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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일반 양허표 

(APTA 제4라운드) 

번호 
H.S. 코드 

2012 
품명  특혜폭(%) 

1 0501.00.00 사람 머리카락과 웨이스트(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2 0504.00.00 
동물의 장∙방광∙위(어류의 것을 제외하며, 신선한 것, 냉동한 것, 염장한 

것, 건조한 것 또는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3 0506.10.00 골소(骨素)와 뼈[산(酸)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4 0510.00.10 선(腺)[뇌하수체 선(腺)을 포함한다] 20 

5 0510.00.90 의료용품의 조제에 사용되는 그 밖의 동물생산품 20 

6 0801.11.10 
말린 코코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하거나 

캔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60 

7 0801.11.90 
말린 코코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

한다) 
60 

8 0801.12.10 
코코넛[내피[내과피(內果皮)]를 벗기지 않은 것으로서, 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하거나 캔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70 

9 0801.12.90 
그 밖의 코코넛[내피[내과피(內果皮)]를 벗기지 않은 것으로서, 2.5킬로그

램 이하로 포장하거나 캔에 넣은 것은 제외한다] 
70 

10 0801.19.10 
말리지 않은 코코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

하거나 캔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70 

11 0801.19.90 
말리지 않은 코코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

로 한정한다) 
70 

12 0904.11.10 
후추(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으로서, 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하거

나 캔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10 

13 0904.11.90 
후추(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14 0908.11.10 
육두구(肉荳蔲)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하

거나 캔에 넣은 것) 
10 

15 0908.11.90 
육두구(肉荳蔲)(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으로서, 2.5킬로그램 이하

로 포장하거나 캔에 넣은 것은 제외한다) 
10 

16 0908.12.10 
육두구(肉荳蔲)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하거나 캔

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10 

17 0908.12.90 
육두구(肉荳蔲)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하거나 캔

에 넣은 것은 제외한다) 
10 

18 0908.21.10 
메이스(mace)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하거

나 캔에 넣은 것) 
10 

19 0908.21.90 
메이스(mace)(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으로서, 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하거나 캔에 넣은 것은 제외한다) 
10 

20 0908.22.10 
메이스(mace)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하거나 캔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10 

21 0908.22.90 
메이스(mace)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하거나 캔에 

넣은 것은 제외한다) 
10 

22 0908.31.10 
소두구(小荳蔲)(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으로서, 2.5킬로그램 이하

로 포장하거나 캔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10 

23 0908.31.90 소두구(小荳蔲)(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으로서, 2.5킬로그램 이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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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H.S. 코드 

2012 
품명  특혜폭(%) 

로 포장하거나 캔에 넣은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24 0908.32.10 
소두구(小荳蔲)(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으로서, 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하

거나 캔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10 

25 0908.32.90 
소두구(小荳蔲)(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으로서, 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하

거나 캔에 넣은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10 

26 1001.11.10 
듀럼종 밀(Durum wheat) 종자(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또는 캔에 넣

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27 1001.11.90 
듀럼종 밀(Durum wheat) 종자(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또는 캔에 넣

은 것을 제외한다) 
20 

28 1001.19.10 
듀럼종 밀(Durum wheat)(종자 이외의 것으로서, 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하

거나 캔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29 1001.19.90 
듀럼종 밀(Durum wheat)(종자 이외의 것으로서, 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하

거나 캔에 넣은 것은 제외한다) 
20 

30 1007.10.10 수수 종자(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하거나 캔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31 1007.10.90 수수 종자(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하거나 캔에 넣은 것을 제외한다) 20 

32 1007.90.10 
수수(종자 이외의 것으로서, 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하거나 캔에 넣은 것

으로 한정한다) 
20 

33 1007.90.90 
수수(종자 이외의 것으로서, 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하거나 캔에 넣은 것

을 제외한다) 
20 

34 1008.21.10 
밀리트(millet) 종자(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하거나 캔에 넣은 것으로 한

정한다) 
20 

35 1008.21.90 
밀리트(millet) 종자(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하거나 캔에 넣은 것을 제외

한다) 
20 

36 1008.29.10 
밀리트(millet)(종자 이외의 것으로서, 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하거나 캔

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37 1008.29.90 
밀리트(millet)(종자 이외의 것으로서, 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하거나 캔

에 넣은 것을 제외한다) 
20 

38 1008.30.10 
카나리시드(canary seed)(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하거나 캔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39 1008.40.10 
포니오(Fonio)[디지타리아(Digitaria)종](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하거나 

캔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40 1008.50.10 
퀴노아(quinoa)[체노포디움 퀴노아(Chenopodium quinoa)](2.5킬로그램 이하

로 포장하거나 캔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41 1008.60.10 
라이밀(triticale)(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하거나 캔에 넣은 것으로 한정

한다) 
20 

42 1008.90.10 그 밖의 곡물(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하거나 캔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43 1103.20.00 펠릿(pellet) 20 

44 1104.23.00 
옥수수의 기타 가공한 곡물(다른 곳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

다) 
20 

45 1202.42.10 
그 밖의 땅콩[껍데기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으로서, 2.5킬로그

램 이하로 포장하거나 캔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46 1202.30.10 땅콩 종자(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하거나 캔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47 1203.00.00 코프라(copra) 20 

48 1210.10.10 
홉(hop)(가루나 펠릿(pellet) 모양으로서, 잘게 부수지 않은 것, 신선 또는 

건조한 것, 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하거나 캔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49 1211.30.10 코코의 잎(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하거나 캔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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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H.S. 코드 

2012 
품명  특혜폭(%) 

50 1211.90.11 
향료용으로 사용되는 식물 또는 부분(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서, 2.5킬

로그램 이하로 포장하거나 캔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51 1211.90.21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식물 또는 부분(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서, 2.5킬

로그램 이하로 포장하거나 캔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52 1212.92.10 
로커스트콩(locust bean)(캐롭)(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하거나 캔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53 1212.93.10 사탕수수(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하거나 캔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54 1212.94.10 
치커리(chicory) 뿌리(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하거나 캔에 넣은 것으로 한

정한다) 
20 

55 1212.99.10 

기본적으로 식용으로 사용되는 식물성 생산품(신선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이며 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하거나 캔에 넣은 것으

로 한정한다) 

20 

56 1213.00.10 
곡물의 짚과 껍질(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하거나 캔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

다) 
20 

57 1214.10.10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하거나 캔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58 1214.90.10 
그 밖의 사료용 식물(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2.5킬로그램 이하로 포

