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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수출입상품 HS코드 분류는 2015년 ｢해관수출입세칙(海關進出口稅則)｣을 기준으로 총 22부, 98류로 구분되며 총 세목은 

8,285개로 2014년 8,277개에 비해 8개가 증가하였음. 

 중국의 수출입상품 HS코드 분류상 농산물의 범위는 ｢해관수출입세칙｣상의 HS 01류~24류에 속하는 모든 품목과 HS 2801, HS 

2905, HS 3301, HS 3501~3505, HS 3809, HS 3823, HS 3824, HS 3913, HS 4101~4103, HS 4301, HS 5001~5003, HS 5101~5103, 

HS 5201~5203, HS 5301~5305, HS 7101이며 2015년 기준 총 세목은 HS-10단위 2,063개임.

  - HS 03류를 제외한 총 세목은 HS-10단위 1,710개이며, 이 중 종가세 부과 총 세목은 1,702개임(8개 세목은 종량세 부과 대상). 

<중국 농업부의 수출입 농산물 분류 및 HS-4 단위 세번 품목>

농산물 분류 HS-4단위 세번 품목

1. 곡물
1001~1008, 1101~1104, 1904  / 

 밀 산품 1001, 1008, 1101, 1103, 1904, 벼 산품 1006, 1102, 1103, 옥수수 산품 1005, 1102~1104, 보리 산품 1003, 1104

2. 면(棉)․마(麻)․비단(絲)
0511, 1404, 5001~5003, 5201~5203, 5301~5305  /  면화 1404, 5201~5203, 마(麻)류 5301~5305, 누에 및 

비단 0511, 5001~5003, 기타 식물섬유 5305

3. 채종유(油籽; rapeseed) 1201, 1202, 1204~1208, 2008  / 식용 채종유 1201~1202, 1204~1208, 2008, 비식용 채종유 1207, 1208

4. 식물기름(植物油) 1507~1515  /  식용 식물기름 1507~1512, 1514, 1515, 비식용 식물기름 1513, 1515

5. 당 원료 및 당류 1209, 1212, 1701~1704  /  식용 당 1701

6. 음료

0901~0903, 1801~1806, 2101, 2201~2206, 2208~2209  / 

차 0902, 0903, 2101, 식초 2209, 커피 및 그 제품 0901, 2101, 코코아 및 그 조제품 1801~1806 주정․주류 220

3~2206, 2208, 무알콜 음료 2201, 2202

7. 채소 0701~0712, 0714, 0904, 0910, 1209, 1212, 2001~2005, 2008, 2009, 2103

8. 과일 0801, 0803~0814, 1203, 2006~2009, 2106, 2204

9. 견과(堅果) 0801, 0802, 0811, 1207, 1212, 2008

일 러 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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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분류 HS-4단위 세번 품목

10. 화훼 0601~0604

11.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餅粕) 2304~2306

12. 건조한 채두류(幹豆) 0713, 1106  ※ 대두 불포함

13. 수산물 0106, 0208, 0210, 0301~0308, 0508, 0511, 1212, 1504, 1603~1605, 2008, 2301, 2801, 3913, 7101

14. 축산물
0101~0106, 0201~0210, 0401~0410, 0502~0507, 0510, 0511, 1501~1503, 1505, 1506, 1601, 160

2, 2301,  4101~4103, 4301, 5101~5103

15. 조미 및 향료 0905~0910

16. 정유(精油) 3301

17. 식량제품 1107~1109, 1902~1905

18. 서류 0714, 1105

19. 약재 1211

20. 기타 농산물
0501, 0509, 0602, 1106, 1108, 1209~1214, 1301, 1302, 1401~1404, 1516~1522, 1901, 2008, 2101~21

06, 2207, 2302, 2303, 2307~2309, 2401~2403, 2905, 3501~3505, 3809, 3823, 3824, 3913

자료: 農業部農產品貿易辦公室․農業部農業貿易促進中心. ｢2014中國農產品貿易發展報告｣. 農業出版社.

 농산물 중 종량세 부과 품목의 수입관세율

HS Code 상품 명칭 기본세율 2015년 양허세율

0207.1200 냉동한 전체 닭 5.6위안/kg 1.3위안/kg
0207.1411 냉동한 뼈를 포함한 닭고기(가슴살, 허벅지살 등 포함) 4.2위안/kg 0.6위안/kg

0207.1419 냉동한 뼈 없는 닭고기(가슴살, 허벅지살 등 포함) 9.5위안/kg 0.7위안/kg

0207.1421 냉동한 닭 날개(날개 끝을 포함하지 않음) 8.1위안/kg 0.8위안/kg

0207.1422 냉동한 닭 발 3.2위안/kg 1위안/kg

0207.1429 냉동한 기타 닭의 설육(날개 끝, 닭 간 등 포함) 3.2위안/kg 0.5위안/kg

0504.0021 냉장･냉동한 닭의 위(즉, 닭 위) 7.7위안/kg 1.3위안/kg

2203.0000 맥아를 양조한 맥주 7.5위안/ℓ 0
자료: 中華人民共和國海關進出口稅則 编委会 编. ｢中華人民共和國海關進出口稅則(2015年中英文对照版)｣. 经济日报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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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 03류를 제외한 2015년도 중국의 농산물 평균 수입관세율(종가세 부과 대상 1,702개 품목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13.4%로 WTO 

가입 이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되었음.

  - 2015년 기준 10% 미만이 34.3%(583개), 10~20% 미만이 38.1%(648개), 20~50% 미만이 26.0%(443개), 50~100% 미만이 1.6%(28개)

 WTO 가입 이전 중국의 수입관세는 우대세율과 보통세율 두 가지를 적용하였으나 WTO 가입 이후 ｢수출입관세조례｣ 10조에 근거

하여 최혜국대우조항을 토대로 우대세율을 세분화하여 최혜국세율(MFN세율), 협정세율(FTA세율), 특혜세율, 보통세율(기본세율), 

잠정세율, 관세할당세율(TRQ세율), IT상품세율 등 7가지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수출관세는 수출세율과 잠정세율 등 2가지 세율을 적용

< 중국의 수입관세율 종류와 적용범위 >

세율 종류 적용 범위

최혜국세율(양허세율)
⦁최혜국대우조항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WTO 회원국 원산지의 수입화물, 중국과 최혜국대우조항을 포함한 양자협정에 서명한 국가

(지역) 원산지의 수입화물, 중국 국경내 원산지의 수입화물에 적용

협정세율(FTA세율)

⦁중국과 관세우대조항을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에 서명한 국가(지역) 원산지의 수입화물에 적용(FTA체결 국가 원산지 수입화물에 적용하는 세율)

⦁아태협정세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아세안협정세율(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칠레협정세율, 파키스탄협정세율, 뉴질랜드협정세율, 싱가포르협정세율, 페루

협정세율, 코스타리카협정세율, 스위스협정세율, 아이슬란드협정세율, 홍콩․마카오․타이완협정세율

특혜세율
⦁중국과 특혜관세우대조항을 포함한 무역협정에 서명한 국가(지역) 원산지의 수입화물에 적용

⦁아태 2개국(방글라데시, 라오스), “97%제품세목0관세” 24개국, “95%제품세목0관세” 14개국, “60%제품세목0관세” 2개국

보통세율(기본세율)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국가 이외의 국가(지역) 원산지의 수입화물과 원산지가 불분명한 수입화물에 적용하는 세율

잠정세율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관세할당세율을 적용하는 수입화물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적용하는 세율 

관세할당세율(TRQ세율) ⦁수입관세할당 관리를 받는 수입화물의 관세할당 내 물량에 적용하는 세율

IT상품세율 ⦁정보산업부가 정보산업제품에 사용된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IT상품(완제품이 아닌 것)에 적용하는 세율

자료: 中華人民共和國海關進出口稅則 编委会 编. ｢中華人民共和國海關進出口稅則(2015年中英文对照版)｣. 经济日报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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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관세의 부과는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수입화물로서 잠정세율이 적용된 것은 낮은 세율을 우선 적용하며, 

관세할당세율을 적용하는 수입화물로서 잠정세율이 적용된 것은 잠정세율을 우선 적용하며, 보통세율을 적용하는 수입화물은 잠정

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 수출관세의 부과 순위는 수출세율을 적용하는 수출화물로서 잠정세율이 적용된 것은 잠정세율을 우선 적용함.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이외에도 내국세인 증치세(增值稅; 부가가치세)와 소비세가 부과되며,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수출관

세만 부과됨.

  - 증치세율은 모든 품목에 부과되며 품목에 따라 13%와 17%의 세율을 차등 적용. 주로 가공품에 17%의 증치세율이 적용됨.

  - 소비세는 일부 품목에 부과되는데 2015년 기준 농산물 가운데는 HS 2106.9020.00(음료제조용 주정제품), HS 22류 중 HS-10단위 

21개 품목(주로 주류제품), HS 24류 중 HS-10단위 9개 품목(주로 담배제품) 등 총 31개 품목에 소비세가 부과됨.

 중국은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4년부터 수출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 국내세법에 의해 부과된 세금을 

환급해주는 세제혜택을 실시하고 있음.

   - ｢수출입세칙｣에 근거하여 품목별로 0%, 5%, 9%, 13%, 15%의 수출환급세세율(出口退税税率)을 차등 적용

 통관조건 해설

통관조건
코드

수입관리 내용 관리감독 및 증명서 발급 기관

1  수입허가증  상무부 쿼터허가증사무국 또는 권한 위임 기관

2  범용성상품(dual-use item, 兩用物項)과 기술수입허가증  상무부

3  범용성상품(dual-use item, 兩用物項)과 기술수출허가증  상무부

4  수출허가증  상무부 쿼터허가증사무국 또는 권한 위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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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조건
코드

수입관리 내용 관리감독 및 증명서 발급 기관

5  방직물 임시 수출허가증  상무부

6  수입금지 중고 기계･전기제품  상품코드 뒤에 이 코드가 있는 중고품은 수입금지

7  자동수입허가증  상무부

8  수출금지상품  상품코드 뒤에 이 코드가 있는 상품은 수출금지

9  수입금지상품  상품코드 뒤에 이 코드가 있는 상품은 수입금지

A  입국화물 통관증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기구

B  출국화물 통관증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기구

D  출입국화물(반제 다이아몬드) 통관증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기구

E  멸종위기에 처한 종 수출허가증  국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수출입관리사무소 또는 그 사무기구

F  멸종위기에 처한 종 수입허가증  국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수출입관리사무실 또는 그 사무기구

G  범용성상품(dual-use item, 兩用物項)과 기술수출허가증  상무부

H 　홍콩·마카오 OPA 방직물 입증  홍콩공업무역서 또는 마카오경제국

I  향정신성 약물 수출입 비준･허가증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J  금 및 금제품 수출입 비준･허가증  중국인민은행

K  심층가공 이월 신청서  대외무역부문

L  약품 수출입 비준･허가증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및 권한 위임 기관

M  암호 생산품과 설비 수입허가증  국가암호관리국

O  자동수입허가증(기계･전기제품)  상무부 또는 지방정부 상무주관기관, 기계･전기서비스부문

P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  국가환경보호총국

Q  수입약품 통관증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및 권한 위임 기구

R  수입수의약품 통관증  농업부

S  수출입농약 등록증명서  농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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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조건
코드

수입관리 내용 관리감독 및 증명서 발급 기관

T  은행 조달현금 입출국 허가증
 (1) 외환 현금 입출국, 외환관리국이 심사 발급한 “은행조달 외환현금 입출국

허가증”
 (2) 인민폐 현금 입출국, 중국인민은행 화폐금은국의 비준

U  합법 어획생산품 통관증명서  농업부

W  마취약품 수출입 비준･허가증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X  유독성 화학품 환경관리 허가통지서  국가환경보호총국

Y  원산지 증명서  각지 출입국검사검역국 

Z  음향･영상제품 수입 비준증서, 샘플수취증
 (1) 문화부가 ‘문화부 수입 음향･영상제품 비준증서’ 발급
 (2) 방송영화텔레비전총국 및 권한 위임 기관이 ‘수입방송영화텔레비전 

프로그램 테이프 샘플수취증’ 발급

c  국내판매 증세 연락처리스트  소재지 해관

e  관세할당 외 우대세율 수입면화할당증서  상무부 쿼터허가증 사무국 혹은 권한 위임 기관

h  심사 후 증가·공제표  

q  국가별 관세할당증명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r  사전분류기호  해관총서 또는 권한 위임 부문

s  ITA세율에 적용하는 상품용도증명서  소재지 해관

t  관세할당증명서  상무부 쿼터허가증 사무국 혹은 권한 위임 기관

v  자동수입허가증(가공무역)  상무부 쿼터허가증 사무국 혹은 권한 위임 기관

x  수출허가증(가공무역)  상무부 쿼터허가증 사무국 혹은 권한 위임 기관

y  수출허가증(국경 소액무역)  상무부 쿼터허가증 사무국 혹은 권한 위임 기관

자료: 中華人民共和國海關進出口稅則 编委会 编. ｢中華人民共和國海關進出口稅則(2015年中英文对照版)｣. 经济日报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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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중국의 농산물 품목분류 및 관세율  1

第一章  活动物; Live animals; 산동물

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01.01 马, 驴, 骡; Live horses, asses, mules and hinnies; 말, 당나귀, 노새와 버새

　 -马; Horses; 말
0101.2100 --改良种用 --Pure-bred breeding --번식용 0 0 13 　
0101.2100.10 改良种用濒危野马 Endangered wild horses, pure-bred breeding 번식용의 멸종위기 야생마 0 0 13 　 ABEF

0101.2100.90 其他改良种用马 Other horses, pure-bred breeding 기타 번식용 말 0 0 13 5 AB

0101.2900 --其他 --Other --기타 10 30 13 　 　
0101.2900.10 非改良种用濒危野马 Endangered wild horses, not for breeding 비번식용의 멸종위기 야생마 10 30 13 　 ABEF

0101.2900.90 非改良种用其他马 Other horses, not for breeding 비번식용의 기타 말 10 30 13 5 AB

　 -驴; Asses; 당나귀　
0101.3010 ---改良种用 ---Pure-bred breeding ---번식용 0 0 13 　
0101.3010.10 改良种用的濒危野驴 Endangered wild asses, pure-bred breeding 번식용의 멸종위기 야생 당나귀 0 0 13 　 ABEF

0101.3010.90 改良种用的其他驴 Other asses, pure-bred breeding 번식용의 기타 당나귀 0 0 13 5 AB

0101.3090 ---其他 ---Other ---기타 10 30 13 　
0101.3090.10 非改良种用濒危野驴 Endangered wild asses, not for breeding 비번식용의 멸종위기 야생 당나귀 10 30 13 　 ABEF

0101.3090.90 非改良种用其他驴 Other asses, not for breeding 비번식용의 기타 당나귀 10 30 13 5 AB

0101.9000 -其他 -Other -기타 10 30 13 5 AB

01.02 牛; Live bovine animals; 소
　 -家牛; Cattle; 소
0102.2100 --改良种用 --Pure-bred breeding --번식용 0 0 13 5 AB
0102.2900 --其他 --Other --기타 10 30 13 5 4xAB
　 -水牛; Buffalo; 물소(버팔로)
0102.3100 --改良种用 --Pure-bred breeding --번식용 0 0 13 　 　
0102.3100.10 改良种用濒危水牛 Endangered buffalo, pure-bred breeding 번식용의 멸종위기 물소 0 0 13 　 ABEF

0102.3100.90 改良种用其他水牛 Other buffalo, pure-bred breeding 번식용의 기타 물소 0 0 13 5 AB

0102.3900 --其他 --Other --기타 10 3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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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3900.10 非改良种用濒危水牛 Endangered buffalo, not for breeding 비번식용의 멸종위기 물소 10 30 13 　 4ABEFx

0102.3900.90 非改良种用其他水牛 Other buffalo, not for breeding 비번식용의 기타 물소 10 30 13 5 4ABx

　 -其他; Other; 기타

0102.9010 ---改良种用 ---Pure bred-breeding ---번식용 0 0 13 　 　
0102.9010.10 改良种用濒危野牛 Endangered wild bovine, pure-bred breeding 번식용의 멸종위기 들소 0 0 13 　 ABEF

0102.9010.90 其他改良种用牛 Other bovine, pure-bred breeding 기타 번식용 소 0 0 13 5 AB

0102.9090 ---其他 ---Other ---기타 10 30 13 　 　
0102.9090.10 非改良种用濒危野牛 Endangered wild bovine, not for breeding 비번식용의 멸종위기 들소 10 30 13 　 4ABEFx

0102.9090.90 非改良种用其他牛 Other bovine, not for breeding 비번식용의 기타 소 10 30 13 5 4ABx

01.03 猪; Live swine; 돼지

0103.1000 -改良种用 -Pure-bred breeding -번식용 0 0 13 5

0103.1000.10 改良种用的鹿豚, 姬猪
Pig-deer(Babyrousa), pygmy pig(porcula), 
pure-bred breeding

번식용의 바비루사(Babyrousa), 
피그미돼지(porcula)

0 0 13 5 AFEB

0103.1000.90 其他改良种用的猪 Other swine, pure-bred breeding 번식용의 기타 돼지 0 0 13 5 AB

　 -其他; Other; 기타

　 --重量在50公斤以下; Weighing less than 50kg; 중량 50kg 미만

0103.9110 ---重量在10公斤以下 ---Weighing less than 10kg ---중량 10kg 미만 10 50 13 5

0103.9110.10
重量在10公斤以下的其他野猪(改
良种用的除外)

Other wild swine, W<l0kg(other than pure-bred 
breeding)

중량 10kg 미만의 기타 야생돼지(번식용 
제외)

10 50 13 5 4xABFE

0103.9110.90
重量在10公斤以下的其他猪(改良
种用的除外)

Other swine, W<10kg(other than pure-bred breed-
ing)

중량 10kg 미만의 기타 돼지(번식용 제외) 10 50 13 5 4xAB

0103.9120 ---重量在10公斤及以上, 但在50公
斤以下

---Weighing 10kg or more, but less than 50kg ---중량 10kg 이상, 단 50kg 미만 10 50 13 5

0103.9120.10
10公斤≤重量＜50公斤的其他野猪
(改良种用的除外)

Other wild swine, 10kg≤W<50kg(other than 
pure-bred breeding)

중량이 10kg 이상 50kg 미만의 기타 야생 
돼지(번식용 제외)

10 50 13 5 4xABFE

0103.9120.90
10公斤≤重量＜50公斤的其他猪
(改良种用的除外)

Other swine, 10kg≤W<50kg(other than pure-bred 
breeding)

중량이 10kg 이상 50kg 미만의 기타 
돼지(번식용 제외)

10 50 13 5 4xAB

0103.9200 --重量在50公斤及以上 --Weighing 50kg or more --중량 50kg 이상 10 50 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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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9200.10
重量在50公斤及以上的其他野猪
(改良种用的除外)

Other wild swine, W≥50kg(other than pure-bred 
breeding)

중량 50kg 이상의 기타 야생 돼지(번식용 
제외)

10 50 13 5 4xABFE

0103.9200.90
重量在50公斤及以上的其他猪(改
良种用的除外)

Other swine, W≥50kg(other than pure-bred breed-
ing)

중량 50kg 이상의 기타 돼지(번식용 
제외)

10 50 13 5 4xAB

01.04 绵羊, 山羊; Live sheep and goats; 면양, 산양　
　 -绵羊; Sheep; 면양　
0104.1010 ---改良种用 ---Pure-bred breeding ---번식용 면양 0 0 13 5 AB
0104.1090 ---其他 ---Other ---기타 10 50 13 5 AB
　 -山羊; Goats; 산양

0104.2010 ---改良种用 ---Pure-bred breeding ---번식용 0 0 13 5 AB
0104.2090 ---其他 ---Other ---기타 10 50 13 5 AB

01.05 家禽, 即鸡, 鸭, 鹅, 火鸡及珍珠鸡; Live poultry, that is to say, fowls of the species Gallus domesticus, ducks, geese, turkeys and guinea fowls; 가금류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것), 오리, 거위, 칠면조 및 기니아새)

　 -重量不超过185克; Weighing not more than 185g; 중량 185g 이하

　 --鸡; Fowls of the species Gallus domesticus;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것)
0105.1110 ---改良种用 ---Pure-bred breeding ---번식용 0 0 13 5 AB
0105.1190 ---其他 ---Other ---기타 10 50 13 5 AB
　 --火鸡; Turkeys; 칠면조　
0105.1210 ---改良种用 ---Pure-bred breeding ---번식용 0 0 13 5 AB
0105.1290 ---其他 ---Other ---기타 10 50 13 5 AB
　 --鸭; Ducks; 오리　
0105.1310 ---改良种用 ---Pure-bred breeding ---번식용 0 0 13 5 AB
0105.1390 ---其他 ---Other ---기타 10 50 13 5 AB
　 --鹅; Geese; 거위　
0105.1410 ---改良种用 ---Pure-bred breeding ---번식용 0 0 13 5 AB
0105.1490 ---其他 ---Other ---기타 10 50 13 5 AB
　 --珍珠鸡; Guinea fowls; 기니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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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1510 ---改良种用 ---Pure-bred breeding ---번식용 0 0 13 5　 AB
0105.1590 ---其他 ---Other ---기타 10 50 13 5 AB
　 -其他; Other; 기타

　 --鸡; Fowls of the species Gallus domesticus; 닭　
0105.9410 ---改良种用 ---Pure-bred breeding ---번식용 0 0 13 5 4xAB
0105.9490 ---其他 ---Other ---기타 10 50 13 5 4xAB
　 --其他; Other; 기타

0105.9910 ---改良种用 ---Pure-bred breeding ---번식용 0 0 13 5 AB
　 ---其他; Other; 기타

0105.9991 ----鸭 ----Ducks ----오리 10 50 13 5 AB
0105.9992 ----鹅 ----Geese ----거위 10 50 13 5 AB
0105.9993 ----珍珠鸡 ----Guinea fowls ----기니아새 10 50 13 5 4xAB
0105.9994 ----火鸡 ----Turkeys ----칠면조 10 50 13 5　 AB

01.06 其他活动物; Other live animals; 기타 산동물　
　 -哺乳动物; Mammals; 포유동물　
　 --灵长目; Primates; 영장류

0106.1110 ---改良种用 ---Pure-bred breeding ---번식용 0 0 13 5 AFEB
0106.1190 ---其他 ---Other ---기타 10 50 13 5 AFEB

　
--鲸, 海豚及鼠海豚(鲸目哺乳动物); 海牛及儒艮(海牛目哺乳动物); 海豹, 海狮及海象(鳍足亚目哺乳动物); Whales, dolphins and porpoises(mammals of the order Cetacea); 
manatees and dugongs(mammals of the order Sirenia); Seal, sea lion and walrus(Pinnipedia mammal); 고래 및 돌고래류(고래목 포유동물); 바다소 및 듀공(바다소목 포유
동물); 물개, 바다사자 및 바다코끼리(기각아목 포유동물)

　 ---鲸, 海豚及鼠海豚(鲸目哺乳动物); 海牛及儒艮(海牛目哺乳动物); Whales, dolphins and porpoises(mammals of the order Cetacea); manatees and dugongs(mammals of the 
order Sirenia); 고래 및 돌고래류(고래목 포유동물); 바다소 및 듀공(바다소목 포유동물)

0106.1211暂 ----改良种用 ----Pure-bred breeding ----번식용 0 50 13 5　 ABEF
0106.1219 ----其他 ----Other　 ----기타 10 50 13 5 ABEF
　 ---海豹, 海狮及海象(鳍足亚目哺乳动物); Seal, sea lion and walrus(mammals of the Suborder Pinnipedia); 물개, 바다사자 및 바다코끼리(기각아목 포유동물)
0106.1221 ----改良种用 ----Pure-bred breeding ----번식용 0 0 13 5 AB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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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1229 ----其他 ----Other　 ----기타 10 50 13 5 ABEF
　 --骆驼及其他骆驼科动物; Camel and other camelids(camelidae); 낙타 및 기타 낙타과 동물

0106.1310 ---改良种用 ---Pure-bred breeding ---번식용 0 0 13

0106.1310.10
改良种用濒危骆驼及其他濒危骆驼
科动物(包括人工驯养, 繁殖的)

Endangered camel and other endangered camel 
familia animals, pure-bred breeding(including do-
mesticated and artificially bred)

번식용의 멸종위기 낙타 및 기타 낙타과 
동물(사람이 기른 것, 인공적으로 번식시
킨 것을 포함)

0 0 13 ABFE

0106.1310.90 其他改良种用骆驼及其他骆驼科动物
Other camel and other camel familia animals, 
pure-bred breeding

기타 번식용의 낙타 및 기타 낙타과 동물 0 0 13 5 AB

0106.1390 ---其他 ---Other ---기타 10 50 13

0106.1390.10
其他濒危骆驼及其他濒危骆驼科动
物(包括人工驯养, 繁殖的)

Endangered camel and other endangered camel 
familia animals(including domesticated and artifi-
cially bred)

기타 비번식용의 멸종위기 낙타 및 기타 
낙타과 동물(사람이 기른 것, 인공적으로 
번식시킨 것을 포함)

10 50 13 AFEB

0106.1390.90 其他骆驼及其他濒危骆驼科动物 Other camel and other camel familia animals 기타 낙타 및 기타 멸종위기 낙타과 동물 10 50 13 5 AB

　 --家兔及野兔; Rabbits and hares; 집토기와 야생 토끼

0106.1410 ---改良种用 ---Pure-bred breeding ---번식용 0 0 13

0106.1410.10
改良种用濒危野兔(包括人工驯养, 繁
殖的)

Endangered hares, pure-bred breeding(including do-
mesticated and artificially bred)

번식용의 멸종위기 야생 토끼(사람이 기
른 것, 인공적으로 번식시킨 것을 포함)

0 0 13 ABEF

0106.1410.90 改良种用家兔及其他改良种用野兔 Rabbits and Other hares, pure-bred breeding
번식용의 집토끼와 기타 번식용 야생 
토끼

0 0 13 5 AB

0106.1490 ---其他 ---Other ---기타 10 50 13

0106.1490.10 其他濒危野兔(包括人工驯养, 繁殖的)
Other endangered hares(including domesticated and 
artificially bred)

기타 멸종위기 야생 토끼(사람이 기른 것, 
인공적으로 번식시킨 것을 포함)

10 50 13 ABEF

0106.1490.90 其他家兔及野兔 Other rabbits and hares 기타 집토끼와 야생 토끼 10 50 13 5 AB

　 --其他; Other; 기타

0106.1910 ---改良种用 ---Pure-bred breeding ---번식용 0 0 13 　

0106.1910.10
其他改良种用濒危哺乳动物(包括
人工驯养, 繁殖的)

Other endangered mammals, pure-bred breeding(in-
cluding domesticated and artificially bred)

기타 번식용의 멸종위기 포유동물(사람
이 기른 것, 인공적으로 번식시킨 것을 
포함)

0 0 13 　 ABFE

0106.1910.90 其他改良种用哺乳动物 Other mammals, pure-bred breeding 기타 번식용 포유동물 0 0 13 　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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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1990 ---其他 ---Other ---기타 10 50 13 　
0106.1990.10

其他濒危哺乳动物(包括人工驯养, 
繁殖的)

Other endangered mammals, including domesticated 
and artificially bred

기타 멸종위기 포유동물(사람이 기른 것, 
인공적으로 번식시킨 것을 포함)

10 50 13 　 AFEB

0106.1990.90 其他哺乳动物 Other mammals 기타 포유동물 10 50 13 5　 AB

　 -爬行动物(包括蛇及龟鳖); Reptiles(including snakes and turtles); 파충류(뱀과 거북 포함)　
　 ---改良种用; Pure-bred breeding; 번식용

0106.2011 ----鳄鱼苗 ----Crocodiles for cultivation ----새끼 악어 0 0 13 5 AFEB
0106.2019 ----其他 ----Other ----기타 0 0 13 5 FEAB
0106.2020 ---食用 ---For human consumption ---식용 10 50 13 5

0106.2020.10 食用蛇(包括人工驯养, 繁殖的)
Snakes, for human consumption(including domes-
ticated and artificially bred)

식용 뱀(사람이 기른 것, 인공적으로 번
식시킨 것을 포함)

10 50 13 5　 AFEB

0106.2020.20 食用龟鳖(包括人工驯养, 繁殖的)
Turtles, for human consumption(including domes-
ticated and artificially bred)

식용 거북, 자라(사람이 기른 것, 인공적
으로 번식시킨 것을 포함)

10 50 13 5 ABFE

0106.2020.90
其他食用爬行动物(包括人工驯养, 
繁殖的)

Other reptiles, for human consumption(including 
domesticated and artificially bred)

기타 식용의 파충류(사람이 기른 것, 인공
적으로 번식시킨 것을 포함)

10 50 13 5 FEAB

0106.2090 ---其他 ---Other ---기타 10 50 13 5　 FEAB
　 -鸟; Birds; 조류

　 --猛禽; Birds of prey; 맹금류

0106.3110 ---改良种用 ---Pure-bred breeding ---번식용 0 0 13 5 AFEB
0106.3190 ---其他 ---Other ---기타 10 50 13 5 ABFE

　 --鹦形目(包括普通鹦鹉, 长尾鹦鹉, 金刚鹦鹉及美冠鹦鹉); Psittaciformes(including parrots, parakeets, macaws and cockatoos); 앵무류(패로트류, 파라키트류, 금강앵무류 
및 유황앵무류를 포함)

0106.3210 ---改良种用 ---Pure-bred breeding ---번식용 0 0 13 5　
0106.3210.10 改良种用虎皮鹦鹉 Budgerigar, pure-bred breeding 번식용의 호피 앵무새 0 0 13 5 AB

0106.3210.20 改良种用鸡尾鹦鹉 Cockatiel(Nymphicus hollandicus), pure-bred breeding 번식용의 닭꼬리 앵무새 0 0 13 5 AB

0106.3210.90
改良种用其他鹦形目的鸟(包括人

工驯养, 繁殖的)

Other birds　 of psittaciformes, pure-bred breed-

ing(including domesticated and artificially bred)

번식용의 기타 앵무류의 새(사람이 기

른 것, 인공적으로 번식시킨 것을 포함)
0 0 13 5 ABFE

0106.3290 ---其他 ---Other ---기타 10 50 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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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3290.10 非改良种用虎皮鹦鹉 Budgerigar, other than pure-bred breeding 비번식용의 호피 앵무새 10 50 13 5　 AB

0106.3290.20 非改良种用鸡尾鹦鹉
Cockatiel(Nymphicus hollandicus), other than 
pure-bred breeding

비번식용의 닭꼬리 앵무새 10 50 13 5 AB

0106.3290.90
非改良种用其他鹦形目的鸟(包括
人工驯养, 繁殖的)

Other birds, psittaciformes(including domesticated 
and artificially bred) other than pure-bred breeding

비번식용의 기타 앵무류의 새(사람이 기
른 것, 인공적으로 번식시킨 것을 포함)

10 50 13 5　 ABFE

　 --鸵鸟, 鸸鹋; Ostriches, emus; 타조 및 에뮤

0106.3310 ---改良种用 ---Pure-bred breeding ---번식용 0 0 13 　
0106.3310.10

改良种用濒危鸵鸟(包括人工驯养, 
繁殖的)

Endangered ostriches, pure-bred breeding(including 
domesticated and artificially bred)

번식용의 멸종위기 타조(사람이 기른 것, 인
공적으로 번식시킨 것 포함)

0 0 13 ABFE

0106.3310.90 其他改良种用鸵鸟和改良种用鸸鹋 Other ostriches and emus, pure-bred breeding 기타 번식용의 타조 및 에뮤 0 0 13 5 AB

0106.3390 ---其他 ---Other ---기타 10 50 13 　
0106.3390.10

其他濒危鸵鸟(包括人工驯养, 繁殖
的)

Other endangered ostriches(including domesticated 
and artificially bred)

기타 멸종위기 타조(사람이 기른 것, 인공
적으로 번식시킨 것을 포함)

10 50 13 ABFE

0106.3390.90 其他鸵鸟, 鸸鹋 Other ostriches and emus 기타 타조 및 에뮤 10 50 13 5 AB

　 --其他; Other; 기타

0106.3910 ---改良种用 ---Pure-bred breeding ---번식용 0 0 13 　
0106.3910.10

其他濒危改良种用的鸟(包括人工
驯养, 繁殖的)

Other endangered birds, pure-bred breeding(includ-
ing domesticated and artificially bred)

기타 멸종위기 번식용의 조류(사람이 기
른 것, 인공적으로 번식시킨 것을 포함)

0 0 13 　 ABFE

0106.3910.90 其他改良种用的鸟 Other birds, pure-bred breeding 기타 번식용 조류 0 0 13 5　 AB

　 ---食用; For human consumption; 식용

0106.3921 ----乳鸽 ----Squabs ----새끼 비둘기 10 50 13 5　 AB
0106.3923 ----野鸭 ----Teals ----야생 오리 10 50 13 5 FEAB
0106.3929 ----其他 ----Other ----기타 10 50 13 　
0106.3929.10

其他食用濒危鸟(包括人工驯养, 繁
殖的)

Other endangered birds, for human consumption(in-
cluding domesticated and artificially bred)

기타 식용 멸종위기의 조류(사람이 기른 
것, 인공적으로 번식시킨 것을 포함)

10 50 13 　 ABFE

0106.3929.90 其他食用鸟 Other birds for human consumption 기타 식용 조류 10 50 13 5　 AB

0106.3990 ---其他; ---Other ---기타 10 5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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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3990.10 其他濒危鸟(包括人工驯养, 繁殖的)
Other endangered bird, including domesticated and 
artificially bred

기타 멸종위기의 조류(사람이 기른 것, 
인공적으로 번식시킨 것을 포함)

10 50 13 　 ABFE

0106.3990.90 其他鸟 Other birds 기타 조류 10 50 13 5 AB

　 -昆虫; Insects; 곤충류

　 --蜂; Bees; 벌
0106.4110 ---改良种用 ---Pure-bred breeding ---번식용 0 0 13 5 AB
0106.4190 ---其他 ---Other ---기타 50 13 5
0106.4190暂01 赤眼蜂 Trichogramma 루비기생좀벌 0 50 13 5 ABS

0106.4190.90 其他蜂 Other bees 기타 벌 10 50 13 5 AB

--其他; Other; 기타

0106.4910 ---改良种用 ---Pure-bred breeding ---번식용 0 0 13 　
0106.4910.10

其他改良种用濒危昆虫(包括人工
驯养, 繁殖的)

Other endangered insects, pure-bred breeding(in-
cluding domesticated and artificially bred)

기타 번식용의 멸종위기의 곤충류(사람이 
기른 것, 인공적으로 번식시킨 것을 포함)

0 0 13 ABFE

0106.4910.90 其他改良种用非濒危昆虫 Other insects, pure-bred breeding 기타 번식용 비 멸종위기의 곤충류 0 0 13 5 AB

0106.4990 ---其他 ---Other ---기타 50 13
0106.4990暂01 捕食螨 Predatory mites 포식성 진드기 0 50 13 5 ABS

0106.4990.10
其他濒危昆虫(包括人工驯养, 繁殖
的)

Other endangered insects(including domesticated 
and artificially bred)

기타 멸종위기의 곤충류(사람이 기른 것, 
인공적으로 번식시킨 것을 포함)

10 50 13 ABFE

0106.4990.90 其他非濒危昆虫 Other insects 기타 비 멸종위기의 곤충 10 50 13 5　 AB

　 -其他; Other; 기타

　 ---改良种用; Pure-bred breeding; 번식용

0106.9011 ----蛙苗 ----Tadpole and young frogs ----개구리(올챙이, 새끼개구리) 0 0 13 　
0106.9011.10 改良种用濒危蛙苗

Endangered tadpole and young frogs, pure-bred 
breeding

번식용 멸종위기의 개구리(올챙이, 새끼
개구리)

0 0 13 　 ABFE

0106.9011.90 其他改良种用蛙苗 Other tadpole and young frogs, pure-bred breeding 기타 번식용 개구리(올챙이, 새끼개구리) 0 0 13 5　 AB

0106.9019 ----其他 ----Other ----기타 0 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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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9019.10
其他改良种用濒危动物(包括人工
驯养, 繁殖的)

Other endangered animals, pure-bred breeding(in-
cluding domesticated and artificially bred)

기타 번식용 멸종위기의 동물(사람이 기
른 것, 인공적으로 번식시킨 것을 포함)

0 0 13 　 ABFE

0106.9019.90 其他改良种用动物 Other animals, pure-bred breeding 기타 번식용 동물 0 0 13 5 AB

0106.9090 ---其他 ---Other ---기타 50 13 　
0106.9090.10 其他濒危动物(包括人工驯养, 繁殖的)

Other endangered animals, purebred breeding(in-
cluding domesticated and artificially bred)

기타 멸종위기의 동물(사람이 기른 것, 
인공적으로 번식시킨 것을 포함)

10 50 13 　 ABFE

0106.9090.90 其他动物 Other animals 기타 동물 10 50 13 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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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章  肉及食用杂碎; Meat and edible meat offal; 육과 식용설육

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02.01 鲜, 冷牛肉; Meat of bovine animals, fresh or chilled; 쇠고기(신선･냉장)
0201.1000 -整头及半头 -Carcasses and half-carcasses -도체 및 이분도체 20 70 13 5

0201.1000.10 整头及半头鲜或冷藏的野牛肉
Meat of wild bovine animals, carcasses and 
half-carcasses, fresh or chilled

도체 및 이분도체의 신선･냉장 들소 
고기 

20 70 13 5 4xABFE

0201.1000.90 其他整头及半头鲜或冷藏的牛肉
Other meat of bovine animals, carcasses and 
half-carcasses, fresh or chilled

기타 도체 및 이분도체의 신선･냉장 쇠고기 20 70 13 5 4xAB

0201.2000 -带骨肉 -Other cuts with bone in -뼈를 포함한 쇠고기 12 70 13 5

0201.2000.10 鲜或冷藏的带骨野牛肉
Meat of wild bovine animals, with bone in, fresh 
or chilled

뼈를 포함한 신선･냉장한 들소 고기　 12 70 13 5 47ABEFx

0201.2000.90 其他鲜或冷藏的带骨牛肉
Other meat of bovine animals, with bone in, 
fresh or chilled

기타 신선･냉장한 뼈를 포함한 쇠고기 12 70 13 5 47xAB

0201.3000 -去骨肉 -Boneless -뼈 없는 쇠고기　 12 70 13

0201.3000.10 鲜或冷藏的去骨野牛肉
Meat of wild bovine animals, boneless, fresh or 
chilled

신선･냉장한 뼈 없는 들소 고기 　 12 70 13 5 47xABFE

0201.3000.90 其他鲜或冷藏的去骨牛肉
Other meat of bovine animals, boneless, fresh or 
chilled

기타･냉장한 뼈 없는 쇠고기 12 70 13 13 47xAB

02.02 冻牛肉; Meat of bovine animals, frozen; 쇠고기(냉동)
0202.1000 -整头及半头 -Carcasses and half-carcasses -도체 및 이분도체 25 70 13 5

0202.1000.10 冻藏的整头及半头野牛肉
Meat of wild bovine animals, carcasses and 
half-carcasses, frozen

냉동 도체 및 이분도체의 들소 고기 25 70 13 5 4xABFE

0202.1000.90 其他冻藏的整头及半头牛肉
Other meat of bovine animals, carcasses and 
half-carcasses, frozen

기타 냉동 도체 및 이분도체의 쇠고기 25 70 13 5 4xAB

0202.2000 -带骨肉 -Other cuts with bone in -뼈를 포함한 쇠고기 12 70 13 5

0202.2000.10 冻藏的带骨野牛肉
Meat of wild bovine animals, with bone in, fro-
zen

냉동한 뼈를 포함한 들소 고기　 12 70 13 5 47ABEFx

0202.2000.90 其他冻藏的带骨牛肉
Other meat of bovine animals, with bone in, for-
zen

기타 냉동한 뼈를 포함한 쇠고기 12 70 13 5 47xAB

0202.3000 -去骨肉 -Boneless -뼈 없는 쇠고기 12 70 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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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3000.10 冻藏的去骨野牛肉 Meat of wild bovine animals, boneless, frozen 뼈 없는 냉동 들소 고기 　 12 70 13 5 47xABFE

0202.3000.90 其他冻藏的去骨牛肉 Other meat of bovine animals, boneless, frozen 뼈 없는 기타 냉동 쇠고기 12 70 13 13 47xAB

02.03 鲜, 冷, 冻猪肉; Meat of swine, fresh, chilled or frozen;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
　 -鲜或冷的; Fresh or chilled; 신선･냉장한 것

　 --整头及半头; Carcasses and half-carcasses; 도체 및 이분도체

0203.1110 ---乳猪 ---Sucking pig ---유저[=젖먹이 새끼돼지] 20 70 13 5

0203.1110.10 鲜或冷藏的整头及半头野乳猪肉
Meat of wild sucking pig, carcasses and half-car-
casses, fresh or chilled

신선･냉장한 도체 및 이분도체 야생 유저
[=젖먹이 새끼돼지] 고기

20 70 13 5 4ABEFx

0203.1110.90 其他鲜或冷藏的整头及半头乳猪肉
Meat of other sucking pig, carcasses and 
half-carcasses, fresh or chilled

기타 신선･냉장한 도체 및 이분도체 유저
[=젖먹이 새끼돼지] 고기

20 70 13 5 4ABx

0203.1190 ---其他 ---Other ---기타 20 70 13 5

0203.1190.10 其他鲜或冷藏的整头及半头野猪肉
Other meat of wild swine, carcasses and half-car-
casses, fresh or chilled

기타 신선･냉장한 도체 및 이분도체의 
야생 돼지고기

20 70 13 5 4ABEFx

0203.1190.90 其他鲜或冷藏的整头及半头猪肉
Other meat of swine, carcasses and half-car-
casses, fresh or chilled

기타 신선･냉장 도체 및 이분도체 돼지고기 20 70 13 5 4ABx

0203.1200 --带骨的前腿, 后腿及其肉块 --Hams, shoulders and cuts thereof, with bone in --뼈를 포함한 넓적다리살, 어깨살과 이들
을 절단한 것 　 20 70 13 5

0203.1200.10 鲜或冷的带骨野猪前腿, 后腿及肉块
Hams, shoulders and cuts thereof, with bone in, 
of wild swine, fresh or chilled

신선･냉장한 뼈를 포함한 야생돼지 넓적
다리살, 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

20 70 13 5 47ABEFx

0203.1200.90 鲜或冷的带骨猪前腿, 后腿及其肉块
Hams, shoulders and cuts thereof, with bone in, 
of swine, fresh or chilled

신선･냉장한 뼈를 포함한 돼지 넓적다리
살, 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

20 70 13 5 47ABx

0203.1900 --其他 --Other --기타 20 70 13 5
0203.1900.10 其他鲜或冷藏的野猪肉 Other meat of wild swine, fresh or chilled 기타 신선･냉장한 야생 돼지고기　 20 70 13 5 47ABEFx

0203.1900.90 其他鲜或冷藏的猪肉 Other meat of swine, fresh or chilled 기타 신선･냉장한 돼지고기 20 70 13 5 47ABx

　 -冻的; Frozen; 냉동한 것

　 --整头及半头; Carcasses and half-carcasses; 도체 및 이분도체

0203.2110 ---乳猪 ---Sucking pig ---유저[=젖먹이 새끼돼지] 고기 12 70 13 5

0203.2110.10 冻整头及半头野乳猪肉
Meat of wild sucking pig, carcasses and half-car-
casses, frozen

냉동 도체 및 이분도체의 야생 유저[=젖먹이 
새끼돼지] 고기　 12 70 13 5 4ABE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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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2110.90 冻整头及半头乳猪肉
Meat of sucking pig, carcasses and half-car-
casses, frozen

냉동 도체 및 이분도체의 유저[=젖먹이 새끼
돼지] 고기　 12 70 13 5 4ABx

0203.2190 ---其他 ---Other ---기타 12 70 13 5

0203.2190.10 其他冻整头及半头野猪肉
Other meat of wild swine, carcasses and half-car-
casses, frozen

기타 냉동 도체 및 이분도체의 야생 돼지
고기　 12 70 13 5 47ABEFx

0203.2190.90 其他冻整头及半头猪肉
Other meat of swine, carcasses and half-car-
casses, frozen

기타 냉동 도체 및 이분도체의 냉동 돼지
고기

12 70 13 5 47ABx

0203.2200 --带骨的前腿, 后腿及其肉块 --Hams, shoulders and cuts thereof, with bone in --뼈를 포함한 넓적다리살, 어깨살과 이들
을 절단한 것 　 12 70 13 5

0203.2200.10 冻带骨野猪前腿, 后腿及肉
Hams, shoulders and cuts thereof, with bone in, 
of wild swine, frozen

냉동 뼈를 포함한 야생돼지 넓적다리살, 
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

12 70 13 5 47ABEFx

0203.2200.90 冻藏的带骨猪前腿, 后腿及其肉块
Hams, shoulders and cuts thereof, with bone in, 
of wild swine, frozen

냉동한 뼈를 포함한 돼지 넓적다리살, 어
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

12 70 13 5 47ABx

0203.2900 --其他 --Other --기타 12 70 13
0203.2900.10 冻藏野猪其他肉 Other meat of wild swine, frozen 냉동 야생돼지 기타부위 고기 12 70 13 5,13 47ABEFx

0203.2900.90 其他冻藏猪肉 Other meat of swine, frozen 기타 냉동한 돼지고기 12 70 13 5,13 47ABx

02.04 鲜, 冷, 冻绵羊肉或山羊肉; Meat of sheep or goats, fresh, chilled or frozen;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

0204.1000 -鲜或冷的整头及半头羔羊
-Carcasses and half-carcasses of lamb, fresh or 
chilled

-신선･냉장한 도체 및 이분도체의 어린
면양 고기

15 70 13 5 7AB

　 -其他鲜或冷的绵羊肉; Other meat of sheep, fresh or chilled; 기타 신선･냉장 면양 고기

0204.2100 --整头及半头 --Carcasses and half-carcasses --도체 및 이분도체 23 70 13 5 7AB
0204.2200 --带骨肉 --other cuts with bone in --뼈를 포함한 고기 15 70 13 5 7AB
0204.2300 --去骨肉 --Boneless --뼈 없는 고기 15 70 13 5 7AB

0204.3000 -冻的整头及半头羔羊 -Carcasses and half-carcasses of lamb, frozen -냉동한 도체 및 이분도체의 냉동 어린
면양 고기

15 70 13 5 7AB

　 -其他冻的绵羊肉; Other meat of sheep, frozen; 기타 냉동한 면양 고기

0204.4100 --整头及半头 --Carcasses and half-carcasses --도체 및 이분도체 23 70 13 5 7AB
0204.4200 --带骨肉 --Other cuts with bone in --뼈를 포함한 고기　 12 70 13 5 7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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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4300 --去骨肉 --Boneless --뼈 없는 고기 15 70 13 13 7AB
0204.5000 -山羊肉 -Meat of goats -산양고기 20 70 13 13 7AB

02.05 鲜, 冷, 冻马, 驴, 骡肉; Meat of horses, asses, mules or hinnies, fresh, chilled or frozen; 말, 당나귀, 노새와 버새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

0205.0000 鲜, 冷, 冻马, 驴, 骡肉
Meat of horses, asses, mules or hinnies, fresh, 
chilled or frozen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말･당나귀･노새
와 버새 고기

20 70 13

0205.0000.10 鲜, 冷或冻的濒危野马, 野驴肉
Meat of endangered wild horses and asses, fresh, 
chilled or frozen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멸종위기 말과 당
나귀의 고기

20 70 13 ABFE

0205.0000.90 鲜, 冷或冻的马, 驴, 骡肉
Other meat of horses, asses, mules or hinnies, 
fresh, chilled or frozen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말･당나귀･노새와 
버새 고기　 20 70 13 5 AB

02.06 鲜, 冷, 冻牛, 猪, 绵羊, 山羊, 马, 驴, 骡的食用杂碎; Edible offal of bovine animals, swine, sheep, goats, horses, asses, mules or hinnies, fresh, chilled 
or frozen; 식용설육(소, 돼지, 면양, 산양, 말, 당나귀, 노새와 버새의 것으로 신선･냉장･냉동한 것)

0206.1000 -鲜, 冷牛杂碎 -Of bovine animals, fresh or chilled -소의 신선･냉장 설육 12 70 13 5 4xAB
　 -冻牛杂碎; Of bovine animals, frozen; 소의 냉동 설육

0206.2100 --舌 --Tongues --혀 12 70 13 5 47xAB
0206.2200 --肝 --Livers --간 12 70 13 5 47xAB
0206.2900 --其他 --Other --기타 12 70 13 5 47xAB
0206.3000 -鲜, 冷猪杂碎 -Of swine, fresh or chilled -돼지의 신선･냉장 설육 20 70 13 5 4ABx
　 -冻猪杂碎; Of swine, frozen; 돼지의 냉동 설육

0206.4100 --肝 --Livers --간 20 70 13 5 47ABx
0206.4900 --其他 --Other --기타 12 70 13 5 47ABx
0206.8000 -其他鲜或冷杂碎 -Other, fresh or chilled -기타 신선･냉장한 설육 20 70 13 5
0206.8000.10 鲜或冷的羊杂碎 Edible offal of sheep or goats, fresh or chilled 신선･냉장한 양(면양과 산양) 설육 20 70 13 5 AB

0206.8000.90 鲜或冷的马, 驴, 骡杂碎
Edible offal of horses, asses, mules or hinnies, 
fresh or chilled

신선･냉장한 말, 당나귀, 노새와 버새의 
설육

20 70 13 5 AB

0206.9000 -其他冻杂碎 -Other, frozen -냉동한 기타 식용 설육 18 70 13 5
0206.9000.10 冻藏的羊杂碎 Edible offal of sheep or goats, frozen 양(면양과 산양)의 냉동 설육 18 70 13 5 7AB

0206.9000.90 冻藏的马, 驴, 骡杂碎
Edible offal of horses, asses, mules or hinnies, 
frozen

말, 당나귀, 노새와 버새의 냉동 설육 18 70 13 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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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 税目01.05所列家禽的鲜, 冷, 冻肉及食用杂碎; Meat and edible offal, of the poultry of heading No. 01.05, fresh, chilled or frozen;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

육(HS세번 01.05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냉장･냉동한 것)
　 -鸡; Of fowls of the species Gallus domesticus;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것)
0207.1100 --整只, 鲜或冷的 --Not cut in pieces, fresh or chilled --절단하지 않은 신선･냉장한 것 20 70 13 5 4ABx
0207.1200 --整只, 冻的 --Not cut in pieces, frozen --절단하지 않은 냉동한 것 T2 T2 13 5 4x7AB
　 --块及杂碎, 鲜或冷的; Chicken cuts and offal, fresh or chilled; 절단육 및 설육, 신선･냉장한 것

　 ---块; Cuts; 절단육

0207.1311 ----带骨的 ----With bone ----뼈를 포함한 것 20 70 13 13 4xAB
0207.1319 ----其他 ----Other ----기타 20 70 13 13 4xAB
　 ---杂碎; offal; 설육

0207.1321 ----翼(不包括翼尖) ----Midjoint wing ----날개(날개 끝을 포함하지 않은 것) 20 70 13 13 4xAB
0207.1329 ----其他 ----Other ----기타 20 70 13 5 AB4x
　 --块及杂碎, 冻的; Cuts and offal, frozen; 절단육 및 설육, 냉동한 것

　 ---块; Cut; 절단육

0207.1411 ----带骨的 ----With bone ----뼈를 포함한 것 T2 T2 13 13 7AB4x
0207.1419 ----其他 ----Other ----기타 T2 T2 13 13 7AB4x
　 ---杂碎; offal; 설육

0207.1421 ----翼(不包括翼尖) ----Midjoint wing ----날개(날개 끝을 포함하지 않은 것) T2 T2 13 13 7AB4x

0207.1422 ----鸡爪 ----Chicken claw ----닭발 T2 T2 13 5 7AB4x

0207.1429 ----其他 ----Other ----기타 T2 T2 13 5 7AB4x

　 -火鸡; Of turkeys; 칠면조

0207.2400 --整只, 鲜或冷的 --Not cut in pieces, fresh or chilled --절단하지 않은 신선･냉장한 것 20 70 13 5 AB

0207.2500 --整只, 冻的 --Not cut in pieces, frozen --절단하지 않은 냉동한 것 20 70 13 5 AB

0207.2600 --块及杂碎, 鲜或冷的 --Cuts and offal, fresh or chilled --절단육 및 설육, 신선･냉장한 것 20 70 13 5,13 AB

0207.2700 --块及杂碎, 冻的 --Cuts and offal, frozen --절단육 및 설육, 냉동한 것 10 70 13 5,13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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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鸭; Ducks; 오리

0207.4100 --整只, 鲜或冷的 --Not cut in pieces, fresh or chilled --절단하지 않은 신선･냉장한 것 20 70 13 5 AB

0207.4200 --整只, 冻的 --Not cut in pieces, frozen --절단하지 않은 냉동한 것 20 70 13 5 AB

0207.4300 --肥肝, 鲜或冷的 --Fatty livers(foie gras), fresh chilled --오리 간, 신선･냉장한 것 20 70 13 5 AB

0207.4400 --其他, 鲜或冷的 --Other, fresh or chilled --기타, 신선･냉장한 것 20 70 13 5,13 AB

0207.4500 --其他, 冻的 --Other, frozen --기타, 냉동한 것 20 70 13 5,13 AB

-鹅; Geeses; 거위

0207.5100 --整只, 鲜或冷的 --Not cut in pieces, fresh or chilled --절단하지 않은 신선･냉장한 것 20 70 13 5 AB

0207.5200 --整只, 冻的 --Not cut in pieces, frozen --절단하지 않은 냉동한 것 20 70 13 5 AB

0207.5300 --肥肝, 鲜或冷的 --Fatty livers(foie gras), fresh or chilled --거위 간, 신선･냉장한 것 20 70 13 5 AB

0207.5400 --其他, 鲜或冷的 --Other, fresh or chilled --기타, 신선･냉장한 것 20 70 13 5,13 AB

0207.5500 --其他, 冻的 --Other, frozen --냉동한 기타 거위 육과 설육 20 70 13 5,13 AB

0207.6000 -珍珠鸡 -Guinea fowls -기니아새 20 70 13 5,13 AB

02.08 其他鲜, 冷, 冻肉及食用杂碎; Other meat and edible meat offal, fresh, chilled or frozen;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냉장･냉동한 것)

　 -家兔或野兔的; Of rabbits or hares; 집토끼와 야생토끼의 것

0208.1010 ---鲜, 冷家兔肉, 兔头除外
---Meat of rabbits, fresh or chilled, other than 
head ---신선･냉장한 집토끼 고기, 머리는 제외 20 70 13 5,13 AB

0208.1020 ---冻家兔肉, 兔头除外 ---Meat of rabbits, frozen, other than head ---냉동한 집토끼 고기(머리는 제외)　 20 70 13 5,13 AB

0208.1090 ---其他 ---Other ---기타 20 70 13

0208.1090.10
鲜, 冷或冻濒危野兔肉及其食用杂

碎(不包括兔头)

Meat and offal, of endangered wild hares(other 

than head), flesh, chilled or frozen
신선･냉장･냉동 멸종위기 야생토끼의 육과 
식용설육(머리는 제외)

20 70 13 ABFE

0208.1090.90 鲜, 冷或冻家兔食用杂碎 Edible offal of rabbits, flesh, chilled or frozen 신선･냉장･냉동 집토끼의 식용설육　 20 70 13 5 AB

0208.3000 -灵长目的 -Of primates -영장류의 것 23 70 13 5 AB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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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8.4000
--鲸, 海豚及鼠海豚(鲸目哺乳动物)
的; 海牛及儒艮(海牛目哺乳动物)的; 
海豹, 海狮及海象(鳍足亚目哺乳动
物)的 

--Of whales, dolphins and porpoises(mammals of the 
order Cetacea); manatees and dugongs(mammals of 
the order Sirenia); seal, sea lion and walrus(mammals 
of the suborder Pinnipedia)

--고래 및 돌고래류(고래목 포유동물), 바다소 
및 듀공(바다소목 포유동물), 물개, 바다사자 
및 바다코끼리(기각아목 포유동물)의 것

23 70 13 5 ABEF

0208.5000 -爬行动物(包括蛇及龟鳖)的 -Of reptiles(including snakes and turtles) -파충류(뱀과 거북 포함)의 것 23 70 13 5 ABFE

0208.6000 -骆驼及其他骆驼科动物的 -Of camel and other camelids(camelidae) -낙타 및 기타 낙타과 동물의 것 23 70 13

0208.6000.10
鲜, 冷或冻的濒危野生骆驼及其他
骆驼科动物的肉及食用杂碎

Meat and offal of endangered wild camel and 
other endangered camel familia animals, fresh, 
chilled or frozen

신선･냉장･냉동한 야생 낙타 및 기타 
낙타과 동물의 육과 식용설육

23 70 13 ABFE

0208.6000.90
其他鲜, 冷或冻骆驼及其他骆驼科
动物的肉及食用杂碎

Meat and offal of other camel and other cam-
el familia animals, fresh, chilled or frozen

기타 신선･냉장･냉동한 낙타 및 기타 
낙타과 동물의 육과 식용설육

23 70 13 5 AB

　 -其他; Other; 기타

0208.9010 ---乳鸽的 ---Of Squabs ---새끼 비둘기의 것　 20 70 13 5 AB

0208.9090 ---其他 ---Other ---기타 23 70 13

0208.9090.10 其他鲜, 冷或冻的濒危野生动物肉
Other meat of endangered wild animals, fresh, 
chilled or frozen

기타 신선･냉장･냉동한 멸종위기 야생
동물의 고기

23 70 13 ABFE

0208.9090.90 其他鲜, 冷或冻肉及食用杂碎
Other meat and edible offal, fresh, chilled or 
frozen

기타 신선･냉장･냉동한 육과 식용설육 23 70 13 5 AB

02.09
未炼制或用其他方法提取的不带瘦肉的肥猪肉, 猪脂肪及家禽脂肪, 鲜, 冷, 冻, 干, 熏, 盐腌或盐渍的; Pig fat free of lean meat and poultry fat not ren-
dered or otherwise extracted, fresh, chilled, frozen, salted, in brine, dried or smoked;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 돼지지방과 가금지방(기름을 빼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추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

0209.1000 -猪的 -Of swine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지방(신선･냉
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 20 70 13 5 AB

0209.9000 -其他 -Other -가금 지방(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
건조 또는 훈제한 것) 20 70 13 5 AB

02.10 肉及食用杂碎, 干, 熏, 盐腌或盐渍的; 可供食用的肉或杂碎的细粉, 粗粉; Meat and edible meat offal, salted, in brine, dried or smoked; edible flours 
and meals of meat or meat offal; 육과 식용설육(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 및 육과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猪肉; Meat of swine; 돼지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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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带骨的前腿, 后腿及其肉块; Hams, shoulders and cuts thereof, with bone in; 뼈를 포함한 돼지고기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절단육

0210.1110 ---带骨的腿 ---Hams and shoulders, with bone in ---뼈를 포함한 돼지고기 넓적다리살･어깨살 25 80 13 5

0210.1110.10 干, 熏, 盐制的带骨鹿豚, 姬猪腿
Hams and shoulders of pig-deer(Babyrousa), 
pygmy pig(Porcula), with bone in, salted, in 
brine, dried or smoked

바비루사와 피그미돼지의 뼈를 포함한 
넓적다리살･어깨살(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 

25 80 13 5 ABFE

0210.1110.90 其他干, 熏, 盐制的带骨猪腿
Other hams and shoulders of swine, with bone 
in, salted, in brine, dried or smoked

기타 돼지의 뼈를 포함한 넓적다리살･어
깨살(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 

25 80 13 5 AB

0210.1190 ---其他 ---Other ---기타 25 80 13 5

0210.1190.10
干, 熏, 盐制的带骨鹿豚, 姬猪腿
肉块

Cuts of pig-deer(Babyrousa), pygmy pig 
(Porcula), with bone in, salted, in brine, dried 
or smoked

바비루사와 피그미돼지의 뼈를 포함한 넓
적다리살･어깨살의 절단육(염장･염수장･
건조 또는 훈제한 것) 　

25 80 13 5 ABFE

0210.1190.90 其他干, 熏, 盐制的带骨猪腿肉
Other meat of hams and shoulders, with bone 
in, salted, in brine, dried or smoked

기타 돼지의 뼈를 포함한 기타 넓적다리살･
어깨살(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

25 80 13 5 AB

0210.1200 --腹肉(五花肉) --Bellies(streaky) and cuts thereof --돼지고기 복부살(삼겹살)과 그 절단육 25 80 13 5

0210.1200.10
干, 熏, 盐制的鹿豚, 姬猪腹肉(指
五花肉)

Bellies(streaky) and cuts thereof, of 
pig-deer(Babyrousa), pygmy pig(Porcula), salt-
ed, in brine, dried or smoked

바비루사와 피그미돼지의 복부살과 그 절
단육(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

25 80 13 5 ABFE

0210.1200.90 其他干, 熏, 盐制的猪腹肉(指五花肉)
Other bellies(streaky) and cuts thereof of 
swine, salted, in brine, dried or smoked

기타 돼지의 복부살과 그 절단육(염장･염
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　 25 80 13 5 AB

0210.1900 --其他 --Other --기타 25 80 13 5

0210.1900.10 干, 熏, 盐制的鹿豚, 姬猪其他肉
Other meat of pig-deer(Babyrousa), pygmy 
pig(porcula), salted, in brine, dried or smoked

바비루사와 피그미돼지의 기타 고기(염
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

25 80 13 5 ABFE

0210.1900.90 其他干, 熏, 盐制的其他猪肉
Other meat of swine, salted, in brine, dried or 
smoked

기타 돼지의 기타 고기(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

25 80 13 5 AB

0210.2000 -牛肉 -Meat of bovine animals -쇠고기 25 80 13

0210.2000.10 干, 熏, 盐制的濒危野牛肉
Meat of endangered wild bovine animals, salted, 
in brine, dried or smoked

멸종위기 야생 소의 고기(염장･염수장･건
조 또는 훈제한 것)

25 80 13 ABFE

0210.2000.90 干, 熏, 盐制的其他牛肉
Other meat of bovine animals, salted, in brine, 
dried or smoked

소의 기타 고기(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

25 80 13 5 AB

　 -其他, 包括可供食用的肉或杂碎的细粉, 粗粉; Other, including edible flours and meals of meat or meat offal; 기타 육과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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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9100 --灵长目的 --Of primates --영장류의 것 25 80 13 5 ABFE

0210.9200

--鲸, 海豚及鼠海豚(鲸目哺乳动
物)的; 海牛及儒艮(海牛目哺乳动
物)的; 海豹, 海狮及海象(鳍足亚
目哺乳动物)的 

--Of whales, dolphins and porpoises(mammals of 
the order Cetacea); manatees and du-
gongs(mammals of the order Sirenia); seal, sea lion 
and walrus(mammals of the suborder Pinnipedia)

--고래 및 돌고래류(고래목 포유동물), 
바다소 및 듀공(바다소목 포유동물), 물
개, 바다사자 및 바다코끼리(기각아목 
포유동물)의 육과 설육의 것

25 80 13 5 ABEF

0210.9300 --爬行动物(包括蛇及龟鳖)的 --Of reptiles(including snakes and turtles) --파충류(뱀과 거북 포함)의 육과 설육의 
식용의 것

25 80 13 5 ABFE

0210.9900 --其他 --Other --기타 25 80 13

0210.9900.10
干, 熏, 盐制其他濒危动物肉及杂
碎(包括可供食用的肉或杂碎的细
粉, 粗粉)

Meat and edible offal of other endangered wild 
animals(including edible flours and meals of 
meat and meat offal), salted, in brine, dried or 
smoked

기타 멸종위기 동물의 육과 설육 및 육과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염장･염수장･건
조 또는 훈제한 것)

25 80 13 ABFE

0210.9900.90
干, 熏, 盐制其他肉及食用杂碎(包
括可供食用的肉或杂碎的细粉, 粗
粉)

Other meat and edible offal(including edible 
flours and meals of meat and meat offal), salted, 
in brine, dried or smoked

기타 육과 설육 및 육과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

25 80 13 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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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章  鱼, 甲壳动物, 软体动物及其他水生无脊椎动物; Fish and crustaceans, molluscs and other aquatic invertebratesl;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03.01 活鱼; Live fish; 활어

-观赏鱼; Ornamental fish; 관상어

0301.1100 --淡水鱼 --Freshwater fish --관상용의 것 17.5 80 13
0301.1100.10 观赏用濒危淡水鱼 Ornamental endangered freshwater fish 관상용의 멸종위기 민물고기 17.5 80 13 　 ABEF

0301.1100.90 观赏用其他淡水鱼 Ornamental other freshwater fish 관상용의 기타 민물고기 17.5 80 13 5 AB

0301.1900 --其他 --Other --기타 17.5 80 13 　
0301.1900.10 观赏用濒危非淡水鱼 Ornamental endangered not freshwater fish 관상용의 멸종위기 비민물고기 17.5 80 13 　 ABFE

0301.1900.90 其他观赏用非淡水鱼 Ornamental other not freshwater fish 기타 관상용의 비민물고기 17.5 80 13 5　 AB

　 -其他活鱼; Other live fish; 기타의 활어

　
--鳟鱼(河鳟, 虹鳟, 克拉克大麻哈鱼, 阿瓜大麻哈鱼, 吉鱼大麻哈鱼, 亚利桑那大麻哈鱼, 金腹大麻哈鱼); Trout(Salmo trutta, Oncorhynchus mykiss, On-corhynchus clarki, 
Oncorhynchus aguabonita, Oncorhynchus gilae, Oncorhynchus apache and Oncorhynchus chrysogaster); 송어(살모 트루타, 앙코링쿠스 미키스, 앙코링쿠스 클라키, 앙코링
쿠스 아구아보니타, 앙코링쿠스 길래,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0301.9110 ---鱼苗 ---Fry ---치어 0 0 13 5 AB
0301.9190 ---其他 ---Other ---기타 10.5 40 13 5 AB
　 --鳗鱼(鳗鲡属); Eels(Anguilla spp.); 장어(앵귈라종)
0301.9210 ---鱼苗 ---Fry ---치어 0 0 13 　
0301.9210.10 花鳗鲡鱼苗 Fry of marbled eels(Anguilla marmorata) 뱀장어의 치어(앵귈라 마르모라타) 0 0 13 　 ABE

0301.9210.20 欧洲鳗鲡鱼苗 Fry of Eruopean eels 유럽장어의 치어 0 0 13 　 ABEF

0301.9210.90 其他鳗鱼(鳗鲡属)苗 Other fry of eels(Anguilla marmorata) 기타 장어의 치어(앵귈라 마르모라타) 0 0 13 　 AB

0301.9290 ---其他 ---Other ---기타 10 40 13 5　
0301.9290.10 花鳗鲡 Marbled eels(Anguilla marmorata) 뱀장어(앵귈라 마르모라타) 10 40 13 5 ABE

0301.9290.20 欧洲鳗鲡 European eels 유럽장어 10 40 13 5　 ABEF

0301.9290.90 其他活鳗鱼(鳗鲡属) Other live eels(Anguilla marmorata) 기타의 활장어(앵귈라 마르모라타) 10 40 13 5　 AB

　 --鲤科鱼(西鲤, 黑鲫, 草鱼, 鲢属, 鲮属, 青鱼); Cyprinus carpio, Carassius carassius, Ctenopharyngodon idellus, Hypophthalmichthys spp., Cirrhinus spp., Mylopharyngodon pi-
ceus;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누스종,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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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0301.9310 ---鱼苗 ---Fry ---치어 0 0 13 5 AB
0301.9390 ---其他 ---Other ---기타 10.5 40 13 5 AB

　 --大西洋及太平洋蓝鳍金枪鱼; Atlantic and pacific bluefin tunas(Thunnus thynnus, Thunnus orientalis); 대서양 참다랑어 및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터너스 오리
엔탈리스)

0301.9410 ---鱼苗 ---Fry --- 치어 0 0 13 5 AB
---其他; Other; 기타

0301.9491 ----大西洋蓝鳍金枪鱼 ----Atlantic bluefin tunas ----대서양 참다랑어 10.5 40 13 5　 AB
0301.9492 ----太平洋蓝鳍金枪鱼 ----Pacific bluefin tunas ----태평양 참다랑어 10.5 40 13 5　 AB
　 --南方蓝鳍金枪鱼; Southern bluefin tunas(thunnus maccoyii);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멕코이)
0301.9510 ---鱼苗 ---Fry ---치어 0 0 13 5　 AB
0301.9590 ---其他 ---Other ---기타 10.5 40 13 5　 AB
　 --其他; Other; 기타

　 ---鱼苗; Fry; 치어

0301.9911 ----鲈鱼 ----Of perches ----농어 0 0 13 5 AB
0301.9912 ----鲟鱼 ----Of sturgeon ----철갑상어 0 0 13 5 ABFE
0301.9919 ----其他 ----Other ----기타　 0 0 13 　
0301.9919.10 其他濒危鱼苗 Other endangered fry 기타 멸종위기 활어 0 0 13 　 ABFE

0301.9919.90 其他鱼苗 Other fry 기타 활어 0 0 13 5 AB

　 ---其他; Other; 기타

0301.9991 ----罗非鱼 ----Tilapia ----틸라피아(열대성 민물고기) 10.5 40 13 5　 AB
0301.9992 ----鲀鱼 ----Puffer fish ----복어 10.5 40 13 5 AB
0301.9993 ----其他鲤科鱼 ----Other cyprinidae fish ----기타 잉어 10.5 40 13 　
0301.9993.10 活的濒危鲤科鱼 Other endangered live carp 산 것의 멸종위기 잉어 10.5 40 13 　 ABFE

