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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HS 코드 품목 분류 해설1)

1.1. 개요

❍ HS는 1988년 국제협약2)으로 채택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CDCS)의 약칭이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는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

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된다

(두산백과).

❍ HS 코드에 따른 상품분류는 크게 품목분류표, 관세품목분류표, 통계품목분류표, 관세･통계통

합품목분류표의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림 1-1. 품목분류표의 종류

자료: 기획재정부(2012) 재인용.

1.1.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 품목분류표란 HS협약의 부속서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라 함)를 말한다.

1) 본 장의 내용은 기획재정부, 「대학교 강의용 FTA 표준 교재 FTA의 이해」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고, 관세청 관세법령

정보포털(http://unipass.customs.go.kr)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2) HS 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통일상품

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은 국제무역의 촉진을 목적으로 관세협력이사회에서 1983.6.14 채택되어 1988.1.1 

시행된 국제협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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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S는 1988년에 발효되어 2017년 6차 개정을 거쳤으며, 우리나라는 현재 2017년 기준으로 4

단위 1,222개, 6단위 5,387개 10단위 12,232개호로서 개정된 2017 Version HS를 사용하고 

있다.

1.1.2. 관세품목분류표(Customs Tariff Nomenclature)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제정된 품목분류표를 말하

며(HS협약 제1조나호),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50조의 별표에 의거 “관세율표”로 명명하고 있다.

❍ 관세율표는 HS를 국문으로 번역한 것으로 해당 품목번호의 4단위 또는 6단위 소호에 세율이 

표시되어 있다. 다만, 해당 호 또는 소호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별도 세목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음. 

1.1.3. 통계품목분류표(Statistical Nomenclature)

❍ 수출입통계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체약당사국이 제정한 품목분류표를 말하며(HS협약 제1조 

다호), 우리나라는 현재 법률상 통계품목분류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있다. 

1.1.4.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Combined Tariff･ Statistical Nomenclature)

❍ 수출·입 물품의 신고를 위하여 체약국이 법적으로 요구하는 관세품목분류표와 통계품목분류

표를 통합한 품목분류표를 말하며(HS협약 제1조 라호), 우리나라는 관세법시행령 제98조에 

근거하여 신속한 통관과 통계파악 등을 목적으로 HS와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

하여 최종 10단위가 되도록 한 관세･통계품목분류표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 관세･통계품목분류표의 영명을 Harmonized System of Korea(약칭은 HSK)이라 함. 아래 

표와 같이 HSK는 국문과 영문을 동시에 표기함. 

  - 관세･통계품목분류표의 적용 시 국문이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되지만, HS 협약에서 정한 사

항에 대하여는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관련고시에 규정하고 있다.3) 

  - HS 협약에서 정한 사항이란 부속서인 HS에 규정된 통칙과 부･류 및 소호의 주와 4단위 호 

및 5.6단위 소호의 용어에 관한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관세･통계통합품

목분류표에는 2017년 1월 현재 12,232개의 10단위 부호를 사용하고 있음.

3) 우리나라 헌법 제6조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

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음. 따라서 HS와 관세율표(관세･통계품목분류표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가 다를 경우에 어는 것

을 우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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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HS 배열체계와 분류기준

1.2.1. HS품목의 배열체계

❍ HS의 분류체계는 상위차원에서 하위차원으로 즉 수직적으로 부→류(2단위)→호(4단위)→소호

(5･6단위)로 배열하고 수평적으로 부(1부, 2부, … 21부)･류(1류, 2류 … 97류)･절 및 호의 배

열형태를 취하고 있다.

  - HS의 상품배열은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 생산품 등의 기초 원재료로부터 시작하여 ｢산업

별｣ 또는 ｢생산단계별｣로 수평적으로 배열한다.

표 1-1. HS 코드 속견표

0 1 2 3 4 5 6 7 8 9

0 산동물 육과식용설육 어패류
낙농품·조란·
천연

기타 동물성 
생산품

산수목·꽃 채소 과실·견과류 커피·향신료

10 곡물 밀가루·전분
채유용종자·
인삼

식물성엑스
기타식물성 
생산품

동식물성유지
육·어류 
조제품

당류 
설탕과자

코코아초코렛
곡물·곡분의
주제품과빵류

20
채소·과실의 
조제품

기타의 
조제식료품

음료·주류·
식초

조제사료 담배 토석류·소금 광·슬랙·회
광물성 연료 
에너지

무기화합물 유기화합물

30 의료용품 비료
염료·안료,
페인트·잉크

향료 화장품
비누, 
계면활성제, 
왁스

카세인 
알부민 
변성전분 
효소

화학류·성냥
필름인화지사
진용재료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플라스틱과 
그제품

40
고무와 그 
제품

원피가죽 가죽제품
모피·모피
제품

목재·목탄 코르크·짚
조물재류의 
제품

펄프 지와 판지
서적·신문 
인쇄물

50
견·견사 
견직물

양모·수모
면·면사 
면직물

마류의사와
직물

인조 
필라멘트 
섬유

인조스테이플 
섬유

워딩부직포 양탄자 특수·직물
침투 도포한 
직물

60 편물 의류(편물제)
의류(편물 
제01외)

기타 
섬유제품,
넝마

신발류 모자류 우산·지팡이
조제 우모 
인조제품

석·시멘트 
석면제품

도자 제품 
직물

70 유리
귀석·반귀석,
귀금속

철강 철강제품 동과그제품
니켈과 
그 제품

알루미늄과 
그 제품

(유보) 연과 그 제품
아연과 
그 제품

80
주석과 
그 제품

기타의 
비금속

비금속제공구
·스픈·포크

각종 비금속 
제품

보일러 
기계류

전기기기TV·
VTR

철도차량 일반차량 항공기 선박

90
광학/의료 
측정·검사 
정밀기기

시계 악기 무기
가구류 
조명기구

완구·운동
용품

잡품
예술품
골동품

자료: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1.2.2. HS의 분류 기준

❍ HS는 동일한 원재료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물품은 동일한 1개의 류(Chapter)에 함께 분류하