장하거나 캔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59 1302.12.00 감초 수액 및 추출물(extract) 20 

60 1404.20.10 
면(綿) 린터(linter)(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하거나 캔에 넣은 것으로 한

정한다) 
20 

61 1508.10.00 가공하지 않은 땅콩기름 20 

62 1512.11.00 가공하지 않은 해바라기씨유·잇꽃유 20 

63 1512.21.00 가공하지 않은 목화씨유[고시폴(gossypol)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20 

64 1512.29.00 정제한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20 

65 1513.11.00 가공하지 않은 야자[코프라(copra)]유 30 

66 1513.19.00 
야자[코프라(copra)]유(가공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분획물(정제했

는지에 상관없으며화학적으로 변성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67 1514.11.00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유(rape oil, colza oil)와 그 분획물 중 

조유(粗油) 
20 

68 1515.21.00 가공하지 않은 옥수수유 20 

69 1801.00.00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70 1802.00.00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20 

71 1803.10.00 코코아 페이스트(paste)(탈지(脫脂)하지 않은 것) 20 

72 1803.20.00 코코아 페이스트(paste)(전부나 일부를 탈지(脫脂)한 것) 20 

73 2401.10.00 잎담배[주맥(主脈)을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0 

74 2504.10.00 천연 흑연(가루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 10 

75 2504.90.00 그밖의 천연 흑연(가루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은 제외한다) 20 

76 2505.10.00 규사 10 

77 2505.90.00 
천연 모래(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규사와 제26류의 금속함유 모래는 

제외한다) 
10 

78 2506.20.00 규암 20 

79 2508.50.00 홍주석(紅柱石)·남정석(藍晶石)·규선석(硅線石) 20 

80 2508.70.00 샤모트(chamotte),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 20 

81 2518.20.00 하소(煆燒)한 백운석(白雲石) 20 

82 2518.30.00 응결시킨 백운석(白雲石)(타르 백운석을 포함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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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2528.00.00 

천연 붕산염과 그 정광(精鑛)[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천연 염수

(鹽水)에서 분리한 붕산염은 제외한다], 천연 붕산(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붕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0 

84 2529.22.00 
형석(螢石)(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을 초과하는 

것) 
20 

85 2529.30.00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20 

86 2601.11.00 응결시키지 않은 철광과 그 정광[배소(焙燒)한 황화철광은 제외한다] 20 

87 2601.12.00 응결시킨 철광과 그 정광[배소(焙燒)한 황화철광은 제외한다] 20 

88 2601.20.00 배소(焙燒)한 황화철광 20 

89 2602.00.00 
망간광과 그 정광(精鑛)[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철

망간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을 포함 
20 

90 2603.00.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20 

91 2604.00.00 니켈광과 그 정광(精鑛) 60 

92 2605.00.00 코발트광과 그 정광(精鑛) 60 

93 2606.00.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精鑛) 20 

94 2607.00.00 납광과 그 정광(精鑛) 20 

95 2608.00.00 아연광과 그 정광(精鑛) 20 

96 2609.00.00 주석광과 그 정광(精鑛) 60 

97 2610.00.00 크로뮴광과 그 정광(精鑛) 20 

98 2611.00.00 텅스텐광과 그 정광(精鑛) 60 

99 2612.10.00 우라늄광과 그 정광(精鑛) 60 

100 2612.20.00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60 

101 2613.10.00 배소(焙燒)한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精鑛) 60 

102 2613.90.00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精鑛)[배소(焙燒)한 것은 제외한다] 20 

103 2614.00.00 티타늄광과 그 정광(精鑛) 20 

104 2615.10.00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精鑛) 20 

105 2615.90.00 니오븀광·탄탈륨광과 바나듐광과 이들의 정광(精鑛) 60 

106 2616.10.00 은광과 그 정광(精鑛) 60 

107 2616.90.00 귀금속광과 그 정광(精鑛)(은은 제외한다) 60 

108 2617.10.00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精鑛) 20 

109 2619.00.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드로스(dross) 등[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20 

110 2620.11.00 경(硬)아연 스펠터(spelter) 60 

111 2620.21.00 
주로 납을 함유하는 것으로서, 유연(有鉛) 가솔린 슬러지(sludge)와 유연

(有鉛) 안티녹(anti-knock) 화합물 슬러지(sludge) 
60 

112 2620.29.00 주로 납을 함유하는 것으로서, 기타 60 

113 2620.30.00 회(灰), 잔재물(주로 구리를 함유하는 것) 60 

114 2620.60.00 
비소, 수은, 탈륨이나 그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들의 

채취용이나 그 화합물의 제조용 
60 

115 2620.91.00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이나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 60 

116 2621.90.10 비트(beet) 당밀(糖蜜)의 잔재물로부터 얻어진 가공하지 않은 칼륨염류 20 

117 2621.90.90 
기타[슬래그(slag)와 회(灰)로서,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부터 생기는 해초

류 회(灰)와 잔재물을 포함한다] 
60 

118 2702.10.00 갈탄(응결시키지 않은 것) 20 

119 2702.20.00 응결시킨 갈탄 20 

120 2703.00.00 토탄(토탄 찌꺼기를 포함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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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2704.00.00 
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석탄·갈탄·토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

다),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10 

122 2707.10.00 벤조올 20 

123 2707.20.00 톨루올 20 

124 2707.40.00 나프탈렌 20 

125 2708.20.00 
피치코크스[콜타르(coal tar)나 그 밖의 광물성 타르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

한다] 
20 

126 2711.11.00 천연가스(액화한 것) 20 

127 2711.12.00 프로판(액화한 것) 20 

128 2713.11.00 석유코크스[하소(煆燒)하지 않은 것] 20 

129 2716.00.00 전기에너지(임의의 호) 60 

130 2801.20.00 요드 20 

131 2801.30.00 플루오르와 브롬 20 

132 2803.00.00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10 

133 2805.30.00 희토류(稀土類)금속, 스칸듐과 이트륨 20 

134 2813.90.00 비(非)금속 황화물(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과 상관습(商慣習)상의 삼황화인 20 

135 2816.40.00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과산화물 20 

136 2817.00.00 산화아연, 과산화아연 10 

137 2818.10.00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0 

138 2821.20.00 
어스컬러(earth colour)[화합철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0 