0301.9993.90
活的其他鲤科鱼[鲤科鱼(西鲤, 黑
鲫, 草鱼, 鲢属, 鲮属, 青鱼)除外]

Other live carp(Cyprinus carpio, Carassius car-
assius, Ctenopharyngodon idellus, 
Hypophthalmichthys spp., Cirrhinus spp., 
Mylopharyngodon piceus)

산 것의 기타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
오,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파린고
돈 이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
누스종,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10.5 40 13 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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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0301.9999 ----其他 ----Other ----기타 10.5 40 13 　
0301.9999.10 其他濒危活鱼 Other endangered live fish 기타 멸종위기 활어 10.5 40 13 　 ABFE

0301.9999.90 其他活鱼 Other live fish 기타 활어 10.5 40 13 5　 AB

03.02 鲜, 冷鱼, 但税目03.04的鱼片及其他鱼肉除外; Fish, fresh or chilled, excluding fish fillets and other fish meat of heading No．03.04; 신선･냉장 어류(HS 
03.04류에 속한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제외)

　 -鲑科鱼, 但鱼肝及鱼卵除外; Salmonidae, excluding livers and roes; 연어류(단, 간과 어란 제외)

0302.1100
--鳟鱼(河鳟, 虹鳟, 克拉克大麻哈鱼, 
阿瓜大麻哈鱼, 吉鱼大麻哈鱼, 亚利

桑那大麻哈鱼, 金腹大麻哈鱼); 

--Trout(Salmo trutta, Oncorhynchus mykiss, 
Oncorhynchus clarki, Oncorhynchus aguabonita, 
Oncorhynchus gilae, Oncorhynchus apache and 
Oncorhynchus chrysogaster)

--송어(살모 트루타, 앙코링쿠스 미키스, 앙
코링쿠스 클라키,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앙코링쿠스 길래, 앙코링쿠스 아파케 및 앙

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12 40 13 5 AB

0302.1300

--大麻哈鱼[红大麻哈鱼, 细鳞大麻

哈鱼, 大麻哈鱼(种), 大鳞大麻哈

鱼, 银大麻哈鱼, 马苏大麻哈鱼, 
玫瑰大麻哈鱼]

--Pacific salmon(Oncorhynchus nerka, Oncorhynchus 
gorbuscha, Oncorhynchus keta, Oncorhynchus 
tschawytscha, Oncorhynchus kisutch, Oncorhynchus 
masou and Oncorhynchus rhodurus)

--태평양 연어(앙코링쿠스 넬카, 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 앙코링쿠스 게타, 앙코링쿠스 

챠비차, 앙코링쿠스 키수츠, 앙코링쿠스 마

소,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10 40　 13 5 ABU

--大西洋鲑鱼及多瑙哲罗鱼; Atlantic salmon(salmo salar) and Danube salmon(Hucho hucho);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
0302.1410 ---大西洋鲑鱼 ---Atlantic salmon ---대서양 연어 10 40 13 5 AB
0302.1420 ---多瑙哲罗鱼 ---Danube salmon ---다뉴브 연어 10 40 13 5 AB
0302.1900 --其他 --Other --기타 12 40 13 5

0302.1900.10 鲜或冷川陕哲罗鲑(鱼肝及鱼卵除外)
Chuan-shan taimen(Hucho taimen) (excluding 
livers and roes), fresh or chilled

신선･냉장한 사천-섬서성 타이멘(후초 타
이멘), (간과 어란 제외)

12 40 13 5　 ABE

0302.1900.20 鲜或冷秦岭细鳞鲑(鱼肝及鱼卵除外)
Qinling mountains sweetlips salmon (excluding 
livers and roes), fresh or chilled

신선･냉장한 진령 산맥 은빛연어(간과 
어란 제외)

12 40 13 5 ABE

0302.1900.90 其他鲜或冷鲑鱼(鱼肝及鱼卵除外)
Other salmonnidae, (excluding livers and roes), 
fresh or chilled

기타 신선･냉장한 연어(간과 어란 제외) 12 40 13 5　 AB

　 -比目鱼, 但鱼肝及鱼卵除外; Flat fish(Pleuronectidae, Bothidae, Cynoglossidae, Soleidae, Scophthalmidae and Citharidae), excluding livers and roes; 넙치류(플루로넥티대과, 
바디대과, 사이노글로시대과, 솔레이대과, 스코프탈미대과 및 시타리대과), (단, 간과 어란 제외)

0302.2100 --庸鲽鱼
--Halibut(Reinhardtius hippoglossoides, Hippoglossus 
hippoglossus, Hippoglossus stenolepis)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
12 40 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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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0302.2100.10
鲜或冷大西洋庸鲽(庸鲽)(鱼肝及鱼
卵除外)

Atlantic halibut(halibut), fresh or chilled, ex-
cluding livers and roes

신선･냉장한 대서양 넙치(넙치), 간과 어란 
제외

12 40 13 5　 ABU

0302.2100.20 鲜或冷马舌鲽(鱼肝及鱼卵除外)
Reinhardtius, fresh or chilled, excluding livers 
and roes

신선･냉장한 검정가자미, 간과 어란 제외 12 40 13 5 ABU

0302.2100.90 其他鲜或冷庸鲽鱼(鱼肝及鱼卵除外)
Other halibut, fresh or chilled, excluding livers 
and roes

기타 신선･냉장한 넙치, 간과 어란 제외 12 40 13 5　 AB

0302.2200 --鲽鱼 --Plaice(Pleuronectes platessa)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 12 40 13 5　 AB
0302.2300 --鳎鱼 --Sole(Solea spp.) --서대(솔레아종) 12 40 13 5 AB
0302.2400 --大菱鲆(瘤棘鲆) --Turbot(Psetta maxima) --터벗(프세타 맥시마) 12 40 13 5 AB
0302.2900 --其他 --Other --기타 12 40 13 5

0302.2900.10
鲜或冷的亚洲箭齿鲽(鱼肝及鱼卵

除外)
Arrowtooth halibut, fresh or chilled, excluding 
livers and roes

신선･냉장한 화살 이빨 넙치, 간과 어란 
제외

12 40 13 5 ABU

0302.2900.90 其他鲜或冷比目鱼(鱼肝及鱼卵除外)
Other flat fish, fresh or chilled, excluding liv-
ers and roes

기타 신선･냉장한 넙치, 간과 어란 제외 12 40 13 5　 AB

　 -金枪鱼(金枪鱼属), 鲣鱼或狐鲣(鲣), 但鱼肝及鱼卵除外; Tuna(tuna genus), bonito or belted bonito(bonito), excluding livers and roes; 다랑어(참치 속), 줄무늬 버니토우(버
니토우), (단, 간과 어란 제외)　

0302.3100 --长鳍金枪鱼 --Albacore or longfinned tunas(Thunnus alalunga)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12 40 13 5　 AB
0302.3200 --黄鳍金枪鱼 --Yellowfin tunas(Thunnus albacares) --황대랭이(터너스 알바카레스) 12 40 13 5　　 AB
0302.3300 --鲣鱼或狐鲣 --Skipjack or stripe-bellied bonito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 12 40 13 5　　 AB
0302.3400 --大眼金枪鱼 --Bigeye tunas(Thunnus obesus)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 12 40 13 5　 AB

--大西洋及太平洋蓝鳍金枪鱼; Atlantic and pacific bluefin tunas; 대서양 및 태평양 참다랑어

0302.3510 ---大西洋蓝鳍金枪鱼 ---Atlantic bluefin tunnas --대서양 참다랑어 12 40 13 5　 ABU
0302.3520 ---太平洋蓝鳍金枪鱼 ---Pacific bluefin tunas --태평양 참다랑어 12 40 13 5 AB
0302.3600 --南方蓝鳍金枪鱼 --Southern bluefin tunas(Thunnus maccoyii)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12 40 13 5 AB
0302.3900 --其他 --Other --기타 12 40 13 5　 AB

-鲱鱼(大西洋鲱鱼, 太平洋鲱鱼), 鳀鱼(属), 沙丁鱼(沙丁鱼, 沙瑙鱼属), 小沙丁鱼属, 黍鲅或西鲱, 鲭鱼[大西洋鲭, 澳洲鲭(鲐), 日本鲭(鲐)], 对称竹荚鱼, 新西兰竹荚

鱼及竹荚鱼(竹荚鱼属), 军曹鱼及剑鱼, 但鱼肝及鱼卵除外; Herrings(Clupea harengus, Clupea pallasii), anchovies(Engraulis spp.), sardines(Sardina pilchardus, Sardinops spp.), 
sardinella(Sardinella spp.), brisling or sprats(Sprattus sprattus), mackerel(Scomber scombrus, Scomber australasicus, Scomber japonicus), jack and horse mackerel(Trachurus spp.), 
cobia(Rachycentron canadum) and swordfish(Xiphiasgladius), excluding livers and roes;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클루페아 팔라시) 멸치(엔그라울리스종), 정어리(사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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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필차르두스, 사르디노프스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 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고등어(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 스콤버 자포

니쿠스), 전갱이(트라커러스종),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단, 간과 어란 제외)
0302.4100 --鲱鱼(大西洋鲱鱼, 太平洋鲱鱼) --Herring(Clupea harengus, clupea pallasii)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클루페아 팔라시) 12 40 13 5

0302.4100.10
鲜或冷太平洋鲱鱼(鱼肝及鱼卵除
外)

Clupea pallasii, fresh or chilled, excluding liv-
ers and roes

신선･냉장한 클루페아 팔라시, 간과 어란 
제외

12 40 13 5 ABU

0302.4100.90
鲜或冷鲱鱼(大西洋鲱鱼)(鱼肝及鱼
卵除外)

Herrings(Clupea harengus), fresh or chilled, ex-
cluding livers and roes

신선･냉장한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간과 어란 제외

12 40 13 5　 AB

0302.4200 --鳀鱼(鳀属) --Anchovies(Engraulis spp.) --멸치(엔그로리스종) 12 40 13 5 AB

0302.4300 --沙丁鱼(沙丁鱼, 沙瑙鱼属), 小沙
丁鱼属, 黍鲱或西鲱

--Sardines(Sardina pilchardus, Sardinops spp.), 
sardinella(Sardinella spp.), brisling or sprats 
(Sprattus sprattus)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 사르디노
프스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 브리
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12 40 13 5 AB

0302.4400 --鲭鱼[大西洋鲭, 澳洲鲭(鲐), 日本
鲭(鲐)]

--Mackerel(Scomber scombrus, Scomber austral-
asicus, Scomber japonicus)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 스콤버 오스
트랄라시쿠스, 스콤버 자포니쿠스) 12 40 13 5 AB

0302.4500 --对称竹荚鱼, 新西兰竹荚鱼及竹
荚鱼(竹荚鱼属)

--Jack and horse mackerel(Trachurus spp.), 
cobia(Rachycentron canadum)

--전갱이(트라커러스종), 뉴질랜드 전갱이
(전갱이과) 12 40 13 5 AB

0302.4600 --军曹鱼 --Cobia(Rachycentron canadum)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 12 40 13 5 AB
0302.4700 --剑鱼 --Swordfish(Xiphias gladius)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12 40 13 5 ABU

-犀鳕科, 多丝真鳕科, 鳕科, 长尾鳕科, 黑鳕科, 无须鳕科, 深海鳕科及南极鳕科鱼, 但鱼肝及鱼卵除外; Fish of the families bregmacerotidae, euclichthyidae, gadidae, mac-
rouridae, melanonidae, merlucciidae, moridae and muraeolepididae, excluding livers and roes; 브레그마세로티대과, 유클리티대과, 멜라노니대과, 메르루치대과, 모리대과 
및 무라에놀 레피디대과의 어류, (단, 간과 어란 제외) 

0302.5100 --鳕鱼(大西洋鳕鱼, 太平洋鳕鱼, 
格陵兰鳕鱼)

--Cod(Gadus morhua, Gadus ogac, Gadus mac-
rocephalus)

--대구(가두스 모르화, 가두스 오각, 가두

스 마르크로세팔루스) 12 40 13 5　 AB

0302.5200 --黑线鳕鱼(黑线鳕) --Haddock(Melanogrammus aeglefinus)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12 40 13 5 AB
0302.5300 --绿青鳕鱼 --Coalfish(Pollachius virens) --검정대구(플라치우치 비렌스) 12 40 13 5 AB
0302.5400 --狗鳕鱼(无须鳕属, 长鳍鳕属) --Hake(Merluccius spp., Urophycis spp.) --민대구(메루키우스종, 유로피키스종) 12 40 13 5 AB
0302.5500 --狭鳕鱼 --Alaska Pollack(Theragra chalcogramma)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12 40 13 5 ABU

0302.5600 --蓝鳕鱼(小鳍鳕, 南蓝鳕) --Blue whitings(Micromesistius poutassou, 
Micromesistius australis)

--블루 화이팅스(마이크로메시트시우스 포

우타소우, 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

랄리스)
12 40 13 5 AB

0302.5900　 --其他 --Other --기타 12　 40　 13　 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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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罗非鱼(口孵非鲫属), 鲶鱼(鱼芒鲶属, 鲶属, 胡鲶属, 真鮰属), 鲤科鱼(西鲤, 黑鲫, 草鱼, 鲢属, 鲮属, 青鱼), 鳗鱼(鳗鲡属), 尼罗河鲈(尼罗尖吻鲈)及黑鱼(鳢属), 但鱼
肝及鱼卵除外; -Tilapias(Oreochromis spp.), catfish(Pangasius spp., Silurus spp., Clariad spp., Ictalurus spp.), carp(Cyprinus carpio, Carassius carassius, Ctenopharyngodon idellus, 
Hypophthalmichthys spp., Cirrhinus spp., Mylopharyngodon piceus), eels(Anguilla spp.), Nile perch(Lates niloticus) and snakeheads(Channa spp.), excluding livers and roes; 틸라피아
(오레오크로미스종), 메기(판가시우스종, 실루러스종, 클라리아스종, 익타루러스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누스종,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뱀장어(앵귈라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및 가물치(카나종), (단, 간과 어
란 제외)

0302.7100 --罗非鱼(口孵非鲫属) --Tilapia(oreochromis spp.)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12 40 13 5 AB

0302.7200 --鲶鱼(鱼芒鲶属, 鲶属, 胡鲶属, 真
鮰属)

--Catfish(Pangasius spp., Silurus spp., Clarias 
spp., Ictalurus spp.)

--메기(판가시우스종, 실루러스종, 클라리
아스종, 익타루러스종) 12 40 13 5 AB

0302.7300 --鲤科鱼(西鲤, 黑鲫, 草鱼, 鲢属, 
鲮属, 青鱼)

--Carp(Cyprinus carpio, Carassius carassius, 
Ctenopharyngodon idellus, Hypophthalmichthys 
spp., Cirrhinus spp., Mylopharyngodon piceus)

--잉어과 어류(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카라
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
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누스종, 마
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12 40 13 5 AB

0302.7400 --鳗鱼(鳗鲡属) --Eel(anguilla spp.) --장어(앵귈라종) 12 40 13 5

0302.7400.10 鲜或冷花鳗鲡(鱼肝及鱼卵除外)
Marbled eels, fresh or chilled(excluding livers 
and roes)

신선･냉장한 뱀장어(단, 간과 어란 제외) 12 40 13 5 ABE

0302.7400.20
鲜或冷的欧洲鳗鲡(鱼肝及鱼卵除

外)

European eels, fresh or chilled(excluding livers 

and roes)

신선･냉장한 유럽뱀장어(단, 간과 어란 제

외)
12 40 13 5 ABEF

0302.7400.90
其他鲜或冷鳗鱼(鳗鲡属)(鱼肝及鱼

卵除外)

Other eels(anguilla spp.), fresh or chilled(ex-

cluding livers and roes)

기타 신선･냉장한 뱀장어(앵귈라종), (단, 

간과 어란 제외)
12 40 13 5 AB

0302.7900 --其他 --Other --기타 12 40 13 5

0302.7900.01
鲜或冷尼罗河鲈鱼(尼罗尖吻鲈)(鱼

肝及鱼卵除外)

Nile perch(Lates niloticus), fresh or chilled(ex-

cluding livers and roes)

신선･냉장한 나일 파치(단, 간장 및 어란 

제외)
12 40 13 5 AB

0302.7900.90
鲜或冷的黑鱼(鳢属)(鱼肝及鱼卵除

外)

Snakeheads(Channa spp.), fresh or chilled(ex-

cluding livers and roes)

신선･냉장한 가물치과 어류(단, 간장 및 

어란 제외)
12 40 13 5 AB

-其他鱼, 但鱼肝及鱼卵除外; Other fish, excluding livers and roes; 기타 어류(단, 간과 어란 제외)
0302.8100 --角鲨及其他鲨鱼 --Dogfish and other sharks --곱상어와 기타 상어 12 40 13 5

0302.8100.10 鲜或冷濒危鲨鱼(鱼肝及鱼卵除外)

Whale shark(rhincodon), man-eating shark 

(Cacharodon), basking shark(Cetorhinus), 

(excluding livers and roes), (fresh or chilled)

신선･냉장한 멸종위기 상고래상어, 식인상

어, 배스킹상어(단, 간과 어란 제외)
12 40 13 5 ABEF



2015년도 중국의 농산물 품목분류 및 관세율  25

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0302.8100.90 鲜或冷其他鲨鱼(鱼肝及鱼卵除外)
other dogfish and other sharks(excluding livers 

and roes), (fresh or chilled)

기타 신선･냉장한 곱상어와 기타 상어(단, 

간과 어란 제외)
12 40 13 5 AB

0302.8200 --魟鱼及鳐鱼(鳐科) --Rays and skates(Rajidae) --홍어와 가오리(가오리과) 12 40 13 5 AB
0302.8300 --南极犬牙鱼(南极犬牙鱼属) --Toothfish(dissostichus spp) --남극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종) 12 40 13 5 ABU
0302.8400 --尖吻鲈鱼(舌齿鲈属) --Seabadd(Dicentrarchus spp.) --농어(디젠트라쿠스종) 12 40 13 5 AB
0302.8500 --菱羊鲷(鲷科) --Seabream(Sparidae) --돔(스파리대과) 12 40 13 5 AB

--其他; Other; 기타

0302.8910 ---带鱼 ---Scabber fish(Trichurius) --갈치 12 40 13 5 AB
0302.8920 ---黄鱼 ---Yellow croaker(Pseudosicaena) --조기 12 40 13 5 AB
0302.8930 ---鲳鱼 ---Tilapia --병어 12 40 13 5 AB
0302.8940 ---鲀鱼 ---Puffer fish --복어 12 40 13 5 AB
0302.8990 ---其他 ---Other --기타 12 40 13
0302.8990.01 鲜或冷的其他鲈鱼(鱼肝及鱼卵除外) Other perch, fresh or chilled 신선･냉장한 기타 농어(단, 간과 어란 제외) 12 40 13 5 AB

0302.8990.10
其他未列名濒危鲜或冷鱼(鱼肝及

鱼卵除外)

Other endangered fish, fresh or chilled(exclud-

ing livers and roes)

기타 열거하지 않은 멸종위기의 신선･냉
장한 어류(단, 간과 어란 제외)

12 40 13 ABFE

0302.8990.20 鲜或冷的平鲉属(鱼肝及鱼卵除外)
Fresh and clod flat scorpionfish genera(exclud-

ing livers and roes)

신선･냉장한 평평한 쏨뱅이 어류(단, 간과 어란 

제외)
12 40 13 0 ABU

0302.8990.30
鲜或冷的鮶鲉属(叶鳍鲉属)(鱼肝及

鱼卵除外)

Fresh and clod Jun scorpionfish genera(leaf 

scorpionfish fins), (excluding livers and roes) 

신선･냉장한 준 쏨뱅이 어류(단, 간과 어란 

제외)
12 40 13 0　 ABU

0302.8990.90 其他鲜或冷鱼(鱼肝及鱼卵除外) Other fish, fresh or chilled 기타 신선･냉장한 어류(단, 간과 어란 제외) 12 40 13 5 AB

0302.9000 -鱼肝及鱼卵 -Livers and roes -간과 어란 12 50 13

0302.9000.10 鲜或冷濒危鱼种的肝及鱼卵
Livers and roes of endangered fish, fresh or 
chilled

신선･냉장한 멸종위기 어류의 간과 어란 12 50 13 ABEF

0302.9000.90 其他鲜或冷鱼肝及鱼卵 Other livers and roes, fresh or chilled 기타 신선･냉장한 어류 간과 어란 12 50 13 5 AB

03.03 冻鱼, 但税目03.04的鱼片及其他鱼肉除外; Fish, frozen, excluding fish fillets and other fish meat of heading No. 03.04;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

-鲑科鱼, 但鱼肝及鱼卵除外; Salmonidae, excluding livers and roes; 연어류, (단, 간과 어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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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1100 --红大麻哈鱼 -Sockeye salmon(red salmon)(Oncorhynchus nerka) --소크아이 연어(홍연어)(앙코링쿠스 넬카) 10 40 13 13 AB

0303.1200

--其他大麻哈鱼[细鳞大麻哈鱼, 大
麻哈(种), 大鳞大麻哈鱼, 银大麻

哈鱼, 马苏大麻哈鱼, 玫瑰大麻哈

鱼]

--Other pacific salmon(Oncorhynchus gorbuscha, 
Oncorhynchus keta, Oncorhynchus tschawytscha, 
Oncorhynchus kisutch, Oncorhynchus masou and 
oncorhynchus rhodurus)

--기타 태평양 연어(앙코링쿠스 고르부스
카, 앙코링쿠스 케타, 앙코링쿠스 챠비챠, 
앙코링쿠스 키수츠, 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10 40 13 13 AB

0303.1300 --大西洋鲑鱼及多瑙哲罗鱼
--Atlantic salmon(Salmo salar) and Danube sal-
mon(Hucho hucho)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와 다뉴브 연어(후
코 후코) 10 40 13 13 AB

0303.1400
--鳟鱼(河鳟, 虹鳟, 克拉克大麻哈

鱼, 阿瓜大麻哈鱼, 吉雨大麻哈鱼, 
亚利桑那大麻哈鱼, 金腹大麻哈鱼)

--Trout(Salmo trutta, Oncorhynchus mykiss, 
Oncorhynchus clarki, Oncorhynchus aguabonita, 
Oncorhynchus gilae, Oncorhynchus apache amd 
Oncorhynchus chrysogaster)

--송어(살모 트루타, 앙코링쿠스 미키스, 컷
스트로트 트라우트, 앙코링쿠스 미키스 아

구아보니타, 앙코링쿠스 길래 길래, 앙코링

쿠스 길래 아파케, 앙코링쿠스 크리소가스

터)

12 40 13 13 AB

0303.1900 --其他 --Other --기타 10 40 13 13　
0303.1900.10 冻川陕哲罗鲑(鱼肝及鱼卵除外)

Chuan-shan taimen(hucho taimen) (excluding 
liver and roes)frozen

냉동한 사천-섬서성 타이멘(후초 타이멘) 
(단, 간과 어란 제외)

10 40 13 13 ABE

0303.1900.20 冻秦岭细鳞鲑(鱼肝及鱼卵除外)
Qinling lenok(brachymystax lenok) (excluding 
liver and roes)frozen

냉동 친링 열목어(단, 간과 어란 제외) 10 40 13 13 ABE

0303.1900.90 其他冻鲑科鱼(鱼肝及鱼卵除外)
Other salmonidae(excluding liver and roes) 
froxen(excluding livers and roes)

기타 냉동 연어과 어류 10 40 13 13 AB

-罗非鱼(口孵非鲫鱼属), 鲶鱼(鱼芒鲶属, 鲶属, 胡鲶属, 真鮰属), 鲤科鱼(西鲤, 黑鲫, 草鱼, 鲢属 , 鲮属, 青鱼), 鳗鱼(鳗鲡属), 尼罗河鲈鱼(尼罗尖吻鲈)及黑鱼(鳢属), 
但鱼肝及鱼卵除外; Tilapias(Oreochromis spp.), catfish(Panagasius spp., Silurus spp., Clariad spp., Ictalurus spp.), carp(cyprinus carpio, Carassius carassius, Ctenopharyngodon 
idellus, Hypophthalmichthys spp., Cirrhinus spp., Mylopharyngodon piceus), eels(Anguilla spp.), Nile perch(Lates niloticus) and snakeheads(Channa spp.), excluding livers and roes;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메기(판가시우스종, 실루러스종, 클라리아스종, 익타루러스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파

린고돈 이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누스종,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뱀장어(앵귈라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및 가물치(카나종), (단, 
간과 어란 제외)

0303.2300 --罗非鱼(口孵非鲫属) --Tilapia(oreochromis spp.)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10 40 13 13 AB

0303.2400 --鲶鱼(鱼芒鲶属, 鲶属, 胡鲶属, 真
鮰属)

--Catfish(Pangasius spp., Silurus spp., Clarias 
spp., Ictalurus spp.)

--메기(판가시우스종, 실루러스종, 클라리
아스종, 익타루러스종) 10 40 13 13 AB

0303.2500 --鲤科鱼(西鲤, 黑鲫, 草鱼, 鲢属, 
鲮属, 青鱼)

--Carp(cyprinus carpio, Carassius carassius, 
Ctenopharyngodon idellus, Hypophthalmichthys 
spp., Cirrhinus spp., Mylopharyngodon piceus)

--잉어과 어류(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카
라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파린고돈 이
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누스

10 40 13 13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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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0303.2600 --鳗鱼(鳗鲡属) --Eel(anguilla spp.) --뱀장어(앵귈라종) 12 40 13 13
0303.2600.10 冻花鳗鲡(鱼肝及鱼卵除外) Marbled eels, frozen(excluding livers and roes) 냉동 뱀장어(단, 간과 어란 제외) 12 40 13 13 ABE

0303.2600.20 冻欧洲鳗鲡(鱼肝及鱼卵除外) European eels, frozen(excluding livers and roes) 냉동 유럽뱀장어(단, 간과 어란 제외) 12 40 13 13 ABEF

其他冻鳗鱼(鳗鲡属)(鱼肝及鱼卵除
外)

Other eels(anguilla spp.), frozen(excluding liv-

ers and roes)
기타 냉동 뱀장어(앵귈라종), (단, 간과 어
란 제외)

12 40 13 13 AB0303.2600.90

--其他 --Other --기타 10 40 13 130303.2900

0303.2900.01
冻尼罗河鲈鱼(尼罗尖吻鲈)(鱼肝及
鱼卵除外)

Nile perch(Lates niloticus), frozen(excluding liv-
ers and roes)

냉동 나일 파치(단, 간과 어란 제외) 10 40 13 13 AB

0303.2900.90 冻黑鱼(鳢属)(鱼肝及鱼卵除外)
Snakeheads(Channa spp.), frozen(excluding livers 
and roes)

냉동 가물치과 어류(단, 간과 어란 제외) 10 40 13 13 AB

-比目鱼(鲽科, 鲆科, 舌鳎科, 鳎科, 菱鲆科, 刺鲆科), 但鱼肝及鱼卵除外; Flatfish(Pleuronectidae, Bothidae, Cynoglossidae, Soleidae, Scophthalmidae and Citharidae), exclud-
ing livers and roes; 넙치류(플루로넥티대과, 바디대과, 사이노글로시대과, 솔레이대과, 스코프탈미대과 및 시타리대과), (단, 간과 어란 제외)
--庸鲽鱼; Halibut(einhardtius hippoglossildes, Hippoglossus hippoglossus, Hippoglossus stenolepis);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

0303.3110暂 ---格陵兰庸鲽鱼 ---Greenland halibut ---그린란드 넙치 5 40 13 13 AB
0303.3190 ---其他 ---Other ---기타 10 40 13 13

0303.3190.10
冻大西洋庸鲽(庸鲽)(鱼肝及鱼卵除
外, 冻格陵兰庸鲽鱼除外)

Frozen Atlantic agent sole(commonplace sole) 냉동 대서양 넙치(넙치), (일반 지역산) 10 40 13 13 ABU

0303.3190.20
冻马舌鲽(鱼肝及鱼卵除外, 冻格陵
兰庸鲽鱼除外)

Frozen horse tongue sole(commonplace sole) 냉동 검정가자미(일반 지역산) 10 40 13 13 ABU

0303.3190.90
其他冻庸鲽鱼(鱼肝及鱼卵除外, 冻
格陵兰庸鲽鱼除外)

Other frozen agent flatfish(commonplace sole) 기타 냉동 넙치(일반 지역산) 10 40 13 13 AB

0303.3200暂 --鲽鱼 --Plaice(Pleuronectes platessa)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 2 40 13 13　 AB

0303.3300 --鳎鱼 --Sole(Solea spp.) --서대(솔레아종) 12 40 13 13 AB
0303.3400 --大菱鲆(瘤棘鲆) --Turbots(Psetta maxima) --터벗(프세타 맥시마) 10 40 13 13 AB
0303.3900 --其他 --Other --기타 10 40 13 13　
0303.3900.10 冻亚洲箭齿鲽(鱼肝及鱼卵除外) Frozen arrow tooth sole in Asia 냉동 화살 이빨 넙치 10 40 13 13 A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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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3900.90
其他冻比目鱼(鲽科, 鲆科, 舌鳎科, 

鳎科, 菱鲆科, 刺鲆科)

Other Flatfish(Pleuronectidae, Bothidae, 

Cynoglossidae, Soleidae, Scophthalmidae and 
Citharidae)

기타 냉동 넙치류(플루로넥티대과, 바디대
과, 사이노글로시대과, 솔레이대과, 스코프
탈미대과 및 시타리대과),

10 40 13 13 AB

　
-金枪鱼(金枪属), 鲣鱼或狐鲣(鲣), 但鱼肝及鱼卵除外; Tunas(of the genus Thunnus) (tuna genus), skipjack or stripe-bellied bonito(Euthynus(Katsuwonus) pelamis) or belteol 
bonito(oceanic bonito), excluding livers and roes; 다랑어(터너스속의 것에 한함),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 belteol 가다랑어
(해양성 버니토우), (단, 간과 어란 제외)

0303.4100 --长鳍金枪鱼 --Albacore or longfinned tunas(Thunnus alalunga)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다랑어(터너
스 알라룽가) 12 40 13 13 AB

0303.4200 --黄鳍金枪鱼 --Yellowfin tunas(Thunnus albacares)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12 40 13 13 AB
0303.4300 --鲣鱼或狐鲣 --Skipjack or belted bonito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 12 40 13 13 AB
0303.4400 --大眼金枪鱼 --Bigeye tunas(Thunnus obesus)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 12 40 13 13　 ABU

--大西洋及太平洋蓝鳍金枪鱼; Atlantic and pacific bluefin tunas(Thunnus thynnus, Thunnus orientalis); 대서양 참다랑어 및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터너스 오리

엔탈리스)
0303.4510 ---大西洋蓝鳍金枪鱼 ---Atlantic bluefin tunas ---대서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12 40 13 13 ABU
0303.4520 ---太平洋蓝鳍金枪鱼 ---pacific bluefin tunas ---태평양 참다랑어 12 40 13 13 AB
0303.4600 --南方蓝鳍金枪鱼 --Southern bluefin tunas(Thunnus maccoyii)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12 40 13 13 AB
0303.4900 --其他 --Other --기타 12 40 13 13　 AB

　

-鲱鱼(大西洋鲱鱼, 太平洋鲱鱼), 沙丁鱼(沙丁鱼, 沙瑙鱼属), 小沙丁鱼属, 黍鲱或西鲱, 鲭鱼[大西洋鲭, 澳洲鲭(鲐), 日本鲭(鲐)], 对称竹荚鱼, 新西兰竹荚鱼及竹荚
鱼(竹荚鱼属), 军曹鱼及剑鱼, 但鱼肝及鱼卵除外; Herrings(Clupea harengus, Clupea pallasii), sardines(Sardina pilchardus, Sardinops spp.), sardinella(Sardinella spp.), brisling 
or sprats(Sprattus sprattus), mackerel(Scomber scombrus, Scomber australasicus, Scomber japonicus), jack and horse mackerel(Trachurus spp.), cobia(Rachycentron canadum) and 
swordfish(Xiphias gladius), excluding livers and roes;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클루페아 팔라시),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 사르디노프스종), 사르디넬라(사르디
넬라종), 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 스콤버 자포니쿠스), 전갱이(트라커러스종),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단, 간과 어란 제외)　

0303.5100暂 --鲱鱼(大西洋鲱鱼, 太平洋鲱鱼) --Herrings(Clupea harengus, Clupea pallosii)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클루페아 팔라시) 2 40 13 13　
0303.5100暂10 冻太平洋鲱鱼(鱼肝及鱼卵除外)

Frozen Pacific herring(excluding livers and 

roes)
냉동 클루페아 팔라시(단, 간과 어란 
제외)

2 40 13 13　 ABU

0303.5100暂90 冻鲱鱼(大西洋鲱鱼)(鱼肝及鱼卵除外)
Frozen Herrings(Clupea harengus)(excluding liv-
ers and roes)

냉동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단, 간과 어
란 제외)

2 40 13 13　 AB

0303.5300 --沙丁鱼(沙丁鱼, 沙瑙鱼属), 小沙
丁鱼属, 黍鲱或西鲱

--Sardines(Sardina pilchardus, Sardinops spp.), 
sardinella(Sardimella spp.), brisling or sprats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 사르디노
프스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 브리

12 40 13 13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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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attus sprattus) 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0303.5400　 --鲭鱼[大西洋鲭, 澳洲鲭(鲐), 日本
鲭(鲐)]

--Mackerel(Scomber sxombrus, Scomber austral-
asicus, Scomber japonicus)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 스콤버 오스
트랄라시쿠스, 스콤버 자포니쿠스) 10 40 13 13 AB

0303.5500 --对称竹荚鱼, 新西兰竹荚鱼及竹

荚鱼(竹荚鱼属) --Jack and horse mackerel(Trachurus spp.) --전갱이, 뉴질랜드 전갱이(전갱이과) 10 40 13 13 AB

0303.5600 --军曹鱼 --Cobia(Rachycentron canadum) --날쌔기 10 40 13 13 AB
0303.5700 --剑鱼 --Swordfish(Xiphias gladius) --황새치 10 40 13 13 ABU

-犀鳕科, 多丝真鳕科, 鳕科, 长尾鳕科, 黑鳕科, 无须鳕科, 深海鳕科及南极鳕科鱼, 但鱼肝及鱼卵除外; Fish of the families bregmacerotidae, euclichthyidae, gadidae, mac-
rouridae, melanonidae, merluccidae, moridae and muraenolepididae, excluding livers and roes; 브레그마세로티대과, 유클리티대과, 가디대과, 마크로우리대과, 멜라노니대

과, 메르루치대과, 모리대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과의 어류, (단, 간과 어란 제외)

0303.6300暂 --鳕鱼(大西洋鳕鱼, 平洋鳕鱼, 格

陵兰鳕鱼)
--Cod(Gadus morhua, Gadus ogac, Gadus mac-
rocep halus)

--대구(가두스 모르화, 가두스 오각, 가두

스 마르크로세팔루스) 2 40 13 13 AB

0303.6400 --黑线鳕鱼(黑线鳕) --Haddock(melanogrammus aeglefinus)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12 40 13 13 AB

0303.6500 --绿青鳕鱼 --Coalfish(Pollachius virens) --검정대구(플라치우치 비렌스) 12 40 13 13 AB

0303.6600 --狗鳕鱼(无须鳕属, 长鳍鳕属) --Hake(Merluccius spp., urophycis spp.) --민대구(메루키우스종, 유로피키스종) 12 40 13 13 AB

0303.6700 --狭鳕鱼 --Alaska pollack(Theragra chalcogramma)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10 40 13 13 AB

0303.6800 --蓝鳕鱼(小鳍鳕, 南蓝鳕) --Blue whitings(Micromesistius poutassou, 
Micromesistius australis)

--블루 파이팅스(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

우타소우, 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

랄리스)
10 40 13 13 AB

0303.6900　 --其他 --Other --기타 10 40　 13　 13　 AB

-其他鱼, 但鱼肝及鱼卵除外; Other fish, excluding livers and roes; 기타 냉동 어류, (단, 간과 어란 제외)

0303.8100 --角鲨及其他鲨鱼 --Dogfish and other sharks --곱상어와 기타 상어 12 40 13 13　

0303.8100.10 冻濒危鲨鱼(鱼肝及鱼卵除外）
Whale shark(Rhincodon), man-eating shark 

(Ccharodon), basking shark(Cetorhinus) 

(excluding livers and roes), frozen

냉동 고래상어, 식인상어, 배스킹상어(단, 

간과 어란 제외)
12 40 13 0　 ABEF

0303.8100.90 冻其他鲨鱼(鱼肝及鱼卵除外)
Other dogfish and other sharks(excluding livers 

and roes), frozen

냉동 곱상어와 기타상어(단, 간과 어란 제

외)
12 40 13 13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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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8200 --魟鱼及鳐鱼(鳐科) --Rays and skates(Rajidae) --홍어와 가오리(가오리과) 10 40 13 13 AB

0303.8300 --南极犬牙鱼(南极犬牙鱼属) --Toothfish(Dissostichus spp.) --남극 이빨고기(디도스티처스종) 10 40 13 13 ABU

0303.8400 --尖吻鲈鱼(舌齿鲈属) --Seabass(Dicentrarchus spp.) --농어(디젠트라추스종) 12 40 13 13 AB
--其他; Other; 기타

0303.8910 ---带鱼 ---Scanner fish(Trichurius) ---갈치 10 40 13 13 AB
0303.8920 ---黄鱼 ---Yellow croaker(Pseudosicaena) ---조기 10 40 13 13 AB

0303.8930 ---鲳鱼 ---Tilapia ---병어 10 40 13 13 AB

0303.8990 ---其他 ---Other ---기타 10 40 13
0303.8990.01 其他冻鲈鱼(鱼肝及鱼卵除外) Other perch, frozen(excluding livers and roes) --기타 냉동 농어(단, 간과 어란 제외) 10 40 13 13 AB

0303.8990.10
其他未列名濒危冻鱼(鱼肝及鱼卵

除外)

Other endangered fish, frozen(excluding livers 

and roes)

기타 열거하지 않은 냉동한 멸종 위기의 

어류(단, 간과 어란 제외)
10 40 13 ABFE

0303.8990.20 冻平鲉属(鱼肝及鱼卵除外)
Frozen flat scorpionfish genera(excluding livers 

and roes)

냉동 평평한 쏨뱅이 어류 (단, 간과 어란 

제외)
10 40 13 0 ABU

0303.8990.30
冻鮶鲉属(叶鳍鲉属)(鱼肝及鱼卵除

外)

Frozen Jun scorpionfish genera(leaf scorpionfish 

fins), (excluding livers and roes) 

냉동 준 쏨뱅이 어류 (단, 간과 어란 

제외)
10 40 13 0　 ABU

0303.8990.90 其他未列名冻鱼(鱼肝及鱼卵除外) Other fish, frozen(excluding livers and roes)
기타 열거하지 않은 냉동 어류(단, 간과 

어란 제외)
10 40 13 13 AB

0303.9000 -鱼肝及鱼卵 -Livers and roes -간과 어란 10 50 13
0303.9000.10 冻濒危鱼种的肝及鱼卵 Livers and roes of endangered fish, frozen 냉동 멸종위기 어류의 간장 및 어란 10 50 13 ABEF

0303.9000.90 其他冻鱼肝及鱼卵 Other livers and roes, frozen 기타 냉동 어류의 간장 및 어란 10 50 13 13 AB

03.04 鲜, 冷, 冻鱼片及其他鱼肉(不论是否绞碎); Fish fillets and other fish meat(whether or not minced), fresh, chilled or frozen;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냉동한 것에 한함)

　
-鲜或冷的罗非鱼(口孵非鲫属), 鲶鱼(鱼芒鲶属, 鲶属, 胡鲶属, 真诙鮰属), 鲤科鱼(西鲤, 黑鲫, 草鱼, 鲢属, 鲮属, 青鱼), 鳗鱼(鳗鲡属), 尼罗河鲈鱼(尼罗尖吻鲈)及黑

鱼(鳢属)的鱼片; Fresh or chilled fillets of tilapias(Oreochromis spp.), catfish(Pangasius spp., Silurus spp., Clarias spp., Ictalurus spp.), carp(Cyprinus carpio, Carassius carassius, 
Ctenopharyngodon idellus, Hypophthalmichthys spp., Cirrhinus spp., Mylipharyngodon piceus), eels(Anguilla spp.), Nile perch(Lates niloticus) and snakeheads(Channa spp.);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0304.3100 --罗非鱼(口孵非鲫属) --Tilapia(oreochromis spp.)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12 70 13 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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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3200 --鲶鱼(鱼芒鲶属, 鲶属, 胡鲶属, 真
鮰属)

--Catfish(pangasius spp., silurus spp., clarias 
spp., ictalurus spp.)

--메기(판가시우스종, 실루러스종, 클라리
아스종, 익타루러스종) 12 70 13 5 AB

0304.3300 --尼罗河鲈鱼(尼罗尖吻鲈) --Nile perch(lates niloticus) --나일 파치 12 70 13 5 AB
0304.3900 --其他 --Other --기타 12 70 13 5

0304.3900.10 鲜或冷的花鳗鲡鱼片 Fresh or chille fillets of marbled eels 신선･냉장한 뱀장어의 피레트 12 70 13 5 ABE

0304.3900.20 鲜或冷的欧洲鳗鲡鱼片 Fresh or chille fillets of european eels 신선･냉장한 유럽뱀장어의 피레트 12 70 13 5 ABEF

0304.3900.90
鲜或冷的鲤科鱼(西鲤, 黑鲫, 草鱼, 
鲢属, 鲮属, 青鱼), 其他鳗鱼(鳗鲡
属)及黑鱼(鳢属)的鱼片

Fresh or chille fillets of carp(Cyprinus carpio, 
Carassius carassius, Ctenopharyngodon idellus, 
Hypophthalmichthys spp., Cirrhinus spp., 
Mylopharyngodon piceus), other eels(Anguilla 
spp.) and snakeheads(Channa spp.)

신선･냉장한 잉어과 어류(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
파린고돈 이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
종, 씨리누스종,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
스), 기타 뱀장어(앵귈라종) 및 가물치과 
어류

12 70 13 5 AB

-鲜或冷的其他鱼片; Other fish fillets, fresh and chilled; 신선･냉장한 기타 어류

0304.4100

--大麻哈鱼[红大麻哈鱼, 细鳞大麻
哈鱼, 大麻哈鱼(种), 大鳞大麻哈
鱼, 银大麻哈鱼, 马苏大麻哈鱼, 
玫瑰大麻哈鱼], 大西洋鲑鱼及多
瑙哲罗鱼

--Pacific salmon(Oncorhynchus nerka, Oncorhynchus 
gorbuscha, Oncorhynchus keta, Oncorhynchus 
tshawytscha, Oncorhynchus kisutch, Oncorhynchus 
masou and Oncorhynchus rhodurus), Atlantic 
salmon(Salmo salar) and Danube salmon(Hucho 
hucho)

--태평양 연어(앙코링쿠스 넬카, 앙코링쿠
스 고르부스카, 앙코링쿠스 케타, 앙코링
쿠스 챠비챠, 앙코링쿠스 키수츠, 앙코링
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
양 연어 및 다뉴브 연어

12 70 13 5 AB

0304.4200

--鳟鱼(河鳟, 虹鳟, 克拉克大麻哈
鱼, 阿瓜大麻哈鱼, 吉雨大麻哈鱼, 
亚利桑那大麻哈鱼, 金腹大麻哈
鱼)

--Trout(Salmo trutta, Oncorhynchus mykiss, 
Oncorhynchus clarki, Oncorhynchus aguabonita, 
Oncorhynchus gilae, Oncorhynchus apache and 
Oncorhynchus chrysogaster)

--송어(살모 트루타, 앙코링쿠스 미키스, 
컷스트로트 트라우트, 앙코링쿠스 미키스 
아구아보니타, 앙코링쿠스 길래 길래, 앙
코링쿠스 길래 아파케, 앙코링쿠스 크리
소가스터)

12 70 13 5 AB

0304.4300 --比目鱼(鲽科, 鲆科, 舌鳎科, 鳎
科, 菱鲆科, 刺鲆科)

--Flat fish(Pleuronectidae, Bothidae, Cynoglossidae, 
Soleidae, Scophthalmidae and Citharidae)

--비목어(플루로넥티대, 바디대, 사이노글
로시대, 솔레이대, 스코프탈미대 및 시타
리대)

12 70 13 5 AB

0304.4400
--犀鳕科, 多丝真鳕科, 鳕科, 长尾
鳕科, 黑鳕科, 无须鳕科, 深海鳕
科及南极鳕科鱼

--Fish of the families Bregmacerotidae, 
Euclichthyidae, Gadidae, Macrouridae, Melanonidae, 
Merlucciidae, Moridae and Muraenolepididae

--브레그마세로티대과, 유클리티대과, 가
디대과, 마크로우리대과, 멜라노니대과, 
메르루치대과, 모리대과 및 무라에놀레피
디대과의 어류

12 70 13 5 AB

0304.4500 --剑鱼 --Swordfish(Xiphias gladius)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12 70 13 5 A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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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4600 --南极犬牙鱼(南极犬牙鱼属) --Toothfish(Dissostichus spp)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12 70 13 5 ABU
0304.4900 --其他 --Other --기타 12 70 13
0304.4900.10 鲜或冷的其他濒危鱼的鱼片 Fresh or chille fillets of Other endangered fish 신선･냉장한 기타 멸종위기 어류의 피레트 12 70 13 ABFE

0304.4900.90 鲜或冷的其他鱼的鱼片 Fresh or chilled fillets of fish 신선･냉장한 기타 어류의 피레트 12 70 13 5 AB

-其他, 鲜或冷的; Other, fresh and chilled; 기타, 신선･냉장한 것

0304.5100

--罗非鱼(口孵非鲫属), 鲶鱼(鱼芒鲶
属, 鲶属, 胡鲶属, 真鮰属), 鲤科

鱼(西鲤, 黑鲫, 草鱼, 鲢属, 鲮属, 
青鱼), 鳗鱼(鳗鲡属), 尼罗河鲈鱼

(尼罗尖吻鲈)及黑鱼(鳢属)

--Tilapias(Oreochromis spp.), catfish(Pangasius 
spp., Silurus spp., Clarias spp., Ictalurus spp.), 
carp(Cyprinus carpio, Carassius carassius, 
Ctenopharyngodon idellus, Hypophthalmichthys 
spp., Cirrhinus spp., Mylopharyngodon piceus), 
eels(Anguilla spp.), Nile perch(Lates niloticus) 
and snakeheads(Channa spp.)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메기(판가

시우스종, 실루러스종, 클라리아스종, 익
타루러스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

오,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파린고

돈 이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

누스종,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뱀장

어(앵귈라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

스) 및 가물치(카나종)

12 70 13 5

0304.5100.10
鲜或冷的花鳗鲡的鱼肉(不论是否

绞碎)

Marbled eels, fresh or chilled(whether or not 

minced)

--신선･냉장한 뱀장어(잘게 썰었는지의 여부

를 불문)
12 70 13 5 ABE

0304.5100.20
鲜或冷的欧洲鳗鲡的鱼肉(不论是

否绞碎)

Meat of european eels, fresh or chilled(whrther 

or not minced)

--신선･냉장한 유럽뱀장어의 어육(잘게 썰

었는지의 여부를 불문)
12 70 13 5 ABEF

0304.5100.90

鲜或冷的罗非鱼(口孵非鲫属), 鲶

鱼(鱼芒鲶属, 鲶属, 胡鲶属, 真鮰

属), 鲤

科鱼(西鲤, 黑鲫, 草鱼, 鲢属, 鲮

属, 青鱼), 其他鳗鱼(鳗鲡属), 尼罗

河鲈鱼(尼罗尖吻鲈)及黑鱼(醴属)

的鱼肉(不论是否绞碎)

Tilapias(oreochromis spp.), catfish(Pangasius 

spp., Silurus spp., Clarias spp., Ictalurus spp.), 

carp(Cyprinus carpio, Carassius carassius, 

Ctenopharyngodon idellus, Hypophthalmichthys 

spp., Cirrhinus spp., Mylopharyngodon piceus), 

eels(Aguilla spp.), nile perch(Lates niloticus) 

and snakeheads(Channa spp.), fresh or chil-

led(whether or not minced)

--신선･냉장한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

종), 메기(판가시우스종, 실루러스종, 클

라리아스종, 익타루러스종), 잉어(사이프

리너스 카르피오, 카라시우스 카라시우

스,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하이포프

탈미크티스종, 씨리누스종, 마일로파린

고돈 피세우스), 뱀장어(앵귈라종), 나일 

퍼치 및 가물치과 어류의 어육(잘게 썰

었는지의 여부를 불문)

12 70 13 5 AB

0304.5200 --鲑科鱼 --Salmonoids --연어류 12 70 13 5 AB

0304.5300
--犀鳕科, 多丝真鳕科, 鳕科, 长尾

鳕科, 黑鳕科, 无须鳕科, 深海鳕

科及南极鳕科鱼

-Fish of the families bregmacerotidae, euclichthyi-
dae, gadidae, macrouridae, melanonidae merluc-
cidae, moridae and Muraenolepididae

--브레그마세로티대과, 유클리티대과, 가
디대과, 마크로우리대과, 멜라노니대과, 
메르루치대과, 모리대과 및 무라에놀레피

디대과

12 70 13 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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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5400 --剑鱼 --Swordfish(Xiphias gladius)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12 70 13 5 ABU
0304.5500 --南极犬牙鱼(南极犬牙鱼属) --Toothfish(Dissostichus spp)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의 어육 12 70 13 5 ABU

0304.5900 --其他 --Other --기타 12 70 13

0304.5900.10
鲜或冷的其他濒危鱼鱼肉(不论是

否绞碎)

Other endangered fish meat, fresh or chil-

led(whether or not minced)

신선･냉장한 기타 멸종위기 어류의 어육

(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
12 70 13 ABEF

0304.5900.90
鲜或冷的其他鱼鱼肉(不论是否绞
碎)

Other fish meat, fresh or chilled(whether or 
not minced)

신선･냉장한 기타 어류의 어육(잘게 썰었
는지의 여부를 불문)

12 70 13 5 AB

-冻的罗非鱼(口孵非鲫属), 鲶鱼(鱼芒鲶属, 鲶属, 胡鲶属, 真鮰属), 鲤科鱼(西鲤, 黑鲫, 草鱼, 鲢属, 鲮属, 青鱼), 鳗鱼(鳗鲡属), 尼罗河鲈鱼(尼罗尖吻鲈)及黑
鱼(鳢属)的鱼片; Frozen fillets of tilapias(Oreochromos spp.), catfish(Pangasius spp., Silurus spp., Clarias spp., Ictalurus spp.), carp(Cyprinus carpio, 
Carassius carassius, Ctenopharyngodon idellus, Hypophthalmichthys spp., Cirrhinus spp., Mylopharyngodon piceus), eels(Anguilla spp.), Nile 
perch(Lates niloticus) and snakeheads(Channa spp.); 냉동한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메기(판가시우스종, 실루러스종, 클라리아스종, 익타루러스
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누스종,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뱀장어(앵귈라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및 가물치(카나종)의 냉동한 피레트

0304.6100 --罗非鱼(口孵非鲫属) --Tilapia(oreochromis spp.)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의 피레트 10 70 13 13 AB

--鲶鱼(鱼芒鲶属, 鲶属, 胡鲶属, 真鮰属); catfish(Pangasius spp., Silurus spp., Clarias spp., Lctalurus spp.); 메기(판가시우스종, 실루러스종, 클라리아스종, 익타루러스종)
---叉尾鮰鱼(真鮰属); Of Ictalurus; 메기

0304.6211 ----斑点叉尾鮰鱼 ----Channel catfish(ictaluru punctatus) ----얼룩메기(익탈루루 풍크타투스) 10 70 13 13 AB
0304.6219 ----其他 ----Other ----기타 10 70 13 13 AB
0304.6290 ---其他 ---Other ---기타 10 70 13 13 AB
0304.6300 --尼罗河鲈鱼(尼罗尖吻鲈) --Nile perch(Lates niloticus) --냉동 나일 파치(라테스 니로티쿠스) 10 70 13 13 AB
0304.6900 --其他 --Other --기타 10 70 13 13
0304.6900.10 冻的花鳗鲡鱼片 Frozen fillets of marbled eels 냉동한 뱀장어 피레트 10 70 13 13 ABE

0304.6900.20 冻的欧洲鳗鲡鱼片 Frozen fillets of european eels 냉동한 유럽뱀장어 피레트 10 70 13 13 ABEF

0304.6900.90
冻的鲤科鱼(西鲤, 黑鲫, 草鱼, 鲢
属, 鲮属, 青鱼), 其他鳗鱼(鳗鲡属)
及黑鱼(鳢属)的鱼片

Frozen fillets of carp(Cyprinus carpio, 
Carassius carassius, Ctenopharyngodon idellus, 
Hypophthalmichthys spp., Cirrhinus spp., 
Mylopharyngodon piceus), eels(Aguilla spp.), 
nile perch(Lates niloticus) and snake-
heads(Channa spp.)

냉동한 잉어과 어류(사이프리너스 카르피
오,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파린고
돈 이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
누스종,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기타 
뱀장어(앵귈라종) 및 가물치과 어류의 피
레트

10 70 13 13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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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冻的犀鳕科, 多丝真鳕科, 鳕科, 长尾鳕科, 黑鳕科, 无须鳕科, 深海鳕科及南极鳕科鱼的鱼片; Frozen fillets of fish of the families Bregmacerotidae, Euclichthyidae, 
Gadidae, Macrouridae, Melanonidae, Merlucciidae, Moridae and Muraenolepididae; 냉동한 브레그마세로티대과, 유클리티대과, 가디대과, 마크로우리대과, 멜라노니대과, 
메르루치대과, 모리대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과의 어류의 냉동한 피레트

0304.7100 --鳕鱼(大西洋鳕鱼, 太平洋鳕鱼, 
格陵兰鳕鱼)

--God(Gadus morhua, Gadus ogac, Gadus mac-
rocephalus)

--메기(대서양 메기, 태평양 메기, 그린란
드 메기) 10 70 13 13 AB

0304.7200 --黑线鳕鱼(黑线鳕) --Haddock(Melanogrammus aeglefinus)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10 70 13 13 AB
0304.7300 --绿青鳕鱼 --Coalfish(Pollachius virens)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 10 70 13 13 AB
0304.7400 --狗鳕鱼(无须鳕属, 长鳍鳕属) --Hake(Merluccius spp. Urophycis spp.) --민대구(메루키우스종, 유로피키스종) 10 70 13 13 AB
0304.7500 --狭鳕鱼 --Alaska pollack(Theragra chalcogramma)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10 70 13 13 AB
0304.7900 --其他 --Other --기타 10 70 13 13 AB

-其他冻鱼片; Other fish fillets, frozen; 기타 어류의 냉동 피레트

0304.8100

--大麻哈鱼[红大麻哈鱼, 细鳞大麻
哈鱼, 大麻哈鱼(种), 大鳞大麻哈
鱼, 银大麻哈鱼, 马苏大麻哈鱼, 
玫瑰大麻哈鱼], 大西洋鲑鱼及多
瑙哲罗鱼

--Pacific salmon(Oncorhynchus nerka, Oncorhynchus 
gorbuscha, Oncorhynchus keta, Oncorhynchus tscha-
wytscha, Oncorhynchus kisutch, Oncorhynchus ma-
sou and Oncorhynchus rhodurus), Atlantic sal-
mon(Salmo salar) and Danube salmon(Hucho hucho)

--태평양 연어(앙코링쿠스 넬카, 앙코링쿠
스 고르부스카, 앙코링쿠스 케타, 앙코링
쿠스 챠비챠, 앙코링쿠스 키수츠, 앙코링
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
양 연어 및 다뉴브 연어

10 70 13 13 AB

0304.8200
--鳟鱼(河鳟, 虹鳟, 克拉克大麻哈
鱼, 阿瓜大麻哈鱼, 吉雨大麻哈鱼, 
亚利桑那大麻哈鱼, 金腹大麻哈鱼)

--Trout(Salmo trutta, Oncorhynchus mykiss, 
Oncorhynchus clarki, Oncorhynchus aguabonita, 
Oncorhynchus gilae, Oncorhynchus apache and 
Oncorhynchus chrysogaster)

--송어(살모 트루타, 앙코링쿠스 미키스, 
컷스트로트 트라우트, 앙코링쿠스 미키스 
아구아보니타, 앙코링쿠스 길래 길래, 앙
코링쿠스 길래 아파케, 앙코링쿠스 크리
소가스터)

10 70 13 13 AB

0304.8300 --比目鱼(鲽科, 鲆科, 舌鳎科, 鳎

科, 菱鲆科, 刺鲆科)
--Flat fish(Pleuronectidae, Bothidae, Cynoglossidae, 
Soleidae, Scophthalmidae and Citharidae)

--비목어(플루로넥티대, 바디대, 사이노글

로시대, 솔레이대, 스코프탈미대 및 시타

리대)
10 70 13 13 AB

0304.8400 --剑鱼 --Swordfish(Xiphiad gladius) --날쌔기 10 70 13 13 ABU
0304.8500 --南极犬牙鱼(南极犬牙鱼属) --Toothfish(Dissostichus spp)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10 70 13 13 ABU
0304.8600 --鲱鱼(大西洋鲱鱼, 太平洋鲱鱼) --Herring(Clupea harengus, clupea pallasii)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클루페아 팔라시) 10 70 13 13 AB

0304.8700 --金枪鱼(金枪鱼属), 鲣鱼或狐鲣
(鲣)

--Tunas(of the genus Thunnus), skipjack or stri-
pebel-lied bonito [Euthynnus(Katsuwonus)pelamis]

--다랑어(터너스속의 것에 한함),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유티너스(카추워누
스)펠라미스]

10 70 13 13 AB

0304.8900 --其他 --Other --기타 10 7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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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8900.10 冻的其他濒危鱼片 Other endangered fish fillets 냉동한 기타 멸종위기 어류 피레트 10 70 13 ABEF

0304.8900.90 冻的其他鱼片 Other fish fillets 냉동한 기타 어류 피레트 10 70 13 13 AB

-其他, 冻的; Other, frozen; 기타, 냉동한 것

0304.9100 --剑鱼 --Swordfish(Xiphias gladius)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10 70 13 13 ABU
0304.9200 --南极犬牙鱼(南极犬牙鱼属) --Toothfish(Dissostichus spp.)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10 70 13 13 ABU

0304.9300

--罗非鱼(口孵非鲫属), 鲶鱼(鱼芒鲶
属, 鲶属, 胡鲶属, 真鮰属), 鲤科
鱼(西鲤, 黑鲫, 草鱼, 鲢属, 鲮属, 
青鱼), 鳗鱼(鳗鲡属), 尼罗河鲈鱼
(尼罗尖吻鲈)及黑鱼(鳢属)

--Tilapias(Oreochromis spp.), catfish(Pangasius 
spp., Silurus spp., Clarias spp., Ictalurus spp.), 
carp(Cyprinus carpio, Carassius carassius, 
Ctenopharyngodon idellus, Hypophthalmichthys 
spp., Cirrhinus spp., Mylopharyngodon piceus), 
eels(Anguilla spp.), Nile perch(Lates niloticus) 
and snakeheads(Channa spp.)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메기(판가

시우스종, 실루러스종, 클라리아스종, 익
타루러스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

오,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파린고

돈 이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

누스종,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뱀장

어(앵귈라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

스) 및 가물치(카나종)

10 70 13 13

0304.9300.10 冻的花鳗鲡鱼肉(不论是否绞碎)
Frozen meat of marbled eels(whether or not 
minced)

냉동한 뱀장어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
부를 불문)

10 70 13 13 ABE

0304.9300.20 冻的欧洲鳗鲡鱼肉(不论是否绞碎)
Frozen meat of european eels(whether or not 
minced)

냉동한 유럽뱀장어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

10 70 13 13 ABEF

0304.9300.90

冻的罗非鱼(口孵非鲫属), 鲶鱼(鱼
芒鲶属, 鲶属, 胡鲶属, 真鮰属), 鲤
科鱼(西鲤, 黑鲫, 草鱼, 鲢属, 鲮
属, 青鱼), 其他鳗鱼(鳗鲡属), 尼罗
河鲈鱼(尼罗尖吻鲈)及黑鱼(鳢属)
鱼肉(不论是否绞碎)

Frozen meat tilapia(oreochromis spp.), cat-

fish(Pangasius spp., Silurus spp., Clarias spp., 
Ictalurus spp.), carp(Cyprinus carpio, Carassius 
carassius, Ctenopharyngodon idellus, 

Hypophthalmichthys spp., Cirrhinus spp., 
Mylopharyngodon piceus), eels(Aguilla spp.), 
nile perch(Lates niloticus) and snake-

heads(Channa spp.), (whether or not minced)

냉동의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메기

(판가시우스종, 실루러스종, 클라리아스종, 
익타루러스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
오,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파린고

돈 이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
누스종,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기타 뱀
장어(앵귈라종), 나일 피치 및 가물치과 어

류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

10 70 13 13 AB

0304.9400 --狭鳕鱼 --Alaska pollack(Theragra chalcogramma)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10 70 13 13 AB

0304.9500
--犀鳕科, 多丝真鳕科, 鳕科, 长尾
鳕科, 黑鳕科, 无须鳕科, 深海鳕
科及南极鳕科鱼, 狭鳕鱼除外

--Fish of the families Bregmacerotidae, 
Euclichthyidae, Gadidae, Macrouridae, 
Melanonidae, Merlucciidae, Moridae and 
Muraenolepididae, other than Alaska 
Pollack(Theragra chalcogramma)

--브레그마세로티대과, 유클리티대과, 가
디대과, 마크로우리대과, 멜라노니대과, 
메르루치대과, 모리대과 및 무라에놀레피

디대과의 어류[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제외]

10 70 13 13 AB

0304.9900 --其他 --Other --기타 10 7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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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9900.10
濒危鱼类其他冻鱼肉(不论是否绞
碎) 

Other meat of endangered fish(whether or not 

minced)frozen

멸종위기 어종 기타 냉동 어육(잘게 썰었

는지의 여부를 불문)
10 70 13 　 ABFE

0304.9900.90 其他冻鱼肉(不论是否绞碎) Other fish meat(whether or not minced)frozen
기타 냉동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

10 70 13 13　 AB

03.05
干, 盐腌或盐渍的鱼; 熏鱼, 不论在熏制前或熏制过程中是否烹煮; 适合供人食用的鱼的细粉, 粗粉及团粒; fish, dried, salted or in brine; smoked fish, 
whether or not cooked before or during the smoking process; flours, meals and pellets of fish, fit for human consumption; 건조･염장･염수장한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 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와 어분(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

0305.1000 -适合供人食用的鱼的细粉, 粗粉
及团粒

-Flours, meals and pellets of fish, fit for human 
consumption

-어류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　 10 80 13 13,15　 AB

0305.2000 -干, 熏, 盐腌或盐渍的鱼肝及鱼卵
-Livers and roes, dried, smoked, salted or in 
brine

-건조･훈제･염제한 멸종위기 어종의 간장
과 어란

10 80 13 　
0305.2000.10 干, 熏, 盐制的濒危鱼种肝, 卵

Livers and roes of endangered fish, dried, 
smoked, salted or in brine

건조･훈제･염제한 멸종위기 어종의 간장
과 어란

10 80 13 　 ABFE

0305.2000.90 其他干, 熏, 盐制的鱼肝及鱼卵
Other livers and roes of fish, dried, smoked, 
salted or in brine

기타 건조･훈제･염제한 간장과 어란 10 80 13 13,15　 AB

-干, 盐腌或盐渍的鱼片, 但熏制的除外; Fish fillers, dried, salted or in brine, but not smoked; 어류의 피레트(건조･염장･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

0305.3100

--罗非鱼(口孵非鲫属), 鲶鱼(鱼芒鲶
属, 鲶属, 胡鲶属, 真鮰属), 鲤科
鱼(西鲤, 黑鲫, 草鱼, 鲢属, 鲮属, 
青鱼), 鳗鱼(鳗鲡属), 尼罗河鲈鱼
(尼罗尖吻鲈)及黑鱼(鳢属)

--Tilapis(Oreochromis spp.), catfish(Pangasius 
spp., Silurus spp., Clarias spp., Ictalurus spp.), 
carp(Cyprinus carpio, Carassius carassius, 
Ctenopharyngodon idellus, Hypophthalmichthys 
spp., Cirrhinus spp., Mylopharyngodon piceus), 
eels(Anguilla spp.), Nile perch(Lates niloticus) 
and snakeheads(Channa spp.)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메기(판가
시우스종, 실루러스종, 클라리아스종, 익
타루러스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
오,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파린고
돈 이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
누스종,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뱀장
어(앵귈라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
스) 및 가물치(카나종)

10 80 13 13,15　

0305.3100.10
干, 盐腌或盐渍的花鳗鲡鱼片(熏制

的除外)

Fish fillets of marbled eels, dried, salted or in 

brine, but not smoked

건조･염장･염수장한 뱀장어의 피레트(훈

제한 것은 제외)
10 80 13 13,15　 ABE

0305.3100.20
干, 盐腌或盐渍的欧洲鳗鲡鱼片(熏

制的除外)

Fish fillets of european eels, dried, salted or 

in brine, but not smoked

건조･염장･염수장한 유럽뱀장어의 피레트

(훈제한 것은 제외)
10 80 13 13,15 ABEF

0305.3100.90
干, 盐腌或盐渍的罗非鱼(口孵非鲫
属), 鲶鱼鱼芒鲶属, 鲶属, 胡鲶属, 
真鮰属), 鲤科鱼(西鲤, 黑鲫, 草鱼, 

Fish fillets of tilapia(oreochromis spp.), cat-
fish(Pangasius spp. Silurus spp., Clarias spp., 
Ictalurus spp.), carp(Cyprinus carpio, Carassius 

건조･염장･염수장한 틸라피아틸라피아(오
레오크로미스종), 메기(판가시우스종, 실루
러스종, 클라리아스종, 익타루러스종), 잉

10 80 13 13,1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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鲢属, 鲮属, 青鱼), 其他鳗鱼(鳗鲡
属), 尼罗河鲈鱼(尼罗尖吻鲈)及黑
鱼(鳢属)的鱼片(熏制的除外)

carassiud, Ctenopharyngodon idellus, 
Hypophthalmichthys spp., Cirrhinus spp., 
Mylopharyngodon piceus), eels(Aguilla spp.), nile 
perch(Lates niloticus) and snakeheads(Channa 
spp.), dried, salted or in brine, but not smoked

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카라시우스 카
라시우스,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하이
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누스종, 마일로파
린고돈 피세우스), 기타 뱀장어(앵귈라종), 
나일 파치 및 가물치과 어류의 피레트(훈
제한 것은 제외)

0305.3200
--犀鳕科, 多丝真鳕科, 鳕科, 长尾

鳕科, 黑鳕科, 无须鳕科, 深海鳕

科及南极鳕科鱼

--Fish of the families Bregmacerotidae, 
Euclichthyidae, Gadidae, Macrouridae, 
Meanonidae, Merlucciidae, Moridae and 
Muraenolepididae

--브레그마세로티대과, 유클리티대과, 가
디대과, 마크로우리대과, 멜라노니대과, 
메르루치대과, 모리대과 및 무라에놀레피

디대과의 어류

10 80 13 13,15 AB

0305.3900 --其他 --Other --기타 10 80 13

0305.3900.10
干, 盐腌或盐渍的濒危鱼类的鱼片

(熏制的除外)

Endangered fish fillets, dried, salted or in 

brine(other than smoked)

--건조･염장･염수장한 멸종위기 어종의 피

레트(훈제한 것은 제외)
10 80 13 FEAB

0305.3900.90
其他干, 盐腌或盐渍的鱼片(熏制的

除外)

Other fish fillets, dried, salted or in brine(oth-

er than smoked)

--기타 건조･염장･염수장한 피레트(훈제한 

것은 제외)
10 80 13 13,15 AB

-熏鱼,包括鱼片, 但食用杂碎除外; smoked fish, including fillets, but excluding offal for humam consumption; 훈제한 어류(피레트를 포함하며, 식용어류설육을 제외)

--大麻哈鱼[红大麻哈鱼, 细鳞大麻哈鱼, 大麻哈鱼(种), 大鳞大麻哈鱼, 银大麻哈鱼, 马苏大麻哈鱼, 玫瑰大麻哈鱼], 大西洋鲑鱼及多瑙哲罗鱼; Pacific sal-
mon(Oncorhynchus nerka, Oncorhynchus gorbuscha, Oncorhynchus keta, Oncorhynchus tschawytscha, Oncorhynchus kisutch, Oncorhynchus masou and Oncorhynchus rhodurus), 
Altantic salmon(salmo salar) and Danube salmon(hucho hucho); 태평양 연어(앙코링쿠스 넬카, 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 앙코링쿠스 케타, 앙코링쿠스 챠비챠, 앙코링

쿠스 키수츠, 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

0305.4110 ---大西洋鲑鱼 ---Atlantic salmon --대서양 연어 14 80 13 13　 AB
0305.4120 ---大马哈鱼及多瑙哲罗鱼 --Pacific salmon and Danube salmon --연어, 다뉴브 연어 14 80 13 13　 AB

0305.4200 --鲱鱼(大西洋鲱鱼, 太平洋鲱鱼) --Herrings(Atlantic herring, Pacific herring)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클루페아 팔라

시) 및 피레트　 16 80 13 13　 AB

0305.4300

--鳟鱼(河鳟, 虹鳟, 克拉克大麻哈

鱼, 阿瓜大麻哈鱼, 吉雨大麻哈鱼, 
亚利桑那大麻哈鱼, 金腹大麻哈

鱼)

--Trout(Salmo trutta, Oncorhynchus mykiss, 
Oncorhynchus clarki, Oncorhynchus aguabonita, 
Oncorhynchus gilae, Oncorhtnchus apache and 
Oncorhynchus chrysogaster) 

--송어(살모 트루타, 앙코링쿠스 미키스, 
컷스트로트 트라우트, 앙코링쿠스 미키스 

아구아보니타, 앙코링쿠스 길래 길래, 앙
코링쿠스 길래 아파케, 앙코링쿠스 크리

소가스터) 및 피레트

14 80 13 13 AB

0305.4400 --罗非鱼(口孵非鲫属), 鲶鱼(鱼芒鲶
属, 鲶属, 胡鲶属, 真鮰属), 鲤科

--Tilapias(Oreochromis spp.), catfish(Pangasius 
spp., Silurus spp., Clarias spp., Ictalurus spp.),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메기(판가

시우스종, 실루러스종, 클라리아스종, 익 14 80 1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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鱼(西鲤, 黑鲫, 草鱼, 鲢属, 鲮属, 
青鱼), 鳗鱼(鳗鲡属), 尼罗河鲈鱼

(尼罗尖吻鲈)及黑鱼(鳢属)

carp(Cyprinus carpio, Carassius carassius, 
Ctenopharyngodon idellus, Hypophthalmichthys 
spp., Cirrhinus spp., Mylopharyngodon piceus), 
eels(Anguilla spp.), Nile perch(Lates niloticus) 
and snakeheads(Channa spp.)

