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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양허표 

(APTA 제4라운드) 

번호 H.S. 코드 2012 품명 특혜폭(%) 

1 03038300 이빨고기(냉동한 것으로서, 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100 

2 03038910 갈치(Trichiurus)(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00 

3 03038920 부세(Pseudosciaena)(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00 

4 03038930 틸라피아(tilapia)(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00 

5 03038990 냉동한 어류(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0 

6 03049900 그 밖의 어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00 

7 03053900 
그 밖의 어류의 필레(fillet)(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으로서,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100 

8 03054900 
그 밖의 어류[훈제한 것으로서,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100 

9 03055910 건조한 실고기와 해마(훈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0 

10 03055990 그 밖의 건조한 어류(훈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0 

11 03032300 틸라피아(Tilapia)(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00 

12 03056910 갈치(Trichiurus)(염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00 

13 03056920 부세(염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00 

14 03056930 병어(염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00 

15 03056990 그 밖의 어류(염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00 

16 03061410 민물 꽃게(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00 

17 03061490 
그 밖의 게(냉동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0 

18 03049100 황새치 어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00 

19 03049200 이빨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00 

20 19053100 스위트 비스킷 50 

21 19053200 와플과 웨이퍼 50 

22 19059000 
그 밖의 빵 등(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성체, 라이스 페이퍼 등 
50 

23 20079910 
그 밖의 잼·과실젤리·마멀레이드 등(밀폐용기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50 

24 20079990 
그 밖의 잼·과실젤리·마멀레이드 등(감귤류의 과실의 

것으로 한정한다) 
50 

25 20019010 마늘(식초나 초산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50 

26 20019090 
채소, 과실 등(식초나 초산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서, 따

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0 

27 20093190 
그 밖의 한 가지 감귤류로만 만들어진 그 밖의 주스[브릭

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0 

28 20093990 
그 밖의 단일의 감귤류로만 만들어진 그 밖의 주스[브릭

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0 

29 20095000 
토마토주스(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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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099010 
과실 주스의 혼합물(발효되지 않은 것으로서, 주정을 함

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0 

31 20099090 
채소 주스의 혼합물(발효되지 않은 것으로서, 주정을 함

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0 

32 20093110 
레몬 주스[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

다] 
50 

33 20093910 
레몬 주스[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

한다] 
50 

34 03035700 황새치[냉동한 것으로서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100 

35 3924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100 

36 34011100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

(bar) 모양ㆍ케이크 모양ㆍ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

한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ㆍ워딩

(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 

100 

37 34012000 그 밖의 모양의 비누 100 

38 41152000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페어링

(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70 

39 42010000 

동물용 마구(고삐줄ㆍ끈ㆍ무릎받이ㆍ재갈ㆍ안장용 방석ㆍ

안장에 다는 주머니ㆍ개용 코트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하며, 어떤 재료이든 상관없다) 

60 

40 42021110 

트렁크·슈트 케이스[외부 표면을 가죽, 콤퍼지션 레더

(composition leather)나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5 

41 42021190 

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

서류가방·학생가방과 이와 유사한 용기[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외부 표면을 가죽, 콤퍼지션 레더

(composition leather)나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20 

42 42021900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

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과 이와 유사한 

용기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예: 외부 

표면을 가황한(벌커나이즈드) 파이버나 판지로 만든 것] 

60 

43 42022900 

핸드백(멜빵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예: 외부 

표면을 가황한(벌커나이즈드) 파이버나 판지로 만든 것] 

60 

44 42023900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으로서 따로 분

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예: 외부 표면을 가황한(벌

커나이즈드) 파이버나 판지로 만든 것] 

60 

45 42031000 
의류[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

든 것에 한정한다] 
20 

46 42032910 
작업용 장갑[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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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2032990 
장갑류[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0 

48 42033020 
띠[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에 한정한다] 
20 

49 42034000 

의류부속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가죽이나 콤퍼

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

다] 