139 2824.10.00 일산화납[리사지(litharge)·메시코트(massicot)] 30 

140 2825.60.00 산화게르마늄과 이산화지르코늄 20 

141 2826.12.00 플루오르화알루미늄 20 

142 2826.30.00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인조 빙정석(氷晶石)] 20 

143 2827.41.00 산화염화구리와 수산화염화구리 20 

144 2830.10.00 황화나트륨 10 

145 2831.90.00 
아이티온산염과 술폭실산염(아이티온산나트륨과 술폭실산나트륨은 제외한

다) 
20 

146 2833.29.90 
황산염·명반·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

다) 
20 

147 2835.24.00 인산칼륨 20 

148 2836.99.90 그밖의 탄산염, 과산화탄산염(철 탄산염은 제외한다) 10 

149 2841.69.00 아망간산염·망간산염·과망간산염(과망간산칼륨은 제외한다) 20 

150 2841.80.00 텅스텐산염[울프라메이트(wolframate)] 20 

151 2843.90.10 시스플라틴 BP, 옥살리플라틴 BP, 카르보플라틴 BP 20 

152 2843.90.90 그 밖의 화합물, 아말감(amalgam) 20 

153 2901.10.00 포화비환식탄화수소 15 

154 2901.21.00 에틸렌 30 

155 2901.22.00 프로펜(프로필렌) 30 

156 2901.23.00 부텐(부틸렌)과 이들의 이성체 30 

157 2901.24.00 1,3부타디엔과 이소프렌 30 

158 2902.11.00 시클로헥산 30 

159 2902.20.00 벤젠 30 

160 2902.30.00 톨루엔 10 

161 2902.41.00 오르토크실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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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2902.42.00 메타크실렌 30 

163 2902.43.00 파라크실렌 30 

164 2902.44.00 혼합크실렌이성체 10 

165 2902.50.10 
스티렌(부가가치세 등록된 페인트 제조업체로부터 수입되는 것으로 한정한

다) 
10 

166 2902.50.90 
스티렌(부가가치세 등록된 페인트 제조업체 이외의 업체로부터 수입되는 것

으로 한정한다) 
10 

167 2902.60.00 에틸벤젠 30 

168 2902.70.00 큐멘 30 

169 2903.11.00 염화메탄(염화메틸)과 염화에탄(염화에틸) 20 

170 2903.21.00 염화비닐(염화에틸렌) 20 

171 2903.29.00 
그밖의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소화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172 2903.31.00 이브롬화에틸렌(ISO)(1,2디브로모에탄) 20 

173 2903.77.10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 20 

174 2903.77.20 디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20 

175 2903.77.30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20 

176 2903.77.40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과 클로로펜타플루오르에탄 20 

177 2903.77.50 그 밖의 유도체(불소와 염소만으로 퍼할로겐화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178 2903.76.00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디브로모테트라플루

오르에탄 
20 

179 2903.78.00 그 밖의 퍼할로겐화유도체 20 

180 2903.92.00 
헥사클로로벤젠(ISO)과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

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20 

181 2905.11.00 메탄올(메틸알코올) 10 

182 2905.12.00 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과 2-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코올) 10 

183 2905.13.00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10 

184 2905.14.00 그 밖의 부탄올(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 

185 2905.16.10 
옥탄올(옥틸알코올)과 그 이성체(부가가치세 등록된 페인트 제조업체로부터 

수입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186 2905.16.90 그 밖의 옥탄올(옥틸알코올)과 그 이성체 10 

187 2905.17.00 1-도데칸올, 1-헥사데칸올 및 1-옥타데칸올 10 

188 2905.19.00 그밖의 포화 1가알코올(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 

189 2905.22.00 비환식테르펜알코올 10 

190 2905.31.10 
2가알코올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부가가치세 등록된 PET 칩 생산업체로부

터 수입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191 2905.31.90 
2가알코올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부가가치세 등록된 PET 칩 생산업체로부

터 수입되는 것을 제외한다) 
10 

192 2905.32.00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30 

193 2905.41.00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1,3디올(트리메틸올프로판) 30 

194 2905.42.00 펜타에리트리톨 10 

195 2905.43.00 만니톨 10 

196 2905.44.00 디글루시톨(소르비톨) 10 

197 2905.51.00 에스클로비놀(INN) 20 

198 2906.12.00 시클로헥산올·메틸시클로헥산올·디메틸시클로헥산올 20 

199 2907.11.00 페놀(석탄산)과 그 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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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2907.12.00 크레졸과 그 염 30 

201 2907.13.00 옥틸페놀·노닐페놀과 이들의 이성체, 이들의 염 30 

202 2907.15.00 나프톨과 이들의 염 30 

203 2907.19.00 그밖의 1가페놀(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204 2907.21.00 레소르시놀과 그 염 30 

205 2907.22.00 히드로퀴논(퀴놀)과 그 염 30 

206 2907.23.00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디페닐올프로판)과 그 염 30 

207 2907.29.00 그 밖의 다가페놀(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208 2908.91.00 디노셉(ISO)과 그 염 20 

209 2908.92.00 4,6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DNOC(ISO)]과 그 염 20 

210 2908.99.00 
그 밖의 페놀이나 페놀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

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211 2909.11.00 디에틸에테르 20 

212 2909.19.00 
그 밖의 비환식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

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213 2909.20.00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0 

214 2909.44.00 
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 또는 디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

노알킬에테르 
20 

215 2910.20.00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20 

216 2910.30.00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20 

217 2910.40.00 디엘드린(ISO, INN) 20 

218 2910.90.00 

3원고리의 에폭시드·에폭시알코올·에폭시페놀·에폭시에테르와 이들의 할

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따로 분

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219 2911.00.00 
아세탈·헤미아세탈(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

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0 

220 2912.49.00 
그 밖의 알데히드-알코올, 알데히드-에테르ㆍ알데히드-페놀과 그 밖의 산소

관능 알데히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221 2912.50.00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20 

222 2914.23.00 이오논과 메틸이오논 20 

223 2914.31.00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 20 

224 2915.36.00 초산디노셉(ISO) 20 

225 2916.32.00 과산화벤조일과 염화벤조일 20 

226 2916.34.00 페닐아세트산과 그 염 20 

227 2916.39.00 

기타 방향족(芳香族) 모노카르복시산 등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

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

한다) 