타루러스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누

스종,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뱀장어

(앵귈라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및 가물치(카나종)

0305.4400.10 熏制花鳗鲡及鱼片(食用杂碎除外)
Marbled eels and fillets, smoked(other than 

edible for human consumption)

훈제한 뱀장어 및 피레트(식용내장은 제

외)
14 80 13 13 ABE

0305.4400.20
熏制欧洲鳗鲡及鱼片(食用杂碎除

外)

European eels and fillers, smoked(other than 

edible for human consumption)

훈제한 유럽뱀장어 및 피레트(식용내장은 

제외)
14 80 13 13 ABEF

0305.4400.90

熏制罗非鱼(口孵非鲫属), 鲶鱼(鱼
芒鲶属, 鲶属, 胡鲶属, 真鮰属), 鲤
科鱼(西鲤, 黑鲫, 草鱼, 鲢属, 鲮
属, 青鱼), 其他鳗鱼(鳗鲡属), 尼罗
河鲈鱼(尼罗尖吻鲈)及黑鱼(鳢属)
及鱼片(食用杂碎除外)

Tilapia(oreochromis spp.), catfish(Pangasius 
spp., Silurus spp., Clarias spp., Ictalurus spp.), 
carp(Cyprinus carpio, Carassius carassius, 
Ctenopharyngodon idellus, Hypophthalmichthys 
spp., Cirrhinus spp., Mylopharyngodon piceus), 
eels(Aguilla spp.), nile perch(Lates niloticus) 
and snakeheads(Channa spp.) and fillets, (other 
than edible for human consumption) 

훈제한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메기
(판가시우스종, 실루러스종, 클라리아스종, 
익타루러스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
오,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파린고
돈 이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
누스종,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뱀장어
(앵귈라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및 가물치(카나종)과 어류 및 피레트(식용
내장은 제외)

14 80 13 13 AB

0305.4900 --其他 --Other --기타 14 80 13 　
0305.4900.20

熏制其他濒危鱼及鱼片(食用杂碎
除外)

Other endangered fish and its fillet, smoked
훈제한 기타 멸종위기 어류 및 피레트(식
용내장은 제외)

14 80 13 　 ABEF

0305.4900.90 其他熏鱼及鱼片(食用杂碎除) Other fish and their fillet, smoked 기타 훈제어 및 피레트(식용내장은 제외) 14 80 13 13　 AB

　 -干鱼(不包括食用杂碎), 不论是否盐腌, 但熏制的除外; Dried fish, other than edible fish offal, whether or not salted but not smoked; 건조한 어류(식용 어류 설육을 제외
한 것으로서 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 

0305.5100 --鳕鱼(大西洋鳕鱼,太平洋鳕鱼,格
陵兰鳕鱼)

--Cod(Gadus morhua, Gadus ogac, Gadus mac-
rocephalus)

--대구(가두스 모르화, 가두스 오각,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16 80 13 13　 AB

　 --其他 ; Other; 건조한 기타 어류(식용 어류 설육을 제외한 것으로서 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 
0305.5910 ---海龙, 海马 ---Pipefish and hippocampi ---해마, 실고기 2 20 13 13　 FEAB
0305.5990 ---其他 ---Other ---기타 16 80 13 　
0305.5990.10

其他濒危干鱼, 食用杂碎除外(不论
是否盐腌, 但熏制的除外) 

Other endangered fish other than edible for 
human consumption, dried(whether or not salt-

기타 멸종 위기에 처한 건조한 어류(염장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

16 80 13 　 A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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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but not smoked) 과 식용내장은 제외)

0305.5990.90
其他干鱼, 食用杂碎除外(不论是否
盐腌, 但熏制的除外) 

Other fish other than edible for human con-
sumption, dried(whether or not salted but not 
smoked)

기타 건조한 어류(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과 식용내장은 제외)

16 80 13 13　 AB

　 -盐腌及盐渍的鱼(不包括食用杂碎), 但干或熏制的除外; Fish(excluding offal for human consumptior), salted but not dried nor smoked and fish in brine; 건조･훈제하지 않은 
염장한 어류 및 염수장한 어류(식용 어류 설육은 제외) 　

0305.6100 --鲱鱼(大西洋鲱, 太平洋鲱鱼) --Herrings(Atlantic herring, pacific herring)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클루페아 팔라

시) 16 80 13 13 AB

0305.6200 --鳕鱼(大西洋鳕鱼, 太平洋鳕鱼, 
格陵兰鳕鱼) --Cod(Athantic cod, Pacific cod, Greenland cod) --대구(가두스 모르화, 가두스 오각, 가두

스 마르크로세팔루스) 16 80 13 13　 AB

0305.6300 --鳀鱼 --Anchovies(Engraulis spp.) --멸치(엔그로리스 종) 16 80 13 13　 AB

0305.6400

--罗非鱼(口孵非鲫属), 鲶鱼(鱼芒鲶
属, 鲶属, 胡鲶属, 真鮰属), 鲤科

鱼(西鲤, 黑鲫, 草鱼, 鲢属, 鲮属, 
青鱼), 鳗鱼(鳗鲡属), 尼罗河鲈鱼

(尼罗尖吻鲈)及黑鱼(鳢属)

--Tilapias(Oreochromis spp.), catfish(Pangasius 
spp., Silurus spp., Clarias sp., Ictalurus spp.), 
carp(Cyprinus carpio, Carassius carassius, 
Ctenopharyngodon idellus, Hypophthalmichthys 
spp., Cirrhinus spp., Mylopharyngodon piceus), 
eels(Anguilla spp.), Nile perch(Lates niloticus) 
and snakeheads(Channa spp.)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종), 메기(판가시

우스종, 실루러스종, 클라리아스종, 익타루

러스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 카라

시우스 카라시우스,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

스, 하이포프탈미크티스종, 씨리누스종, 마
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뱀장어(앵귈라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및 가물치(카
나종)

16 80　 13　 13　

0305.6400.10
盐腌及盐渍的花鳗鲡, 食用杂碎除

外(干或熏制的除外)

Marbled eels, fried, salted or in brine, other 

than deible for human consumption, but not 

smoked

염장･염수장한 뱀장어(건조 또는 훈제한 

것, 식용내장은 제외)
16 80 13 13 ABE

0305.6400.20
盐腌及盐渍的欧洲鳗鲡, 食用杂碎

除外(干或熏制的除外)

European eels, fried, salted or in brine, other 

than deible for human consumption, but not 

smoked

염장･염수장한 유럽뱀장어(건조 또는 훈

제한 것, 식용내장은 제외)
16 80 13 13 ABEF

0305.6400.90

盐腌及盐渍的罗非鱼(口孵非鲫属), 

鲶鱼(鱼芒鲶属, 鲶属, 胡鲶属, 真鮰

属), 鲤科鱼(西鲤, 黑鲫, 草鱼, 鲢

属, 鲮属, 青鱼), 其他鳗鱼(鳗鲡

属), 尼罗河鲈鱼(尼罗尖吻鲈)及黑

鱼(鳢属), 食用杂碎除外(干或熏制

的除外)

Tilapia(oreochromis spp.), catfish(Panfasius spp., 

Silurus spp., Clarias spp., Ictalurus spp.), 

carp(Cyprinus carpio, Carassius carassius, 

Ctenopharyngodon idellus, Hypophthalmichths 

spp., Cirrhinus spp., Mylopharyngodon piceus), 

eels(Aguilla spp.), nile perch(Lates niloticus) 

and snakeheads(Channa spp.), other than edible 

염장･염수장한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

종), 메기(판가시우스종, 실루러스종, 클라

리아스종, 익타루러스종), 잉어(사이프리너

스 카르피오,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크

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하이포프탈미크티

스종, 씨리누스종,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

스), 기타 뱀장어(앵귈라종), 나일파치 및 

16 80 13 13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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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human consumption, but not smoked
가물치과 어류(건조 또는 훈제한 것, 식용

내장은 제외)

--其他; Other; 기타

0305.6910 ---带鱼 ---Scabber fish(Trichurius) ---갈치 16 80 13 13　 AB
0305.6920 ---黄鱼 ---Yellow croaker(Pseudosicaena) ---조기 16 80 13 13　 AB
0305.6930 ---鲳鱼 ---Butterfish(Pampus) ---병어 16 80 13 13　 AB
0305.6990 ---其他 ---Other ---기타 16 80 13 　
0305.6990.10

盐腌及盐渍的其他濒危鱼, 食用杂
碎除外(干或熏制的除外)

Other endangered fish, other than edible for 
human consuption, salted or in brine(not dried 
nor smoked)

염장･염수장의 멸종위기에 처한 기타 어
류(건조 또는 훈제한 것, 식용내장은 제
외)

16 80 13 　 ABFE

0305.6990.90
盐腌及盐渍的其他鱼, 食用杂碎除
外(干或熏制的除外)

Other fish, other than edible for human con-
suption salted or in brine(not dried nor 
smoked)

염장･염수장의 기타어류(건조 또는 훈제
한 것, 식용내장은 제외)

16 80 13 13　 AB

-鱼鳍, 鱼头, 鱼尾, 鱼鳔及其他可食用杂碎; Fish head, tail, maws and other edible fish offfal, for human consumption; 어류의 지느러미, 머리, 꼬리, 위 및 기타 식용 
어류 설육

0305.7100 --鲨鱼翅 --Shark fin --상어 지느러미 15 80 13 13

0305.7100.10
濒危鲸鲨鱼翅(不论是否干制, 盐
腌, 盐渍和熏制)

Sharks fins of whale(Phincodon), man-eating 
shark(Cacharodon), basking chark(Cetorhinus), 
whether or not dried, salted, in brine and 
smokred

고래상어, 식인상어, 배스킹상어의 지느러
미(건조･염장･염수장 및 훈제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

15 80 13 0 ABEF

0305.7100.90
其他的鲨鱼翅(不论是否干制, 盐
腌, 盐渍和熏制)

Other sharks fins, whether or not dried, salted, 
in brine and smoked, whether or not dried, 
salted, in brine and smoked

기타 상어 지느러미(건조･염장･염수장 및 
훈제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

15 80 13 13 AB

0305.7200 --鱼头, 鱼尾, 鱼鳔 --fish head, tail and maws --어류의 머리, 꼬리, 위 16 80 13

0305.7200.10
濒危鱼的鱼头, 鱼尾, 鱼鳔(不论是
否干制, 盐腌, 盐渍和熏制)

Endangered fish or fish head, tail and maws, 
whether or not dried, salted, in brine and 
smoked

멸종위기 어류의 머리, 꼬리, 부레(건조･
염장･염수장 및 훈제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

16 80 13 ABEF

0305.7200.90
其他鱼的鱼头, 鱼尾, 鱼鳔(不论是
否干制, 盐腌, 盐渍和熏制)

Other fish of fish head, tail and maws, wherh-
er or not dried, salted, in brine and smoked

기타 어류의 머리, 꼬리, 부레(건조･염장･
염수장 및 훈제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

16 80 13 13 AB

0305.7900 --其他 --Other --기타 16 8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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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7900.10
其他濒危可食用鱼杂碎(不论是否
干制, 盐腌, 盐渍和熏制)

Other endanger fish edible for human con-
sumption, whether or not dried, salted, in 
brine and smoked

기타 멸종위기의 식용 가능한 어류의 내
장(건조･염장･염수장 및 훈제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

16 80 13 ABEF

0305.7900.90
其他可食用鱼杂碎(不论是否干制, 
盐腌, 盐渍和熏制)

Other fish edible for human consumption, 
whether or not dried, salted, in brine and 
smoked

기타 식용 가능한 어류의 내장(건조･염
장･염수장 및 훈제했었는지의 여부를 불
문)

16 80 13 13 AB

03.06

带壳或去壳的甲壳动物, 活, 鲜, 冷, 冻, 干, 盐腌或盐渍的; 熏制的带壳或去壳甲壳动物, 不论是在熏制前或熏制过程中是否烹煮; 蒸过或用水煮过的带壳甲

壳动物, 不论是否冷, 冻, 干, 盐腌或盐渍的; 适合供人食用的甲壳动物的细粉, 粗粉及团粒; Crustaceans, whether in shell or not, live, fresh, chilled, fro-
zen, dried, salted or in brine; smoked crustaceans, whether or not cooked before or during the smoking process; crustaceans, in shell, cooked by 
steaming or by boiling in water, whether or not chilled, frozen, dried, salted or in brine; flours, meals and pellets of crustaceans, fit for human con-
sumption;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

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냉동･건조･염장･염수장한 것을 포함

　 -冻的; Frozen; 냉동한 것

0306.1100 --大螯虾及小龙虾 --Lobsters(homarus spp.)and crawfish --바닷가재(호마루스종) 및 닭새우류 10 70 13 13 AB
0306.1200 --龙虾 --Pacific lobsters --태평양 바닷가재 10 70 13 13 AB

--蟹; Crabs; 꽃게

0306.1410 ---棱子蟹 ---Swimming crab ---꽃게　 10 70 13 13 AB
0306.1490 ---其他 ---Other ---기타 10 70 13 13

0306.1490.10
冻毛蟹, 金霸王蟹(帝王蟹), 仿石蟹
(仿岩蟹), 堪察加拟石蟹, 雪蟹, 日
本雪蟹

Frozen hairy crab, duracell crab, king crab, 
imitation stone crab(imitation rock crab), 
Kamchatka king, short foot king, flat feet to 
stone crab, snow crab, snow crab Japan

냉동 털게, 킹크랩, 바위게, 캄차카 게, 대
게, 일본산 대게

10 70 13 13 ABU

0306.1490.90 其他冻蟹 Other crab, frozen 기타 냉동 게 10 70 13 13 AB

0306.1500　 --挪威海螯虾 --Norway Lobsters(Nehrops norvegicus) --노르웨이 바닷가재 16 70 13 13 AB
　 --冷水小虾及对虾(长额虾属, 褐虾); Cold-water shrimp and prawns(pandalus spp., Crangon crangon); 냉수성 새우류 및 왕새우(판달러스종, 크란곤 크란곤)

---冷水小虾; Cold water Shrimp; 냉수성 새우류

0306.1611 ----虾仁 ----Shelled ----새우살 8 70 13 13 AB
0306.1612 ----其他, 北方长额虾 ----Other, pandaius borealis ----북방 긴턱새우(새우살은 제외) 5 70 13 13 AB
0306.1619 ----其他 ----Other ----기타 5 70 13 13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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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冷水对虾; Cold-water prawns; 냉수성 참새우

0306.1621 ----虾仁 ----Shelled ----참새우살 8 70 13 13 AB
0306.1629 ----其他 ----Other ----기타 5 70 13 13　 AB

--其他小虾及对虾; Other shrimps and prawns; 기타 새우류 및 참새우

---小虾; Shrimps; 새우류

0306.1711 ----虾仁 ----Shelled ----새우살 8 70 13 13 AB
0306.1719 ----其他 ----Other ----기타 5 70 13 13 AB

---对虾; Prawns; 참새우

0306.1721 ----虾仁 ----Shelled ----참새우살 8 70 13 13 AB

0306.1729 ----其他 ----Other ----기타 5 70 13 13 AB

--其他, 包括适合供人食用的甲壳动物的细粉, 粗粉及团粒; Other, including flours, meals and pellets of crustaceand, fit for human consumption; 기타, [분, 조분 및 피레트
를 포함(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

---淡水小龙虾; Freshwater crawfish; 민물가재

0306.1911 ----虾仁 ----Shelled ----가재살 16 70 13 13 AB

0306.1919 ----其他 ----Other ----기타 16 70 13 13 AB

0306.1990 ---其他 ---Other ---기타 16 70 13 13 AB

-未冻的; Not frozen; 냉동하지 아니한 것

--大鳌虾及小龙虾; Lobsters(Homarus spp.)and crawfish; 바닷가재(호마루스종) 및 가재류

0306.2110 ---种苗 ---For cultivation ---양식용 0 0 13 13 AB

0306.2190 ---其他 ---Other ---기타 15 70 13 13 AB
--龙虾; Pacific lobsters; 바닷가재

0306.2210 ---种苗 ---For cultivation ---양식용 0 0 13 13 AB
0306.2290 ---其他 ---Other ---기타 15 70 13 13 AB

--蟹; Crabs; 게

0306.2410 ---种苗 ---For cultivation ---양식용 0 0 13 13 AB

---其他; Other; 기타



2015년도 중국의 농산물 품목분류 및 관세율  43

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0306.2491 ----中华绒螯蟹 ----Freshwater crabs, live ----중화 민물 게 14 70 13 13 AB
0306.2492 ----梭子蟹 ----Swimming crab ----꽃게 14 70 13 13 AB
0306.2499 ----其他 ----Other ----기타 14 70 13 13

0306.2499.10

其他活, 鲜, 冷, 冻, 干, 盐腌或盐
渍的带壳或去壳蟹(包括熏制的带
壳或去壳的，不论熏制前或熏制过
程中是否烹煮; 蒸过或用水煮过的
带壳)

Other crabs, whether in shell or not, live, 
dried, salted or in brine(other crabs, in shell, 
cooked by steaming or boiling in water, 
whether or not chiled, frozen, dried, salted or 
in brine)

기타 산 것,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염수장한 껍질이 있거나 없는 게(물에 찌
거나 삶아서 냉장･냉동･건조･염장･염수장
한 것을 포함)

14 70 13 13 ABU

0306.2499.90

其他活, 鲜, 冷, 冻, 干, 盐腌或盐
渍的带壳或去壳蟹(包括熏制的带
壳或去壳的，不论熏制前或熏制过
0程中是否烹煮; 蒸过或用水煮过
的带壳)

The other live, fresh, cold, dry, salted or pick-
led crab shell or shell(other crabs, in shell, 
cooked by steaming or boiling in water, 
whether or not chiled, frozen, dried, salted or 
in brine)

기타 산 것,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염수장한 껍질이 있거나 없는 게(물에 찌
거나 삶아서 냉장･냉동･건조･염장･염수장
한 것을 포함)

14 70 13 13 AB

--挪威海螯虾; Norway lobsters(Nephrops norvegicus);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
0306.2510 ---种苗 ---For cultivation ---양식용 0 0 13 13 AB
0306.2590 ---其他 ---Other ---기타 14 70 13 13,15 AB

--冷水小虾及对虾(长额虾属, 褐虾); Cold-water Shrimp and prawns(pandalus spp., Crangon crangon); 냉수성 새우류(판달러스종, 크란곤 크란곤)
0306.2610 ---种苗 ---For cultivation ---양식용 0 0 13 13 AB
0306.2620 ---鲜, 冷对虾 ---Prawns, fresh or chilled ---신선･냉장한 냉수 참새우 15 70 13 13 AB
0306.2690 ---其他 ---Other ---기타 12 70 13 13
0306.2690.01 鲜, 冷的冷水小虾 Cold-water shrimp, fresh or chilled 신선･냉장한 냉수 새우 12 70 13 13 AB

0306.2690.90

其他活, 干, 盐腌或盐渍的带壳或
去壳冷水对虾, 冷水小虾(包括熏制
的带壳或去壳的, 不论在熏制前或
熏制过程中是否烹煮; 蒸过或用水
煮过的带壳的)

Cold-water prawns and shrimp, whether in 
shell or not, live, dried, salted or brine(includ-
ing smoked, whether in shell or not, whether 
or not cooked before or during the smoking 
process; in shell, cooked by steaming or by 
boiling in water)

기타 산 것, 건조･염장･염수장한 껍질이 
있거나 없는 냉수 참새우, 냉수 새우(훈제
한 것은 껍질 유무에 상관없으며, 훈제 
전이나 훈제 과정 중에 열로 조리한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 껍질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

12 70 13 13 AB

--其他小虾及对虾; Other shrimps and prawns; 기타 새우 및 참새우

0306.2710 ---种苗 ---For cultivation ---양식용 0 0 13 13 AB
0306.2720 ---鲜, 冷对虾 ---Prawns, fresh or chilled ---신선･냉장한 참새우 15 70 13 13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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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6.2790 ---其他 ---Other ---기타 12 70 13 13
0306.2790.01 其他鲜, 冷小虾 Other shrimp, fresh or chilled 기타 신선･냉장한 새우 12 70 13 13 AB

0306.2790.90

其他活, 干, 盐腌或盐渍的带壳或
去壳小虾及对虾(包括熏制的带壳
或去壳的, 不论在熏制前或熏制过
程中是否烹煮; 蒸过或用水煮过的
带壳的)

Other prawns and shrimp, whether in shell or 
not, live, dried, salted or in brine(including 
smoked, whether or not cooked before or dur-
ing the smoking process; in shell, cooked by 
steaming or by boiling in water)

기타 산 것, 건조･염장･염수장한 껍질이 
있거나 없는 새우 및 참새우(훈제한 것은 
껍질 유무에 상관없으며, 훈제 전이나 훈
제 과정 중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 껍질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
나 삶은 것)

12 70 13 13 AB

　 --其他, 包括适合供人食用的甲壳动物的细粉, 粗粉及团粒; Other, including flours, meals and pellets of crustaceans, fit for human consumption; 기타[분, 조분 및 펠레트를 
포함(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　

0306.2910 ---种苗 ---For cultivation ---양식용 0 0 13 13 AB
0306.2990 ---其他 ---Other ---기타 14 70 13 13,15　 AB

03.07

带壳或去壳的软体动物, 活, 鲜, 冷, 冻, 干, 盐腌或盐渍的; 熏制的带壳或去壳软体动物, 不论在熏制前或熏制过程中是否烹煮; 适合供人食用的软体动物的
细粉, 粗粉及团粒; Molluscs, whether in shell or not, live, fresh, chilled, frozen, dried, salted or in brine; smoked molluscs, whether in shell or not, 
whether or not cooked before or during the smoking pracess; flours, meals and pellets of mollusks, fit for human consumption;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함)과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
며, 산 것,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염수장한 것에 한함), 식용에 적합한 수생무척추동물의 가루 및 단립(갑각류 제외)

　 -牡蛎(蚝); Oysters; 굴
--活, 鲜或冷的; Live, fresh or chilled; 산 것, 신선･냉장한 것

0307.1110 ---种苗 ---For cultivation ---양식용 0 0 13 5 AB
0307.1190 ---其他 ---Other ---기타 14 70 13 5 AB
0307.1900 --其他 --Other --기타 14 70 13 5　 AB

　 -扇贝, 包括海扇; Scallops, including queen scallops, of the genera Pecten, Chlamys or Placopecten; 가리비과의 조개(펙텐, 클라미스 또는 프라코펙텐 속의 것으로서 
여왕가리비과 조개를 포함)

　 --活, 鲜或冷的; Live, fresh or chilled; 산 것, 신선･냉장한 것

0307.2110 ---种苗 ---For cultivation ---양식용 0 0 13 5
0307.2110.10 大珠母贝种苗 Pearloyster(Pinctada maxima), for cultivation 대진주조개(핑타다 맥시마), 양식용 0 0 13 5　 ABE

0307.2110.90 其他扇贝种苗(包括海扇种苗) 
Other scallops(including queen scallops) for 
cultivation

기타 양식용 가리비(양식용 여왕가리비를 
포함)

0 0 13 5　 AB

0307.2190 ---其他 ---Other ---기타 14 70 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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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2190.10 其他活, 鲜, 冷大珠母贝
Other pearloyster(Pinctada maxima), live, fresh 
or chilled

기타 산 것 또는 신선･냉장한 대진주조개 14 70 13 5　 ABE

0307.2190.90
其他活, 鲜, 冷扇贝(包括海扇, 种
苗除外)

Other scallops(including queen scallops, exclud-
ing for cultivation) live, fresh or chilled

기타 산 것 또는 신선･냉장한 가리비(여
왕가리비포함, 양식용은 제외)

14 70 13 5　 AB

0307.2900 --其他 --Other --기타　 14 80 13 13　

0307.2900.10
其他冻, 干, 盐腌或盐渍的大珠母
贝(包括熏制的带壳或去壳的, 不论
在熏制前或熏制过程中是否烹煮)

Other pearloyster(Pinctada maxima), frozen, 
dried, salted or in brine(including smoked, in 
whtether in shell or not, whether or not 
cooked before or during the smoking process)

기타 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대진
주조개(훈제한 것은 껍질 유무에 상관없
으며, 훈제 전이나 훈제 과정 중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14 80 13 13　 ABE

0307.2900.90

其他冻, 干, 盐腌或盐渍的扇贝(包
括海扇; 包括熏制的带壳或去壳的, 
不论在熏制前或熏制过程中是否烹
煮)

Other scallops(including queen scallops), fro-
zen, dried, salted or in brine(including smoked, 
in whether in shell or not, whether or not 
cooked before or during the smoking process)

기타 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가리
비(여왕가리비를 포함하며, 훈제한 것은 
껍질 유무에 상관없으며, 훈제 전이나 훈
제 과정 중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

14 80 13 13　 AB

　 -贻贝; Mussels(Mytilus spp., Perna spp.); 홍합(미틸루스종, 페르나종)
　 --活, 鲜或冷的; Live, fresh or chilled; 산 것, 신선･냉장한 것

0307.3110 ---种苗 ---For cultivation ---양식용 0 0 13 5 AB
0307.3190 ---其他 ---Other ---기타 14 70 13 5
0307.3190.01 鲜, 冷贻贝 Mussels, fresh or chilled 신선･냉장한 홍합 14 70 13 5 AB

0307.3190.90 其他活贻贝 Other mussels, live 기타 산 홍합 14 70 13 5 AB

0307.3900 --其他 --Other --기타 14 70 13 13　
0307.3900.01 冻贻贝 Mussels frozen 냉동 홍합 14 70 13 13　 AB

0307.3900.90
其他干, 盐腌或盐渍的贻贝(包括熏
制的带壳或去壳的, 不论在熏制前
或熏制过程中是否烹煮)

Other mussels, dried, salted or in brine(includ-
ing smoked, in whether in shell or not, 
whether or not cooked before or during the 
smoking process)

기타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홍합(훈제
한 것은 껍질 유무에 상관없으며, 훈제 전
이나 훈제 과정 중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

14 70 13 13　 AB

　 -墨鱼及鱿鱼; Cuttle fish(Sepia officinalis, Rossia macrosoma, Sepiola spp.) and squid(Ommastrephes spp., Loligo spp., Nototodarus spp., Sepioteuthis spp.);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 로시아마크로소마, 세피올라종)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종, 로리고종, 노토토다루스종, 세피오투디스종)

　 --活, 鲜或冷的; Live, fresh or chilled; 산 것, 신선･냉장한 것

0307.4110 ---种苗 ---For cultivation ---양식용 0 0 13 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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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4190 ---其他 ---Other ---기타　 12 70 13 5　 AB
0307.4900 --其他 --Other --기타 12 70 13 13 AB
　 -章鱼; Octopus(Octopus spp.); 문어(옥스퍼스종)
0307.5100 --活, 鲜或冷的 --Live, fresh or chilled --산 것, 신선･냉장한 것　 17 70 13 5　 AB
0307.5900 --其他 --Other --기타 17 70 13 13　 AB
　 -蜗牛及螺, 海螺除外; Snails, other than sea snails;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
0307.6010 ---种苗 ---For cultivation ---양식용 0 0 13 　
0307.6010.10 濒危蜗牛及螺种苗, 海螺除外

Endangered snails, other than sea snails, for 
cultivation

멸종위기의 양식용 달팽이 및 소라(바다
달팽이는 제외)

0 0 13 　 ABFE

0307.6010.90 其他蜗牛及螺种苗, 海螺除外
Other snails, other than sea snails, for culti-
vation

기타 양식용 달팽이 및 소라(바다달팽이
는 제외)

0 0 13 5　 AB

0307.6090 ---其他 ---Other ---기타 14 70 13 　
0307.6090.10 其他濒危蜗牛及螺, 海螺除外 Other endangered snails, other than sea snails

기타 멸종위기의 달팽이 및 소라(바다달
팽이는 제외)

14 70 13 　 ABFE

0307.6090.90

其他活, 鲜, 冷, 冻, 干, 盐腌或盐
渍的蜗牛及螺, 海螺除外(包括熏制
的带壳或去壳的, 不论在熏制前或
熏制过程中是否烹煮)

Other snails, other than sea snails, live, fresh, 
chilled, frozen, dried, salted or in brine(includ-
ing smoked, in whether in shell or not, 

whether or not cooked before or during the 
smoking process)

기타 산 것,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및 
염수장한 달팽이 및 소라(바다달팽이는 제
외) <훈제한 것은 껍질 유무에 상관없으며, 

훈제 전이나 훈제 과정 중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14 70 13 5　 AB

　
-蛤, 鸟蛤及舟贝(蚶科, 北极蛤科, 鸟蛤科, 斧蛤科, 缝栖蛤科, 蛤蜊科, 中带蛤科, 海螂科, 双带蛤科, 截蛏科, 竹蛏科, 砗磲科, 帘蛤科); Clam, cockle and ark shell(fa-
miles arcidae, arcticidae, cardiidae, donacidae, hiatellidae, mactridae, mesodesmatidae, myidae, semelidae, solecurtidae, solenidae, tridacnidae, veneridae); 클램, 새조개 및 피조개
(아르치대과, 아르크티치대과, 카르디대과, 도나치대과, 히아텔리대과, 마르크트리대과, 메소데스마티대과, 마이이대과, 세멜리대과, 솔레쿠르티대과, 솔레니
대과, 트리다크니대과 및 베네리대과)

　 --活, 鲜或冷的; --Live, fresh or chilled; 산 것, 신선･냉장한 것　
0307.7110 ---种苗 ---For cultivation ---백합　 0 0 13 5　
0307.7110.10 活, 鲜, 冷砗磲的种苗

Tridacna stone, live, fresh or chilled, for culti-
vation

산 것, 신선･냉장한 양식용 거거 0 0 13 5 ABEF

0307.7110.90
活, 鲜, 冷蛤, 鸟蛤及舟贝(蚶科, 
北极蛤科, 鸟蛤科, 斧蛤科, 缝栖
蛤科, 蛤蜊科中带蛤科, 海螂科, 

Clam, cockle and ark shell(arcidae, arcticidae, 
cardiidae, donacidae, hiatellidae, mactridae, 
mesodesmatidae, myidae, mesodesmatidae, sol-

클램, 새조개 및 피조개(아르치대과, 아르
크티치대과, 카르디대과, 도나치대과, 히아
텔리대과, 마르크트리대과, 메소데스마티

0 0 13 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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双带蛤科, 截蛏科, 竹蛏科, 帘蛤
科)的种苗

ecurtidae, solenidae, tridacnidae, veneridae), 
live, fresh or chilled, for cultivation

대과, 마이이대과, 세멜리대과, 솔레쿠르티
대과, 솔레니대과, 트리다크니대과 및 베
네리대과)　

　 ---其他; Other; 기타

0307.7191 ----蛤 ----Clam ----조개　 14 70 13 5　 AB
0307.7199 ----其他 ----Other ----기타 14 70 13 5
0307.7199.10 活, 鲜, 冷砗磲 Tridacna stone, live, fresh or chilled 산 것, 신선･냉장한 거거 14 70 13 5　 ABEF

0307.7199.20 活, 鲜, 冷粗饰蚶 Live, fresh, cold coarse act the role of cockle 산 것, 신선･냉장한 새 꼬막 14 70 13 ABU

0307.7199.90

活, 鲜, 冷鸟蛤及舟贝(蚶科, 北极

蛤科, 鸟蛤科, 斧蛤科, 缝栖蛤科, 

蛤蜊科中带蛤科, 海螂科, 双带蛤

科, 截蛏科, 竹蛏科, 帘蛤科)

Clam, cockle and ark shell(arcidae, arcticidae, 
cardiidae, donacidae, hiatellidae, mactridae, 
mesodesmatidae, myidae, mesodesmatidae, sol-
ecurtidae, solenidae, trrdacnidae, veneridae), 
live, fresh or chilled

산 것, 신선･냉장한 조개, 새조개, 새꼬막

(아르치대과, 아르크티치대과, 카르디대과, 

도나치대과, 히아텔리대과, 마르크트리대

과, 메소데스마티대과, 마이이대과, 세멜리

대과, 솔레쿠르티대과, 솔레니대과, 트리다

크니대과 및 베네리대과)

14 70 13 5 AB

--其他; Other; 기타

0307.7910 ---蛤 ---Ceam ---조개 10 70 13 13 AB
0307.7990 ---其他 ---Other ---기타 10 70 13 13,15 AB

0307.7990.10
冻, 干, 盐制砗磲(包括熏制的带壳
或去壳的, 不论在熏制前或熏制过
程中是否烹煮)

Tridacna stone, frozen, dried, salted(including 
smoked, in whether in shell or not, whether 
or not cooked before or during the smoking 
process)

냉동･건조･염제한 거거(훈제한 것은 껍질 
유무에 상관없으며, 훈제 전이나 훈제 과
정 중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

10 70 13 13,15 ABEF

0307.7990.20
冻, 干, 盐制粗饰蚶(包括熏制的带
壳或去壳的, 不论在熏制前或熏制
过程中是否烹煮)

Cold, dry, coarse salt system ACTS the role 
of cockle(including smoked, in whether in 
shell or not, whether or not cooked before or 
during the smoking process)

냉동･건조･염제한 새 꼬막(훈제한 것은 
껍질 유무에 상관없으며, 훈제 전이나 훈
제 과정 중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

10 70 13 13,15 ABU

0307.7990.90

冻, 干, 盐制鸟蛤及舟贝( 蚶科, 北
极蛤科, 鸟蛤科, 斧蛤科, 缝栖蛤
科, 蛤蜊科中带蛤科, 海螂科, 双
带蛤科, 截蛏科, 竹蛏科, 帘蛤科), 
(包括熏制的带壳或去壳的, 不论在
熏制前或熏制过程中是否烹煮)

Clam, cockle and ark shell(arcidae, arcticidae, 
cardiidae, donacidae, hiatellidae, mactridae, 
mesodesmatidae, myidae, mesodesmatidae, sol-
ecurtidae, solenidae, tridacnidae, veneridae), 
frozen, dried, salted(including smoked, in 
whether in shell or not, whether or not 
cooked before or during the smoking process)

냉동･건조･염제한 새조개, 새꼬막(아르
치대과, 아르크티치대과, 카르디대과, 
도나치대과, 히아텔리대과, 마르크트리
대과, 메소데스마티대과, 마이이대과, 
세멜리대과, 솔레쿠르티대과, 솔레니대
과, 트리다크니대과 및 베네리대과), 
(훈제한 것은 껍질 유무에 상관없으며, 

10 70 13 13,1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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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제 전이나 훈제 과정 중에 열로 조
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鲍鱼(鲍属); Abalone(ormer); 전복

--活, 鲜或冷的; Live, fresh or chilled; 산 것, 신선･냉장한 것

0307.8110 ---种苗 ---For cultivation ---양식용 0 0 13 5 AB
0307.8190 ---其他 ---Other ---기타 14 80 13 5 AB
0307.8900 --其他 --Other --기타 10 80 13 13 AB

-其他, 包括适合供人食用的的细粉, 粗粉及团粒; Other, including flours, meals and pellets, fit for human consumption; 기타[분, 조분 및 펠레트를 포함(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 
--活, 鲜或冷的; Live, fresh or chilled; 산 것, 신선･냉장한 것

0307.9110 ---种苗 ---For cultivation ---양식용 0 0 13

0307.9110.10 活, 鲜, 冷的濒危软体动物的种苗
Endangered molluscs, live, fresh, chilled, for 
cultivation

산 것, 신선･냉장한 멸종위기의 양식용 
연체동물

0 0 13 　 AFEB

0307.9110.90 其他活, 鲜, 冷的软体动物的种苗
Other molluscs, live, fresh, chilled, for culti-
vation

기타 산 것, 신선･냉장한 양식용 연체동물 0 0 13 5 AB

0307.9190 ---其他 ---Other ---기타 14 70 13

0307.9190.10 其他活, 鲜, 冷的濒危软体动物 Other endangered molluscs, live, fresh, chilled
기타 산 것, 신선･냉장한 멸종위기의 연
체동물

14 70 13 ABEF

0307.9190.20 活, 鲜, 冷䲅属 Live, fresh, cold clam 산 것, 신선･냉장한 조개 14 70 13 ABU

0307.9190.90 其他活, 鲜, 冷的软体动物 Other molluscs, live, fresh, chilled 기타 산 것, 신선･냉장한 연체동물 14 70 13 5 AB

0307.9900 --其他 --Other --기타 10 70 13

0307.9900.10

其他冻, 干, 盐腌或盐渍的濒危软
体动物(包括供人食用的软体动物
粉, 团粒, 甲壳动物除外; 包括熏
制的带壳或去壳的, 不论在熏制前
或熏制过程中是否烹煮)

Other endangered molluscs, frozen, dried, salted 
or in brine, including flours, meals and pellets 
or mollusks, fit for human consumption, ex-
cluding crustaceans, (including smoked, whether 
in shell or not, whether or not cooked before 
or during the smoking proccess) 

기타 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멸종
위기의 연체동물(식용 가능한 연체동물의 
어분과 단립을 포함하고, 갑각류 동물을 
제외, 훈제한 것은 껍질 유무에 상관없으
며, 훈제 전이나 훈제 과정 중에 열로 조
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10 70 13 ABEF

0307.9900.20
冻, 干, 盐腌或盐渍的䲅属(包括供
人食用的软体动物粉, 团粒, 甲壳
动物除外; 包括熏制的带壳或去壳

Frozen, dried, salted or pickled clam(including 
smoked, whether in shell or not, whether or 
not cooked before or during the smoking proc-

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조개(식용 
가능한 연체동물의 어분과 단립을 포함하
고, 갑각류 동물을 제외, 훈제한 것은 껍

10 70 13 0 A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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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 不论在熏制前或熏制过程中是
否烹煮)

cess) 
질 유무에 상관없으며, 훈제 전이나 훈제 
과정 중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0307.9900.90

其他冻, 干, 盐腌或盐渍软体动物
(包括供人食用的软体动物粉, 团
粒, 甲壳动物除外; 包括熏制的带
壳或去壳的, 不论在熏制前或熏制
过程中是否烹煮)

Other molluscs, frozen, dried, salted or in brine, 
including flours, meals and pellets of mollusks, 
fit for human consumption, excluding crusta-
ceans, (including smoked, whether in shell or 
not, whether or not cooked before or during the 
smoking proccess)

기타 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연체
동물(식용 가능한 연체동물의 어분과 단
립을 포함하고, 갑각류 동물을 제외, 훈제
한 것은 껍질 유무에 상관없으며, 훈제 
전이나 훈제 과정 중에 열로 조리한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

10 70 13 13,15　 AB

03.08

不属于甲壳动物及软体动物的水生无脊柱动物, 活, 鲜, 冷, 冻, 干, 盐腌或盐渍的; 熏制的不属于甲壳动物及软体动物的水生无脊柱动物, 不论在熏制前或

熏制过程中是否烹煮; 适合供人食用的不属于甲壳动物及软体动物的水生无脊柱动物的细粉, 粗粉及团粒; Aquatic invertebrates other than crustaceans 
and molluscs, live, fresh, chilled, frozen, dried, salted or in brine; smoked aquatic invertebrates other than crustaceans and molluscs, whether or not 
cooked before or during the smoking process; flours, meals and pellets of aquatic invertebrates other than crustaceans and molluscs, fit for human 
consumption; 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한 수생무척추동물(산 것,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훈제한 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한 

수생무척추동물(훈제 전이나 훈제 과정 중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한 수생무척추동물의 분, 조분과 피레트

(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 
-海参(仿刺参, 海参纲); Sea cucumbers(Stichopus japonicus, holothurioidea); 해삼(스티코푸스 자포니쿠스, 호로투리오이대과)
--活, 鲜或冷的; Live, fresh and chilled; 산 것, 신선･냉장한 것

0308.1110 ---种苗 ---For cultivation ---양식용 0 0 13 5

0308.1110.10 活, 鲜或冷的暗色刺参的种苗
Isostichopus fuscus, live fresh or chilled, for 
cultivation

산 것, 신선･냉장한 양식용 돌기해삼 0 0 13 5 ABEF

0308.1110.90
活, 鲜或冷的其他海参(仿刺参, 海
参纲)的种苗

Other sea cucumbers(Stichopus japonicus, hol-
othurioidea), live, fresh or chilled, for culti-
vation

산 것, 신선･냉장한 양식용 기타 해삼(스
티코푸스 자포니쿠스, 호로투리오대과)의 
양식용

0 0 13 5 AB

0308.1190 ---其他 ---Other ---기타 14 70 13 5
0308.1190.10 活, 鲜或冷的暗色刺参 Isostichopus fuscus, live, fresh or chilled 산 것, 신선･냉장한 돌기해삼 14 70 13 5 ABEF

0308.1190.20 活, 鲜或冷的刺参(暗色刺参除外)
Live, fresh trepang or cold(exceptisostichopus 
fuscus)

산 것, 신선･냉장한 해삼(돌기해삼 제외) 14 70 13 5 ABU

0308.1190.90
其他活, 鲜或冷的其他海参(仿刺
参, 海参纲)

Other sea cucumbers(Stichopus japonicus, hol-
othurioidea), live, fresh or chilled

산 것, 신선･냉장한 기타 해삼(스티코푸스 
자포니쿠스, 호로투리오대과)

14 70 13 5 AB

0308.1900 --其他 --기타 10 80 1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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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8.1900.10

其他冻, 干, 盐腌或盐渍暗色刺参
(包括熏制的, 不论在熏制前或熏制
过程中是否烹煮; 适合供人食用的
细粉,粗粉及团粒)

Other isostichopus fuscus, frozen, dried, salted or 
in brine(including smoked, whether in shell or 
not, whether or not cooked before or during the 
smoking proccess; fit for human consumption)

기타 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돌기
해삼(훈제 전이나 훈제 과정 중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식용에 적
합한 것에 한함) 

10 80 13 13 ABEF

0308.1900.20

冻, 干, 盐腌或盐渍的海参，暗色

刺参除外(包括熏制的, 不论在熏制

前或熏制过程中是否烹煮; 适合供

人食用的细粉, 粗粉及团粒)

Frozen, dried, salted or pickled trepang, except 

the dark trepang(including smoked, whether in 

shell or not, whether or not cooked before or 

during the smoking proccess; fit for human 

consumption)

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해삼, 돌

기해삼 제외(훈제 전이나 훈제 과정 중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식용

에 적합한 것에 한함) 

10 80 13 13 ABEFU

0308.1900.90

其他冻, 干, 盐腌或盐渍的海参(仿

刺参, 海参纲), (包括熏制的, 不论

在熏制前或熏制过程中是否烹煮; 

适合供人食用的细粉, 粗粉及团粒)

Other sea cucumbers(Stichopus japonicus, hol-

othurioidea), frozen, dried, salted or in 

brine(including smoked, whether in shell or 

not, whether or not cooked before or during 

the smoking proccess; fitfor human con-

sumption)

기타 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해삼

(스티코푸스 자포니쿠스, 호로투리오대과)

(훈제 전이나 훈제 과정 중에 열로 조리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 

10 80 13 13 AB

-海胆(球海胆属, 拟球海胆, 智利海胆, 食用正海胆); Sea urchin(strongylocentrotus spp., paracentrotus lividus, Loxechinus albus, Echichinus esculentus); 성게(스트론길로센트

로투스종, 파라센트로투스 리비두스, 록세치누스 알버스, 에치치누스 에스쿨렌투스)
--活, 鲜或冷的; Live, fresh or chilled; 산 것, 신선･냉장한 것

0308.2110 ---种苗 ---For cultivation ---양식용 0 0 13 5 AB
0308.2190 ---其他 ---Other ---기타 14 70 13 5
0308.2190.10 活, 鲜或冷的海胆 Live, fresh and cold edible echinoidea 산 것, 신선･냉장한 성게 14 70 13 5 ABU

0308.2190.90
其他活, 鲜或冷的海胆(球海胆属, 

拟球海胆, 智利海胆, 食用正海胆)

Other sea urchins, live, fresh, chilled, not for 
cultivation(strongylocentrotus spp., paracentrotus 
lividus, Loxechinus albus, Echichinus escu-
lentus)

기타 산 것, 신선･냉장한 성게스트론길로
센트로투스종, 파라센트로투스 리비두스, 
록세치누스 알버스, 에치치누스 에스쿨렌
투스)

14 70 13 5 AB

0308.2900 --其他 --Other --기타 10 70 13 13,15 AB

0308.2900.10

冻, 干, 盐腌或盐渍海胆(包括熏制
的, 不论在熏制前或熏制过程中是
否烹煮; 适合供人食用的细粉, 粗
粉及团粒)

Frozen, dried, salted or pickled Sea urchin(in-

cluding smoked, whether in shell or not, 

whether or not cooked before or during the 

smoking proccess; fit for human consumption)

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성게

(훈제 전이나 훈제 과정 중에 열로 조

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식용에 적

합한 것에 한함) 

10 70 13 ABU

0308.2900.90 其他冻, 干, 盐腌或盐渍海胆(包括 Other frozen, dried, salted or pickled Sea ur- 기타 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10 70 13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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熏制的, 不论在熏制前或熏制过程
中是否烹煮; 适合供人食用的细粉, 
粗粉及团粒)

chin(including smoked, whether in shell or not, 

whether or not cooked before or during the 

smoking proccess; fit for human consumption)

성게(훈제 전이나 훈제 과정 중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 

-海蜇(海蜇属); Jellyfish(Rhopilema spp.); 해파리(로필레마종)
---活, 鲜或冷的; Live, fresh or chilled; 산 것, 신선･냉장한 것

0308.3011 ----种苗 ----For cultivation ----양식용 0 0 13 5 AB
0308.3019 ----其他 ----Other ----기타 14 70 13 5 AB
0308.3090 ---其他 ---Other ---기타 10 70 13 13,15 AB

-其他; Other; 기타

---活, 鲜或冷的; Live, fresh or chilled; 산 것, 신선･냉장한 것

0308.9011 ----种苗 ----For cultivation ----양식용 0 0 13

0308.9011.10

活, 鲜或冷的其他濒危水生无脊椎

动物的种苗(甲壳动物及软体动物

除外)

Other endangered aquatic invertenrates, live, 

fresh or chilled, for cultivation(other than crus-

taceans and molluscs)

산 것, 신선･냉장한 기타 멸종위기의 양

식용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 및 연체동물

은 제외)

0 0 13 ABFE

0308.9011.90
活, 鲜或冷的其他水生无脊椎动物

的种苗(甲壳动物及软体动物除外)

Other aquatic invertebrates, live, fresh or chil-

led, for cultivation(other than crustaceans and 

molluscs)

산 것, 신선･냉장한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갑각류 및 연체동물은 제외)
0 0 13 5 AB

0308.9012 ----沙蚕, 种苗除外 ----Clamworm, other than for cultivation ----산 것, 신선･냉장한 참갯지렁이(양식용

은 제외) 14 70 13 5 AB

0308.9019 ----其他 ----Other ----기타 14 70 13

0308.9019.10
活, 鲜或冷的其他濒危水生无脊椎
动物(甲壳动物及软体动物除外)

Other endangered aquatic invertebrates, live, 
fresh or chilled(other than crustaceans and 
molluscs)

산 것, 신선･냉장한 기타 멸종위기의 수
생무척추동물(갑각류 및 연체동물은 제외)

14 70 13 ABFE

0308.9019.90
活, 鲜或冷的其他水生无脊椎动物
(甲壳动物及软体动物除外)

Other aquatic invertebrates, live, fresh or chil-
led(other than crustaceans and molluscs)

산 것, 신선･냉장한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

14 70 13 5 AB

0308.9090 ---其他 ---Other ---기타 10 70 13

0308.9090.10

其他冻, 干, 盐制濒危水生无脊椎
动物, 包括供人食用的水生无脊椎
动物粉, 团粒(甲壳动物及软体动物
除外; 包括熏制的, 不论在熏制前

Other endangered aquatic invertebrates, frozen, 
dried, salted, including flours, meals and pel-
lets of aquatic invertebrates, fit for human 
consumption(other than crustaceans and mol-

기타 냉동･건조･염제한 멸종위기의 수생
무척추동물과 식용가능한 수생무척추동물
의 분, 조분･단립을 포함(갑각류 및 연체
동물은 제외), (훈제한 것을 포함하며, 훈

10 70 13 AB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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或熏制过程中是否烹煮; 适合供人
食用的细粉, 粗粉及团粒)

luscs, including smoked, whether in shell or 
not, whether or not cooked before or during 
the smoking proccess; flours, meals and pellets 
fit for human consumption)

제 전이나 훈제 과정 중의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식용 가능한 분, 
조분과 단립)

0308.9090.90

其他冻, 干, 盐制水生无脊椎动物, 

包括供人食用的水生无脊椎动物

粉, 团粒(甲壳动物及软体动物除

外; 包括熏制的, 不论在熏制前或

熏制过程中是否烹煮; 适合供人食

用的细粉, 粗粉及团粒)

Other aquatic invertebrates, frozen, fried, salt-
ed, including flours, meals and pellets of 
aquatic invertebrates, fit for human con-
sumption(other than crustaceans and molluscs, 
including smoked, whether in shell or not, 
whether or not cooked before or during the 
smoking proccess; flours, meals and pellets fit 
for human consumption)

기타 냉동･건조･염제한 수생무척추동

물과 식용가능한 수생무척추동물의 분, 조

분･단립을 포함(갑각류 및 연체동물은 제

외), (훈제한 것을 포함하며, 훈제 전이나 

훈제 과정 중의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 식용 가능한 분, 조분과 단립)

10 70 13 13,1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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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章  乳品; 蛋品; 天然蜂蜜; 其他食用动物产品; Dairy produce; birds eggs; natural honey; edible products of animal origin,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낙농품, 조란, 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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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04.01 未浓缩及未加糖或其他甜物质的乳及奶油; Milk and cream, not concentrated or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밀크와 크림(농축하

지 아니한 것으로서 지방분은 중량으로 계산하고, 본 품목번호의 물품은 설탕 및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함)

0401.1000 -按重量计脂肪含量不超过1% -Of a fat content, by weight, not exceeding 1％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 이하인 

농축하지 않은 밀크와 크림
15 40 17 5,15 7AB

0401.2000 -按重量计脂肪含量超过1%, 但不

超过6%
-Of a fat content, by weight, exceeding 1％ but 
not exceeding 6％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

하고 100분의 6 이하인 농축하지 않은 

밀크와 크림

15 40 17 5,15 7AB

0401.4000 -按重量计脂肪含量超过6%, 但不

超过10%
-Of a fat content, by weight, exceeding 6% but 
not exceeding 10%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고 100
분의 10 이하인 농축하지 않은 밀크와 크림

15 40 17 5,15 7AB

0401.5000 -按重量计脂肪含量超过10% -Of a fat content, by weight, exceeding 10％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

는 농축하지 않은 밀크와 크림
15 40 17 5,15 7AB

04.02 浓缩, 糖或其他甜物质的乳及奶油; Milk and cream, concentrated or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밀크와 크림(분상, 입상 또는 

기타 고체상태의 것, 농축하였거나 설탕 및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함)

0402.1000 -粉状, 粒状或其他固体形状, 按重

量计脂肪含量不超过1.5%
-In powder, granules or other solid forms, of a 
fat content, by weight, not exceeding 1.5％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고체상태의 밀크와 크림(분상, 입상 또

는 기타 고체상태의 것, 농축하였거나 

설탕 및 기타 감미료가 첨가된 것)

10 40 17 15 7AB

　
-粉状, 粒状或其他固体形状, 按重量计脂肪含量超过1.5%; In powder, granules or other solid forms, of a fat content, by weight, exceeding 1.5％;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
의 1.5를 초과하는 설탕 및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고체상태의 밀크와 크림(분상, 입상 또는 기타 고체상태의 것, 농축하였고 설탕 및 기타 감미료가 첨가되지 

아니한 것에 한함) 　
0402.2100 --未加糖或其他甜物质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
ening matter

--설탕 및 기타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고

체상태의 밀크와 크림
10 40 17 15 7AB

0402.2900 --其他 --Other --기타 10 40 17 15 7AB
　 -其他; Other; 기타

0402.9100 --未加糖或其他甜物质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
ening matter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농축한 밀크와 크림(고체가 아닌 것) 10 90 17 5,15 AB

0402.9900 --其他 --Other --기타(고체가 아닌 것) 10 90 17 5,1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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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酪乳, 结块的乳及奶油, 酸乳, 酸乳酒及其他发酵或酸化的乳和奶油, 不论是否浓缩, 加糖, 加其他甜物质, 加香料, 加水果, 加坚果或加可可; Buttermilk, 
curdled milk and cream, yogurt, kephir and other fermented or acidified milk and cream, whether or not concentrated or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or flavoured or containing added fruit, nuts or cocoa; 버터밀크, 응고유와 응고크림, 요구르트, 케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거나, 향 또는 과실이나 코코아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

0403.1000 -酸乳 -Yogurt -요구르트 10 90 17 15 AB

0403.9000 -其他 -Other -기타 20 90 17 15 AB

04.04

乳清, 不论是否浓缩, 加糖或其他甜物质; 其他税目未列名的含天然乳的产品, 不论是否加糖或其他甜物; Whey, whether or not concentrated or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products consisting of natural milk constituents, whether or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과 따로 분류된 것 이외의 천연 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

0404.1000暂 -乳清及改性乳清, 不论是否浓缩, 
加糖或其他甜物质

-Whey and modified whey, whether or not con-
centrated or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유장 및 변성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및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

문)
2 30 17 15 AB

0404.9000 -其他 -Other -기타 20 90 17 15 AB

04.05 黄油及其他从乳中提取的脂和油; 乳酱; Butter and other fats and oils derived from milk; dairy spreads; 버터 및 기타(밀크에서 얻어진 脂와 油)　
0405.1000 -黄油 -Butter -버터 10 90 17 15 AB
0405.2000 -乳酱 -Dairy spreads -데어리 스프레드 10 90 17 15 AB
0405.9000 -其他 -Other -기타(밀크에서 얻어진 脂와 油) 10 90 17 15 AB

04.06 乳酪及凝乳; Cheese and curd; 치즈와 커드

0406.1000 -鲜乳酪(未熟化或未固化的), 包括

乳清乳酪; 凝乳

-Fresh(unripened or uncured) cheese, including 
whey cheese, and curd

-신선한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하며, 발효

하지 아니한 것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것

에 한함)와 커드

12 90 17 15 AB

0406.2000 -各种磨碎或粉化的乳酪 -Grated or powdered cheese of all kinds -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12 90 17 15 AB

0406.3000 -经加工的乳酪, 但磨碎或粉化的

除外
-Processed cheese, not grated or powdered -가공치즈, 단 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치즈를 제외 
12 90 17 15 AB

0406.4000 -蓝纹乳酪和娄地青霉生产的带有

纹理的其他乳酪

-Blue-veined cheese and other cheese contain-
ing veins produced by Penicillium roqueforti

-블루바인 치즈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

로 생산된 바인을 함유한 기타 치즈
15 90 17 1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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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9000 -其他乳酪 -Other cheese -기타 치즈 12 90 17 15 AB

04.07 带壳禽蛋, 鲜, 腌制或煮过的; Birds, eggs, in shell, fresh, preserved or cooked;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처리 또는 조리한 것에 한함)　
　 -孵化用受精禽蛋; Fertilised eggs for incubation; 부화용 수정란

0407.1100 --鸡的 --Of fowls Of the species Gallus domesticus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것에 한함)
의 것

0 0 13 　

0407.1100.10 孵化用受精的濒危鸡的蛋
Of endangered hen's fertilised eggs for in-

cubation
멸종위기에 처한 닭의 부화용 수정란 0 0 13 AFEB

0407.1100.90 孵化用受精的其他鸡的蛋 Of hen's fertilised eggs for incubation 기타 닭의 부화용 수정란 0 0 13 5 AB

0407.1900 --其他 --Other --기타 0 0 13 　
0407.1900.10 其他孵化用受精濒危的禽蛋 Other fertilised endangered eggs for incubation

기타 멸종위기에 처한 가금류의 부화용 

수정란
0 0 13 AFEB

0407.1900.90 其他孵化用受精禽蛋 Other fertilised eggs for incubation 기타 가금류의 부화용 수정란 0 0 13 5 AB

　 -其他鲜蛋; Other eggs, fresh; 기타 신선란

0407.2100 --鸡的 --Of fowls of the species Gallus domesticus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것에 한함)의 것 20 80 13 5 AB

0407.2900 --其他 --Other --기타 20 80 13 　
0407.2900.10 其他鲜的带壳濒危禽蛋 Other endangered birds’eggs, in shell, fresh

기타 껍질이 붙어있는 멸종위기에 처한 

가금류의 신선한 알
20 80 13 ABFE

0407.2900.90 其他鲜的带壳禽蛋 Other birds’eggs, in shell, fresh 기타 껍질이 붙어 있는 가금류의 신선한 알 20 80 13 5 AB

　 -其他; Other; 기타

0407.9010 ---咸蛋 ---Salted eggs ---소금에 절인 가금류의 알 20 90 13 5 AB

0407.9020 ---皮蛋 ---Lime-preserved eggs ---송화단 20 90 13 5 AB

0407.9090 ---其他 ---Other ---기타 20 90 13 　
0407.9090.10 其他腌制或煮过的带壳濒危野鸟蛋

Other endangered wild birds’eggs, in shell, 

preserved or cooked

기타 껍질이 붙어있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조류의 저장처리 또는 조리한 알
20 90 13 ABFE

0407.9090.90 其他腌制或煮过的带壳禽蛋 Other birds’eggs, in shell, preserved or 기타 껍질이 붙어있는 가금류의 저장처리 20 90 13 5,1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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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ked 또는 조리한 알

04.08

去壳禽蛋及蛋黄, 鲜, 干, 冻, 蒸过或水煮, 制成型或用其他方法保藏的, 不论是否加糖或其他甜物质; Birds' eggs, not in shell, and egg yolks, fresh, dried, 
cooked by steaming or by boiling in water, moulded, frozen or otherwise preserved, whether or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
ter;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건조한 것･물에 삶았거나 찐 것･성형한 것･냉동한 것 또는 기타의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

　 -蛋黄; Egg yolks; 난황

0408.1100 --干的 --Dried --건조한 것 20 90 13 5,15 AB

0408.1900 --其他 --Other --기타 20 90 13 5 AB

　 -其他; Other; 기타 난황

0408.9100 --干的 --Dried --건조한 것 20 90 13 5,15 AB

0408.9900 --其他 --Other --기타 20 90 13 5,15 AB

04.09 天然蜂蜜; Natural honey; 천연꿀

0409.0000 天然蜂蜜 Natural honey 천연꿀 15 80 13 5 AB

04.10 其他税目未列名的食用动物产品; Edible products of animal origin,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0410.0010 ---燕窝 ---Salanganes’nests ---제비집 25 80 17 5 AB

　 ---蜂产品; Bee products; 꿀생산품

0410.0041 ----鲜蜂王浆 ----Pure royal jelley ----로열젤리 15 70 13 5 AB

0410.0042 ----鲜蜂王浆粉 ----Pure royal jelley, in powder ----로열젤리 분 15 70 17 5 AB

0410.0043 ----蜂花粉 ----Bee pollen ----비 폴렌(벌꿀 화분) 20 70 17 5 AB

0410.0049 ----其他 ----Other ----기타 20 70 17 5 AB

0410.0090 ---其他 ---Other ---기타 20 70 17

0410.0090.10
其他编号未列名濒危野生动物产品
(食用)

Other edible products of endangered wild ani-
mal origin,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기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식용 야생 동물 생산품

20 70 17 ABFE

0410.0090.90 其他编号未列名的食用动物产品
Other edible products of animal origin,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기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 동물 생
산품

20 70 17 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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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章   其他动物产品; Products of animal origin,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생산품

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05.01 未经加工的人发, 不论是否洗涤; 废人发; Human hair, unworked, whether or not washed or scoured; waste of human hair; 인모(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세척 또는 세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와 그 웨이스트

0501.0000 未经加工的人发; 废人发(不论是
否洗涤)

Human hair, unworked, whether or not washed 
or scoured; waste of human hair

인모(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세척 
또는 세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와 그 
웨이스트

15 90 17 15 B9

05.02 猪鬃, 猪毛; 獾毛及其他制刷用兽毛; 上述鬃毛的废料; Pigs', hogs', or boars’, bristles and hair; badger hair and other brush making hair; waste of such 
bristles or hair; 돼지털, 멧돼지털, 오소리털 및 기타 브러시 제조용의 수모와 그 웨이스트

　 -猪鬃, 猪毛及其废料; Pigs’, hogs’, or boars,’, bristles and hair and waste thereof; 돼지털, 멧돼지털 및 그 웨이스트

0502.1010 ---猪鬃 ---Bristles ---돼지털 20 90 13 5,15 AB
0502.1020 ---猪毛 ---Hair ---돼지강모 20 90 13 5,15 AB
0502.1030 ---废料 ---Waste ---웨이스트 20 90 13 5 B9
　 -其他; Other; 기타

　 ---獾毛及其他制刷用兽毛; Badger hair and other brush making hair; 오소리털 및 기타 브러시 제조용 털

0502.9011 ----山羊毛 ----Goat hair ----산양털 20 90 13 5,15 AB
0502.9012 ----黄鼠狼尾毛 ----Weasel tail hair ----족제비 꼬리털 20 90 13 5,15 ABEF
0502.9019 ----其他 ----Other ----기타 20 90 13

0502.9019.10 濒危獾毛及其他制刷用濒危兽毛
Endangered Badger hair and other brush mak-
ing hair of endangered animals

멸종위기의 오소리털과 기타 멸종위기의 
브러쉬 제조용 털

20 90 13 　 ABFE

0502.9019.90 其他獾毛及其他制刷用兽毛
Other badger hair and other brush making hair 
of other animals

기타 오소리털과 기타 브러쉬 제조용 털 20 90 13 5,15 AB

0502.9020 ---废料 ---Waste ---웨이스트 20 90 13

0502.9020.10
濒危獾毛及其他制刷用濒危兽毛废
料

Waste of endangered badger hair and other 
brush making hair of endangered animals

멸종위기의 오소리털 및 기타 멸종위기의 
브러쉬 제조용의 수모와 그 웨이스트

20 90 13 　 BEF

0502.9020.90 其他獾毛及其他制刷用兽毛的废料
Waste of badger hair and other brush making 
hair of other animals

기타 오소리털 및 기타 브러쉬 제조용의 
수모와 그 웨이스트

20 90 13 5 9B

05.04
整个或切块的动物(鱼除外)的肠, 膀胱及胃, 鲜, 冷, 冻, 干, 熏, 盐腌或盐渍的; Guts, bladders and stomachs of animals(other than fish), whole and 
pieces there of, fresh, chilled, frozen, salted, in brine, dried or smoked; 동물(어류를 제외)의 장, 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신선·냉장·냉동·건조·훈제·염
장한 것과 염수장한 것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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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肠衣; Casings; 탄피

0504.0011 ----盐渍猪肠衣(猪大肠头除外) ----Hog casings, salted(excluding hog fat-ends) ----염장한 돼지의 창자외피(창자를 제외) 20 90 13 13 AB
0504.0012 ----盐渍绵羊肠衣 ----Sheep casings, salted ----염장한 면양의 창자외피 18 90 13 13 AB
0504.0013 ----盐渍山羊肠衣 ----Goat casings, salted ----염장한 산양의 창자외피 18 90 13 13 AB
0504.0014 ----盐渍猪大肠头 ----Hog fat-ends, salted ----염장한 돼지의 대장 끝 20 90 13 13 AB
0504.0019 ----其他 ----Other ----기타 동물의 창자외피 18 90 13 13 AB
　 ---胃; Gizzard; 위
0504.0021 ----冷, 冻的鸡胗 ----Cold, frozen gizzard ----냉장·냉동한 닭의 위 T2 T2 13 5 7AB
0504.0029 ----其他 ----Other ----기타 동물의 위 20 90 13 5 AB
0504.0090 ---其他 ---Other ---기타 동물의 장, 방광 20 80 13 5 AB

05.05

带有羽毛或羽绒的鸟皮及鸟体其他部分; 羽毛及不完整羽毛(不论是否修边), 羽绒, 仅经洗涤, 消毒或为了保藏而作过处理, 但未经进一步加工; 羽毛或不完

整羽毛的粉末及废料; Skins and other parts of birds, with their feathers or down; feathers and parts of feathers(whether or not with trimmed edges) 
and down, not further worked than cleaned, disinfected or treated for preservation; powder and waste of feathers or parts of feathers; 새의 우모피와 

우모가 붙은 기타 부분, 새의 깃털과 그 부분(가장자리가 정리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0505.1000暂 -填充用羽毛; 羽绒 -Feathers of a kind used for stuffing; down -솜털 및 충전재용 깃털 5 100 13

0505.1000暂.10
填充用濒危野生禽类羽毛, 羽绒(仅
经洗涤, 消毒等处理, 未进一步加
工)

Feathers of endangered wild birds, of a kind 
used for stuffing; down(not further worked than 
cleaned, disinfected or treated for preservation)

충전재용 멸종위기의 야생 가금류의 깃털; 
솜털(단지 물세탁을 하며, 소독 등의 처리
를 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 가공을 하지 
않은 것)

5 100 13 　 ABFE

0505.1000暂.90
其他填充用羽毛; 羽绒(仅经洗涤, 
消毒等处理, 未进一步加工)

Feathers of other birds, of a kind used for 
stuffing; down(not further worked than cleaned, 
disinfected or treated for preservation)

기타 충전재용 깃털; 솜털(단지 물세탁을 
하며, 소독 등의 처리를 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 가공을 하지 않은 것)

5 100 13 5,15 AB

　 -其他; Other; 기타

0505.9010 ---羽毛或不完整羽毛的粉末及废
料

---Powder and waste of feathers or parts of 
feathers ---우모 또는 우모분, 웨이스트 10 35 13 5 9AB

0505.9090 ---其他 ---Other ---우모 또는 우모분, 웨이스트 외 기타 10 90 13

0505.9090.10
其他濒危野生禽类羽毛, 羽绒(包括
带有羽毛或羽绒的鸟皮及鸟体的其
他部分)

Feathers and down of endangered wild 
birds(including skins and other parts of birds, 
with their feathers or down)

기타 멸종위기의 야생 조류의 깃털과 솜
털(깃털과 솜털이 있는 새의 가죽과 새의 
기타 부분을 포함)

10 90 13 　 A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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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9090.90
其他羽毛, 羽绒(包括带有羽毛或羽
绒的鸟皮及鸟体的其他部分)

Feathers and down of other birds(including 
skins and other parts of birds, with their 
feathers or down)

기타 새의 깃털과 솜털(깃털과 솜털이 있
는 새의 가죽과 새의 기타 부분을 포함)

10 90 13 5,15 AB

05.06
骨及角柱, 未经加工或经脱脂, 简单整理(但未切割成形), 酸处理或脱胶; 上述产品的粉末及废料; Bones and horn-cores, unworked, defatted, simply pre-
pared(but not cut to shape), treated with acid or degelatinized; powder and waste of these products;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506.1000 -经酸处理的骨胶原及骨 -Ossein and bones treated with acid -산처리한 골소와 뼈 12 50 17 AB
　 -其他; Other; 기타

　 ---骨粉, 骨废料; Powder and waste of bones; 골분과 뼈 웨이스트

0506.9011 ----含牛羊成分的 ----Of bovine and sheep ----소와 양의 성분을 포함한 것　 12 35 17

0506.9011.10
含牛羊成分的骨废料(未经加工或
仅经脱脂等加工的)

Waste of bones, containing bovine composition 
or sheep and goats composition(unworked, de-
fatted, simply prepared)

소와 양의 성분을 포함한 뼈 웨이스트(가
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탈지 정도의 가공
만 한 것)

12 35 17 　 9AB

0506.9011.90
含牛羊成分的骨粉(未经加工或仅
经脱脂等加工的)

Powder of bones, containing bovine composi-
tion or sheep and goats composition(unworked, 
defatted, simply prepared)

소와 양의 성분을 포함한 골분(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탈지 정도의 가공만 한 
것)

12 35 17 　 AB

0506.9019 ----其他 ----Other ----기타 12 35 17

0506.9019.10
其他骨废料(未经加工或仅经脱脂
等加工的)

Other waste of bones(unworked, defatted, sim-
ply prepared)

기타 뼈 웨이스트(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
는 탈지 정도의 가공만 한 것)

12 35 17 　 9AB

0506.9019.90
其他骨粉(未经加工或仅经脱脂等
加工的)

Other powder of bones(unworked, defatted, 
simply prepared)