고 그 각류 내에서는 생산단계별 및 가공단계별 분류기준으로 하여 원재료→반제품(중간제

품)→완제품(최종제품) 순으로 호별 수직배열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 상이한 원재료를 사용함으로써 하나의 제품으로 완성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생산

단계별 및 가공단계별 분류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무역거래의 특성상 다양한 상

품을 각기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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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HS의 분류 기준

구분 내용

주기능･주용도 기준 복합기계, 다용도기계, 다기능기계, 기능단위기계는 일반적으로 주기능･주용도에 따라 분류

주특성 기준

혼합품･복합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주특성을 기준으로 분류
예시) 플라스틱재료와 가죽으로 된 벨트의 경우 어느 것이 주요한 특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분류

원재료 기준 5대 기초자원인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광산물, 무기･유기화공약품

산업 기준

식품공업제품(조제식료품･음료･주류 등 : 제4부), 피혁공업제품(제41류～제43류), 제지공업
제품(제48류), 신발류산업제품(제64류), 섬유공업제품(제11부: 제50류～제63류), 요업산업

제품(제69류), 유리공업제품(제70류), 귀금속제품(제71류), 철강공업제품(제72류, 제73류), 

비철금속제품(제74류～제83류), 기계공업제품(제84류), 전기전자제품(제85류), 자동차산업

제품(제87류), 조선공업제품(제88류), 항공기산업제품(제89류)

재질 기준

플라스틱제(제39류), 고무제(제40류), 목제(제9부), 지제(제10부), 비(卑)금속제(제15부), 

광물제(제5부, 제13부 등), 섬유제(제11부), 도자제(제68류, 제69류), 가죽제(제8부), 

코르크제(제45류)

용도 기준 접착제, 광물첨가제, 완성가공제, 살균제, 살충제, 고무배합제, 부동액조제품

가공방법 기준
커피･차류는 제09류, 엑스･에센스 제품은 제21류, 육과 어류의 훈제는 제02류 또는 
제03류

가공형태 기준 운반･보존을 위한 단순가공과 그 외의 가공에 의한 분류
포장형태 기준 소매용포장, 세트용포장, 소매용포장의 연료 등

성분 기준 화학약품, 혼합조제품의 경우 성분에 따라 분류

자료: 기획재정부(2012) 수정 후 재인용.

1.3. HS품목분류표의 구조

1.3.1. HS품목분류표의 구성

❍ HS품목분류표는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된 Heading(호)･Sub-Heading(소호)의 내용 및 부(

部)･류(類)･소호(小號)의 주(註, Note)와 HS해석에 관한 통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HS 기본구조는 먼저 품목분류표 전체의 분류원칙을 정한 통칙(GRI)이 있고 분류체계는 부-

류-(절)-호-소호의 수직적 분류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통칙과 함께 품목분류의 지침이 되는 

것이 ‘주(註)’ 인데 이는 부･류･소호에 게기되어 있다.

1.3.2. 통칙(GRI)

❍ HS해석에 관한 통칙(GRI: General Rules for Interpretation of Nomenclature)은 ‘호의 용

어’와 ‘주’ 등의 적용에 있어서 해석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통칙

적 분류를 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정해놓은 것이다.

   - ‘주’나 ‘호의용어’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모든 상품의 분류에 적용되는 일반원

칙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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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통칙은 HS품목표의 가장 먼저 위치하는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되어 있으며 우리

나라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제1호 내지 제5호

는 HS해석에 관한 통칙과 동일하며 제6호는 HS 통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관세율표상의 통칙제7호는 세율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1.3.3. 부(Section)

❍ 부는 제1부부터 제21부까지 총21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에는 표제(예: 제2부 식물

성 생산품)가 설정되어 있다. 표제는 품목분류적용에 있어서 참조의 편의상 설정된 것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HS의 구조로서의 구속력은 갖고 있다.

❍ 부의 품목분류 배열

  - 각 부에는 비슷하거나 관련된 상품을 분류함.

  - 제1부(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에는 산 동물(1류), 육과 식용 설육(2류), 어류･갑각류･연
체동물 등(3류), 낙농품･조란･천연꿀등 기타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4류), 다른 류에 분류되

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5류),

  - 제11부(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에는 제50류(견), 63류(기타 섬유제품)의 14개류로 나누고 각

종의 섬유사와 직물 및 섬유제품을 분류.

  - 제15부(비(卑)금속과 그 제품)에는 철강(제72류), 비금속의 각종제품(83류)의 11개류로 나누

고 구리･니켈･알루미늄･아연등 각종 비금속과 다른 부(류)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각종의 비

금속제품이 분류.

1.3.4. 류(Chapter)

❍ 류는 제1류부터 제97류까지 총 97개의 류로 구성되어 있으나 제77류는 유보된 상태이므로 

현재는 96개의 류를 사용하고 있다. 

  - 류는 부(Section)를 세분한 것으로 반드시 2단위 숫자로 표기하여야 하며(예 : 07류), 호(4

단위)의 앞 2단위를 형성하기 때문에 품목분류에 있어서는 류가 우선 확정되어야 한다.

  - 류의 품목분류는 일반적으로 부와 같이 산업별 형태를 유지하면서 재질, 가공형태, 용도 등

에 따라 분류되어 있음.

1.3.5. 절(Sub-Chapter)

❍ 류를 참조의 편의상 세분한 것이며, 절(節)에도 부･류와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표제

가 설정되어 있으며 특정류(7개) 외에는 절이 없다. 

  - 절이 있는 류로서는 제28류, 제29류, 제39류, 제63류, 제69류, 제71류, 제72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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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호(Heading)

❍ 호(號)의 구성

  - 호는 류를 품목에 따라 4단위로 세분한 것으로서, 2012년 현재 총 1,244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다. 앞의 2단위는 류를 의미하고, 뒤의 2단위는 류내에서의 품목번호를 나타내고 있다.

❍ 호의 용어

  - 호의 용어란 4단위 코드번호와 연결하여 설정되어 있는 품목명을 의미하며 호의 용어는 품

목분류에 있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된 용어이다.