60 

50 42050090 
그 밖의 제품[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35 

51 43031010 모피 의류 55 

52 43031020 모피의류의 부속품 45 

53 43039000 모피제품,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5 

54 43040010 인조모피 40 

55 43040020 인조모피의 제품 40 

56 41041111 

크롬 유연처리한 소가죽[웨트블루(wetblue) 원피가죽),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한 것으로 한정하며 그 이상의 가공

을 한 것은 제외한다] 

80 

57 41041119 

소가죽[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제외한다),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한 것으로 한정하며 그 이상의 가공

을 한 것은 제외한다] 

75 

58 41041120 

마속(馬屬)동물의 가죽[습윤 상태의 것으로서 스플릿

(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

(grain split)한 것으로 한정하며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60 

59 41041911 

소가죽[웨트블루(wetblue)상태의 것으로 그 이상의 가공

을 한 것은 제외하며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

다]  

75 

60 41041919 

소가죽[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제외한다)으

로서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그 이상의 가

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75 

61 41041920 

마속(馬屬)동물의 가죽(습윤 상태의 것으로 그 이상의 가

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한다)  

70 

62 41044100 

소나 마속(馬屬)동물의 가죽[털을 제거한 것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한 것으로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60 

63 41044910 

기계 벨팅(belting)용 소나 마속(馬屬)동물의 가죽[털을 

제거한 것,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으로 그 이상 가공

한 것은 제외하며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0 

64 41044990 
소나 마속(馬屬)동물의 가죽[털을 제거한 것, 건조 상태

의 것(크러스트)으로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하며 따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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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5 41051010 

면양이나 어린 양의 원피가죽[웨트블루(wetblue)상태의 

것으로 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며,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스플릿한 것인지는 상관 없다 

85 

66 41051090 

면양이나 어린 양의 원피가죽[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

(wetblue)를 제외한다), 털을 제거한 것으로서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하며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

다] 

80 

67 41053000 

면양이나 어린 양의 원피가죽[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털을 제거한 것으로서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하며 스

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0 

68 41062100 

산양의 원피가죽[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

함한다), 털을 제거한 것으로서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

외하며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 

69 41062200 

산양의 원피가죽[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털을 제거한 

것으로서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하며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0 

70 41063110 

돼지가죽[웨트블루(wetblue)상태의 것으로 그 이상의 가

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

다] 

70 

71 41063190 

돼지가죽[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제외한다), 

털을 제거한 것으로서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하며 스

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0 

72 41063200 

돼지가죽[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털을 제거한 것으로

서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하며 스플릿(split)한 것인

지에 상관없다] 

70 

73 41064000 

파충류의 가죽[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crust)처리한 것

으로 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하며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00 

74 41069100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의 가죽[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

(wetblue)를 포함한다), 털을 제거한 것으로 그 이상 가

공한 것은 제외하며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00 

75 41069200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의 가죽[건조 상태의 것(크러스

트), 털을 제거한 것으로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하며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00 

76 61034100 
남성용이나 소년용 긴 바지 등(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100 

77 61034200 
남성용이나 소년용 긴 바지 등(면으로 만든 메리야스 편

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0 

78 61034300 
남성용이나 소년용 긴 바지 등(합성섬유로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100 

79 61034900 
남성용이나 소년용 긴 바지 등(그 밖의 섬유로 만든 메리

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100 

80 56079090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 또는 케이블(따로 분류되

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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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56090000 
실·스트립 등의 제품,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 또

는 케이블(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0 

82 57021000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

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 
100 

83 570239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파일(pile) 바닥깔개(직조한 

것으로서,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

은 것으로 한정한다) 

100 

84 5703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터프트(tuft)한 것

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0 

85 57050010 
그 밖의 바닥깔개(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0 

86 57050020 
그 밖의 바닥깔개(인조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0 

87 57050090 그 밖의 바닥깔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0 

88 58021100 
면으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표백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0 