기타 골분(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탈지 
정도의 가공만 한 것)

12 35 17 　 AB

0506.9090 ---其他 ---Other ---기타 12 50 13

0506.9090.11
已脱胶的虎骨(指未经加工或经脱
脂等加工的)

Tiger-bone(as tigris), degelatinized(unworked 
defatted, simply prepared)

탈교한 호랑이뼈(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탈지 등의 가공을 한 것)

12 50 13 　 89

0506.9090.19
未脱胶的虎骨(指未经加工或经脱
脂等加工的)

Tiger-bone(as tigris), not degelati-
nized(unworked, defatted, simply prepared)

탈교하지 않은 호랑이뼈(가공하지 아니
한 것 또는 탈지 등의 가공을 한 것)

12 50 13 　 89

0506.9090.21
已脱胶的豹骨(指未经加工或经脱
脂等加工的)

Leopard-bone, degelatinized(unworked, defatted, 
simply prepared)

탈교한 표범 뼈(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
는 탈지 등의 가공을 한 것)

12 50 13 　 ABFE

0506.9090.29
未脱胶的豹骨(指未经加工或经脱
脂等加工的)

Leopard-bone, not degelatinized(unworked, de-
fatted, simply prepared

탈교하지 않은 표범 뼈(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탈지 등의 가공을 한 것)

12 50 13 AB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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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9090.31
已脱胶的濒危野生动物的骨及角柱
(不包括虎骨, 豹骨, 指未经加工或
经脱脂等加工的)

Bones and horn-cores of endangered wild ani-
mals, degelatinized(other than tiger-bone, leop-
ard-bone, unworked, defatted, simply prepared)

탈교한 멸종위기의 야생동물의 뼈 및 혼
코어(호랑이의 뼈, 표범의 뼈를 제외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탈지 등의 가공
을 한 것)

12 50 13 AFEB

0506.9090.39
未脱胶的濒危野生动物的骨及角柱
(不包括虎骨, 豹骨, 指未经加工或
经脱脂等加工的)

Bones and horn-cores of endangered wild ani-
mals, not degelatinized(other than tiger-bone, 
leopard-bone, unworked, defatted, simply pre-
pared)

탈교하지 않은 멸종위기의 야생동물의 뼈 
및 혼코어(호랑이의 뼈, 표범의 뼈를 제외
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탈지 등
의 가공을 한 것)

12 50 13 　 AFEB

0506.9090.91
已脱胶的其他骨及角柱(不包括虎
骨, 豹骨, 指未经加工或经脱脂等
加工的)

Bones and horn-cores of other animals, degela-
tinized(other than tiger-bone, leopard-bone, un-
worked defatted, simply prepared)

탈교한 기타 뼈 및 혼코어(호랑이의 뼈, 
표범의 뼈를 제외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탈지 등의 가공을 한 것)

12 50 13 　 AB

0506.9090.99
未脱胶的其他骨及角柱(不包括虎
骨, 豹骨, 指未经加工或经脱脂等
加工的)

Bones and horn-cores of other animals, not 
degelatinized(other than tiger-bone, leop-
ard-bone, unworked, defatted, simply prepared)

탈교하지 않은 기타 뼈 및 혼코어(호랑이
의 뼈, 표범의 뼈를 제외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탈지 등의 가공을 한 것)

12 50 13 　 AB

05.07

兽牙, 龟壳, 鲸须毛, 角, 鹿角, 蹄, 甲, 爪及喙, 未经加工或仅简单整理但未切割成形; 上述产品的粉末及废料; Ivory, tortoise-shell, whalebone and whale-
bone hair, horns, antlers, hooves, nails, claws and beaks, unworked or simply prepared but not cut to shape; powder and waste of these products; 
아이보리, 귀갑, 고래수염과 그 털, 뿔사슴, 발굽, 발톱 및 부리(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507.1000 -兽牙; 兽牙粉末及废料 -Ivory; ivory powder and waste -아이보리 및 아이보리의 분과 웨이스트 10 30 13 　 　
0507.1000.10 犀牛角 Rhinocerus horn(cornu rhinocerotis) 코뿔소 뿔(코르누 리노케로티스) 10 30 13 5 89

0507.1000.20 其他濒危野生兽牙, 兽牙粉末及废料
Ivory, ivory powder and waste thereof of other en-

dangered wild animals

기타 멸종위기의 야생 아이보리, 아이
보리분과 웨이스트

10 30 13 　 AFEB

0507.1000.30 其他兽牙 Other ivory 기타 아이보리 10 30 13 5 AB

0507.1000.90 其他兽牙粉末及废料 Other ivory powder or waste thereof 기타 아이보리분과 웨이스트 10 30 13 5 9AB

　 -其他; Other; 기타

0507.9010 ---羚羊角及其粉末和废料 ---Antelope horns and powder or waste thereof ---영양의 각과 그 분과 웨이스트 3 14 13 5 ABFE
0507.9020 ---鹿茸及其粉末 ---Pilose antlers and powder thereof ---녹용과 그 분 11 30 13 5 ABFE

0507.9090 ---其他 ---Other
---그 외의 것들(귀갑, 고래수염과 그 털, 
녹용과 그분, 발굽, 발톱 및 부리 등)의 분
과 웨이스트

10 50 13 5 A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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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珊瑚及类似品, 未经加工或仅简单整理但未经进一步加工; 软体动物壳, 甲壳动物壳, 棘皮动物壳, 墨鱼骨, 未经加工或仅简单整理但未切割成形, 上述壳, 
骨的粉末及废料; Coral and similar materials, unworked or simply prepared but not otherwise worked; shells of molluscs, crustaceans or echinoderms 
and cuttle-bone, unworked or simply prepared but not cut to shape, powder and waste thereof;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

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 및 연체동물, 갑각류 또는 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

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와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508.0010 ---粉末及废料 ---Powder and waste ---분과 웨이스트 12 35 13 　 　

0508.0010.10

珊瑚及濒危水产品的粉末, 废料(包

括介, 贝, 棘皮动物壳, 墨鱼骨的

粉末及废料)

Powder and waste of endangered aquatic po-

duct(including shells of molluscs, crustaceans 

or echinoderms and cuttle-bone)

산호분과 멸종위기 수산품의 분, 웨이스트

(껍데기, 갑각류, 극피동물의 껍질, 오징어뼈

와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를 포함)

12 35 13 　 AFEB

0508.0010.90
其他水产品壳, 骨的粉末及废料(包
括介, 贝壳, 棘皮动物壳, 墨鱼骨
的粉末及废料)

Powder and waste of other aquatic products(in-
cluding shells of molluscs, crustaceans or echi-
noderms and cuttle-bone)

기타 수산품의 껍데기와 뼈의 분말 및 웨이
스트(껍데기, 갑각류, 극피동물의 껍질, 오징
어뼈와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를 포함)

12 35 13 5 AB

0508.0090 ---其他 ---Other ---기타 12 50 13 　 　
0508.0090.10

珊瑚及濒危水产品的壳, 骨(包括
介, 贝, 棘皮动物的壳, 墨鱼骨)

Shells, bone of Coral and aquatic products(in-
cluding shells of molluscs, crustaceans or echi-
noderms and cuttle-bone) 

산호 및 멸종위기 수산품의 껍데기와 뼈
(껍데기, 갑각류, 극피동물의 껍질, 오징어
뼈를 포함) 

12 50 13 　 AFEB

0508.0090.90
其他水产品的壳, 骨(包括介, 贝, 
棘皮动物的壳, 墨鱼骨) 

Shells and bone of other aquatic products(in-
cluding shells of molluscs, crustaceans or echi-
noderms and cuttle-bone)

기타 수산품의 껍데기와 뼈의 분말 및 웨이
스트(껍데기, 갑각류, 극피동물의 껍질, 오징
어뼈와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를 포함)

12 50 13 5 AB

05.10

龙涎香, 海狸香, 灵猫香及麝香; 斑蟊; 胆汁, 不论是否干制; 供配制药用的腺体及其他动物产品, 鲜, 冷, 冻或用其他方法暂时保藏的; Ambergris, castor-
eum, civet and musk; cantharides; bile, whether or not dried; glands and other animal products used in the preparation of pharmaceutical products, 
fresh, chilled, frozen or otherwise provisionally preserved; 용연향, 해리향, 시빗과 사향, 캔대리디즈, 담즙(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과 의약품 제조용의 

선(腺)이나 기타 동물성 생산품(신선･냉장･냉동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일시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함)　
0510.0010 ---黄药 ---Bezoar ---황약 3 14 13 5 　
0510.0010.10 牛黄 Calculus bovis 우황 3 14 13 5 8A

0510.0010.20 猴枣 Calculus macaca mulatta 원숭이 쓸개의 결석 3 14 13 5 QAFEB

0510.0010.90 其他黄药(不包括牛黄) Other bezoar(excluding calculus bovis) 기타 황약(우황을 포함하지 않음) 3 14 13 5 AFEB

0510.0020 ---龙涎香, 海狸香, 灵猫香 ---Ambergris, castoreum and civet ---해리향(Castoreum), 용연향 및 사향(civet) 7 50 13 5 AFEB
0510.0020.10 海狸香, 灵猫香 Castoreum and civet 용연향 및 사향(civet) 7 50 13 5 ABEF

0510.0020.20 龙涎香 Ambergris 해리향(Castoreum) 7 50 13 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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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0030 ---麝香 ---Musk ---사향(Musk) 7 20 13 　 8AF
0510.0040 ---斑蝥 ---Cantharides ---칸타리스(=*발포제(發疱劑)･이뇨제) 7 50 13 5 QAB
0510.0090 ---其他 ---Other ---기타 6 20 13 　 　

0510.0090.10
其他濒危野生动物胆汁及其他产品
(不论是否干制; 鲜, 冷, 冻或用其
他方法暂时保藏的)

Bile and other products of other endangered 
wild animals(whether or not dried, fresh, chil-
led, frozen or otherwise provisionally pre-
served)

기타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담즙 및 기
타 산품(건제한 것을 불문; 신선･냉장･
냉동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일시 저장
처리를 한 것에 한함)

6 20 13 　 AFEB

0510.0090.90
胆汁, 配药用腺体及其他动物产品
(不论是否干制; 鲜, 冷, 冻或用其
他方法暂时保藏的)

Bile, glands and other animals products used 
in the preparation of pharmaceutical products 
(whether or not dried, fresh, chilled, frozen or 
otherwise provisionally preserved)

담즙, 의약품 제조용의 선 및 기타 동
물의 산품(건제한 것을 불문; 신선･냉
장･냉동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일시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함)

6 20 13 5 AB

05.11 其他税目未列名的动物产品; 不适合供人食用的第一章或第三章的死动物; Animal product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dead animals of Chapter 1 
or 3, unfit for human consumption;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0511.1000 -牛的精液 -Bovine semen -소의 정액　 0 0 13 　 　
0511.1000.10 濒危野生牛的精液 Semen of endangered wild bovine 멸종위기 야생소의 정액 0 0 13 　 ABFE

0511.1000.90 其他牛的精液 0ther bovine semen 기타 소의 정액 0 0 13 5 AB

　 -其他; Other; 기타

　 --鱼, 甲壳动物, 软体动物, 其他水生无脊椎动物的产品; 第三章的死动物; Products of fish or crustaceans, molluscs or other aquatic invertebrates; dead animals of Chapter 
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생산품 및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鱼的; Fish; 어류

0511.9111暂 ----受精鱼卵 ----Fertilized fish eggs ----어류의 수정란 0 35 13

0511.9111暂.10 濒危鱼的受精卵
Fertilized eggs of endangered fish in imminent 
dangers

멸종위기 어류의 수정란 0 35 13 　 ABFE

0511.9111暂.90 其他受精鱼卵 Other fertilized fish eggs
기타 어류의 비식용 상품(어류의 배를 
포함)

0 35 13 5 AB

0511.9119 ----其他 ----Other ----기타 12 35 13

0511.9119.10 濒危鱼的非食用产品(包括鱼肚)
Products of endangered fish(including fish 
maw) unfit for human consumption

멸종위기 어류의 비식용상품(어류의 배를 
포함)

12 35 13 　 AB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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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9119.90 其他鱼的非食用产品(包括鱼肚)
Product of other fish(including fish maw) unfit 
for human consumption

기타 어류의 비식용 상품(어류의 배를 포
함)

12 35 13 5 AB

0511.9190 ---其他 ---Other ---기타 12 35 13

0511.9190.10
濒危水生无脊椎动物产品(包括甲
壳动物, 软体动物, 第三章死动物) 

Products of endangered crustaceans molluscs or 
other aquatic invertebrates; dead animals of 
Chapter 3

멸종위기의 수생무척추동물의 생산품(갑각
동물, 연체동물, 제3장의 사체동물을 포함)

12 35 13 　 ABFE

0511.9190.90
其他水生无脊椎动物产品(包括甲
壳动物, 软体动物, 第三章死动物) 

Other products of crustaceans, molluscs or oth-
er aquatic invertebrates; dead animals of 
Chapter 3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생산품(갑각동물, 연
체동물, 제3장의 사체동물을 포함)

12 35 13 5 AB

　 --其他; Other; 기타

0511.9910 ---动物精液(牛的精液除外) ---Animal semen, other than bovine semen ---동물의 피(소의 정액은 제외) 0 0 13

0511.9910.10 濒危野生动物精液(牛的精液除外)
Semen of dangers wild animals(other than bo-
vine semen)

멸종위기의 야생동물의 정액(소의 정액은 
제외)

0 0 13 　 AFEB

0511.9910.90 其他动物精液(牛的精液除外)
Semen of other animals(other than bovine se-
men)

기타 동물의 정액(소의 정액은 제외) 0 0 13 5 AB

0511.9920 ---动物胚胎 ---Animal embryo ---동물의 배아 0 0 13
0511.9920.10 濒危野生动物胚胎 Embryo of endangered wild animals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배아 0 0 13 　 AFEB

0511.9920.90 其他动物胚胎 Embryo of other animals 기타 동물의 배아 0 0 13 5 AB

0511.9930 ---蚕种 ---Silkworm graine ---누에알 0 0 13 5 AB

0511.9940 ---马毛及废马毛, 不论是否制成有
或无衬垫的毛片

---Horsehair and Horsehair waster, whether or 
not put up as a layer with or without supporting 
material

---마모 및 마모의 웨이스트(층상으로 한 
것인지 또는 지지물을 사용하였는지의 여
부를 불문)

15 90 13 5,15

0511.9940.10
废马毛(不论是否制成有或无衬垫
的毛片) 

Horsehair waster(whether or not put up as a 
lalyer with or without supporting material)

마모의 웨이스트(층상으로 한 것인지 또
는 지지물을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불
문)

15 90 13 5,15 9B

0511.9940.90
其他马毛(不论是否制成有或无衬
垫的毛片) 

Other horsehair(whether or not put up as a 
lalyer with or without supporting material)

기타 마모(층상으로 한 것인지 또는 지
지물을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

15 90 13 5,15 AB

0511.9990 ---其他 ---Other ---기타 12 3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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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9990.10
其他编号未列名濒危野生动物产品
(包括不适合供人食用的第一章的
死动物)

Products of endangered wild animals, not else-
where specified or included(including dead ani-
mals of Chapter 1, unfit for human consumption)

기타 분류되어 있지 않은 멸종위기 야생
동물의 상품(사람이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제1장 동물의 사체를 포함)

12 35 13 　 AFEB

0511.9990.90
其他编号未列名的动物产品(包括
不适合供人食用的第一章的死动
物)

Animal product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
cluded(including dead animals of Chapter l, 
unfit for human consumption)

기타 열거하지 않은 동물의 상품(사람이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제1장 동물의 사체
를 포함)

12 35 13 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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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六章  活树及其他活植物; 鳞茎, 根及类似品; 插花及装饰用簇叶; Live trees and other plants; bulbs, roots and the like; cut flowers and orna-
mental foliage;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 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切花)와 장식용의 잎

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06.01
鳞茎, 块茎, 块根, 球茎, 根颈及根茎, 休眠, 生长或开花的; 菊苣植物及其根, 但税目12.12的根除外; Bulbs, tubers, tuberous roots, corms, crowns and 
rhizomes, dormant, in growth or in flower; chicory plants and roots other than roots of heading No. 12.12; 인경, 괴경, 괴근, 구경 및 근경으로 휴면상태

의 것, 경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피어 있는 것과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제12.12호의 뿌리를 제외)　
　 -休眠的鳞茎, 块茎, 块根, 球茎, 根颈及根茎; Bulbs, tubers, tuberous roots, corms, crowns and rhizomes, dormant; 인경, 괴경, 괴근, 구경 및 근경으로서 휴면상태의 것

0601.1010 ---番红花球茎 ---Stigma croci corms ---적황색 크로커스 구경 4 14 13 5 AB
　 ---百合球茎; lily corms; 백합 구경

0601.1021 ----种用 ----Seed ----재배용 0 0 13 AB
0601.1029 ----其他 ----Other ----기타 5 40 13 AB
　 ---其他; Other; 기타

0601.1091 ----种用 ----Seed ----재배용 0 0 13 　

0601.1091.10
种用休眠的兰花块茎(包括球茎, 根
颈及根茎)

Orchid tubers, dormant, seed(including corms, 
crowns and rhizomes)

휴면상태인 재배용 난초의 괴경<*=식물
의 알줄기, 둥근 꼴줄기>(구경, 근경을 포
함)

0 0 13 5 AFEB

0601.1091.91
种用休眠其他濒危植物鳞茎等(包
括球茎, 根颈, 根茎, 鳞茎, 块茎, 
块根)

Bulbs, tubers, tuberousroots, dormant, seed(in-
cludingcorms, crownsandrhizomes)of endangered 
plants 

기타 휴면상태의 멸종위기에 처한 재
배용 식물의 인경 등(구경, 근경, 인경, 괴
경을 포함) 

0 0 13 　 ABFE

0601.1091.99
种用休眠的其他鳞茎, 块茎, 块根
(包括球茎, 根颈及根茎)

Other bulbs, tubers, tuberous roots, dormant, 
seed(including corms, crowns and rhizomes)

기타 휴면상태의 재배용 인경, 괴경, 괴근
(구경과 근경을 포함)

0 0 13 5 AB

0601.1099 ----其他 ----Other ----기타 5 40 13 　
0601.1099.10

其他休眠的兰花块茎(包括球茎, 根
颈及根茎)

Other orchid tubers, dormant(including corms, 
crowns and rhizomes)

기타 휴면상태의 난초 괴경(구경, 근경을 
포함)

5 40 13 5 AFEB

0601.1099.91
其他休眠濒危植物鳞茎等(包括球
茎, 根颈, 根茎, 鳞茎, 块茎, 块根)

Other endangered bulbs(including corms, 
crowns, rhizomes, bulbs, tuber, tuberous, roots, 
dormant)

기타 휴면상태의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의 
인경 등(구경, 근경, 인경, 괴경을 포함)

5 40 13 　 AFEB

0601.1099.99
其他休眠的其他鳞茎, 块茎, 块根
(包括球茎, 根颈及根茎)

Other bulbs, tubers, tuberous roots, dormant, 
seed(including corms, crowns and rhizomes), 
dormant

기타 휴면상태의 기타 인경, 괴경, 괴근
(구경, 근경을 포함)

5 40 13 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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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2000
-生长或开花的鳞茎, 块茎, 块根,
球茎, 根颈及根茎; 菊苣植物及其

根

-Bulbs, tubers, tuberous roots, corms, crowns 
and rhizomes, in growth or in flower; chicory 
plants and roots

-인경, 괴경, 괴근, 구경 및 근경으로서 경

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붙어 

있는 것과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

15 80 13 　

0601.2000.10
生长或开花的兰花块茎(包括球茎, 

根颈及根茎) 

Orchid tubers, in growth or in flower(including 

corms, crowns and rhizomes)

성장하고 있는 것이나 꽃이 붙어 있는 난

초 괴경(구경, 근경을 포함)
15 80 13 5 AFEB

0601.2000.20 生长或开花的仙客来鳞茎 Cyclamen tubers, in growth or in flower
성장하고 있는 것이나 꽃이 붙어있는 시

클라멘(Cyclamen tuber) 인경
15 80 13 5 AFEB

0601.2000.91

生长或开花的其他濒危植物鳞茎等

(包括球茎, 根颈, 根茎, 鳞茎, 块

茎, 块根, 菊苣植物) 

Other endangered plants bulbs, (including 

corms, rhizomes, bulbs, tubers, tuberous roots, 

chicory plants) in growth or in flower

성장하고 있는 것이나 꽃이 붙어있는 멸

종위기 식물의 인경 등(구경, 근경, 인경, 

괴경, 치커리를 포함)

15 80 13 AFEB

0601.2000.99
生长或开花的其他鳞茎及菊苣植物
(包括块茎, 块根, 球茎, 根颈及根
茎, 编号1212根除外)

Other bulbs and chicory plants(including tu-
bers, tuberous roots, corms, crowns and rhi-
zomes, other than roots of heading No. 12.12) 
in growth in flower

성장하고 있는 것이나 꽃이 붙어있는 기
타 인경 및 치커리(괴경, 구경, 근경을 
포함하며 제12.12 호 품목의 뿌리는 제
외)

15 80 13 5 AB

06.02 其他活植物(包括其根), 插枝及接穗; 蘑菇菌丝; Other live plants(including their roots) cuttings and slips; mushroom spawn; 기타 산 식물(뿌리를 포함)･삽
수･접수 및 버섯의 종균

0602.1000 -无根插枝及接穗 -Unrooted cuttings and slips -뿌리가 없는 삽수와 접수　 0 0 13 　
0602.1000.10 濒危植物的无根插枝及接穗

Unrooted cuttings and slips of endangered 
plants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의 뿌리가 없는 삽
수와 접수

0 0 13 　 ABFE

0602.1000.90 其他无根插枝及接穗 Other unrooted cuttings and slips 기타 뿌리가 없는 삽수와 접수 0 0 13 5 AB

　 -食用水果或食用坚果的树, 灌木, 不论是否嫁接; Trees, shrubs and bushes, grafted or not, of kinds which bear edible fruit or nuts; 수목 및 관목(식용의 과실 또는 견과류
의 것으로서 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0602.2010 ---种用苗木 ---Seedlings ---재배용의 식용 과실 또는 식용견과류의 
묘목, 관목

0 0 13 　 AB

0602.2090 ---其他 ---Other ---기타 10 80 13 5 AB
　 -杜鹃, 不论是否嫁接; Rhododendrons and azaleas, grafted or not; 진달래(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0602.3010 ---种用 ---Seedlings ---재배용 0 0 13 5 AB
0602.3090 ---其他; ---Other ---기타 15 80 13 5 AB
　 -玫瑰, 不论是否嫁接; Roses, grafted or not; 장미(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0602.4010 ---种用 ---Seedlings ---재배용 0 0 13 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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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4090 ---其他 ---Other ---기타 15 80 13 5 AB
　 -其他; Other; 기타

0602.9010 ---蘑菇菌丝 ---Mushroom spawn ---버섯의 종균 0 0 13 5 AB
　 ---其他; Other; 기타

0602.9091 ----种用苗木 ----Seedlings ----재배용 묘목 　 0 0 13 　
0602.9091.10 种用兰花 Orchid, seedlings 재배용 난초 0 0 13 　 AFEB

0602.9091.20 种用红豆杉苗木 Chinese yew, seeding 재배용 주목(Chinese yew) 묘목 0 0 13 AFEB

0602.9091.91 其他濒危植物种用苗木 Other seedlings of endangered plants 기타 멸종위기 식물의 재배용 묘목 0 0 13 　 AFEB

0602.9091.99 其他种用苗木 Other nursery stock, seedlings 기타 재배용 묘목 0 0 13 　 AB

0602.9092 ----兰花 ----Orchid ----난초 10 80 13 5 ABFE
0602.9093 ----菊花 ----Chrysanthemum ----국화 10 80 13 0,5 AB
0602.9094 ----百合 ----Lily ----백합 10 80 13 5
0602.9094.10 芦荟(种用除外) Aloe(other than seedlings) 알로에(재배용의 것은 제외) 10 80 13 5 ABFEQ

0602.9094.90 其他百合(种用除外) Other lily(other than seedling) 기타 백합(재배용의 것은 제외) 10 80 13 AB

0602.9095 ----康乃馨 ----Carnation ----카네이션 10 80 13 5 AB
0602.9099 ----其他 ----Other ----기타 10 80 13

0602.9099.10 苏铁(铁树)类 Sago cycas(Cycas revoluta) 소철류 10 80 13 5 ABFE

0602.9099.20 仙人掌(包括仙人球, 仙人柱, 仙人指)
Cactus(including ball cactus, column cactus, finger 

cactus)

선인장(선인구<=공처럼 생긴 선인장의 한 
종>, 선인주<=피타야-pitaya>, 선인지를 포
함)

10 80 13 5 ABFE

0602.9099.30 红豆杉(种用除外) Chinese yew(other than seeding) 주목(chinese yew), (재배용의 것은 제외) 10 80 13 ABFE

0602.9099.91 其他濒危活植物(种用除外)
Other live plants in imminent dangers(other 
than seedlings)

기타 멸종위기의 살아있는 식물(재배용의 
것은 제외)

10 80 13 AFEB

0602.9099.99 其他活植物(种用除外) Other live plants(other than seedlings) 기타 살아있는 식물(재배용의 것은 제외) 10 80 13 5 AB

06.03
制花束或装饰用的插花及花蕾, 鲜, 干, 染色, 漂白, 浸渍或用其他方法处理的; Cut flowers and flower buds of a kind suitable for bouquets or for orna-
mental purposes, fresh, dried, dyed, bleached, impregnated or otherwise prepared; 절화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 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
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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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鲜的; Fresh; 신선한 것

0603.1100 --玫瑰 --Roses --장미 10 100 13 5 AB
0603.1200 --康乃馨 --Carnations --카네이션 10 100 13 5 AB
0603.1300 --兰花 --Orchilds --난초 10 100 13 5 ABEF
0603.1400 --菊花 --Chrysanthemums --국화 10 100 13 5 AB
0603.1500 ---百合花(百合属) ---Lily(Lilium spp.) ---백합화(백합과) 10 100 13 5 AB
0603.1900 ---其他 ---Other ---기타　 10 100 13 　

0603.1900.10
鲜的濒危植物插花及花蕾(制花束

或装饰用的)

Cut flowers and flower buds of plants in im-

minent dangers(of a kind suitable for bouquets 

or for ornamental purposes) fresh

신선한 멸종위기의 절화와 꽃봉오리(꽃다

발 혹은 장식용)
10 100 13 　 ABFE

0603.1900.90
其他鲜的插花及花蕾(制花束或装

饰用的)

Other cut flower and flower buds(of a kind 

suitable for bouquets or for ornamental pur-

poses) fresh

기타 신선한 절화와 꽃봉오리(꽃다발 혹

은 장식용)
10 100 13 5 AB

0603.9000 -其他 -Other -기타 23 100 17

0603.9000.10
干或染色等加工濒危插花及花蕾

(制花束或装饰用的, 鲜的除外)

Cut flowers and flower buds of endangered 

plants(of a kind suitable for bouquets or for 

ornamental purposes), other than fresh dried, 

dyed or otherwise prepared, other than fresh

건조 혹은 염색 등의 가공한 멸종위기의 

절화와 꽃봉오리(꽃다발 혹은 장식용, 신

선한 것은 제외)

23 100 17 ABFE

0603.9000.90
其他干或染色等加工的插花及花蕾

(制花束或装饰用的, 鲜的除外)

Other cut flowers and flower buds(of a kind suit-
able for bouquets or for ornamental purposes), 
dried, dyed or otherwise prepared, other than fresh

기타 건조 혹은 염색 등의 가공한 절화와 

꽃봉오리(꽃다발 혹은 장식용, 신선한 것

은 제외)

23 100 17 5 AB

06.04

制花束或装饰用的不带花及花蕾的植物枝, 叶或其他部分, 草, 苔藓及地衣, 鲜, 干, 染色, 漂白, 浸渍或用其他方法处理的; Foliage, branches and other 
parts of plants, without flowers or flower-buds, and grasses, mosses and lichens, being goods of a kind suitable for bouquets or for ornamental 
purposes, fresh, dried, dyed, bleached, impregnated or otherwise prepared; 식물의 잎･가지 및 기타의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에 한함)과 풀･이끼 

및 지의(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　
　 -鲜的; Fresh; 신선한 것

0604.2010 -苔藓及地衣 -Mosses and lichens -이끼와 지의 23 100 13 5 AB
0604.2090 -其他 -Other -기타　 10 10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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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2090.10

其他鲜濒危植物枝, 叶或其他部分, 草 

(枝, 叶或其他部分是指制花束或装饰

用并且不带花及花蕾)

Other foliage, branches and other parts of endan-

gered plants, fresh, and grasses, without flowers or 

flower buds(being goods of a kind suitable for 

bouquets or for ornamental purposes)

신선한 멸종위기 식물의 잎･가지 혹은 기

타 부분과 풀(꽃다발 및 장식용, 꽃과 꽃

봉오리가 없는 것에 한함)

10 100 13 ABFE

0604.2090.90
其他鲜植物枝, 叶或其他部分, 草
(枝, 叶或其他部分是指制花束或装
饰用并且不带花及花蕾)

Other foliage, branches and other parts of 
plants, fresh, and grasses, without flowers or 
flower buds(being good of a kind suitable for 
bouquets or for ornamental purposes)

신선한 기타 식물의 잎･가지 혹은 기타 
부분과 풀(꽃다발 및 장식용, 꽃과 꽃봉오
리가 없는 것에 한함)

10 100 13 5 AB

　 -其他: Other: 기타

0604.9010 --苔藓及地衣 --Mosses and hiehens --이끼와 지의(=Mosses and lichens) 23 100 13　 5 AB　
0604.9090 --其他 --Other --기타 10 100 17 　 　

0604.9090.10

其他染色或经加工濒危植物枝, 叶, 

草等(枝, 叶或其他部分是指制花束或

装饰用并且不带花及花蕾)

Other foliage, branches and other Parts of en-
dangered plants, and grasses without flowers 
or flower buds, (being goods of a kind suit-
able for bouquets or for ornamental purposes)

기타 염색 혹은 가공한 멸종위기 식물
의 잎, 가지와 풀 등(꽃다발 및 장식용, 
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에 한함)

10 100 17 　 ABFE

0604.9090.90
其他染色或加工的枝, 叶, 草等(枝, 
叶或其他部分是指制花束或装饰用
并且不带花及花蕾)

Other foliage, branches and other parts of 
plants, and grasses without flowers or flower 
buds, (being goods of a kind suitable for bou-
quets or for ornamental purposes)

기타 염색 혹은 가공한 식물의 잎･가지와 
풀 등(꽃다발 및 장식용, 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에 한함)

10 100 17 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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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七章  食用蔬菜, 根及块茎; Edible vegetables and certain roots and tubers; 식용의 채소, 뿌리 및 괴경

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07.01 鲜或冷藏的马铃薯; Potatoes, fresh or chilled; 감자(신선･냉장한 것에 한함)
0701.1000 -种用 -Seeds -재배용 13 70 13 AB
0701.9000 -其他 -Other -기타 13 70 13 AB

07.02 鲜或冷藏的番茄; Tomatoes, fresh or chilled; 토마토(신선･냉장한 것에 한함)
0702.0000 鲜或冷藏的番茄 Tomatoes, fresh or chilled 신선･냉장한 토마토 13 70 13 AB

07.03 鲜或冷藏的洋葱, 青葱, 大蒜, 韭葱及其他葱属蔬菜; Onions, shallots, garlic, leeks and other alliaceous vegetables, fresh or chilled; 양파, 쪽파, 마늘부추
와 기타 파 속의 채소(신선･냉장한 것에 한함)　

　 -洋葱及青葱; Onions and shallots; 양파와 샬롯

0703.1010 ---洋葱 ---Onions ---양파 13 70 13 AB
0703.1020 ---青葱 ---Shallots ---샬롯 13 70 13 AB
　 -大蒜; Garlic; 마늘　
0703.2010 ---蒜头 ---Garlic bulbs ---통마늘 13 70 13 AB
0703.2020 ---蒜台及蒜苗(青蒜) ---Garlic stems, garlic seedlings ---마늘대 및 마늘싹(풋마늘 포함) 13 70 13 AB
0703.2090 ---其他 ---Other ---기타 13 70 13 AB
　 -韭葱及其他葱属蔬菜; Leeks and other alliaceous vegetables; 리크와 기타 파속의 채소　
0703.9010 ---韭葱 ---Leeks ---리크 13 70 13 AB
0703.9020 ---大葱 ---Scallion ---대파 13 70 13 AB
0703.9090 ---其他 ---Other ---기타 13 70 13 AB

07.04 鲜或冷藏的卷心菜, 菜花, 球茎甘蓝, 羽衣甘蓝及类似的食用芥菜类蔬菜; Cabbages, cauliflowers, kohlrabi, kale and similar edible brassicas, fresh or 
chilled; 양배추, 꽃양배추, 구경양배추, 케일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배추 속(신선･냉장한 것에 한함)

0704.1000 -菜花及硬花甘蓝 -Cauliflowers and headed broccoli -꽃양배추 및 결구된 브로콜리 10 70 13 　
0704.1000.01 鲜, 冷硬花甘蓝 Headed broccoli, fresh or chilled 신선･냉장의 딱딱한 브로콜리 10 70 13 AB

0704.1000.02 鲜, 冷花椰菜(花椰菜也叫菜花) Cauliflowers, fresh or chilled 신선･냉장의 꽃양배추(Cauliflowers) 10 70 13 AB

0704.2000 -抱子甘蓝 -Brussels sprouts -방울다다기 양배추 13 70 13 AB

　 -其他; Other;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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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0704.9010 ---卷心菜 ---Cabbage(Brassica oleracea var. capitata) ---양배추 13 70 13 AB
0704.9020 ---西兰花 ---Broccolis(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브로콜리 13 70 13 AB
0704.9090 ---其他 ---Other ---기타 13 70 13 　
0704.9090.01 鲜, 冷其他甘蓝 Other Cabbage, fresh or chilled 신선･냉장의 기타 양배추 13 70 13 AB

0704.9090.90 鲜或冷藏的其他食用芥菜类蔬菜 Other edible brassicas, fresh or chilled 신선･냉장의 기타 식용 갓류 채소 13 70 13 AB

07.05 鲜或冷藏的莴苣及菊苣; Lettuce(lactuca sativa) and chicory(Cichorium spp.), fresh or chilled; 상추(락투카사티바) 및 치커리(시커리엄종), (신선･냉장의 것

에 한함)
　 -莴苣; Lettuce; 상추

0705.1100 --结球莴苣(包心生菜) --Cabbage lettuce(head lettuce) --결구상추 10 70 13 AB
0705.1900 --其他 --Other --기타 상추 10 70 13 AB
　 -菊苣; Chicory; 치커리

0705.2100 --维特罗夫菊苣 --Witloof chicory(Cichoriym intybus var. foliosum) --위트루우프 치커리(시코리엄, 인티버
스 변종, 포리오섬) 13 70 13 AB

0705.2900 --其他 --Other --기타 13 70 13 AB

07.06 鲜或冷藏的胡萝卜, 萝卜, 色拉甜菜根, 婆罗门参, 块根芹, 小萝卜及类似的食用根茎; Carrots, turnips, salad beetroot, salsify, celeriac, radishes and sim-
ilar edible roots, fresh or chilled; 당근, 순무, 샐러드용 사탕무우 뿌리, 선모, 셀러리악, 무,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냉장한 것에 한함)

0706.1000 -胡萝卜及萝卜 -Carrots and turnips -당근과 순무 13 70 13 　
0706.1000.01 鲜, 冷胡萝卜 Carrots, fresh or chilled 신선･냉장한 당근 13 70 13 AB

0706.1000.90 鲜或冷藏的萝卜 Turnips, fresh or chilled 신선･냉장한 순무 13 70 13 AB

0706.9000 -其他 -Other -기타 13 70 13 AB

07.07 鲜或冷藏的黄瓜及小黄瓜; Cucumbers and gherkins, fresh or chilled; 오이류(신선･냉장한 것에 한함)
0707.0000 鲜或冷藏的黄瓜及小黄瓜 Cucumbers and gherkins, fresh or chilled 신선･냉장한 오이류 13 70 13 AB

07.08 鲜或冷藏的豆类蔬菜, 不论是否脱荚; Leguminous vegetables, shelled or unshelled, fresh or chilled; 채두류(꼬투리 유무를 불문하며 신선･냉장한 것에 한함)
0708.1000 -豌豆 -Peas(Pisum sativum) -완두(피섬 새티범) 13 70 13 AB
0708.2000 -豇豆及菜豆 -Beans(Vigna spp., Phaseolus spp.) -동부와 강낭콩(비그나종, 파세러스종) 13 70 13 AB
0708.9000 -其他豆类蔬菜 -Other leguminous vegetables -기타 채두류 13 70 13 AB

07.09 鲜或冷藏的其他蔬菜; Other vegetables, fresh or chilled; 기타의 채소(신선･냉장한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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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0709.2000 -芦笋 -Asparagus -아스파라거스 13 70 13 AB
0709.3000 -茄子 -Aubergines(egg-plants) -가지(에그플랜트) 13 70 13 AB
0709.4000 -芹菜, 但块根芹除外 -Celery, other than celeriac -샐러리(미나리과의 속, 셀러리악은 제외) 10 70 13 AB
　 -蘑菇及块菌; Mushrooms and truffles; 버섯과 송로　
0709.5100 --伞菌属蘑菇 --Mushrooms of the genus Agaricus --아가리쿠스속(Agaricus)의 버섯 13 90 13 AB
　 --其他; Other; 기타

0709.5910 ---松茸 ---Sungmo ---송이버섯 13 90 13 ABE
0709.5920 ---香菇 ---shiitake ---표고버섯 13 90 13 AB
0709.5930 ---金针菇 ---Winter mushroom ---팽이버섯 13 90 13 AB
0709.5940 ---草菇 ---Paddy straw mushroom ---초고버섯 13 90 13 AB
0709.5950 ---口蘑 ---Tricholoma mongolicum Imai ---구마버섯 13 90 13 AB
0709.5960 ---块菌 ---Truffle ---송로버섯 13 90 13 5 AB
0709.5990 ---其他 ---Other ---기타 13 90 13 AB

0709.6000 -辣椒, 包括甜椒
-Fruits of the genus Capsicum or of the genus 
Pimenta

-고추류, 단고추 포함(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13 70 13 AB

0709.7000 -菠菜
-Spinach, New Zealand spinach and orache spi-
nach(garden spinach)

-시금치류(뉴질랜드 시금치와 orache 시
금치(정원 시금치)) 13 70 13 AB

　 -其他; Other; 기타

0709.9100 --洋蓟 --Globe artichokes --글로브 아티초크 13 70 13 5 AB

0709.9200 --油橄榄 --Olives --올리브 13 70 13 5 AB
0709.9300 --南瓜, 笋瓜及瓠瓜(南瓜属) --Pumpkin, squash and gourd(cucurbita spp.) --호박, 겨울호박, 호리병박 13 70 13 AB
　 --其他; Other; 기타

0709.9910 ---竹笋 ---Bamboo shoots ---죽순　 13 70 13 　
0709.9910.10 鲜或冷藏的酸竹笋 Acidosasa shoots, fresh or chilled 신선･냉장한 산죽순 13 70 13 ABE

0709.9910.90 鲜或冷藏的其他竹笋 Other bamboo shoots, fresh or chilled 신선･냉장한 기타 죽순 13 70 13 AB

0709.9990 ---其他 ---Other ---기타 13 70 13
0709.9990.01 鲜或冷藏的丝瓜 Loofah, fresh or chilled 신선･냉장한 수세미외 13 70 13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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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9990.02 鲜或冷藏的青江菜 Bok choy, fresh or chilled 신선･냉장한 청경채 13 70 13 AB

0709.9990.03 鲜或冷藏的小白菜 Pakchoi, fresh or chilled 신선･냉장한 박초이(Bok-choy) 13 70 13 AB

0709.9990.04 鲜或冷藏的苦瓜 Balsum pear, fresh or chilled 신선･냉장한 여주 13 70 13 AB

0709.9990.05 鲜或冷藏的山葵 Horseradish, Freshorchilled 신선･냉장한 서양고추냉이 13 70 13 AB

0709.9990.10 鲜或冷藏的莼菜 Water shield, fresh or chilled 신선･냉장한 순채 13 70 13 ABE

0709.9990.90 鲜或冷藏的其他蔬菜 Other vegetables, fresh or chilled 신선･냉장한 기타 채소 13 70 13 AB

07.10 冷冻蔬菜(不论是否蒸煮); Vegetables(uncooked or cooked by steaming or boiling in water), frozen;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에 한함)
0710.1000 -马铃薯 -Potatoes -냉동감자 13 70 13 0,5 AB
　 -豆类, 蔬菜, 不论是否脱荚; Leguminous vegetables, shelled or unshelled; 탈각하거나 탈각하지 않은 두류, 채소　
0710.2100 --豌豆 --Peas(Pisum sativum) --냉동 완두(피섬 새티범) 13 70 13 0,5 AB
　 --豇豆及菜豆; Beans(Vigna spp., Phaseolus spp.); 냉동 콩류(비그나종, 파세러스종)

0710.2210 ---红小豆(赤豆) ---Small red(Adzuki) beans(Phaseolus or Vigna an-
gularis) ---냉동 팥(비그나종, 파세러스종) 13 70 13 0,5 AB

0710.2290 ---其他 ---other ---냉동 13 70 13 0,5 AB
0710.2900 --其他 --Other --기타 13 70 13 0,5 AB

0710.3000 -菠菜
-Spinach, New Zealand spinach and orache spi-
nach(garden spinach)

-시금치류(뉴질랜드 시금치와 orache 시금

치(정원 시금치)) 13 70 13 0,5 AB

0710.4000 -甜玉米 -Sweet corn -스위트 콘 10 70 13 0,5 AB
　 -其他蔬菜; Other vegetables; 기타 채소

0710.8010 ---松茸 ---Sungmo ---송이버섯 13 70 13 0,5 ABE
0710.8020 ---蒜苔及蒜苗(青蒜) ---Garlic stems, garlic seedlings ---마늘대 및 마늘싹(풋마늘 포함) 13 70 13 0,5 AB
0710.8030 ---蒜头 ---Garlic bulbs ---통마늘 13 70 13 0,5 AB
0710.8040 ---牛肝菌 ---Boletus ---그물버섯 13 70 13 0.5 AB
0710.8090 ---其他 ---Other ---기타 13 70 13 0,5 　
0710.8090.10 冷冻的大蒜瓣(不论是否蒸煮)

Garlic cloves, frozen(uncooked or cooked by 
steaming or boiling in water)

냉동 마늘구근(조리하지 않은 것 또는 물

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에 한함)
13 70 13 0,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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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8090.20 冷冻的香菇(不论是否蒸煮) 
Shiitake, frozen(uncooked or cooked by steam-
ing or boiling in water)

냉동 표고버섯(조리하지 않은 것 또는 물
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에 한함)

13 70 13 0,5 AB

0710.8090.30 冷冻莼菜(不论是否蒸煮) 
Water shield, frozen(uncooked or cooked by 
steaming or boiling in water)

냉동 순채(조리하지 않은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에 한함)

13 70 13 0,5 ABE

0710.8090.90 冷冻的未列名蔬菜(不论是否蒸煮) 
Vegetables, frozen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uncooked or cooked by steaming or 
boiling in water)

나열되지 않은 기타 냉동 채소(조리하지 
않은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에 한함)

13 70 13 0,5 AB

0710.9000 -什锦蔬菜 -Mixtures of vegetables -채소류의 혼합물 10 70 13 0,5 AB

07.11
暂时保藏(例如, 使用二氧化硫气体, 盐水, 亚硫酸水或其他防腐液) 的蔬菜, 但不适于直接食用的; Vegetables provisionally preserved(for example, by sul-
phur dioxide gas, in brine, in suphur water or in other preservative solutions), but unsuitable in that state for immediate consumption; 일시 저장 처리한 

채소(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 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함.)
0711.2000 -油橄榄 -Olives -올리브 13 70 13 5 AB
0711.4000 -黄瓜及小黄瓜 -Cucumbers and gherkins -오이류 13 70 13 5 AB
　 -蘑菇及块菌; Mushrooms and truffles; 버섯과 송로

　 --伞菌属蘑菇; Mushrooms of the genus Agaricus;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盐水的; In brine; 염수한 것

0711.5112 ----小白蘑菇 ----White mushroom ----염수한 흰 버섯 13 90 13 5 AB
0711.5119 ----其他 ----Other ----기타 13 90 13 5 AB

0711.5190 ---其他 ---Other ---일시 저장 처리한 기타 아가리쿠스
속의 버섯

13 90 13 5 AB

　 --其他; Other; 기타

　 ---盐水的; In brine; 염수한 것

0711.5911 ----松茸 ----Sungmo ----송이버섯 13 90 13 5 EAB
0711.5919 ----其他 ----Other ----기타 13 90 13 5 　
0711.5919.10 盐水的香菇(不适于直接食用的)

Shiitake, in brine(unsuitable in that state for 
immediate consumption)

염수한 표고버섯(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함)
13 90 13 5 AB

0711.5919.90
盐水的其他非伞菌属蘑菇及块菌
(不适于直接食用的) 

Other mushroom except the genus Agaricus 
and truffles, in brine(unsuitable in that state 
for immediate consumption)

염수한 기타 비 아가리쿠스속(Agaricus)
의 버섯과 송로(식용에 적합하지 아니
한 것에 한함)

13 90 13 5 AB



2015년도 중국의 농산물 품목분류 및 관세율  75

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0711.5990 ---其他 ---Other ---기타 13 90 13 5 　
0711.5990.10

暂时保藏的香菇(用二氧化硫气体
等物质处理, 但不适于直接食用的)

Shiitake, provisionally preserved(by sulphur di-
oxide gas, but unsuitable in that state for im-
mediate consumption)

일시저장 처리한 표고버섯(유황가스 등의 
물질로 일시 저장 처리한 것으로 식용
에 적합하지 않은 것)

13 90 13 5 AB

0711.5990.90
暂时保藏的蘑菇及块菌(用二氧化
硫气体等物质处理, 但不适于直接
食用的)

Mushrooms and truffles(by sulphur dioxide gas, 
or other wise prepared, but unsuitable in that 
state for immediate consumption)

일시저장 처리한 버섯 및 송로(유황가스 
등의 물질로 일시저장 처리한 것으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13 90 13 5 AB

　 -其他蔬菜; 什锦蔬菜; Other vegetables; mixtures of vegetables; 기타 채소 및 채소류의 혼합물

　 ---盐水的; In brine; 염수한 것

0711.9031 ----竹笋 ----Bamboo shoots ----죽순 13 70 13 5 　
0711.9031.10 盐水酸竹笋(不适于直接食用的)

Acidosasa chinensis shoots, in brine(unsuitable 
in that state for immediate consumption)

염수한 산 죽순(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함)

13 70 13 5 ABE

0711.9031.90 其他盐水竹笋(不适于直接食用的)
Other bamboo shoots, in brine(unsuitable in 
that state for immediate consumption)

기타 염수 죽순(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함)

13 70 13 5 AB

0711.9034 ----大蒜 ----Garlic ----마늘　 13 70 13 5 　
0711.9034.10

盐水简单腌制的大蒜头, 大蒜瓣(无
论是否去皮, 但不适于直接食用)

Garlic bulbs or garlic cloves, in brine(but un-
suitable in that state for immediate con-
sumption, whether skinned or not)

염수･간단 염제한 마늘머리 및 마늘구근
(껍질은 벗긴 것의 여부를 불문하며,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13 70 13 5 AB

0711.9034.90
盐水简单腌制的其他大蒜(不含蒜
头, 蒜瓣, 无论是否去皮, 但不适
于直接食用) 

Other garlic in brine(other than garlic bulbs, 
garlic cloves, whether or not skinned, but un-
suitable in that state for immediate con-
sumption)

염수･간단 염제한 기타 마늘(마늘통은 포
함하지 않음, 껍질은 벗긴 것의 여부를 
불문하며,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13 70 13 5 AB

0711.9039 ----其他 ----Other ----염수한 기타채소 및 채소류의 혼합
물

13 70 13 5 AB

0711.9090 ---其他 ---Other ---일시저장 처리한 기타채소 및 채소
류의 혼합물

13 90 13 5 AB

07.12 干蔬菜, 整个, 切块, 切片, 破碎或制成粉状, 但未经进一步加工的; Dried vegetables, whole, cut, sliced, broken or in powder, but not further prepared;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

0712.2000 -洋葱 -Onions -양파 13 80 13 0,5 AB

　 -蘑菇, 木耳, 银耳及块菌; Mushrooms, wood ears(Auricularia spp.), jelly fungi(Tremella spp.) and truffles; 버섯, 목이버섯(아우리쿨라리아종), 젤리균류(트레멜라종) 및 송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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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3100 --伞菌属蘑菇 --Mushrooms of the genus Agaricus --아가리쿠스속(Agaricus)의 버섯 13 80 13 0,5 AB
0712.3200 --木耳 --Wood ears(Auricularia spp.) --목이버섯(아우리쿨라리아종) 13 100 13 0,5,15 AB
0712.3300 --银耳 --Jelly fungi(Tremella spp.) --흰목이버섯(트레얼라종) 13 90 13 0,5,15 AB
　 --其他; Other; 기타

0712.3910 ---香菇 ---Shiitake ---표고버섯 13 100 13 5,15 AB
0712.3920 ---金针菇 ---Winter mushroom ---팽이버섯 13 100 13 0,5 AB
0712.3930 ---草菇 ---Paddy straw mushroom ---초고버섯 13 100 13 0,5 AB
0712.3940 ---口蘑 ---Tricholoma mongolicum Imai ---구마버섯 13 100 13 0,5 AB
0712.3950 ---牛肝菌 ---Boletus ---그물버섯 13 100 13 0,5 AB
0712.3990 ---其他 ---Other ---기타 13 100 13 0,5 　
0712.3990.10

干制松茸(整个, 切块, 切片, 破碎
或制成粉状, 但未经进一步加工的)

Dried sungmo(whole, cut, sliced, broken or in 
powder, but not further prepared)

말린 송이버섯(원상의 것･절단한 것･얇게 
썬 것･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
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

13 100 13 0,5 ABE

0712.3990.90
其他干制蘑菇及块菌(整个, 切块, 
切片, 破碎或制成粉状, 但未经进
一步加工的) 

Other dried mushrooms and truffles(whole, cut, 
sliced, broken or in powder, but not further 
prepared) 

기타 말린 버섯과 송로(원상의 것･절단한 
것･얇게 썬 것･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
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

13 100 13 0,5 AB

　 -其他蔬菜; 什锦蔬菜; Other vegetables; mixtures of vegetables; 기타 채소 및 채소류의 혼합물 　
0712.9010 ---笋干丝 ---Bamboo shoots ---죽순건채 13 80 13 　
0712.9010.10 酸竹笋干丝 Dried acidosasa chinensis shoots 산 죽순건채 13 80 13 ABE

0712.9010.90 其他笋干丝 Other bamboo shoots 기타 죽순건채 13 80 13 AB

0712.9020 ---紫萁(薇菜干) ---Osmund ---꿩고비(말린완두) 13 80 13 0,5 AB
0712.9030 ---金针菜(黄花菜) ---Day lily flowers ---말린 원추리 13 80 13 0,5 AB
0712.9040 ---蕨菜 ---Wild brake ---말린 고사리 13 80 13 0,5 AB
0712.9050 ---大蒜 ---Garlic ---마늘 13 80 17 　
0712.9050.10

干燥或脱水的大蒜头, 大蒜瓣(无论
是否去皮) 

Dried or dewatered garlic bulbs or garlic 
cloves(whether or not skinned)

건조 혹은 탈수한 마늘머리와 구근(껍질
을 벗긴 것의 여부를 불문)

13 80 17 AB

0712.9050.90
干燥或脱水的其他大蒜(不含蒜头, 
蒜瓣, 无论是否去皮) 

Other dried or dewatered garlic(other than gar-
lic bulbs garlic cloves, whether or not skin-
ned)

건조 혹은 탈수한 기타 마늘(마늘머리와 
구근을 포함하지 않으며 껍질을 벗긴 것
의 여부를 불문)

13 80 17 5,1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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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其他; Other; 기타

0712.9091 ----辣根 ---Cochlearia ---고추냉이 13 80 13 0,5 AB
0712.9099 ----其他 ----Other ----기타 13 80 13 0,5 　
0712.9099.10

干莼菜(整个, 切块, 切片, 破碎, 
或制成粉状, 但未经进一步加工的) 

Dried water shield(whole, cut, sliced, broken 
or in powder, but not further prepared)

말린 순채(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

13 80 13 0,5 ABE

0712.9099.90
干制的其他蔬菜及什锦蔬菜(整个, 
切块, 切片, 破碎, 或制成粉状, 但
未经进一步加工的) 

Other dried vegetable and mixtures of vegeta-
bles(whole, cut, broken or in powder, but not 
further prepared)

말린 기타 순채 및 채소류의 혼합물(원상
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
한 것을 제외)

13 80 13 0,5 AB

07.13 脱荚的干豆, 不论是否去皮或分瓣; Dried leguminous vegetables, shelled, whether or not skinned or split;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碗豆; Peas(Pisum sativum); 완두(피섬 새티범)
0713.1010 ---种用 ---Seed ---종자용 0 0 13 AB
0713.1090 ---其他 ---Other ---기타 말린 완두(피섬 새티범) 5 20 13 AB
　 -鹰嘴豆; Chickpeas(garbanzos); 이집트 콩(가반조스)
0713.2010 ---种用 ---Seed ---종자용 0 0 13 5 AB
0713.2090 ---其他 ---Other ---기타 7 20 13 5 AB
　 -豇豆属及菜豆属; Vigna and lunatus; 콩(비그나종, 파세러스종)
　 --绿豆; Beans of the species Vigna mungo(L．) Hepper or Vigna radiata(L．) Wilczek; 녹두(비그나 멍고(엘) 헤파 또는 비그나 라디에이타(엘) 월크젝종)
0713.3110 ---种用 ---Seed ---종자용 0 0 13 5 AB
0713.3190 ---其他 ---Other ---기타 3 11 13 5 AB
　 --红小豆(赤豆); Small red(Adzuki) beans(Phaseolus or Vigna angularis); 붉은 팥(아주기), (파세러스 또는 비그나 앵구라리스)

0713.3210 ---种用 ---Seed ---종자용 0 0 13 5 AB

0713.3290 ---其他 ---Other ---기타 3 14 13 5 AB
　 --芸豆; Kidney beans, including white pea-beans(Phaseolus vulgaris); 강낭콩(흰 완두콩을 포함), (파세러스 불가리스)
0713.3310 ---种用 ---Seed ---종자용 0 0 13 AB
0713.3390 ---其他 ---Other ---기타 7.5 20 13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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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3400 --巴姆拉巴豆
--Bambara beans(Vigna subterranea or 
Voandzeia subterranea)

--밤바라 콩(비그나 서브터라니아 또는 보
안드제이아 서브터라니아) 7 20 13 5 AB

0713.3500 --牛豆(豇豆) --Cow peas(Vigna unguiculata) --동부콩(비그나 운구이쿨라타) 7 20 13 5 AB
0713.3900 --其他 --Other --기타 7 20 13 AB
　 -扁豆; Lentils; 편두

0713.4010 ---种用 ---Seed ---종자용 0 0 13 AB
0713.4090 ---其他 ---Other ---기타 7 20 13 AB

　 -蚕豆; Broad beans(Vicia faba var. Major) and horse beans(Vicia faba var．equina, Vicia faba var．minor); 잠두(비시아 파바변종, 메이저) 및 말먹이용의 잠두(비시아 파바변
종, 에퀴나와 비시아 파바변종, 마이너)

0713.5010 ---种用 ---Seed ---종자용 0 0 13 5 AB
0713.5090 ---其他 ---Other ---기타 7 20 13 5 AB
　 -木豆(木豆属); Pigeon peas(Cajanus cajan); 비둘기콩(카자누스 카잔)
0713.6010 ---种用 ---For cultivation ---종자용 0 0 13 5 AB
0713.6090 ---其他 ---Other ---기타 7 20 13 5 AB
　 -其他; Other; 기타 완두, 이집트콩, 콩(비그나종, 파세러스종), 편두, 잠두, 비둘기 콩

0713.9010 ---种用干豆 ---Seed ---종자용 0 0 13 AB
0713.9090 ---其他 ---Other ---기타 7 20 13 AB

07.14

鲜, 冷, 冻或干的木薯, 竹芋, 兰科植物块茎, 菊芋, 甘薯及含有高淀粉或菊粉的类似根茎, 不论是否切片或制成团粒; 西谷茎髓; Manioc, arrowroot, salep, 
Jerusalem artichokes, sweet potatoes and similar roots and tubers with high starch or inulin content, fresh, chilled, frozen or dried, whether or not 
sliced or in the form of pellets; sago pith; 매니옥, 칡뿌리, 살렙, 국아, 고구마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 괴경(자르거나 피레트 

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건조한 것에 한함)및 사고야자의 수

　 -木薯; Manioc(cassava); 매니옥(카사바)
0714.1010 ---鲜的 ---Fresh ---신선한 것 10 30 13 5 AB
0714.1020 ---干的 ---Dried ---건조한 것 5 30 13 5 AB
0714.1030 ---冷或冻的 ---Chilled or frozen ---냉장 혹은 냉동한 것 10 80 13 5 AB
　 -甘薯; Sweet potatoes; 고구마

　 ---鲜的;Fresh; 신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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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4.2011 ----种用 ----For Cultivation ----종자용 0 50 13 AB
0714.2019 ----其他 ----Other ----기타 13 50 13 AB
0714.2020 ---干的 ---Dried ---건조한 것 13 50 13 AB
0714.2030 ---冷或冻的 ---Chilled or frozen ---냉장･냉동한 것 13 80 13 AB
0714.3000 -山药 -Yams(dioscoreae spp.) -얌(디오스코레아종) 13 50 13 AB
0714.4000 -芋头(芋属) -Taros(colocasia spp.) -토란(콜로카시아종) 13 50 13 　

0714.4000.01
鲜, 冷的芋头(芋属) (不论是否切片
或制作成团粒; 芋头又称芋艿, 为
天南星科芋属植物, 分旱芋, 水芋) 

Fresh, chilled taros(colocasia spp.) (whether or 
not sliced or made granule; taros are also 
called yunai belong to Spath hyttum of the 
Araceae Vegetables, classified into ground 
taros and river taros)

신선･냉장한 토란(colocasia spp.), (자르거
나 피레트 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芋头는 다른 말로 芋艿이라 부르
며, 천남성과 토란식물로 旱芋, 水芋로 
나뉨)

13 50 13 AB

0714.4000.90
冻, 干的芋头(芋属) (不论是否切片
或制成团粒; 芋头又称芋艿, 为天
南星科芋属植物, 分旱芋, 水芋)  

Frozen, dried taros(colocasia spp.) (whether or 
not sliced or made granule; taros are also 
called yunai belong to Spath hyttum of the 
Araceae Vegetables, classified into ground 
taros and river taros)

냉동･건조한 토란(colocasia spp.), (자르거
나 피레트 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芋头는 다른 말로 芋艿이라 부르
며, 천남성과 토란식물로 旱芋, 水芋로 
나뉨)

13 50 13 AB

0714.5000 -箭叶黄芋体(黄肉芋属) -Yautia(Xanthosoma spp.) -아메리카 토란(크산토소마종) 13 50 13 5 AB
　 -其他; Other; 기타

0714.9010 ---荸荠 ---Water chestnut ---칡뿌리 13 50 13 AB
　 ---藕; Lotus(Nelumbo nucifera) rootstock; 연근

0714.9021 ----种用 ----For cultivation ----종자용 0 0 13 AB
0714.9029 ----其他 ----Other ----기타 13 50 13 AB
0714.9090 ---其他 ---Other ---기타 13 50 13 　
0714.9090.10 鲜, 冷, 冻, 干的兰科植物块茎

Tubers of orchid family, fresh, chilled, frozen 

or dried
신선･냉장･냉동･건조한 오키드(orchid)의 
괴경

13 50 13 ABFE

0714.9090.91
含高淀粉或菊粉其他濒危类似根茎
(包括西谷茎髓, 不论是否切片或制
成团粒, 鲜, 冷, 或干的) 

Other endangered similar roots and tubers with 
high starch or inulin content(including sago 
pith whether or not sliced or made gramule, 
fresh, chilled, frozen, dried)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기타 멸종
위기의 유사한 뿌리 괴경(西谷茎隋를 포함
하며, 자르거나 피레트 형상으로 한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 신선･냉장･냉동 또는 건조
한 것)

13 50 13 AB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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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4.9090.99
含有高淀粉或菊粉的其他类似根茎
(包括西谷茎髓, 不论是否切片或制
成团粒, 鲜, 冷, 冻或干的) 

Other similar roots and tubers with high starch 
or inulin content(including sago pith whether 
or not sliced or made gramule, fresh, chilled, 
frozen, dried)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기타 
유사한 뿌리 괴경(西谷茎隋를 포함하며, 
자르거나 피레트 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신선･냉장･냉동 또는 건조
한 것)

13 50 13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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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八章  食用水果及坚果; 柑桔属水果或甜瓜的果皮; Edible fruit and nuts; peel of citrus fruit or melons;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08.01 鲜或干的椰子, 巴西果及腰果, 不论是否去壳或去皮; Coconuts, Brazil nuts and cashew-nuts, fresh or dried, whether or not shelled or peeled; 코코넛, 
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　

　 -椰子; Coconuts; 코코넛

0801.1100 --干的 --Desiccated --말린 것 12 80 13 5 AB
0801.1200 --未去内壳(内果皮) --In the inner shell(endocarp) --신선한 속껍질을 벗기지 않은 코코넛 12 80 13 5 AB
　 --其他; Other; 기타

0801.1910 ---种用 ---Seedlings ---종자용 0 0 13 5 AB
0801.1990 ---其他 ---Other ---기타 신선한 코코넛 12 80 13 5 AB
　 -巴西果; Brazil nuts; 브라질넛　
0801.2100 --未去壳 --In shell --탈각하지 않은 것 10 80 13 5 AB
0801.2200 --去壳 --Shelled --탈각한 것 10 80 13 5 AB
　 -腰果; Cashew nuts; 캐슈너트　
0801.3100暂 --未去壳 --In shell --탈각하지 않은 것 10 70 13 5 AB
0801.3200 --去壳 --Shelled --탈각한 것 10 70 13 5 AB

08.02
鲜或干的其他坚果, 不论是否去壳或去皮; Other nuts, fresh or dried, whether or not shelled or peeled; 기타의 견과류(신선·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
　 -巴旦杏; Almonds; 아몬드　
0802.1100暂 --未去壳 --In shell --탈각하지 않은 것 10 70 13 5 AB
0802.1200 --去壳 --Shelled --탈각한 것 10 70 13 5 AB
　 -榛子; Hazelnuts or filberts(Corylus spp.); 해즐 너트 또는 필버트　
0802.2100 --未去壳 --In shell --탈각하지 않은 것 25 70 13 5 AB
0802.2200 --去壳 --Shelled --탈각한 것 10 70 13 5 AB
　 -核桃; Walnuts; 호도

0802.3100 --未去壳 --In shell --탈각하지 않은 것 25 70 13 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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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0802.3200 --去壳 --Shelled --탈각한 것 20 70 13 5 AB
　 -栗子; Chestnuts(Castanea spp.); 체스트넛

　 --未去壳; In shell; 탈각하지 않은 것

0802.4110 ---板栗 ---Chinese Chestnuts ---중국 밤 25 70 13 5 AB
0802.4190暂 ---其他 ---Other ---기타 20 70 13 5 AB
　 --去壳; Shelled; 탈각한 것

0802.4210 --板栗 --Chinese Chestnuts --중국 밤 25 70 13 5 AB
0802.4290暂 --其他 --Other --기타 20 70 13 5 AB
　 -阿月浑子果(开心果); Pistachios; 피스타치오

0802.5100暂 --未去壳 --In shell --탈각하지 않은 것 5 70 13 5 AB
0802.5200暂 --去壳 --Shelled --탈각한 것 5 70 13 5 AB
　 -马卡达母坚果(夏威夷果); Macadamia nuts; 마카다미아 너트　
　 -未去壳; In shell; 탈각하지 않은 것

0802.6110 ---种用 ---Seedings ---종자용 0 70 13 5 AB
0802.6190暂 ---其他 ---Other ---기타 19 70 13 5 AB
0802.6200暂 --去壳 --Shelled --탈각한 것 19 70 13 5 AB
0802.7000 -可乐果(可乐果属) -Cola nut(Cola spp.) -콜라너트(콜라과) 24 70 13 5 AB
0802.8000 -槟榔果 -Areca nuts -빈랑나무의 열매 10 30 13 5 　
0802.8000.01 鲜的槟榔果(不论是否去壳或去皮)

Areca nuts, fresh(whether or not shelled or 
peeled)

신선한 빈랑나무의 열매(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

10 30 13 5 AB

0802.8000.90 干的槟榔果(不论是否去壳或去皮)
Areca nuts, dried(whether or not shelled or 
peeled)

건조한 빈랑나무 열매(탈각 또는 탈피했
는지의 여부를 불문)

10 30 13 5 AB

　 -其他; Other; 기타

0802.9020暂 ---白果 ---Ginkgo nuts ---은행 20 70 13 5 ABE
0802.9030 ---松子仁 ---Pine-nuts, shelled ---잣　 25 70 13 　 　
0802.9030.10 鲜或干的红松子仁 Korean pine-nuts, shelled, fresh or dried 신선･건조한 붉은 잣 25 70 13 　 ABE

0802.9030.20 鲜或干的其他濒危松子仁 Other endangered pine-nuts, shelled, fresh or dried 신선･건조한 기타 멸종위기의 잣 25 70 13 　 AB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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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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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9030.90 鲜或干的其他松子仁 Other pine-nuts, shelled, fresh or dried 신선･건조한 기타 잣 25 70 13 5 AB

0802.9090 ---其他 ---Other ---기타 10 70 13 　 　
0802.9090.10

鲜或干的干榧子, 红松子(不论是否
去壳或去皮) 

Semen torreyae or korean pine, fresh or dried(whether 
or not shelled or peeled)

신선･건조한 비자나무 열매 및 붉은 잣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

24 70 13 5 ABE

0802.9090.20
鲜或干的其他濒危松子(不论是否
去壳或去皮) 

Endangered pine nut, shelled, fresh or dried(whether 
or not shelled or peeled)

신선･건조한 기타 멸종위기의 잣(탈각 또
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

24 70 13 　 ABEF

0802.9090.30 鲜或干的巨籽棕(海椰子)果仁 Lodoicea maldivica nut, fresh or died 신선･건조한 세이셸야자 24 70 13 5 ABEF

0802.9090.40暂 鲜或干的碧根果(不论是否去壳或
去皮) 

Pecan fresh or dried, whether or not shelled 
or peeled

신선･건조한 피칸(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
를 불문)

10 70 13 5 AB

0802.9090.90
鲜或干的其他坚果(不论是否去壳
或去皮) 

Other nuts, fresh or dried, whether or not 
shelled or peeled

신선･건조한 기타 견과류(탈각 또는 탈피
의 여부를 불문)

24 70 13 5 AB

08.03 鲜或干的香蕉, 包括芭蕉; Bananas, including plantains, fresh or dried; 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건조한 것에 한함)
0803.1000 -芭蕉 -Plantains -플랜틴 10 40 13 5 AB
0803.9000 -其他 -Other -바나나 10 40 13 5 AB

08.04 鲜或干的椰枣, 无花果, 菠萝, 鳄梨, 番石榴, 芒果及山竹果; Dates, figs, pineapples, avocados, guavas, mangoes and mangosteens, fresh or dried; 대추

야자, 무화과, 파인애플, 아보카도, 구아버, 망고 및 망고스틴(신선·건조한 것에 한함)
0804.1000 -椰枣 -Dates -대추야자(Dates)의 열매 15 40 13 5 AB

0804.2000 -无花果 -Figs -무화과 30 70 13 5 AB

0804.3000 -菠萝 -Pineapples -파인애플　 12 80 13 5 　
0804.3000.01 鲜菠萝 Pineapples, fresh 신선한 파인애플 12 80 13 5 AB

0804.3000.90 干菠萝 Pineapples, dried 건조한 파인애플 12 80 13 5 AB

0804.4000 -鳄梨 -Avocados -아보카도 25 80 13 5 AB
　 -番石榴, 芒果及山竹果; Guavas, mangoes and mangosteens; 구아버, 망고, 망고스틴　
0804.5010 ---番石榴 ---Guavas ---구아버 15 80 13 5 　
0804.5010.01 鲜番石榴 Guavas, fresh 신선한 구아버 15 80 13 5 AB

0804.5010.90 干番石榴 Guavas, dried 건조한 구아버 15 80 13 5 AB

0804.5020 ---芒果 ---Mangoes ---망고　 15 80 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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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5020.01 鲜芒果 Mangoes, fresh 신선한 망고 15 80 13 5 AB

0804.5020.90 干芒果 Mangoes, dried 건조한 망고 15 80 13 5 AB

0804.5030 ---山竹果 ---Mangosteens ---신선·건조한 망고스틴 15 80 13 5 AB

08.05 鲜或干的柑橘属水果; Citrus fruit, fresh or dried; 감귤류의 과실(신선·건조한 것에 한함)
0805.1000 -橙 -Oranges -오렌지 11 100 13 5 AB
　 -柑橘; 杂交柑橘; Mandarins(including tangerines and satsumas); celementines, wilkings and similar citrus hybrids; 만다린, 감귤

