91022900 기타 5% B 

91029110 스톱워치 무세 A 

91029190 기타 5% B 

91029900 기타 5% B 

91031000 전기 작동식의 것 11% C 

91039000 기타 14% C 

91040000 차량용ㆍ항공기용ㆍ우주선용이나 선박용의 계기반 클록과 이와 

유사한 클록 

무세 A 

91051100 전기 작동식의 것 14% C 

91051900 기타 14% C 

91052110 클록 시스템 6.5% B 

91052190 기타 14% C 

91052900 기타 14% C 

91059110 클록 시스템 5% B 

91059120 크로노미터(항공기나 선박용) 무세 A 

91059190 기타 14% C 

91059910 크로노미터(항공기나 선박용) 무세 A 

91059990 기타 11% C 

91061000 시간 등록기, 시간 기록기 무세 A 

91069010 주차시간 기록기 14% A 

91069090 기타 무세 A 

91070010 전자-기계적 관개 제어기, 

타임 스위치(기계류 제조용이나 장비 제조용) 

무세 A 

91070090 기타 6.5% A 

910811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이나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 

무세 A 

91081200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무세 A 

91081900 기타 무세 A 

91082000 자동권식의 것 무세 A 

91089000 기타 무세 A 

91091100 알람 시계 무세 A 

91091900 기타 무세 A 

91099000 기타 무세 A 

91101100 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미조립이나 부분적으로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무브먼트세트)  

무세 A 

91101200 불완전한 무브먼트(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91101900 러프 무브먼트 무세 A 

91109000 기타 무세 A 

91111000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케이스 무세 A 

91112000 비(卑)금속으로 만든 케이스(금이나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무세 A 

91118000 그 밖의 케이스 무세 A 

91119000 부분품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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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2000 케이스 무세 A 