20 

228 2918.12.00 타르타르산 20 

229 2918.13.00 타르타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20 

230 2918.18.00 클로로벤질레이트(ISO) 20 

231 2920.11.00 파라티온(ISO)과 파라티온메틸(ISO)(메틸파라티온) 20 

232 2921.22.00 헥사메틸렌디아민과 그 염 20 

233 2922.14.00 덱스트로프로폭시펜(INN)과 그 염 20 

234 2922.43.00 안트라닐산과 그 염 20 

235 2922.44.00 틸리딘(INN)과 그 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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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2924.23.00 2-아세트아미도벤조산(엔-아세틸 안트라닐산)과 그 염 20 

237 2924.24.00 에치나메이트(INN) 20 

238 2925.12.00 구루테치미드(INN) 20 

239 2930.50.00 캡타폴(ISO), 메타미도포스(ISO) 20 

240 2933.55.00 
로프라졸람(INN)·메크로콰론(INN)·메타콰론(INN)·지페프롤(INN)과 이들

의 염 
20 

241 2937.19.90 
폴리펩타이드 호르몬, 프로테인 호르몬, 글리코프로테인 호르몬, 이들의 유

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20 

242 2937.90.00 

그 밖의 호르몬·프로스타글란딘·트롬복산·류코트리엔(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

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서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되는 것(변성된 폴리펩

타이드 체인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20 

243 2937.50.00 
프로스타글렌딘, 트롬복산과 류코트리엔,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

조를 가지는 것 
20 

244 3204.11.00 분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10 

245 3210.00.10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B. Biman, Flying Club, 관련 정부부처와 VAT 등

록된 업체로부터 수입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15 

246 3301.29.00 
정유(essential oil)[콘크리트((concrete)와 앱설루트(absolute)를 포함)로

서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을 한정한다] 
10 

247 3502.11.00 알의 흰자위(egg albumin)(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248 3507.90.10 스트렙토키나제 10 

249 3507.90.90 스트렙토키나제 이외의 것 10 

250 3702.31.00 롤모양 천연색 사진 필름(구멍을 뚫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251 3702.52.00 
그 밖의 필름[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으로, 폭이 16밀리미터 이하인 것으

로 한정한다] 
20 

252 3702.55.00 
그 밖의 필름[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으로, 폭이 16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0 

253 3702.96.00 
그 밖의 사진필름(폭이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0 

254 3706.90.10 
교육 및 지시용 영화필름(노광 및 현상한 것으로서, 폭이 35밀리미터 미만

인 것으로 한정한다)  
20 

255 3802.10.00 활성탄 20 

256 3803.00.00 톨유(tall oil)(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0 

257 3808.91.29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

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

다) 

10 

258 3809.91.00 
완성가공제 등으로서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 

259 3823.13.00 톨유(tall oil) 지방산 20 

260 3824.30.00 
응집하지 않은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

으로 한정한다) 
20 

261 3901.90.00 
그밖의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따로 분류

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0 

262 3907.99.00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0 

263 3909.30.00 그 밖의 아미노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따로 분류되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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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64 4001.21.00 천연고무의 스모크드 시트(smoked sheet) 10 

265 4001.22.00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 모양 등으로 한정한다] 30 

266 4001.29.00 
그 밖의 천연고무 등[일차제품(primary form)∙판 모양 등으로 한정한다](따

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 

267 4002.39.00 할로-이소부텐-이소프렌고무 20 

268 4006.10.00 고무타이어 재생용 “캐멀백(camelback)” 스트립 20 

269 4007.00.00 고무실과 고무끈(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270 4009.11.00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으로 한정한다) 
10 

271 4011.61.10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으로서, 농업용 트랙터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으로 한정한다) 
15 

272 4011.92.10 농경용 트랙터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15 

273 4015.11.00 외과용 고무 장갑 10 

274 4015.19.00 가황한 고무장갑(외과용 장갑은 제외한다) 10 

275 4017.00.00 
경질(硬質)고무[예: 에보나이트(ebonite), 각종 모양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와 그 제품 
15 

276 4103.20.00 
파충류의 원피(신선한 것 또는 보존처리한 것으로서, 유연처리하지 않은 것

으로 한정한다) 
60 

277 4107.92.00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반신의 가죽을 포함한다) 30 

278 4113.30.00 파충류의 것 60 

279 4302.11.00 유연처리, 드레스가공한 전신 밍크모피(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280 4302.19.00 
유연처리, 드레스가공한 전신모피(조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281 4302.20.00 
모피의 유연처리, 드레스가공한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282 4302.30.00 
유연처리, 드레스가공한 전신모피와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한 것으

로 한정한다) 
20 

283 4401.21.00 칩이나 삭편(削片) 모양인 침엽수 목재 20 

284 4401.22.00 칩이나 삭편(削片) 모양인 활엽수 목재 20 

285 4402.10.00 
목탄[쉘(shell)이나 너트(nut)의 탄을 포함하며,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으

며 대나무의 것으로 한정한다] 
20 

286 4406.10.00 궤도용 받침목[주약처리(impregnated)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20 

287 4407.21.00 마호가니(Mahogany)[스웨테니아(Swietenia)종] 20 

288 4407.22.00 비롤라(Virola)·임부아(Imbuia) 및 발사(Balsa) 20 

289 4407.25.00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의 열대산 목재 
20 

290 4407.26.00 
화이트라왕(White Lauan)ㆍ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ㆍ화이트세라야

(White Seraya)ㆍ옐로메란티(Yellow Meranti)ㆍ아란(Alan)의 열대산 목재 
20 

291 4407.27.00 사팰리(Sapelli) 20 

292 4407.28.00 이로코(Iroko) 20 

293 4407.93.00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

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엔드

-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단풍나무(아세르(Acer)종)의 

것으로 한정한다] 

20 

294 4407.94.00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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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엔드

-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

종)의 것으로 한정한다] 

295 4407.95.00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

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엔드

-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프라시너스(Fraxinus)종의 

것으로 한정한다] 

20 

296 4408.10.00 
침엽수류의 베니어 단판 및 합판용 단판 등(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으

로 한정한다)  
20 

297 4408.31.00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ㆍ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

ㆍ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20 

298 4412.31.0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15 

299 4412.32.00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15 

300 4412.39.00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15 

301 4416.00.00 나무로 만든 통ㆍ배럴(barrel)ㆍ배트(vat)ㆍ텁(tub) 등과 이들의 부분품 20 

302 4503.90.00 천연 코르크(cork)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303 4601.22.00 식물성 재료로 만든 매트류와 발(등나무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20 