  - ‘호(소호포함)’의 용어는 ‘통칙’, ‘부･류･소호 주’와 함께 HS품목분류의 3대 구성요소이다.

❍ 잔여 호(Residual Heading)

  - 모든 물품을 HS 각호의 용어(품명)로 전부 특게 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역거래상 

또는 산업발전상 중요한 품목은 특게시키고 그 외의 것은 포괄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호로

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등으로 표시된 호가 있는데 이호를 잔여 호 

또는 바스켓 호)라고 한다.(예: 제21.06호, 제38.24호, 제70.20호, 제84.79호 등)

❍ 소호(Sub-Heading)

  - 소호(小號)의 의미는 호(4단위)를 5단위 또는 6단위로 세분한 것으로서 HS는 6단위 분류체

계이다. HS는 총 5,225개의 소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호에만 적용되는 ‘주(註)’가 설정되

어 있다.

  - 소호의 코드번호(6단위)와 연결된 품목을 의미하며 소호의 용어는 호의 용어처럼 법적 구속

력이 있는 협약된 용어이다.

1.3.7. 우리나라 세목 및 통계부호

❍ 앞서 설명한 “통칙” 내지 “소호”의 내용이 HS상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이며(6단위), 7단위 이

하를 자국실정에 맞게 세분한 것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대한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 호(6단위)를 7･8단위 및 9･10단위로 세분화하였고 8단위는 세목을 의미하며 10단위까지는 

기획재정부 고시사항인 통계분류(세분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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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HS품목분류표의 구조

① 통칙(GRI)

 ･ 품목표 전반에 걸친 HS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음

 ･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HS테두리 내에서 국내통칙 추가 사용가능

 부(Section : 대분류)

 ･ 제1부 ~ 제21부
 ･ 참조의 편의상 설정, 법적 구속력 G
 ･ 산업별, 생산단계별 분류
 ･ 농산품→공산품→기술가공품 등 가공 
단계식 상품순으로 분류정리

 류(Chapter : 중분류)

 ･ 제01류 ~ 제97류
 ･ 제77류 유보
 ･ 참조의 편의상 설정, 법적 구속력 G
 ･ 동일류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원료에서 
시작하여 가공상품 순으로 점진적 분류

 ･ 예외적으로 용도, 종류별로 분류하기도 함

 절

 ･ 참조의 편의상 설정
 ･ 법적 구속력 없음
 ･ 한정된 류에만 있고 단지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임

 ③ 호(Heading : 소분류)

 ･ 4단위로 1221개호
 ･ 호의 용어는 법적 구속력 가짐
 ･ 잔여 호, 임의 호 등 특수 호 설치

 ④ 소호(Sub-Heading : 세분류)

 ･ 5, 6단위로 5052개호
 ･ 7단위 이상 체약국의 재량에 따라 
통계부호 설정 가능

 ② 주(Legal Note)

 ･ 부, 류, 소호에 설정
 ･ 법적 구속력 가짐
 ･ 기능
  - 분류범위의 일반적 정의

  - 용어의 정의

  - 경합물품의 소속표시

  - 소호, 호 또는 호 그룹이 

포괄하는 상품목록 제시

 ･ 해석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할 
수 있게 함

 ･ 관세율표 전체에 미치는 
준통칙적 규정

 ･ 국내추가주를 일부 류주에 
적용하고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201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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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우리나라의 관세품목분류제도

1.4.1. HS와 관세율표의 관계

❍ HS체약국은 그 나라의 관세율표와 통계품목분류표를 HS체계에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관세율표도 HS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7단위 이상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10단위로 

세분하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 Harmonized System of Korea)로 작성하여 사용

하고 있다.

❍ 현행 관세품목분류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표｣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를 사용 중이다. 전자는 법률사항으로서 관세율항목(세목)별로 분류되었으며 후자는 관세율표

상의 품목분류를 더욱 세분한 분류표로서 관세목적은 물론 무역정책 및 통계용으로 활용이 

용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1.4.2.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로서 HS 4단위를 품목번호로 하고 관세율 항목별로 구분

되어 있으며 변경시에는 관세법 개정절차를 거쳐야 하나 관세율의 변경없이 단순히 품목분류

만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고시로 개정이 가능하다.

1.4.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 HS는 1983년 6월 국제협약으로 체결되고 HS품목분류체계에 관한 성안작업을 거쳐 1988년 1

월1일부터 발효되어 대부분의 국가가 사용하는 범세계적인 품목분류제도로서 우리나라는 

1981년부터 도입 기본계획수립과 HS 원본 번역작업 등 국내수용절차를 진행하고 1987년 

HSK를 확정고시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사용하고 있다.

❍ 제정 당시 HSK 10단위 기준으로 10,125개 품목이었으나 HS 수정협약 및 여건변화 등으로 

수 차례 개정을 거치는 동안 그 수가 증가하여 2007년부터는 11,703개 품목, 2017년부터는 

12,232개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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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부류별 품목 분류 및 도감

2.1. 2류-육류

❍ 이 류에는 식용에 적합한 모든 동물[제3류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

추동물은 제외]의 육[도체(屠體: 동물의 몸통)], 이분도체[(二分屠體) - 도체를 길이로 쪼개어

서 얻는 것], 사분도체･조각 등･설육(屑肉: offal)4)과 육(肉: meat)이나 설육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를 분류한다.

  -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육(肉)과 설육(屑肉)은 제외하며, 육(肉)이나 설육(屑肉)에서 얻어진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도 제외한다.

