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번 H S  코드 품명

1 0106.20 - 충류 

0106202000 자라

2 0206.10 - 소의 것, 신선 는 냉장한 것

0206100000 소의 것, 신선 는 냉장한 것

3 0206.21 - 

0206210000 소식용설육( /냉동)

4 0206.22 - 간

0206220000 소식용설육(간장/냉동)

5 0207.14 단육  설육, 냉동한 것

0207142010 닭간장(냉동)

0207142090 닭기타설육(냉동)

6 0210.20 -쇠고기

0210201000 쇠고기(육과식용설육/건조/훈제)

7 0210.99 - 기타:

0210991020 돼지고기(육 는 식용설육분, 조분)

8 0301.10 상용의 것

0301109000 기타

9 0301.92 - 뱀장어(앵궐라종)

0301921000 실장어

10 0301.99 - 기타:

0301992000 방어

0301995000 붕장어

0301996000 갯장어

0301997000 먹장어

11 0302.22 - 가자미( 루로넥테스 라테사)

0302220000 가자미( 루로넥테스 라테사)

12 0302.29 - 기타

0302290000 기타

13 0302.31 - 날개다랑어 는 긴지느러미다랑어(터 스알라룽가)

0302310000 날개다랑어 는 긴지느러미다랑어(터 스알라룽가)

14 0302.32 - 황다랑어(터 스 알바카 스)

0302320000 황다랑어(터 스 알바카 스)

15 0302.39 - 기타

0302390000 기타

16 0302.50
- 구(가두스모르화·가두스오각·가두스마크로세팔루스) 단,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0302500000
구(가두스모르화·가두스오각·가두스마크로세팔루스) 단,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17 0302.69 - 기타:

0302692000 방어

18 0303.31
- 넙치( 인하드티우스·히포 러소이데스·히포 러서스 

히포 러서스,히포 러서스 스테노 피스)

0303310000 넙치( 인하드티우스·히포 러소이데스·히포 러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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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포 러서스·히포 러서스 스테노 피스)

19 0303.32 - 가자미( 루로넥테스 라테사)

0303320000 가자미( 루로넥테스 라테사)

20 0303.39 - 기타

0303390000 기타

21 0303.42 - 황다랑어(터 스 알바카 스)

0303420000 황다랑어(터 스 알바카 스)

22 0303.43 - 가다랑어 는 무늬버니토우

0303430000 가다랑어 는 무늬버니토우

23 0303.44 - 다랑어(터 스오베서스)

0303440000 다랑어(터 스오베서스)

24 0303.49 - 기타

0303490000 기타

25 0303.50 - 청어(클루페아 하 구스·클루페아 팔라시)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0303500000 청어(클루페아 하 구스·클루페아 팔라시)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26 0303.60
- 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 오각·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0303600000
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 오각·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27 0303.71
-정어리(사르디나필차르두스·사르디노 스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 

리스링 는 스 랫(스 라투스 스 라투스)

0303710000
정어리(사르디나필차르두스·사르디노 스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 

리스링 는 스 랫(스 라투스 스 라투스)

28 0303.75 - 곱상어와 기타 상어

0303750000 곱상어와 기타 상어

29 0303.79 기타

0303794010 옥돔( 랜치오스테거스 자포니커스)

0303799020 복어

0303799070 볼낙( 어 포함)

0303799092 먹장어

0303799096 가오리

30 0305.20 - 간장과 어란(건조·훈제·염장 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

0305202000 건조어란

31 0305.63 - 멸치(엔그로리스 종)

0305631000 멸치젓

32 0305.69 - 기타

0305696000 조기

0305699000 기타

33 0306.24 게

0306241090 기타

34 0307.21 - 산 것·신선 는 냉장한 것:

0307210000 산 것·신선 는 냉장한 것

35 0307.41 - 산것·신선 는 냉장한 것:

0307411000 갑오징어

36 0307.91 산 것·신선 는 냉장한 것

0307911500 피조개

0307911800 바지락

37 0307.99 - 기타:

0307991130 바지락

0307991150 피조개

0307991190 기타

0307991990 기타

0307993120 바지락

0307993190 기타



38 0403.90 기타

0403902000 응고유와 응고크림

0403909000 기타 발효 는 산성화된 크와 크림

39 0404.10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하 거나 첨가하 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404101010 유장 분말

0404101090 유장(기타)

0404102110 변성유장 (유당을 제거)

0404102120 변성유장 (무기질을 제거)

0404102130 변성유장 (유장농축 단백질)

0404102190 변성유장 (기타/유당 단백질 는 무기질의 부 는 일부 제거)

0404102900 변성유장 (기타)

40 0406.10
신선한(숙성되지 아니한 것 는 처리하지 아니한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

0406102000 커드

41 0406.40 - 블루바인 치즈

0406400000 블루바인 치즈

42 0407.00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장처리 는 조리한 것에 한한다)

0407001090 조란 기타(신선)

0407009000 조란 기타

43 0408.91 - 건조한 것

0408910000 조란(건조한 것)

44 0408.99 기타

0408999000 조란 기타

45 0506.90 - 기타

0506902000 나. 골분.

46 0602.10 - 뿌리가 없는 삽수와 수:

0602109000 산식물기타(뿌리없는 삽수, 수)

47 0602.90 - 기타:

0602901090 화훼류기타

0602909090 산식물(기타)

48 0603.10 신선한 것

0603105000 백합( 화/신선)

0603108000 안개 ( 화/신선)

0603109000 화(기타/신선)

49 0603.90 - 기타

0603900000 화와꽃(기타/신선이외)

50 0702.00 토마토(신선 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2000000 토마토(신선 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51 0704.10 - 꽃양배추  결구된 로콜리:

0704100000 꽃양배추  결구된 로콜리(신선/냉장)

52 0704.20 - 방울다다기 양배추

0704200000 방울다다기 양배추(신선/냉장)

53 0709.20 - 아스 라거스

0709200000 2. 아스 라거스(신선/냉장)

54 0709.51 -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0709517000 양송이 버섯(신선/냉장)

55 0709.59 - 기타 

0709592000  표고버섯(신선/냉장)

56 0709.90 - 기타 

0709903000 호박(신선/냉장)

57 0710.80 - 기타 채소

0710801000 양 (냉동)

58 0712.39 - 기타: 

0712391020 (나) 표고버섯(건조)



59 0712.90 3. 기타 채소  채소류의 혼합물

0712902030 (3) (건조)

0712902040 (4) 당근(건조)

0712902050 (5) 호박(건조)

0712902070 (7) 토란 기(건조)

60 0713.40 - 즈콩:

0713400000 즈콩(건조)

61 0714.20 2. 고구마

0714204000 라. 냉동한 것

62 0714.90 - 기타:

0714901010 (1) 칡뿌리(냉동)

0714901090 (2) 칡뿌리(기타)

0714909010 (1) 서류(기타/냉동)