89 580220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테리(terry)직물 100 

90 5802202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0 

91 58022030 인조섬유로 만든 테리(terry)직물 100 

92 580220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테리(terry)직물(따로 분류

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0 

93 42033010 
벨트[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

든 것으로 한정한다] 
20 

94 42050010 
좌석의 커버[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35 

95 53031000 
황마 등[아마·대마·라미(ramie)는 제외하며 생것이나 

침지(沈漬)한 것으로 한정한다] 
100 

96 53071000 황마나 제5303호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 단사 50 

97 53072000 
제5303호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의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0 

98 53101000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로 만든 직물(표백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0 

99 53109000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로 만든 직물(표백

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  
50 

100 61046200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긴 바지 등(면으로 만든 것으로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0 

101 61046900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긴 바지 등(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

다) 

100 

102 61051000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면으로 만든 것으로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30 

103 61052000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인조섬유로 만든 것으로서, 메리

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100 

104 61059000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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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105 61061000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 등(면으로 만든 것으로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0 

106 61062000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 등(인조섬유로 만든 것으로

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100 

107 61069000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 등(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

다) 

100 

108 61071100 
남성용이나 소년용 언더팬츠∙브리프(면으로 만든 메리야

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0 

109 61072100 
남성용이나 소년용 파자마(면으로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

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0 

110 61072200 
남성용이나 소년용 파자마(인조섬유로 만든 것으로서, 메

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100 

111 61072910 
남성용이나 소년용 파자마(견이나 견 웨이스트로 만든 것

으로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100 

112 61072990 

남성용이나 소년용 파자마(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0 

113 61083100 
여성용이나 소녀용 나이트가운 등(면으로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0 

114 61083200 
여성용이나 소녀용 파자마 등(인조섬유로 만든 것으로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100 

115 61083910 
여성용이나 소녀용 파자마 등(견이나 견 웨이스트로 만든 

것으로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100 

116 61083990 

여성용이나 소녀용 나이트가운 등(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

다) 

100 

117 61099010 
티셔츠∙싱글리트(singlet) 등(견이나 견 웨이스트로 만든 

것으로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100 

118 61099090 

티셔츠∙싱글리트(singlet) 등(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

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0 

119 61101100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 등(양모로 만든 것으로

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100 

120 61102000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 등(면으로 만든 것으로

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0 

121 61103000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 등(인조섬유로 만든 것으

로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100 

122 61109010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 등(견이나 견 웨이스트로 

만든 것으로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

다) 

100 

123 61109090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 등(그 밖의 방직용 섬유

로 만든 것으로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
100 



7 

 

번호 H.S. 코드 2012 품명 특혜폭(%) 

정한다) 

124 61130000 
의류(제5903호ㆍ제5906호ㆍ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100 

125 61142000 
의류(면으로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0 

126 61153000 

여성용인 전길이(full-length)나 무릎길이(knee-length)

의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

한다) 

100 

127 62033100 
남성용이나 소년용 재킷과 블레이저(blazer)(양모나 동물

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0 

128 62033200 
남성용이나 소년용 재킷과 블레이저(blazer)(면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30 

129 62033910 
남성용이나 소년용 재킷과 블레이저(blazer)(견 또는 견 

웨이스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0 

130 62033990 
남성용이나 소년용 재킷과 블레이저(blazer)(그 밖의 방

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0 

131 62034100 
남성용이나 소년용 긴 바지∙짧은 바지 등(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00 

132 62034210 
남성용이나 소년용 아라비아식 긴 바지∙짧은 바지 등(면

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30 

133 62034290 
남성용이나 소년용 긴 바지∙짧은 바지 등(면으로 만든 것

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0 

134 62034910 
남성용이나 소년용 아라비아식 긴 바지∙짧은 바지 등(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00 

135 62034990 

남성용이나 소년용 아라비아식 긴 바지∙짧은 바지 등(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0 

136 62043200 
여성용이나 소녀용 재킷과 블레이저(blazer)(면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0 

137 62043300 
여성용이나 소녀용 재킷과 블레이저(blazer)(합성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00 

138 62043910 
여성용이나 소녀용 재킷(견 또는 견 웨이스트로 만든 것

으로 한정한다) 
100 

139 62043990 
여성용이나 소녀용 재킷(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0 