표 2-1. 02류의 품목 해설

HS 표제 품명

0201 신선･냉장한 쇠고기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2 냉동한 쇠고기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3 돼지고기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4 양고기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5 말고기
말･당나귀･노새･버새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
로 한정한다)

0206 식용설육
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버새의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 가금의 육과 식용설육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

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8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

로 한정한다)

0209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家禽)의 비계(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냉장
하거나 냉동한 것･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건조하거나 훈제한 것
으로 한정한다)

0210 염장･건조･훈제한 육･설육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거친 가루

4) 설육은 주로 식용에 사용하는 것[머리와 그 절단 육(肉)･발･꼬리･염통･혀･두꺼운 횡경막･얇은 횡경막･대망막･목･흉선], 

오로지 의료용품의 조제에 사용하는 것(담낭･부신･태반), 식용이나 의료용품의 조제에 사용될 수 있는 것(간･콩팥･허파･
뇌･췌장･비장･척수･난소･자궁･불알･유방･갑상선･뇌하수체 등), 식용이나 앞에서 설명한 이외의 용도(가죽의 제조)에 사

용될 수 있는 것(껍질부분)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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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201.10-0000

품명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Carcasses and half-carcasse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신선･냉장한 쇠고기
소호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품명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사진설명 신선한 쇠고기 이분도체

변경이력

HS CODE 0201.20-0000

품명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소호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품명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사진설명 냉장한 쇠고기

변경이력

2009년 삭제 및 분류 세분화

⟶ 0201.20-1000 갈비
⟶ 0201.20-9000 기타

HS CODE 0201.20-1000

품명 갈비 (Short rib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신선･냉장한 쇠고기
소호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품명 갈비

사진설명 신선한 소갈비

변경이력
2009년 HS CODE 분리

(과거코드: 0201.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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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201.20-9000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신선･냉장한 쇠고기
소호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품명 기타

사진설명 냉장한 쇠고기

변경이력
2009년 HS CODE 분리

(과거코드: 0201.20-0000)

HS CODE 0201.30-0000

품명 뼈 없는 것 (Boneles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신선･냉장한 쇠고기
소호 뼈 없는 것

품명 뼈 없는 것

사진설명 뼈가 없는 쇠고기

변경이력

HS CODE 0202.10-0000

품명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Carcasses and half-carcasse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냉동한 쇠고기

소호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품명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사진설명 냉동 이분도체

변경이력



12

HS CODE 0202.20-0000

품명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소호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품명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사진설명 갈비

변경이력

2009년 삭제 및 분류 세분화

⟶ 0202.20-1000 갈비
⟶ 0202.20-9000 기타

HS CODE 0202.20-1000

품명 갈비 (Short rib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냉동한 쇠고기

소호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품명 갈비

사진설명 냉동 소갈비

변경이력
2009년 HS CODE 분리

(과거코드: 0202.20-0000)

HS CODE 0202.20-9000

품명 기타 (Frozen bovine other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냉동한 쇠고기

소호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품명 기타

사진설명 냉동 쇠고기로 뼈 채로 절단한 것

변경이력
2009년 HS CODE 분리

(과거코드: 0202.20-0000)



13

HS CODE 0202.30-0000

품명 뼈 없는 것 (Boneles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냉동한 쇠고기

소호 뼈 없는 것

품명 뼈 없는 것

사진설명 신선한 등심

변경이력

HS CODE 0203.11-0000

품명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Carcasses and half-carcasse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돼지고기

소호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품명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사진설명 신선한 이분도체

변경이력

HS CODE 0203.12-0000

품명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Hams, shoulders and cuts thereof, with bone in)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돼지고기

소호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품명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
(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진설명 돼지고기의 신선한 넓적다리살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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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203.19-1000

품명 삼겹살 (Streaky pork)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돼지고기

소호 기타

품명 삼겹살

사진설명 돼지고기의 신선한 삼겹살 

변경이력

HS CODE 0203.19-9000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돼지고기

소호 기타

품명 기타

사진설명 돼지고기의 신선한 뒷다리살

변경이력

HS CODE 0203.21-0000

품명 냉동한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Carcasses and half-carcasse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돼지고기

소호 냉동한 것

품명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사진설명 돼지고기의 냉동 도체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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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203.22-0000

품명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Hams, shoulders and cuts thereof, with bone in)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돼지고기

소호 냉동한 것

품명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
(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진설명 돼지 어깨살부분을 절단후 냉동한 것

변경이력

HS CODE 0203.29-1000

품명 삼겹살 (Streaky pork)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돼지고기

소호 기타

품명 삼겹살

사진설명 냉동한 돼지 삼겹살

변경이력

HS CODE 0203.29-9000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돼지고기

소호 기타

품명 기타

사진설명 돼지고기의 냉동 등뼈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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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206.10-0000

품명 소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Of bovine animals, fresh or chilled)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식용설육

소호
소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품명
소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진설명 쇠꼬리를 냉장한 것

변경이력

HS CODE 0206.21-0000

품명 혀 (Tongue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식용설육

소호 소의 것(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품명 혀

사진설명 냉동한 소의 혀 

변경이력

HS CODE 0206.22-0000

품명 간 (Liver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식용설육

소호 소의 것(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품명 간

사진설명 냉동한 소의 간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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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206.29-1000

품명 꼬리 (Tail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식용설육

소호 기타

품명 꼬리

사진설명 쇠 꼬리를 냉동한것 

변경이력

HS CODE 0206.29-2000

품명 족 (Feet)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식용설육

소호 기타

품명 족

사진설명 털을 제거한 소족을 냉동한 것

변경이력

HS CODE 0206.29-9000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식용설육

소호 기타

품명 기타

사진설명 소의 횡경막부분을 채취후 냉동한 것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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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206.30-0000

품명 돼지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Of swine, fresh or chilled)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식용설육

소호
돼지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

로 한정한다)

품명
돼지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

로 한정한다)

사진설명 신선한 돼지의 간장

변경이력

HS CODE 0206.41-0000

품명 간 (Liver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식용설육

소호 돼지의 것(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품명 간

사진설명 돼지의 냉동한 간

변경이력

HS CODE 0206.49-1000

품명 족 (Feet)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식용설육

소호 기타

품명 족

사진설명 돼지의 냉동한 족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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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206.49-9000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식용설육

소호 기타

품명 기타

사진설명 돼지고기 부산물을 냉동한 것

변경이력

HS CODE 0207.11-1000

품명 중량이 550그램 이하인 것 (Weighing not more than 550 g)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가금의 육과 식용설육

소호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으로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품명 중량이 550그램 이하인 것

사진설명 550g이하 신선한 닭

변경이력

HS CODE 0207.11-9000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가금의 육과 식용설육