63 0801.31 - 탈각하지 아니한 것

0801310000 캐슈넛(미탈각)

64 0801.32 - 탈각한 것

0801320000 캐슈넛(탈각)

65 0805.50
- 몬(시트리스리몬ㆍ시트리스 리머늄)과 라임(시트리스 오란티폴리아 

ㆍ시트리스 라티폴리아)

0805501000 몬(시트리스리몬ㆍ시트리스 리머늄)

66 0806.20 - 건조한 것

0806200000 2. 포도(건조한 것)

67 0807.19 - 기타

0807190000 멜론(기타/신선)

68 0809.20 - 버

0809200000 2. 버 (신선)

69 0809.40 - 자두와 슬로우

0809402000 나. 슬로우(신선)

70 0810.10 - 본류 딸기

0810100000 본류 딸기(신선)

71 0810.50 - 키 루트

0810500000 키 루트(신선)

72 0810.90 - 기타:

0810901000 감(신선)

0810905000 매실(신선)

73 0811.10 - 본류 딸기

0811100000 본류 딸기(냉동)

74 0812.10 - 버

0812100000 버 (일시 장처리)

75 0812.90 - 기타

0812901000 본류 딸기(일시 장처리)

76 0813.50 - 이 류의 견과류 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0813500000 5. 과실견과의혼합물(제0813호의 것)

77 0814.00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 냉동, 건조 는 염수, 

유황수 기타의 장 용액으로 일시 장처리한 것에 한한다)

0814001000 감귤류의 껍질(신선/냉동)

78 1103.11 - 가루

1103110000 분쇄물/조분( 의 것)

79 1103.20 - 펠리트 

1103201000 의 것

1103203000 보리의 것

1103209000 기타

80 1104.30 - 곡물의 배아(원상의 것·압축한 것· 이크상의 것 는 분쇄한 것)

1104301000 의 것



81 1106.20 - 사고·뿌리 는 괴경의 것(제0714호의 것)

1106201000 칡뿌리의 것

1106209000 기타

82 1106.30 - 제8류 물품의 것

1106300000 분, 조분과 분말(제8류 물품의 것)

83 1207.99 - 기타:

1207991000 (1) 들깨씨

84 1211.20 2. 인삼

1211202120 타 렛 는 캡슐

85 1214.90 - 기타

1214901000 사료용 근채류

1214909090 사료용 근채류(기타)

86 1301.90 - 기타:

1301909000 나. 락검 기타

87 1302.19 - 기타:

1302191110 인삼엑스(백삼)

88 1401.10 - 

1401101000 맹종죽

1401102000 청환죽

1401109000 기타     

89 1507.90 - 기타:

1507901000 두유(정제유)

1507909000 두유(기타)

90 1514.19 - 기타:

1514191000 유채유와 그 분획물( 에루크산/정제유)

1514199000 유채유와 그 분획물( 에루크산/기타)

91 1514.99 - 기타: 

1514991010 유채유(기타/ 이 유 는 콜자유)(정제유)

1514991020 겨자유(정제유)

1514999000 유채유 는 겨자유와 그 분획물(기타)

92 1515.90 6. 기타

1515909010 미강유와 그 분획물

93 1516.20 -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1516201010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

1516201050 참기름과 그 분획물

1516202090 기타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94 1604.19 - 기타:

1604199090 기타

95 1604.20 기타 조제 는 장처리한 어류:

1604204010 게맛의 것

1604204090 기타

1604209000 기타

96 1605.90 기타

1605909090 기타

97 1702.30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과당을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량의 100분의 20미만인 것에 한한다)

1702301000 포도당(과당 20% 미만)

98 1702.40
-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량의 

100분의20이상이고 100분의 50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만 화당을 제외한다

1702401000 포도당(과당 20% 이상 50% 미만)

99 1702.60
-기타의 과당과 과당시럽(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량의 100분의 

50을 과하는 것에 한한다)

1702601000 과당

100 1702.90 기타[ 화당  기타의 당류와 당시럽혼합물(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량이 



량의 100분의50인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1702902000 나. 캐러멜당

1702903000 다. 맥아당

1702909000 라. 기타

101 1806.90 4. 기타

1806902910 조제식료품 기타(맥아엑스)

1806903099 조제식료품 기타(기타)

102 1902.19 - 기타:

1902191000 국수

1902192000 당면

103 1904.10 - 곡물 는 곡물산품을 팽창 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

1904109000 곡물조제식료품(기타)

104 1904.20
- 볶지 아니한 곡물 이크의 조제식료품, 볶지 아니한 곡물 이크와 볶은 

곡물 이크 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식료품)

1904201000 가. 무슬리 형태의 조제식료품의 것

1904209000 나. 기타

105 1904.90 4. 기타

1904909000 기타

106 1905.90 - 기타:

1905901050 미과

1905909020 라이스 페이퍼

107 2001.90 2. 기타

2001909040 스 트 콘(조제 장처리)

108 2004.10 - 감자

2004100000 감자(조제 장처리/냉동)

109 2005.80 - 스 트 콘(쟈 메이스 변종, 카라타)

2005800000 스 트 콘(쟈 메이스 변종, 카라타/조제 장처리)

110 2007.91 - 감귤류의 과실

2007911000 잼·과실제리  마말 이드(감귤류)

111 2008.50 - 살구:

2008500000 살구(조제 장처리)

112 2008.60 - 버 :

2008600000 버 (조제 장처리)

113 2008.80 - 딸기:

2008800000 딸기(조제 장처리)

114 2008.92 혼합물

2008922000 과실 샐러드(조제 장처리)

115 2009.12 -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릭스 값이 20을 과하지 않는 것

2009120000 오 지쥬스(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릭스 값이20을 과하지 않는 것)

116 2009.31 - 릭스 값이 20을 과하지 않는 것

2009311000 몬쥬스( 릭스 값이 20을 과하지 않는 것)

2009312000 라임쥬스( 릭스 값이 20을 과하지 않는 것)

2009319000 감귤류쥬스기타( 릭스 값이 20을 과하지 않는 것)

117 2009.39 - 기타

2009392000 라임쥬스(기타)

2009399000 감귤류쥬스기타(기타)

118 2009.49 - 기타 

2009490000 인애 쥬스(기타)  

119 2009.69 - 기타

2009690000 포도쥬스(기타)

120 2009.71 - 릭스 값이 20을 과하지 않는 것

2009710000 사과쥬스( 릭스 값이 20을 과하지 않는 것)

121 2101.20 - 차 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과 차 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2101201000 차 는 마태조제품 (설탕, 몬 는 용물을 함유한 것)

122 2103.10 - 간장

2103100000 간장

123 2103.90 - 기타:

2103901010 된장

2103901020 춘장

2103901030 고추장

2103909040 메주

124 2106.10 -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

2106101000 두부

125 2106.90 2. 기타

2106904010 김

2106909020 (2) 버터를 기제로 한 조제품

2106909050 (5) 향미용 조제품

126 2202.90 - 기타:

2202901000 인삼음료

2202902000 과즙음료

127 2206.00
기타의 발효주( :사과술·배술·미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콜성 음료와의 혼합물

2206002090 곡물발효주기타

128 2207.10
-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용량의 100분의 80이상인 것에 

한한다)

2207101000 가. 조주정

129 2208.20 - 포도주 는 포도즙을 짜낸 꺼기에서 얻은 증류주:

2208201000 꼬냑

2208209000 기타

130 2208.30 - 스키류:

2208301000 스카시 스키

2208309000 기타

131 2208.40 - 럼  태피아:

2208400000 럼  태피아

132 2208.50 - 진  제네바:

2208500000 진  제네바

133 2208.60 - 보드카:

2208600000 보드카

134 2208.70 - 리큐르류  코디얼:

2208709000 기타 리큐르류  코디얼

135 2208.90 - 기타:

2208901000 랜디류(제2208.20호의 것은 제외한다)

2208909000 기타 주정음료

136 2301.20 -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펠리트

2301209000 기타

137 2308.00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308009000 기타

138 2523.10 - 시멘트클링커:

2523100000 1. 시멘트클링커

139 2523.21 - 백시멘트(인공 으로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23210000 가. 백시멘트(인공 으로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40 2523.29 - 기타:

2523290000 나. 기타

141 2523.90 - 기타 수경성 시멘트

2523901000 슬랙시멘트



142 2710.11 - 경질석유  조제품:

2710111000 (1) 자동차 휘발유

2710119000 (6) 기타

143 2710.19 - 기타:

2710191090 (나) 기타

2710192010 (가) 등유

2710192020 (나) 제트연료유

2710192090 (라) 기타

2710193000 (3) 경유

2710194010 (가) 경질 유(방카에이유)

2710194020 (나) 유(방카비유)

2710194030 (다) 방카씨유

2710194090 (라) 기타

2710195010 조유

2710195020 윤활유기유

144 2815.11 - 고체의 것

2815110000 고체의 것

145 2815.12 - 액체의 것(소다 는 액상소다)

2815120000 액체의 것(소다 는 액상소다)

146 2903.15 - 1,2-이염화에탄(이염화에틸 )

2903150000 마. 1,2-이염화에탄(이염화에틸 )

147 2903.21 - 염화비닐(염화에틸 ):

2903210000 가. 염화비닐(염화에틸 )

148 2905.12 - 1- 로 올( 로필알콜)과 2- 로 올(이소 로필알콜)

2905122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2905122090 기타

149 2905.13 -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콜)

2905130000 다.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콜)

150 2905.14 -기타 부탄올

2905140000 라. 기타 부탄올

151 2905.16 - 옥탄올(옥틸알콜)과 그 이성체

2905161000 2-에틸헥실알콜

152 2905.32 - 로필 리콜( 로 -1,2-디올)

2905320000 나. 로필 리콜( 로 -1,2-디올)

153 2905.39 - 기타

2905392000 네오펜틸 리콜

154 2905.44 - 디- 루시톨(소르비톨)

2905440000 디- 루시톨(소르비톨)

155 2907.11 - 페놀(석탄산)과 그 염

2907111000 페놀

156 2907.23 - 4,4´-이소 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디페닐올 로 )과 그 염

2907231000 4,4·이소 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157 2910.20 - 메틸옥시란( 로필 옥사이드)

2910200000 2. 메틸옥시란( 로필 옥사이드)

158 2910.30 - 1-클로로-2,3-에폭시 로 (에피클로로히드린)

2910300000 3. 1-클로로-2,3-에폭시 로 (에피클로로히드린)

159 2914.11 - 아세톤

2914110000 아세톤

160 2915.21 - 산

2915210000 산

161 2915.31 - 산에틸

2915310000 가. 산에틸

162 2915.32 - 산비닐



2915320000 나. 산비닐

163 2915.33 - 산노르말부틸

2915339000 (2) 기타

164 2916.11 - 아크릴산과 그 염

2916111000 아크릴산

165 2916.12 - 아크릴산의 에스테르

2916121000 아크릴산에틸

2916122000 아크릴산메틸

2916123000 아크릴산부틸

2916124000 아크릴산 2-에틸헥실

166 2916.13 - 메타아크릴산과 그 염

2916131000 메타아크릴산

167 2916.14 - 메타아크릴산의 에스테르:

2916141000 메타아크릴산메틸

168 2905.43 - 만니톨

2905430000 만니톨

169 2917.32 - 오르토 탈산 디옥틸

2917321000 오르토 탈산 디-2-에틸헥실

2917329000 기타

170 2917.34 - 기타 오르토 탈산의 에스테르

2917342000 오르토 탈산 디이소데실

171 2917.35 - 무수 탈산

2917350000 마. 무수 탈산

172 2917.39 - 기타:

2917391000 이소 탈산

173 2934.99 - 기타: 

2934999000 (4) 기타

174 3102.10 -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10210000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75 3305.10 - 샴푸:

3305100000 샴푸

176 3305.90 - 기타:

3305901000 헤어린스

177 3401.11 - 화장용의 것(약용의 것을 포함한다):

3401119000 (2) 기타

178 3401.19 - 기타:

3401191090 기타

179 3401.20 - 기타 형상의 비 :

3401200000 2. 기타 형상의 비

180 3702.42 - 폭이 610 리미터를 과하고 길이가 과하는 것

3702423000 인쇄회로기 용의 것

181 3706.10 - 폭이 35 리미터이상인 것:

3706105020 (2) 포지티

182 3707.90 - 기타:

3707902100 천연색 사진용의 것

3707902920 인쇄제 용의 것

3707903100 천연색 사진용의 것

183 3809.93 - 피 공업 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것

3809930000 피 공업 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것

184 3811.21 - 석유 는 역청유를 함유하는 것:

3811210000 석유 는 역청유를 함유하는 것

185 3812.20 - 고무 는 라스틱용 복합가소제

3812200000 고무 는 라스틱용 복합가소제

186 3817.00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 탈



3817000000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 탈 (제2707호 는 제2902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187 3823.11 - 스테아린산

3823110000 스테아린산

188 3823.19 - 기타:

3823192000 유지의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189 3823.70 - 공업용 지방성 알콜

3823704000 라우릴 알코올

190 3901.10 - 폴리에틸 (비  0.94미만의 것에 한한다):

3901100000 폴리에틸 (비  0.94미만의 것에 한한다)

191 3901.20 - 폴리에틸 (비  0.94이상의 것에 한한다): 

3901201000 펄 의 것

3901209000 기타

192 3901.30 - 에틸 - 산비닐 공 합체:

3901300000 에틸 - 산비닐 공 합체

193 3901.90 - 기타:

3901900000 기타

194 3902.10 - 폴리 로필 : 

3902100000 폴리 로필

195 3902.30 - 로필  공 합체:

3902300000 로필  공 합체

196 3903.90 - 기타:

3903909000 기타

197 3904.10 - 폴리(비닐 클로라이드)(타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3904100000 폴리(비닐 클로라이드)(타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198 3904.30 - 염화비닐- 산비닐 공 합체:

3904300000 염화비닐- 산비닐 공 합체

199 3905.30 - 폴리(비닐알콜)[가수분해된 산기(基)의 함유여부를 불문한다]: 

3905300000 3.폴리(비닐알콜)[가수분해된 산기(基)의 함유여부를 불문한다]

200 3906.10 - 폴리(메틸 메타크리 이트): 

3906100000 폴리(메틸 메타크리 이트)

201 3906.90 - 기타:

3906909000 기타

202 3907.20 - 기타 폴리에테르:

3907202000 폴리옥시 로필 (폴리 로필  리콜)

203 3907.40 - 폴리카보네이트:

3907400000 4. 폴리카보네이트

204 3908.10 - 폴리아미드 -6, -11, -12, -6,6, -6,9, 셉-6,10 는 -6,12

3908101000 폴리아미드 -6

3908102000 폴리아미드-6.6

3908103000 폴리아미드-11, -12, -6.9, -6.10, -6.12

205 3908.90 - 기타:

3908900000 기타

206 4002.70 - 에틸 - 로필 -비공액 디엔고무(EPDM)

4002709000 기타

207 4007.00 고무사와 고무끈(가황한 것에 한한다)

4007001000 고무사

208 4407.10 - 침엽수류 :

4407101000 삼나무

4407102000 미송

4407103000 송

4407104000 나무



4407105000 낙엽송

4407107000 가문비나무

4407108000 라디에타소나무

4407109000 기타

209 4407.24 - 비롤라·마호가니·임부아  발사:

4407241000 (1)비롤라

4407242000 (2)마호가니

4407243000 (3)임부아

4407244000 (4)발사

210 4407.25 - 다크 드메란티·라이트 드메란티  메란티바카우:

4407250000 나. 다크 드메란티·라이트 드메란티  메란티바카우

211 4407.26 - 화이트라왕·화이트메란티·화이트세라야· 로메란티  아란:

4407260000 다. 화이트라왕·화이트메란티·화이트세라야· 로메란티  아란

212 4407.29 - 기타:

4407291000 (1) 루잉·라민·카풀·종콩·멜바우·제루통  스

4407292000 (2) 티크

4407293000
(3)오꾸메·오베체·사뺄리·시뽀·아까쥬다푸리 ·마꼬 ·이로코·티아마·만소니아·

이롬바·디베토우·림바  아조베

4407299000 (4) 기타

213 4407.91 - 참나무류:

4407910000 가. 참나무류

214 4407.92 - 도밤나무류:

4407920000 나. 도밤나무류

215 4407.99 - 기타: 

4407991010 자단

4407991020 흑단

4407991030 물푸 나무

4407991040 호도나무

4407991090 기타

4407992000 (2) 리그넘바이트

4407993010 사시나무

4407993020 포 러

4407993030 단풍나무

4407993040 느릅나무

4407993050 자작나무

4407993060 피나무

4407994000 (4) 오동나무

4407999010 (가) 열 산 목재(앞에서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4407999090 (나) 기타

216 4410.32 - 멜라민을 침투한 종이로 표면을 피복한 것

4410320000 멜라민을 침투한 종이로 표면을 피복한 것

217 4410.33 - 멜라민을 침투한 종이로 표면을 피복한 것

4410330000 멜라민을 침투한 종이로 표면을 피복한 것

218 4410.39 - 기타

4410390000 기타

219 4410.90 - 기타

4410900000 기타

220 4411.29 - 기타:

4411291090 기타

4411299000 기타

221 4411.31 - 기계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아니한 것

4411310000 기계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아니한 것

222 4412.13 - 어도 한쪽 외면의 라이가 게기한 열 산 목재의 것



4412131000 두께가 3.2 리미터 미만의 것

4412132000 두께가 3.2 리미터 이상 4 리미터 미만의 것

4412133000 두께가 4 리미터 이상 6 리미터 미만의 것

4412136000 두께가 4 리미터 이상 6 리미터 미만의 것

223 4412.14 - 기타( 어도 한쪽 외면의 라이가 활엽수목재의 것에 한한다):

4412141000 두께가 3.2 리미터 미만의 것

4412142000 두께가 3.2 리미터 이상 4 리미터 미만의 것

4412143000 두께가 4 리미터 이상  6 리미터 미만의 것

4412144000 두께가 6 리미터 이상 12 리미터 미만의 것

4412145000 두께가 12 리미터 이상 15 리미터 미만의 것

4412146000 두께가 15 리미터 이상의 것

224 4412.19 - 기타:

4412191011 두께가 6 리미터 미만의 것

4412191019 기타

4412191091 두께가 6 리미터 미만의 것

4412191099 기타

225 4412.22 - 어도 한 개의 라이가 게기한 열 산 목재의 것

4412220000 어도 한 개의 라이가 이류 소호주 1에 게기한 열 산 목재의 것

226 4412.23 - 기타( 어도 한층은 티클보드로 된 것에 한한다)

4412230000 기타( 어도 한층은 티클보드로 된 것에 한한다)

227 4412.29 - 기타

4412291000 합

4412292090 기타

228 4412.92 - 어도 한 개의 라이가 소호주에 게기한 열 산 목재의 것

4412920000 어도 한개의 라이가 이류 소호주1에 게기한 열 산 목재의 것

229 4412.93 - 기타( 어도 한층은 티클보드로 된 것에 한한다)

4412930000 기타( 어도 한층은 티클보드로 된 것에 한한다)

230 4412.99 - 기타

4412991010 양쪽외면의 라이가 침엽수 목재의 것

4412991090 기타

4412992090 기타

231 4413.00
고 도화 목재(블록상· 이트상·스트립상 는 로 일형상의 것에 

한한다)

4413000000
고 도화 목재(블록상· 이트상·스트립상 는 로 일형상의 것에 

한한다)

232 5106.10 - 양모의 함유량이 량의 100분의 85이상의 것

5106101000 순모의 것

5106109000 기타

233 5106.20 - 양모의 함유량이 량의100분의 85미만의 것

5106201000 폴리에스테르섬유와 혼방한 것

5106202000 폴리아미드섬유와 혼방한 것

5106203000 아크릴섬유와 혼방한 것

5106204000 기타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

5106209000 기타

234 5107.10 - 양모의 함유량이 량의 100분의 85이상의 것

5107101000 순모의 것

5107102000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

5107109000 기타의 섬유와 혼방한 것

235 5107.20 - 양모의 함유량이 량의 100분의 85미만의 것

5107202000 폴리아미드섬유와 혼방한 것,

5107203000 아크릴섬유와 혼방한 것

5107204000 기타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



5107209000 기타 섬유와 혼방한 것

236 5108.10 - 카드한 것

5108100000 카드한 것

237 5108.20 - 코움한 것

5108200000 코움한 것

238 5109.10 - 양모 는 섬수모의 함유량이 량의 100분의 85이상의 것

5109101000 양모사

5109109000 섬수모사

239 5109.90 - 기타

5109901000 양모사

5109909000 섬수모사

240 5110.00 조수모사 는 마모사(짐 한 마모사를 포함)