304 4601.93.00 
식물성 재료로 만든 매트류와 발(등나무로 만든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305 4601.94.00 
식물성 재료로 만든 매트류와 발(그 밖의 식물성 재료로 만든 것으로서, 따

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306 4601.99.00 

그 밖의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조물 재료·플레이트

(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하거나 직조한 물

품[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최종 제품인지에 상관없으며 식물성 재

료는 제외한다] 

20 

307 4804.11.00 
표백하지 않은 크라프트라이너(kraftliner)[도포하지 않은 것으로서, 롤 모

양이나 시트(sheet)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15 

308 4804.31.00 
표백하지 않은 크라프트지와 판지(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것으

로 한정한다) 
15 

309 4805.11.00 반화학 플루팅지(fluting paper) 15 

310 4805.93.00 
플루팅지(fluting paper)(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

이 225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30 

311 4904.00.00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 한정한다] 20 

312 5108.1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카드(card)한 것으로서, 소매용은 제외한다] 35 

313 5112.11.00 
직물[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0 

314 5402.44.00 
그 밖의 실(단사로서 꼬임이 없거나 미터당 50회 이하의 꼬임의 것으로 한

정한다) 
30 

315 5515.22.00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20 

316 5607.49.10 
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것으로서, 어업 트롤망(網)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0 

317 5607.49.90 
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것으로서, 기타의 것]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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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6104.13.00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합성섬유로 만든 것으로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

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20 

319 6116.10.00 플라스틱·고무를 침투, 도포, 피복한 것 20 

320 6116.91.00 
장갑류(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

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20 

321 6116.92.00 장갑류(면으로 만든 것으로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20 

322 6116.99.00 
장갑류(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20 

323 6201.13.00 
남성용이나 소년용 카오버코트(car overcoate)∙케이프(cape)∙클록(cloak) 

등(인조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0 

324 6804.22.00 
밀스톤(millstone) 등(그 밖의 응결시킨 연마제의 것 또는 도자(陶瓷)제의 

것으로 한정한다) 
15 

325 6908.10.00 유약처리를 한 타일∙큐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모자이크용으로 한정한다) 15 

326 7011.20.00 
밀폐되지 않은 유리제 외피(벌브와 튜브를 포함하며, 음극선관용으로 한정

한다) 
20 

327 7013.37.00 
그 밖의 음료용 유리컵류(유리도자제의 것 이외의 것으로 한정하며, 납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20 

328 7019.11.00 유리섬유제의 단연사(길이가 5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0 

329 7102.10.00 다이아몬드(선별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330 7102.21.00 
공업용 다이아몬드(원석으로서,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

다) 
20 

331 7102.29.00 
공업용 다이아몬드(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

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332 7103.91.00 루비∙사파이어∙에머랄드(가공한 것으로서,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20 

333 7104.10.00 압전기용 석영 20 

334 7104.20.00 기타(원석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335 7105.10.00 다이아몬드의 더스트(dust)와 가루 20 

336 7106.10.00 은의 가루 20 

337 7106.91.00 가공하지 않은 은(금이나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한다) 20 

338 7107.00.00 
은을 입힌 비금속(卑金屬)(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한다) 
20 

339 7108.11.00 금의 가루(화폐용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20 

340 7108.12.00 
가공하지 않은 금(백금으로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화폐용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20 

341 7108.13.00 
반가공한 모양의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화폐용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20 

342 7108.20.00 금(화폐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20 

343 7109.00.00 
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이나 은(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

로 한정한다) 
20 

344 7110.19.00 백금(반가공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20 

345 7110.21.00 팔라듐(palladium)(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20 

346 7110.29.00 팔라듐(palladium)(반가공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20 

347 7110.31.00 로듐(rhodium)(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20 

348 7110.39.00 로듐(rhodium)(반가공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20 

349 7110.41.00 
이리듐(iridium)ㆍ오스뮴(osmium)ㆍ루테늄(ruthenium)(가공하지 않은 것이

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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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7110.49.00 
이리듐(iridium)ㆍ오스뮴(osmium)ㆍ루테늄(ruthenium)(반가공한 모양의 것

으로 한정한다) 
20 

351 7112.30.00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灰) 20 

352 7112.91.00 
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

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20 

353 7112.92.00 
백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백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20 

354 7112.99.00 
백금을 함유하는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

한 부스러기는 제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355 7202.49.00 
페로크로뮴(ferro-chromium)(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20 

356 7202.50.00 페로실리코크로뮴(ferrosilicochromium) 20 

357 7202.60.00 페로니켈(ferronickel) 20 

358 7202.70.00 페로몰리브데늄(ferromolybdenum) 20 

359 7202.80.00 페로텅스텐(ferrotungsten)과 페로실리코 텅스텐(ferrosilicotungsten) 20 

360 7202.91.00 페로티타늄(ferrotitanium)과 페로실리코티타늄(ferrosilicotitanium) 20 

361 7202.92.00 페로바나듐(ferrovanadium) 20 

362 7202.93.00 페로니오븀(ferroniobium) 20 

363 7204.21.00 스테인리스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20 

364 7208.90.10 부가가치세 등록된 철강 제품 및 변압기 제조업체에 의하여 수입되는 것 20 

365 7211.13.00 
4면을 열간(熱間)압연한 철강(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600밀리미터 미

만이며,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코일 모양인 것은 제외한다) 
20 

366 7216.22.00 
철강제의 티(T) 형강 [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한 것으로

서, 높이가 8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20 

367 7216.61.00 
철강제의 형강(形鋼)[냉간(冷間)성형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평판

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20 

368 7216.91.00 
철강제의 형강(形鋼)[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冷間)성형이나 냉간(冷間)

처리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369 7219.11.00 
열간(熱間)압연한 스테인리스강(코일 모양의 것으로서,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이고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0 

370 7219.12.00 
열간(熱間)압연한 스테인리스강(코일 모양의 것으로서,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이고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0 

371 7224.10.00 
합금강의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스테인리스는 

제외한다) 
20 

372 7225.30.00 
열간(熱間)압연한 합금강(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이

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373 7225.50.10 

냉간(冷間)압연한 합금강[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등록된 주형(mould) 제조업체에 의하여 수입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374 7225.91.00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이고, 아연을 전기도금하거나 

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375 7225.92.00 
평판압연한 합금강(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이고,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으로서, 전기도금한 것은 제외한다) 
20 

376 7226.20.00 평판압연한 고속도강(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20 