소호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으로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품명 기타

사진설명 550g이상 신선한 닭

변경이력



20

HS CODE 0207.12-1000

품명 중량이 550그램 이하인 것 (Weighing not more than 550 g)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가금의 육과 식용설육

소호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으로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품명 중량이 550그램 이하인 것

사진설명 550그램 이하의 냉동한 닭

변경이력

HS CODE 0207.12-9000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가금의 육과 식용설육

소호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으로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품명 기타

사진설명 550그램 이상의 냉동한 닭

변경이력

HS CODE 0207.13-1010

품명 다리 (Leg)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가금의 육과 식용설육

소호

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Ga l l u 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으로 절단육과 설육(屑肉)(신선한 것

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품명 절단육 - 다리

사진설명 닭다리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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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207.13-1020

품명 가슴 (Breast)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가금의 육과 식용설육

소호

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으로 절단육과 설육(屑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품명 절단육-가슴

사진설명 닭가슴

변경이력

HS CODE 0207.13-1030

품명 날개 (Wing)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가금의 육과 식용설육

소호

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으로 절단육과 설육(屑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품명 절단육-날개

사진설명 닭날개

변경이력

HS CODE 0207.13-1090

품명 기타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가금의 육과 식용설육

소호

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으로 절단육과 설육(屑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품명 절단육-기타

사진설명 다리, 가슴, 날개, 기타 부위 혼합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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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207.13-2010

품명 간 (Liv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가금의 육과 식용설육

소호

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으로 절단육과 설육(屑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품명 설육(屑肉) - 간

사진설명 닭간

변경이력

HS CODE 0207.13-2090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가금의 육과 식용설육

소호

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으로 절단육과 설육(屑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품명 설육 - 기타

사진설명 닭발

변경이력

HS CODE 0207.14-1010

품명 다리 (Leg)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가금의 육과 식용설육

소호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으로 절단육과 설육(屑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품명 절단육-다리

사진설명 냉동 닭다리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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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207.14-1020

품명 가슴 (Breast)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가금의 육과 식용설육

소호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으로 절단육과 설육(屑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품명 절단육 - 가슴

사진설명 냉동 닭가슴살

변경이력

HS CODE 0207.14-1030

품명 날개 (Wing)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가금의 육과 식용설육

소호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으로 절단육과 설육(屑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품명 절단육-날개

사진설명 냉동한 닭날개

변경이력

HS CODE 0207.14-1090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가금의 육과 식용설육

소호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으로 절단육과 설육(屑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품명 절단육 - 기타

사진설명 냉동 닭볶음탕 절단육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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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207.14-2010

품명 간 (Liv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가금의 육과 식용설육

소호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으로 절단육과 설육(屑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품명 설육(屑肉)- 간

사진설명 냉동한 닭간

변경이력

HS CODE 0207.14-2090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가금의 육과 식용설육

소호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으로 절단육과 설육(屑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품명 설육(屑肉) - 기타

사진설명 냉동 닭발

변경이력

HS CODE 0207.32-0000

품명 오리, 거위, 기나아새고기(미절단/냉장)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

소호 오리･거위 및 기니아새의 것
품명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사진설명 절단하지 않은 냉장 오리

변경이력

2012년 삭제 및 분류 세분화 

⟶ 0207.41 오리의 것 
⟶ 0207.51 거위의 것 
⟶ 0207.60 기니아새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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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207.33-0000

품명 오리, 거위, 기나아새고기(미절단/냉동)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가금의 육과 식용설육

소호 오리･거위 및 기니아새의 것
품명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사진설명 절단하지 아니한 냉동 오리

변경이력

2012년 삭제 및 분류 세분화 

⟶ 0207.42 오리의 것 
⟶ 0207.52 거위의 것 
⟶ 0207.60 기니아새의 것 

HS CODE 0207.34-0000

품명 오리, 거위, 기나아새고기(지방간/냉장)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가금의 육과 식용설육

소호 오리･거위 및 기니아새의 것
품명

기름진 간(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사진설명 오리 푸아그라 슬라이스포션

변경이력

2012년 삭제 및 분류 세분화 

⟶ 0207.43 오리의 것 
⟶ 0207.53 거위의 것 
⟶ 0207.60 기니아새의 것 

HS CODE 0207.35-1000

품명 오리, 거위, 기나아새고기(절단육/냉장)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가금의 육과 식용설육

소호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품명 절단육

사진설명 냉장 오리 날개뼈

변경이력

2012년 삭제 및 분류 세분화 

⟶ 0207.44 오리의 것 
⟶ 0207.54 거위의 것 
⟶ 0207.60 기니아새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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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207.35-2010

품명 오리, 거위, 기나아새고기(간장/냉장)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가금의 육과 식용설육

소호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품명 간

사진설명 오리의 신선한 간 

변경이력

2012년 삭제 및 분류 세분화 

⟶ 0207.44 오리의 것 
⟶ 0207.54 거위의 것 
⟶ 0207.60 기니아새의 것 

HS CODE 0207.35-2090

품명 오리, 거위, 기나아새고기(설탕설육/냉장)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가금의 육과 식용설육

소호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품명 기타

사진설명 오리의 신선한 설육

변경이력

2012년 삭제 및 분류 세분화 

⟶ 0207.44 오리의 것 
⟶ 0207.54 거위의 것 
⟶ 0207.60 기니아새의 것 

HS CODE 0207.36-1000

품명 오리, 거위, 기나아새고기(절단/냉동)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가금의 육과 식용설육

소호 기타(냉동한 것에 한한다)

품명 절단육

사진설명 냉동 오리 가슴고기

변경이력

2012년 삭제 및 분류 세분화 

⟶ 0207.45 오리의 것 
⟶ 0207.55 거위의 것 
⟶ 0207.60 기니아새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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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207.36-2010

품명 오리, 거위, 기나아새고기(간장/냉동)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가금의 육과 식용설육

소호 기타(냉동한 것에 한한다)