5110000000
조수모사 는 마모사(짐 한 마모사를 포함하며, 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41 5111.11 - 1제곱미터당 량이 300그램 이하의 것

5111111000 양모의 것

242 5204.11 면의 함유량이 량의 100분의 85이상의 것

5204110000 면의 함유량이 량의 100분의 85이상의 것

243 5204.19 - 기타 

5204190000 기타

244 5205.21 - 714.29데시텍스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5205211000 표백 는 머어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5205219000 기타

245 5205.22 - 714.29데시텍스미만 232.56데시텍스이상의 것

5205221000 표백 는 머어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5205229000 기타

246 5205.23 - 232.56데시텍스미만 192.31데시텍스이상의 것

5205231000 표백 는 머어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5205239000 기타

247 5205.24 - 192.31데시텍스미만 125데시텍스이상의 것

5205241000 표백 는 머어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5205249000 기타

248 5205.26 - 125데시텍스미만 106.38데시텍스이상의 것

5205261000 표백 는 머어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5205269000 기타

249 5205.27 - 106.38데시텍스 미만 83.33데시텍스이상의 것

5205271000 표백 는 머어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5205279000 기타

250 5205.28 - 83.33 데시텍스미만의 것(미터식 번수 120수 과)

5205281000 표백 는 머어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5205289000 기타

251 5205.41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이상의 것

5205411000 표백 는 머어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5205419000 기타

252 5205.42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미만

5205421000 표백 는 머어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5205429000 기타

253 5205.43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미만

5205431000 표백 는 머어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5205439000 기타

254 5205.44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미만 125데시텍스이상의 것

5205441000 표백 는 머어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5205449000 기타



255 5205.46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미만

5205461000 표백 는 머어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5205469000 기타

256 5205.47 - 구성하는 단사가 106.38데시텍스미만

5205471000 표백 는 머어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5205479000 기타

257 5205.48 - 구성하는 단사가 83.33데시텍스미만의 것

5205481000 표백 는 머어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5205489000 기타

258 5208.12 - 평직물(1제곱미터당 량이 100그램 과의 것)

5208120000 평직물(1제곱미터당 량이 100그램 과의 것)

259 5208.29 - 기타 직물의 것

5208290000 기타 직물의 것

260 5402.33 - 폴리에스테르의 것

540233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261 5402.43 - 폴리에스테르의 것(기타의 것)

540243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기타의 것)

262 5402.49 - 기타

5402499000 기타

263 6103.43 - 합성섬유제의 것

6103430000 합성섬유제의 것

264 6105.10 - 면제의 것

6105100000 면제의 것

265 6105.20 - 인조섬유제의 것:

6105201000 합성섬유제의 것

266 6106.20 - 인조섬유제의 것

6106202000 재생 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267 6109.90 - 재생 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6109903010 티셔츠

268 6110.20 - 면제의 것

6110200000 면제의 것

269 6115.9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61159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70 6202.11 - 양모 는 섬수모제의 것

6202110000 양모 는 섬수모제의 것

271 6203.11 - 양모 는 섬수모제의 것

6203110000 양모 는 섬수모제의 것

272 6203.31 - 양모 는 섬수모제의 것

6203310000 양모 는 섬수모제의 것

273 6203.32 - 면제의 것

6203320000 면제의 것

274 6203.41 - 양모 는 섬수모제의 것:

6203410000 양모 는 섬수모제의 것

275 6204.11 -양모 는 섬수모제의 것

6204110000 양모 는 섬수모제의 것

276 6204.31 - 양모 는 섬수모제의 것

6204310000 양모 는 섬수모제의 것

277 6204.32 - 면제의 것

6204320000 면제의 것

278 6204.51 양모 는 섬수모제의 것

6204510000 양모 는 섬수모제의 것

279 6204.61 양모 는 섬수모제의 것

6204610000 양모 는 섬수모제의 것

280 6204.62 면제의 것



6204629000 기타

281 6205.20 - 면제의 것

6205200000 면제의 것

282 6208.29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62082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83 6212.10 - 래지어:

6212109000 기타

284 6214.10 - 견 는 견웨이스트의 것

6214100000 견 는 견웨이스트의 것

285 6216.00 장갑류

6216009000 기타

286 6901.00
벽돌·블록·타일  기타의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분으로 제조한 것에 

한한다)

6901003000 타일

287 6907.90 - 기타:

6907901000 자기제의 것

6907909000 기타

288 6908.90  - 기타:

6908909000 기타

289 6909.11 - 자기제의 것

6909110000 자기제의 것

290 6910.10 - 자기제의 것

6910101000 세면

6910103000 수세식변기통

291 7005.21 -  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착 색한 것도 포함한다)·불투명한 것

7005212000  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착 색한 것도 포함한다)·불투명한 것

7005213000 두께 3 리미터를 과하고 4 리미터 이하의 것

292 7408.11 - 횡단면의 최 치수가 6 리미터를 과하는 것: 

7408110000 횡단면의 최 치수가 6 리미터를 과하는 것

293 8408.10 - 선박추진용 엔진

8408101000 출력 300킬로와트 이하의 것

8408102000 출력 300킬로와트 과 2,000킬로와트 이하의 것

8408103000 출력2,000킬로와트 과의 것

294 8408.90 - 기타의 엔진: 

8408909010 (1) 선박용의 내연기

295 8409.99 - 기타:

8409993010 300킬로와트이하 내연기 의 것

8409993020 300킬로와트 과 2,000킬로와트 이하의 내연기 의 것

296 8413.30
-연료·윤활유 유용 는 냉각 냉매용의 펌 (피스톤식 내연기 용의 것에 

한한다)

8413303000 선박의 것

297 8482.10 - 볼 베어링

8482100000 1. 볼 베어링

298 8506.10 - 이산화망간제의 것:

8506101000 가. 망간건 지

8506102000 나. 알칼리망간건 지

299 8544.51 - 속자가 부착한 것: 

8544519090 기타

300 8544.59 - 기타:

8544591000 고무 연 선

301 8544.60 - 압 1킬로볼트 과  36킬로볼트 이하의 것

8544603010 라스틱 연 선

302 8712.00 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이륜자 거와 기타의 자 거(배달용 3륜 자 거를 



포함한다).