91129000 부분품 무세 A 

91131010 시계 제작용 무세 A 

91131090 기타 4.5% A 

91132010 시계 제작용 무세 A 

91132090 기타 5% B 

91139000 기타 무세 A 

9114100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무세 A 

91142000 보석 무세 A 

91143000 문자판 무세 A 

91144000 지판과 브리지 무세 A 

91149000 기타 무세 A 

92011000 업라이트 피아노 무세 A 

92012000 그랜드 피아노 7% B 

92019010 하프시코드와 클라비코드 무세 A 

92019090 기타 7% A 

92021000 활을 사용하는 것 무세 A 

92029010 하프(오토하프를 포함한다) 무세 A 

92029090 기타 6% B 

92051000 금관악기 무세 A 

92059010 아코디언과 이와 유사한 악기, 

바순ㆍ클라리넷ㆍ잉글리쉬 

호른ㆍ파이프ㆍ플룻ㆍ오보에ㆍ피콜로ㆍ연습용 찬터ㆍ리코더와 

색소폰, 

키보드 파이프오르간, 

하모니카 

무세 A 

92059020 발 풍금과 이와 유사한 프리메탈 리드식의 건반악기 7% A 

92059090 기타 6% A 

92060010 카리용(교회용), 

드럼과 드럼 세트ㆍ심벌즈ㆍ오케스트라나 콘서트 차임과 

종ㆍ비브라하프나 비브라폰ㆍ마림바ㆍ실로폰과 조정된 핸드벨 

무세 A 

92060090 기타 6% A 

92071000 건반악기(아코디온은 제외한다) 6% B 

92079010 아코디언ㆍ오케스트라나 콘서트 차임과 종ㆍ비브라하프나 

비프라폰ㆍ마림바와 실로폰 

무세 A 

92079090 기타 6% A 

92081000 뮤지컬박스 6% A 

92089000 기타 6% A 

92093010 오토하프ㆍ클라비코드ㆍ하프시코드ㆍ하프ㆍ비올ㆍ비올라ㆍ바이올린

과 첼로용, 

기타ㆍ벤조나 만돌린 제조용 

무세 A 

92093090 기타 4.5% A 

92099110 아그라프(Agraffes)ㆍ베이스 댐퍼 부분품ㆍ브라이들 가죽과 

브라이들 스트랩ㆍ댐퍼 소켓ㆍ댐퍼 로드ㆍ벗겨진 햄머 헤드와 햄머 

헤드 몰딩ㆍ키 바텀(key bottom)ㆍ피아노나 오르간 샤프ㆍ튜닝 

핀ㆍ히치 핀ㆍ브리지 핀ㆍ키 핀(key pins)ㆍ센터 브라스 핀ㆍ브라스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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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플랜지 플레이트ㆍ가압바ㆍ종이나 펠트 펀칭ㆍ레일 훅ㆍ스프루스 

사운딩 보드ㆍ스푼ㆍ백 체크 와이어ㆍ브리들 와이어ㆍ댐퍼 

와이어ㆍ다월 와이어ㆍ리프터 와이어ㆍ햄머 와이어와 피아노 

플레이트 

92099190 기타 5% A 

92099210 하프와 활로 연주하는 악기용, 

기타ㆍ벤조나 만돌린 제조용 

무세 A 

92099220 그 밖의 현악기용(키보드 현악기를 제외한다) 6% A 

92099410 피아노나 오르간의 제조용이나 수리용, 

부분품과 부속품(기타ㆍ벤조나 만돌린 제조용으로 음향이 

발생하거나 전기적으로 증폭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카리용의 부분품(교회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92099490 기타 5% B 

92099910 하프시코드ㆍ클라비코드ㆍ아코디언과 이와 유사한 악기용ㆍ금관 

악기ㆍ바수운ㆍ클라리넷ㆍ잉글리쉬 

호른ㆍ파이프ㆍ플루트ㆍ오보에ㆍ피콜로ㆍ연습용 

찬터ㆍ리코더ㆍ색소폰ㆍ드럼과 드럼 세트ㆍ심벌즈ㆍ오케스트라나 

콘서트용 차임과 벨ㆍ비브라하프나 비브라폰ㆍ마림바ㆍ실로폰과 

조정된 핸드벨 및 카리용(교회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용, 

부분품과 부속품(키보드 파이프 오르간용ㆍ발풍금과 이와 유사한 

프리메탈 리드식의 건반악기용) 

무세 A 

92099920 뮤지컬 박스용의 메커니즘 3% A 

92099930 메트로놈(포크와 조율관을 튜닝시킨 것) 5.5% B 

92099990 기타 5% A 

93011110 총기류 무세 A 

93011190 기타 7% A 

93011910 총기류 무세 A 

93011990 기타 7% A 

93012000 로켓발사기, 화염발사기, 유탄발사기, 어뢰발사관과 이와 유사한 

발사장치 

7% A 

93019010 총기류 무세 A 

93019090 기타 7% A 

93020000 리볼버와 피스톨(제9303호나 제9304호의 것은 제외한다) 3.5% A 

93031000 총구장전 화기 3.5% A 

93032010 펌프나 슬라이드 액션(slide-action) 산탄총 3.5% A 

93032090 기타 3.5% A 

93033010 볼트 작동이나 반자동 0.22 캘리버 림파이어(rimfire) 라이플(목표 

사격 라이플은 제외한다) 

7% A 

93033090 기타 3.5% A 

93039010 유독탄 발포에 의한 맹수류의 제거를 위한 장치, 

자동 폭발 조류퇴치용 장치 

무세 A 

93039090 기타 3.5% A 

93040010 총기와 피스톨(스프링식이나 가스식) 3.5% A 

93040090 기타 7% A 

93051000 리볼버나 피스톨의 것 3.5% A 

93052100 산탄총의 총열 2%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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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허표는 영어본 및 프랑스어본만 정본이다 

품목번호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3052910 볼트 작동이나 반자동 0.22 캘리버 림파이어(rimfire) 라이플용 