품명 설육-간

사진설명 오리의 냉동 간

변경이력

2012년 삭제 및 분류 세분화 

⟶ 0207.45 오리의 것 
⟶ 0207.55 거위의 것 
⟶ 0207.60 기니아새의 것  

HS CODE 0207.36-2090

품명 오리, 거위, 기나아새고기(기타설육/냉동)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가금의 육과 식용설육

소호 기타(냉동한 것에 한한다)

품명 설육의 기타 

사진설명 냉동 오리발

변경이력

2012년 삭제 및 분류 세분화 

⟶ 0207.45 오리의 것 
⟶ 0207.55 거위의 것 
⟶ 0207.60 기니아새의 것 

HS CODE 0207.41-0000

품명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Not cut in pieces, fresh or chilled)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가금의 육과 식용설육

소호 오리의 것

품명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

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진설명
절단하지 않은 통오리를 신선하게 소매 

포장한 것 

변경이력
2012년 HS CODE 분리 

(과거코드: 0207.3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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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207.42-0000

품명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Not cut in pieces, frozen)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가금의 육과 식용설육

소호 오리의 것

품명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진설명
절단하지 않은 통오리를 냉동 소매 

포장한 것 

변경이력
2012년 HS CODE 분리

(과거코드: 0207.33-0000)

HS CODE 0207.43-0000

품명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Fatty livers, fresh or chilled)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가금의 육과 식용설육

소호 오리의 것

품명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진설명 오리 푸아그라 슬라이스포션

변경이력
2012년 HS CODE 분리

(과거코드: 0207.34-0000)

HS CODE 0207.44-1000

품명 절단육 (Cut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가금의 육과 식용설육

소호
오리의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품명 절단육

사진설명 냉장 오리 날개뼈

변경이력
2012년 HS CODE 분리

(과거코드: 0207.35-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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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207.44-2010

품명 간 (Liv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가금의 육과 식용설육

소호
오리의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품명 설육(屑肉) -간

사진설명 오리의 신선한 간 

변경이력
2012년 HS CODE 분리

(과거코드: 0207.35-2090)

HS CODE 0207.44-2090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가금의 육과 식용설육

소호
오리의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품명 설육(屑肉) -기타

사진설명 오리의 신선한 설육

변경이력
2012년 HS CODE 분리

(과거코드: 0207.35-2090)

HS CODE 0207.45-1000

품명 절단육 ( Cut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가금의 육과 식용설육

소호
오리의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품명 절단육

사진설명 냉동 오리 가슴고기

변경이력
2012년 HS CODE 분리

(과거코드: 0207.36-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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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207.45-2010

품명 간 (Liv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가금의 육과 식용설육

소호 오리의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품명 설육-간

사진설명 오리의 냉동 간

변경이력
2012년 HS CODE 분리

(과거코드: 0207.36-2090)

HS CODE 0207.45-2090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가금의 육과 식용설육

소호 오리의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품명 설육-기타

사진설명 냉동 오리발

변경이력
2012년 HS CODE 분리

(과거코드: 0207.36-2090)

HS CODE 0209.00-1000

품명 돼지 비계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

소호 돼지 비계

품명 돼지 비계

사진설명 날 것의 돼지 비계를 냉동한 것

변경이력
2012년 삭제 및 분류 변경

⟶ 0209.10-0000 돼지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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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209.10-0000

품명 돼지의 것 (Of pig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

소호 돼지의 것

품명 돼지의 것

사진설명 날 것의 돼지 비계를 냉동한 것

변경이력
2012년 HS CODE 분리

(과거코드: 0209.00-1000)

HS CODE 0210.11-0000

품명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Hams, shoulders and cuts thereof, with bone in)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염장･건조･훈제한 육･설육
소호 돼지고기

품명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
(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진설명 돼지고기의 건조한 넓적다리살

변경이력

HS CODE 0210.12-0000

품명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Bellies (streaky) and cuts thereof)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염장･건조･훈제한 육･설육
소호 돼지고기

품명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사진설명

소량의 소금, 당, 발색체 들이 첨가된 

훈제 베이컨을 얇게 슬라이스하여 수지

체 팩에 포장한 후 종이상자에 소매포

장하여 냉동한 것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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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210.19-0000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염장･건조･훈제한 육･설육
소호 돼지고기

품명 기타

사진설명

뼈를 제거한 돼지 넓적다리살을 

소금으로 처리하여 숙성한 것을 

비닐봉지에 포장한 것

변경이력

HS CODE 0210.20-1000

품명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 (Dried or smoked)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염장･건조･훈제한 육･설육
소호 쇠고기

품명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

사진설명 쇠고기를 건조한 것

변경이력

HS CODE 0210.20-9000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염장･건조･훈제한 육･설육
소호 쇠고기

품명 기타

사진설명
소고기 살코기를 소금에 절인 저장 

통조림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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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210.99-1010

품명 소의 것 (Of bovine animal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염장･건조･훈제한 육･설육
소호

기타[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거친 가루를 포함한다]
품명 소의 것

사진설명 Knorr Beef Powder Bouillon

변경이력

HS CODE 0210.99-1020

품명 돼지의 것 (Of swine)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염장･건조･훈제한 육･설육
소호

기타[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거친 가루를 포함한다]
품명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거친 가루으로 돼지의 것
사진설명 Trim Tabb's Pig Powder Rub (Small)

변경이력

HS CODE 0210.99-1030

품명 가금(家禽)류의 것 (Of poultry)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염장･건조･훈제한 육･설육
소호 기타

품명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
거친 가루로 가금류의 것

사진설명 건조닭고기, 닭고기 추출 분말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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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210.99-9020

품명 가금(家禽)류의 것 (Of poultry)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육

호 염장･건조･훈제한 육･설육
소호 기타

품명 기타 가금류의 것 

사진설명 오리 훈제 바비큐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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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류-낙농품

❍ 이 류에는 낙농품5), 새의 알, 천연꿀과 다른 류로 분류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을 분

류한다.