377 7226.92.00 
평판압연한 합금강[냉간(冷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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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7227.10.00 고속도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20 

379 7227.20.00 
실리코망간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

다] 
20 

380 7228.20.00 실리코망간강의 봉 20 

381 7228.80.00 합금강 또는 비합금강의 중공(中空)드릴봉 20 

382 7302.30.00 
철강제의 철도용 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

(crossing piece) 
20 

383 7304.23.10 
케이싱∙튜빙∙드릴파이프(스테인리스강제의 드릴파이프는 제외하며, 내측직

경이 8인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0 

384 7311.00.10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의 철강제 용기(용적이 50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서, 완전분해된 것으로 한정한다) 
30 

385 7311.00.90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의 철강제 용기(용적이 5000리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

외하며, 완전분해된 것으로 한정한다) 
30 

386 7403.12.00 정제한 구리의 와이어바(wire-bar) 20 

387 7403.13.00 정제한 구리의 빌릿(billet) 20 

388 7405.00.00 구리의 모합금(master alloy) 20 

389 7410.22.00 
구리합금의 박(箔)[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 것으로서, 그 두께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0 

390 7501.20.00 소결(燒結)한 산화니켈 및 그 밖의 니켈 제련으로 생산된 제품 20 

391 7503.00.00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20 

392 7614.1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케이블·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철강심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10 

393 7804.20.00 납의 가루 및 플레이크(flake) 20 

394 7907.00.10 기계류의 부분품 10 

395 8001.20.00 주석 합금(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396 8002.00.00 주석의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20 

397 8101.94.00 텅스텐의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20 

398 8101.97.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20 

399 8101.99.00 텅스텐의 그 밖의 물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400 8102.10.00 몰리브데늄의 가루 20 

401 8102.94.00 가공하지 않은 몰리브데늄[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20 

402 8102.95.00 
봉[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것은 제외한다], 프로파일(profile) ·판

·시트(sheet) ·스트립ㆍ박(箔) 
20 

403 8102.97.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20 

404 8103.20.00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가루 20 

405 8103.3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20 

406 8103.90.00 탄탈륨의 그 밖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407 8104.20.00 마그네슘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20 

408 8105.3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20 

409 8105.90.00 코발트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410 8106.00.00 
비스무트(bismuth)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

다] 
20 

411 8107.20.00 카드뮴의 괴(塊), 가루 20 

412 8107.3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20 

413 8108.20.00 티타늄의 괴(塊), 가루 20 

414 8108.3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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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8109.20.00 지르코늄의 괴(塊), 가루 20 

416 8109.3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20 

417 8109.90.00 지르코늄의 제품 20 

418 8110.2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20 

419 8111.00.00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20 

420 8112.12.00 베릴륨[괴(塊)와 가루로 한정한다] 20 

421 8112.13.00 베릴륨[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한정한다] 20 

422 8112.19.00 베리륨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423 8112.21.00 크로뮴[괴(塊)와 가루로 한정한다] 20 

424 8112.22.00 크로뮴[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한정한다] 20 

425 8112.51.00 탈륨[괴(塊)와 가루로 한정한다] 20 

426 8112.52.00 탈륨[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20 

427 8112.59.00 그 밖의 금속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428 8112.92.00 
그 밖의 금속[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과 가루로 한정한

다] 
20 

429 8112.99.00 그 밖의 금속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430 8202.39.00 
원형 톱날[슬리팅(slitting)이나 슬로팅(slotting) 톱날을 포함하며, 작용

하는 부분을 강(鋼)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 
15 

431 8207.13.00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작용하는 부분을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으로 한

정한다] 
36 

432 8207.19.00 
그 밖의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작용하는 부분을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36 

433 8207.20.00 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 16 

434 8207.30.00 
호환성 공구[프레싱(pressing)용ㆍ스탬핑(stamping)용ㆍ펀칭(punching)용으

로 한정한다] 
16 

435 8207.40.00 호환성 공구[태핑(tapping)용이나 드레딩(threading)용으로 한정한다] 16 

436 8207.60.00 호환성 공구[보링(boring)용이나 브로칭(broaching)용으로 한정한다] 36 

437 8207.70.00 호환성 공구[밀링(milling)용으로 한정한다] 36 

438 8207.80.00 호환성 공구[터닝(turning)용으로 한정한다] 16 

439 8207.90.00 
그 밖의 수공구용 또는 기계용 호환성 공구(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

정한다) 
16 

440 8402.19.00 
그 밖의 증기발생보일러(복합보일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

로 한정한다) 
30 

441 8403.10.00 중앙난방용 보일러(HS 제8402호의 것을 제외한다) 45 

442 8407.10.00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항공기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10 

443 8407.21.00 아웃보드(outboard) 모터(선박추진용 엔진으로 한정한다) 30 

444 8407.31.10 
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3륜 자동 릭샤(rickshaw)용으로서 2행정

의 것으로 한정한다] 
20 

445 8407.31.20 
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3륜 자동 릭샤(rickshaw)용으로서 4행정

의 것으로 한정한다] 
20 

446 8407.31.90 
그 밖의 제87류의 차량 추진용 왕복 피스톤엔진 (실린더 용량이 50시시 이

하인 것으로서, 2행정이나 4행정의 것은 제외한다) 
20 

447 8407.32.10 3륜 자동 릭샤(rickshaw)용의 2행정 내연기관 10 

448 8407.32.20 3륜 자동 릭샤(rickshaw)용의 4행정 내연기관 10 

449 8407.32.90 
그 밖의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실린더 용량이 50시시 초과이고 250시시 이하인 것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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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정한다) 

450 8407.33.10 3륜 자동 릭샤(rickshaw)용의 2행정 내연기관 15 

451 8407.33.20 3륜 자동 릭샤(rickshaw)용의 왕복 피스톤 4행정 내연기관 15 

452 8407.33.90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자동차용

의 것으로서, 실린더 용량이 250시시 초과이고 1,000시시 이하인 것으로 한

정한다) 

15 

453 8407.34.10 압축천연가스 장치를 내장한 버스 또는 트럭 엔진 15 

454 8407.34.90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를 초과하는 것(압축천연가스 장치를 내장한 버스 

또는 트럭 엔진은 제외한다) 
15 

455 8407.90.90 
불꽃점화식 왕복/로터리 방식 내연기관(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