0805.2010 ---蕉柑 ---Chiao-Kan ---만다린 12 100 13 5 AB
0805.2020 ---阔叶柑橘 ---Latifolia Citrus ---활엽 감귤 12 100 13 5 AB
0805.2090 ---其他 ---Other ---기타 12 100 13 5 AB
0805.4000 -葡萄柚, 包括柚 -Grapefruit including pomelos -그레이프프루트(유자 포함)　 12 100 13 5 　
0805.4000.01 鲜葡萄柚, 包括鲜柚 Grapefruit fresh, including pomelos 신선한 그레이프푸르트(신선한 유자를 포함) 12 100 13 5 AB

0805.4000.90 干葡萄柚, 包括干柚 Grapefruit dried, including pomelos 건조한 그레이프푸르트(건조한 유자를 포함) 12 100 13 5 AB

0805.5000 -柠檬及酸橙
-Lemons(Citrus limon, Citrus limonmum) and 
limes(Citrus aurantifolia) -레몬과 라임 11 100 13 5 AB

0805.9000 -其他 -Other -기타 30 100 13 5 AB

08.06 鲜或干的葡萄; Grapes, fresh or dried; 포도(신선·건조한 것에 한함)
0806.1000 -鲜的 -Fresh -신선한 것 13 80 13 5 AB
0806.2000 -干的 -Dried -건조한 것 10 80 13 5 AB

08.07 鲜的甜瓜(包括西瓜)及木瓜; Melons(including watermelons) and papaws(papayas), fresh; 멜론(수박을 포함)과 포포우(파파야), (신선한 것에 한함)
　 -甜瓜, 包括西瓜; Melons(including watermelons); 멜론(수박 포함)
0807.1100 --西瓜 --Watermelons --수박　 25 70 13 5 AB
　 --其他; Other; 기타

0807.1910 ---哈蜜瓜 ---Hami melons ---하미과 12 70 13 5 AB

0807.1920 ---罗马甜瓜及加勒比甜瓜 ---Cantaloupe and Galia melons ---어스크멜론 및 갈리아 멜론 12 70 13 5 AB

0807.1990 ---其他 ---Other ---기타 12 70 13 5 AB

0807.2000 -木瓜 -Papaws(papayas) -포포우(파파야) 25 70 13 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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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鲜的苹果, 梨及榅桲; Apples, pears and quinces, fresh; 사과, 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에 한함)
0808.1000 -苹果 -Apples -사과 10 100 13 5 AB

　 -梨; Pears; 배
0808.3010 ---鸭梨及雪梨 ---Ya pears and snowy pearwhite ---야배, 쉐배 또는 샹배 12 100 13 5 AB
0808.3020 ---香梨 ---Fragrant pears ---샹배 12 100 13 5 AB
0808.3090 ---其他 ---Other ---기타 10 100 13 5 AB
0808.4000 -榅桲 -Quinces -마르멜로 16 100 13 5 AB

08.09 鲜的杏, 樱桃, 桃(包括油桃), 梅及李; Apricots, cherries, peaches(including nectarines), plums and sloes, fresh; 살구, 버찌, 복숭아(유도를 포함), 자두 

및 슬로우(신선한 것에 한함)
0809.1000 -杏 -Apricots -살구 25 70 13 5 AB

-樱桃; Cherries; 버찌

0809.2100 --欧洲酸樱桃 -Sour cherries(Prunus cerasus) -신버찌(프루너스 체라서스) 10 70 13 5 AB
0809.2900 --其他 --Other --기타 10 70 13 5 AB
0809.3000 -桃, 包括油桃 -Peaches, including nectarines -복숭아(유도를 포함) 10 70 13 5 AB
0809.4000 -梅及李 -Plums and sloes -자두와 슬로우 10 70 13 5
0809.4000.01 鲜梅 Plums, fresh 신선한 자두 10 70 13 5 AB

0809.4000.90 鲜李子 Sloes, fresh 신선한 슬로우 10 70 13 5 AB

08.10 其他鲜果; Other fruits, fresh; 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함)
0810.1000 -草莓 -Strawberries -초본류 딸기 14 80 13 5 AB

0810.2000 -木莓, 黑莓, 桑椹及罗甘莓
-Raspberries, blackberries, mulberries and lo-
ganberries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 베리 25 80 13 5 AB

0810.3000 -黑, 白或红的穗醋栗(加仑子)及醋栗 -Black, white or red currant and gooseberries -검거나, 희거나 붉은 건포도와 구스베리 25 80 13 5 AB

0810.4000 -蔓越橘及越橘
-Cranberries, bilberries and other fruits of the ge-
nus Vaccinium

-크랜베리, 빌베리와 기타 박시니엄종의 
과실

30 80 13 5 AB

0810.5000 -猕猴桃 -Kiwifruit -키위프루트 20 80 13 5 AB
0810.6000 -榴莲 -Durian -두리안 20 80 13 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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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7000 -柿子 -Persimmons -감 20 80 13 5 AB
　 -其他; Other; 기타

0810.9010 ---荔枝 ---Lychee ---리찌 30 80 13 5 AB
0810.9030 ---龙眼 ---Longan ---용안 12 80 13 5 AB
0810.9040 ---红毛丹 ---Rambutan ---람부탄 20 80 13 5 AB
0810.9050 ---蕃荔枝 ---Sugar apple ---번려지 20 80 13 5 AB
0810.9060 ---杨桃 ---Carambola ---양도 20 80 13 5 AB
0810.9070 ---莲雾 ---Wax apple ---연무 20 80 13 5 AB
0810.9080 ---火龙果 ---Dragon fruit ---화룡과 20 80 13 5 AB
0810.9090 ---其他 ---Other ---기타 20 80 13 5
0810.9090.01 鲜枣 Chinese date, fresh 신선한 대추 20 80 13 5 AB

0810.9090.02 鲜枇杷 Loquat, fresh 신선한 비파 20 80 13 5 AB

0810.9090.10 鲜的翅果油树果 Fruit of elaeagnus mollis diels 신선한 시과유수열매 20 80 13 5 ABE

0810.9090.90 其他鲜果 Other fruit, fresh 기타 신선한 과일 20 80 13 5 AB

08.11
冷冻水果及坚果, 不论是否蒸煮, 加糖或其他甜物质; Fruit and nuts, uncooked or cooked by steaming or boiling in water, frozen, whether or not con-
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찐 것에 한하며, 설탕 또는 기타 감미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0811.1000 -草莓 -Strawberries -딸기 30 80 13 5 AB

0811.2000 -木莓, 黑莓, 桑椹, 罗甘莓, 黑, 白
或红的穗醋栗(加仑子)及醋栗

-Raspberries, blackberries, mulberries, loganber-
ries, black, white or red currants and goose-
berries

-나무딸기, 검은 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
와 흑색 백색 또는 적색의 커런트 및 구
즈베리

30 80 13 5 AB

　 -其他; Other; 기타

0811.9010 ---栗子, 未去壳 ---Chestnuts, in shell ---체스트너트(탈각하지 않은 것) 30 80 13 5 AB
0811.9090 ---其他 ---Other ---기타 30 80 13 　
0811.9090.10 冷冻的白果 Ginkgo, frozen 냉동한 은행 30 80 13 5 ABE

0811.9090.21
冷冻的红松子子(不论是否去売或
去皮)

Korean pine-nuts, shelled, frozen 냉동한 붉은 잣 30 80 13 5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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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9090.22
冷冻的其他濒危松子(不论是否去
売或去皮)

Other endangered pine-nuts, shelled 냉동한 기타 멸종위기 잣 30 80 13 　 ABEF

0811.9090.30 冷冻的榧子 Semen torreyae, frozen 냉동한 비자나무열매 30 80 13 5 ABE

0811.9090.40 冷冻的翅果油树果
Fruit of wingfruit elaeagus(Elaeagus mollis 
Diels), frozen

냉동한 시과유수열매 30 80 13 5 ABE

0811.9090.50 冷冻的巨籽棕(海椰子)果仁 Lodoicea maldivica nut, frozen 냉동한 세이셸야자 30 80 13 5 ABEF

0811.9090.90 其他未列名冷冻水果及坚果
Other fruit and nuts, frozen,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s

기타 열거하지 않은 냉동한 과일 및 견과류 30 80 13 5 AB

08.12
暂时保藏(例如, 使用二氧化硫气体, 盐水, 亚硫酸水或其他防腐液) 的水果及坚果, 但不适于直接食用的; Fruit and nuts, provisionally preserved(for exam-
ple, by sulphur dioxide gas, in brine, in sulphur water or in other preservative solutions), but unsuitable in that state for immediate consumption; 일시 

저장처리한 과실과 견과류(이산화유황가스, 염수, 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함)
0812.1000 -樱桃 -Cherries -버찌 30 80 13 5 AB
0812.9000 -其他 -Other -기타 25 80 13 　

0812.9000.10
暂时保存的白果(用二氧化硫气体, 
盐水等物质处理, 但不适于直接食
用的) 

Ginkgo, provisionally preserved(for example, by 
sulphur dioxide gas, in brine, in sulphur water or 
in other preservative solutions, but unsuitable 
in that state for immediate consumption)

일시 저장처리한 은행(이산화황가스나 염
수 등으로 물질처리한 것, 단, 식용에 적
합하지 아니한 것)

25 80 13 5 ABE

0812.9000.21
暂时保存的红松子(用二氧化硫气
体, 盐水等物质处理, 但不适于直
接食用的) 

Korean pine-nuts, provisionally preserved(by 
sulphur dioxide gas, in brine or in otherwise 
prepared, but unsuitable in that state for im-
mediate consumption)

일시 저장처리한 붉은 잣(이산화황가스나 
염수 등으로 물질처리한 것, 단,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25 80 13 5 ABE

0812.9000.22
暂时保存的其他濒危松子(用二氧
化硫气体, 盐水等物质处理, 但不
适于直接食用的) 

Other endangered pine-nuts, provisionally pre-
served(by sulphur dioxide gas, in brine or in 
otherwise prepared, but unsuitable in that state 
for immediate consumption)

일시 저장처리한 기타 멸종위기의 잣
(이산화황가스나 염수 등으로 물질처리
한 것, 단,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25 80 13 　 ABFE

0812.9000.30
暂时保存的榧子(用二氧化硫气体, 
盐水等物质处理, 但不适于直接食
用)的 

Semen torreyae provisionally preserved(by sul-
phur dioxide gas, in brine or in otherwise pre-
pared, but unsuitable in that state for immedi-
ate consumption)

일시 저장처리한 비자나무 열매(이산화
황가스나 염수 등으로 물질처리한 것, 
단,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25 80 13 5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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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9000.40
暂时保存的翅果油树果(用二氧化
硫气体, 盐水等物质处理, 但不适
于直接食用的) 

Fruit of wingfruit elaeagus(Elaeagus mollis 
Diels) provisionally preserved(by sulphur diox-
ide gas, in brine or in otherwise prepared, 
but unsuitable in that state for immediate 
consumption)

일시 저장처리한 시과유수열매(이산화
황가스나 염수 등으로 물질처리한 것, 
단,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25 80 13 5 ABE

0812.9000.50
暂时保存的巨籽棕(海椰子) 果仁
(用二氧化硫气体, 盐水等物质处
理, 但不适于直接食用的) 

Lodoicea maldivica nut, provisionally pre-
served(by sulphur dioxide gas, in brine or in 
other preservative solutions, but unsuitable in 
that state for immediate consumoption)

일시 저장처리한 세이셸야자(이산화황
가스나 염수 등으로 물질처리한 것, 
단,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25 80 13 5 ABEF

0812.9000.90
暂时保存的其他水果及坚果(用二
氧化硫气体, 盐水等物质处理, 但
不适于直接食用的) 

Other fruit and nuts, provisionally preserved(by 
sulphur dioxide gas, in brine or in otherwise 
prepared, but unsuitable in that state for im-
mediate consumption)

일시 저장처리한 기타 과일 및 견과(이
산화황가스나 염수 등으로 물질처리한 
것, 단,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25 80 13 5 AB

08.13 税目08.01至08.06以外的干果; 本章的什锦坚果或干果; Fruit, dried, other than that of headings No. 08.01 to 08.06; mixtures of nuts or dried fruits 
of this Chapter; 건조한 과실(제08.01호 내지 제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과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0813.1000 -杏 -Apricots -살구 25 70 13 5 AB
0813.2000 -梅及李 -Prunes -프룬 25 70 13 5 AB
0813.3000 -苹果 -Apples -사과 25 70 13 5 AB
　 -其他; other; 기타 건조한 과실

0813.4010 ---龙眼干, 肉 ---Longans and longan pulps ---용안 및 용안육 20 70 13 5 AB
0813.4020 ---柿饼 ---Persimmons ---곶감 25 70 13 5 AB
0813.4030 ---红枣 ---Red jujubes ---대추 25 70 13 5 AB
0813.4040 ---荔枝干 ---Preserved litchi ---리찌 25 70 13 5 AB
0813.4090 ---其他 ---Other ---기타　 25 70 13 5

0813.4090.10 翅果油树干果
Fruit of wingfruit elaeagus(Elaeagus mollis 
Diels), dried

건조한 시과유수열매 25 70 13 5 ABE

0813.4090.90
其他干果(税号08.01至08.06的干果
除外) 

Other fruit, dried, other than that of headings 
NO. 08.0l to 08.06

기타 건조한 과실(제08.01호 내지 제08.06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25 70 13 5 AB

0813.5000 -本章的什锦坚果或干果 -Mixtures of nuts or dried fruits of this Chapter -본 장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18 70 13 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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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4
柑橘属水果或甜瓜(包括西瓜) 的果皮, 鲜, 冻, 干或用盐水, 亚硫酸水或其他防腐液暂时保藏的; Peel of citrus fruit or melons(including watermelons), 
fresh, frozen, dried or provisionally preserved in brine, in sulphur water or in other preservative solutions;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의 껍질(신
선･냉동･건조 또는 염수･유황수･기타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에 한함)

0814.0000
柑桔属水果或甜瓜(包括西瓜)的果

皮鲜,冻,干或用盐水,亚硫酸水或其

他防腐液暂时保藏的

Peel of citrus fruit or melons(including water-
melons), fresh, frozen, dried or provisionally pre-
served in brine, in brine, in sulphur water or in oth-
er preservative solutions

감귤류의 과일과 멜론(수박을 포함)의 껍
질(신선･냉동･건조 또는 염수･유황수･기
타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에 
한함)

25 70 13 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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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九章  咖啡, 茶马黛茶及调味香料; coffee, tea, mate and spices; 커피, 차, 마태 및 향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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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
咖啡, 不论是否焙炒或浸除咖啡碱; 咖啡豆荚及咖啡豆皮; 含咖啡的咖啡代用品; Coffee, whether or not roasted or decaffeinated; coffee husks and skins; 
coffee substitutes containing coffee in any proportion; 커피(볶은 것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커피의 각과 피 및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품

　 -未焙炒的咖啡; Coffee, not roasted; 커피(볶지 않은 것)　
0901.1100 --未浸除咖啡碱 --Not decaffeinated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볶지 않은 커피 8 50 17 5 AB
0901.1200 --已浸除咖啡碱 --Decaffeinated --카페인을 제거한 볶지 않은 커피 8 50 17 5 AB
　 -已焙炒的咖啡; Coffee, roasted; 커피(볶은 것)
0901.2100 --未浸除咖啡碱 --Not decaffeinated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볶은 커피 15 80 17 15 AB
0901.2200 --已浸除咖啡碱 --Decaffeinated --카페인을 제거한 볶은 커피 15 80 17 15 AB
　 -其他; Other; 기타

0901.9010 ---咖啡豆荚及咖啡豆皮 ---Coffee husks and skins ---커피의 각과 피 10 30 17 5 AB
0901.9020 ---含咖啡的咖啡代用品 ---Coffee substitutes containing coffee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30 80 17 15 AB

09.02 茶, 不论是否加香料; Tea, whether or not flavoured; 차류(향료를 넣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绿茶(未发酵), 内包装每件净重不超过3千克; Green tea(not fermented) in immediate packings of a content not exceeding 3kg; 
녹차(발효되지 않은 것), 내용량이 3kg 이하로 포장된 것

0902.1010 ---花茶 ---Flavoured ---화차 15 100 13 5,15 AB
0902.1090 ---其他 ---Other ---기타 15 100 13 5,15 AB
　 -其他绿茶(未发酵); Other green tea(not fermented); 기타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
0902.2010 ---花茶 ---Flavoured ---화차 15 100 13 5,15 AB
0902.2090 ---其他 ---Other ---기타 15 100 13 5,15 AB

　 -红茶(已发酵)及半发酵茶, 内包装每件净重不超过3千克; Black tea(fermented) and partly fermented tea, in immediate packings of a content not exceeding 3 kg; 홍차(발효
차), 내용량이 3㎏ 이하로 포장된 것

0902.3010 ---乌龙茶 ---Oolong tea ---우롱차 15 100 13 5,15 AB
0902.3020 ---普洱茶 ---Pu-er tea ---푸얼차(Black tea) 15 100 13 5,15 AB
0902.3090 ---其他 ---Other ---기타 15 100 13 5,15 AB
　 -其他红茶(已发酵)及半发酵茶; Other black tea(fermented) and other partly fermented tea; 기타 홍차(발효차)와 기타 부분 발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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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4010 ---乌龙茶 ---Oolong tea ---우롱차 15 100 13 5,15 AB
0902.4020 ---普洱茶 ---Pu-er tea ---푸얼차 15 100 13 5,15 AB
0902.4090 ---其他 ---Other ---기타 15 100 13 5,15 AB

09.03 马黛茶; Mate; 마태차

0903.0000 马黛茶 Mate 마태차 10 100 13 15 AB

09.04 胡椒; 辣椒干及辣椒粉; Pepper of the genus Piper; dried or crushed or ground fruits of the genus Capsicum or of the genus Pimenta; 후추(파이퍼속의 

것)및 고추류(건조 또는 분쇄한 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 속의 과실)
　 -胡椒; Pepper; 후추

0904.1100 --未磨 --Neither crushed nor ground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20 70 13 5 　

0904.1100.10 毕拨 Piper longum 필발 20 70 13 5 QAB

0904.1100.90 未磨胡椒(毕拨除外)
Pepper of the genus Piper, neither crushed nor 
ground(other than piper longum)

분쇄하지 않은 후추(필발은 제외) 20 70 13 5 AB

0904.1200 --已磨 --Crushed or ground --분쇄한 것 20 70 13 15 AB
　 -辣椒; Chili; 고추류

0904.2100 --干, 未磨 --Dried, neither crushed nor ground --분쇄하지 않은 말린 것 20 70 13 AB
0904.2200 --已磨 --Crushed or ground --분쇄한 것 20 70 13 15 AB

09.05 香子兰豆; Vanilla; 바닐라두(Vanilla)
0905.1000 -未磨 -Neither crushed nor ground -분쇄하지 않은 것 15 50 13 5 AB
0905.2000 -已磨 -Crushed or ground -분쇄한 것 15 50 13 5 AB

09.06 肉桂及肉桂花; Cinnamon and cinnamon-tree flowers;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未磨; Neither crushed nor ground; 분쇄하지 않은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0906.1100 --锡兰肉桂 --Cinnamon(Cinnamomum zeylan-icum blume) --계피(신나모멈 제이나이쿰 블룸) 5 50 13 5 AB
0906.1900 --其他 --Other --기타 5 50 13 5 AB
0906.2000 -已磨 -Crushed or ground -분쇄한 것 15 50 13 15 QAB

09.07 丁香(母丁香, 公丁香及丁香梗); Cloves(whole fruit, cloves and stems); 정향(과실, 꽃 및 화경에 한함)
0907.1000 -未磨 -Neither crushed nor ground -분쇄하지 않은 것 3 14 13 5 Q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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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2000 -已磨 -Crushed or ground -분쇄한 것 3 14 13 15 QAB

09.08 肉豆蔻, 肉豆蔻衣及豆蔻; Nutmeg, mace and cardamoms; 육두구, 메이스 및 소두구

　 -肉豆蔻; Nutmeg; 육두구

0908.1100 -未磨 -Neither crushed nor ground -분쇄하지 않은 것 8 30 13 5 QABE
0908.1200 -已磨 -Crushed or ground -분쇄한 것 8 30 13 5 QABE

　 -肉豆蔻衣; Mace; 메이스

0908.2100 -未磨 -Neither crushed nor ground -분쇄하지 않은 것 8 30 13 5 ABE
0908.2200 -已磨 -Crushed or ground -분쇄한 것 8 30 13 5 ABE
　 -豆蔻; Cardamoms; 소두구

0908.3100 -未磨 -Neither crushed nor ground -분쇄하지 않은 것 3 14 13 5 QABE
0908.3200 -已磨 -Crushed or ground -분쇄한 것 3 14 13 15 QABE

09.09
茴芹子, 八角茴香, 小茴香子, 芫荽子, 枯茗子及黄蒿子; 杜松果; Seeds of anise, star anise, fennel, coriander, cumin or caraway; juniper berries; 아니스, 
대회향, 회향, 코리앤더, 커민, 캐러웨이 또는 주니퍼의 씨

　 -芫荽子; Seeds of coriander; 코리앤더의 씨

0909.2100 -未磨 -Neither crushed nor ground -분쇄하지 않은 것 15 50 13 5 AB
0909.2200 -已磨 -Crushed or ground -분쇄한 것 15 50 13 15 AB
　 -枯茗子; Seeds of cumin; 커민의 씨　
0909.3100 -未磨 -Neither crushed nor ground -분쇄하지 않은 것 15 50 13 5 AB
0909.3200 -已磨 -Crushed or ground -분쇄한 것 15 50 13 15 AB

　 -茴芹子或八角茴香, 页蒿子或小茴香子; 杜松果; Seeds of pimpinella or star anise, seeds of caraway or seeds of fennel; juniper berries; 아니스, 대회향, 캐러웨이 또는 

회향의 씨와 주니퍼의 열매　
　 --未磨; Neither crushed nor ground; 분쇄하지 않은 것　
0909.6110 ---八角茴香 ---Star anises ---대회향 20 90 13 5 QAB
0909.6190 ---其他 ---Other ---기타 15 50 13 5 QAB

0909.6190.10 未磨的小茴香子; 未磨的杜松果
Seed of fennel, seed of juniper berries, neither 

crushed nor ground
분쇄하지 않은 회향; 주니퍼의 씨 15 50 13 5 Q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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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6190.90 未磨的茴芹子; 未磨的页蒿子
Seed of pimpinella, seed of caraway, neither 
crushed nor ground

분쇄하지 않은 아니스; 캐러웨이의 씨 15 50 13 5 AB

　 --已磨; Crushed or ground; 분쇄한 것

0909.6210 ---八角茴香 ---Star anises ---대회향 20 90 13 5 QAB
0909.6290 ---其他 ---Other ---기타 15 50 13 5 QAB

0909.6290.10 已磨的小茴香子; 已磨的杜松果
Seed of fennel, seed of juniper berries, crushed 
or ground

분쇄한 회향; 주니퍼의 씨 15 50 13 15 QAB

0909.6290.90 已磨的茴芹子; 已磨的页蒿子
Seed of pimpinella, seed of caraway, crushed 
or ground

분쇄한 아니스; 캐러웨이의 씨 15 50 13 15 AB

09.10 姜, 番红花, 姜黄, 麝香草, 月桂叶, 咖喱及其他调味香料; Ginger, saffron, turmeric(curcuma), thyme, bay leaves, curry and other spices; 생강, 샤프란, 
심황(강황), 타임, 월계수의 잎, 카레이 및 기타 향신료

　 -姜; Ginger; 생강　
0910.1100 --未磨 --Neither crushed nor ground --분쇄하지 않은 것 15 50 13 AB
0910.1200 --已磨 --Crushed or ground --분쇄한 것 15 50 13 5 AB
0910.2000 -番红花 -Saffron -샤프란 2 14 13 5,15 QAB
0910.3000 -姜黄 -Turmeric(curcuma) -심황(강황) 15 50 13 5 QAB
　 -其他调味香料; Other spices; 기타 향신료　
0910.9100 --本章注释一(二)所述的混合物 --Mixtures referred to in Note 1(b) to this Chapter --향신료 혼합물(본 장의 주석1(2)에 소속된 

혼합물) 15 50 17 15 AB

0910.9900 --其他 --Other --기타 15 50 17 5,1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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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章  谷物; Cereals; 곡물

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10.01 小麦及混合麦; Wheat and maslin; 밀과 메슬린

　 -硬粒小麦; Durum wheat; 듀럼종의 밀

1001.1100 --种用 --Seed --종자용 　 180 13 　 　
1001.1100.01 种用硬粒小麦(配额内) Durum wheat, seed(in-quota) 종자용 듀럼종의 밀(할당량 내) 1 180 13 　 4xABty

1001.1100.90 种用硬粒小麦(配额外) Durum wheat, seed(out-quota) 종자용 듀럼종의 밀(할당량 외) 65 180 13 　 4xABy

1001.1900 --其他 --Other --기타 　 180 13 　 　
1001.1900.01 其他硬粒小麦(配额内) Other durum wheat(in-quota) 기타 듀럼종의 밀(할당량 내) 1 180 13 　 4xABty

1001.1900.90 其他硬粒小麦(配额外) Other durum wheat(out-quota) 기타 듀럼종의 밀(할당량 외) 65 180 13 　 4xABy

　 -其他; Other; 기타

1001.9100 ---种用 ---Seed ---종자용 　 180 13 　 　
1001.9100.01 其他种用小麦及混合麦(配额内) Other wheat, seed and maslin(in-quota) 기타 종자용 밀과 혼합 밀(할당량 내) 1 180 13 　 4xABty

1001.9100.90 其他种用小麦及混合麦(配额外) Other wheat, seed and maslin(out-quota) 기타 종자용 밀과 혼합 밀(할당량 외) 65 180 13 　 4xABy

1001.9900 ---其他 ---Other ---기타 　 　 13 　 　
1001.9900.01 其他小麦及混合麦(配额内) Other wheat and maslin(in-quota) 기타 밀과 혼합 밀(할당량 내) 1 180 13 　 4xABty

1001.9900.90 其他小麦及混合麦(配额外) Other wheat and maslin(out-quota) 기타 밀과 혼합 밀(할당량 외) 65 180 13 　 4xABy

10.02 黑麦; Rye; 호밀(Rye)
1002.1000 ---种用 ---Seed ---종자용 0 0 13 　 AB
1002.9000 ---其他 ---Other ---기타 3 8 13 　 AB

10.03 大麦; Barley; 보리(Barley)
1003.1000 ---种用 ---Seed ---종자용 0 160 13 　 AB
1003.9000 ---其他 ---Other ---기타 3 160 13 　 AB

10.04 燕麦; Oats; 귀리(Oats)
1004.1000 ---种用 ---Seed ---종자용 0 0 13 　 AB
1004.9000 ---其他 ---Other ---기타 2 8 13 　 AB

10.05 玉米; Maize(corn); 옥수수(Maize c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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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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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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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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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000 -种用 -Seed -종자용　 　 180 13 　 　
1005.1000.01 种用玉米(配额内) Maize(corn) seed(in-quota) 종자용 옥수수(할당량 내) 1 180 13 　 4xAByt

1005.1000.90 种用玉米(配额外) Maize(corn) seed(out-quota) 종자용 옥수수(할당량 외) 20 180 13 　 4xABy

1005.9000 -其他 -Other -기타 　 　 13 　 　
1005.9000.01 其他玉米(配额内) Other maize(corn) seed(in-quota) 기타 옥수수(할당량 내) 1 180 13 　 4xAByt

1005.9000.90 其他玉米(配额外) Other maize(corn) seed(out-quota) 기타 옥수수(할당량 외) 65 180 13 　 4xABy

10.06 稻谷, 大米; Rice; 쌀(벼를 포함)
　 -稻谷; Rice in husk(paddy or rough); 벼
　 ---种用; Seed; 종자용

1006.1011 ----籼米 ----Long grain ----멥쌀　 　 180 13 　 　
1006.1011.01 种用籼米稻谷(配额内) 

Rice in husk(paddy or rough), shien rice 
(long-grained nonglutinous rice), seed(in-quota)

종자용 멥쌀(할당량 내)(광택이나 윤이 
나는 것의 여부를 불문)

1 180 13 　 4xAByt

1006.1011.90 种用籼米稻谷(配额外) 
Rice in husk(paddy or rough), shien rice 
(long-grained nonglutinous rice), seed(out-quota)

종자용 멥쌀(할당량 외)(광택이나 윤이 
나는 것의 여부를 불문)

65 180 13 　 4xABy

1006.1019 ----其他 ----Other ----기타　 　 180 13 　 　
1006.1019.01 其他种用稻谷(配额内) 

Other rice in husk(paddy or rough), seed 
(in-quota)

기타 종자용 쌀(할당량 내) 1 180 13 　 4xAByt

1006.1019.90 其他种用稻谷(配额外) 
Other rice in husk(paddy or rough), seed 
(out-quota)

기타 종자용 쌀(할당량 외) 65 180 13 　 4xABy

　 ---其他; Other; 기타

1006.1091 ----籼米 ----Long grain ----멥쌀　 　 180 13 　 　
1006.1091.01 其他籼米稻谷(配额内) 

Other rice in husk(paddy or rough), long
rice(long-grained nonglutinous rice)(in- quota)

기타 멥쌀(할당량 내)(광택이나 윤이 나
는 것의 여부를 불문)

1 180 13 　 4xAByt

1006.1091.90 其他籼米稻谷(配额外) 
Other rice in husk(paddy or rough), long
rice(long-grained nonglutinous rice)(out- quota)

기타 멥쌀(할당량 외)(광택이나 윤이 나
는 것의 여부를 불문)

65 180 13 　 4xABy

1006.1099 ----其他 ----Other ----기타 　 180 13 　 　
1006.1099.01 其他稻谷(配额内) Other rice in husk(paddy or rough)(in-quota) 기타 쌀(할당량 내) 1 180 13 　 4xAByt

1006.1099.90 其他稻谷(配额外) Other rice in husk(paddy or rough)(out-quota) 기타 쌀(할당량 외) 65 180 13 　 4x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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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糙米; Husked(brown) rice; 현미

1006.2010 ---籼米 ---Shien grain ---멥쌀 180 13 　
1006.2010.01 籼米糙米(配额内) 

Husked(brown) rice, long rice(long-grained　non-
glutinous rice)(in-quota)

메현미(할당량 내)(광택이나 윤이 나는 

것의 여부를 불문)
1 180 13 　 4xAByt

1006.2010.90 籼米糙米(配额外) 
Husked(brown) rice, long rice(long-grained non-
glutinous rice)(out-quota)

메현미(할당량 외)(광택이나 윤이 나는 

것의 여부를 불문)
65 180 13 　 4xABy　

1006.2090 ---其他 ---Other ---기타 180 13 　
1006.2090.01 其他糙米(配额内) Other husked(brown) rice(in-quota) 기타 현미(할당량 내) 1 180 13 　 4xAByt

1006.2090.90 其他糙米(配额外) Other husked(brown) rice(out-quota) 기타 현미(할당량 외) 65 180 13 　 4xABy

　 -精米, 不论是否磨光或上光; Semi-milled or wholly milled rice, whether or not polished or glazed; 정미(연마·광택여부를 불문함)
1006.3010 ---籼米 ---Long grain ---멥쌀 180 13 　

1006.3010.01
籼米精米[不论是否磨光或上光(配

额内)]

Semi-milled or wholly milled rice, long grain 

(long-grained nonglutinous rice), whether or not 

polished or glazed(in-quota)

메정미(할당량 내)(광택이나 윤이 나는 것

의 여부를 불문)
1 180 13 　 4xAByt

1006.3010.90
籼米精米[不论是否磨光或上光(配

额外)]

Semi-milled or wholly milled rice, long grain 

(long-grained nonglutinous rice), whether or not 

polished or glazed(out-quota)

메정미(할당량 외)(광택이나 윤이 나는 것

의 여부를 불문)
65 180 13 　 4xABy

1006.3090 ---其他 ---Other ---기타 180 13 　
1006.3090.01

其他精米[不论是否磨光或上光(配

额内)]

Other semi-milled or wholly milled rice, wheth-

er or not polished or glazed(in-quota)

기타 정미(할당량 내)(광택이나 윤이 나

는 것의 여부를 불문)
1 180 13 　 4xAByt

1006.3090.90
其他精米[不论是否磨光或上光(配

额外)]

Other semi-milled or wholly milled rice, wheth-

er or not polished or glazed(out- quota)

기타 정미(할당량 외)(광택이나 윤이 나

는 것의 여부를 불문)
65 180 13 　 4xABy

　 -碎米; Broken rice; 쇄미

1006.4010 ---籼米 ---Long grain ---멥쌀 　 180 13 　 　
1006.4010.01 籼米碎米(配额内) 

Broken rice, long rice(long-grained nonglutinous rice) 

(in-quota)
메쇄미(할당량 내) 1 180 13 　 4xAByt

1006.4010.90 籼米碎米(配额外) 
Broken rice, long rice(long-grained nonglutinous rice)

(out-quota)
메쇄미(할당량 외) 65 180 13 　 4xABy

1006.4090 ---其他 ---Other ---기타 　 18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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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4090.01 其他碎米(配额内) Other broken rice(in-quota) 기타 쇄미(할당량 내) 1 180 13 　 4xAByt

1006.4090.90 其他碎米(配额外) Other broken rice(out-quota) 기타 쇄미(할당량 외) 65 180 13 　 4xABy

10.07 食用高粱; Grain sorghum; 식용수수

1007.1000 ---种用 ---Seed ---종자용 0 0 13 　 AB
1007.9000 ---其他 ---Other ---기타 2 8 13 　 AB

10.08 荞麦, 谷子及加那利草子; 其他谷物; Buckwheat, millet and canary seed; other cereals; 메밀, 조 또는 카나리시드 및 기타의 곡물

1008.1000 -荞麦 -Buckwheat -메밀 2 8 13 　 AB
　 -谷子; Millet; 조
1008.2100 --种用 --Seed --종자용 2 8 13 　 AB
1008.2900 --其他 --Other --기타 2 8 13 　 AB
1008.3000 -加那利草子 -Canary seed -카나리시드 2 8 13 5 AB
　 -直长马唐(马唐属); Fonio(Digitaria spp.); 포니오(디지타리아종)
1008.4010 ---种用 ---Seed ---종자용 0 0 13 　 AB
1008.4090 ---其他 ---Other ---기타 3 8 13 　 AB
　 -昆诺阿藜; Quinoa(Chenopodium quinoa); 퀴노아(체노포디움 퀴노아)
1008.5010 ---种用 ---Seed ---종자용 0 0 13 　 AB
1008.5090 ---其他 ---Other ---기타 3 8 13 　 AB
　 -黑小麦;Triticale; 라이밀　
1008.6010 ---种用 ---Seed ---종자용 0 0 13 　 AB
1008.6090 ---其他 ---Other ---기타 3 80 13 　 AB
　 -其他谷物; Other cereals; 기타 곡물　
1008.9010 ---种用 ---Seed ---종자용 0 0 13 　 AB
1008.9090 ---其他 ---Other ---기타 3 8 13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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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一章  制粉工业产品; 麦芽; 淀粉; 菊粉 面筋; Products of the milling industry; malt; searches; inulin; wheat gluten;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   

아, 전분,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11.01 小麦或混合麦的细粉; Wheat or maslin flour;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1101.0000 小麦或混合麦的细粉 Wheat or maslin flour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130 13 　 　
1101.0000.01 小麦或混合麦的细粉(配额内) Wheat or maslin flour(in-quota)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할당량 내) 6 130 13 　 4ABtxy

1101.0000.90 小麦或混合麦的细粉(配额外) Wheat or maslin flour(out-quota)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할당량 외) 65 130 13 　 4ABxy

11.02 其他谷物细粉, 但小麦或混合麦的细粉除外; Cereal flours other than of wheat or maslin;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
1102.2000 -玉米细粉 -Maize(corn) flour -옥수수 가루　 　 130 13 　 　
1102.2000.01 玉米细粉(配额内) Maize(corn) flour(in-quota) 옥수수 가루(할당량 내) 9 130 13 　 4ABtxy

1102.2000.90 玉米细粉(配额外) Maize(corn) flour(out-quota) 옥수수 가루(할당량 외) 40 130 13 　 4ABxy

　 -其他; Other; 기타 옥수수 가루

　 ---大米细粉; Rice flour; 쌀가루

1102.9011 ----籼米的 ----Of long grain ----인디카종 쌀의 것 　 130 13 　 　
1102.9011.01 籼米大米细粉(配额内) 

Long grain(long-grained nonglutinous rice 
flours in-quota)

멥쌀가루(할당량 내) 9 130 13 　 4ABtxy

1102.9011.90 籼米大米细粉(配额外) 
Long grain(long-grained nonglutinous rice 
flours out-quota)

멥쌀가루(할당량 외) 40 130 13 　 4ABxy

1102.9019 ----其他 ----Other ----기타 　 130 13 　 　
1102.9019.01 其他大米细粉(配额内) Other rice flour(in-quota) 기타 쌀가루(할당량 내) 9 130 13 　 4ABtxy

1102.9019.90 其他大米细粉(配额外) Other rice flour(out-quota) 기타 쌀가루(할당량 외) 40 130 13 　 4ABxy

1102.9090 ---其他 ---Other ---기타 5 14 13 　 AB

11.03 谷物的粗粒, 粗粉及团粒; Cereal groats, meal and pellets; 곡물의 분쇄물, 조분 및 피레트

　 -粗粒及粗粉; Groats and meal; 분쇄물 및 조분

1103.1100 --小麦的 --of wheat --밀의 것 　 130 13 　 　
1103.1100.01 小麦粗粒及粗粉(配额内) Wheat groats and meal(in-quota) 밀의 분쇄물 및 조분(할당량 내) 9 130 13 　 4ABtxy

1103.1100.90 小麦粗粒及粗粉(配额外) Wheat groats and meal(out-quota) 밀의 분쇄물 및 조분(할당량 외) 65 130 13 　 4AB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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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1300 --玉米的 --Of maize(corn) --옥수수의 것 130 13 　 　
1103.1300.01 玉米粗粒及粗粉(配额内) Maize(corn) groats and meal(in-quota) 옥수수의 분쇄물 및 조분(할당량 내) 9 130 13 　 4ABtxy

1103.1300.90 玉米粗粒及粗粉(配额外) Maize(corn) groats and meal(out-quota) 옥수수의 분쇄물 및 조분(할당량 외) 65 130 13 　 4ABxy

　 --其他; Other; 기타

1103.1910 ---燕麦的 ---Of oats ---귀리의 것 5 14 13 　 AB
　 ---大米的; Of rice; 쌀의 것

1103.1921 ----籼米的 ----Of long grain ----멥쌀의 것 　 70 13 　 　
1103.1921.01 籼米大米粗粒及粗粉(配额内) Long grain groats and meal(in-quota) 멥쌀의 분쇄물 및 조분(할당량 내) 9 70 13 　 4ABtxy

1103.1921.90 籼米大米粗粒及粗粉(配额外) Long grain groats and meal(out-quota) 멥쌀의 분쇄물 및 조분(할당량 외) 10 70 13 　 4ABxy

1103.1929 ----其他 ----Other ----기타 　 70 13 　 　
1103.1929.01 其他大米粗粒及粗粉(配额内) Other rice groats and meal(in-quota) 기타 쌀의 분쇄물 및 조분(할당량 내) 9 70 13 　 4ABtxy

1103.1929.90 其他大米粗粒及粗粉(配额外) Other rice groats and meal(out-quota) 기타 쌀의 분쇄물 및 조분(할당량 외) 10 70 13 　 4ABxy

1103.1990 ---其他 ---Other 기타 5 14 13 　 AB
　 -团粒; Pellets; 피레트

1103.2010 ---小麦的 ---of wheat ---밀의 것 　 180 13 　 　
1103.2010.01 小麦团粒(配额内) Wheat pellets(in-quota) 밀의 피레트(할당량 내) 10 180 13 　 4ABtxy

1103.2010.90 小麦团粒(配额外) Wheat pellets(out-quota) 밀의 피레트(할당량 외) 65 180 13 　 4ABxy

1103.2090 ---其他 ---of other cereals ---기타 곡물 20 50 13 　 AB

11.04

经其他加工的谷物(例如, 去壳, 滚压, 制片, 制成粒状, 切片或粗磨), 但税目10.06的稻谷, 大米除外; 谷物胚芽, 整粒, 滚压, 制片或磨碎的; Cereal grains 
otherwise worked(for example, hulled, rolled, flaked, pearled, sliced or kibbled), except rice of heading No. 10.06; germ of cereals, whole, rolled, 
flaked or ground; 기타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 (제
10.06호의 쌀을 제외)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滚压或制片的谷物; Rolled or flaked grains; 압착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

1104.1200 --燕麦的 --Of oats --귀리의 것 20 50 17 　 AB
　 --其他; Other; 기타

1104.1910 ---大麦的 ---Of barley ---보리의 것 20 50 17 　 AB
1104.1990 ---其他 ---Other ---기타 20 5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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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1990.10 滚压或制片的玉米 Rolled or flaked maize 압착식으로 만든 옥수수 20 50 17 　 4ABxy

1104.1990.90 滚压或制片的其他谷物 Rolled or flaked other corn 압착식으로 만든 기타 곡물 20 50 17 　 AB

　 -经其他加工的谷物(例如, 去壳, 制成粒状, 切片或粗磨); Other worked grains(for example, hulled, pearled, sliced or kibbled); 기타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진주상
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에 한함)

1104.2200 --燕麦的 --Of oats --귀리의 것 20 50 17 　 AB
1104.2300 --玉米的 --Of maize(corn) --옥수수의 것　 　 180 13 　 　
1104.2300.01 经其他加工的玉米(配额内) Maize(corn) otherwise worked(in-quota) 기타 가공한 옥수수의 것(할당량 내) 10 180 13 　 4xAByt

1104.2300.90 经其他加工的玉米(配额外) Maize(corn) otherwise worked(out-quota) 기타 가공한 옥수수의 것(할당량 외) 65 180 13 　 4xABy

　 --其他; Other; 기타

1104.2910 ---大麦的 ---Of barley ---보리의 것 65 114 13 　 AB
1104.2990 ---其他 ---Other ---기타 20 50 13 　 AB

1104.3000 -谷物胚芽, 整粒, 滚压, 制片或磨
碎的

-Germ of cereals, whole, rolled, flaked or ground -원상의 것 혹은 가공한 곡물의 배아 20 50 17 　 AB

11.05 马铃薯的细粉, 粗粉, 粉末, 粉片, 颗粒及团粒; Flour, meal, powder, flakes, granules and pellets of potatoes; 감자의 분, 조분과 플레이크, 과립 및 

피레트

1105.1000 -细粉, 粗粉及粉末 -Flour, meal and powder -감자의 분, 조분과 분말 15 50 17 15 AB
1105.2000 -粉片, 颗粒及团粒 -Flakes, granules and pellets -감자의 플레이크, 과립 및 피레트 15 50 17 15 AB

11.06
用税目07.13的干豆或税目07.14的西谷茎髓及植物根茎, 块茎制成的细粉, 粗粉及粉末; 用第八章的产品制成的细粉, 粗粉及粉末; Flour, meal and powder 
of the dried leguminous vegetables of heading No. 07.13, of sago or of roots or tubers of heading No. 07.14; or of the products of Chapter 8;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의 분과 조분, 사고, 뿌리 또는 괴경(제07.14호의 것)의 분과 조분 및 제8류의 물품의 분, 조분과 분말

1106.1000 -用税目07.13的干豆制成的
-Of the dried leguminous vegetables of heading 
N0. 07.13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에 해당하는 것
만 속한다)의 분, 조분과 분말

10 30 17 15 AB

1106.2000 -用税目07.14的西谷茎髓及植物根
茎, 块茎制成的

-Of sago or of roots or tubers of heading No. 
07.14

-사고괴경, 카사버(제07.14호에 해당하는 
것만 속한다)의 가루 및 유사한 가루

20 50 17 15 AB

1106.3000 -用第八章的产品制成的 -Of the products of Chapter 8 -과일 및 견과류의 분, 조분과 분말(제8류
의 물품의 분, 조분과 분말만 해당한다) 20 80 17 5,15 AB

11.07 麦芽, 不论是否焙制; Malt, whether or not roasted; 맥아(볶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1107.1000 -未焙制 -Not roasted -볶지 않은 것 10 50 17 1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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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2000 -已焙制 -Roasted -볶은 것 10 50 17 15 AB

11.08 淀粉; 菊粉; Starches; inulin; 전분과 이눌린

　 -淀粉; Starches; 전분

1108.1100 --小麦淀粉 --Wheat starch --밀 전분 20 50 17 　 AB
1108.1200 --玉米淀粉 --Maize(corn) starch --옥수수 전분 20 50 17 　 AB
1108.1300 --马铃薯淀粉 --Potato starch --감자 전분 15 50 17 15 AB
1108.1400 --木薯淀粉 --Manioc(cassava) starch --매니옥(카사바) 전분 10 50 17 15 AB
1108.1900 --其他 --Other starches --기타 20 50 17 15 AB
1108.2000 -菊粉 -Inulin -이눌린 20 50 17 15 AB

11.09 面筋, 不论是否干制; Wheat gluten, whether or not dried; 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1109.0000 面筋, 不论是否干制 Wheat gluten, whether or not dried 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18 80 17 1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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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二章  含油子仁及果实; 杂项子仁及果实; 工业用或药用植物; 稻草, 秸杆及饲料; Oil seeds and dleagimous fruits; miscelladneous grains, seeds and fruit; 
industrial or medicinal plants; straw and fodder;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엽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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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大豆, 不论是否破碎; Soya beans, whether or not broken;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1201.1000 ---种用 ---Seed ---종자용 0 180 13 　 7AB
　 -其他; Other; 기타(비종자용)
1201.9010 ----黄大豆 ----Yellow soya beans ----황대두 3 180 13 　 7AB
1201.9020 ----黑大豆 ----Black soya beans ----흑대두 3 180 13 　 7AB
1201.9030 ----青大豆 ----Green soya beans ----청대두 3 180 13 　 7AB
1201.9090 ----其他 ----Other ----기타 3 180 13 　 7AB

12.02 未焙炒或未烹煮的花生, 不论是否去壳或破碎; Ground, nuts, not roasted or otherwise cooked, whether or not shelled or broken; 땅콩(볶거나 기타 조리

를 한 것을 제외하며, 탈각 또는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1202.3000 -种用 -Seed -종자용 0 0 13 　 AB
　 -其他; Other; 기타(비종자용)
1202.4100 --未去壳 --In shell --탈각하지 않은 것 15 70 13 　 AB
1202.4200 --去壳, 不论是否破碎 --Shell, whether or not broken --탈각한 것(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15 70 13 　 AB

12.03 干椰子肉; Copra; 말린 야자열매의 과육

1203.0000 干椰子肉 Copra 말린 야자열매의 과육 15 30 13 5 AB

12.04 亚麻子, 不论是否破碎; Linseed, whether or not broken; 아마인(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1204.0000 亚麻子, 不论是否破碎 Linseed, whether or not broken 아마인(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15 70 13 5 AB

12.05 油菜子, 不论是否破碎; Rape or colza seeds, whether or not broken;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低芥子酸油菜籽; Low erucic acid rape or colza seeds; 저에루크산 유채씨

1205.1010 ---种用 ---Seed ---종자용 0 80 13 　 7AB
1205.1090 ---其他 ---Other ---기타 9 80 13 5 7AB
　 -其他; Other; 기타

1205.9010 ---种用 ---Seed ---종자용 0 80 13 　 7AB
1205.9090 ---其他 ---Other ---기타 9 80 13 5 7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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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葵花子, 不论是否破碎; Sunflower seeds, whether or not broken; 해바라기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1206.0010 ---种用 ---Seed ---종자용 0 0 13 5 AB
1206.0090 ---其他 ---Other ---기타 15 70 13 5 AB

12.07 其他含油子仁及果实, 不论是否破碎; Other oil seeds and oleaginous fruits, whether or not broken;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棕榈果及棕榈仁; Palm fruit and palm nut; 종려나무 열매와 넛

1207.1010 ---种用 ---Seed ---종자용　 0 0 13 　 AB

1207.1010.10 种用濒危棕榈果及棕榈仁 Endangered palm fruit and palm nut, seed 종자용 멸종위기의 종려나무 열매와 너트 0 0 13 　 ABEF

1207.1010.90 其他种用棕榈果及棕榈仁 Other palm fruit and palm nut, seed 기타 종자용 종려나무 열매와 너트 0 0 13 5 AB

1207.1090 ---其他 ---Other ---기타　 10 70 13 AB

1207.1090.10
其他濒危棕榈果及棕榈仁(不论是
否破碎) 

Other endangered palm fruit and palm 
nut(whether or not broken)

기타 멸종위기의 종려나무 열매와 너
트(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10 70 13 　 ABEF

1207.1090.90
其他棕榈果及棕榈仁(不论是否破
碎) 

Other palm fruit and palm nut(whether or not 
broken)

기타 종려나무 열매와 너트(파쇄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

10 70 13 5 AB

　 -棉子; Cotton seeds; 목화씨

1207.2100 ---种用 ---Seed ---종자용 0 0 13 5 AB
1207.2900 ---其他 ---Other ---기타 15 70 13 5 AB
　 -蓖麻子; Castor oil seeds; 피마자씨

1207.3010 ---种用 ---Seed ---종자용 0 0 13 5 AB
1207.3090 ---其他 ---Other ---기타 15 70 13 5 AB
　 -芝麻; Sesamum seeds; 참깨

1207.4010 ---种用 ---Seeds for cultivation ---종자용 0 0 13 5 AB
1207.4090 ---其他 ---Other ---기타 10 70 13 5 AB
　 -芥子; Mustard seeds; 겨자씨

1207.5010 ---种用 ---Seeds for cultivation ---종자용 0 0 13 5 AB
1207.5090 ---其他 ---Other ---기타 15 70 13 5 AB
　 -红花子; Safflower seeds; 잇꽃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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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6010 ---种用 ---Seed ---종자용 0 0 13 5 AB
1207.6090 ---其他 ---Other ---기타 20 70 13 5 AB
　 -甜瓜的子; Melon seeds; 멜론 씨

1207.7010 ---种用 ---Seed ---종자용 0 0 13 AB
　 ---其他; Other; 기타

1207.7091 ----黑瓜子 ----Black melon seeds ----블랙 멜론 씨 20 80 13 5 AB
1207.7092 ----红瓜子 ----Red melon seeds ----레드 멜론 씨 20 80 13 5 AB
1207.7099 ----其他 ----Other ----기타 수박속, 참외과 씨 30 70 13 5 AB
　 -其他; Other; 기타

1207.9100 --罂粟子 --Poppy seeds --양귀비 씨 20 70 13 5 AB
　 --其他; Other; 기타

1207.9910 ---种用 ---Seed ---종자용 0 0 13 5 AB
　 ---其他; Other; 기타

1207.9991 ----牛油树果 ----Shea nuts(karite nuts) ----시어너트(캐리트 너트) 20 70 13 5 AB
1208.9999 ----其他 ----Other ----기타 10 70 13 5 AB

12.08 含油子仁或果实的细粉及粗粉, 但芥子粉除外; Flours and meals of oil seeds or oleaginous fruits, other than those of mustard;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조분(겨자의 분, 조분을 제외)
1208.1000 -大豆粉 -Of soya beans -대두분 9 70 17 　 AB

1208.9000 -其他 -Other -기타 15 80 17 15 AB

12.09 种植用的种子, 果实及孢子; Seeds, fruit and spores, of a kind used for sowing; 파종용의 종자, 과실 및 포자

1209.1000 -糖甜菜籽 -Sugar beet seed -사탕무 종자 0 0 13 5 AB

　 -饲料植物种子; Seeds of forage plants; 사료용 식물의 종자

1209.2100 --紫苜蓿子 --Lucerne(alfalfa) seed --루산(알팔파) 종자 0 0 13 　 AB

1209.2200 --三叶草子 --Clover(Trifolium spp.) seed --클로버(트리폴리엄속) 종자 0 0 13 　 AB

1209.2300 --羊茅子 --Fescue seed --페스큐 종자 0 0 13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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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2400 --草地早熟禾子 --Kentucky blue grass(Poa-pratensis L.) seed --켄터키블루그래서(포아프래텐시스 엘) 
종자

0 0 13 　 AB

1209.2500 --黑麦草种子
--Rye grass(Lolium multiflorum Lam., Lolium per-
enne L.) seed

--라이그래스 종자(로오리엄 멀티플로럼
램, 로오리엄 페레네 엘) 0 0 13 　 AB

　 --其他; Other; 기타

1209.2910 ---甜菜子, 糖甜菜籽除外 ---Beet Seed, excluding sugar beet seed ---사탕무 종자(sugar beet seed는 제외) 0 0 13 5 AB
1209.2990 ---其他 ---Other ---기타 사료식물의 종자 0 0 13 　 AB

1209.3000 -草本花卉植物种子
-Seeds of herbaceous plants cultivated principally 
for their flowers -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　 0 0 13 　 　

1209.3000.10 濒危草本花卉植物种子
Seeds of endangered herbaceous plants culti-
vated principally for their flowers

멸종위기의 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 0 0 13 　 ABFE

1209.3000.90 其他草本花卉植物种子
Other seeds of herbaceous plants cultivated 
principally for their flowers

기타 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 0 0 13 　 AB

　 -其他; Other; 기타　
1209.9100 --蔬菜种子 --Vegetable seeds --채소 종자 0 0 13 　 AB
1209.9900 --其他 --Other --기타 0 0 13 　 　
1209.9900.10 其他种植用濒危种子, 果实及孢子

Other endangered seeds, fruit and spores, of a 
kind used for sowing

기타 파종용 멸종위기의 종자, 과실 및 
포자

0 0 13 　 AFEB

1209.9900.90 其他种植用种子, 果实及孢子
Other seeds, fruit and spores, of a kind used 
for sowing

기타 파종용 종자, 과실 및 포자 0 0 13 　 AB

12.10 鲜或干的啤酒花, 不论是否研磨或制成团粒; 蛇麻腺; Hop cones, fresh or dried, whether or not ground, powdered or in the form of pellets; lupulin; 
호프(신선·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 분말상 또는 피레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와 루플린

1210.1000 -啤酒花, 未经研磨也未制成团粒
-Hop cones, neither ground nor powdered nor in 
the form of pellets

-신선·건조한 호프(분쇄한 것, 분상 또는 
피레트상의 것을 제외) 20 50 17 15 AB

1210.2000 -啤酒花, 经研磨或制成团粒; 蛇麻
腺

-Hop cones, ground, powdered or in the form of 
pellets; lupulin

-호프(분쇄한 것, 분상 또는 피레트상의 
것에 한함)와 루플린

10 50 17 15 AB

12.11

主要用作香料, 药料, 杀虫, 杀菌或类似用途的植物或这些植物的某部分(包括子仁及果实), 鲜或干的, 不论是否切割, 压碎或研磨成粉; Plants and parts 
of plants(including seeds and fruits), of a kind used primarily in perfumery, in pharmacy or for insecticidal, fungicidal or similar purposes, fresh or 
dried, whether or not cut, crushed or powdered; 주로 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 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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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参; Ginseng roots; 인삼

1211.2010 ---西洋参 ---American ginseng ---서양 삼 7.5 70 13 5 AQBFE
1211.2020 ---野山参(西洋参除外) ---Wild ginseng(other than American ginseng) ---야생산삼(서양 삼은 제외) 20 90 13 5 ABFE
　 ---其他; Other; 기타

1211.2091 ----鲜的 ----Fresh ---신선한 것 20 50 13 5 AB
1211.2099 ----其他 ----Other ----기타 20 50 13 5 ABQ
1211.3000 -古柯叶 -Coca leaf -코카나무잎 9 50 13 5 　
1211.3000.10

药用古柯叶(不论是否切割, 压碎或
研磨成粉)

Coca leaf of a kind used in pharmacy(whether 
or not cut, crushed or powdered)

코카나무잎(phamacy용), (분쇄 또는 분말
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9 50 13 5 ABW

1211.3000.20
做香料用古柯叶(不论是否切割, 压
碎或研磨成粉)

Coca leaf of a kind used in perfumery(whether 
or not cut, crushed or powdered)

코카나무잎(perfumary용), (분쇄 또는 분말
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9 50 13 5 AB

1211.3000.90
杀虫杀菌用古柯叶(不论是否切割, 
压碎或研磨成粉)

Coca leaf of a kind used in insecticidal 
(fungicidal, whether or not cut, crushed or 
powdered)

코카나무잎(insecticidal용), (분쇄 또는 분
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9 50 13 5 AB

1211.4000 -罂粟杆 -Poppy straw -양귀비 줄기　 9 50 13 5 　

1211.4000.10
药用罂粟杆(不论是否切割, 压碎或
研磨成粉)

Poppy straw of a kind used primarily in phar-
macy(whether or not cut, crushed or pow-
dered)

양귀비 줄기(phamacy용), (분쇄 또는 분말
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9 50 13 5 AB

1211.4000.20
做香料用罂粟杆(不论是否切割, 压
碎或研磨成粉)

Poppy straw of a kind used primaily in per-
fumery(whether or not cut, crushed or pow-
dered)

양귀비 줄기(perfumary용), (분쇄 또는 분
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9 50 13 5 AB

1211.4000.90
杀虫杀菌用罂粟杆(不论是否切割, 
压碎或研磨成粉)

Poppy straw of a kind used for insecticidal, 
fungicidal(whether or not cut, crushed or pow-
dered)

양귀비 줄기(insecticidal용), (분쇄 또는 분
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9 50 13 5 AB

　 -其他; Other; 기타

　 ---主要用作药料的植物及其某部分; Of a kind used primarily in pharmacy; 주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식물 및 그 부분

1211.9011 ----当归 ----Radix angelicae sinensis ----당귀 6 30 13 5 AQB
1211.9012 ----三七(田七) ----Radix pseudoginseng ----삼칠초 6 20 13 5 AQB
1211.9013 ----党参 ----Radix codonopsitis ----당삼 6 20 13 5 AQ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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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9014 ----黄连 ----Rhizoma coptidis ----황련 6 20 13 5 AQB
1211.9015 ----菊花 ----Flos chrysanthemi ----국화 6 20 13 0,5 AQB
1211.9016 ----冬虫夏草 ----Cordyceps sinensis ----동충하초 6 20 13 5 AQBE
1211.9017 ----贝母 ----Bulbs fritillariae thunbergii ----패모 6 20 13 5 AQB
1211.9018 ----川芎 ----Rhizoma ligustici ----천궁 6 20 13 5 AQB
1211.9019 ----半夏 ----Rhizoma pinelliae ----반하 6 20 13 5 AQB
1211.9021 ----白芍 ----Radix paeoniae lactiflorae ----백출 6 20 13 5 AQB
1211.9022 ----天麻 ----Rhizoma gastrodiae ----천마 6 20 13 5 AQBFE
1211.9023 ----黄芪 ----Radix astragali ----황지 6 30 13 5 AQB
1211.9024 ----大黄, 籽黄 ----Rhubarb ----대황, 자황 6 20 13 5 AQB
1211.9025 ----白术 ----Rhizoma atractylodis macrocephalae ----백술 6 20 13 5 AQB
1211.9026 ----地黄 ----Radix rehmanniae ----지황 6 20 13 5 AQB
1211.9027 ----槐米 ----Flos sophorae ----괴미 6 20 13 5 AQB
1211.9028 ----杜仲 ----Cortex eucommiae ----두충 6 20 13 5 AQB
1211.9029 ----茯苓 ----Poria ----복령 6 20 13 5 AQB
1211.9031 ----枸杞 ----Fructus lycii ----구기 6 30 13 5 AQB
1211.9032 ----大海子 ----Bantaroi seeds ----대해자 6 20 13 5 AQB
1211.9033 ----沉香 ----Aloes wood ----심향 3 20 13 5 AQFEB
1211.9034 ----沙参 ----Adenophora axilliflora ----사삼 6 20 13 5 AQB
1211.9035 ----青蒿 ----Southernwood ----청고 6 20 13 AB
1211.9036暂 ----甘草 ----Liquorice roots ----감초 0 30 13 5 AQB4xy
1211.9037 ----黄芩 ----Scutellaria root ----황금 6 20 13 5 ABQ
1211.9038 ----椴(欧椴)花及叶子 ----Flower and leaves of linden tree(lindens) ----피나무(Linden tree)의 꽃 및 잎 6 30 13 5

1211.9038.10 海南椴, 紫椴(籽椴)花及叶
Flower and leaves of hainan linden, amur lin-
den

해남린덴, 피나무(피나무 종자 및 피나
무)의 꽃 및 잎

6 30 13 5 ABEQ

1211.9038.90 其他椴树(欧椴)花及叶 Flower and leaves of other linden tree(lindens) 기타 피나무(Linden tree)의 꽃 및 잎 6 30 13 5 ABQ

1211.9039 ----其他 ----Other ----기타　 6 2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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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9039.10 药料用麻黄草粉
Chinese ephedra(Ephedrasinica) powder, of a 
kind used primarily in pharmacy

의약용 마황초 6 20 13 5 23AQB

1211.9039.20 药料用麻黄草
Chinese ephedra(Ephedrasinica), of a kind used 
primarily in pharmacy

의약용 마황초 6 20 13 5 8AQ

1211.9039.30 大麻 Hemp 대마 6 20 13 5 AWB

1211.9039.40 罂粟壳 Poppy pod
양귀비 코투리 혹은 <휴대마취약품, 정
신약품증명>

6 20 13 5 AWB

1211.9039.50
鲜或干的木香(不论是否切割, 压碎
或研磨成粉) 

Banksia rose, fresh or dried(whether or not 
cut, crushed or powdered)

건조하거나 신선(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6 20 13 5 ABFE

1211.9039.60
鲜或干的黄草及枫斗及石斛(不论

是否切割, 压碎或研磨成粉) 

Herba dendrobii(in straight form or in earring 

form), fresh or dried(whether or not cut, 

crushed or powdered)

건조하거나 신선한 조개풀 및 단풍나무
(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

6 20 13 5 ABFE

1211.9039.70
鲜或干的苁蓉(不论是否切割, 压碎

或研磨成粉) 

Cistanche deserticola, fresh or dried(whether or 

not cut, crushed or powdered)
건조하거나 신선한 초종용과 육종용(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6 20 13 5 ABFE

1211.9039.80
鲜或干的红豆杉皮, 枝叶等(不论是
否切割, 压碎或研磨成粉) 

Bark, banch and leaf of taxusl, fresh or 
dried(whether or not cut, crushed or powdered)

건조하거나 신선한 팥 삼나무 껍질, 줄기, 
잎 등(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6 20 13 5 ABFE

1211.9039.91
其他主要用作药料鲜或干濒危植物
(包括其某部分, 不论是否切割, 压
碎或研磨成粉) 

Other endangered plants, of a kind used pri-
marily in pharmacy, fresh or dried(whether or 
not cut, crushed or powdered)

기타 주로 약재료에 쓰이며 건조하거나 
신선한 멸종위기의 식물(그 어느 부분을 
포함하며, 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

6 20 13 　 ABFE

1211.9039.92
加纳籽, 车前子壳粉, 育亨宾皮(包
括其某部分, 不论是否切割, 压碎
或研磨成粉) 

Carbon Ghana seeds, plantago shell powder, 
yohimbe bark(including part of its, whether or 
not cut, crushed or ground to powder)

가나씨, 질경이 씨껍질 가루, 요힘베껍질
(그 어느 부분을 포함하며, 분쇄 또는 분
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6 20 13 5 AB

1211.9039.93
恰特草(包括其某部分，不论是否
切割、压碎或研磨成粉)

Khat(including part of its, whether or not 
cutccrushed or powdered)

카트(그 어느 부분을 포함하며, 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6 20 13 ABI

1211.9039.99
其他主要用作药料的鲜或干的植物
(包括其某部分, 不论是否切割, 压
碎或研磨成粉) 

Other plants, of a kind used primarily in phar-
macy, fresh or dried, (including parts of its, 
whether or not cut, crushed or powdered)

기타 주로 약재료에 쓰이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식물(그 어느 부분을 포함하며, 분
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6 20 13 5 ABQ



2015년도 중국의 농산물 품목분류 및 관세율  109

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1211.9050 ---主要用作香料的植物及其某部

分
---Of a kind used primarily in perfumery ---주로 향료용으로 사용되는 식물 및 그 

부분　 8 50 13 　 　

1211.9050.10 香料用麻黄草粉
Chinese ephedra(Ephedrasinica) powder, of a kind 

used primarily in perfumery
향료용 마황초 8 50 13 5 23AB

1211.9050.20 香料用麻黄草
Chinese ephedra(Ephedrasinica), of a kind used 

primarily in perfumery
향료용 마황 8 50 13 5 8A

1211.9050.30

香料用沉香木及拟沉香木(包括其

某部分，不论是否切割、压碎或研

磨成粉)

Spices(including part of its, whether or not 

cutccrushed or powdered)

향료용 침향목 및 의침향목(그 어느 부

분을 포함하며, 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8 50 13 ABFE

1211.9050.91

其他主要用作香料的濒危植物(包

括其某部分, 不论是否切割, 压碎

或研磨成粉) 

Other endangered plants, of a kind used pri-

marily in perfumery(including parts of its, 

whether or not cut, crushed or powdered)

주로 향료로 쓰이며 멸종위기의 기타 식

물(그 어느 부분을 포함하며, 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8 50 13 　 ABFE

1211.9050.99

其他主要用作香料的植物(包括其

某部分, 不论是否切割, 压碎或研

磨成粉) 

Other plants, of a kind used pramarily in per-

fumery(including parts of its, whether or not 

cut, crushed or powdered)

주로 향료로 쓰이는 기타 식물(그 어느부

분을 포함하며, 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8 50 13 5 AB

　 ---其他; Other; 기타

1211.9091 ----鱼藤根, 除虫菊 ----Derris roots and pyrethrum ----데리스근과 제충국 3 11 13 5 ABS
1211.9099 ----其他 ----Other ----기타 9 30 13 　 　
1211.9099.10 其他用麻黄草粉 Other Chinese ephedra(Ephedrasinica) powder 기타 마황초분 9 30 13 5 23AB

1211.9099.20 其他用麻黄草 Other Chinese ephedra(Ephedrasinica) 기타 마황초 9 30 13 5 8A

1211.9099.91
其他鲜或干杀虫, 杀菌用濒危植物

(不论是否切割, 压碎或研磨成粉) 

Other endangered plants, of a kind used for 

insecticidal, fungicidal, fresh or dried(whether 

or not cut, crushed or powdered)

기타 신선하거나 건조한 살충, 살균용 

멸종위기의 식물(그 어느 부분을 포함

하며, 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

9 30 13 　 ABFE

1211.9099.99
其他鲜或干的杀虫, 杀菌用植物(不
论是否切割, 压碎或研磨成粉) 

Other plants, of a kind used for insecticidal, 
fungicidal, fresh or dried(whether or not cut, 
crushed or powdered)

기타 신선하거나 건조한 살충, 살균용 
식물(그 어느 부분을 포함하며, 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9 30 13 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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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鲜, 冷, 冻或干的刺槐豆, 海草及其他藻类, 甜菜及甘蔗, 不论是否碾磨; 主要供人食用的其他税目未列名的果核, 果仁及植物产品(包括未培制的菊苣根); 
Locust beans, seaweeds and other algae, sugar beet and sugar cane, fresh chilled, frozen or dried, whether or not ground; fruit stones and kernels 
and other vegetable products(including unroasted chicory roots of the variety Cichorium intybus sativum) of a kind used primarily for human con-
sumption,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로우커스트두, 해초류와 기타 조류, 사탕무우와 사탕수수(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및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아니한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 변종의 치커리 뿌리를 포함)으로서 따로 분류

되지 아니한 것

　 -海草及其他藻类; Seaweeds and other algae; 해초 및 기타 조류

　 --适合供人食用的; Fit for human consumption; 식용에 적합한 해초 및 기타 조류　
1212.2110 ---海带 ---Sea tangle ---다시마 20 70 13 AB
1212.2120 ---发菜 ---Black moss ---블랙모스 20 70 13 5 8A
　 ---裙带菜; Pinnatifida; 미역

1212.2131 ----干的 ----Dried ----건조한 것 15 70 13 5 AB

1212.2132 ----鲜的 ----Fresh ----신선한 것 15 70 13 5 AB

1212.2139 ----其他 ----Other ----기타 15 70 13 5 AB

　 ---紫菜; Laver; 김
1212.2141 ----干的 ----Dried ----건조한 것 15 70 13 AB
1212.2142 ----鲜的 ----Fresh ----신선한 것 15 70 13 AB
1212.2149 ----其他 ----Other ----기타 15 70 13 AB
　 ---麒麟菜; Eucheuma; 기린채　　
1212.2161 ----干的 ----Dried ----건조한 것 15 70 13 5 AB
1212.2169 ----其他 ----Other ----기타 15 70 13 5 AB
　 ---江蓠; Garcilaria; 강호

1212.2171 ----干的 ----Dried ----건조한 것 15 70 13 5 AB

1212.2179 ----其他 ----Other ----기타 15 70 13 5 AB

1212.2190暂 ---其他 ---Other ---기타 2 70 13 5 AB

1212.2910暂 ----马尾藻 ----Sargass ----모자반 2 70 13 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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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1212.2990暂 ----其他 ----Other ----기타 2 70 13 5 AB
　 -其他; Other; 기타

1212.9100 --甜菜 --Sugar beet --사탕무우 20 70 13 5 AB

1212.9200 --刺槐豆 --Locust beans --홰나무열매(홰나무열매의 씨도 포함) 20 70 13 5 AB

1212.9300 --甘蔗 --Sugar cane --사탕수수 20 70 13 5 AB

1212.9400 --菊苣根 --Chicory roots --치커리 뿌리 20 70 13 5 AB
　 --其他; Other; 기타

　 ---杏, 桃(包括油桃), 梅或李的核及核仁; Apricot, peach(including nectarine) of plum stones and kernels; 살구, 복숭아, 매실, 배의 씨와 과육　
1212.9911 ----苦杏仁 ----Bitter ----쓴 살구과육 20 80 13 5 QAB
1212.9912 ----甜杏仁 ----Sweet ----단 살구과육 20 80 13 5 AB
1212.9919 ----其他 ----Other ----기타 20 80 13 5 AB
　 ---其他; Other; 기타

1212.9993 ----白瓜子 ----Pumpkin seeds ----호박씨 20 80 13 5 AB
1212.9994 ----莲子 ----Lotus seeds(Semen Nelumbinis) ----연씨 20 80 13 5 AB
1212.9996 ----甜叶菊叶 30 70 13 5 AB
1212.9999 ----其他 ----Other ----기타　 30 70 13 　 　

1212.9999.10
其他供人食用濒危植物产品(包括

未焙制的菊苣根, 包括果核, 仁等) 

Other endangered vegetable products(including 

unroasted chicory roots of the variety 

Cichorium intybus sativum) of a kind used 

primarily for human consumption

기타 식용에 적합한 멸종위기 식물의 상

품(굽지 않은 치커리 뿌리를 포함하며, 과

일의 씨와 과육을 포함)

30 70 13 　 ABFE

1212.9999.90
其他供人食用果核, 仁及植物产品

(包括未焙制的菊苣根) 

Other fruit stones and kernels and vegetable 

products(including unroasted chicory roots of 

the variety Cichorium intybus sativum) of a 

kind used primarily for human consumption

기타 식용 적합한 과일씨와 과육 및 식물

의 상품(굽지 않은 치커리 뿌리를 포함)
30 70 13 5 AB

12.13 未经处理的谷类植物的茎, 秆及谷壳, 不论是否切碎, 碾磨, 挤压或制成团粒; Cereal straw and husks, unprepared, whether or not chopped, ground, 
pressed or in the form of pellets;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압착 또는 피레트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1213.0010 ---未经处理的稻草的茎, 杆 ---Cereal straw unprepared ---조제하지 않은 벼의 줄기 12 35 13 5 AB
1213.0090 ---其他 ---Other ---기타 12 35 13 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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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12.14
芜菁甘蓝, 饲料甜菜, 饲料用根, 干草, 紫苜蓿, 三叶草, 驴喜豆, 饲料羽衣甘蓝, 羽扇豆, 巢菜及类似饲料, 不论是否制成团粒; Swedes, mangolds, fodder 
roots, hay, lucerne(alfalfa), clover, sainfoin, forage kale, lupines, vetches and similar forage products, whether or not in the form of pellets; 스위드, 
맹골드, 사료용의 근채류, 건초, 루우산(알팔파), 클로버, 샌포인, 케일, 루핀, 배치 및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피레트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1214.1000 -紫苜蓿粗粉及团粒 -Lucerne(alfalfa) meal and pellets -루우산(알팔파)의 조분과 피레트 5 35 13 　 AB
1214.9000 -其他 -Other -기타 35 13 　
1214.9000暂.01 其他紫苜蓿(粗粉及团粒除外) Other lucerne(other than meal and pellets) 기타 루우산(알팔파)(조분과 피레트는 제외) 7 35 13 AB

1214.9000暂.02
以除紫苜蓿外的禾木科和豆科为主

的多种混合天然饲草

In addition to alfalfa variety of graminaceous 

and leguminous based mixed natural forage 

grass

루우산(알팔파) 제외한 화본과와 두과

를 위주로 하는 다종 혼합 천연 풀먹이 
4 35 13 AB

1214.9000.90

芫菁甘蓝, 饲料甜菜, 其他植物饲

料(包括饲料用根, 干草, 三叶草, 

驴喜豆等, 不论是否制成团粒)

Swedes, mangolds, other vegetable fodder(in-

cluding fodder roots, hay, clover, sainfoin, 

whether or not in the form of pellets)

스위드·맹골드·기타 사료용 식물(사료용의 

근채류, 건초, 클로버, 샌포인 등을 포함. 