부속품(목표 사격 라이플의 부속품은 제외한다), 

부분품 

무세 A 

93052990 기타 7.5% A 

93059100 제9301호의 군용무기의 것 3.5% A 

93059910 유독탄 발포에 의한 맹수류의 제거를 위한 장치의 부분품, 

자동 폭발 조류퇴치용 장치의 부분품 

무세 A 

93059990 기타 3.5% A 

93062100 탄약 7% A 

93062900 기타 무세 A 

93063010 맹수류 제거용 기기의 유독탄, 

스타터 카트리지와 이들의 부분품(디젤이나 세미 디젤엔진용), 

조류퇴치용으로 설계된 트윈 샷 카트리지 

무세 A 

93063090 기타 7% A 

93069010 폭탄ㆍ수류탄ㆍ어뢰ㆍ지뢰ㆍ미사일과 이와 유사한 군수품의 부분품  3.5% A 

93069090 기타 7% B 

93070000 검류ㆍ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칼집 7% A 

94011000 항공기용 의자 무세 A 

94012000 차량용 의자 6% A 

94013010 가정용 8% B 

94013090 기타 무세 A 

94014000 침대겸용의자(가든시트나 캠핑용은 제외한다) 9.5% A 

94015110 대나무나 등나무 가구 제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 미완성된 것과 

미조립된 것 

무세 A 

94015190 기타 9.5% A 

94015910 대나무나 등나무 가구 제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 미완성된 것과 

미조립된 것 

무세 A 

94015990 기타 9.5% A 

94016110 가정용 9.5% B 

94016190 기타 무세 A 

94016910 가정용 9.5% B 

94016990 기타 무세 A 

94017110 가정용 8% B 

94017190 기타 무세 A 

94017910 가정용 8% A 

94017990 기타 무세 A 

94018010 가정용 9.5% A 

94018090 기타 무세 A 

94019011 가정용 의자의 것(침대 겸용 의자는 제외한다)(정원용 의자나 

캠핑용은 제외한다)과 등나무ㆍ버드나무 가지ㆍ대나무나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의자의 것: 1제곱미터당 가격이 34.70달러 

이하인 재단 및 봉제된 가죽과 비닐 커버로 속ㆍ용수철ㆍ커버 등을 

댄 가구 제조용,미완성된 활엽수류의 나무로 만든 

프레임[천공ㆍ성형과 연마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부분적으로 조립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노출된 장식적 나무 

프레임을 가진 속ㆍ용수철ㆍ커버 등을 댄 예비 정지형 의자 

무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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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용),금속으로 만든 가정용 가죽 속ㆍ용수철ㆍ커버 등을 댄 

안락의자[기관용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용 

94019019 가정용 의자의 것(침대 겸용 의자는 제외한다)(정원용 의자나 

캠핑용은 제외한다)과 등나무ㆍ버드나무 가지ㆍ대나무나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의자의 것: 기타 

무세 A 

94019020 방직용 섬유로 만든 항공기 의자용의 것 무세 A 

94019090 기타 무세 A 

94021000 치과용 의자ㆍ이발용 의자나 이와 유사한 의자와 이들의 부분품 무세 A 

94029000 기타 무세 A 

94031000 금속으로 만든 사무실용 가구 무세 A 

94032000 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 8% B 

94033000 나무로 만든 사무실용 가구 무세 A 

94034000 나무로 만든 주방용 가구 9.5% B 

94035000 나무로 만든 침실용 가구 9.5% B 

94036010 가정용 9.5% B 

94036090 기타 무세 A 

94037010 가정용 9.5% A 

94037090 기타 무세 A 

94038111 가정용: 대나무나 등나무 가구 제조용(미완성되고 미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94038119 가정용: 기타 9.5% B 

94038190 기타 무세 A 

94038911 가정용: 대나무나 등나무 가구 제조용(미완성되고 미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94038919 가정용: 기타 9.5% B 