다) 
10 

456 8408.10.00 선박추진용 엔진 10 

457 8408.20.10 2행정 엔진[자동차(3륜 자동 릭샤(rickshaw) 추진용으로 한정한다] 10 

458 8408.20.20 4행정 엔진[자동차(3륜 자동 릭샤(rickshaw)) 추진용으로 한정한다] 10 

459 8408.20.31 
버스나 트럭의 디젤엔진(압축천연가스 장치를 내장한 것으로서, 실린더 용

량이 2600시시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460 8408.20.39 그 밖의 디젤엔진(실린더 용량이 2600시시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461 8408.20.90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제87류의 자동차

용의 그 밖의 엔진으로 한정한다) 
10 

462 8408.90.90 그 밖의 엔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 

463 8409.10.00 제8407.10호의 항공기 엔진의 부분품 10 

464 8409.91.90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의 부분품(항공기용의 것은 제외하며, 다른 곳에 분류

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 

465 8414.80.10 기체 압축기 15 

466 8414.80.20 
펌프와 압축기(팬이 달린 후드로서, 양식용으로만 사용되는 송풍기로 한정

한다) 
15 

467 8414.80.30 펌프와 압축기 15 

468 8414.80.90 
그 밖의 기체 압축기(팬이 달린 후드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

한다) 
15 

469 8416.10.00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노(爐)용 버너 35 

470 8419.31.00 건조기(농산물용으로 한정한다) 70 

471 8420.99.00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 또는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 

472 8421.21.10 물의 여과기 또는 청정기(실험실용 상균기의 것으로 한정한다) 15 

473 8421.21.20 물의 청정기(가정형으로 한정한다) 15 

474 8421.21.92 물의 청정기(산업형으로 한정한다) 15 

475 8421.29.10 
필터의 카트리지와 막(mebrane) 여과기(부가가치세가 등록된 의약품 및 물

의 청정기 제조업체로부터 수입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15 

476 8421.29.20 혈액투석기(인공 신장) 15 

477 8421.29.90 정수 또는 청정기(액체용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5 

478 8424.89.00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기용 기기 15 

479 8428.33.00 
연속작동(continuous-action)식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벨트형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0 

480 8431.43.00 소호 제8430.41호나 제8430.49호의 천공용이나 시굴용 기계의 부분품 30 

481 8433.60.00 계란, 과일 또는 다른 생산품의 세척기∙분류기 또는 선별기 30 

482 8437.90.10 쌀 탈각기와 밀 분쇄기의 부분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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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8441.20.00 백∙봉지∙봉투(종이나 판지로 된 것으로한정한다) 제조용 기계 35 

484 8441.30.00 카톤∙상자 등(종이나 판지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제조용 기계 45 

485 8441.80.00 제지용 펄프∙종이∙판지 제조용 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5 

486 8443.19.00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오프셋 인쇄기, 활판 인쇄기를 제외한다) 30 

487 8445.11.00 카드기(carding machine)(방적준비용으로 한정한다) 20 

488 8445.13.00 연조기나 조방기(방적준비용으로 한정한다) 20 

489 8445.19.00 방적준비용의 그 밖의 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0 

490 8445.20.00 방적기계 30 

491 8446.21.00 
동력구동식 직조기(직물의 직조용으로서,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며, 셔

틀형으로 한정한다) 
20 

492 8446.30.00 
직조기(직물의 직조용으로서,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며, 셔틀리스형으로 

한정한다) 
30 

493 8447.90.00 
짐프사(gimped yarn)∙튈(tule)∙레이스∙자수천∙트리밍(trimming) 등의 제조

용 기계 
30 

494 8448.39.00 
제8445호의 기계의 부분품 및 부속품 등(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

다) 
10 

495 8448.49.00 직기(직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 

496 8451.40.00 세탁기∙표백기∙염색기(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0 

497 8451.80.00 
쥐어짜기용∙드레싱용∙완성가공용∙도포용·침지(沈漬)용 기계(방적용 실·직

물류나 이들 제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0 

498 8452.21.00 자동식 재봉기 15 

499 8452.30.00 재봉기용 바늘 45 

500 8469.00.00 타자기(제8443호의 프린터기는 제외한다), 워드프로세싱머신 20 

501 8474.10.00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토양∙돌∙광석 등의 처리용으로서, 따로 분

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 

502 8474.80.00 
그 밖의 기계류(토양∙돌∙광석 등의 처리용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

로 한정한다) 
10 

503 8476.29.00 음료 자동판매기(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504 8479.71.00 탑승교(공항에서 사용되는 것) 10 

505 8479.79.00 그 밖의 탑승교 10 

506 8479.89.00 
기계(개별적인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

정한다) 
10 

507 8456.90.00 
그 밖의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방식은 제외한

다) 
10 

508 8479.90.00 개별적인 기능을 가진 기계(제8479호)의 부분품 45 

509 8466.93.00 제8456호에서 제8461호까지의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5 

510 8480.71.00 고무나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사출식이나 압축식으로 한정한다) 45 

511 8481.90.10 탭 및 코크의 부분품 15 

512 8481.90.90 탭 및 코크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5 

513 8501.62.10 
광기전성(光起電性) 발전기(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이고 375킬로볼트

암페어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0 

514 8501.62.90 
그 밖의 교류 발전기(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이고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5 

515 8502.11.00 
압축점화식 엔진을 갖춘 발전세트(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5 

516 8502.12.00 압축점화식 엔진을 갖춘 발전세트(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37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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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17 8502.13.00 
압축점화식 엔진을 갖춘 발전세트(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으로 한정한다) 
35 

518 8502.39.00 
발전세트(풍력에 의한 것을 제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

다) 
20 

519 8514.10.00 저항가열식 노(爐)와 오븐(공업용 또는 실험실용으로 한정한다) 35 

520 8514.20.00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식 노(爐)와 오븐(공업용 또는 실험실용으로 한정한다) 15 

521 8514.30.00 
노(爐)와 오븐(공업용 또는 실험실용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

정한다) 
15 

522 8514.40.00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식 가열기(공업용 또는 실험실용으로 한정한다) 35 

523 8518.10.00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15 

524 8518.21.00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15 

525 8518.22.00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15 

526 8523.52.00 스마트카드 20 

527 8525.50.90 송신기기(항공기용의 것은 제외한다) 10 

528 8532.10.00 
고정식 축전기로 50/60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고, 무효(無效)전력 용량이 