8712001000 경기용의 것

8712009010 화물운반용의 것

8712009020 삼륜자 거

8712009090 기타

303 8714.91 - 임과 포오크  이들의 부분품: 

8714911000 임

8714912000 포오크

8714919000 기타 부분품

304 8714.92 - 휘일 림과 스포우크:

8714921000 휘일 림

8714922000 스포우크

305 8714.93 - 허 (코오스터 이킹 허 와 허 이크를 제외한다) 

8714931000 허 (코오스터 이킹 허 와 허 이크를 제외한다)

8714932000 리휘일 스 로켓 휘일

306 8714.94
- 이크(코오스트 이킹 허 와 허 이크를 포함한다)  그 

부분품:

8714941000 코오스트 이킹 허 와 허 이크

8714942000 기타 이크

8714949000 이들 부분품

307 8714.95 - 안장:

8714950000 안장

308 8714.96 페달과 크랭크기어  이들의 부분품

8714961000 페달

8714962000 크랭크 기어

8714969000 이들 부분품

309 8714.99 - 기타:                             

8714990000 기타

310 9406.00 조립식 건축물

9406001000 목제의 것



연 번 H S  코드 품목

1 0306.23 -새우와 보리새우

0306233000 염장 는 염수장한 것

2 0406.10 -신선한(숙성되지 아니한 것 는 처리하지 아니한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

0406101000 신선한 치즈

3 0406.90 -기타 치즈

0406900000 기타 치즈

4 0805.10 -오 지

0805100000 오 지(신선/건조)

5 0808.10 -사과

0808100000 사과(신선)

6 0808.20 -배  마르멜로

0808201000 배(신선)

부록  2

민감품목 목록

그 룹  A :  50% 세율 상한 상 세품목 

한국:



연 번 H S  코드 품명

1 0102.90 -기타

0102902000 육우

2 0201.1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

0201100000 쇠고기(신선/냉장/도체(屠體)와 이분도체)

3 0201.20 -기타의 것으로서 채로 단한 것

0201200000 쇠고기(신선/냉장/기타/ 채로 단한 것)

4 0201.30 - 없는 것

0201300000 쇠고기(신선/냉장/ 없는 것)

5 0202.1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

0202100000 쇠고기(냉동/도체(屠體)와 이분도체)

6 0203.11 -도체(屠體)와 이분도체

0203110000 돼지고기(냉장/도체(屠體)와 이분도체)

7 0203.12 -넓 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단한 것( 가 있는 것에 한한다)

0203120000 돼지고기(냉장/넓 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단한 것/ 있는 것)

8 0203.21 -도체(屠體)와 이분도체

0203210000 돼지고기(냉동/도체(屠體)와 이분도체)

9 0203.22 -넓 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단한 것( 가 있는 것에 한한다)

0203220000 돼지고기(냉동/넓 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단한 것/  있는 것)

10 0206.29 -기타

0206291000 소식용설육(꼬리/냉동)

0206292000 소식용설육(족/냉동)

0206299000 소식용설육(기타/냉동)

11 0206.30 -돼지의 것, 신선 는 냉장한 것

0206300000 돼지식용설육, 신선 는 냉장한 것

12 0206.41 -간장

0206410000 돼지식용설육(간장/냉동)

13 0206.49 -기타 

0206491000 돼지식용설육(족/냉동)

0206499000 돼지식용설육(기타/냉동)

14 0206.80 - 기타 신선 는 냉장한 것

0206800000 식용설육(기타/신선/냉장)

15 0206.90 - 기타 냉동한 것

0206900000 식용설육(기타/냉동)

16 0207.11 - 단하지 않은 육, 신선 는 냉장한 것

0207111000 닭고기( 량이 550그램 이하의 것/미 단/냉장)

0207119000 닭고기(기타/미 단/냉장)

17 0207.12 - 단하지 않은 육, 냉동한 것

0207121000 닭고기( 량이 550그램 이하의 것/미 단/냉동)

0207129000 닭고기(기타/미 단/냉동)

부록  2

민감품목 목록

그 룹  B :  20%까지 세율 삭감 상 세품목 

한국:



18 0207.13 단육  설육, 신선 는 냉장한 것

0207132010 닭간장(냉장)

19 0207.32 - 단하지 않은 육, 신선 는 냉장한 것

0207320000 오리,거 ,기니아(미 단/냉장)

20 0207.33 - 단하지 않은 육, 냉동한 것

0207330000 오리,거 ,기니아(미 단/냉동)

21 0207.35 -기타, 신선 는 냉장한 것

0207351000 오리,거 ,기니아( 단육/냉장)

22 0210.11 -넓 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단한 것( 가 있는 것에 한한다)

0210110000 돼지고기식용설육(넓 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단한 것/ 있는 것)

23 0210.12 -복부살과 이를 단한 것

0210120000 돼지고기식용설육(복부살과 이를 단한 것)

24 0210.19 -기타

0210190000 돼지고기식용설육(기타)

25 0301.10 - 상용의 것

0301102000 열 어

26 0301.92 -뱀장어(앵궐라종)

0301929000 기타

27 0302.21 -넙치( 인하드티우스히포 러소이데스,히포 러서스히포 러서스, 히포 러서스스테노 피스)

0302210000 넙치( 인하드티우스히포 러소이데스, 히포 러서스히포 러서스, 히포 러서스스테노 피스)

28 0302.34 - 다랑어(터 스오베서스)

0302340000 다랑어(터 스오베서스)

29 0303.74 -고등어(스콤버스콤 루스․스콤버오스트랄라시쿠스․스콤버자포니쿠스)

0303740000 고등어(스콤버스콤 루스․스콤버오스트랄라시쿠스․스콤버자포니쿠스)

30 0305.59 -기타

0305592000 멸치

31 0306.14 -게

0306143000 꽃게

0306149000 기타

32 0306.23 새우와 보리새우

0306232000 건조한 것

33 0306.24 -게

0306241010 꽃게

0306241020 게

34 0307.41 -산것․신선 는 냉장한 것

0307412000 오징어

35 030749 기타

0307491020 오징어

0307492000 염장 는 염수장한 것

0307493000 건조한 것

36 0307.91 -산 것․신선 는 냉장한 것

0307911200 복

37 0401.10 -지방분이 량의 100분의 1이하의 것

0401100000 지방분이 량의 100분의 1이하의 것

38 0401.20 -지방분이 량의 100분의 1을 과 100분의 6이하의 것

0401200000 지방분이 량의 100분의 1을 과 100분의 6이하의 것

39 0401.30 -지방분이 량의 100분의 6을 과하는 것

0401301000 냉동크림

0401309000 기타

40 0402.10 -분상․입상 는 기타 고체 상태의 것으로서 지방분이 량의 100분의 1.5이하인 것

0402101010 탈지분유(지방분이 량의 100분의 1.5이하인 것)

0402101090 분유기타(설탕, 감미 미첨가)

0402109000 분유기타(감미첨가)

41 0402.21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0402211000 지분유(지방분이 량의 100분의 1.5 과)

0402219000 분유기타(설탕감미 미첨가)

42 0402.29 -기타

0402290000 분유기타(설탕, 감미료 첨가)