페리트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9 35 13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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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三章  虫胶; 树胶, 树脂及其他植物液, 汁; Lac; gums, resins and other vegetable saps and extraces; 락, 검, 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수액과 엑스

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13.01 虫胶; 天然树胶, 树脂, 树胶脂及油树脂(例如, 香树脂); Lac; natural gums, resins, gum-resins and oleoresins(for example, balsams); 락과 연검, 수지, 
검수지 및 함유수지(예; 발삼)　

1301.2000 -阿拉伯胶 -Gum Arabic -아라비아검(Gum Arabic) 15 40 13 5 AB
　 -其他; Other; 기타　
1301.9010 ---胶黄耆树胶(卡喇杆胶) ---Gum tragacanth ---트래거캔스 고무 15 40 13 5 AB
1301.9020 ---乳香, 没药及血竭 ---Olibanum, myrrh and dragon's blood ---올리바늄, 미르아, 혈갈 3 17 13 5 ABQ
1301.9030 ---阿魏 ---Asafoetida ---아위 3 17 13 5 AB
1301.9040 ---松脂 ---Pine-resin ---송진 15 45 13 　
1301.9040.10 濒危松科植物的松脂 Pine-resin of endangered plants of pine family 멸종위기의 송과 식물의 송진 15 45 13 ABE

1301.9040.90 其他松脂 Other pine-resin 기타 송진 15 45 13 5 AB

1301.9090 ---其他 ---Other ---기타 15 45 13 　
1301.9090.10 龙血树脂, 大戟脂, 愈疮树脂

Resin of daemonorops draco, resin of euphor-
bia, resin of lignum vitae

용혈수지, 대극지, 유창목지 15 45 13 5 ABFE

1301.9090.20 大麻脂 Charas, churrus 대마 15 45 13 5 ABW

1301.9090.91
其他濒危植物的天然树胶, 树脂[包
括天然树胶脂及其他油树脂(例如; 
香树脂)]

Other natural gums, resins, gum-resins and 
oleoresins(for example, balsams) of endangered 
plants

기타 멸종위기의 천연검, 수지(천연수지와 
기타 발삼과 같은 함유수지를 포함)

15 45 13 ABFE

1301.9090.99
其他天然树胶, 树脂[包括天然树胶, 
树脂及其他油树脂(例如; 香树脂)]

Other natural gums, resins, gum-resins and 
oleoresins(for example, balsams)

기타 천연검, 수지(천연수지와 기타 발삼
과 같은 함유수지를 포함)

15 45 13 5 AB

13.02
植物液汁及浸膏; 果胶, 果胶酸盐及果胶酸脂; 从植物产品制得的琼脂, 其他胶液及增稠剂, 不论是否改性; Vegetable saps and extracts; pectic sub-
stances, pectinates and pectates; agar-agar and other mucilages and thickeners, whether or not modified, derived from vegetable products; 액즙과 

엑스, 펙틴질･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원료에서 얻은 한천･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植物液汁及浸膏; Vegetable saps and extracts; 식물성 액즙과 엑스

1302.1100 --鸦片 --Opium --아편 0 0 0 15 WB9

1302.1200暂 --甘草的 --Of liquorice --감초의 것 0 20 17 15 4xABy

1302.1300 --啤酒花的 --Of hops --홉의 것 10 80 17 1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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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其他; Other; 기타

1302.1910 ---生漆 ---Crude lacquer ---생칠 20 90 17 5 AB
1302.1920 ---印楝素 ---Azadirachtin ---아자디라크린 3 11 17 5 ABS

1302.1930 ---除虫菊的或含鱼藤酮植物根茎的
---Of pyrethrum or of the roots of plants contain-
ing rotenone

---제충국 또는 로테논(=인축(人畜)에 독성
이 적은 살충제)을 함유한 식물 귀경의 액
즙과 엑스

3 11 17 15 ABS

1302.1940 ----银杏的 ----Gingko ----은행의 것 20 80 17 15 ABE
1302.1990 ---其他 ---Other ---기타 　 80 17 　
1302.1990暂.01 苦参碱 Matrine 고삼 3 80 17 15 ABS

1302.1990.11 供制农药用麻黄浸膏粉
Chinese ephedra extract powder used primarily 
in pestcide

공제농약용 마황 엑스트랙트(=[약학] 동물이
나 식물 따위에서 뽑아낸 천연 약물의 유효 
성분을 농축시킨 의약품. 유동체와 건조한 
것이 있다)의 분

20 80 17 15 23AB

1302.1990.12 供制农药用麻黄浸膏
Chinese ephedra extract used primarily in pest-
cide

공제농약용 마황 엑스트랙트 20 80 17 15 23AB

1302.1990.13 供制农药用的濒危植物液汁及浸膏
Endangered vegetable saps and extracts for 
used primarily in pesticide

공제농약용 멸종위기 식물의 액즙과 엑스
트랙트(=추출물)

20 80 17 ABFE

1302.1990.19 供制农药用的其他植物液汁及浸膏
Other vegetable saps and extracts used primar-
ily in pharmacy

공제농약용 기타식물의 액즙과 엑스트랙
트(=추출물)

20 80 17 15 AB

1302.1990.91 供制医药用麻黄浸膏粉
Chinese ephedra extract powder used primarily 
in pharmacy

공제의약용 엑스트랙트(=추출물)의 분 20 80 17 15 Q23AB

1302.1990.92 供制医药用麻黄浸膏 Chinese ephedra extract used in pharmacy 공제의약용 엑스트랙트(=추출물) 20 80 17 15 Q23AB

1302.1990.93 其他麻黄浸膏粉 Other chinese ephedra extract powder 기타 엑스트랙트(=추출물)의 분 20 80 17 15 23AB

1302.1990.94 其他麻黄浸膏 Other chinese ephedra extract 기타 엑스트랙트(=추출물) 20 80 17 15 23AB

1302.1990.95 红豆杉液汁及浸膏 Saps and extracts of taxusl 훙더우산/주목(朱木)의 액즙과 엑스트랙트 20 80 17 15 ABFE

1302.1990.96 黄草汁液及浸膏 Saps and extracts of herba dendroii 황초의 액즙과 엑스트랙트 20 80 17 15 ABFE

1302.1990.97 其他濒危植物液汁及浸膏
Saps and extracts of other endangered vegeta-
ble

기타 멸종위기 식물의 액즙과 엑스트랙트 20 80 17 　 ABFE

1302.1990.99 其他植物液汁及浸膏 Other vegetable saps and extracts 기타식물의 액즙과 엑스트랙트 20 80 17 1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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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2000 -果胶, 果胶酸盐及果胶酸酯 -Pectic substances, pectinates and pectates -펙틴질, 펙티닝산염 및 펙틴산염 20 80 17 15 AB

　 -从植物产品制得的胶液及增稠剂, 不论是否改性; Mucilages and thickeners, whether or not modified, derived from vegetable products;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1302.3100 --琼脂 --Agar-agar --한천 10 80 17 15 AB

1302.3200 --从刺槐豆, 刺槐豆子或瓜尔豆制
得的胶液及增稠剂, 不论是否改性

--Mucilages and thickeners, whether or not modi-
fied, derived from locust beans, locust bean 
seeds or guar seeds

--로우커스트두, 로우커스트두의 씨 또는 
구아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
(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15 80 17 15 AB

　 --其他; Other; 기타

　 ---海草及其他藻类制品; Preparations of seaweeds and other algae; 해초 및 기타 조류제품

1302.3911 ----卡拉胶 ----Carrageenan ----카라게닌(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15 80 17 15 AB

1302.3912 ----褐藻胶 ----Algin ----알긴(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15 80 17 15 AB

1302.3919 ----其他 ----Other ----기타 15 80 17 15 AB
1302.3990 ---其他 ---Other ---기타 15 80 17 　 　
1302.3990.10 未列名濒危植物胶液及增稠剂

Mucilages and thickeners, derived from endan-
gered vegetable products, not elsewhere speci-
fied or included

열거하지 않은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과 디크너

15 80 17 　 ABFE

1302.3990.90 其他未列名植物胶液及增稠剂
Other mucilages and thickeners, derived from 
vegetable product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기타 열거하지 않은 식물성 원료에서 얻
은 점질물과 디크너

15 80 17 1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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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四章  编结用植物材料; 其他植物产品; vegetable plaiting materials; vegetable product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14.01
主要作编结用的植物材料(例如, 竹, 藤, 芦苇, 灯芯草, 柳条, 酒椰叶, 已净, 漂白或染色的谷类植物的茎秆, 椴树皮); Vegetable materials of a kind used 
primarily for plaiting(for example, bamboos, rattans, reeds, rushes, osier, raffia, cleaned, bleached or dyed cereal straw, and lime bark); 편조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대, 등, 갈대, 골풀, 양버드나무, 라피아청정, 표백 또는 염색한 곡물의 짚과 라임수피)
1401.1000 -竹 -Bamboos -대 10 70 13 5 　
1401.1000.10 酸竹 Acidosasa chinenesis(Raphia vinifera) 산죽 10 70 13 5 ABE

1401.1000.90 其他竹 Other bamboos 기타 대나무 10 70 13 5 AB

1401.2000 -藤 -Rattans -등 10 35 13 　 　
1401.2000.10 濒危藤 Endangered rattans

멸종위기의 등(Rattans in imminent dan-
gers)

10 35 13 　 ABFE

1401.2000.90 其他藤 Other rattans 기타 등 10 35 13 5 AB

　 -其他; Other; 기타

1401.9010 ---谷类植物的茎秆(麦秸除外) ---Cereal straw(other than wheat straw) ---곡물류 식물의 짚(밀짚 제외), (청정･표
백 또는 염색한 것) 10 70 13 5 AB

1401.9020 ---芦苇 ---Reeds ---갈대 10 70 13 5 AB
　 ---灯芯草属; Rushes; 등의 심지 풀

1401.9031 ----蔺草 ----Mat rush ----골풀 10 70 13 5 AB4xy
1401.9039 ----其他 ----Other ----기타 10 70 13 5 AB
1401.9090 ---其他 ---Other ---기타 10 70 13 5 AB

14.04 其他税目未列名的植物产品; Vegetable product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기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물성 생산품

1404.2000 -棉短绒 -Cotton linters -면 린트 4 30 13 5 AB
　 -其他; Other; 기타

1404.9010 ---主要供染料, 鞣料用的植物原料
---Raw vegetable materials of a kind used pri-
marily in dyeing or tanning

---염색용 또는 유연용으로 주로 사용
되는 식물성 원료

5 45 13 5 AB

1404.9090 ---其他 ---Other ---기타 15 70 13 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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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五章  动, 植物油, 脂及其分解产品; 精制的食用油脂; 动, 植物蜡; Animal or 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cleavage products; prepared 
edible fats; animal or vegetable waxes;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15.01 猪脂肪(包括已炼制的猪油)及家禽脂肪, 但税目02.09及15.03的货品除外; Pig fat(including lard) and poultry fat, other than that of heading No. 02.09 
or 15.03; 돼지지방(라드 포함)과 가금의 지방, 단 제02.09호와 제15.03호의 상품 제외

1501.1000 -猪油 -Lard -돼지라드 10 35 17 15 AB
1501.2000 -其他猪脂肪 -Other pig fat -기타 돼지 지방 10 35 17 15 AB
1501.9000 -其他 -Other -기타 10 35 17 15 AB

15.02 牛, 羊脂肪, 但税目15.03的货品除外; Fats of bovine animals, sheep or goat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No. 15.03; 소, 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제
15.03호의 것은 제외)

1502.1000暂 --牛, 羊脂肪 --Tallow --조제하지 않은 소, 양의 지방 4 30 17 15 AB
1502.9000暂 ---其他 ---Other ---기타 4 70 17 5 AB

15.03 猪油硬脂, 液体猪油, 油硬脂, 食用或非食用脂油, 未经乳化, 混合或其他方法制作; Lard stearin, lard oil, oleostearin, oleooil and tallow oil, not emulsified 
or mixed or otherwise prepared; 라드 스테아린, 라드유, 올레오스테아린, 올레오유 및 텔로우유로서 유화･혼합 기타의 조제를 하지 아니한 것

1503.0000
猪油硬脂, 液体猪油, 油硬脂, 食
用或非食用脂油, 未经乳化, 混合

或其他方法制作

Lard stearin, lard oil, oleostearin, oleooil and tal-
low oil, not emulsified or mixed or otherwise pre-
pared

조제하지 않은 라드 스테아린, 올레오

스테아린 등(라드유, 올레오유 및 텔로

우유로서 유화, 혼합 기타의 조제를 하

지 않은 것)

10 30 17 15 AB

15.04 鱼或海生哺乳动物的油, 脂及其分离品, 不论是否精制, 但未经化学改性;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of fish or marine mammal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

1504.1000 -鱼肝油及其分离品 -Fish-liver oils and their fractions -어류의 간유와 그 분획물 12 30 17 15 AB

1504.1000.10 濒危鱼鱼肝油及其分离品
Endangered species of fish cod-liver oil and 

its fractions
멸종위기 어류의 간유와 그 분획물 12 30 17 15 ABEF

1504.1000.90 其他鱼鱼肝油及其分离品 Other fish cod-liver oil and its frations 기타 어류의 간유와 그 분획물 12 30 17 15 AB

1504.2000 -除鱼肝油以外的鱼油, 脂及其分离品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of fish, other 
than liver oils -기타 어류의 유지와 그 분획물(간유는 제외) 12 50 17 15 AB

1504.2000.10
濒危鱼其他鱼油，脂及其分离品

(鱼肝油除外)

Other endangered fish, fish oil, fat and its 

fractions(cod-liver oil except)
멸종위기 기타 어류의 유지와 그 분획물
(간유는 제외)

12 50 17 15 AB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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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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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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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2000.90
其他鱼油，脂及其分离品(鱼肝油
除外)

Other fish, fish oil, fat and its frac-
tions(cod-liver oil except)

-기타 어류의 유지와 그 분획물(간유는 
제외)

12 50 17 15 AB

1504.3000 -海生哺乳动物的油, 脂及其分离品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of marine 
mammals

-멸종위기 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

(거의 바다생물을 가르킴) 14.4 50 17 　 　

1504.3000.10
濒危哺乳动物的油, 脂及其分离品

(仅指海生)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of endan-

gered marine mammals

멸종위기 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

(거의 바다생물을 가르킴)
14.4 50 17 　 ABFE

1504.3000.90
其他海生哺乳动物的油, 脂及其分

离品(仅指海生) 

Other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of ma-

rine mammals
기타 바다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 14.4 50 17 15 AB

15.05 羊毛脂及从羊毛脂制得的脂肪物质(包括纯净的羊毛脂); Wool grease and fatty substances derived therefrom(including lanolin); 울 그리스와 이로부터 얻

은 지방성 물질(라놀린을 포함)

1505.0000 羊毛脂及羊毛脂肪物质(包括纯净
的羊毛脂) 

Wool grease and fatty substances derived there-
from(including lanolin)

울 그리스와 이로부터 얻은 지방성 물질
(라놀린을 포함) 20 70 17 15 AB

15.06 其他动物油, 脂及其分离品, 不论是否精制, 但未经化学改性; Other animal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기타의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

1506.0000 其他动物油, 脂及其分离品, 不论
是否精制, 但未经化学改性

Other animal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
fied

기타의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

20 70 17 　 　

1506.0000.10
其他濒危动物为原料制取的脂肪
(包括河马, 熊, 野兔, 海龟为原料
的及海龟蛋油) 

Fats made of materials of endangered wild an-
imals(including hippo, bear, hare, green turtle 
and green turtle egg)

기타의 멸종위기의 동물의 원료에서 얻은 
지방(하마, 곰, 야생토끼, 바다거북과 바다
거북의 알을 포함)

20 70 17 　 ABFE

1506.0000.90
其他动物油, 脂及其分离品(不论是
否精制, 但未经化学改性)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of other ani-
mal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
cally modified)

기타의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

20 70 17 15 AB

15.07 豆油及其分离品, 不论是否精制, 但未经化学改性; Soya-bean oil and its fraction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

1507.1000 -初榨的, 不论是否脱胶 -Crude oil whether or not degummed -처음으로 짜낸 것, 디거밍(degummim) 
여부를 불문함) 9 190 13 　 7AB

1507.9000 -其他 -Other -기타 9 190 13 　 7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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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 花生油及其分离品, 不论是否精制, 但未经化学改性; Ground-nut oil and its fraction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땅콩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　
1508.1000 -初榨的 -Crude oil -처음으로 짜낸 것 10 100 13 　 AB

1508.9000 -其他 -Other -기타 10 100 13 　 AB

15.09 油橄榄油及其分离品, 不论是否精制, 但未经化学改性; Olive oil and its fraction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　
1509.1000 -初榨的 -Crude oil -처음으로 짜낸 것 10 30 13 　 7AB

1509.9000 -其他 -Other -기타 10 30 17 　 7AB

15.10

其他橄榄油及其分离品, 不论是否精制, 但未经化学改性, 包括掺有税目15.09的油或分离品的混合物; Other oils and their fractions, obtained solely from 
olive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including blends of these oils or fractions with oils or fractions of heading No. 15.09; 
기타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하고, 이들의 유 또는 그 분획물이 제15.09
호의 유 또는 그 분획물과 혼합한 것을 포함)

1510.0000
其他橄榄油及其分离品, 不论是否
精制, 但未经化学改性, 包括掺有
税目15.09的油或分离品的混合物

Other oils and their fractions, obtained solely 
from olive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including blends of these 
oils or fractions with oils or fractions of heading 
No. 15.09

기타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 10 30 17 　 7AB

15.11 棕榈油及其分离品, 不论是否精制, 但未经化学改性; Palm oil and its fraction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팜유와 그 분획물(정
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

1511.1000 -初榨的 -Crude oil -처음으로 짜낸 것 9 60 13 　 7AB
　 -其他; Other; 기타

1511.9010 ---棕榈液油(熔点19~24度) ---Palm olein(cmelting point 19℃ ~24℃) ---팜유(녹는점이 19~24도인 것) 9 60 13 　 7AB
1511.9020 ---棕榈硬脂(熔点44~56度) ---Palm stearin(cmelting point 44℃~56℃) ---팜스테아린(녹는점이 44~56도 인 것　 　 60 13 　 　
1511.9020暂.01

固态棕榈硬脂(50度≤熔点≤56度), 
(未经化学改性) 

Solid Palm stearin(cmelting point 50℃~56℃, 
not chemically modified)

고체상태의 팜 스테아린(50도≤녹는점≤
56도),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

2 60 13 　 7AB

1511.9020.90
棕榈硬脂(44度≤熔点＜50度, 未经
化学改性) 

Palm stearin(cmelting point 44℃~50℃, not 
chemically modified)

팜 스테아린(44도≤녹는점<50도), (화학적
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

8 60 13 　 AB

1511.9090 ---其他 ---Other ---기타 9 60 17 　 7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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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葵花油, 红花油或棉子油及其分离品, 不论是否精制, 但未经化学改性; Sunflower-seed, safflower or cotton-seed oil and fractions thereof,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해바라기씨유, 잇꽃유 또는 면실유 및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

　 -葵花油或红花油及其分离品; Sunflowere-seed or safflower oil and fractions thereof; 해바라기씨유 또는 잇꽃유와 그 분획물

1512.1100 --初榨的 -Crude oil -처음으로 짜낸 것 9 160 13 　 AB
1512.1900 --其他 --Other --기타 9 160 17 　 AB
　 -棉子油及其分离品; Cotton-seed oil and its fractions; 면실유와 그 분획물

1512.2100 --初榨的, 不论是否去除棉子酚
--Crude oil, whether or not gossypol has been 
removed

--처음으로 짜낸 것, 고시폴 제거 여부
를 불문함

10 70 13 　 AB

1512.2900 --其他 --Other --기타 10 70 17 　 AB

15.13
椰子油, 棕榈仁油或巴巴苏棕榈果油及其分离品, 不论是否精制, 但未经化学改性; Coconut(copra), palm kernel or babassu oil and fractions thereof,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야자유,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
　 -椰子油及其分离品; Coconut(copra) oil and its fractions; 야자(코프라)유와 그 분획물

1513.1100 --初榨的 --Crude oil --처음으로 짜낸 것 9 40 13 　 AB
1513.1900 --其他 --Other --기타 9 40 13 　 AB
　 -棕榈仁油或巴巴苏棕榈果油及其分离品; palm kernel or babassu oil and fractions thereof; 종려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　
1513.2100 --初榨的 --Crude oil --처음으로 짜낸 것 9 40 13 　 AB
1513.2900 --其他 --Other --기타 9 40 17 　 AB

15.14 菜子油或芥子油及其分离品, 不论是否精制, 但未经化学改性; Rape, colza or mustard oil and fractions thereof,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
cally modified; 유채유(채종과 콜자유) 또는 겨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

　 -低芥子酸菜籽及其分离品; Low erucic acid rape of colza oil and its fracti- ons; 저에루크산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와 그 분획물　
1514.1100 --初榨的 --Crude oil --처음으로 짜낸 것 9 170 13 　 7AB
1514.1900 --其他 --Other --기타 9 170 13 　 7AB
　 -其他; Other; 기타 

　 --初榨的; Crude oil; 처음으로 짜낸 것

1514.9110 ---菜籽油 ---Rape oil ---유채유 9 170 13 　 7AB
1514.9190 ---芥子油 ---Mustard oil ---겨자유 9 170 13 　 7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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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9900 --其他 --Other --기타 9 170 17 　 7AB

15.15
其他固定植物油, 脂(包括希蒙得木油)及其分离品, 不论是否精制, 但未经化学改性; Other fixed vegetable fats and oils(including jojoba oil) and fractions 
thereof,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바유를 포함)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

　 -亚麻子油及其分离品; Linseed oil and its fractions; 아미인유와 그 분획물

1515.1100 --初榨的 --Crude oil --처음으로 짜낸 것 15 30 13 　 AB
1515.1900 --其他 --Other --기타 15 30 17 　 AB
　 -玉米油及其分离品; Maize(corn) oil and its fractions;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1515.2100 --初榨的 --Crude oil --처음으로 짜낸 것 10 160 13 　 AB
1515.2900 --其他 --Other --기타 10 160 17 　 AB

1515.3000 -蓖麻油及其分离品 -Castor oil and its fractions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
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 10 70 17 5 AB

1515.5000 -芝麻油及其分离品 -Sesame oil and its fractions -참기름과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
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 12 20 13 　 AB

　 -其他; Other; 기타

1515.9010 ---希蒙得木油(霍霍巴油)及其分离
品

---Jojoba oil and its fractions ---호호바유(Jojoba oil)과 그 분획물 20 70 17 5 AB

1515.9020 ---印楝油及其分离品 ---Neem oil and its fractions ---미강(印楝)유 및 그 분획물 20 70 17 5 ABS
1515.9030 ---桐油及其分离品 ---Tung oil and its fractions ---동백유 및 그 분획물 20 70 17 5 AB
1515.9090 ---其他 ---Other ---기타 20 70 17 　 　
1515.9090.10

红松子油(不论是否精制, 但未经化

学改性) 

Korean pine seed oil(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 modified)

홍송유(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

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
20 70 17 　 ABE

1515.9090.90
其他固定植物油, 脂及其分离品(不

论是否精制, 但未经化学改性) 

Other fixed vegetable fats and oils and frac-

tion thereof oil(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기타 고정식물유 및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

한 것을 제외)

20 70 17 　 AB

15.16

动, 植物油, 脂及其分离品, 全部或部分氢化, 相互酯化, 再酯化或反油酸化, 不论是否精制, 但未经进一步加工; Animal or vegetable fats and oil and frac-
tions thereof, partly or wholly hydrogenated, inter-esterified, reesterified or elaidinized,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further prepared;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 것, 리에스텔화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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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1000 -动物油, 脂及其分离品 -Animal fats and oils and fractions thereof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5 70 17 15 AB
1516.2000 -植物油, 脂及其分离品 -Vegetable fats and oils and fractions thereof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25 70 17 　 AB

15.17

人造黄油; 本章各种动, 植物油, 脂及其分离品混合制成的食用油, 脂或制品, 但税目15.16的食用油, 脂及其分离品除外; Margarine; edible mixtures or 
preparations of animal or vegetable fats or oils or of fractions of different fats or oils of this Chapter, other than edible fats or oils or their fractions 
of heading No. 15.16;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 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그들의 분획물은 

제외)
1517.1000 -人造黄油, 但不包括液态的 -Margarine, excluding liquid margarine -인공버터(단, 액상 마가린은 제외) 30 80 17 　 AB
　 -其他; Other; 기타

1517.9010 ---起酥油 ---Shortening ---쇼트닝 25 70 17 　 　

1517.9010.01
动物油脂制造的起酥油(税号15.16

的食用油, 脂及其分离品除外) 

Shortening made of animal grease(other than 
edible fats or oils or their fractions of heading 
No. 15.16)

동물성 유지로 만든 쇼트닝-<과자 만드는

데 쓰는 버터, 라드 등>(제15.16호의 식용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것을 제외)

25 70 17 15 AB

1517.9010.90
植物油脂制造的起酥油(税号15.16

的食用油, 脂及其分离品除外) 

Shortening made of plant oil(other than edible 
fats or oils or their fractions of heading No. 
15.16)

식물성 유지로 만든 쇼트닝-<과자 만드는

데 쓰는 버터, 라드 등>(제15.16호의 식용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것을 제외)

25 70 13 　 AB

1517.9090 ---其他 ---Other ---기타 25 70 17 　 　

1517.9090.01

其他混合制成的动物质食用油脂或

制成品(税号15.16的食用油, 脂及其

分离品除外) 

Edible mixtures or preparations of animal fats 

or oil or of fractions(Other than edible fats or 

oil or their fractions of heading No. 15.16)

기타 혼합성분으로 만든 동물성 식용 

유지나 제품(제15.16호의 식용유지 또

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것을 제외)

25 70 17 15 AB

1517.9090.90

其他混合制成的植物质食用油脂或

制品(品目15.16的食用油, 脂及其分

离品除外) 

Edible mixtures or preparations of vegetable 

fats or oil or of fractions(Other than edible fats 

or oil or their fractions of heading No. 15.16)

기타 혼합성분으로 만든 식물성 식용 

유지나 제품(제15.16호의 식용유지 또

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것을 제외)

25 70 13 　 AB

15.18

动, 植物油, 脂及其分离品, 经过熟炼, 氧化, 脱水, 硫化, 吹制或在真空, 惰性气体中加热聚合及用其他化学方法改性的, 但税目15.16的产品除外; 本章各

种油, 脂及其分离品混合制成的其他税目未列名的非食用油, 脂或制品; Animal or vegetable fats and oils and fractions thereof, boiled, oxidized, dehy-
drated, sulphurized, blown, polymerized by heat in vacuum or in inert gas or otherwise chemically modified, excluding those of heading No．15.16; 
inedible mixtures or preparations of animal or vegetable fats or oils or of fractions of different fats or oils of this Chapter,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진공 또는 불활성가스하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기타 화학적 변성을 

한 것에 한하며, 제15.16호의 해당품을 제외)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 또는 이류의 다른 

유지의 분획물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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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0000

动, 植物油, 脂及其分离品, 经过
熟炼, 氧化, 脱水, 硫化, 吹制或在
真空, 惰性气体中加热聚合及用其
他化学方法改性的, 但税目15.16的
产品除外; 本章各种油, 脂及其分
离品混合制成的其他税目未列名
的非食用油, 脂或制品

Animal or vegetable fats and oils and fractions 
thereof, boiled, oxidized, dehydrated, sulphurized, 
blown, polymerized by heat in vacuum or in inert 
gas or otherwise chemically modified, excluding 
those of heading No．15．16; inedible mixtures 
or preparations of animal or vegetable fats or 
oils or of fractions of different fats or oils of this 
Chapter,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화학적 변성을 거친 동물성, 식물성유지
와 그 분획물(본장의 다른 유지혼합물로 
제조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유지 또는 
제품, 제15.16호의 해당품을 제외) 

10 70 17 15 AB

15.20 粗甘油; 甘油水及甘油碱液; Glycerol, crude; glycerol waters and glycerol lyes; 조 글리세롤(글리세린), 글리세롤 수 및 글리세롤 폐액

1520.0000暂 粗甘油; 甘油水及甘油碱液 Glycerol, crude; glycerol waters and glycerol lyes 글리세롤(글리세린), (조상의 것에 한함), 
글리세롤 수 및 글리세롤 폐액

6 50 17 15 AB

15.21 植物蜡(甘油三酯除外), 蜂蜡, 其他虫蜡及鲸蜡, 不论是否精制或着色; Vegetable waxes(other than triglycerides), beeswax, other insect waxes and sper-
maceti, whether or not refined or coloured; 식물성 납(트리글리세라이드를 제외), 밀납 기타 곤충납과 경납(정제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1521.1000 -植物蜡 -Vegetable waxes -식물성 납 20 80 17 15 　
1521.1000.10 小烛树蜡 Candelialla wax 칸데릴라 왁스(Candelilla wax) 20 80 17 15 ABEF

1521.1000.90 其他植物蜡 Other vegetable waxes 기타 식물성 납 20 80 17 15 AB

　 -其他; Other; 기타

1521.9010 ---蜂蜡 ---Beeswax ---벌꿀 납 20 80 17 15 AB
1521.9090 ---其他 ---Other ---기타 20 80 17 15 　
1521.9090.10 鲸蜡(不论是否精制或着色) Spermaceti(whether or not refined or coloured) 고래 납(정제나 착색의 여부를 불문) 20 80 17 15 AFEB

1521.9090.90 其他虫蜡(不论是否精制或着色) 
Other insect waxes(whether or not refined or 
coloured)

기타 곤충 납(정제나 착색의 여부를 불문) 20 80 17 15 AB

15.22 油鞣回收脂; 加工处理油脂物质及动, 植物蜡所剩的残渣; Degras; residues resulting from the treatment of fatty substances or animal or vegetable waxes; 
데그라스 및 지방성 물질 또는 동식물성 납의 처리시에 생기는 잔유물

1522.0000 油鞣回收脂; 加工处理油脂物质及
动, 植物蜡所剩的残渣

Degras; residues resulting from the treatment of 
fatty substances or animal or vegetable waxes

데그라스(지방성 물질 또는 동식물성 납
의 처리시에 생기는 잔유물을 포함) 20 50 17 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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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六章  肉, 鱼, 甲壳动物, 软体动物及其他水生无脊椎动物的制品; Preparations of meat, of fish or of crustaceans, molluscs or other aquatic 
invertebrates;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16.01 肉, 食用杂碎或动物血制成的香肠及类似产品; 用香肠制成的食品; Sausages and similar products, of meat, meat offal or blood; food preparations 
based on these products;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 설육 또는 피(血)로 조제한 것에 한함)과 이들 물품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

1601.0010 ---用天然肠衣做外包装的香肠及
类似产品

---Sausages and similar products with a natural 
casing

---천연 케이싱한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
한 물품

15 90 17 　 　

1601.0010.10
濒危野生动物肉, 杂碎, 血制天然
肠衣香肠(含编号02.08的野生动物, 
包括类似品) 

Sausages packed with natural casing of meat, 
meat offal or blood of endangered wild ani-
mals(including wild animals of heading No. 
02.08 and similar products)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육, 설육, 피로 
조제한 천연 케이싱한 소시지(02.08의 야
생동물을 포함하며, 유사품을 포함)

15 90 17 　 ABFE

1601.0010.90
其他动物肉, 杂碎及血制天然肠衣
香肠(包括类似品) 

Sausages packed with natural casing of meat, 
meat offal or blood of other animals, 
(including similar products.)

기타 동물육, 설육, 피로 조제한 천연 케
이싱한 소시지(유사품을 포함)

15 90 17 15 AB

1601.0020 ---其他香肠及类似产品 ---Other sausages and similar products ---기타 소시지와 이와 유사한 물품 15 90 17 　 　

1601.0020.10
濒危野生动物肉, 杂碎, 血制其他
肠衣香肠(含编号02.08的野生动物, 
包括类似品) 

Sausages packed with other casing of meat, 
meat offal or blood of endangered wild ani-
mals(including wild animals of heading 
No.02.08 and similar products)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육, 설육, 피로 조제
한 기타 천연 케이싱한 소시지(02.08의 야
생동물을 포함하며, 유사품을 포함)

15 90 17 　 ABFE

1601.0020.90
其他动物肉, 杂碎及血制其他肠衣
香肠(包括类似品) 

Sausages packed with other casing of meat, 
meat offal or blood of other animals(including 
similar products)

기타 동물육, 설육, 피로 조제한 기타 소
시지(유사품을 포함)

15 90 17 15 AB

1601.0030 ---用香肠制成的食品
---Food preparations based on Sausages food 
products ---소시지로 만든 제품 15 90 17 　 　

1601.0030.10
用含濒危野生动物成分的香肠制的
食品(含编号02.08的野生动物) 

Food preparations based on Sausages, contain-
ing compositions of endangered wild ani-
mals(including endangered wild animals of 
heading No. 02.08)

멸종위기의 야생 동물성분을 가진 소시지
제품(02.08의 야생동물을 포함)

15 90 17 　 ABFE

1601.0030.90 用含其他动物成分的香肠制的成品
Food preparation based on other sausages, con-
taining compositions of other animals

기타 동물성분을 가진 소시지제품 15 90 17 5,15 AB

16.02 其他方法制作或保藏的肉, 食用杂碎或动物血; Other Prepared or preserved meat, meat offal or blood; 기타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 설육 또는 피(血)
1602.1000 -均化食品 -Homogenized preparations -균일화한 조제품 15 9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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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1000.10

含濒危野生动物成分的均化食品

(指用肉, 食用杂碎或动物血经精细

均化制成, 零售包装) 

Homogenized preparations with containing 

compositions of endangered wild animals(pre-

pared or preserved meat, meat offal or blood, 

put up for retail sale)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성분을 포함한 균질

화한 조제품(식용설육 또는 동물의 피를 

정밀하게 균질화해서 만든 것, 소매포장)

15 90 17 　 ABFE

1602.1000.90

其他动物肉和食用杂碎的均化食品

(指用肉, 食用杂碎或动物血经精细

均化制成, 零售包装) 

Homogenized preparations with containing composi-

tions of other animals(prepared or preserved meat, 

meat offal or blood, put up for retail sale)

기타 동물의 육과 식용설육을 균질화한 

조제품(식용설육 또는 동물의 피를 정밀

하게 균질화해서 만든 것, 소매포장)

15 90 17 15 AB

1602.2000 -动物肝 -Of liver of any animal -동물간의 것 15 90 17 　

1602.2000.10
制作或保藏的濒危动物肝(第2, 3章

所列方法制作保存或保藏的除外) 

Liver of endangered animal, prepared or pre-

served(other than prepared or preserved of 

Chapter 2 and 3)

제조 또는 저장처리한 멸종위기의 동물의 

간(제 2, 3장의 방법으로 제조 또는 저장

처리한 것은 제외)

15 90 17 　 ABFE

1602.2000.90
制作或保藏的其他动物肝(第2, 3章

所列方法制作保存或保藏的除外) 

Liver of other animal, prepared or pre-

served(other than prepared or preserved of 

Chapter 2 and 3)

제조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동물의 간(제 

2, 3장의 방법으로 제조 또는 저장처리한 

것은 제외)

15 90 17 15 AB

　 -税目01.05的家禽的; Of poultry of heading No. 01.05; 가금류의 것(제01.05호의 것에 한함)
1602.3100 --火鸡的 --Of turkeys --칠면조의 것 15 90 17 15 AB
　 --鸡的; Of fowls of the species Gallus domesticus;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것에 한함)의 것　
1602.3210 ---罐头 ---In airtight containers ---밀폐용기에 넣은 것 15 90 17 15 AB
　 ---其他; Other; 기타

1602.3291 ----鸡胸肉 ----Chicken breast filets ----닭 가슴살 15 90 17 15 AB
1602.3292 ----鸡腿肉 ----Chicken leg meat ----닭 넓적다리살 15 90 17 15 AB
1602.3299 ----其他 ----Other ----기타 15 90 17 15 AB
　 --其他; Other; 기타

1602.3910 ---罐头 ---In airtight containers ---밀폐용기에 넣은 것 15 90 17 15 AB
　 ---其他; Other; 기타

1602.3991 ----鸭的 ----Of duck ----오리의 것 15 90 17 5,15 AB
1602.3999 ----其他 ----Other ----기타 15 90 17 15 AB
　 -猪的; Of swine; 돼지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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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4100 --后腿及其肉块 --Hams and cuts thereof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15 90 17 15 　
1602.4100.10 制作或保藏的鹿豚, 姬猪后腿及肉块

Prepared or preserved hams and cuts of 

pig-deer(Babyrousa), pygmy pig(Porcula)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바비로사, 피그미

돼지의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15 90 17 15 ABFE

1602.4100.90 制作或保藏的猪后腿及其肉块 Prepared or preserved hams and cuts of swine
제조 또는 저장처리한 돼지의 넓적다리살
과 그 절단육

15 90 17 15 AB

1602.4200 --前腿及其肉块 --Shoulders and cuts thereof --어깨살과 그 절단육 15 90 17 15 　
1602.4200.10

制作或保藏的鹿豚, 姬猪前腿及其
肉块

Prepared or preserved shoulders and cuts of 
pig-deer(Babyrousa), pygmy pig(Porcula)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바비로사(鹿猪), 피
그미돼지(姬猪)의 어깨살과 그 절단육

15 90 17 15 ABFE

1602.4200.90 制作或保藏的猪前腿及其肉块
Prepared or preserved shoulders and cuts of 
swine

제조 또는 저장처리한 돼지의 어깨살과 
그 절단육

15 90 17 15 AB

　 --其他, 包括混合的肉; Other, including mixtures; 기타, 혼합물을 포함한 것

1602.4910 ---罐头 ---In airtight containers ---밀폐용기에 넣은 것 15 90 17 15 　
1602.4910.10 其他含鹿豚, 姬猪肉及杂碎的罐头

Other meat, meat offal of pig-deer(Babyrousa), 
pygmy pig(Porcula), tinned

기타 바비로사(鹿猪), 피그미돼지(姬猪)
의 육과 설육을 함유한 밀폐용기에 넣
은 것

15 90 17 15 ABFE

1602.4910.90 其他猪肉及杂碎的罐头 Other meat, meat offal of swine, tinned 기타 돼지육과 설육의 통조림 15 90 17 15 AB

1602.4990 ---其他 ---Other ---기타 15 90 17 15 　
1602.4990.10

制作或保藏的其他鹿豚, 姬猪肉, 
杂碎(包括血等) 

Prepared or preserved meat, meat offal or blood 
of pig-deer(Babyrousa), pygmy pig(Porcula)

제조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바비로사(鹿
猪), 피그미돼지(姬猪)의 육과 설육, 피

15 90 17 15 ABFE

1602.4990.90 制作或保藏的其他猪肉, 杂碎, 血
Prepared or preserved meat, meat offal or 
blood of swine

제조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돼지 육과 
설육, 피

15 90 17 15 AB

　 -牛的; Of bovine animals; 소의 것

1602.5010 ---罐头 ---In airtight containers ---밀폐용기에 넣은 것 12 90 17 　 　
1602.5010.10 含濒危野牛肉的罐头

Meat of endangered wild bovine animals, tin-
ned

멸종위기 야생 소 및 소내장을 밀폐용기
에 넣은 것

12 90 17 ABFE

1602.5010.90
其他牛肉及牛杂碎罐头(含野牛肉
的除外) 

Other meat, meat offal of bovine animals, tin-
ned, other than meat of wild bovine animals

기타 소 및 소내장을 밀폐용기에 넣은 것
(야생 소를 제외)

12 90 17 15 AB

1602.5090 ---其他 ---Other ---기타 12 9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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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5090.10
其他制作或保藏濒危野牛肉, 杂碎

(包括血等) 

Other prepared or preserved meat, meat offal 

or blood of endangered wild bovine animals

기타 제조 또는 저장처리한 멸종위기 야

생소의 육과 내장(피 포함)
12 90 17 　 ABFE

1602.5090.90 其他制作或保藏的牛肉, 杂碎, 血
Other prepared or preserved meat, meat offal 

or blood of bovine animals
기타 제조 또는 저장처리한 소육, 내장, 피 12 90 17 15 AB

　 -其他, 包括动物血的食品; Other, including preparations of blood of any animal; 기타, 동물의 피 조제품을 포함한 것　
1602.9010 ---罐头 ---In airtight containers ---밀폐용기에 넣은 것 15 90 17 　 　
1602.9010.10 其他濒危野生动物肉及杂碎罐头

Other meat, meat offal of endangered wild an-

imals, tinned

밀폐용기에 넣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육, 내장
15 90 17 　 ABFE

1602.9010.90 其他肉及杂碎罐头 Other meat, meat offal of other animals, tinned 밀폐용기에 넣은 기타 육 및 내장 15 90 17 15 AB

1602.9090 ---其他 ---Other ---기타 15 90 17 　 　
1602.9090.10

制作或保藏其他濒危野生动物肉

(包括杂碎, 血) 

Other prepared or preserved meat, meat offal 

or blood of endangered wild animals

제조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멸종위기 야

생동물의 육, 내장, 피
15 90 17 　 ABFE

1602.9090.90 经制作或保藏的其他肉, 杂碎及血
Other prepared or preserved meat, meat offal 

or blood of other animals
제조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육, 내장과 피 15 90 17 15 AB

16.03 肉, 鱼, 甲壳动物, 软体动物或其他水生无脊椎动物的精及汁; Extracts and juices of meat, fish or crustaceans, molluscs or other aquatic invertebrates; 
육,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

1603.0000 肉, 鱼, 甲壳动物, 软体动物或其

他水生无脊椎动物的精及汁

Extracts and juices of meat, fish or crustaceans, 
molluscs or other aquatic invertebrates

육,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

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
23 90 17 　 　

1603.0000.10

含濒危野生动物及鱼类成分的肉

(指编号0208及030192野生动物及鱼

类) 

Meat containing compositions of endangered 

wild animals and fish of heading No. 0208 or 

of subheading No. 030192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어류성분을 함유한 

육(0208과 030192 야생동물과 같은 어

류를 가리킴)

23 90 17 　 ABFE

1603.0000.90

肉及水产品的精, 汁(水产品指鱼, 

甲壳动物, 软体动物或其他水生无

脊椎动物) 

Extracts and juices of meat, fish or crusta-

ceans, molluscs or other aquatic invertebrates

육 및 수산품의 엑스와 즙(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등

의 수산품을 가리킴)

23 90 17 15 AB

16.04 制作或保藏的鱼; 鲟鱼子酱及鱼卵制的鲟鱼子酱代用品; Prepared or preserved fish; caviar and caviar substitutes prepared from fish eggs;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鱼, 整条或切块, 但未绞碎; Fish, whole or in pieces, but not minced; 어류(원상 또는 조각으로 한 것에 한하며, 잘게 다진 것을 제외)
　 --鲑鱼; Salmon; 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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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1110 ---大西洋鲑鱼 ---Atalantic Salmon ---대서양연어 12 90 17 15 AB
1604.1190 ---其他 ---Other ---기타 12 90 17 15 　

1604.1190.10
制作或保藏的川陕哲罗鲑鱼(整条
或切块, 但未绞碎) 

Prepared or preserved Sichuan taimen(Hucho 
taimen), whole or in pieces, but not minced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Shuan-shan(川陕)의 
연어과 물고기(taimen), (원상 또는 조각으
로 한 것에 한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
외)

12 90 17 15 AEB

1604.1190.20
制作或保藏的秦岭细鳞鲑鱼(整条
或切块, 但未绞碎) 

Prepared or preserved Qinling lenok 
(Brachymystax lenok) (whole or in pieces, but 
not minced)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친링 연어(Qinling 
lenok), (원상 또는 조각으로 한 것에 한
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

12 90 17 15 AEB

1604.1190.90 制作或保藏的其他鲑鱼 Prepared or preserved other salmon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연어 12 90 17 15 AB

1604.1200 --鲱鱼 --Herrings --청어 12 90 17 15 AB

1604.1300 --沙丁鱼, 小沙丁鱼属, 黍鲱或西鲱 --Sardines, sardinella and brisling or sprats --정어리, 사르디넬라, 브리스링 또는 
스프팻

5 90 17 15 AB

1604.1400 --金枪鱼, 鲣鱼及狐鲣(狐鲣属) --Tuna, bonito or belted bonito(bonito) --다랑어, 가다랑어 및 대서양 버니토
우(사르다종) 5 90 17 15 AB

1604.1500 --鲭鱼 --Mackerel --고등어 12 90 17 15 AB
1604.1600 --鳀鱼 --Anchovies --멸치 12 90 17 15 AB
1604.1700 --鳗鱼 --Eels --뱀장어 12 90 17 15 　
1604.1700.10

制作或保藏的花鳗鲡(整条或切块, 
但未绞碎) 

Prepared or preserved marbled eels(whole or in 
pieces, but not minced)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뱀장어(원상 또
는 조각으로 한 것에 한하며, 잘게 다
진 것은 제외)

12 90 17 15 ABE

1604.1700.20
制作或保藏的欧洲鳗鲡(整条或切
块, 但未绞碎) 

Prepared or preserved Europea eels(whole or 
in pieces, but not minced)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유럽뱀장어(원상 
또는 조각으로 한 것에 한하며, 잘게 다
진 것은 제외)

12 90 17 15 ABEF

1604.1700.90
其他制作或保藏的鳗鱼(整条或切

块, 但未绞碎) 

Prepared or preserved other eels(whole or in 

pieces, but not minced)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뱀장어(원상 
또는 조각으로 한 것에 한하며, 잘게 다
진 것은 제외)

12 90 17 15 AB

　 --其他; Other; 기타 

1604.1920 ---罗非鱼 ---Tilapia ---태래어 12 90 17 15 AB
　 ---叉尾鮰鱼; Ictalurus; 얼룩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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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1931 ----斑点叉尾鮰鱼 ----Channel catfish(Ictalurus punctatus) ----얼룩메기(익탈루루스 풍크타투스) 12 90 17 15 AB
1604.1939 ----其他 ----Other ----기타 12 90 17 15 AB
1604.1990 ---其他 ---Other ---기타 12 90 17 　 　

1604.1990.10
制作或保藏的濒危鱼类(整条或切

块, 但未绞碎) 

Prepared or preserved endangered fish(whole or 

in pieces, but not minced)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멸종위기 어류(원

상 또는 조각으로 한 것에 한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

12 90 17 　 AFEB

1604.1990.90
制作或保藏的其他鱼(整条或切块, 

但未绞碎) 

Prepared or preserved other fish(whole or in 

pieces, but not minced)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생선(원상 또

는 조각으로 한 것에 한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

12 90 17 15 AB

　 -其他制作或保藏的鱼; Other prepared or preserved fish;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罐头; In airtight containers; 밀폐용기에 넣은 것

1604.2011 ----鱼翅 ----Shark's fin ----상어 지느러미 통조림 12 90 17 　
1604.2011.10 濒危鲨鱼鱼翅罐头

Shark's fins of endangered shark(Cetorhinus) in 

airtight containers

고래상어, 식인상어, 베스킹상어(basking 

shark)지느러미 통조림
12 90 17 ABFE

1604.2011.90 其他鲨鱼鱼翅罐头
Other shark's of shark fins in airtight contain-

ers
기타 생선 지느러미 통조림 12 90 17 15 AB

1604.2019 ----其他 ----Other ----기타 12 90 17 　 　
1604.2019.10

非整条或切块的濒危鱼罐头(鱼翅

除外) 

Endangered fish in airtight containers, other 

than whole or in pieces(other than shark's fins)

완전하지 못하거나 토막난 멸종위기의 생

선 통조림(생선 지느러미 제외)
12 90 17 　 ABFE

1604.2019.90
非整条或切块的其他鱼罐头(鱼翅

除外) 

Other fish in airtight containers, other than 

whole or in pieces(other than shark's fins)

완전하지 못하거나 토막난 기타 생선 통

조림(생선 지느러미 제외)
12 90 17 15 AB

　 ---其他; Other; 기타

1604.2091 ----鱼翅 ----Shark fin ----상어 지느러미 12 90 17 　

1604.2091.10
制作或保藏鲸鲨, 噬人鲨, 姥鲨鱼

翅(非整条, 非切块, 非罐头) 

Prepared or preserved shark's fins of whale shark 

(Rhincodon), man-eating shark(Cacharodon), basking 

shark(Cetorhinus), (other than whole or in pieces, not 

in airtight containers)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고래상어, 식인상

어, 베스킹상어(basking shark)지느러미(완

전한 것도 아니고, 도막난 것도 아니고, 

통조림도 아님)

12 90 17 AB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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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2091.90
制作或保藏其他鱼翅(非整条, 非切

块, 非罐头) 

Prepared or preserved other shark's fins(other 

than whole or in pieces, not in airtight con-

tainers)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생선 지느러

미(완전한 것도 아니고 도막나지 않고, 통

조림도 아님)

12 90 17 15 AB

1604.2099 ----其他 ----Other ----기타 12 90 17 　 　

1604.2099.10
其他制作或保藏的濒危鱼(非整条, 
非切块, 非罐头, 鱼翅除外) 

Prepared or preserved endangered fish(other 
than whole or in pieces, not in airtight con-
tainers, other than shark's fins)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멸종위기의 
생선(완전한 것도 아니고 도막나지 않
고, 통조림 아니고, 생선지느러미 제외)

12 90 17 　 ABFE

1604.2099.90
其他制作或保藏的鱼(非整条, 非切
块, 非罐头, 鱼翅除外) 

Other Prepared or preserved fish(other than 
whole or in pieces, not in airtight containers, 
other than shark's fins)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생선(완전한 
것도 아니고 도막나지 않고, 통조림 아
니고, 생선지느러미 제외)

12 90 17 15 AB

　 -鲟鱼子酱及鲟鱼子酱代用品; Caviar and caviar substitutes; 캐비아와 캐비아 대용물

1604.3100 --鲟鱼子酱 --Caviar --캐비아 12 90 17 15 ABFE
1604.3200 --鲟鱼子酱代用品 --Caviar substitutes --캐비아 대용물 12 90 17 15 AB

16.05 制作或保藏的甲壳动物, 软体动物及其他水生无脊椎动物; Crustaceans, molluscs and other aquatic invertebrates, prepared or preserved; 조제 또는 저

장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1605.1000 -蟹 -Crab -게 5 90 17 15 AB
　 -小虾及对虾; Shrimps and prawns; 새우류(작은 새우 및 왕새우)
1605.2100 --非密封包装 --Not in airtight container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5 90 17 15 AB
1605.2900 --其他 --Other --기타 5 90 17 15 AB
1605.3000 -龙虾 -Lobster -바닷가재 5 90 17 15 AB
　 -其他甲壳动物; Other crustaceans; 기타 갑각류

　 ---淡水小龙虾; Freshwater crawfish; 담수 가재

1605.4011 ----虾仁 ---Shelled ----담수 가재살 5 90 17 15 AB
1605.4019 ----其他 ----Other ----기타 5 90 17 15 AB
1605.4090 ---其他 ---Other ---기타 5 90 17 15 AB
　 -软体动物; Molluscs; 연체동물

1605.5100 --牡蛎(蚝) --Oysters --굴 5 90 17 15 AB
1605.5200 --扇贝, 包括海扇 --Scallops, including queen scallops --가리비과의 조개(여왕가리비과 조개를 포함) 5 90 17 1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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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5200.10 制作或保藏的大珠母贝 Pinctada maxima, prepared or preserved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대진주조개 5 90 17 15 ABE

1605.5200.90 其他制作或保藏的扇贝, 包括海扇
Other scallops, including queen scallops, pre-
pared or preserved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가리비(여왕가리비 
포함)

5 90 17 15 AB

1605.5300 --贻贝 --Mussels --홍합 5 90 17 15 AB
1605.5400 --墨鱼及鱿鱼 --Cuttle fish and squid --갑오징어 및 오징어 5 90 17 15 AB
1605.5500 --章鱼 --Octopus --문어 5 90 17 15 AB
　 --蛤, 鸟蛤及舟贝; Clams, cockles and ark shells; 클램, 새조개 및 피조개

1605.5610 ---蛤 ---Clam ---조개 5 90 17 5,15 AB
1605.5620 ---鸟蛤及舟贝 ---Cockles and ark shells ---새조개 및 피조개 5 90 17 15 　
1605.5620.10 制作或保藏的砗磲 Tridacna stone, prepared or preserved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거거 5 90 17 15 ABEF

1605.5620.90 其他制作或保藏的鸟蛤及舟贝
Other cockles and ark shells, prepared or pre-
served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새조개와 돌
조개

5 90 17 15 AB

1605.5700 --鲍鱼 --Abalone --전복 5 90 17 15 AB
1605.5800 --蜗牛及螺, 海螺除外 --Snails, other than sea snails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 5 90 17 　 　
1605.5800.10

制作或保藏的濒危蜗牛及螺, 海螺
除外

Endangered snails, other than sea snails, pre-
pared or preserved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달팽이 및 소라(바
다달팽이는 제외)

5 90 17 　 ABFE

1605.5800.90
其他制作或保藏的蜗牛及螺, 海螺
除外

Other snails, other than sea snails, prepared or 
preserved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달팽이 및 소
라(바다달팽이는 제외)

5 90 17 15 AB

1605.5900 --其他 --Other --기타 5 90 17 　 　
1605.5900.10 其他制作或保藏的濒危软体动物 Endangered molluscs,prepared or preserved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멸종위기의 
연체동물

5 90 17 　 ABFE

1605.5900.90 其他制作或保藏的软体动物 Other molluscs, prepared or preserved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연체동물 5 90 17 15 AB

　 -其他水生无脊椎动物; Other aquatic invertebrates;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1605.6100 --海参 --Sea cucumbers --해삼 5 90 17 15 　
1605.6100.10 制作或保藏的暗色刺参 Isostichopus fuscus, prepared or preserved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돌기해삼 5 90 17 15 ABFE

1605.6100.90 其他制作或保藏的海参 Other sea cucumbers, prepared or preserved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해삼 5 90 17 15 AB

1605.6200 --海胆 --Sea urchin --성게 5 90 17 15 AB
1605.6300 --海蜇 ---Jellyfish --해파리 15 90 17 5,1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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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6900 --其他 ---Other --기타 5 90 17 　 　
1605.6900.10

其他制作或保藏的濒危水生无脊椎
动物

Endangered aquatic invertebrates, prepared or 
preserved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멸종위기의 
수생무척추동물

5 90 17 　 ABFE

1605.6900.90 其他制作或保藏的水生无脊椎动物 Other aquatic invertebrates, prepared or preserved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수생무척추동물 5 90 17 1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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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七章  糖及糖食; Sugars and sugar confectionery; 당류와 설탕과자

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17.01 固体甘蔗糖, 甜菜糖及化学纯蔗糖; Cane or beet sugar and chemically pure sucrose, in solid form;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우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상태의 것에 한함)

　 -未加香料或着色剂的原糖; Raw sugar not containing added flavouring or colouring matter; 조당(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것에 한함) 

1701.1200 --甜菜糖 --Beet sugar --사탕무당 　 125 17 15 　

1701.1200.01

未加香料或着色剂的甜菜原糖[按重量

计干燥状态的糖含量低于旋光读数

99.5度(配额内)]

Raw beet sugar not containing added flavour-
ing or colouring matter [sugar whose content 
of sucrose by weight, in the dry state, corre-
sponds to a polarimeter reading of less than 
99.5°, (in-quota)]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사
탕무당(중량기에 측정해 건조상태의 설탕 
함유량이 선광도수 99.5°보다 낮은 것), 
(할당량 내)

15 125 17 15 ABt

1701.1200.90

未加香料或着色剂的甜菜原糖[按重量

计干燥状态的糖含量低于旋光读数

99.5度(配额外)]

Raw beet sugar not containing added flavour-
ing or colouring matter [sugar whose content 
of sucrose by weight, in the dry state, corre-
sponds to a polarimeter reading of less than 
99.5°, (out-quota)]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사
탕무당(중량기에 측정해 건조상태의 설탕 
함유량이 선광도수 99.5°보다 낮은 것), 
(할당량 외)

50 125 17 15 7AB

1701.1300 --本章子目注释二所述的甘蔗糖 --Cane sugar in subheading Note 2 to this chapter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125 17 15 　

1701.1300.01

未加香料或着色剂的本章子目注释
二所述的甘蔗原糖[按重量计干燥
状态的蔗糖含量对应的旋光读书不
低于69度, 但低于93度(配额内)]

Of cane sugar in subheading Note 2 to this 
chapter not containing added flavouring or col-
ouring matter [whose content of sucrose by 
weight, in the dry sate, corresponds to a po-
larimeter reading of 69°or more but less 93°, 
(in-quota)]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사
탕수수당(중량기에 측정해 건조상태의 설
탕 함유량이 선광도수 69°~93° 사이의 것), 
(할당량 내)

15 125 17 15 ABt

1701.1300.90

未加香料或着色剂的本章子目注释

二所述的甘蔗原糖[按重量计干燥

状态的蔗糖含量对应的旋光读书不

低于69度, 但低于93度(配额外)]

Of cane sugar in subheading Note 2 to this 

chapter not containing added flavouring or col-

ouring matter [whose content of sucrose by 

weight, in the dry sate, corresponds to a po-

larimeter reading of 69°or more but less 93°, 

(out-quota)]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사
탕수수당(중량기에 측정해 건조상태의 설
탕 함유량이 선광도수 69°~93° 사이의 것), 
(할당량 외)

50 125 17 15 7AB

1701.1400 --其他甘蔗糖 --Other cane sugar --기타 사탕수수당 　 125 1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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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400.01

未加香料或着色剂其他甘蔗原糖

[按重量计干燥状态的蔗糖含量对

应的旋光读书低于99.5度(配额内)]

Other cane sugar not containing added flavour-

ing or colouring matter [sugar whose content 

of sucrose by weight, in the dry state, corre-

sponds to a polarimeter reading of less than 

99.5°(in-quota)]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사탕

수수당(중량기에 측정해 건조상태의 설탕 

함유량이 선광도수 99.5°보다 낮은 것), 

(할당량 내)

15 125 17 15 ABt

1701.1400.90

未加香料或着色剂其他甘蔗原糖

[按重量计干燥状态的蔗糖含量对

应的旋光读书低于99.5度(配额外)]

Other cane sugar not containing added flavour-

ing or colouring matter [sugar whose content 

of sucrose by weight, in the dry state, corre-

sponds to a polarimeter reading of less than 

99.5°(out-quota)]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사탕

수수당(중량기에 측정해 건조상태의 설

탕 함유량이 선광도수 99.5°보다 낮은 

것), (할당량 외)

50 125 17 15 7AB

-其他; Other; 기타 조당(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것에 한함)

1701.9100 --加有香料或着色剂 --Containing added flavouring or colouring matter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것 　 125 17 15 　

1701.9100.01
加有香料或着色剂的糖[指甘蔗糖, 

甜菜糖及化学纯蔗糖(配额内)]

Cane or beet sugar and chemically pure su-

crose, containing added flavouring or colouring 

matter(in-quota)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것(사탕수수

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할당량 내) 

15 125 17 15 ABt

1701.9100.90
加有香料或着色剂的糖[指甘蔗糖, 
甜菜糖及化学纯蔗糖(配额外)]

Cane or beet sugar and chemically pure su-
crose, containing added flavouring or colouring 
matter(out-quota)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것(사탕수수
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할당량 외) 

50 125 17 15 7AB

　 --其他; Other; 기타

1701.9910 ---砂糖 ---Granulated sugar ---설탕 　 125 17 15 　
1701.9910.10 砂糖(配额内) Granulated sugar(in-quota) 설탕(할당량 내) 15 125 17 15 ABt

1701.9910.90 砂糖(配额外) Granulated sugar(out-quota) 설탕(할당량 외) 50 125 17 15 7AB

1701.9920 ---绵白糖 ---Superfine sugar ---정선제당 　 125 17 15 　
1701.9920.01 绵白糖(配额内) Superfine sugar(in-quota) 정선제당(할당량 내) 15 125 17 15 BAt

1701.9920.90 绵白糖(配额外) Superfine sugar(out-quota) 정선제당(할당량 외) 50 125 17 15 7BA

1701.9990 ---其他 ---Other ---기타 　 125 17 15 　
1701.9990.01 其他精制糖(配额内) Other refined sugar(in-quota) 기타 정제한 설탕(할당량 내) 15 125 17 15 ABt

1701.9990.90 其他精制糖(配额外) Other refined sugar(out-quota) 기타 정제한 설탕(할당량 외) 50 125 17 15 7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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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

其他固体糖, 包括化学纯乳糖, 麦芽糖, 葡萄糖及果糖; 未加香料或着色剂的糖浆; 人造蜜, 不论是否掺有天然蜂蜜; 焦糖; Other sugars, including chemi-
cally pure lactose, maltose, glucose and fructose, in solid form; sugar syrups not containing added flavouring or colouring matter; artificial honey, 
whether or not mixed with natural honey; caramel; 기타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 맥아당 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의 것에 한함), 인조꿀
(천연꿀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및 캐러멜당

　 -乳糖及乳糖浆; Lactose and lactose syrup; 유당과 유당시럽　
1702.1100 --按重量计干燥无水乳糖含量在

99%及以上

--Containing by weight 99％ or more lactose, ex-
pressed as anhydrous lactose, calculated on the 
dry matter

--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유당(무수유당)
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9% 이상인 것 

10 80 17 15 AB

1702.1900 --其他 --Other --기타 10 80 17 15 AB

1702.2000 -槭糖及槭糖浆 -Maple sugar and maple syrup -단풍당과 단풍당시럽 30 80 17 15 AB

1702.3000
-葡萄糖及葡萄糖浆, 不含果糖或按
重量计干燥状态的果糖含量在20%
以下

-Glucose and glucose syrup, not containing fruc-
tose or containing in the dry state less than 2
0％ by weight of fructose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과당을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
이 전중량의 20% 미만의 것)

30 80 17 15 BA

1702.4000
-葡萄糖及葡萄糖浆, 按重量计干
燥状态的果糖含量在20%及以上, 
但在50%以下

-Glucose and glucose syrup, containing in the 
dry state at least 20％ but less than 50％ by 
weight of fructose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 이
상 100분의 50 미만의 것), (전화당은 제
외)

30 80 17 15 BA

1702.5000 -化学纯果糖 -Chemically pure fructose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30 80 17 15 AB

1702.6000 -其他果糖及果糖浆, 按重量计干
燥状态的果糖含量在50%以上

-Other fructose and fructose syrup, containing in 
the dry state more than 50％ by weight of fruc-
tose

-기타의 과당과 과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
과하는 것), (전화당은 제외)

30 80 17 15 BA

1702.9000 -其他, 包括转化糖 -Other, including invert sugar -기타 유당과 유당시럽(시럽을 포함) 30 80 17 15 　
1702.9000.10 人造蜜 Artificial honey 인조꿀 30 80 17 15 AB

1702.9000.90
其他固体糖, 焦糖(包括转化糖及按
重量计干燥状态果糖含量50%的糖, 
糖浆) 

Other sugars, caramel(including invert sugar, in 
the dry state 50％ by weight of fructose)

기타 고체설탕, 캐러멜(전화당과 건조 상
태에서 과당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의 설탕, 시럽을 포함)

30 80 17 15 AB

17.03 制糖后所剩的糖蜜; Molasses resulting from the extraction or refining or sugar;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시에 생긴 것)
1703.1000 -甘蔗糖蜜 -Cane molasses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 8 50 17 15 A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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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9000 -其他 -Other -기타 8 50 17 15 ABP

17.04 不含可可的糖食(包括白巧克力); Sugar confectionery(including white chocolate), not containing cocoa;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
유한 것을 제외)

1704.1000 -口香糖, 不论是否裹糖 -Chewing gum, whether or not sugarcoated -추잉검, 당으로 도포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 12 50 17 15 AB

1704.9000 -其他 -Other -기타 10 50 17 1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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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八章  可可及可可制品; Cocoa and cocoa preparations; 코코아와 그 조제품

H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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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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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 整颗或破碎的可可豆, 生的或焙炒的; Cocoa beans, whole or broken, raw or roasted; 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

1801.0000暂 整颗或破碎的可可豆, 生的或焙炒的 Cocoa beans, whole or broken, raw or roasted 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한 것으로서 볶

은 것 혹은 복지 않은 것을 포함) 2 30 17 5,15 AB

18.02 可可荚, 壳, 皮及废料; Cocoa shells, husks, skins and other cocoa waste; 코코아두의 각, 피와 기타 코코아 웨이스트

1802.0000 可可荚, 壳, 皮及废料 Cocoa shells, husks, skins and other cocoa waste 코코아두의 각, 피와 기타 코코아 웨이스트 10 30 17 5 AB

18.03 可可膏, 不论是否脱脂; Cocoa paste, whether or not defatted; 코코아 페이스트(탈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1803.1000 -未脱脂 -Not defatted -탈지하지 아니한 것 10 30 17 15 AB

1803.2000 -全脱脂或部分脱脂 -Wholly or partly defatted -전부 또는 일부 탈지한 것 10 30 17 15 AB

18.04 可可脂, 可可油; Cocoa butter, fat and oil; 코코아 버터(지(脂) 또는 유(油))　
1804.0000 可可脂, 可可油 Cocoa butter, fat and oil 코코아 버터(지(脂) 또는 유(油)) 22 70 17 15 　
1804.0000.10 可可脂 Cocoa fat 코코아 버터(지(脂)) 22 70 17 15 AB

1804.0000.90 可可油 Cocoa oil 코코아 버터(유(油)) 22 70 17 15 AB

18.05
未加糖或其他甜物质的可可粉; Cocoa powder,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코코아 분말(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가한 것을 

제외)

1805.0000 未加糖或其他甜物质的可可粉
Cocoa powder,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코코아 분말(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가

한 것을 제외) 15 40 17 15 AB

18.06 巧克力及其他含可可的食品; Chocolate and other food preparations containing cocoa;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 식료품