140 62046200 
여성용이나 소녀용 긴 바지∙짧은 바지 등(면으로 만든 것

으로 한정한다) 
30 

141 62059020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양모 또는 부드러운 동물의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00 

142 62052000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면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0 

143 62053000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인조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

다) 
100 

144 62059010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견 또는 견 웨이스트로 만든 것

으로 한정한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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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62059090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0 

146 62063000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 등(면으로 만든 것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0 

147 62069000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 등(그 밖의 방직용 섬

유로 만든 것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0 

148 62101010 
펠트 또는 부직포로 만든 의류(양모 또는 동물의 부드러

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00 

149 62101020 
펠트 또는 부직포로 만든 의류[면이나 인피(靭皮)섬유로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60 

150 62101030 
펠트 또는 부직포로 만든 의류(인조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00 

151 62101090 
펠트 또는 부직포로 만든 의류(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

든 것으로 한정한다) 
100 

152 62102000 
제6201.11호에서 소호 제6201.19호까지의 의류(제5903호, 

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00 

153 62104000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제5903호, 제5906호, 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00 

154 62105000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제5903호, 제5906호, 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00 

155 63051000 황마로 만든 포장용 빈 포대 등 100 

156 85079010 연산(鉛酸)축전지의 부분품 50 

157 85079090 
그 밖의 축전지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

정한다) 
50 

158 85481000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50 

159 90069110 
제 9006.1010 호부터 제 9006.3000 호까지의 사진기의 부

분품과 부속품 
100 

160 90069120 즉석인화 사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100 

161 90069191 사진기의 자동초점세팅장치 100 

162 90069192 사진기의 셔터 장치 100 

163 90069199 
그 밖의 사진기(따로 분류되지않은 것에 한정한다)의 부

분품과 부속품 
100 

164 03036900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ㆍ유클리티대

(Euclichthyidae)과ㆍ가디대(Gadidae)과ㆍ마크로우리대

(Macrouridae)과ㆍ멜라노니대(Melanonidae)과ㆍ메르루치

대(Merlucciidae)과ㆍ모리대(Moridae)과ㆍ무라에놀레피디

대(Muraenolepididae)과의 그 밖의 어류(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00 

165 03035500 전갱이(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00 

166 03038200 가오리와 홍어(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00 

167 03036800 블루 화이팅스(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00 

168 03036700 명태(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00 

169 03035600 날쌔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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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03032400 메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00 

171 03032500 잉어(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00 

172 03032900 나일 퍼치와 가물치(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00 

173 03049300 
틸라피아(tilapia)∙메기∙잉어∙뱀장어∙나일 퍼치∙가물치 

어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00 

174 03049400 명태 어육 100 

175 03049500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ㆍ유클리티대

(Euclichthyidae)과ㆍ가디대(Gadidae)과ㆍ마크로우리대

(Macrouridae)과ㆍ멜라노니대(Melanonidae)과ㆍ메르루치

대(Merlucciidae)과ㆍ모리대(Moridae)과ㆍ무라에놀레피디

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명태 어육은 제외한다) 

100 

176 03053100 

틸라피아(tilapia)∙메기∙잉어∙뱀장어∙나일 퍼치∙가물치의 

필레(fillet)(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으로서, 훈제

한 것은 제외한다) 

100 

177 03053200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ㆍ유클리티대

(Euclichthyidae)과ㆍ가디대(Gadidae)과ㆍ마크로우리대

(Macrouridae)과ㆍ멜라노니대(Melanonidae)과ㆍ메르루치

대(Merlucciidae)과ㆍ모리대(Moridae)과ㆍ무라에놀레피디

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의 필레(fillet)(건조, 염

장 또는 염수장한 것으로서,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100 

178 03054300 송어[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100 

179 03057100 상어 지느러미 100 

180 03054400 

틸라피아(tilapia)∙메기∙잉어∙뱀장어∙나일 퍼치∙가물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하고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

다] 

100 

181 03056400 
틸라피아(tilapia)∙메기∙잉어∙뱀장어∙나일 퍼치∙가물치

(염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