- 낙농품은 밀크(全乳: full cream milk)와 일부 탈지(脫脂)한 밀크나 완전 탈지를 한 밀크, 크

림, 버터밀크6)･응고밀크와 크림･요구르트･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

크와 크림, 유장(乳醬: whey), 천연 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 밀크로부터 얻어진 버터

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7), 치즈와 커드(curd)를 포함한다.

표 2-2. 04류의 품목 해설

HS 표제 품명

0401 밀크와 크림(비농축･무설탕)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402 밀크와 크림(농축･설탕첨가)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3 발효･산성화된 밀크와 크림
버터밀크･응고밀크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

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과실･견과류･
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4 유장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

관없다)

0405 버터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0406 치즈 치즈와 커드(curd)

0407 껍질이 붙은 조란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보존처리하거나 조

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8 껍질이 붙지 않은 조란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

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

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9 천연꿀 천연꿀

0410 기타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5) 낙농품에는 낙농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 하나 이상의 밀크 성분(butyric fats)을 그 밖의 물질로 치환홤에 따

라 밀크로부터 얻는 제품, 아이스크림과 빙과류, 의약품, 카세인(casein), 밀크알부민(milk albunin)과 경화카세인

(hardened casein)은 제외한다.

6) 버터는 오로지 밀크에서 얻은 천연버터, 유장버터, 환원버터 등(유지방 성분이 80~95%, 고형분 2% 이하, 수분은 16% 

이하인 것)을 말한다.

7)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란 유중수적형의 스프레더블 에멀션(spreadable emulsion)을(지방은 유지방만 함유하여

야 하며, 유지방 함유량이 39~80%인 것)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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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401.10-0000

품명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 이하인 것

(Of a fat content, by weight, not exceeding 1 %)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낙농품

호 밀크와 크림(비농축･무설탕)
소호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 

이하인 것

품명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 

이하인 것

사진설명 무지방 우유

변경이력

HS CODE 0401.20-0000

품명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 초과 100분의 6 이하인 것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낙농품

호 밀크와 크림(비농축･무설탕)
소호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 

초과 100분의 6 이하인 것

품명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 

초과 100분의 6 이하인 것

사진설명

Water 약 87.1%,Lactose 약 4.3%  

Milk protein 약 3.5%,Ash balance  

Milk fat 약 4.3% . 본품은 원유

에 유지방 약 35%를 함유한 생

크림 약 2.5%를 첨가하여 한국

산 원유의 평균 유지방 함유량 

약 3.8%를 약4.3%로 고지방화

한 High Fat Milk 제품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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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402.10-1010

품명 탈지(脫脂)분유 (Skim milk powd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낙농품

호 밀크와 크림(농축･설탕첨가)

소호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

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품명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

가하지 않은 것으로 탈지우유

사진설명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탈지

분유

변경이력

HS CODE 0402.10-1090

품명 기타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낙농품

호 밀크와 크림(농축･설탕첨가)

소호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

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품명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

가하지 않은 것으로 기타

사진설명
Milk, concentrated 

MASCARPONE CHEESE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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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402.10-9000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낙농품

호 밀크와 크림(농축･설탕첨가)

소호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

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품명 기타

사진설명

Skim Milk Powder(50%), 

Lactose (50%)로 혼합된 미황

색 분말

변경이력

HS CODE 0402.21-1000

품명 전지분유 (Whole milk powd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낙농품

호 밀크와 크림(농축･설탕첨가)

소호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

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를 초과하는 것으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

은 것

품명 전지분유

사진설명 전지분유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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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402.21-9000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낙농품

호 밀크와 크림(농축･설탕첨가)

소호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

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를 초과하는 것으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

은 것

품명 기타

사진설명

Cream powder High fat milk 

powder, 지방2% 이상을 함유

한 분말상의 제품

변경이력

HS CODE 0402.29-0000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낙농품

호 밀크와 크림(농축･설탕첨가)

소호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

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를 초과하는 것

품명 기타

사진설명

설탕, 전지분유(지방함량 1.5초

과)에 생강분, 계란, 벌꿀, 인삼

분 등을 소량(1.9%) 첨가한 백

색계 분말을 수지제팩에 넣어 

자제 박스에 소매포장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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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406.10-1010

품명 모차렐라 치즈(Mozzarella cheese)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낙농품

호 치즈

소호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이나 처

리하지 않은 것) 치즈(유장치즈

를 포함한다)와 커드(curd)

품명
신선한 치즈 - 모차렐라 치즈

(Mozzarella cheese)

사진설명

부분탈지유 94.5%에 치즈컬처, 

정제소금, 효소, 안나토색소 등

을 첨가하여 만든 연질 스틱상

의 모차렐라 치즈를 수지제 필

름으로 소포장 후 비닐팩에 소

매포장한 것

변경이력
2008년 HS CODE 분리

(과거코드: 0406.10-1000)

HS CODE 0406.90-1000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낙농품

호 치즈

소호 그 밖의 치즈

품명 체더 치즈(Cheddar cheese)

사진설명

살균한 우유에 배양균, 응유효소

를 가하여 응고시킨 후 유청을 

제거하여 만든 커드에 소량의 

첨가물(변성전분, 소금 등)을 혼

합(스트레칭 공정 포함)하고 압

출, 절단한 사각 막대형상의 신

선한 치즈

변경이력
2008년 HS CODE 분리

(과거코드: 0406.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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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407.00-9000

품명 조란(껍질 붙은 것/ 신선한 것 이외 기타)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낙농품

호 껍질이 붙은 조란

소호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

하거나 저장처리 또는 조리한 

것에 한한다)

품명 기타

사진설명

변경이력

2012년 삭제 및 분류 세분화 

⟶ 0407.19 부화용 수정란 기타
⟶ 0407.29 기타의 신선란 기타
⟶ 0407.90 기타

HS CODE 0407.21-0000

품명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것에 한한다)의 것

(Of fowls of the species Gallus domesticu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낙농품

호 껍질이 붙은 조란

소호 그 밖의 신선란

품명

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사진설명 신선한 계란(달걀)

변경이력
2012년 HS CODE 분리

(과거코드: 0407.00-9000)