1806.1000 -加糖或其他甜物质的可可粉
-Cocoa powder,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코코아 분말(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

가한 것에 한함) 10 50 17 15 AB

1806.2000

-其他重量超过2千克的块状或条

状含可可食品, 或液状, 膏状, 粉
状, 粒状, 或其他散装形状的含可

可食品, 容器包装或内包装每件净

重超过2千克的

-Other preparations in blocks, slabs or bars 
weighing more than 2kg or in liquid, paste, pow-
der, granular or other bulk form in containers or 
immediate packings, of a content exceeding 2kg

-코코아(조제)식품류(무게가 2kg을 초과하

는 것) 10 50 17 15 AB

　 -其他块状或条状的含可可食品; Other, in blocks, slabs or bars; 기타(블록상, 슬래브상 또는 바상의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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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1806.3100 --夹心 --Filled --기타(블록, 슬래브 또는 바상의 것)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

8 50 17 15 AB

1806.3200 --不夹心 --Not filled --기타(블록, 슬래브 또는 바상의 것) 속을 
채우지 않은 것

10 50 17 15 AB

1806.9000 -其他 -Other -기타 8 50 17 1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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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九章  谷物, 粮食粉, 淀粉或乳的制品; 糕饼点心; Preparations of cereals, flour, starch or milk; pastrycooks’ products; 곡물, 분, 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19.01

麦精; 细粉, 粗粒, 粗粉, 淀粉或麦精制的其他税目未列名的食品, 不含可可或按重量计全脱脂可可含量低于40%; 税目04.01至04.04所列货品制的其他税

目未列名的食品, 不含可可或按重量计全脱脂可可含量低于5%; Malt extract; food preparations of flour, groats, meal, starch or malt extract, not contain-
ing cocoa or containing less than 40％by weight of cocoa calculated on a totally defatted basi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food preparations 
of goods of headings No. 04.01 to 04.04, not containing cocoa or containing less than 5％ by weight of cocoa calculated on a totally defatted basi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맥아엑스와 분, 조분, 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 분말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코코아 분말을 

함유한 것으로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함) 및 제04.01호 내지 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 분말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코코아 분말을 함유한 것으로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함)

1901.1010暂 配方奶粉 -Powdered formulas -분유 5 40 17 15 7AB　
1901.1090暂 其他 Other 기타 5 40 17 15 AB

1901.2000 -供烘焙税目19.05所列面包糕饼用

的调制品及面团

-Mixes and doughs for the preparation of bakers’ 
wares of heading No. 19.05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코코아 함유량이 가루의 40% 
미만의 것, 전분 또는 맥아엑스, 코코아함

유량이 유제품의 5% 미만의 것)

25 80 17 5,15 AB

1901.9000暂 -其他 -Other -기타 5 80 17 15 AB

19.02

面食, 不论是否煮熟, 包馅(肉馅或其他馅) 或其他方法制作, 例如, 通心粉, 面条, 汤团, 馄饨, 饺子, 奶油面卷; 古斯古斯面食, 不论是否制作; Pasta, 
whether or not cooked or stuffed(with meat or other substances) or otherwise prepared, such as spaghetti, macaroni, noodles, lasagne, gnocchi, 
ravioli, cannelloni; couscous, whether or not prepared;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 마카

로니, 누들, 라사그네, 그노치, 레비오리, 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生的面食, 未包馅或未经其他方法制作; Uncooked pasta, not stuffed or otherwise prepared; 조제하지 아니한 파스타(속을 채우지 아니하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하

지 아니한 것에 한함)

1902.1100 --含蛋 --Containing eggs --조란을 넣은 것 15 80 17 5 AB

1902.1900 --其他 --Other --기타 15 80 17 5,15 AB

1902.2000 -包馅面食, 不论是否烹煮或经其

他方法制作

-Stuffed pasta, whether or not cooked or other-
wise prepared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15 80 17 5,1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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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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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其他面食; Other pasta; 기타의 파스타

1902.3010 ---米粉干 ---Rice vermicelli, cooked ---쌀면 15 80 17 5 AB
1902.3020 ---粉丝 ---Bean vermicelli, cooked ---당면 15 80 17 15 AB
1902.3030 ---即食或快熟面条 ---Instant noodle ---인스턴트 면류 15 80 17 15 AB
1902.3090 ---其他 ---Other ---기타 15 80 17 5,15 AB
1902.4000 -古斯古斯面食 -Couscous -쿠우스쿠우 25 80 17 5,15 AB

19.03 珍粉及淀粉制成的珍粉代用品, 片, 粒, 珠, 粉或类似形状的; Tapioca and substitutes therefor prepared from starch, in the form of flakes, grains, pearls, 
siftings or in similar forms;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상, 낱알상, 진주상, 무거리상 기타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에 한함)

1903.0000 珍粉及淀粉制成的珍粉代用品 , 
片, 粒, 珠, 粉或类似形状的

Tapioca and substitutes therefor prepared from 
starch, in the form of flakes, grains, pearls, sift-
ings or in similar forms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상, 낱알상, 진주상, 무거

리상 기타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에 한함)
15 80 17 15 AB

19.04

谷物或谷物产品经膨化或烘炒制成的食品(例如, 玉米片); 其他税目未列名的预煮或经其他方法制作的谷粒(玉米除外), 谷物片或经其他加工的谷粒(细粉及

粗粉除外); Prepared foods obtained by the swelling or roasting of cereals or cereal products(for example, corn flakes); cereals(other than maize(corn)) 
in grain form or in the form of flakes or other worked grains(except flour, groats and meal), precooked or otherwise prepared,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콘 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 식료품(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함)과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낱알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

1904.1000 -谷物或谷物产品经膨化或烘炒制

成的食品

-Prepared foods obtained by the swelling or 
roasting of cereals or cereal products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

은 조제식료품
25 80 17 15 AB

1904.2000
-未烘炒谷物片制成的食品及未烘

炒的谷物片与烘炒的谷物片或膨

化的谷物混合制成的食品

-Prepared foods obtained from unroasted cereal 
flakes or from mixtures of unroasted cereal 
flakes and roasted cereal flakes or swelled ce-
reals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볶지않고 조제한 

식료품(볶지 아니한 곡물플레이크와 볶은 

곡물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

로 만든 조제식료품을 포함)

30 80 17 15 AB

1904.3000 -碾碎的干小麦 -Bulgur wheat -갈은 밀 30 80 17 15 AB
1904.9000 -其他 -Other -기타 30 80 17 15 AB

19.05

面包, 糕点, 饼干及其他烘焙糕饼, 不论是否含可可; 圣餐饼, 装药空囊, 封碱, 糯米纸及类似制品; Bread, pastry, cakes, biscuits and other bakers’wares, 
whether or not containing cocoa; communion wafers, empty cachets of a kind suitable for pharmaceutical use, sealing wafers, rice paper and similar 
products;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및 성찬용 웨이퍼,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시일

링웨이퍼, 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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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000 -黑麦脆面包片 -Crispbread -호밀빵 20 80 17 15 AB
1905.2000 -姜饼及类似品 -Gingerbread and the like -진저브레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0 80 17 15 AB
　 -甜饼干; 华夫饼干及圣餐饼; Sweet biscuits; waffles and wafers; 스위트 비스킷 및 와플과 웨이퍼

1905.3100 --甜饼干 --Sweet biscuits --스위트 비스킷 15 80 17 15 AB
1905.3200 --华夫饼干及圣餐饼 --Waffles and wafers --와플과 성찬용 웨이퍼 15 80 17 15 AB

1905.4000 -面包干, 吐司及类似的烤面包
-Rusks, toasted bread and similar toasted prod-
ucts

-러스크, 토우스트 브레드 기타 이와 유사
한 토우스트 물품

20 80 17 15 AB

1905.9000 -其他 -Other -기타 20 80 17 1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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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十章  蔬菜, 水果, 坚果或植物其他部分的制品; Preparations of vegetables, fruit, nuts or other parts of plants; 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20.01 蔬菜, 水果, 坚果及植物的其他食用部分, 用醋或醋酸制作或保藏的; Vegetables, fruit, nuts and other edible parts of plants, prepared or preserved by 
vinegar or acetic acid;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의 기타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001.1000 -黄瓜及小黄瓜 -Cucumbers and gherkins -식초 또는 초산으로 절인 오이류 25 70 17 5,15 AB
　 -其他; Other; 식초 또는 초산으로 절인 기타

2001.9010 ---大蒜 ---Garlic ---마늘 25 70 17 5,15 　

2001.9010.10
用醋或醋酸腌制的大蒜头, 大蒜瓣
(无论是否加糖或去皮) 

Garlic bulbs, garlic cloves, prepared by vinegar 

or acetic acid, whether or not added sugars or 

skinned

식초 또는 초산으로 절인 통마늘, 쪽

마늘(설탕을 가미한 것, 껍질을 벗긴 

것의 여부를 불문)

25 70 17 5,15 AB

2001.9010.90
用醋或醋酸腌制的其他大蒜(不含
蒜头, 蒜瓣, 无论是否加糖或去皮) 

Other garlic prepared by vinegar or acetic acid, 

whether or not added sugars or skinned(other than 

garlic bulbs galic cloves)

식초 또는 초산으로 절인 기타 마늘(통마

늘, 쪽마늘을 제외하며, 설탕을 가미한 

것과 껍질을 벗긴 것의 여부를 불문)

25 70 17 5,15 AB

2001.9090 ---其他 ---Other ---기타 25 70 17 　 　
2001.9090.10 用醋或醋酸制作或保藏的松茸

Matsutske, prepared or preserved by vinegar or 

acetic acid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한 

송이버섯
25 70 17 5 ABE

2001.9090.20 用醋或醋酸制作或保藏的酸竹笋
Acidosasa chinensis shoots, prepared or pre-

served by vinegar or acetic acid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한 

산죽순
25 70 17 5 ABE

2001.9090.30 用醋或醋酸制作或保藏的芦荟
Aloe, prepared or preserved by vinegar or ace-

tic acid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한 

알로에
25 70 17 5 ABFE

2001.9090.40
用醋或醋酸制作或保藏的仙人掌植

物

Cactus, prepared or preserved by vinegar or 

acetic acid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한 

선인장 식물
25 70 17 5 ABFE

2001.9090.50 用醋或醋酸制作或保藏的莼菜
Water shield, prepared or preserved by vinegar 

or acetic acid
식초나 초산으로 제조하고 저장한 순채 25 70 17 5 ABE

2001.9090.90
用醋制作的其他果, 菜及食用植物

(包括用醋酸制作或保藏的) 

Vegetables, fruit, nuts and other edible parts 

of plants, prepared or preserved by vinegar or 

acetic acid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한 

기타 과일, 채소 또는 식용식물
25 70 17 5,15 AB

20.02 番茄, 用醋或醋酸以外的其他方法制作或保藏的; Tomatoes prepared or preserved otherwise than by vinegar or acetic acid;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

토(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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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番茄, 整个或切片; Tomatoes, whole or in pieces; 전체 또는 조각상의 토마토

2002.1010 ---罐头 ---In airtight containers ---밀폐용기에 넣은 것 19 80 17 15 AB

2002.1090 ---其他 ---Other ---기타 25 70 17 5,15 AB

　 -其他; Other; 기타

　 ---番茄酱罐头; Tomato paste, in airtight containers; 토마토페이스트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02.9011 ----重量不超过5千克的番茄酱罐头 ----Weighing not more than 5kg ----중량 5kg을 초과하지 않는 토마토페

이스트
20 80 17 15 AB

2002.9019 ----重量超过5千克的番茄酱罐头 ----Weighing more than 5kg ----중량 5kg 이상의 토마토페이스트 20 80 17 15 AB

2002.9090 ---其他 ---Other ---기타 18 70 17 5,15 AB

20.03
蘑菇及块菌, 用醋或醋酸以外的其他方法制作或保藏的; Mushrooms and truffles, prepared or preserved otherwise than by vinegar or acetic acid;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버섯과 송로(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

　 -伞菌属蘑菇; Mushrooms;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罐头; In airtight containers;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03.1011 ----小白蘑菇 ----Small white agaric ----작은 흰버섯 통조림 25 90 17 15 AB

2003.1019 ----其他 ----Other ----기타 25 90 17 15 AB

2003.1090 ---其他 ---Other ---기타 25 90 17 5,15 AB

　 -其他; Other; 기타

2003.9010 ---罐头 ---In airtight containers ---밀폐용기에 넣은 것 25 90 17 15 　

2003.9010.10

非用醋制作的香菇罐头[用醋或醋

酸以外其他方法制作或保藏(非伞

菌属蘑菇)]

Shiitake in airtight containiers, not prepared by 

vinegar [prepared or preserved otherwise than 

by vinegar or acetic(not mushrooms of the 

genera agaricus)]

식초로 제조하지 않은 표고버섯 통조림

(식초 또는 초산이외의 기타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것),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을 제외한 것)

25 90 17 15 AB

2003.9010.20
非用醋制作的松茸罐头(用醋或醋
酸以外其他方法制作或保藏) 

Matsutske in airtight containiers, not prepared 
by vinegar [prepared or preserved otherwise 
than by vinegar or acetic(not mushrooms of 
the genera agaricus)]

식초로 제조하지 않은 송이버섯 통조림
(식초 또는 초산이외의 기타 방법으로 저
장처리한 것)

25 90 17 15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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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9010.90
非用醋制作的其他蘑菇罐头[用醋
或醋酸以外其他方法制作或保藏
(非伞菌属蘑菇)]

Other mushrooms in airtight containiers, not 
prepared by vinegar [prepared or preserved 
otherwise than by vinegar or acetic(not mush-
rooms of the genera agaricus)]

식초로 제조하지 않은 기타버섯 통조림
(식초 또는 초산이외의 기타 방법으로 저
장처리한 것)

25 90 17 15 AB

2003.9090 ---其他 ---Other ---기타 25 90 17 5,15 　

2003.9090.10
非用醋制作的其他香菇[用醋或醋
酸以外其他方法制作或保藏(非伞
菌属蘑菇)]

Other Matsutske mushroom, prepared or pre-
served otherwise than by vinegar(not mush-
rooms of the genera agaricus)

식초로 제조하지 않은 기타 표고버섯(식
초 또는 초산이외의 기타 방법으로 저장
처리한 것)

25 90 17 5,15 AB

2003.9090.20
非用醋制作的其他松茸(用醋或醋
酸以外其他方法制作或保藏) 

Other sungmo, not prepared by vinegar(pre-
pared or preserved otherwise than by vinegar 
or acetic acid

식초로 제조하지 않은 기타 송이버섯(식
초 또는 초산이외의 기타 방법으로 저장
처리한 것)

25 90 17 5,15 ABE

2003.9090.90
非用醋制作的其他蘑菇[用醋或醋
酸以外其他方法制作或保藏(非伞
菌属蘑菇)]

Other mushrooms, not prepared by vinegar or 
[prepared or preserved otherwise than by vine-
gar or acetic(not mushrooms of the genera 
agaricus)

식초로 제조하지 않은 기타 버섯(식초 또
는 초산이외의 기타 방법으로 저장처리
한 것)

25 90 17 5,15 AB

20.04
其他冷冻蔬菜, 用醋或醋酸以外的其他方法制作或保藏的, 但税目20.06的产品除外; Other vegetables prepared or preserved otherwise than by vinegar 
or acetic acid, other than products of heading No. 20.06;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며, 냉동한 것에 한하고,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

2004.1000 -马铃薯 -Potatoes -감자 13 70 17 5,15 AB

2004.9000 -其他蔬菜及什锦蔬菜 -Other vegetables and mixtures of vegetables -기타 채소 및 채소의 혼합물　 25 70 17 5,15 　
2004.9000.10 非用醋制作的冷冻松茸

Sungmo, not prepared by vinegar or acetic 
acid, frozen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 하지 않은 냉동 
송이 버섯

25 70 17 5,15 ABE

2004.9000.20 非用醋制作的冷冻酸竹笋
Acidosasa chinensis shoots, frozen, not pre-
pared by vinegar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지 않은 냉동 산
죽순

25 70 17 5,15 ABE

2004.9000.30 非用醋制作的冷冻芦荟 Aloe, frozen, not prepared by vinegar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지 않은 냉동 알
로에

25 70 17 5,15 ABFE

2004.9000.40 非用醋制作的冷冻仙人掌植物 Cactus, frozen, not prepared by vinegar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지 않은 냉동 선
인장 식물

25 70 17 5,15 ABFE

2004.9000.90
非用醋制作的其他冷冻蔬菜(编号
20.06货品除外) 

Other vegetables, not prepared by vinegar(other 
than products of heading No. 20.06)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지 않은 기타 냉
동 채소(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

25 70 17 5,1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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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其他未冷冻蔬菜, 用醋或醋酸以外的其他方法制作或保藏的, 但税目20.06的产品除外; Other vegetables prepared or preserved otherwise than by vine-
gar or acetic acid, not frozen, other than products of heading No. 20.06; 식초나 초산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비 냉동 채소(단,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

2005.1000 -均化蔬菜 -Homogenized vegetables -균질화한 채소 25 70 17 15 AB
2005.2000 -马铃薯 -Potatoes -감자 15 70 17 5,15 AB
2005.4000 -碗豆 -Peas(Pisum sativum) -완두 25 70 17 5,15 AB
　 -豇豆及菜豆; Beans(Vigna spp., Phaseolus spp.); 콩류(비그나종, 파세러스종)
　 --脱荚的; Beans, shelled; 탈각한 콩

　 ---罐头; In airtight containers;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05.5111 ----赤豆馅 ----Red bean paste ----적두페이스트 25 80 17 15 AB
2005.5119 ----其他 ----Othrer ----기타 25 80 17 15 AB
　 ---其他; Other; 기타

2005.5191 ----赤豆馅 ----Red bean paste ----적두페이스트 25 70 17 15 AB
2005.5199 ----其他 ---Other ----기타 25 70 17 5,15 AB
　 --其他; Other; 기타

2005.5910 ---罐头 ---In airtight containers; ---밀폐용기에 넣은 것 25 80 17 15 AB
2005.5990 ---其他 ---Other ---기타 25 70 17 5,15 AB
　 -芦笋; Asparagus; 아스파라거스　
2005.6010 ---罐头 ---In airtight containers ---밀폐용기에 넣은 것 25 80 17 15 AB
2005.6090 ---其他 ---Other ---기타 25 70 17 5,15 AB
2005.7000 -油橄榄 -Olives -올리브 10 70 17 5,15 AB
2005.8000 -甜玉米 -Sweet corn(Zea mays var．saccharata) -스위트 콘(쟈 메이스 변종, 카라타) 10 80 17 5,15 AB
　 -其他蔬菜及什锦蔬菜; Other vegetables and mixtures of vegetables; 기타 채소(채소의 혼합물을 포함)
　 --竹笋; Bamboo shoots; 죽순

2005.9110 ---竹笋罐头 ---Bamboo shoot in airtight containers ---죽순 밀폐용기에 넣은 것 25 80 17 15 　
2005.9110.10 非用醋制作的酸竹笋罐头

Acidosasa chinensis shoots in airtight contain-
ers, not preserved by vinegar

식초로 제조하지 않은 산죽순 밀폐용
기에 넣은 것

25 80 17 15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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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9110.90 非用醋制作的其他竹笋罐头
Other bamboo shoots in airtight containers, not 

preserved by vinegar

식초로 제조하지 않은 기타 산죽순 밀폐

용기에 넣은 것
25 80 17 15 AB

2005.9190 ---其他 ---Other ---기타 25 70 17 5,15 　
2005.9190.10 非用醋制作的酸竹笋

Acidosasa chinensis shoots, not preserved by 

vinegar
식초로 제조하지 않은 산죽순 25 70 17 5,15 ABE

2005.9190.90 非用醋制作的其他竹笋
Other bamboo shoots, not preserved or pre-

served by vinegar
식초로 제조하지 않은 기타죽순 25 70 17 5,15 AB

　 --其他; Other; 기타

2005.9920 ---蚕豆罐头 ---Broad beans, in airtight containers ---잠두 밀폐용기에 넣은 것 25 80 17 15 AB
2005.9940 ---榨菜 ---Hot pickled mustard tubers ---자채(갓의 변종) 25 70 17 5,15 AB
2005.9950 ---咸蕨菜 ---Chueh tsai(fiddle-head), salted ---고사리(염장한 것) 25 70 17 5,15 AB
2005.9960 ---咸藠头 ---Scallion, salted ---염교(藠头, 염장한 것) 25 70 17 5,15 AB
　 ---其他; Other; 기타

2005.9991 ----罐头 ----In airtight containers ----밀폐용기에 넣은 것 25 70 17 15 AB
2005.9999 ----其他 ----Other ----기타 25 70 17 5,15 　
2005.9999.10 非用醋制作的仙人掌 Cactus, not prepared by vinegar 식초로 조제하지 않은 선인장 25 70 17 5,15 ABFE

2005.9999.20 非用醋制作的芦荟 Aloe, not prepared by vinegar 식초로 조제하지 않은 알로에 25 70 17 5,15 ABFE

2005.9999.90 非用醋制作的其他蔬菜及什锦蔬菜
Other vegetable sand mixtures of vegetables,not pre-

served by vinegar

식초로 조제하는 않은 기타 채소 및 혼

합채소
25 70 17 5,15 AB

20.06 糖渍蔬菜, 水果, 坚果, 果皮及植物的其他部分(沥干, 糖渍或裹糖的); Vegetables, fruit, nuts, fruit-peel and other parts of plants, preserved by sugar(drained, 
glac or crystallized);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 과피, 견과류 및 식물의 기타부분(탈수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2006.0010 ---蜜枣 ---Preserved jujubes ---대추 30 90 17 15 AB
2006.0020 ---橄榄 ---Preserved olives ---올리브 30 90 17 15 AB
2006.0090 ---其他 ---Other ---기타 30 90 17 15 　
2006.0090.10 糖渍制松茸 Matsutske, preserved by sugar 설탕에 절인 송이버섯 30 90 17 15 ABE

2006.0090.90
其他糖渍蔬菜, 水果, 坚果, 果皮

(包括糖渍植物的其他部分) 

Other vegetables, fruit, nuts, fruit-peel(including 

other parts of plants)preserved by sugar

설탕에 절인 기타 채소, 과일, 견과, 과피

(설탕에 절인 식물의 다른 부분도 포함)
30 90 17 1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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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烹煮的果酱, 果冻, 柑橘酱, 果泥及果膏, 不论是否加糖或其他甜物质; Jams, fruit jellies, marmalades, fruit or nut pure and fruit or nut pastes, being 
cooked preparations, whether or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잼, 과실제리, 마멀레이드, 과실 또는 견과류 퓨레 및 페이스
트(조리해서 얻어진 것에 한하며,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불문)

2007.1000 -均化食品 -Homogenized preparations -균질화한 과실 조리식품 30 80 17 15 AB
　 -其他; Other; 기타

2007.9100 --柑橘属水果的 --Citrus fruit --감귤류 과일의 것 30 80 17 15 AB
　 --其他; Other; 기타

2007.9910 ---罐头 ---In airtight containers ---밀폐용기에 넣은 것 5 80 17 15 AB
2007.9990 ---其他 ---Other ---기타 5 80 17 15 AB

20.08
用其他方法制作或保藏的其他品目未列名水果, 坚果及植物的其他食用部分, 不论是否加酒, 加糖或其他甜物质; Fruit, nuts and other edible parts of 
plants, otherwise prepared or preserved, whether or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or spirit,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의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부분(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불문)

　 -坚果, 花生及其他子仁, 不论是否混合; Nuts, groundnuts and other seeds, whether or not mixed together; 견과류, 땅콩 및 기타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花生; Ground-nuts; 땅콩

2008.1110 ---花生米罐头 ---Ground-nuts kernels, in airtight containers ---땅콩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90 17 15 AB
2008.1120 ---烘焙花生 ---Roasted ground-nuts ---볶은 땅콩 30 80 17 15 AB
2008.1130 ---花生酱 ---Ground-nut butter ---땅콩 버터 30 90 17 15 AB
2008.1190 ---其他 ---Other ---기타 30 80 17 5,15 AB
　 --其他, 包括什锦坚果及其他子仁; Other, including mixtures and other seeds; 기타, 혼합물과 기타 씨를 포함

2008.1910 ---核桃仁罐头 ---Walnut meats, in airtight containers ---호두씨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90 17 15 AB
2008.1920 ---其他果仁罐头 ---Other nuts, in airtight containers ---기타 견과류의 씨 밀폐용기에 넣은 것 13 90 17 15 AB
　 ---其他; Other; 기타

2008.1991 ----栗仁 ----Chestnut seed ----밤씨 10 80 17 5,15 AB
2008.1992 ----芝麻 ----Sesame ----참깨 10 80 17 5,15 AB
2008.1999 ----其他 ----Other ----기타 10 80 17 　
2008.1999.10

其他方法制作保藏的红松子仁(用

醋或醋酸以外其他方法制作或保藏的) 
Korean pine-nuts, shelled, (not prepared or 
preserved by vinegar or acetic acid)

기타 방법으로 제조, 저장처리한 잣(식초 또
는 초산 이외 기타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것)

10 80 17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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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999.90

未列名制作保藏的坚果及其他子仁

(用醋或醋酸以外其他方法制作或

保藏的) 

Nuts and other seeds, (not prepared or pre-

served by vinegar or acetic acid) not else-

where specified or included

아직 열거하지 않은 제조 또는 저장처리

한 견과 및 기타 씨(식초 또는 초산 이외 

기타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것)

10 80 17 5,15 AB

　 -菠萝; Pineapples; 파인애플

2008.2010 ---罐头 ---In airtight containers ---밀폐용기에 넣은 것 15 90 17 15 AB
2008.2090 ---其他 ---Other ---기타 15 80 17 5,15 AB
　 -柑橘属水果; Citrus fruit; 감귤류 과실

2008.3010 ---罐头 ---In airtight containers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90 17 15 AB
2008.3090 ---其他 ---Other ---기타 20 80 17 5,15 AB
　 -梨; Pears; 배
2008.4010 ---罐头 ---In airtight containers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90 17 15 AB
2008.4090 ---其他 ---Other ---기타 20 80 17 5,15 AB
2008.5000 -杏 -Apricots -살구 20 90 17 5,15 AB
　 -樱桃; Cherries; 버찌

2008.6010 ---罐头 ---In airtight containers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90 17 15 AB
2008.6090 ---其他 ---Other ---기타 20 90 17 5,15 AB
　 -桃, 包括油桃; Peaches; 복숭아(유도(油桃) 포함)
2008.7010 ---罐头 ---In airtight containers ---밀폐용기에 넣은 것 10 90 17 15 AB
2008.7090 ---其他 ---Other ---기타 20 80 17 5,15 AB
2008.8000 -草莓 -Strawberries -딸기 15 90 17 5,15 AB

　 -其他, 包括子目号2008.19以外的什锦果实; Other, including mixtures other than those of sub-heading No. 2008.19;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소호제 2008.19호의 혼합물을 
제외함)

2008.9100 --棕榈芯 --Palm hearts --팜 하트 5 80 17 5,15 AB

2008.9300 --蔓越橘(大果蔓越橘,小果蔓越橘,
越橘)

--Cranberry(Vaccinium macrocarpon Vaccinium 
oxycoccos, Vaccinium vitis-idaea)

--크랜베리(바치나움 매크로카르폰, 바치
니움 옥시코코스, 바치니움 비티스-이다
에아)

15 80 17 5,15 AB

2008.9700 --什锦果实 --Mixtures --혼합과실 10 80 17 5,15 AB
　 --其他; Other;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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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910 ---荔枝罐头 ---Lychee can ---리치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90 17 15 AB
2008.9920 ---龙眼罐头 ---Longan can ---용안 밀폐용기에 넣은 것 15 80 17 15 AB
　 ---海草及其他藻类制品; seaweeds and other alga product; 해초 및 기타 조류 제품

2008.9931 ----调味紫菜 ----Seasoned laver ----양념 김 15 90 17 15 AB
2008.9932 ----盐腌海带 ----Salted sea tangle ----소금에 절인 다시마 15 80 17 5,15 AB
2008.9933 ----盐腌裙带菜 ----Pinnatifida, salted ----소금에 절인 미역 15 80 17 5,15 AB
2008.9939 ----其他 ----Other ----기타 15 80 17 5,15 AB
2008.9940 ---清水荸荠(马蹄)罐头 ---Water chestnut, in airtight containers ---마름 밀폐용기에 넣은 것 25 80 17 15 AB
2008.9990 ---其他 ---Other ---기타 15 80 17 5,15 AB

20.09
未发酵及未加酒精的水果汁(包括酿酒葡萄汁), 蔬菜汁, 不论是否加糖或其他甜物质; Fruit juices(including grape must) and vegetable juices, un-
fermented and not containing added spirit, whether or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포도즙을 포함한 비알콜 과실주스, 
채소즙(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불문)

　 -橙汁; Orange juice; 오렌지 쥬스

2009.1100 --冷冻的 --Frozen --냉동한 것 7.5 90 17 15 AB

2009.1200 --非冷冻的, 白利糖度值不超过20 --Not frozen, of a Brix value not exceeding 20 --냉동하지 않은 것,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30 90 17 15 AB

2009.1900 --其他 --Other --기타 30 90 17 15 AB
　 -葡萄柚(包括柚)汁; Grapefruit(including pomelo) Juice; 그레이프프루트(포멜로우를 포함)
2009.2100 --白利糖度值不超过20的 --Of a Brix value not exceeding 20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15 90 17 15 AB
2009.2900 --其他 --Other --기타 15 90 17 15 AB
　 -其他未混合的柑橘属水果汁; Juice of any other single citrus fruit; 기타 단일의 감귤류의 주스

　 --白利糖度值不超过20的; Of a Brix value not exceeding 20; 20브릭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2009.3110 ---柠檬汁 ---Lemon juice ---레몬주스 18 90 17 15 AB
2009.3190 ---其他 ---Other ---기타 18 90 17 15 AB
　 --其他; Other; 기타

2009.3910 ---柠檬汁 ---Lemon juice ---레몬주스 18 90 17 15 AB
2009.3990 ---其他 ---Other ---기타 18 90 17 1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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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菠萝汁; Pineapple juice; 파인애플 쥬스

2009.4100 --白利糖度值不超过20的 --Of a Brix value not exceeding 20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10 90 17 15 AB
2009.4900 --其他 --Other --기타 10 90 17 15 AB
2009.5000 -番茄汁 -Tomato juice -토마토 주스 30 80 17 15 AB
　 -葡萄汁, 包括酿酒葡萄汁; Grape juice(including grape must); 포도쥬스(포도즙을 포함)　
2009.6100 --白利糖度值不超过30的 --Of a Brix value not exceeding 20 --브릭스 값이 30을 초과하지 않는 것 20 90 17 15 AB
2009.6900 --其他 --Other --기타 20 90 17 15 AB
　 -苹果汁; Apple juice; 사과 쥬스

2009.7100 --白利糖度值不超过20的 --Of a Brix value not exceeding 20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20 90 17 15 AB
2009.7900 --其他 --Other --기타 20 90 17 15 AB
　 -其他未混合的水果汁或蔬菜汁; Juice of any other single fruit or vegetable; 기타 단일의 과실 또는 채소의 주스

2009.8100 --蔓越橘汁(大果蔓越橘, 小果蔓越
橘,越橘) --Cranberry juice --크랜베리 주스 20 90 17 15 AB

　 --其他; Other; 기타

　 ---水果汁; Fruit juice; 미혼합 과일 쥬스

2009.8912 ----芒果汁 ----Mango juice ----망고 주스 20 90 17 15 AB
2009.8913 ----西番莲果汁 ----Passion-fruit juice ----패션후르츠 주스 20 90 17 15 AB
2009.8914 ----番石榴果汁 ----Guva juice ----석류 주스 20 90 17 15 AB
2009.8915 ----梨汁 ----Pear juice ----배 주스 20 90 17 15 AB
2009.8919 ----其他 ----Other ----기타 20 90 17 15 AB
2009.8920 ---蔬菜汁 ---Vegetable juice ---채소 주스 20 80 17 15 AB
　 -混合汁; Mixtures of juices; 혼합 쥬스　
2009.9010 ---水果汁 ---Of fruit juices ---과실 혼합 주스 20 90 17 15 AB
2009.9090 ---其他 ---Other ---기타 20 80 17 1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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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十一章  杂项食品; Miscellaneous edible preparations; 각종의 조제식료품

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21.01

咖啡, 茶, 马黛茶的浓缩精汁及以其为基本成分或以咖啡, 茶, 马黛茶为基本成分的制品; 烘焙菊苣和其他烘焙咖啡代用品及其浓缩精汁; Extracts, essen-
ces and concentrates, of coffee, tea or mate and preparations with a basis of these products or with a basis of coffee, tea or mate; roasted chicory 
and other roasted coffee substitutes, and extracts, essences and concentrates thereof;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기스･에센스와 농축물및 커피, 차, 
마테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 볶은 커피 대용품 및 농축물

　 -咖啡浓缩精汁及以其为基本成分或以咖啡为基本成分的制品; Extracts, essences and concentrates, of coffee, and preparations with a basis of these extracts, essences or 
concentrates or with a basis of coffee; 커피와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또는 커피를 기제로 한 조제품

2101.1100 --浓缩精汁 --Extracts, essences and concentrates --커피의 에센스와 농축물 17 130 17 15 AB

2101.1200 --以浓缩精汁或咖啡为基本成分的
制品

--Preparations with a basis of extracts, essences 
or concentrates or with a basis of coffee

--엑스, 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하거나 또는 커피를 기제로 한 조제품

30 130 17 15 AB

2101.2000
-茶, 马黛茶浓缩精汁及以其为基
本成分或以茶, 马黛茶为基本成分
的制品

-Extracts, essences and concentrates, of tea or
mate, and preparations with a basis of these
extracts, essences or concentrates or with a ba-
sis of tea or mate

-차 또는 마테의 엑스･에센스와 농축
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과 마테를 
기제한 조제품

32 130 17 15 AB

2101.3000 -烘焙菊苣和其他烘焙咖啡代用品
及其浓缩精汁

-Roasted chicory and other roasted coffee sub-
stitutes, and extracts, essences and concentrates 
thereof

-볶은 커피 대용품 및 그 에센스와 농축액 32 130 17 15 AB

21.02
酵母(活性或非活性); 已死的其他单细胞微生物(不包括税目30.02的疫苗); 发酵粉; Yeasts(active or inactive); other singlecell micro-organisms, dead(but 
not including vaccines of heading No. 30.02); prepared baking powders; 효모(활동성 또는 비활동성의 것), 기타 죽은 단세포미생물(제30.02호의 백신을 

포함하지 않은 것),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2102.1000 -活性酵母 -Active yeasts -활동성 효모 25 80 17 15 AB

2102.2000 -非活性酵母; 已死的其他单细胞
微生物

-Inactive yeasts; other single-cell microorganisms, 
dead

-비활동성 효모와 기타 죽은 단세포 미
생물

25 70 13 15 AB

2102.3000 -发酵粉 -Prepared baking powders -베이킹 파우더 25 70 17 15 AB

21.03 调味汁及其制品; 混合调味品; 芥子粉及其调制品; Sauces and preparations therefor; mixed condiments and mixes seasonings; mustard flour and meal 
and prepared mustard; 소스와 소스제조용 조제품, 혼합조미료및 겨자의 분, 조분과 그 조제품

2103.1000暂 -酱油 -Soya sauce -간장 15 90 17 15 AB
2103.2000 -番茄沙司及其他番茄调味汁 -Tomato ketchup and other tomato sauces -토마토 케첩과 기타 토마토의 소스 15 90 17 15 AB
2103.3000 -芥子粉及其调制品 -Mustard flour and meal and prepared mustard -겨자의 분과 겨자 조미료 15 70 17 1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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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其他; Other; 기타

2103.9010 ---味精 ---Gourmet powder ---화학 조미료 21 130 17 AB

2103.9020
---别特酒(Aromaticbitters), 按体积计
酒精含量44.2%~49.2%, 按重量计
含1.5%~6%的香料, 各种配料以及
4%~10%的糖

---Aromatic bitters, 44.2%~49.2% of which is al-
coholic strength by volume, 1.5%~6% of which is 
spiles and various ingredients by weight and 
4%~10% of which is sugar by weight

---아로마틱 비터스(Aromatic Bitters), 알코
올 44.2%~19.2% 함량, 즙 및 다양한 재료 
1.5%~6% 함량, 설탕 4%~10% 함량

21 90 17 15 AB

2103.9090 ---其他 ---Other ---기타 21 90 17 5,15 AB

21.04 汤料及其制品; 均化混合食品; Soups and broths and preparations therefor; homogenized composite food preparations; 수프, 브로드(Broth)와 수프 브로드 

제조용 조제품 및 균질화한 혼합 조제식료품

2104.1000 -汤料及其制品 -Soups and broths and preparations therefor -수프, 브로드 및 그 제품 15 90 17 15 AB

2104.2000 -均化混合食品 -Homogenized composite food preparations -균질화한 혼합조제 식료품 32 90 17 15 AB

21.05 冰淇淋及其他冰制食品, 不论是否含可可; Ice cream and other edible ice, whether or not containing cocoa;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코코아 함유여부 

불문)

2105.0000 冰淇淋及其他冰制食品, 不论是否

含可可

Ice cream and other edible ice, whether or not 
containing cocoa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코코아 함유여

부 불문) 19 90 17 15 AB

21.06 其他税目未列名的食品; Food preparation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2106.1000 -浓缩蛋白质及人造蛋白物质
-Protein concentrates and textured protein sub-
stances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Texture)화한 단

백질계 물질
10 90 17 15 AB

　 -其他; Other; 기타

2106.9010 ---制造碳酸饮料的浓缩物 ---Beverage bases ---탄산음료 제조용 베이스 35 100 17 15 AB

2106.9020 ---制造饮料用的复合酒精制品
---Compound alcoholic preparations of a kind 
used for the manufacture of beverages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 제조용 제품 20 180 17 15 AB

2106.9030 ---蜂王浆制剂 ---Royal jelly, put up as tonic essences ---로열젤리 조제품 3 80 17 　 　
2106.9030.10 含濒危植物成分的蜂王浆制剂

Royal jelly, put up as tonic essences contain-

ing composition of plants in imminent dangers

멸종위기식물의 성분을 포함한 로열젤

리, 벌꿀 조제품의 것
3 80 17 　 ABFE

2106.9030.90 其他蜂王浆制剂 Other royal jelly, put up as tonic essences 기타 로열젤리, 벌꿀 조제품의 것 3 80 17 15 AB

2106.9040 ---椰子汁 ---Coconut juice ---코코넛 주스 10 90 17 15 AB
2106.9050 ---海豹油胶囊 ---Seal oil capsules ---해표유 캡슐 20 9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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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9050.10 濒危海豹油胶囊 Endangered seal oil capsules 멸종위기의 해표유 캡슐 20 90 17 ABEF

2106.9050.90 其他海豹油胶囊 Other seal oil capsules 기타 해표유 캡슐 20 90 17 15 AB

2106.9090 ---其他 ---Other ---기타 　 90 17 　 　
2106.9090暂.01

乳蛋白部分水解配方, 乳蛋白深度
水解配方, 氨基
酸配方特殊婴幼儿奶粉

Milk protein partial hydrolysate formula, milk 
protein hydrolysis amino acid formula special 
depth formula, infant milk powder

유즙 단백질의 부분 가수 분해물, 유즙 
단백질의 심도 가수 분해물 및 아미노산
이 함유된 특수 유아용 조유

5 90 17 15 AB

2106.9090.11 含濒危鱼软骨素胶囊 Endangered species of fish cartilage capsules 멸종위기 어류 연골 캡슐 포함 20 90 17 ABEF

2106.9090.19
含濒危动植物成分的其他编号未列
名食品

Other food preparation containing composition 
of endangered plants, not eleswhere specified 
or indluded

멸종위기 동물·식물성분의 기타 열거하지 
않은 식품

20 90 17 ABEF

2106.9090.90 其他编号未列名食品
Other food preparations, not eleswhere speci-
fied or included

기타 열거하지 않은 식품 20 90 17 5,1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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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十二章  饮料, 酒及醋; Beverages, spirits and vinegar; 음료, 알코올 및 식초

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22.01
未加糖或其他甜物质及未加味的水, 包括天然或人造矿泉水及汽水; 冰及雪; Waters, including natural or artificial mineral waters and aerated waters,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or flavoured; ice and snow; 설탕 혹은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물(천연,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 얼음 및 눈 

　 -矿泉水及汽水; Mineral waters and aerated waters; 광수와 탄산수

2201.1010 ---矿泉水 ---Mineral waters ---광천수 20 90 17 　 AB
2201.1020 ---汽水 ---Aerated waters ---탄산수 20 90 17 15 AB
　 -其他; Other; 기타

2201.9010 ---天然水 ---Natural waters ---천연수 10 30 17 　 AB
2201.9090 ---其他 ---Other ---기타 10 30 17 　 AB

22.02

加味, 加糖或其他甜物质的水, 包括矿泉水及汽水, 其他无酒精饮料, 但不包括税目20.09的水果汁或蔬菜汁; Waters, including mineral waters and aerated 
waters,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or flavoured, and other nonalcoholic beverages, not including fruit or vegetable juices 
of heading No.20.09;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를 제외)

2202.1000 -加味, 加糖或其他甜物质的水, 包
括矿泉水及汽水

-Waters, including mineral waters and aerated 
waters,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
ening matter or flavoured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

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 20 100 17 　 　

2202.1000.10
含濒危植物成分加味, 加糖或其他
甜物质水(包括矿泉水及汽水) 

Waters,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
ening matter or flavoured of endangered ani-
mals and plant(including mineral waters and 
aerated water)

멸종위기 식물의 성분을 함유한 설탕 
및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

20 100 17 　 ABEF

2202.1000.90
其他加味, 加糖或其他甜物质的水
(包括矿泉水及汽水) 

Otherwaters,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or flavoured(including miner-
al waters and aerated waters)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
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

20 100 17 15 AB

2202.9000 -其他 -Other -기타 35 100 17 　 　

2202.9000.11
含濒危植物成分散装无酒精饮料
(不包括编号2009的水果汁或蔬菜
汁) 

Non-alcoholic beverages, in bulk containing en-
dangered animals and plants componsi-
tions(Other than fruit juices and vegetable jui-
ces of heading No. 2009)

멸종위기 식물의 성분을 함유한 산적
한 무알콜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를 제외)

35 100 17 　 AB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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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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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2202.9000.19
其他散装无酒精饮料(不包括编号
2009的水果汁或蔬菜汁) 

Other non-alcoholic beverages, in bulk(Other 
than fruit juices and vegetable juices of head-
ing No. 2009)

기타 산적된 무알콜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

35 100 17 15 AB

2202.9000.91
含濒危植物成分包装无酒精饮料
(不包括编号2009的水果汁或蔬菜
汁) 

Non-alcoholic beverages, with other packing 
containing compositions of endangered animals 
and plants(Other than fruit juices and vegetable 
juices of heading No．2009)

멸종위기 식물의 성분을 함유한 기타 
포장된 무알콜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를 제외)

35 100 17 　 ABEF

2202.9000.99
其他包装无酒精饮料(不包括编号
2009的水果汁或蔬菜汁) 

Non-alcoholic beverages, with other pack-
ing(other than fruit juices and vegetable juices 
of heading No. 2009)

기타 포장된 무알콜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 

35 100 17 15 AB

22.03 麦芽酿造的啤酒; Beer made from malt; 맥주

2203.0000 麦芽酿造的啤酒 Beer made from malt 맥아를 양조한 맥주 T2 T2 17 15 AB

22.04 鲜葡萄酿造的酒, 包括加酒精的; 税目20.09以外的酿酒葡萄汁; wine of fresh grapes, including fortified wines; grape must other than that of heading 
No. 20.09; 생포도로 제조한 술로, 알코올 첨가한 것을 포함(제2009호의 것은 제외)

2204.1000 -汽酒 -Sparkling wine -탄산가스를 함유한 발포성 포도주 14 180 17 15 AB

　 -其他酒; 加酒精抑制发酵的酿酒葡萄汁; Other wine; grape must with fermentation prevented or arrested by the addition of alcohol; 기타 포도주와 포조즙(알코올첨가에 
따라 발효를 중지한 것에 한함)　

2204.2100 --装入2升及以下容器的 --In containers holding 2L or less --신선한 포도로 양조한 포도주(2ℓ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14 180 17 15 AB

2204.2900 --其他 --Other --기타 20 180 17 15 AB
2204.3000 -其他酿酒葡萄汁 -Other grape must -기타 양조한 포도즙 30 90 17 15 AB

22.05 味美思酒及其他加植物或香料的用鲜葡萄酿造的酒; Vermouth and other wine of fresh grapes flavoured with plants or aromatic substances; 베르뭇과 

기타 식물이나 향료를 가미한 포도주

2205.1000 -装入2升及以下容器的 -In containers holding 2L or less -베르뭇 포도주와 그와 유사한 포도주
(2ℓ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65 180 17 15 AB

2205.9000 -其他 -Other -기타 65 180 17 15 AB

22.06
其他发酵饮料(例如, 苹果酒, 梨酒, 蜂蜜酒); 其他税目未列名的发酵饮料的混合物及发酵饮料与无酒精饮料的混合物; Other fermented beverages(for ex-
ample, cider, perry, mead); mixtures of fermented beverages and mixtures of fermented beverages and non-alcoholic beverages, not elsewhere speci-
fied or included; 기타의 발효주(예; 사과술, 배술, 벌꿀술), 기타 열거하지 않은 혼합물이나 발효음료와 비알콜 혼합음료

2206.0010 ---黄酒 ---Yellow rice wine ---황주 40 180 17 1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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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090 ---其他 ---Other ---기타 40 180 17 15 AB

22.07
未改性乙醇, 按容量计酒精浓度在80%及以上; 任何浓度的改性乙醇及其他酒精; 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80％ 
vol or higher; ethyl alcohol and other spirits, denatured, of any strength;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80% 이상의 것에 한함)및 

변성 에틸알코올과 기타 변성주정(알코올용량 불문)

2207.1000 -未改性乙醇, 按容量计酒精浓度
在80%及以上

-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80％ vol or higher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이상의 것) 40 100 17 　 ABG

2207.2000暂 -任何浓度的改性乙醇及其他酒精
-Ethyl alcohol and other spirits, denatured, of 
any strength

-변성 에틸알코올 및 기타 변성주정(알
코올의 용량을 불문)　 5 80 17 　 　

2207.2000暂.10 任何浓度的改性乙醇 Ethyl alcohol, denatured of any strength 변성 에틸알코올(알코올 농도 불문) 5 80 17 　 ABG

2207.2000暂.90 任何浓度的其他酒精 Other spirits, of any strength 기타 알코올(알코올 농도 불문) 5 80 17 　 ABG

22.08
未改性乙醇, 按容量计酒精浓度在80%以下; 蒸馏酒, 利口酒及其他酒精饮料; 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less than 
80％ vol; spirits, liqueurs and other spirituous beverages;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에 한함)증류

주, 리큐르 및 기타 주정 음료

2208.2000 -蒸馏葡萄酒制得的列性酒
-Spirits obtained by distilling grape wine or grape 
mare -포도주를 증류해서 만든 독한 술 10 180 17 15 AB

2208.2000.10
装入200升以上容器的蒸馏葡萄酒制
得的烈性酒

In more than 200 litres and containers of al-
cohol distillation wine 

포도주를 증류해서 만든 독한 술 (2ℓ
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10 180 17 AB

2208.2000.90 其他蒸馏葡萄酒制得的烈性酒 Other wine of liquor distillation 기타 포도주를 증류해서 만든 독한 술 10 180 17 AB

2208.3000 -威士忌酒 -Whiskies -위스키류 10 180 17 15 AB

2208.4000 -朗姆酒及蒸馏已发酵甘蔗产品制
得的其他烈性酒

-Rum and other spirit obtained by distilling for-
mented sugarcane products

-럼주와 이미 발효시킨 사탕수수를 증류
해서 만든 기타 독한 술

10 180 17 15 AB

2208.5000 -杜松子酒 -Gin and geneva -진 10 180 17 15 AB
2208.6000 -伏特加酒 -Vodka -보드카류 10 180 17 15 AB
2208.7000 -利口酒及柯迪尔酒 -Liqueurs and cordials -리큐르 및 코디얼 10 180 17 15 AB
　 -其他; Other; 기타

2208.9010 ---龙舌兰酒 ---Tequila, Mezcal ---용설란주 10 180 17 15
2208.9010.10 濒危龙舌兰酒 Endangered Tequila 명종위기 용설란주 10 180 17 0 ABFE

2208.9010.90 其他龙舌兰酒 Other Tequila 기타 용설란주 10 180 17 15 AB



2015년도 중국의 농산물 품목분류 및 관세율  157

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2208.9020 ---白酒 ---Chinese distilled spirits ---고량주 10 180 17 15 AB
2208.9090 ---其他 ---Other ---기타 10 180 17 　 　
2208.9090.01 酒精浓度在80%以下的未改性乙醇

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less than 80％ vol

알코올 농도 80%이하의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10 180 17 15 AB

2208.9090.21
含濒危野生动植物成分的薯类蒸馏
酒

Potato spirits, endangered wild animals and 
plants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성분을 함유
한 감자류 증류주

10 180 17 　 ABEF

2208.9090.29 其他薯类蒸馏酒 Other spirits by distilling potatoes 기타 감자류 증류주 10 180 17 15 AB

2208.9090.91
含濒危野生动植物成分的其他蒸馏
酒及酒精饮料

Spirits and spirituous beverages, containins en-
dangered wild animals and plants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성분을 함유
한 기타 증류주 및 알코올음료

10 180 17 　 ABEF

2208.9090.99 其他蒸馏酒及酒精饮料 Other spirits and spirituous beverages 기타 증류주 및 알코올음료 10 180 17 15 AB

22.09 醋及用醋酸制得的醋代用品; Vinegar and substitutes for vinegar obtained from acetic acid; 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 

2209.0000暂 醋及用醋酸制得的醋代用品
Vinegar and substitutes for vinegar obtained from 
acetic acid 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 15 70 17 1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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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十三章  食品工业的残渣及废料; 配制的动物饲料; Residues and waste from the food industries; prepared animal fodder;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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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
不适于供人食用的肉, 杂碎, 鱼, 甲壳动物, 软体动物或其他水生无脊椎动物的渣粉及团粒; 油渣; Flours, meals and pellets, of meat or meat offal, of fish 
or of crustaceans, molluscs or other aquatic invertebrates, unfit for human consumption; greaves; 육, 설육,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분, 조분 및 팔레트(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와 수지박

　 -肉, 杂碎的渣粉及团粒; 油渣; Flours, meals and pellets, of meat or meat offal; greaves; 육, 또는 설육의 분, 조분, 피레트 및 수지박

　 ---肉骨粉; Flours and meals, of meat bones; 육골분

2301.1011 ----含牛羊成份的 ----Of bovine and sheep ----소, 양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2 11 13 15 AB
2301.1019 ----其他 ----Other ----기타 2 11 13 15 AB
2301.1020 ---油渣 ---Greaves ---기름 찌꺼기 5 50 13 　 AB
2301.1090 ---其他 ---Other ---기타 5 30 13 　 AB

　 -鱼, 甲壳动物, 软体动物或其他水生无脊椎动物的渣粉及团粒; Flours, meals and pellets, of fish or of crustaceans, molluscs or other aquatic invertebrates;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 조분 및 피레트

2301.2010 ---饲料用鱼粉
---Flours and meals of fish, of a kind used in 
animal feeding ---사료용 어분 2 11 13 　 AB

2301.2090 ---其他 ---Other ---기타 5 30 13 　 AB

23.02
谷物或豆类植物在筛, 碾或其他加工过程中所产生的糠, 麸及其他残渣, 不论是否制成团粒; Bran, sharps and other residues, whether or not in the form 
of pellets, derived from the sifting, milling or other working of cereals or of leguminous plants; 곡물과 채두류의 선별, 제분 혹은 기타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밀기울, 미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피레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2302.1000 -玉米的 -Of maize(corn) -옥수수의 것 5 30 13 　 AB

2302.3000 -小麦的 -Of wheat -밀의 것 3 30 13 　 AB

2302.4000 -其他谷物的 -Of other cereals -기타 곡물의 것 5 30 13 　 AB

2302.5000 -豆类植物的 -Of leguminous plants -콩과의 식물의 것 5 30 13 　 AB

23.03

制造淀粉过程中的残渣及类似的残渣, 甜菜渣, 甘蔗渣及制糖过程中的其他残渣, 酿造及蒸馏过程中的糟粕及残渣, 不论是否制成团粒; Residues of starch 
manufacture and similar residues, beet-pulp, bagasses and other waste of sugar manufacture, brewing or distilling dregs and waste, whether or not 
in the form of pellets;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비트펄프, 버개스 및 기타 설탕 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및 양조 또는 증류박과 웨이스트(피레트 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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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000 -制造淀粉过程中的残渣及类似的

残渣

-Residues of starch manufacture and similar resi-
dues

-전분 제조시에 생기는 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5 30 13 　 AB

2303.2000 -甜菜渣, 甘蔗渣及制糖过程中的

其他残渣

-Beet-pulp, bagasses and other waste of sugar 
manufacture

-비트펄프, 버개스 기타 설탕 제조시에 생

기는 웨이스트 및 유사한 박류
5 30 13 5,0 AB

2303.3000 -酿造及蒸馏过程中的糟粕及残渣 -Brewing or distilling dregs and waste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

스트　 5 30 13 　 AB

2303.3000.10 玉米酒糟 Distiller's grains with or without Solubles 옥수수 술지게미 5 30 13 　 AB

2303.3000.90
其他酿造及蒸馏过程中的糟粕及残

渣
Other brewing or distilling dregs and waste

기타 양조 및 증류 과정 중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5 30 13 　 AB

23.04
提炼豆油所得的油渣饼及其他固体残渣, 不论是否碾磨或制成团粒; Oil-cake and other solid residues．whether or not ground or in the form of pellets, 
resulting from the extraction of soyabean oil;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피레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2304.0010 ---油渣饼 ---Oil-cake ---오일-케이크 5 30 13 13 7AB
2304.0090 ---其他 ---Other ---기타 5 30 13 13 7AB

23.05
提炼花生油所得的油渣饼及其他固体残渣, 不论是否碾磨或制成团粒; Oil-cake and other solid residues．whether or not ground or in the form of pellets, 
resulting from the extraction of groundnut oil; 낙화생유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피레트상의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

2305.0000
提炼花生油所得的油渣饼及其他

固体残渣, 不论是否碾磨或制成团

粒

Oil-cake and other solid residues, whether or not 
ground or in the form of pellets, resulting from 
the extraction of groundnut oil

낙화생유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 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피레

트상의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
5 30 13 　 AB

23.06

税目23.04或23.05以外的提炼植物油脂所得的油渣饼及其他固体残渣, 不论是否碾磨或制成团粒; Oil-Cake and other solid residues, whether or not 
ground or in the form of pellets, resulting from the extraction of vegetable fats or oil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No. 23.04 or 23.05;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피레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3.04호 또는 제23.05호의 것을 제외한 식물성 유지의 추출시에 생기는 

것에 한함) 

2306.1000 -棉子的 -Of cotton seeds -면실의 것 5 30 13 13 AB

2306.2000 -亚麻子的 -Of linseed -아마인(linseed)의 것 5 30 13 13 AB

2306.3000 -葵花子的 -Of sunflower seeds -해바라기씨의 것 5 30 13 13 AB

　 -油菜籽的; Of rape or colza seeds;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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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4100 --低芥子酸的 --Of low erucic acid rape or colza seeds --겨자씨 또는 산유채씨 5 30 13 13 AB
2306.4900 --其他 --Other --기타 5 30 13 13 AB
2306.5000 -椰子或干椰肉的 -Of coconut or copra -야자 또는 코프라의 것 5 30 13 13 AB
2306.6000 -棕榈果或棕榈仁的 -Of palm nuts or kernels -팜넛 또는 핵의 것　 5 30 13 　 　
2306.6000.10

濒危棕榈果或濒危棕榈仁油渣及固
体残渣(品目23.04或23.05以外提炼
植物油脂所得的) 

Endangered oil-cake and other solid residues 
of palm nuts or dernels(other than those of 
heading No. 23.04 or 23.05)

멸종위기의 팜넛 또는 핵의 것
(제23.04호 또는 제23.05호의 것을 제외)

5 30 13 　 ABEF

2306.6000.90
濒危棕榈果或濒危棕榈仁油渣及固
体残渣(品目23.04或23.05以外提炼
植物油脂所得的) 

Other oil-cake and other solid residues of 
palm nuts or dernels(other than those of head-
ing No. 23.04 or 23.05)

기타 팜넛 또는 핵의 것
(제23.04호 또는 제23.05호의 것을 제외)

5 30 13 13 AB

2306.9000 -其他 -Other -기타 5 30 13 0,13,15 AB

23.07 葡萄酒渣; 粗酒石; wine lees; argol; 포도주박(葡萄酒粕)과 생주석

2307.0000 葡萄酒渣; 粗酒石 wine lees; argol 포도주박(葡萄酒粕)과 생주석 5 30 13 　 AB

23.08
动物饲料用的其他税目未列名的植物原料, 废料, 残渣及副产品, 不论是否制成团粒; Vegetable materials and vegetable waste, vegetable residues and 
by-products, whether or not in the form of pellets, of a kind used in animal feeding,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사료용의 식물성물질･식물성웨

이스트, 식물성박류 및 부산물(피레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함)

2308.0000
动物饲料用的其他税目未列名的
植物原料, 废料, 残渣及副产品, 
不论是否制成团粒

Vegetable materials and vegetable waste, vege-
table residues and by- products, whether or not 
in the form of pellets, of a kind used in animal 
feeding,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기타 사료용의 식물성물질, 식물성웨이스
트, 식물성박류 및 부산물(피레트상의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함)

5 35 13 0,15,5 AB

23.09 配制的动物饲料; Preparations of a kind used in animal feeding; 사료용 조제품

　 -零售包装的狗食或猫食; Dog or cat food, put up for retail sale;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함)
2309.1010 ---罐头 ---In airtight containers ---밀폐용기에 넣은 것 15 90 13 13 AB
2309.1090 ---其他 ---Other ---기타 15 90 13 13 AB
　 -其他; Other; 기타

2309.9010 ---制成的饲料添加剂
---Preparations for use in making the complete 
feeds or supplementary feeds ---조제한 사료 첨가제 5 14 17 13,15 AB

2309.9090暂 ---其他 ---Other ---기타 4 14 13 0,13,1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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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十四章  烟草及烟草代用品的制品; Tobacco and manufactured tobacco substitutes;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24.01 烟草; 烟草废料; Unmanufactured tobacco; tobacco refuse; 잎담배 및 담배 찌꺼기

　 -未去梗的烟草; Tobacco, not stemmed⁄stripped; 잎담배(주맥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에 한함)
2401.1010 ---烤烟 ---Flue-cured ---건조시킨 것 10 70 17 5,15 7AB
2401.1090 ---其他 ---Other ---기타 10 70 17 5 7AB
　 -部分或全部去梗的烟草; Tobacco, partly or wholly stemmed/stripped; 잎담배(주맥을 일부 또는 전부 제거한 것에 한함)
2401.2010 ---烤烟 ---Flue-cured ---건조시킨 것 10 70 17 5,15 7AB
2401.2090 ---其他 ---Other ---기타 10 70 17 15 7AB
2401.3000 -烟草废料 -Tobacco refuse -담배 찌꺼기 10 70 17 5,15 AB7

24.02 烟草或烟草代用品制成的雪茄烟及卷烟; Cigars, cheroots, cigarillos and cigarettes, of tobacco or of tobacco substitutes; 시가, 셔루트, 시가실로 및 권련

(담배 또는 담배대용물의 것에 한함)
2402.1000 -烟草制的雪茄烟 -Cigars, cheroots and cigarillos, containing tobacco -잎담배로 만든 시가(Cigar) 25 180 17 　 7AB

2402.2000 -烟草制的卷烟 -Cigarettes containing tobacco -잎담배로 만든 궐련 25 180 17 　 7AB
2402.9000 -其他 -Other -기타 25 180 17 　 　
2402.9000.01 烟草代用品制的卷烟 Cigarettes containing tobacco substitutes 담배 대용으로 제조된 궐련 25 180 17 　 7AB

2402.9000.09 烟草代用品制的雪茄烟
Cigars, cheroots and cigarillos, containing to-

bacco substitutes
담배 대용으로 제조된 시가(Cigar) 25 180 17 　 7AB

24.03 其他烟草及烟草代用品的制品; “均化”或“再造”烟草; 烟草精汁; Other manufactured tobacco and manufactured tobacco substitutes; "homogenized" or 
"reconstituted" tobacco; tobacco extracts and essences; 기타 제조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및 담배엑스와 에센스

　 -供吸用的烟草, 不论是否含有任何比例的烟草代用品; Smoking tobacco, whether or not containing tobacco substitutes in any proportion; 흡연용 담배(담배내용물의 포함비
율을 불문)

2403.1100 --本章子目注释所述的水烟料
--Water pipe tobacco specified in Subheading 
Note 1 to this Chapter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워터 
파이프 담배

57 180 17 15 7AB

2403.1900 --其他 --Other --기타 57 180 17 15 7AB
　 -其他; Other; 기타

2403.9100 --“均化”或“再造”烟草 --"homogenized" or "reconstituted" tobacco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180 17 15 　
2403.9100暂.10 再造烟草 Reconstituted tobacco 재구성한 담배 40 180 17 15 A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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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2403.9100.90 均化烟草 Homogenized tobacco 균질화한 담배 57 180 17 15 AB7

2403.9900 --其他 --Other --기타 57 180 17 15 　
2403.9900.10 烟草精汁 Tobacco extracts and essences 담배엑스 57 180 17 15 7AB

2403.9900.90 其他烟草及烟草代用品的制品
Other manufactured tobacco and manufactured 
tobacco substitutes

기타 담배 및 담배 대용제품 57 180 17 1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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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十八章  无机化学品； 贵金属，稀土金属， 放射性元素及其同位素的有机及无机化合物; Inorganic chemicals; organic or inorganic compounds 
of precious metals, of rare-earth metals, of radioactive elements or of isotopes;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금속·방사성원소·동위

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28.01 氟, 氯, 溴及碘; Fluorine, chlorine, bromine and iodine; 플루오르, 염소, 브롬, 요드

2801.1000 -氯 -Chlorine -염소 5.5 80 17 AB
2801.2000 -碘 -Iodine -요드 5.5 30 17 G

-氟； 溴； -Fluorine; bromine; -플루오르와 브롬

2801.3010 ---氟 ---Fluorine ---플루오르 5.5 30 17 AB
2801.3020暂 ---溴 ---Bromine ---브롬 1 30 17 AB



해외농업시리즈 9: 중국농업자료   164

第二十九章  有机化学品; Organic chemicals; 유기화학품

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29.05 无环醇及其卤化，磺化，硝化或亚硝化衍生物； Acyclic alcohos and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니트로소화유도체

-饱和一元醇；-Saturated monohydric alcohols; -포화 1가알코올

2905.1100 --甲醇 --Methanol(methyl alcohol) --메탄올(메틸알코올) 5.5 30 17 13 AB
--丙醇及异丙醇；--Propan-1-ol(propyl alcohol) and propan-2-ol(isopropyl alcohol); --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과 2-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코올)

2905.1210暂 ---正丙醇 ---Propan-1-ol(propyl alcohol) ---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 3 30 17 9 AB
2905.1220 ---异丙醇 ---propan-2-ol(isopropyl alcohol) ---2-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 5.5 30 17 9 ABG
2905.1300 --正丁醇 --Butan-1-ol(n-butyl alcohol)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5.5 30 17 13 AB

--其他丁醇；--Other butanols; --그 밖의 부탄올

2905.1410 ---异丁醇 ---iso-Butyl alcohol ---iso-부틸알콜 5.5 30 17 9
2905.1420 ---仲丁醇 ---sec-Butyl alcohol ---sec-부틸알콜 5.5 30 17 9
2905.1430 ---叔丁醇 ---tert-Butyl alcohol ---t-부틸알콜 5.5 30 17 9

--辛醇及其异构体；--Octanol(octyl alcohol) and isomors thereof; --옥탄올(옥틸알코올)과 그 이성체

2905.1610 ---正辛醇 ---n-Octanol ---n-옥탄올 5.5 30 17 13
2905.1690 ---其他 ---Other ---기타 5.5 30 17 9

2905.1700 --十二醇，十六醇及十八醇
--Dodecan-1-ol(lauryl alcohol), hexadecan-1-ol 
(cetyl alcohol) and octadecan-1-ol(stearyl alcohol)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 1-헥사데칸올
(세틸알코올), 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7 30 17 9

--其他；--Other; --기타

2905.1910 ---3,3-二甲基丁-2-醇(频哪基醇） ---3,3-Dimethyl-2-butanol(pinacolyl alcohol) ---3,3-디메틸부탄-2-올(피나코릴알코올) 5.5 30 17 9 23
2905.1990 ---其他 ---Other ---기타 5.5 30 17 13
2905.1990.10 三十烷醇 Triacontanol 트리아콘탄올 5.5 30 17 13 S

2905.1990.90 其他饱和一元醇 Other saturated monohydric alcohols 기타 포화 1가알코올 5.5 30 17 13

-不饱和一元醇；-Unsaturated monohydric alcohols; -불포화 1가알코올

--无环萜烯醇；--Acyclic terpene alcohols; --비환식테르펜알코올

2905.2210 ---香叶醇，橙花醇(3,7-二甲基-2,6-
辛二烯-1-醇）

---Geraniol, nerol
(cis-3,7-Dimethyl-2,6-octadien-1-ol) 게라니올,네롤(cis-3,7-디메틸-2,6-옥타딘-1-올) 5.5 30 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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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2905.2220 ---香茅醇 ---Citronellol(3,7-Dimethyl-6-octen-1-ol) ---시트로넬롤(3,7-디메틸-6-옥텐-1-올) 5.5 30 17 9
2905.2230 ---芳樟醇 ---Linalool ---리날로올 5.5 30 17 13 AB
2905.2290 ---其他 ---Other ---기타 5.5 30 17 9
2905.2900 --其他 --Other --기타 5.5 30 17 9

-二元醇；-Diols; -2가알코올

2905.3100 --1,2乙二醇 --Ethylene glycol(ethanediol)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5.5 30 17 9
2905.3200暂 --1,2-丙二醇 --Propylene glycol(propane-1,2-diol)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3 30 17 9

--其他；--Other; --기타

2905.3910 ---2,5-二甲基己二醇 ---2,5-dimethyl hexandiol ---2,5-디메틸헥산디올 4 11 17 9
2905.3990 ---其他 ---Other ---기타 30 17 9
2905.3990暂.01 1,3-丙二醇 1,3-Propanediol 1,3-프로판디올 3 30 17 9 AB

2905.3990.02 1,4-丁二醇 1,4-Butanediol 1,4-부탄디올 5.5 30 17 9 AB

2905.3990.10 驱蚊醇 Ethohexadiol 에토헥사디올 5.5 30 17 9 S

2905.3990.90 其他二元醇 Other diatomic alcohols 그 밖의 2가알코올 5.5 30 17 9 AB

-其他多元醇；-Other polyhydric alcohols; -그 밖의 다가알코올

2905.4100 --2-乙基-2-(羟甲基）丙烷-1,3-二醇
(三羟甲基丙烷）

--2-Ethyl-2-(hrdroxymethyl)propane-1,3-diol 
(trimethylolpropane)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1,3-디올
(트리메틸올프로판) 5.5 30 17 9

2905.4200 --季戊四醇 --Pentaerythritol --펜타에리트리톨 5.5 30 17 9
2905.4300 --甘露糖醇 --Mannitol --만니톨 8 30 17 9 AB
2905.4400 --山梨醇 --D-glucitol(sorbitol) --디-글루시톨(소르비톨) 14 40 17 9
2905.4500暂 --丙三醇(甘油） --Glycerol 글리세롤 3 50 17 9 AB

--其他；--Other; --기타

2905.4910 ---木糖醇 ---Xylitol ---자일리톨 5.5 30 17 9 AB
2905.4990 ---其他 ---Other ---기타 5.5 30 17 9

-无环醇的卤化，磺化，硝化或亚硝化衍生物；-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of acyclic alcohols; 비환식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
체, 니트로화유도체, 니트로소화유도체

2905.5100 --乙氯维诺(INN) --Ethchlorvynol(INN) --에스클로비놀(INN) 5.5 30 17 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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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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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2905.5900 --其他 --Other --기타 5.5 30 17 9
2905.5900.10 乙氯维诺的盐 Salts of Ethchlorvynol(INN) 에스클로비놀의 염(INN) 5.5 30 17 9 I

2905.5900.20 ２-氯乙醇 2-Chloroethanol 2-클로로에탄올 5.5 30 17 9 3A

2905.5900.30 溴硝醇 Bronopol 브로노플 5.5 30 17 9

2905.5900.40 鼠甘伏 Geiftor Geiftor 5.5 30 17 9 S

2905.5900.90 其他无环醇的卤化，磺化等衍生物
Other halogenated, sulphonated derivatives, of 
acyclic alcohol

그 밖의 비환식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5.5 30 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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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十三章  精油及香膏; 芳香料制品及化妆盥洗品; Essential oils and resinoids; perfumery, cosmetic or toilet preparations; 정유와 레지노이드 및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33.01

精油(无萜或含萜), 包括浸膏及净油; 香膏; 提取的油树脂; 用花香吸取法或浸渍法制成的含浓缩精油的脂肪, 固定油, 蜡及类似品; 精油脱萜时所得的萜烯

副产品; 精油水馏液及水溶液; Essential oils(terpeneless or not), including concretes and absolutes; resinoids; extracted oleoresins; concentrates of es-
sential oils in fats, in fixed oils, in waxes or the like, obtained by enfleurage or maceration; terpenic byproducts of the deterpenation of essential 
oils; aqueous distillates and aqueous solutions of essential oils; 정유(콘크리트와 앱설루트의 것을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레지