43 0402.91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0402911000 무당연유

0402919000 연유기타(설탕, 감미료 미첨가)

44 0402.99 -기타

0402991000 가당연유

0402999000 연유기타(설탕, 감미료 첨가)

45 0403.10 -요구르트

0403101000 액상의 것

0403102000 냉동한 것

0403109000 기타

46 0403.90 -기타

0403901000 버터 크

47 0405.10 -버터

0405100000 1. 버터

48 0405.90 -기타

0405900000 3. 기타

49 0406.20 -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0406200000 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50 0406.30 -가공치즈(갈았거나 분상의 것을 제외한다)

0406300000 가공치즈(갈았거나 분상의 것을 제외한다)

51 0407.00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장처리 는 조리한 것에 한한다)

0407001010 종란

52 0408.99 -기타

0408991000 닭의 것

53 0409.00 천연꿀

0409000000 천연꿀

54 0507.90 -기타

0507901110 녹용( 지)

0507901190 녹용(기타)

0507901200 녹각

55 0603.10 - 신선한 것

0603101000 카네이션( 화/신선)

0603102000 국화( 화/신선)

0603106000 장미( 화/신선)

0603107000 양란( 화/신선)

56 0701.10 - 종자용

0701100000 1. 종자용

57 0701.90 - 기타

0701900000 2. 기타

58 0712.90 기타 채소  채소류의 혼합물

0712902010 (1) 고사리(건조)

0712902091 (가) 단옥수수(종자용)

0712902092 (나) 단옥수수(기타/건조)

59 0713.31 -녹두(비그나 멍고(L) 헤  는 비그나 라디에이타(L) 월크젝종)

0713311000 종자용

0713319000 기타

60 0713.32 -팥(아주기) ( 세러스 는 비그나 앵구라리스)

0713321000 종자용

0713329000 기타

61 0713.39 -기타



0713390000 기타

62 0714.10 1. 매니옥(카사바)

0714102020 (2) 펠리트(건조)

63 0714.20 -고구마

0714201000 가. 신선한 것

0714202000 나. 건조한 것

0714203000 다. 냉장한 것

0714209000 마. 기타

64 0802.31 -탈각하지 아니한 것

0802310000 호도(탈각하지 아니한 것)

65 0802.32 -탈각한 것

0802320000 호도(탈각한 것)

66 0802.40 -밤

0802401000 밤(탈각하지 아니한 것)

0802402000 밤(탈각한 것)

67 0802.90 -기타

0802901010 잣(탈각하지 아니한 것)

0802901020 잣(탈각한 것)

68 0804.10 - 추야자

0804100000 1. 추야자

69 0804.50 -과아버․맹고  맹고스틴

0804501000 과아버(신선/건조)

0804502000 맹고(신선/건조)

0804503000 맹고스틴(신선/건조)

70 0806.10 -신선한 것

0806100000 포도 1. 신선한 것

71 0807.20 -포포우( 야)

0807200000 2. 포포우( 야)

72 0809.30 -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

0809300000 3. 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

73 0810.60 -두리언

0810600000 두리언(신선)

74 0810.90 -기타

0810902000 단감(신선)

0810903000 추(신선)

0810909000 기타과실(신선)

75 0811.90 -기타

0811901000 밤(냉동)

0811902000 추(냉동)

0811903000 잣(냉동)

0811909000 기타과실, 견과류(냉동)

75 0813.30 -사과

0813300000 3. 사과(건조)

77 0813.40 -기타 과실

0813401000 감(건조)

0813402000 추(건조)

0813409000 기타과실(건조)

78 0910.10 -생강

0910100000 1. 생강

79 1008.10 -메

1008100000 메

80 1103.13 -분쇄물, 조분(옥수수의 것)

1103130000 -분쇄물, 조분(옥수수의 것)

81 1104.23 -가공곡물(옥수수의 것)



1104230000 -가공곡물(옥수수의 것)

82 1105.10 - 분․조분과 분말

1105100000 감자분․조분과 분말

83 1105.20 - 이크․입(粒)  펠리트

1105200000 이크․입(粒)  펠리트

84 1108.11 - 분( 의 것) 

1108110000 - 분( 의 것) 

85 1108.12 - 분 옥수수의 것

1108120000 분 옥수수의 것

86 1108.13 - 분 감자의 것

1108130000 분 감자의 것

87 1108.19 -기타 분

1108191000 분 고구마의 것

88 1201.00 두( 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1009000 두 기타

89 1202.10 - 탈각하지 아니한 것

1202100000 낙화생(탈각하지 아니한 것)

90 1202.20 - 탈각한 것( 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2200000 낙화생 탈각한 것( 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91 1207.40 - 참깨

1207400000 4. 참깨

92 1211.20 - 인삼

1211201100 수삼

1211201210 백삼/본삼

1211201220 백삼/미삼

1211201240 백삼/잡삼

1211201310 홍삼/본삼

1211201320 홍삼/미삼

1211201330 홍삼/잡삼

1211202210 홍삼분

1211202220 홍삼타 렛 는 캡슐

1211202290 인삼류(기타홍삼분말)

1211209100 인삼잎  기

1211209200 인삼종자

1211209900 인삼류(기타)

93 1212.20 - 해 류와 기타 조류

1212201010 (1) 마른것

1212202010 (1) 건조한 것

1212202020 (2) 염장한 것

1212203010 (1) 건조한 것

1212205010 (1) 염장한 것

1212205090 (4) 기타

1212209099 (나) 기타

94 1302.19 -기타

1302191210 홍삼엑스

1302191220 홍삼엑스분

1302191290 기타홍삼액즙, 엑스

1302191900 기타인삼액즙, 엑스

95 1515.50 - 참기름과 그 분획물

1515500000 5. 참기름과 그 분획물

96 1516.20 -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1516201040 들기름과 그 분획물

97 1601.00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 는 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



1601001000 소시지

1601009000 기타

98 1602.10 - 균질화한 조제품

1602100000 균질화한 조제품

99 1602.32 -닭의 것

1602321010 삼계탕

100 1602.39 -기타

1602391000 가 류의 것( 폐용기에 넣은 것)

1602399000 가 류의 것(기타조제 장)

101 1602.41 -넓 다리살과 그 단육

1602411000 폐용기에 넣은 것

1602419000 기타

102 1602.42 -어깨살과 그 단육

1602421000 폐용기에 넣은 것

1602429000 기타

103 1602.50 - 소의 것

1602501000 폐용기에 넣은 것

1602509000 기타

104 1603.00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

1603001000 육 엑스

1603002000 육즙

105 1604.13 -정어리․사르디넬라․ 리스링 는 스 렛

1604131000 폐용기에 넣은 것

106 1605.90 - 기타(연체동물, 무척추동물)

1605902010 오징어

1605909010 조미오징어

107 1701.91 -향미 는 착색제가 첨가된 것

1701910000 사탕수수, 무당(향미 는 착색제가 첨가된 것)