94038990 기타 무세 A 

94039000 부분품 무세 A 

94041000 매트리스 서포트 8% A 

94042100 셀룰로오스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 9.5% B 

940429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9.5% C 

94043000 침낭 15.5% C 

94049010 면으로 만든 베개ㆍ쿠션과 이와 유사한 가구용품, 

퀼트ㆍ깃털이불ㆍ컴포터(comforters)와 이와 유사한 제품(견이나 

견웨이스트(wast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4% B 

94049090 기타 14% B 

94051000 샹들리에(chandeliers)와 그 밖의 천장용 또는 벽부착용의 전기식 

조명기구(공공장소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7% C 

94052000 전기식의 테이블ㆍ책상ㆍ침대나 마루 스탠드 램프 7% C 

94053000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세트 7% A 

94054010 크세논 형 무세 A 

94054020 영화나 연극용 조명 6% A 

94054090 기타 7% C 

94055010 촛대와 캔델라브라(candelabras) 5% B 

94055090 기타 7% B 

94056000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7%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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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59110 램프의 등피 무세 A 

94059191 기타: 조명 유리(형상을 갖춘 이후에 유리의 표면에 어떤 재질로든 

장식된 글로브나 구상의 것은 제외한다),줄을 꿰지 않은 팬던트 

무세 A 

94059199 기타: 기타 무세 A 

940592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무세 A 

94059910 랩-어라운드 복합 곡선 루버(양극처리된 알루미늄의 것으로 형광 

조명 설비 제조용) 

무세 A 

94059990 기타 무세 A 

94060011 목초 저장용 사일로(미조립이나 미완성된 것으로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며 사일로 제조용) 

무세 A 

94060019 목초 저장용 사일로: 기타 4.5% A 

94060020 공기 지지식 빌딩 15.5% B 

94060090 기타 6% A 

95030010 어린이용으로 설계된 바퀴가 달린 완구(예: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인형용 차  

8% B 

95030090 기타 무세 A 

95041000 비디오 게임용구(텔레비전 수신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95042000 각종의 당구용구와 부속품 무세 A 

95043000 그 밖의 게임용구(코인ㆍ은행권ㆍ은행카드ㆍ토큰 또는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볼링장용구는 제외한다)  

무세 A 

95044000 유희용 카드 무세 A 

95049010 핀볼 게임과 그 밖의 게임 테이블이나 보드 무세 A 

95049090 기타 무세 A 

95051000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무세 A 

95059000 기타 무세 A 

95061110 활강 스키 무세 A 

95061190 기타 7.5% A 

95061200 스키파스닝(스키바인딩) 7% A 

95061900 기타 6.5% A 

95062100 세일보드 9.5% A 

95062900 기타 7.5% A 

95063100 골프채(완제품으로 한정한다) 7.5% A 

95063210 연습용의 속이빈 공 5.5% A 

95063290 기타 8% B 

95063910 완성된 그립(골프 클럽 제조용), 

샤프트(강이나 흑연의 것) 

무세 A 

95063920 헤드(목재로 만든 것), 

샤프트(목재로 만든 것) 

2.5% A 

95063930 강이나 철로 만든 단조헤드(접지ㆍ광택ㆍ도금이나 그 밖의 마무리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5% B 

95063990 기타 7% B 

95064000 탁구용구 7% A 

95065100 론테니스 라켓(줄을 맨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무세 A 

95065910 스쿼시ㆍ배드민턴이나 라켓볼용 라켓 무세 A 

95065990 기타 7% A 



TS-CDA-313 

이 양허표는 영어본 및 프랑스어본만 정본이다 

품목번호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5066100 론테니스 공 무세 A 

95066210 지적장애아동의 훈련용으로 제작된 것(학교ㆍ아카데미ㆍ대학이나 

신학교에서 사용되거나 그러한 아동들을 훈련하는 협회ㆍ사회나 

기관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농구ㆍ배구 또는 축구용 

무세 A 

95066290 기타 7% A 

95066910 크리켓 볼 7% A 

95066920 잔디밭이나 양탄자 보울링ㆍ크로켓ㆍ스쿼시나 라켓볼용의 공 무세 A 

95066990 기타 7% A 

95067011 부츠나 그 밖의 신발류가 부착된 아이스 스케이트나 롤러스케이트: 