노이드, 정유의 콘센트레이트(냉흡수법 또는 온침법에 의하여 얻어진 것으로서 유지, 불휘발성유, 왁스 또한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로 한 것에 한함),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및 정유의 에큐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루우션 

　 -柑橘属果实的精油; Essential oils of citrus fruit; 정유(감귤류 것에 한함)
3301.1200 --橙油 --Of orange --오렌지유 20 80 17 9 A
3301.1300 --柠檬油 --Of lemon --레몬유 20 80 17 9 A
　 --其他; Other; 기타

3301.1910 ---白柠檬油(酸橙油) ---Of lime ---라임유 20 80 17 9 A
3301.1990 ---其他 ---Other ---기타 20 80 17 9 A
　 -非柑橘属果实的精油; -Essential oils other than those of citrus fruit; -정유(감귤류 외의 것에 한함) 　 　 　 　 　
3301.2400 --胡椒薄荷油 --Of peppermint(Mentha piperita) --박하유(멘타 피페리타) 20 90 17 9 A
3301.2500暂 --其他薄荷油 --Of other mints --기타 민트류의 것 5 90 17 13 A
　 --其他; Other; 기타

3301.2910 ---樟脑油 ---Of camphor ---장뇌유 20 90 17 9 ABE

3301.2920 ---香茅油 ---Of citronella ---시트로넬라유 15 70 17 9 A

3301.2930 ---茴香油 ---Of aniseed ---아니스유 20 80 17 9 A

3301.2940 ---桂油 ---Of cassia ---카시아유 20 80 17 9 A

3301.2950 ---山苍子油 ---Of litsea cubeba ---리트시 쿠베바유 20 80 17 9 A

3301.2960 ---桉叶油 ---Of eucalyptus ---유칼리유 20 80 17 9 AB
　 ---其他; Other; 기타

3301.2991 ----老鹳草油(香叶油) ----Of geranium ----제라늄유 20 80 17 9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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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1.2999 ----其他 ----Other ----기타 　 80 17 　 　
3301.2999暂.10 黄樟油 Oil of sassafras 사사프라스유 7 80 17 9 23A

3301.2999.91
其他濒危植物精油(柑桔属果实除
外)(包括浸膏及净油) 

Other endangered essential(other than citrus 
fruit)

기타 비감귤류에 속하는 멸종위기 식물과
실의 정유(추출물과 순수 오일을 포함)

15 80 17 　 AFE

3301.2999.99
其他非柑橘属果实的精油(包括浸
膏及净油) 

Other essential oils other than those of citrus 
fruit, (including concretes and absolutes)

기타 비감귤류에 속하는 과실의 정유 15 80 17 9 A

　 -香膏; Resinoids; 레지노이드　
3301.3010暂 ---鸢尾凝脂 ---Balsam of irises ---붓꽃발삼 10 80 17 13 　
3301.3090 ---其他 ---Other ---기타 20 80 17 　 　
3301.3090.10 其他濒危植物香膏 Other resinoids of endangered vegetable 기타 멸종위기의 식물성 레지노이드 20 80 17 　 FE

3301.3090.90 其他香膏 Other resinoids 기타 레지노이드 20 80 17 9 　
　 -其他; Other; 기타

3301.9010 ---提取的油树脂 ---Extracted oleoresins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20 80 17 　 　
3301.9010.10 濒危植物提取的油树脂 Extracted oleoresins of endangered vegetable 멸종위기 식물에서 추출한 함유수지 20 80 17 　 FE

3301.9010.90 其他提取的油树脂 Other extracted oleoresins 기타 추출한 함유슈지 20 80 17 9 　
3301.9020 ---柑橘属果实的精油脱萜的萜烯

副产品
---Terpenic byproducts of the deterpenation of es-
sential oils of citrus fruit

---감귤류 과실의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
할 때에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20 80 17 9 　
3301.9090 ---其他 ---Other ---기타 20 80 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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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十五章  蛋白类物质; 改性淀粉; 胶; 酶; Albuminoidal substances; modified starches; glues; enzymes;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및 효소

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35.01 酪蛋白, 酪蛋白酸盐及其他酪蛋白洐生物; 酪蛋白胶; Casein, caseinates and other casein derivatives; casein glues; 카세인, 카세인산염과 기타 카세인 

유도체 및 카세인 글루

3501.1000 -酪蛋白 -Casein -카세인 10 35 17 13 AB
3501.9000 -其他 -Other -기타 10 35 17 13 AB

35.02

白蛋白(包括按重量计干质成分的乳清蛋白含量超过80%的两种或两种以上的乳清蛋白浓缩物), 白蛋白盐及其他白蛋白衍生物; Albumins(including con-
centrates of two or more whey proteins, containing by weight more than 80％ whey proteins, calculated on the dry matter), albuminates and other 
albumin derivatives; 알부민, 알부민염과 기타 알부민 유도체 및 카세인 글루(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 함유량이 80%를 초과하는 두 종류 이상의 

유장단백질농축물)
　 -卵清蛋白; Egg albumin; 난백(卵百)
3502.1100 --干的 --Dried --건조한 것 10 80 17 13 AB
3502.1900 --其他 --Other --기타 10 80 17 13 AB

3502.2000 -乳白蛋白(包括两种或两种以上的
乳清蛋白浓缩物)

-Milk albumin, including concentrates of two or 
more whey proteins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
물 포함) 10 35 17 13 AB

3502.9000 -其他 -Other -기타 10 35 17 13 AB

35.03

明胶(包括长方形, 正方形明胶薄片, 不论是表面加工或着色)及其衍生物; 鱼鳔胶; 其他动物胶, 但不包括税目35.01的酪蛋白胶; Gelatin(including gelatin in 
rectangular(including square) sheets, whether or not surface-worked or coloured) and gelatin derivatives; isinglass; other glues of animal origin, exclud-
ing casein glues of heading No. 35.01; 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쉬트상의 것을 포함하며, 표면가공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과 젤라

틴 유도체, 아이징글라스 및 기타 동물성 글루(제35.01호의 카세인 글루를 제외)
3503.0010 ---明胶及其衍生物 ---Gelatin and gelatin derivatives ---젤라틴과 젤라틴 유도체 　 35 17 13 　
3503.0010暂.01 明胶 Gelatin 젤라틴 5 35 17 13 AB

3503.0010.90
明胶的衍生物(包括长方形, 正方形
明胶薄片, 不论是表面加工或着色) 

Gelatin derivatives(including gelatin in rec-
tangular, surface sheets, whether or not sur-
face-worked or coloured

젤라틴 유도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
함)쉬트상의 것을 포함하며, 표면가공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12 35 17 13 AB

3503.0090 ---其他 ---Other ---기타 12 50 17 13 AB

35.04
蛋白胨及其衍生物; 其他税目未列名的蛋白质及其洐生物; 皮粉, 不论是否加入铬矾; Peptones and their derivatives; other protein substances and their 
derivativ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hide powder, whether or not chromed; 펩톤과 그들의 유도체, 기타 단백질계 물질과 그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함), 하이드 파우더(크롬명반을 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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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4.0010 ---蛋白胨 ---Peptones ---펩톤 3 11 17 13 AB

3504.0090 ---其他 ---Other ---기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단백질과 그 
유도체

8 35 17 13 AB

35.05
糊精及其他改性淀粉(例如, 预凝化淀粉或酯化淀粉); 以淀粉, 糊精或其他改性淀粉为基本成分的胶; Dextrins and other modified starches(for example, 
pregelatinized or esterified starches); glues based on starches, or on dextrins or other modified starches;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

지드전분 또는 에스테르화전분) 및 전분, 덱스트린 또는 기타 변성전분을 기제로 한 글루　
3505.1000暂 -糊精及其他改性淀粉 -Dextrins and other modified starches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6 50 17 13 A

3505.2000 -胶 -Glues -글루 20 50 17 13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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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十八章  杂项化学产品; Miscellaneous chemical products;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38.09

纺织, 造纸, 制革及类似工业用的其他税目未列名的整理剂, 染料加速着色或固色助剂及其他产品和制剂(例如, 修整剂及媒染剂); Finishing agents, dye 
carriers to accelerate the dyeing or fixing of dye-stuffs and other products and preparations(for example, dressings and mordants), of a kind used 
in the textile, paper, leather or like industri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 또는 염료 고착용의 염색캐리어, 드레싱 

및 매염제와 같은 기타의 물품과 조제품(섬유공업, 제지공업, 피혁공업 기타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함) 

3809.1000 -以淀粉物质为基本成分 -With a basis of amylaceous substances -전분질을 기제로 한 섬유 등 공업용 제제 10 35 17 　 　
　 -其他; Other; 기타

3809.9100 --纺织工业及类似工业用 --Of a kind of used in the textile or like industries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
용하는 것

6.5 35 17

3809.9200 --造纸工业及类似工业用 --Of a kind of used in the paper or like industries --제지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
용하는 것

6.5 35 17

3809.9300 --革工业及类似工业用 --Of a kind of used in the leather or like industries --가죽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
용하는 것

6.5 35 17

38.23 工业用单羧脂肪酸; 精炼所得的酸性油; 工业用脂肪醇; Industrial monocarboxylic fatty acids; acid oils from refining; industrial fatty alcohols; 공업용 모노

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工业用单羧脂肪酸；精炼所得的酸性油；-Industrial monocarboxylic fatty acids; acid oils from refining;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3823.1100 --硬脂酸 -Stearic acid -스테아린산 16 50 17 13 　
3823.1200暂 --油酸 --Oleic acid --올레인산 8 50 17 　 AB

3823.1300 --妥尔油脂肪酸 --Tall oil fatty acids --톨유(tall oil) 지방산 16 50 17 　 　
3823.1900 --其他 --Other --기타 50 17

3823.1900暂.01
植物酸性油(酸性油仅指精炼所得
的） Acid oils of plant(acid oils from refining)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식물성 애시드유
(acid oil)

5 50 17 　
3823.1900.90

其他工业用单羧脂肪酸, 酸性油(酸
性油仅指精炼所得的）

Other industrial monocarboxylic fatty acids, acid 
oils(acid oils from refining)

그 밖의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
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16 50 17

3823.7000暂 -工业用脂肪醇 -Industrial fatty alcohols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9 5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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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4

铸模及铸芯用粘合剂; 其他税目未列名的化学工业及其相关工业的化学产品及配制品(包括有天然产品混合组成的); Prepared binders for foundry moulds 
or cores; chemical products and preparations of the chemical or allied industries (including those consisting of mixtures of natural products), not else-
where specified or included;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

(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1000 -铸模及铸芯用粘合剂 -Prepared binders for foundry moulds or cores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
로 한정한다) 6.5 35 17 5

3824.3000 -自身混合或与金属粘合剂混合的
未烧结金属碳化物

-Non-agglomerated metal carbides mixed together 
or with metallic binders

-응집하지 않은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
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
정한다)

6.5 35 17

3824.3000.10
混合的未烧结金属碳化物(包括自
身混合与金属粘合剂混合的)

Non-agglomerated metal carbonizded tungsten 
(containing mixed together or with metallic 
binders)

응집하지 않은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
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으
로 한정한다)

6.5 35 17 4xy

3824.3000.90
其他混合的未烧结金属碳化物(包
括自身混合与金属粘合剂混合的)

Other non-agglomerated metal carbides(contain-
ing mixed together or with metallic binders)

기타 응집하지 않은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
는 것으로 한정한다)

6.5 35 17

-水泥，灰泥及混凝土用添加剂; -Prepared additives for cements, mortars or concretes; -시멘트용ㆍ모르타르용ㆍ콘크리트용 조제 첨가제

3724.4010 ---高效减水剂 ---High efficiency water reducing agent 고효율 감수재 6.5 35 17 13
3824.4090 ---其他 -Other -기타 6.5 35 17
3824.5000 -非耐火的灰泥及混凝土 -Non-refractory mortars and concretes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6.5 35 17

3824.6000 -子目号2905.44以外的山梨醇 -Sorbitol other than that of subheading 2905.44 -소르비톨(sorbitol)(소호 제2905.44호에 해
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4 40 17

-含有甲烷、乙烷或丙烷的卤化衍生物的混合物; -Mixtures containing halogenated dervatives of methane, ethane or propane; 메탄, 에탄, 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가지는 혼합물

3824.7100
--含全氯氟烃(CFCs)的，不论是否
含氢氯氟烃(HCFCs)，全氟烃(FCs)
或氢氟烃(HFCs)

--Containing chorofluorocarbons (CFCs), whether 
or not containing hydrochlorofluorocarbons 
(HCFCs) perfluorocarbons (PFCs) 
orhydrofluorocarbons (HFCs)

--chorofluorocarbons (프레온 가스)을 포함
하고, 수소불화탄소 (HCFCs)를 포함한다 
지 아닌지 과불화탄소 (PFCs) orhydro-
fluorocarbons (HFCs)

6.5 35 17

3824.7100.11
二氯二氟甲烷和二氟乙烷的混合物
(R-500)

Mixture of dichlorodifluoromethane and 
difluoroethane (R-500)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과 디플루오로
에탄(R-500)의 혼합물

6.5 35 17 AB14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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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4.7100.12
一氯二氟甲烷和二氯二氟甲烷的混
合物(R-501)

Mixed substance with monochloride and 
dilfluorine methane and dichloride and 
dilfluorine methane(R-501)

다이플루오로클로로메탄과 디클로로디
플루오로메탄(r-501)의 혼합물

6.5 35 17 14xy

3824.7100.13
一氯二氟甲烷和一氯五氟乙烷的混
合物(R-502)

Mixture of difluoromethane and 
Chloropentafluoroethane(R-502)

디플루오로메탄과 클로로펜타플루오로
에탄(R-502)의 혼합물

6.5 35 17 AB14xy

3824.7100.14
三氟甲烷和一氯三氟甲烷的混合物
(R-503)

Mixture of trifluoromethane and 
monoChloropentafluoroethane(R-503)

트리플루오로메탄과 monoChloropenta-
fluoroethane(r-503)의 혼합물

6.5 35 17 AB14xy

3824.7100.15
二氟甲烷和一氯五氟乙烷的混合物
(R-504)

Mixture of difluoromethane and 
Chloropentafluoroethane(R-504)

디플루오로메탄과 클로로펜타플루오로
에탄(R-504)의 혼합물

6.5 35 17 14xy

3824.7100.16
二氟二氯甲烷和一氟一氯甲烷的混
合物(R-505)

Mixture of dichlorodifluoromethane and 
fluorochlouomethane(R-505)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과 fluorochlouo-
methane(R-505)의 혼합물

6.5 35 17 14xy

3824.7100.17
一氟一律基啊万和二氯四氟乙烷的
混合物(R-506)

Mixture offluouochlouomethane and 
difluorotetrachloroethane(R-506)

떨어져서 혼합물 uouochlouomethane 그리
고 difluorotetrachloroethane(R-506)

6.5 35 17 14xy

3824.7100.18
二氯二氟甲烷和二氯四氟乙烷的混
合物(R-400)

Mixture of dichlorodifluoromethane and 
difluorotetrachloroethane(R-400)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과 difluorotetra-
chloroethane(R-400)의 혼합물

6.5 35 17 14xy

3824.7100.90

其他含甲烷，乙烷或丙烷的全氯氟
烃(CFCs)的混合物【不论是否含甲
烷 ， 乙 烷 或 丙 烷 的 氢 氯 氟 烃
(HCFCs ) ,全氟烃 (FCs )或氢氟烃
(HFCs)】

Other mixtures containing chlorojluorocarbons 
of methane,ethane or propane, (whether or not 
containing) hydrochlorofluorocarhons, 
chorofluoro carhons or orhydrofluorocarbons of 
methane,ethane or propane

메탄, 에탄 또는 프로판의 chlorojluor-
ocarbons를 포함하는 기타 혼합물, (지 아
닌지 포함한다) hydrochlorofluorocarhons, 
메탄, 에탄 또는 프로판의 chorofluoro 
carhons 또는 orhydrofluorocarbons

6.5 35 17

3824.7200 --含溴氯二氟甲烷，溴三氟甲烷或
二溴四氟乙烷的混合物

--Containing bromochlorodifluoromethane, 
bromotrifluoromethane or 
dibromotetrafluoroethanes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
리플루오르메탄,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
에탄을 함유하는 것

6.5 35 17

3824.7300 --含氢溴氟烃(HBFCs)的 --Containing hydrobromofluorocarbons (HBFCs) --hydrobromofluocarbons(HBFCs)를 포함하는 것 6.5 35 17

3824.7400
--含氢氯氟烃(HCFCs)的，不论是
否含全氟烃(PFCs)或氢氟烃(HFCs)
但不含全氯氟烃(CFCs)

--Containing hydrochlorofluorocarbons (HCFCs), 
whether or not containing perfluorocarbons 
(PFCs) or hydrofluorocarbons (HFCs), but not 
containing chlorofluorocarbons (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
를 함유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염화불
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5 35 17

3824.7400.11
二氟一氯甲烷，二氟乙烷和一氯四
氟乙烷的混合物(R-401)

Mixture of Monochlorodifluoromethane, 
difluoroethane and chlorotetrafluoroethane(R-401)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디플루오로에탄과 
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 (r-402)의 혼합물

6.5 35 17 14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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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4.7400.12
五氟乙烷，丙烷和二氟一氯甲烷的
混合物(R-402)

Mixture of pentafluoroethane, propane and 
chlorodifluoromethane (R-402)

펜타플루오로에탄, 프로판과 클로로디
플루오르메탄 (r-402)의 혼합물

6.5 35 17 14xy

3824.7400.13
丙烷，二氟一氯甲烷和八氟丙烷的
混合物(R-403)

Mixture of propane, chlorotetrafluoroethane and 
octafluoropropane (R-403)

프로판, 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에탄과 
옥타플루오로프로판 (r-403)의 혼합물

6.5 35 17 14xy

3824.7400.14
二氟一氯甲烷，二氟乙烷，一氯二
氟乙烷和八氟环丁烷的混合物
(R-405)

Mixture of chlorotetrafluoroethane,difluoroethane, 
chlordifluoroethane and octafluorocyclobutane 
(R405)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디플루오로에탄, 
difluoromono-chloroethane 그리고 octa-
fluorocyclobutane(R405)의 혼합물

6.5 35 17 14xy

3824.7400.15
二氟一氯甲烷，2-甲基丙烷(异丁
烷 ) 和一氯二氟乙烷的混合物
(R-406)

Mixture of Chlorotetrafluoroethane, 
2-methylpropane and chlordifluoroethane (R-406)

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에탄, 2-메틸프로
판과 chlordifluoroethane (r-406)의 혼합물

6.5 35 17 14xy

3824.7400.16
五氟乙烷，三氟乙烷和二氟一氯甲
烷的混合物(R-408)

Mixture of pentafluoroethane, trifluoroethane 
and chlorodifluoromethane (R-408)

펜타플루오로에탄, 트리플루오로에탄과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r-408)의 혼합물

6.5 35 17 14xy

3824.7400.17
二氟一氯甲烷，一氯四氟乙烷和一
氯二氟乙烷的混合物(R-409)

Mixture of chloroclifluoromethane, 
chlorotetrafluoroethane and 
difluoromonochloroethane (R-409)

chloroclifluoromethane, 클로로테트라플루
오로에탄과 difluoromonochloroethane 
(r-409)의 혼합물

6.5 35 17 14xy

3824.7400.18
丙烯，二氟一氯甲烷和二氟乙烷的
混合物(R-411)

Mixture of propene, chlorodifluoromethane and 
difluoroethane (R-411)

프로펜,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과 디플
루오로에탄 (r-411)의 혼합물

6.5 35 17 14xy

3824.7400.19
二氟一氯甲烷，八氟丙烷和一氯二
氟乙烷的混合物(R-412)

Mixture of chlorodifluoromethane, 
octafluoropropane and difluoromonochloroethane 
(R-412)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옥타플루오로프
로판과 difluoromonochloroethane (r-412)의 
혼합물

6.5 35 17 14xy

3824.7400.21
二氟一氯甲烷，一氯四氟乙烷，一
氯二氟乙烷和2-甲基丙烷的混合物
(R-414)

Mixture of chlorodifluoromethane, 
chlorotetrafluoroethane, difluoromonochloroethane 
and 2-methylpropane (R-414)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클로로테트라플
루오로에탄, difluoromonochloroethane과 2-
메틸프로판 (r-414)의 혼합물

6.5 35 17 14xy

3824.7400.22
二氟一氯甲烷和二氟乙烷的混合物
(R-415)

Mixture of chlorodifluoromethane, difluoroethane 
(R-415)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디플루오로에탄 
(r-415)의 혼합물

6.5 35 17 14xy

3824.7400.23
四氟乙烷，一氯四氟乙烷和丁烷的
混合物(R-416)

Mixture of tetrafluoroethane, 
Chlorotetrafluoroethane and butane (R-416)

테트라플루오로에탄의 혼합물, 클로로
테트라플루오로에탄과 부탄 (r-416)

6.5 35 17 14xy

3824.7400.24
丙烷，二氟一氯甲烷和二氟乙烷的
混合物(R-418)

Mixture of propane, chlorodifluoromethane 
difluoroethane (R-418)

프로판,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디플루
오로에탄 (r-418)의 혼합물

6.5 35 17 14xy

3824.7400.25
二氟一氯甲烷和八氟丙烷的混合物
(R-509)

Mixture of chlorodifluoromethane and 
octafluoropropane (R-509)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과 옥타플루오로
프로판 (r-509)의 혼합물

6.5 35 17 14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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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4.7400.26
二氟一氯甲烷和一氯二氟乙烷的混
合物

Mixture of chlorodifluoromethane and cli-
fluoromonochloroethane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과 clifluoromono-
chloroethane의 혼합물

6.5 35 17 14xy

3824.7400.90

其他含甲烷，乙烷或丙烷的氢氯氟
烃混合物(不论是否含甲烷，乙烷
或丙烷的全氟烃或氢氟烃，但不含
全氢氟烃)

Other mixtures containing chorofluorocarbons of 
methane ethane or propane(whether or not con-
taining hydorfluorocarbons or perfluorocarbons, 
but not containing chorofluorocarbons)

메탄, 에탄 또는 프로판의 choro-
fluorocarbons(하이드로플루오로카본류 또는 
과불화탄소를 포함하지만, chlorofuor-
ocarbons를 포함하지 않은 것)를 포함하는 
기타 혼합물

6.5 35 17 14xy

3824.7500 --含四氯化碳的 --Containing carbon tetrachloride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6.5 35 17

3824.7600 --含1,1,1-三氯乙烷(甲基氯仿)的 --Containing 1,1,1-trichloroethane (methyl chloro-
form)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
유하는 것

6.5 35 17

3824.7700 --含溴化甲烷(甲基溴)或溴氯甲烷
的

--Containing bromomethane (methyl bromide) or 
bromochloromethane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브로모클로로메
탄을 함유하는 것

6.5 35 17

3824.7800 --含全氟烃或氢氟烃的，但不含全
氢氟烃或氢氯氟烃的

--Containing perfluorocarbons (PFCs) or hydro-
fluorocarbons (HFCs), but not containing chloro-
fluorocarbons (CFCs) or hydrochlorofluorocarbons 
(HCFCs)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는 것[염화불화탄소(CFCs)나 수소염
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

6.5 35 17 13

3824.7900 --其他 --Other --기타 6.5 35 17
-含环氧乙烷(氧化乙烯)，多溴联苯，多氯联苯，多氯三联苯或三(2,3-一二溴丙基)磷酸酯的混合物及制品; -Mixtures and preparations containing oxirane (ethylene oxide), 
polybrominated biphenyls (PBBs),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polychlorinated terphenyls (PCTs) or tris(2,3-dibromopropyl) phosphate; -옥시란(산화에틸렌), 폴리브롬화 비페
닐(PBBs),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혼합물과 조제품

3724.8100 --含环氧乙烷(氧化乙烯)的 --Containing oxirane (ethylene oxide)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6.5 35 17

3824.8200 --含多氯联苯，多溴联苯，多氯联
苯

--Containing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polychlorinated terphenyls (PCTs) or poly-
brominated biphenyls (PBBs)

--폴리염소화 비페닐 (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
을 함유한 것

6.5 35 17 X

3824.8300 --含三(2,3-一二溴丙基)磷酸酯的 --Containing tris (2,3-dibromopropyl) phosphate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를 함유한 것

6.5 35 17

-其他; -Other; -기타

3824.9010 ---杂醇油 ---Fusel oil ---퓨젤유 6.5 40 17

3824.9020 ---除墨剂，蜡纸改正液及类似品 ---Ink-removers, stencil correctors and the like ---잉크 제거제, 등사판원지 수정제와 이와 
유사한 것

9 8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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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4.9030 ---增碳剂 Carburetant 수성(水性) 가스의 발열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기름 따위의 재료

6.5 35 17

---其他; ---Other; ---기타

3824.9091 ----按重量计含滑石50%以上的混
合物

----Mixtures containing 50% more than to by 
weight of talc

----활석<滑石> 부피에 이상 50%를 포함하
는 혼합물

6.5 35 17 4xy

3824.9092 ----按重量计含氧化镁70%以上的
混合物

----Mixtures of containing 70% mote than to bu 
weight of magnesium oxide

----70%를 포함하는 것의 또는 산화마그네
슘 부피에 것보다 더 혼합물

6.5 35 17 4xy

3824.9093 ----表层包覆钴化合物的氢氧化镍
(掺杂碳)

----Surface covering cobalt compounds of nickel 
hydroxide ----수산화니켈의 겉면 피복 코발트 화합물 6.5 35 17 5

3824.9099 ----其他 ----Other ----기타 35 17

3824.9099暂.01
高钛渣(二氧化钛质量百分含量>70%
的)

Titanium slag(proportion of titania>70%) 티타늄슬랙(티타늄 70% 이상) 0 35 17

3824.9099.04

水解物或水解料，DMC(六甲基环
三硅氧烷，八甲基环四硅氧烷，十
甲基环五硅氧烷，十二甲基环六硅
氧烷中任何2种，3种或4种组合的
混合物)

Hydrolysis or hydrolysis materials, DMC (the 
mixture,composed of any 2,3 or 4 kinds of 
Hexamethylcyclotrisiloxane,Octamethylcyclotetrasi
loxane, Decamethylcyclopentasiloxane, dodeca-
methylcyclohexasiloxane)

가수분해 또는 가수분해 소재, DMC ( 임의
의 2,3 또는 4 종류의 헥사메틸사이클로트리
실록산, 옥타메틸시클로테트라실록산, 데카메
틸시클로펜타실록산, 도데카메틸시클로헥사
실록산으로 구성된 혼합물 )

6.5 35 17 13

3824.9099.05 核苷酸类食品添加剂 Nucleotides food additives 뉴클레오타이드 식품 첨가물 6.5 35 17 5 AB

3824.9099暂.06
按重量计氧化锌含量在50%及以上
的混合物

Mixtures containing 50% more than to by weigh 
of zinc oxide

50% 이상을 포함하는 혼합물보다에 의해 무
게를 잰다

3 35 17

3824.9099.10
粗制碳化硅[其中碳化硅含量大禹
15%(按重量计)]

Silicon carbide rough(silicon carbide>15% by 
weight)

Silicon carbide, rough (Silicon carbide >15% 
by weight)

6.5 35 17 y4x

3824.9099.20
混胺(二甲胺和三乙胺混合物的水
溶液)

Mixed amine (the solution of mixture of 
Dimethylamine and Triethylamine)

혼성 아민 (디메틸아민과 트리에틸아민의 혼
합물의 수용액)

6.5 35 17 3

3824.9099.30 氰化物的混合物 Mixed amine of cyanide 시안화물의 혼성 아민 6.5 35 17 X

3824.9099.40 膨胀石墨 Expandable graphite 확장 가능 흑연 6.5 35 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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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4.9099.51

甲 基 磷 酸 的 混 合 物 ( C A S
号:170836-68-7){由甲基膦酸甲基，
5-(5-乙基-2-甲基-2-氧代-1，3,2-二
氧 磷 杂 环 乙 基 ) 甲 基 酯 ( C A S
号:41203-81-0)和甲级磷酸二[5-(5-乙
基-2-甲基-2-氧代-1,3,2-二氧磷杂环
乙基)甲基]酯(CAS号:42595-45-9)混
合而成}

A mixture of methyl phosphonic acid(CAS: 
170836-68-7){by methyl phosphonic acid, methyl 
5(5-ethyl-2-methyl-2-oxo-1,3,2-two oxygen phos-
phorusheterocyclic hexyl) methylester(CAS 
41203-81-0) and methyl phosphonicacid-
two(5-(5-ehtyl-2-methyl-2-oxo-1,3,2--two oxygen 
phosphorusheterocyclic hexyl)methyl] ester (CAS 
42595-45-9) and mixed}

포스폰 산혼합물(CAS: 170836-68-7){by 
methyl phosphonic acid, methyl 5(5-eth-
yl-2-methyl-2-oxo-1,3,2-two oxygen phos-
phorusheterocyclic hexyl) methylester(CAS 
41203-81-0) and methyl phosphonicacid-
two(5-(5-ehtyl-2-methyl-2-oxo-1,3,2--two oxy-
gen phosphorusheterocyclic hexyl)methyl] es-
ter (CAS 42595-45-9) and mixed}

6.5 35 17 23

3824.9099.90 其他编号未列明的化工产品
Other chemical product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화학 제품류 6.5 35 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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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十九章  塑料及其制品; Plastics and articles thereof; 플라스틱과 그 제품

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39.13

初级形状的其他税目未列名的天然聚合物(例如藻酸)及改性天然聚合物(例如，硬化蛋白，天然橡胶的化学衍生物); Natural polymers(for example, alginic 
acid) and modified natural polymers(for example, hardened proteins, chemical derivatives of natural rubber),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dluded, in primary froms;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 중합체(예: 경화 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
한다]

3913.1000 -藻类及其盐和酯 -Alginic acid, its salts and esters -알긴산과 그 염, 에스테르 10 45 17 　 AB　
3913.9000　 -其他 -Other -기타 6.5 50 1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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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十一章  生皮(毛皮除外)及皮革; Raw hides and skins(other than furskins) and leather; 원피(모피를 제외)와 가죽

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41.01

生牛皮(包括水牛皮), 生马皮(鲜的, 盐腌的, 干的, 石灰浸渍的, 浸酸的或以其他方法保藏, 但未鞣制, 未经羊皮纸化处理或进一步加工的), 不论是否去毛或

刨层; Raw hides and skins of bovine(including buffalo) or equine animals(fresh, or salted, dried, limed, pickled or otherwise preserved, but not tanned, 
parchment-dressed or further prepared), whether or not dehaired or split; 소(버팔로를 포함)와 마속동물의 원피(생 것, 염장한 것, 건조한 것, 석회처리한 

것, 산처리한 것 또는 기타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에 한하고, 유연처리, 파치먼트 가공 또는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하며, 탈모하거나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未剖层的整张皮, 简单干燥的每张重量不超过8千克, 干盐腌的不超过10千克, 鲜的, 湿盐腌的或以其他方法保藏的不超过16千克; Not split Whole hides and skins, 
unsplit of a weight per skin not exceeding 8 kg when simply dried, 10 kg when dry-salted, or 16 kg when fresh, wet-salted or otherwise preserved; 스플릿하지 아니한 전신원피

(단순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8kg 이하, 염처리한 후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10kg 이하 또는 생 것, 습식염장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하였을 때의 중량이 16kg 
이하인 것에 한함)

　 ---牛皮; Of bovine animals; 소가죽

4101.2011 ----经退鞣处理的 ----Have undergone a reversible tanning process ----유연처리한 것 8 17 13 　 　

4101.2011.10

规定重量退鞣未剖层整张濒危生野
牛皮(指每张, 简单干燥≤8kg, 干
盐渍≤10kg, 鲜或湿盐≤16kg) 

Whole raw hides and skins of endangered wild 
bovine animals, not split, have undergone a re-

versible tanning, w≤8kg when simply dried, w
≤10kg when dry-salted, w≤16kg when fresh, 
wet-salted

유연처리한 전신원피의 멸종위기 야생 소
가죽(매 장마다 간단히 건조시킬 때는 

8kg 이하, 건조염장시킬 때는 10kg 이하, 
신선 또는 습하게 염장시킬 때는 16kg 
이하로 한함)

8　 17 13 　　 ABFE

4101.2011.90

规定重量未剖层退鞣处理整张生牛
皮(包括水牛皮)(指每张, 简单干燥
≤8kg, 干盐渍≤10kg, 鲜或湿盐≤
16kg) 

Whole raw hides and skins of bovine animals, 
not split, have undergone a reversible tanning, 
w ≤8kg when simply dried, w≤10kg when 

dry-salted, w≤16kg when fresh, wet-salted(in-
cluding buffalo hides)

유연처리한 전신원피의 소 가죽(매 장
마다 간단히 건조시킬 때는 8kg 이하, 
건조염장시킬 때는 10kg 이하, 신선 또

는 습하게 염장시킬 때는 16kg 이하로 
한함)

8 17 13 　 AB

4101.2019 ----其他 ----Other ----기타 5 17 13 　 　

4101.2019.10

规定重量非退鞣未剖层整张濒危生

野牛皮(指每张, 简单干燥≤8kg, 

干盐渍≤10kg, 鲜或湿盐≤16kg) 

Whole raw hides and skins of endangered wild 

bovine animals, not split, not have undergone a 

reversible tanning, not split, w≤8kg when sim-

ply dried, w≤10kg when dry-salted, w≤16kg 

when fresh, wet-salted

유연처리하지 않은 전신원피의 멸종위기 

야생 소 가죽(매 장마다 간단히 건조시

킬 때는 8kg 이하, 건조염장시킬 때는 

10kg 이하, 신선 또는 습하게 염장시킬 

때는 16kg 이하로 한함)

5　 17 13
　
　 AB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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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4101.2019.90

规定重量非退鞣未剖层处理整张生
牛皮(包括水牛皮) (指每张, 简单干
燥≤8kg, 干盐渍≤10kg, 鲜或湿盐≤16kg) 

Whole raw hides and skins of bovine animals, 
not split, not have undergone a reversible tan-
ning, w≤8kg when simply dried, w≤10kg 
when dry-salted, w≤16kg when fresh, wet-salt-
ed(including buffalo hides)

유연처리하지 않은 전신원피의 소 가죽
(매 장마다 간단히 건조시킬 때는 8kg 
이하, 건조염장시킬 때는 10kg 이하, 신
선 또는 습하게 염장시킬 때는 16kg 이
하로 한함)

5 17 13 　 AB

4101.2020 ---马皮 ---Of equine animals ---말 가죽 5 30 13 　 　

4101.2020.10
规定重量未剖层整张濒危生野马皮
(指每张, 简单干燥≤8kg, 干盐渍≤10kg, 鲜或湿盐≤16kg) 

Whole raw hides and skins of endangered wild 
equine animals, not split w≤8kg when simply 
dried, w≤10kg when dry-salted, w≤16kg 
when fresh, wet-salted

전신원피의 멸종위기 야생 말 가죽(매 장
마다 간단히 건조시킬 때는 8kg 이하, 건
조염장시킬 때는 10kg 이하, 신선 또는 
습하게 염장시킬 때는 16kg 이하로 한함)

5 30 13 　 ABFE

4101.2020.90
规定重量未剖层整张生马皮(指每
张, 简单干燥≤8kg, 干盐渍≤10kg, 
鲜或湿盐≤16kg) 

Whole raw hides and skins of equine animals, 
w≤8kg when simply dried, w≤10kg when 
dry-salted, w≤16kg when fresh, wet-salted

전신원피의 말 가죽(매 장마다 간단히 
건조시킬 때는 8kg 이하, 건조염장시킬 
때는 10kg 이하, 신선 또는 습하게 염장
시킬 때는 16kg 이하로 한함)

5 30 13 　 AB

　 -整张皮, 重量超过16千克; Whole hides and skins, of a weight exceeding 16kg; 전신원피(16kg을 초과하는 것에 한함)　
　 ---牛皮; Of bovine animals; 소가죽

4101.5011 ----经退鞣处理的 ----Have undergone a reversible tanning process ----유연처리한 것 8.4 17 13 　 　
4101.5011.10 重＞16千克退鞣整张濒危生野牛皮

Whole raw hides and skins of endangered wild 
equine animals, have undergone a reversible 
tanning, W>16kg

중량이 16kg을 초과하는 유연처리한 온
장의 멸종위기 야생 소 피

8.4 17 13 　 ABFE

4101.5011.90
重＞16千克退鞣处理整张生牛皮
(包括水牛皮)

Whole raw hides and skins of equine animals, 
have undergone a tanning which is reversible, 
W>16kg

중량이 16kg을 초과하는 유연처리한 온장
의 소 원피

8.4 17 13 　 AB

4101.5019 ----其他 ----Other ----기타 5 17 13 　 　
4101.5019.10

重＞16千克非退鞣整张濒危生野牛
皮

Whole raw hides and skins of endangered wild 
equine animals, not have undergone a reversible 
tanning, W>16kg

중량이 16kg을 초과하는 유연처리하지 
않은 온장의 멸종위기 야생 소 피

5 17 13 　 ABFE

4101.5019.90
重＞16千克非退鞣处理整张生野牛
皮(包括水牛皮)

Whole raw hides and skins of equine animals, 
not have undergone a reversible tanning, W>16kg

중량이 16kg을 초과하는 유연처리하지 
않은 온장의 소 피

5 17 13 　 AB

4101.5020 ---马皮 ---Of equine animals ---말가죽 5 30 13 　 　
4101.5020.10 重＞16千克整张濒危生野马皮

Whole raw hides and skins of endangered wild 
equine animals, W>16kg

16kg을 초과하는 온장의 멸종위기 야생
말 피

5 30 13 　 AB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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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4101.5020.90 重＞16千克整张生马皮
Whole raw hides and skins of equine animals, 
W>16kg

16kg을 초과하는 온장의 말 원피 5 30 13 　 AB

　 -其他, 包括整张或半张的背皮及腹皮; Other, including butts, bends and bollies; 기타 스플릿하지 아니한 전신원피(온장 또는 반장의 등가죽 및 뱃가죽)　
　 ---牛皮; Of bovine animals; 소가죽

4101.9011 ----经退鞣处理的 ----Have undergone a reversible tanning process ----유연처리한 것 8.4 17 13 　 　
4101.9011.10

其他退鞣处理濒危生野牛皮(包括
整张或半张的背皮及腹皮) 

Other whole raw hides and skins(including butts, 
bends and bellies), of endangered wild bovine 
animals, have undergone a reversible tanning

기타 유연처리한 멸종위기 야생소 피
(온장 또는 반장의 등가죽 및 뱃가죽)

8.4 17 13 　 FEAB

4101.9011.90
其他退鞣处理生牛皮(包括整张或
半张的背皮及腹皮) 

Other whole raw hides ands kins(including 
butts, bends and bellies), of bovine animals, 
have undergone a reversible tanning

기타 유연처리한 소 피(온장 또는 반장
의 등가죽 및 뱃가죽)

8.4 17 13 　 AB

4101.9019 ----其他 ----Other ----기타 5 17 13 　 　
4101.9019.10

其他濒危生野牛皮(包括整张或半
张的背皮及腹皮) 

Other whole raw hides and skins(including 
butts, bends and bellies), of endangered wild 
bovine animals

기타 멸종위기의 야생 소 피(온장 또는 반
장의 등가죽 및 뱃가죽)

5 17 17 　 FEAB

4101.9019.90
其他生牛皮(包括整张或半张背皮
及腹皮) 

Other whole raw hides and skins(including 
butts, bends and bellies), of bovine animals

기타 소의 원피(온장 또는 반장의 등가죽 
및 뱃가죽)

5 17 13 　 AB

4101.9020 ---马皮 ---Of equine animals ---말가죽 5 30 13 　 　
4101.9020.10

其他濒危生野马皮(包括整张或半
张的背皮及腹皮) 

Other whole raw hides and skins(including butts, 
bends and bellies), of endangered wild equine animals

기타 멸종위기의 야생 말 피(온장 또는 반
장의 등가죽 및 뱃가죽)

5 30 13 　 FEAB

4101.9020.90
其他生马皮(包括整张或半张的背
皮及腹皮) 

Other whole raw hides and skins(including 
butts, bends and bellies), of equine animals

기타 말의 원피(온장 또는 반장의 등가죽 
및 뱃가죽)

5 30 13 　 AB

41.02

绵羊或羔羊生皮(鲜的, 盐腌的, 干的, 石灰浸渍的, 浸酸的或经其他方法保藏, 但未鞣制, 未经羊皮纸化处理或进一步加工的), 不论是否带毛或剖层, 但本章
注释一(三)所述不包括的生皮除外; Raw skins of sheep or lambs(fresh, or salted, dried, limed, pickled or otherwise preserved, but not tanned, parch-
ment-dressed or further prepared), whether or not with wool on or split, other than those excluded by Note 1(c) to this Chapter; 면양 또는 새끼양의 
원피(생것, 염장한 것, 건조한 것, 석회처리한 것, 산처리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에 한하고, 유연처리, 파치먼트 가공 또는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하며, 탈모하거나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다만 이 류의 주1 다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함)

4102.1000 -带毛 -With wool on -탈모하지 않은 것 7 30 13 　 AB
　 -不带毛; Without wool on; 탈모한 것　
　 --浸酸的; Pickled; 산처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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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4102.2110 ---经退鞣处理的 ---Have undergone a reversible tanning process ---유연처리 한 것 14 30 13 　 AB
4102.2190 ---其他 ---Other ---기타 9 30 13 　 AB
　 --其他; Other; 기타

4102.2910 ---经退鞣处理的 ---Have undergone a reversible tanning process ---유연처리 한 것 14 30 13 　 AB
4102.2990 ---其他 ---Other ---기타 7 30 13 　 AB

41.03

其他生皮(鲜的, 盐腌的, 干的, 石灰浸腌的, 浸酸的或以其他方法保藏, 但未鞣制, 未经羊皮纸化处理或进一步加工的), 不论是否去毛或剖层, 但本章注释一
(二)或(三)所述不包括的生皮除外; Other raw hides and skins(fresh, or salted, dried, limed, pickled or otherwise preserved, but not tanned, parch-
ment-dressed or further prepared), whether or not dehaired or split, other than those excluded by Note 1(b) or 1(c) to this Chapter; 기타의 원피(생것, 
염장한 것, 건조한 것, 석회처리한 것, 산처리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에 한하고, 유연처리, 파치먼트 가공 또는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하며, 탈모하거나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함. 다만 이 류의 주1 "나" 또는 "다"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함)

4103.2000 -爬行动物皮 -Of reptiles -파충류의 것 9 30 13 　 ABFE
4103.3000 -猪皮 -Of swine -돼지의 것　 9 30 13 　 　
4103.3000.10 生鹿豚, 姬猪皮

Raw hides and skins of pig-deer(Babyrousa), pygmy 
pig(Porcula)

바비루사(Babyrousa), 피그미돼지(Porcula)의 
것

9 30 13 　 ABFE

4103.3000.90 生猪皮 Raw hides and skins of swine 돼지 원피 9 30 13 　 AB

　 -其他; Other; 기타

　 ---山羊板皮; of goats; 염소가죽

4103.9011 ----经退鞣处理的 ----Have undergone a reversible tanning process ----유연처리한 것 14 35 13 　 AB
4103.9019 -----其他 -----Other -----기타 9 35 13 　 AB
　 ---其他山羊或小山羊皮; Other of goats or of kids; 기타 염소 또는 새끼염소가죽　
4103.9021 ----经退鞣处理的 ----Have undergone a reversible tanning process ----기타 유연처리한 것 14 30 13 　 AB
4103.9029 ----其他 ----Other ----기타 9 30 13 　 AB
4103.9090 ---其他 ---Other ---기타 9 30 13 　 　
4103.9090.10

其他濒危野生动物生皮[本章注释
一(二)或(三)所述不包括的生皮除
外]

Other raw hides and skins of endangered wild 
animals, other than those excluded by Note 
1(b) or 1(c) to this Chapter

기타 멸종위기야생동물의 것(이 류의 
주1 ʻʻ나ʼʼ 또는 ʻʻ다ʼʼ의 규정에 의해 제외
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음)

9 30 13 　 ABEF

4103.9090.90
其他生皮[本章注释一(二)或(三)所
述不包括的生皮除外]

Other raw hides and skins of animals, other 
than those excluded by Note 1(b) or 1(c) to 
this Chapter

기타 원피(이 류의 주1 ʻʻ나ʼʼ 또는 ʻʻ다ʼʼ
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
지 않음)

9 30 13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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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十三章  毛皮, 人造毛皮及其制品; Furskins and artificial fur; manufactures thereof;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43.01
生毛皮(包括适合加工皮货用的头, 尾, 爪及其他块, 片), 但税目41.01, 41.02或41.03的生皮除外; Raw furskins(including heads, tails, paws and other 
pieces or cuttings, suitable for furriers’use), other than raw hides and skins of heading No. 41.01, 41.02 or 41.03; 생모피(모피사용에 적합한 머리부분, 
꼬리부분, 발부분 및 기타 조각 또는 절단품을 포함하며, 제41.01호, 제41.02호 또는 제41.03호에 해당하는 원피를 제외)

4301.1000暂 -整张水貂皮, 不论是否带头, 尾或爪
-Of mink, whole, with or without head, tail or 
paws

-밍크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 
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 10 100 13 　 AB

4301.3000

-下列羔羊的整张毛皮, 不论是否
带头, 尾或爪; 阿斯特拉罕, 喀拉
科尔, 波斯羔羊及类似羔羊, 印度, 
中国或蒙古羔羊

-Of lamb, the following; Astrakhan, Broadtail, 
Caracul, Persian and similar lamb, Indian, 
Chinese, Mongolian or Tibetan lamb, whole, with 
or without head, tail or paws

-새끼 양의 것(아스트리칸, 브로드테일,카
라쿨, 페르시아 및 이와 유사한 새끼양, 
인도, 중국, 몽고 또는 티베트새끼양의 것
으로서 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 꼬
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

20 90 13 　 AB

4301.6000暂 --整张狐皮, 不论是否带头, 尾或爪
--Of fox, whole, with or without head, tail or 
paws

--여우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
분, 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 15 100 13 　

4301.6000暂.10
整张濒危生狐皮(不论是否带头, 尾
或爪) 

Raw furskins of endangered fox, whole, with 
or without head, tail or paws

멸종위기의 여우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
며, 머리부분, 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
무를 불문)

15 100 13 　 AFEB

4301.6000暂.90
其他整张生狐皮(不论是否带头, 尾
或爪)

Other raw furskins of fox, whole, with or 
without head, tail or paws

기타 여우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
부분, 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
문)

15 100 13 　 AB

　 -整张的其他毛皮, 不论是否带头, 尾或爪; Other furskins, whole, with or without head, tail or paws; 기타의 모피(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 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

4301.8010 ---整张兔皮, 不论是否带头, 尾或爪
---Of rabbit or hare, whole, with or without head, 
tail or paws

---야생토끼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
리부분, 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
20 90 13 　

4301.8010.10
整张生濒危野兔皮(不论是否带头, 

尾或爪) 

Raw furskins of endangered wild rabbit or 

hare, whole, with or without head tail or paws

멸종위기의 야생토끼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 꼬리부분 또는 발부분

의 유무를 불문)

20 90 13 　 AFEB

4301.8010.90 整张生兔皮(不论是否带头, 尾或爪) 
Raw furskins of rabbit or hare, whole, with or 

without head tail or paws

기타 토끼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

부분, 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

문)

20 90 13 　 AB

4301.8090 ---其他 ---Other ---기타 20 9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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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4301.8090.10
整张的其他生濒危野生动物毛皮
(不论是否带头, 尾或爪, 包括整张
濒危生海豹皮) 

Raw furskins of other wild animals in im-
minent dangers, whole, with or without head 
tail or paws Including endangered sealskin

온장의 기타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모피(머
리부분, 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 온장의 바다표범가죽을 포함)

20 90 13 　 ABEF

4301.8090.90
整张的其他生毛皮(不论是否带头, 
尾或爪, 包括整张生海豹皮) 

Raw furskins of other animals, whole, with or 
without head tail or paws Including endan-
gered sealskin

온장의 기타 생모피(머리부분, 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 온장의 바다
표범가죽을 포함)

20 90 13 　 AB

　 -适合加工皮货用的头, 尾, 爪, 及其他块, 片; Heads, tails, paws and other pieces or cuttings, suitable for furriers’use; 머리부분, 꼬리부분, 발부분 및 기타의 조각 또는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4301.9010 ---黄鼠狼尾 ---Weasel tails ---족제비 꼬리 20 50 13 　 EABF
4301.9090 ---其他 ---Other ---기타 20 90 13 　
4301.9090.10

其他濒危野生动物未鞣头尾(加工
皮货用, 包括爪及其他块, 片) 

Heads, tails, paws and other pieces or cuttings, 
of wild animals, not tanned or dressed, suit-
able for furriers’use

기타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유연처리 하지 
않은 머리와 꼬리(가죽제품용)

20 90 13 　 ABFE

4301.9090.90
适合加工皮货用的其他未鞣头, 尾
(包括爪及其他块, 片) 

Other heads, tails, paws and other pieces or 
cuttings of animals, not tanned or dressed, 
suitable for furriers’use

가공에 적합한 가죽제품용의 기타 유연처
리 하지 않은 머리와 꼬리

20 90 13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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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十章  蚕丝; Silk; 견

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50.01 适于缫丝的蚕茧; Silk-worm cocoons suitable for reeling; 누에고치(생사를 뽑는데 적합한 것에 한함)

5001.0010 ---适于缫丝的桑蚕茧
---Bombyx mori cocoons(Mulberry feeding silk-
worm cocoons) ---누에나방 고치(뽕 사육 누에고치) 6 70 17 5 AB

5001.0090 ---其他 ---Other ---기타 6 70 17 5 AB

50.02 生丝(未加捻); Raw silk(not thrown); 생사(꼰 것을 제외)
　 ---桑蚕丝; Steam filature silk; 집누에(가잠) 잠사

5002.0011 ----厂丝 ----Plant reeled(filature silk) ----공장에서 뽑은 잠사(기계사) 9 80 17 15 AB
5002.0012 ----土丝 ----Home reeled ----집에서 뽑은 잠사 9 80 17 15 AB
5002.0013 ----双宫丝 ----Doupion ----쌍고치(누에고치) 잠사 9 80 17 15 AB
5002.0019 ----其他 ----Other ----기타 9 80 17 15 AB
5002.0020 ---柞蚕丝 ---Tussah silk ---직 잠사 9 80 17 15 AB
5002.0090 ---其他 ---Other ---기타 생사 9 80 17 15 AB

50.03 废丝(包括不适于缫丝的蚕茧, 废纱及回收纤维); Silk waste(including cocoons unsuitable for reeling, yarn waste and garnetted stock); 견 웨이스트(생사를 

뽑는데 적합하지 아니한 누에고치, 실의 웨이스트 및 가아넷스톡을 포함)
　 ---未梳; Not carded or combed; 카드(carded) 또는 코움(combed)하지 아니한 것

5003.0011 ----下茧, 茧衣, 长吐, 滞头
----Spoiled cocoon, cocoon outer floss, frison, fri-
gon ----찌꺼기고치, 고치의 보풀, 생피저, 프리곤 9 70 17 13 AB

5003.0012 ----回收纤维 ---Garnetted stock ----가아넷스톡 9 70 17 13 AB
5003.0019 ----其他 ----Other ----기타 9 70 17 13 AB
　 ---其他; Other; 기타

5003.0091 ----绵球 ----Silk top ----실크 톱 9 70 17 13 AB
5003.0099 ----其他 ----Other ----기타 9 70 17 13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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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十一章  羊毛, 动物细毛或粗毛; 马毛纱线及其机织物; Wool, fine or coarse animal hair; horsehair yarn and woven fabric; 양모, 섬수모 또는 

조수모, 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51.01 未梳的羊毛; Wool, not carded or combed; 빗지 않은 양모

　 -含脂羊毛, 包括剪前水洗毛; Greasy, including fleece-washed wool; 그리지(플리스와시한 양모를 포함)
5101.1100 --剪羊毛 --Shorn wool --깎은 양모 　 50 13 5 　
5101.1100.01 未梳的含脂剪羊毛(配额内) 

Greasy shorn wool, not carded or combed, 

in-quota
빗지 않은 미끄러운 깎은 양모(할당량 내) 1 50 13 5 tAB

5101.1100.90 未梳的含脂剪羊毛(配额外) 
Greasy shorn wool, not carded or combed, 

out-quota
빗지 않은 미끄러운 깎은 양모(할당량 외) 38 50 13 5 AB

5101.1900 --其他 --Other --기타 　 50 13 5 　
5101.1900.01 未梳的其他含脂羊毛(配额内) 

Other greasy wool, not carded or combed, 

in-quota
빗지 않은 기타 미끄러운 양모(할당량 내) 1 50 13 5 tAB

5101.1900.90 未梳的其他含脂羊毛(配额外) 
Other greasy wool, not carded or combed, 

out-quota
빗지않은 기타 미끄러운 양모(할당량 외) 38 50 13 5 AB

　 -脱脂羊毛, 未碳化; Degreased, not carbonized; 탈지한 깎은 양모(미탄화)
5101.2100 --剪羊毛 --Shorn wool --깎은 양모 　 50 17 13 　
5101.2100.01 未梳的脱脂剪羊毛(未碳化)(配额内) 

Degreased shorn wool, not carded or combed, 
not carbonized, in-quota

빗지 않은 탈지한 깎은 양모(미탄화), (할
당량 내)

1 50 17 13 tAB

5101.2100.90 未梳的脱脂剪羊毛(未碳化)(配额外) 
Degreased shorn wool, not carded or combed, 
not carbonized, out-quota

빗지 않은 탈지한 깎은 양모(미탄화), (할
당량 외)

38 50 17 13 AB

5101.2900 --其他 --Other --기타 　 50 17 13 　
5101.2900.01

未梳的其他脱脂羊毛(未碳化)(配额
内) 

Other degreased wool, not carded or combed, 
not carbonized, in-quota

빗지 않은 기타 탈지한 양모(미탄화), (할
당량 내)

1 50 17 13 tAB

5101.2900.90
未梳的其他脱脂羊毛(未碳化)(配额
外) 

Other degreased wool, not carded or combed, 
not carbonized, out-quota

빗지 않은 기타 탈지한 양모(미탄화), (할
당량 외)

38 50 17 13 AB

5101.3000 -碳化羊毛 -Carbonized -탄화처리한 양모 　 50 17 13 　
5101.3000.01 未梳碳化羊毛(配额内) 

Carbonized wool, not carded or combed, 

in-quota
빗지 않은 탄화처리한 양모(할당량 내) 1 50 17 13 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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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5101.3000.90 未梳碳化羊毛(配额外) 
Carbonized wool, not carded or combed, 
out-quota

빗지 않은 탄화처리한 양모(할당량 외) 38 50 17 13 AB

51.02 未梳的动物细毛或粗毛; Fine or coarse animal hair, not carded or combed; 빗지 않은 섬수모 또는 조수모

　 -细毛; Fine animal hair; 섬수모

5102.1100 --喀什米尔山羊的 --Of Kashmir(cashmere) goats --카슈미르 산양의 것 9 45 17 　 AB
　 --其他; Other; 기타

5102.1910 ---兔毛 ---Of rabbit and hare ---토끼털 9 50 17 　 　
5102.1910.10 未梳濒危兔毛

Hair of endangered rabbit and hare, not carded 
or combed

빗지 않은 멸종위기의 토끼털 9 50 17 　 ABFE

5102.1910.90 其他未梳兔毛
Other hair of rabbit and hare, not carded or 
combed

기타 빗지 않은 토끼털 9 50 17 5 AB

5102.1920 ---其他山羊绒 ---Of other goats ---기타 산양털 9 45 17 　 AB
5102.1930 ---骆驼毛, 骆驼绒 ---Of camel ---낙타털, 낙타융 9 45 17 　 　
5102.1930.10 未梳濒危野生骆驼科动物毛, 绒

Hair and down of endangered wild camel, not 
carded or combed

빗지 않은 멸종위기 야생 낙타류 동물의 
털, 융

9 45 17 　 FEAB

5102.1930.90 其他未梳骆驼毛, 绒
Other hair and down of wild camel, not card-
ed or combed

기타 빗지 않은 낙타털, 융 9 45 17 5 AB

5102.1990 ---其他 ---Other ---기타 9 45 17 　 　
5102.1990.10 未梳的其他濒危野生动物细毛

Fine hair of other endangered wild animals 

dangers, not carded or combed
빗지 않은 기타 야생동물의 섬수모 9 45 17 　 FEAB

5102.1990.90 未梳的其他动物细毛
Fine hair of other animals, not carded or com-

bed
빗지 않은 기타동물의 섬수모 9 45 17 5 AB

5102.2000 -粗毛 -Coarse animal hair -조수모 9 50 17 　 　
5102.2000.10 未梳的其他濒危野生动物粗毛

Coarse hair of endangered wild animals, not 

carded or combed
빗지 않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조수모 9 50 17 　 FEAB

5102.2000.90 未梳的其他动物粗毛
Coarse hair of other animals, not carded or 

combed
빗지 않은 기타 동물 조수모 9 50 17 5 AB

51.03 羊毛或动物细毛或粗毛的废料, 包括废纱线, 但不包括回收纤维; Waste of wool or of fine or coarse animal hair, including yarn waste but excluding 
garnetted stock; 양모, 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웨이스트(실의 웨이스트를 포함하며 가아넷스톡(garnetted stock)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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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羊毛及动物细毛的落毛; Noils of wool or of fine animal hair; 양모 및 동물 섬수모의 빠진 털

5103.1010 ---羊毛落毛 ---Of wool ---양모의 빠진 털 　 50 17 5 　
5103.1010.01 羊毛落毛(配额内) Noils of wool(in-quota) 양모의 빠진 털(할당량 내) 1 50 17 5 tAB

5103.1010.90 羊毛落毛(配额外) Noils of wool(out-quota) 양모의 빠진 털(할당량 외) 38 50 17 5 AB

5103.1090 ---其他 ---Other ---기타 9 50 17 　 　
5103.1090.10 其他濒危野生动物细毛的落毛

Other noils of fine hair of endagnered wild 

animal

기타 멸종위기 야생동물 섬수모의 빠

진 털
9 50 17 　 FEAB

5103.1090.90 其他动物细毛的落毛 Other noils of fine hair of animal 기타동물 섬수모의 빠진 털 9 50 17 5 ABP

　 -羊毛或动物细毛的其他废料; Other waste of wool or of fine animal hair; 양모 또는 섬수모의 기타 웨이스트

5103.2010 ---羊毛废料 ---Of wool ---양모의 웨이스트 13.5 20 17 5 AB
5103.2090 ---其他 ---Other ---기타 9 50 17 　 　
5103.2090.10

其他濒危野生动物细毛废料(包括废纱

线, 不包括回收纤维)

Other waste of fine hair of endangered wild 
animal(including yarn waste, but excluding gar-
netted stock)

기타 멸종위기 야생동물 섬수모의 폐
료(실의 웨이스트를 포함하며 가아넷스
톡을 제외)

9 50 17 　 FEAB

5103.2090.90
其他动物细毛废料(包括废纱线, 不包

括回收纤维) 

Other waste of fine hair of other animals(in-
cluding yarn waste, but excluding garnetted 
stock)

기타 동물 섬수모의 폐료(실의 웨이스
트를 포함하며 가아넷스톡을 제외)

9 50 17 5 ABP

5103.3000 -动物粗毛废料 -Waste of coarse animal hair -동물 조수모의 웨이스트 9 50 17 　 　
5103.3000.10

濒危野生动物粗毛废料(包括废纱线,

不包括回收纤维) 

Waste of coarse hair of endangered wild animal(in-

cluding yarn waste but excluding garnetted stock)

멸종위기 야생동물 거친털의 폐료(실의 
웨이스트를 포함하며 가아넷스톡을 제외)

9 50 17 　 FEAB

5103.3000.90
其他动物粗毛废料(包括废纱线, 不包

括回收纤维) 

Other waste of coarse hair of animals(including yarn 

waste but excluding garnetted stock)

기타동물 거친털의 폐료실의 웨이스트
를 포함하며 가아넷스톡을 제외)

9 50 17 5 A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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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十二章  棉花; Cotton; 면

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52.01 未梳的棉花; Cotton, not carded or combed;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
5201.0000 未梳的棉花 Cotton, not carded or combed 면 　 　 13 13

5201.0000.01
未梳的棉花 [包括脱脂棉花 (配额
内)]

Cotton, not carded or combed[including ab-
sorbent cotton(in-quota)]

빗지 않은 면[탈지면화를 포함(할당량 내)] 1 125 13 13 t4xAB

5201.0000.80
未梳的棉花[包括脱脂棉花(关税配
额外暂定)]

Cotton, not carded or combed[including ab-
sorbent cotton(custom, out-quota, interim)]

빗지 않은 면[탈지면화를 포함(관세 할당량 
외 잠정)]

0 0 13 13 4ABex

5201.0000.90
未梳的棉花 [包括脱脂棉花 (配额
外)]

Cotton, not carded or combed[including ab-
sorbent cotton(out-quota)]

빗지 않은 면[탈지면화를 포함(할당량 외)] 40 125 13 13 4xAB

52.02 废棉(包括废棉纱线及回收纤维); Cotton waste(including yarn waste and garnetted stock); 면 웨이스트(실 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
5202.1000 -废棉纱线(包括废棉线) -Yarn waste(including thread waste) -사 웨이스트(실 웨이스트를 포함) 10 30 17 13 AP
　 -其他; Other; 기타

5202.9100 --回收纤维 --Garnetted stock --가아넷스톡 10 30 17 13 ABP
5202.9900 --其他 --Other --기타 10 30 17 13 ABP

52.03 已梳的棉花; Cotton, carded or combed; 빗은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
5203.0000 已梳的棉花 Cotton, carded or combed 빗은 면 　 125 17 13
5203.0000.01 已梳的棉花(配额内) Cotton, carded or combed(in-quota) 빗은 면(할당량 내) 1 125 17 13 t4xAB

5203.0000.90 已梳的棉花(配额外) Cotton, carded or combed(out-quota) 빗은 면(할당량 외) 40 125 17 13 4x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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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十三章  其他植物纺织纤维; 纸纱线及其机织物; Other vegetable textile fibres; paper yarn and woven fabrics of paper yarn; 기타 식물성 방

직용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53.01 亚麻, 生的或经加工但未纺制的; 亚麻短纤及废麻(包括废麻纱线及回收纤维); Flax, raw or processed but not spun; flax tow and waste(including yarn 
waste and garnetted stock); 아마(생 것이거나 또는 가공을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에 한함)와 아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실의 웨이스트 가아넷스톡을 포함)

5301.1000 -生的或沤制的亚麻 -Flax, raw or retted -생아마 또는 침지아마 6 30 17 5 AB

　 -破开, 打成, 栉梳或经其他加工但未纺制的亚麻; Flax, broken, scutched, hackled or otherwise processed, but not spun; 쇄경, 타마, 핵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아마(방적한 것을 제외)

5301.2100暂 --破开的或打成的 --Broken or scutched --쇄경 또는 타마한 것 1 30 17 5 AB
5301.2900 --其他 --Other --기타 6 30 17 5 AB
5301.3000暂 -亚麻短纤及废麻 -Flax tow and waste -아마의 토우와 웨이스트 1 30 17 5 AB

53.02
大麻, 生的或经加工但未纺制的; 大麻短纤及废麻(包括废麻纱线及回收纤维); True hemp(Cannabis sativa L), raw or processed but not spun; tow and 
waste of true hemp(including yarn waste and garnetted stock); 대마(생것이거나 또는 가공을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에 한함)와 아마의 토우 및 웨이스

트(실의 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
5302.1000 -生的或经沤制的大麻 -True hemp, raw or retted -생대마 또는 침지대마 6 30 17 5 AB
5302.9000 -其他 -Other -기타 6 30 17 5 AB

53.03

黄麻及其他纺织用韧皮纤维(不包括亚麻，大麻及苎麻)，生的或经加工但未纺制的；上述纤维的短纤及废麻(包括废纱线及回收纤维)；Jute and other 
textile bast fibres(excluding flax, ture hemp and ramie), raw or processed but not spun; tow and waste of these fibres(including yarn waste and garnetted stock); 
황마와 그밖의 방직용 인피섬유[아마, 대마, 라미(ramie)는 제외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섬유의 토우(tow)
와 웨이스터(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3.1000 -生的或经沤制的黄麻及其他纺织
用韧皮纤维

-Jute and other textile bast fibres, raw or retted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섬유[생것이
나 침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13 5 AB

5303.9000 -其他 -Other -기타 5 30 17 5 AB

53.05

椰壳纤维，蕉麻(马尼拉麻)，苎麻及其他税目未列名的纺织用植物纤维，生的或经加工但未纺制的；上述纤维的短纤，落麻及废料包括废纱线及回
收纤维); Coconut, abaca(Manilarue hemp or Musatextilis Nee), ramie and other vegetable textile fibr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raw or processed but 
not spun; tow, niols and waste of these fibres(including yarn waste and garnetted stock); 코코넛, 아바카(마닐라마), 라미(ramie)와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따
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토우(tow), 노일(noil),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
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苎麻；---ramie; ---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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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5305.0011 ----生的 ----Raw ----생것 5 30 17 5 AB
5305.0012 ----经加工但未纺制的 ----Processed but not spun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 5 30 17 5 AB
5305.0013 ----短纤及废麻 ----Tow and waste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5 30 17 5 AB
5305.0019 ----其他 ----Other ----기타 5 20 17 5 AB
5305.0020 ---蕉麻 ---Of Abaca ---아바카의 것 3 20 17 5 AB

---其他； ---Other; ---기타

5305.0091 ----西沙尔麻及其他纺织用龙舌兰
纤维

----Sisal and other textile fabircs of the genus 
Agave ----사이잘(sisal)마와 아가베(agave)속의 것 5 30 17 5 AB

5305.0092 ----椰壳纤维 ----of Coconut(coir) ----코코넛의 것 5 30 17 5 AB
5305.0099 ----其他 ----Other ----기타 5 30 17 5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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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七十一章  天然或养殖珍珠，宝石或半宝石，贵金属，包贵金属及其制品；仿首饰；硬币; Natural or cultured pearls, precious or semi-precious 
stones, precious metals, metals clad with precious metal, and articles thereof; imitation jewellery; coin; 천연진주, 양식진주, 귀석,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71.01

天然或养殖珍珠，不论是否加工或分级，但未成串或镶嵌；天然或养殖珍珠，为便于运输而暂穿成串； Pearls, natural or cultured, whether or not 
worked or graded but not strung, mounted or set; ungraded pearls, natural or cultured, temporarily strung for convenience of transport;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
-天然珍珠；-Natural pearls; -천연진주

---未分级；---Ungraded;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

7101.1011暂 ----黑珍珠 ----Tahitan pearls ----흑진주 0 100 17 5 AB
7101.1019 ----其他 ----Other ----기타 21 100 17 5 AB

---其他； ---Other; ---기타

7101.1091暂 ----黑珍珠 ----Tahitan pearls ----흑진주 0 130 17 5 AB
7101.1099 ----其他 ----Other ----기타 21 130 17 5 AB

-养殖珍珠； -Cultured pearls; -양식진주

--未加工；--Unworked; --가공하지 않은 것

7101.2110 ---未分级 ---Ungraded ---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 100 17 5

7101.2110暂.01
未分级，未加工的养殖黑
珍珠(未制成制品)

Ungraded and unworked cultured tahitan 
pearls(semi-manufactured)

등급을 매기지 않고 가공하지 않은 양식  흑진주
(반제품)

0 100 17 5 AB

7101.2110.90
其他未分级，未加工的养
殖珍珠(未制成制品)

Other ungraded and unworked cultured tahitan 
pearls(semi-manufactured)

그 밖의 등급을 매기지 않고 가공하지 않은 양식
진주(반제품)

21 100 17 5 AB

7101.2190 ---其他 ---Other ---기타 130 17 5 AB

7101.2190暂.01
其他未加工的养殖黑珍珠
(未制成制品)

Other unworked cultured tahitan pearls 
(semi-manufactured)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양식 흑진주(반제품) 0 130 17 5 AB

7101.2190.90
其他未加工的养殖珍珠
(未制成制品)

Other unworked cultured  pearls (semi-manu-
factured)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양식진주(반제품) 21 130 17 5 AB

--已加工； --Worked; --가공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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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상품명 관세율(%) 증치

세율

수출
환급
세율

통관
조건중문 명칭 영문 명칭 국문 명칭 양허 기본

7101.2210 ---未分级 ---Ungraded ---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 100 17 5

7101.2210暂.01
未分级，已加工的养殖黑
珍珠(未制成制品)

Cultured Tahitan pearls, ungraded, worked 
(semi-manufactured)

등급을 매기지 않고 가공한 양식 흑진주(반제품) 0 100 17 5

7101.2210.90
其他未分级，已加工的养
殖珍珠(未制成制品)

Other cultured pearls, ungraded, worked 
(semi-manufactured)

그 밖의 등급을 매기지 않고 가공한 양식진주(반제
품)

21 100 17 5

7101.2290 ---其他 ---Other ---기타 130 17 5

7101.2290暂.01
其他已加工的养殖黑珍珠
(未制成制品)

Other worked cultured tahitan pearls 
(semi-manufactured)

그 밖의 가공한 양식 흑진주(반제품) 0 130 17 5

7101.2290.90
其他已加工的养殖珍珠
(未制成制品)

Other worked cultured pearls (semi-manufac-
tured)

그 밖의 가공한 양식진주(반제품) 21 130 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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