0.5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10 

529 8532.29.00 고정식 축전기(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5 

530 8535.90.00 

그 밖의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 [예: 개폐기ㆍ퓨즈ㆍ피뢰

기ㆍ전압제한기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

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

다) 

10 

531 8538.90.00 
제8535호에서 제8537호에 해당하는 장치의 부분품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

로 한정한다 
10 

532 8539.22.00 
필라멘트 램프(전력이 200와트 이하 전압이 1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5 

533 8539.31.10 
에너지 절약형 램프(보통의 필라멘트 전구에 비하여 3배 이상의 빛을 발산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534 8539.31.90 방전램프(자외선 램프는 제외하며, 열음극형 형광램프로 한정한다) 10 

535 8540.79.00 
마이크로웨이브관[자전관(magentron)∙속도변조관(klystron) 및 그리드

(grid)제어관은 제외한다] 
20 

536 8543.20.00 신호발생기 35 

537 8543.70.10 전자∙전기 장치용 원격제어기 15 

538 8543.70.20 말하는 전자사전 15 

539 8543.70.90 그 밖의 기계 및 장치(전자∙전기 장치용 원격제어기는 제외한다) 15 

540 8544.70.00 광섬유케이블(개별 피복한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0 

541 8601.10.00 철도용 기관차(외부전원으로 주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0 

542 8601.20.00 철도용 기관차(축전지로 주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0 

543 8602.10.00 디젤 전기기관차 20 

544 8602.90.00 철도용 기관차(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탄수차(炭水車) 20 

545 8603.10.00 
자주식(自走式)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와 화차(제8604호의 것은 제외하며 

외부전원으로 주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0 

546 8606.10.00 탱크차와 이와 유사한 차[자주식(自走式)의 것은 제외한다] 20 

547 8606.30.00 자기양하식(self-discharging) 화차(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548 8606.91.00 
철도용이나 궤도용 화차(덮개가 있는 것으로서 밀폐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

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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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8606.92.00 철도용이나 궤도용 화차(무개차로서, 옆면을 여럿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20 

550 8606.99.00 
철도용이나 궤도용 화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551 8607.11.00 철도용이나 궤도용 화차의 구동식 보기(bogie)와 비셀보기의 부분품 20 

552 8607.29.00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20 

553 8701.10.00 보행운전형 트랙터 30 

554 8701.20.20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완전분해된 것으로 

한정한다) 
20 

555 8803.30.00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 

556 8804.00.0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

(rotochute), 이들의 부분품 
20 

557 8901.10.90 
순항선∙유람선 등(사람 수송용으로 한정한다)과 페리보트(따로 분류되지 않

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558 8901.20.10 
선박(방글라데시에 등록된 것으로서, 적재중량이 5000DWT를 초과하고, 최소

한 3년 이상 연속하여 해양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0 

559 8901.20.90 탱커(tanker)(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560 8901.30.10 
선박(방글라데시에 등록된 것으로서, 적재중량이 5000DWT를 초과하고, 최소

한 3년 이상 연속하여 해양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0 

561 8904.00.00 예인선과 푸셔크라프트(pusher craft) 20 

562 8905.10.00 준설선 30 

563 8905.20.00 시추대나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0 

564 9005.90.00 쌍안경 등의 부분품과 부속품(장착구를 포함한다) 20 

565 9006.51.00 
사진기[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뷰파인더(viewfinder)[싱글렌즈리플렉스

(SLR)]를 갖춘 것(폭이 35밀리미터 이하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20 

566 9006.52.00 
사진기(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폭이 35밀리미터 미만인 롤필름용으

로 한정한다) 
20 

567 9007.10.10 
촬영기(폭이 16밀리미터 미만 또는 더블 8밀리미터의 필름용의 것으로 한정

한다) 
20 

568 9007.92.00 영화용 영사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20 

569 9018.31.10 
사전 충전된 유리/플라스틱 주사기[바늘∙바늘 보호덮개∙플런저(plunger)∙고

무뚜껑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15 

570 9018.31.90 주사기(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5 

571 9018.31.90 주사기(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5 

572 9018.32.00 
관 모양의 금속으로 만든 바늘과 봉합용 바늘(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

과용으로 한정한다) 
15 

573 9018.49.00 치과용으로 기기(드릴 엔진은 제외한다) 35 

574 9025.19.00 
온도계와 고온계(다른 기기와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액체를 넣은 것은 

제외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5 

575 9025.90.00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 등(제9025호)의 부분품과 

부속품 
15 

576 9028.10.00 기체용 계기 35 

577 9029.20.10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계기조립품(부가가치

세가 등록된 모터사이클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5 

578 9029.20.90 
그 밖의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계기조립품

(부가가치세가 등록된 모터사이클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5 

579 9030.31.00 멀티미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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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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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특혜폭(%) 

580 9030.39.00 전압ㆍ전류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15 

581 9031.10.00 균형시험기 15 

582 9033.00.00 
제90류의 기계ㆍ기기ㆍ장치ㆍ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

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5 

583 9104.00.10 항공기용∙헬리콥터용 계기반 클록(clock) 20 

584 9110.19.00 시계의 러프 무브먼트(rough movement) 20 

585 9114.10.00 시계의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20 

586 9114.40.00 시계의 지판과 브리지(bridge) 20 

587 9303.10.10 
총구장전 화기(방글라데시 정부 또는 방글라데시 정부를 대신하는 기관이 

수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0 

588 9303.30.10 
스포츠용∙수렵용∙표적사격용 라이플(산탄총은 제외하며, 방글라데시 정부 

또는 방글라데시 정부를 대신하는 기관이 수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0 

589 9303.30.20 스포츠 사격을 위한 경기용 무기 20 

590 9303.90.10 
화기(방글라데시 정부 또는 방글라데시 정부를 대신하는 기관이 수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0 

591 9307.00.10 

검류(해군, 육군, 공군 또는 경찰에서 포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와 허리에 차는 무기(임무수행중인 공무원의 정규적인 장비의 일부를 형성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0 

592 9405.10.00 샹들리에(chandelier)와 그 밖의 천장용·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 15 

593 9405.20.00 전기식의 테이블·책상·침대·마루스탠드 램프 15 

594 9405.50.10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비(卑)금속으로 만든 내풍(耐風) 램프로 한정한

다] 
10 

595 9405.50.90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 

596 9506.12.00 스키파스닝(skifastening)(스키바인딩) 20 

597 9506.21.00 세일보드(sailboard) 20 

598 9609.20.00 연필심(검은색이나 색깔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