아이스 스케이트 

18% C 

95067012 부츠나 그 밖의 신발류가 부착된 아이스 스케이트나 롤러스케이트: 

롤러 스케이트 

18% C 

95067020 부츠나 그 밖의 신발류가 부착되지 않은 아이스 스케이트나 

롤러스케이트 

5.5% A 

95069110 운동용 자전거, 

부분품(신체적 운동 기계 제조용), 

스테어 클라임 방식의 기계  

무세 A 

95069190 기타 6.5% B 

95069910 배트민턴 버드(셔틀콕), 

알루미늄으로 만든 야구 방망이, 

얼굴 마스크와 어깨 패드(미식축구용), 

등산용 

무세 A 

95069920 트랩사격용의 클레이 피전, 

컬링 스톤, 

하키 스틱 

2.5% A 

95069931 운동능력 개발용 동력 장비:  

자동화된 타격 케이지, 

점토 타겟 투척기계, 

야구나 소프트볼용 투구 기계 

6% A 

95069939 운동능력 개발용 동력 장비: 기타 무세 A 

95069940 크리켓용 다리 패드와 방망이 7% A 

95069950 정강이보호대와 팔꿈치나 어깨 패드(미식축구용은 제외한다), 

허리ㆍ허벅지와 엉덩이 보호장비 

15.5% C 

95069990 기타 7.5% B 

95071010 부분품(어망 제조용) 무세 A 

95071090 기타 6.5% B 

95072000 낚시바늘(낚시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무세 A 

95073000 낚시 릴 6.5% B 

95079010 운동선수용 낚시줄(소매용 포장상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7% B 

95079091 기타: 낚시용 망 가방(낚시용 망 제조용), 

루어ㆍ지거ㆍ인조 미끼ㆍ라인 플로트와 낚시 줄(가는 낚시줄을 

포함한다)(둘레가 38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상업적 어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스플릿 링과 회전고리(낚시 루어 제조용) 

무세 A 

95079099 기타: 기타 6.5% B 



TS-CDA-314 

이 양허표는 영어본 및 프랑스어본만 정본이다 

품목번호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5081000 순회서커스용과 순회동물원용의 용품 무세 A 

95089000 기타 무세 A 

96011000 가공한 아이보리와 그 제품 무세 A 

96019000 기타 6.5% B 

96020010 인조벌집, 

의료용품용 젤라틴 캡슐, 

가공된 호박(신변장신용품 제조용) 

무세 A 

96020090 기타 6.5% B 

96031010 비 11% C 

96031020 브러시 7% B 

96032100 치솔(덴탈플레이트 브러시를 포함한다) 7% B 

96032900 기타 7% A 

96033010 회화용 붓 7% B 

96033090 기타 무세 A 

9603401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롤러 15.5% B 

96034090 기타 7% B 

96035000 그 밖의 브러시(기계ㆍ기구 또는 차량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무세 A 

96039010 비 11% C 

96039020 모터를 갖추지 않은 수동식 바닥청소기 8% C 

96039030 모프(mop)(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5.5% C 

96039090 기타 6.5% B 

96040000 수동식 체와 어레미 6.5% B 

96050000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ㆍ바느질용 또는 신발이나 의류 청소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6.5% B 

96061000 프레스파스너ㆍ스냅파스너와 프레스스터드와 이들의 부분품 무세 A 

960621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무세 A 

96062200 비(卑)금속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무세 A 

96062900 기타 무세 A 

96063010 단추 부분품(금속 스탬핑으로 전체나 일부가 구성된 것으로 도포된 

단추 제작용)  

