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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양허표 

(APTA 제4라운드) 

번호 
H.S. 코드 

2012 
품명 특혜폭(%) 

1 030551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100 

2 030559 -- 기타 100 

3 410411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100 

4 410419 --  기타 100 

5 410441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100 

6 410449 --  기타 100 

7 410711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100 

8 410712 --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100 

9 410719 --  기타 100 

10 410791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100 

11 410792 --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100 

12 410799 -- 기타 100 

13 410621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100 

14 410622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100 

15 411510 

-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100 

16 480100 - 신문용지(롤 모양이나 시트 모양으로 한정한다) 100 

17 480254 --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미만인 것 43 

18 480255 
--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이상 150그램 이하인 것(롤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43 

19 480256 

--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이상 150그램 이하인 것[시트(sheet) 모양으

로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면은 435밀리미터 이하이고 다른 면은 297밀

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3 

20 480257 
-- 기타(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이상 15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

다) 
43 

21 480258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43 

22 
Ex.- 

570190 
양탄자(전부를 황마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4 

23 
Ex.- 

570390 
양탄자(전부를 황마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4 

24 721310 
-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

양으로 된 것 
50 

25 721320 -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50 

26 721391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4밀리미터 미만인 것 50 

27 721399 -- 기타 50 

28 721410 - 단조(鍛造)한 것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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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721420 
-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

양으로 된 것,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 
50 

30 721491 --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50 

31 721499 -- 기타 50 

32 721610 

- 유(U)형강·아이(I)형강 또는 에이치(H)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

(熱間引拔)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50 

33 721621 -- 엘(L)형강 50 

34 721622 -- 티(T)형강 50 

35 721631 -- 유(U)형강 50 

36 721632 -- 아이(I)형강 50 

37 721633 -- 에이치(H)형강 50 

38 721640 

- 엘(L)형강이나 티(T)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압출

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

다] 

50 

39 721650 
- 그 밖의 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압출보다 더 가

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0 

40 721661 --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50 

41 721669 -- 기타 50 

42 721691 --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冷間)성형이나 냉간(冷間)처리한 것 50 

43 721699 -- 기타 50 

44 732410 - 설거지통과 세면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0 

45 732421 주철로 만든 것(법랑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50 

46 732429 -- 기타 50 

47 73249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50 

48   

제 5007호, 제 5208호, 제 5209호에 해당하는 손으로 짠 잠다니 사리

(Jamdani sarees), 잠다니 두파타(Jamdani dupattas), 잠다니천(Jamdani 

cloth)으로 된 잠다니 까미즈(Jamdani kamiz)나 직물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