108 1701.99 -기타

1701990000 사탕수수, 무당기타

109 1702.90
- 기타[ 화당  기타의 당류와 당시럽혼합물(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량이 

량의 100분의 50인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1702901000 가. 인조꿀

110 1806.90 - 기타

1806903091 조제식료품 기타(낟알상의 )

111 1901.10 - 유아용의 조제식료품(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1901101010 조제분유(유아용)

1901101090 기타(유아용)

112 1901.90 -  기타

1901901000 가. 맥아엑스

113 1904.90 - 기타

190490100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낟알상의 

114 2001.90 - 기타

2001901000 가. 과실과 견과류(조제 장처리)

2001909060 마늘(조제 장처리)

2001909070 양 (조제 장처리)

115 2005.90 - 기타 채소(채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2005901000 김치(조제 장처리)

116 2006.00
설탕으로 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  식물의 기타 부분(드 인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인 것)

2006001000 1.  마롱 라세(설탕 장처리)

2006002000 2. 인애 (설탕 장처리)

117 2007.99 -기타

2007991000 잼․과실제리  마말 이드



118 2008.11 -낙화생

2008119000 기타(조제 장처리)

119 2008.20 - 인애

2008200000 인애 (조제 장처리)

120 2008.30 - 감귤류 과실

2008300000 감귤류 과실(조제 장처리)

121 2008.40 - 배

2008400000 배(조제 장처리)

122 2008.92 -혼합물

2008921010 설탕을 첨가한 폐용기에 든것

2008921090 기타

2008929000 기타

123 2008.99 -포도

2008991000 포도

2008993000 팝콘

2008999000 기타

124 2009.41 - 릭스 값이 20을 과하지 않는 것

2009410000 인애  쥬스( 릭스 값이 20을 과하지 않는 것)

125 2009.80 - 기타 단일의 과실 는 채소의 쥬스

2009801010 복숭아쥬스

2009801090 기타

126 2103.90 - 기타

2103909030 혼합조미료

2103909090 기타

127 2104.20 -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2104200000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128 2106.90 - 기타

2106903021 홍삼차

2106903029 기타

129 2207.10
-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용량의 100분의 

80이상인 것에 한한다)

2207109010 주류제조용 발효주정

130 2309.90 - 기타

2309902010 보조사료(무기물 혹은 물질을 주로한 것(미량 물질을 주로한 것은 제외))

2309902020 보조사료(향미제를 주로한 것)

2309902099 보조사료(기타)

2309909000 사료용조제품(기타)

131 3301.90 - 기타

3301904520 추출올 오 진(홍삼의 것)

132 3505.10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 분

3505104000 리젤라티나이지드 는 스웰링 분

3505105000 에테르화 는 에스테르화 분

3505109000 기타 변성 분

133 4410.31 -가공하지 않은 것 는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4410310000 가공하지 않은 것 는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134 4411.11 -기계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아니한 것

4411110000 기계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아니한 것

135 4411.19 -기타

4411191010 마루

136 4411.29 -기타

4411291010 마루

137 4412.13 - 어도 한쪽 외면의 라이가 이류 소호주 1에 게기한 열 산 목재의 것

4412134000 두께가 6 리미터 이상 12 리미터 미만의 것

4412135000 두께가 12 리미터 이상 15 리미터 미만의 것



138 4412.29 -기타

4412292010 마루

139 4412.99 -기타

4412992010 마루



연 번 H S  코드 품명

1 0714.90 - 기타

0704909090 (2) 서류(기타)

2 1003.00 보리

1003001000 1. 맥주맥

1003009010 겉보리

1003009020 보리

1003009090 보리기타

3 1005.90 - 기타

1005902000 옥수수(팝콘용)

1005909000 옥수수기타

4 1008.90 - 기타 곡물

1008900000 기타 곡물

5 1102.90 - 기타

1102901000 보리가루

1102909000 기타 곡분

6 1103.19 -기타 곡물의 것

1103191000 분쇄물, 조분 (보리의 것)

1103192000 분쇄물, 조분(귀리의 것)

1103199000 분쇄물, 조분(기타 곡물)

7 1104.12 -귀리의 것

1104120000 압착 이크(귀리의 것)

8 1104.19 기타 곡물의 것

1104192000 압착 이크 (보리의 것)

1104199000 압착 이크 (기타곡물)

9 1104.22 -귀리의 것

1104220000 가공곡물 (귀리의 것)

10 1104.29 -기타 곡물의 것

1104291000 가공곡물 (율무의 것)

1104292000 가공곡물 (보리의 것)

1104299000 가공곡물 (기타의 것)

11 1107.10 - 볶지 아니한 것

1107100000 맥아 (볶지 아니한 것)

12 1107.20 - 볶은 것

1107201000 맥아 (훈연한 것)

13 1108.19 기타의 것

1108199000 분(기타의 것)

14 1108.20 - 이 린

1108200000 이 린

15 1515.90 - 기타: 

1515901000 가. 들기름과 그 분획물

16 2001.90 2. 기타

부록  2

민감품목 목록

그 룹  C :  50%까지 세율 삭감 상 세품목 

한국: 



2001909090 식용식물기타(조제 장처리)

17 2006.00 설탕으로 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  식물의 기타 부분(드 인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인 것)

2006003000 3. 생강(설탕 장처리)

18 2008.99 기타

2008992000 사과(조제 장처리)

19 2009.11 -냉동한 것

2009110000 오 지쥬스(냉동)

20 2009.19 -기타

2009190000 오 지쥬스(기타)

21 2101.20
- 차 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를 기제로 한 조제품과 차 는 

마테를 기제로 한 조제품

2101209000 차, 마태등 조제품(기타)

22 2203.00 맥주

2203000000 맥주

23 3505.10 -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 분

3505103000 배소 분

24 3505.20 - 루

3505201000 분 루

3505202000 덱스트린 루

3505209000 기타



연 번 H S  코드 품명

1 0306.13 -새우와 보리새우

0306131000 새우살

0306139000 기타

2 0306.23 -새우와 보리새우

0306231000 산것, 신선 는 냉장한 것

3 0307.49 -기타

0307491010 갑오징어

4 0713.33 -강낭콩(흰 완두콩을 포함한다) ( 세러스 불가리스)

0713331000 강낭콩(종자용)

0713339000 강낭콩(기타)

5 0714.10 -  매니옥(카사바)

0714101000 매니옥(신선)

0714102010 (1)매니옥 칩

0714102090 (3)매니옥 기타/건조

0714103000 다.매니옥 냉장한 것

0714104000 라.매니옥 냉동한 것

6 1108.14 - 분 매니옥(카사바)의 것

1108140000  분 매니옥(카사바)의 것

7 1605.20 - 새우와 보리새우

1605209090 기타 

부록  2

민감품목 목록

그 룹  D: 세율 할당 상인 세품목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