무세 A 

96063090 기타 무세 A 

96071110 밀폐와 방수 무세 A 

96071190 기타 10% C 

96071900 기타 11% C 

9607201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1.5% C 

96072090 기타 무세 A 

96081000 볼펜 7% A 

96082000 팁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으로 된 펜과 마커 7% A 

96083100 인디언 잉크 드로잉펜 7% B 

96083900 기타 7% C 

96084000 프로펠링이나 슬라이딩 펜슬 7% C 

96085000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7% C 

96086010 볼펜 제조용 무세 A 



TS-CDA-315 

이 양허표는 영어본 및 프랑스어본만 정본이다 

품목번호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6086090 기타 7% C 

96089110 울 펠트나 플라스틱 펜촉(포러스팁 펜이나 마커 제조용) 무세 A 

96089190 기타 5% B 

96089910 볼펜 제조용 부분품(심은 제외한다) 무세 A 

96089990 기타 7% C 

96091000 연필과 크레용(견고한 집속에 심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7% C 

96092010 연필 제조용 무세 A 

96092090 기타 6% B 

96099000 기타 7% C 

96100000 석판과 보드(필기용이나 도화용의 면을 갖춘 것에 한정하며, 틀의 

유무를 불문한다) 

4.5% A 

96110000 날짜 도장ㆍ봉합용 스탬프 또는 넘버링스탬프(numbering stamp)와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label)에 날인하거나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으로 한정한다], 수동식 조판용 스틱과 그러한 

조판용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 인쇄용 세트  

6.5% B 

96121010 신선한 과실이나 채소 포장용 기계류에 사용되는 것 무세 A 

96121020 기타(인조섬유로 만든 직물로 폭이 30밀리미터 이하이고 카트리지에 

영구 장착된 것은 제외한다) 

15.5% C 

96121030 기타(인조섬유를 함유하는 것) 15.5% C 

96121090 기타 8.5% B 

96122000 잉크 패드 8.5% B 

96131000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6.5% B 

96132000 포켓용 라이터(가스 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9% C 

96138010 테이블 라이터 9.5% B 

96138090 기타 8% B 

96139000 부분품 6.5% B 

96140011 파이프와 파이프 볼: 해포석 파이프(브라이어 우드로 부분적으로 

구성된 것은 제외한다), 

거칠게 성형한 나무나 뿌리 블록(파이프용) 

무세 A 

96140019 파이프와 파이프 볼: 기타 6.5% B 

96140090 기타 7% B 

96151100 경화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5.5% B 

96151900 기타 7% A 

96159000 기타 6.5% C 

96161000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와 이들의 마운트와 

두부 

8.5% B 

96162000 화장용 분첩과 패드 12% C 

96170000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를 제외한다) 

7.5% B 

96180000 마네킹 인형과 그 밖의 모델형 인형, 자동인형과 그 밖의 쇼윈도 

장식용의 움직이는 전시용품 

9% B 

97011010 예술가가 창작한 원본 

 

주: 이 세번에 분류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최혜국 

무세 A 



TS-CDA-316 

이 양허표는 영어본 및 프랑스어본만 정본이다 

품목번호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세율이다. 

97011090 기타 5.5% A 

97019010 예술가가 창작한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의 원본 

 

주: 이 세번에 분류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최혜국 

세율이다. 

무세 A 

97019090 기타 7% A 

97020000 판화ㆍ인쇄화와 석판화의 원본 

 

주: 이 세번에 분류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최혜국 

세율이다. 

무세 A 

97030000 조각과 조상(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의 원본 

 

주: 이 세번에 분류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최혜국 

세율이다. 

무세 A 

97040000 우표 또는 수입인지ㆍ우편요금 

별납증서ㆍ초일(初日)봉투ㆍ우편엽서류와 이와 유사한 것(이미 

사용한 것이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제4907호의 것은 제외한다) 

 

주: 이 세번에 분류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최혜국 

세율이다. 

무세 A 

97050000 수집품과 

표본(동물학ㆍ식물학ㆍ광물학ㆍ해부학ㆍ사학ㆍ고고학ㆍ고생물학ㆍ민

족학 또는 고전학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주: 이 세번에 분류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최혜국 

세율이다 

무세 A 

97060000 골동품(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 

 

 

주: 이 세번에 분류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최혜국 

세율이다. 

무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