HS CODE 0407.29-0000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낙농품

호 껍질이 붙은 조란

소호 그 밖의 신선란

품명 기타

사진설명 신선한 메추리알

변경이력
2012년 HS CODE 분리

(과거코드: 0407.00-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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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408.91-0000

품명 건조한 것 (Dried)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낙농품

호 껍질이 붙지 않은 조란

소호 기타

품명 건조한 것

사진설명 Egg powder

변경이력

HS CODE 0408.99-1000

품명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것에 한한다)의 것

(Of fowls of the species Gallus domesticu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낙농품

호 껍질이 붙지 않은 조란 

소호 기타

품명
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Gal lus 

domesticus) 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사진설명

1. 삶은 달걀로 껍질을 벗긴 것 

2. Egg, Whole, liquid with citric 

acid, 

생계란의 껍질을 제거하여 얻은 액

상계란을 균질화한 후 Citric Acid 

를 첨가한 미황색의 액상을 소매용 

포장한 것

변경이력

HS CODE 0409.00-0000

품명 천연꿀 (Natural honey)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동물성 생산품

류 낙농품

호 천연꿀

소호 천연꿀

품명 천연꿀

사진설명 천연꿀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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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6류-산 수목 및 절화

❍ 이 류에는 육묘업자ㆍ육종업자(원예가를 포함한다)나 판매업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서 

조림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상태의 모든 종류의 살아 있는 식물(植物)이 포함된다. 또한 육

묘ㆍ육종 업자(원예가 포함)나 판매업자가 일반적으로 공급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치커

리와 치커리 뿌리를 분류한다.8)

- 이들 식물은 수목(trees)이나 관목(shrubs･bushes)으로부터 특히 약용식물을 포함하는 실생식

물(seeding vegetable)에 이르기까지 포함한다.

- 절화(切花)･꽃봉오리･잎･가지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으로서 신선한 것･건조한 것･염색한 것･
표백한 것･침투시킨 것이나 장식용으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된 것과, 꽃다발･화환･꽃바구

니와 이와 유사한 화훼 제품도 포함한다.

표 2-3. 06류의 품목 해설

HS 표제 품명

0601 뿌리

인경(鱗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球莖)･관근(冠根)･근경(根莖)
으로서 휴면(休眠)상태이거나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있는 것, 치

커리･치커리 뿌리(제1212호의 뿌리는 제외한다)

0602 그 밖의 살아 있는 식물
그 밖의 살아 있는 식물(뿌리를 포함한다)･꺾꽂이용 가지･접붙임용 
가지, 버섯의 종균(種菌)

0603 절화

절화(切花)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침투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

다)

0604 그 밖의 장식용 식물

식물의 잎･가지와 그 밖의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으로 한정
한다), 풀･이끼･지의(地衣)(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침투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

정한다)

8) 이 류에는 식용과 재배용으로 사용하는 종류를 구별할 수 없는 종자와 열매나 지하경(地下莖)과 구근(감자･양파･쪽파･
마늘)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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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602.90-1020

품명 카네이션 (Carnation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산 수목 및 절화

호 그 밖의 살아 있는 식물

소호 기타

품명 화훼류 - 카네이션

사진설명 화훼류인 살아있는 카네이션.

변경이력

HS CODE 0602.90-1060

품명 선인장류 (Cactu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산 수목 및 절화

호 그 밖의 살아 있는 식물

소호 기타

품명 선인장류 (Cactus)

사진설명

선인장 금호

원산지가 멕시코인 금호로 선인

장과에 속하는 구형의 식물. 

변경이력

HS CODE 0603.12-0000

품명 카네이션 (Carnation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산 수목 및 절화

호 절화

소호 카네이션

품명 카네이션

사진설명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의 카네이

션이므로 절화와 꽃봉오리

변경이력
2007년 HS CODE 분리

(과거코드: 0603.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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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7류-채소

❍ 이 류에는 신선･냉장･냉동(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이나 용액에 

일시 보존처리나 건조(탈수･증발이나 동결건조 포함한다)시킨 채소를 분류한다. 이들 물품 중

의 어떤 종류의 것은 건조되거나 가루로 된 경우에는 때로는 향미료로 사용하는 때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0712호에 분류한다.

  - 채소에는 식용 버섯, 송로(松露), 올리브, 케이퍼(caper), 호박류, 가지,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

타(Pimenta)속의 열매, 회향(茴香), 파슬리(parsley), 취어빌(chervil), 타라곤(tarragon), 

크레스(cress), 스위트 마조람(sweet marjoram)[마요라나 호텐시스(Majorana hortensis)ㆍ
오리가늄 마요라나(Origanum majorana)]이 포함되며, 밀폐용기에 넣은 것(깡통에 넣은 양

파가루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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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07류의 품목 해설

HS 표제 품명

0701 감자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2 토마토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3 파･마늘 양파･쪽파･마늘･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
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4 배추
양배추･꽃양배추･구경(球莖)양배추･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5 상추 및 치커리
상추[락투카 사티바(Lactuca sativa)]와 치커리(chicory)[시커리엄

(Cichorium)종](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6 식용 뿌리
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仙 )･셀러리액(celeriac)･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7 오이류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8 채두류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9 기타의 채소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10 냉동채소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

한다)

0711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712 건조한 채소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3 건조한 채두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0714 식용 뿌리･괴경

매니옥(manioc)･칡뿌리･살렙(salep)･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고
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

리･괴경(塊莖)[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
의 심(p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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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701.90-0000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채소

호 감자

소호 기타

품명 기타

사진설명 신선한 감자

변경이력

HS CODE 0703.10-1000

품명 양파 (Onion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채소

호 파･마늘
소호 양파와 쪽파

품명 양파

사진설명 신선한 양파

변경이력

HS CODE 0705.19-0000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채소

호 상추 및 치커리

소호 상추

품명 기타

사진설명 신선항 상추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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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706.10-1000

품명 당근 (Carrot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채소

호 당근과 순무

소호 당근

품명 당근

사진설명 신선한 당근

변경이력

HS CODE 0707.00-0000

품명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Cucumbers and gherkins, fresh or chilled.)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채소

호 오이류

소호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으로 한정한다)

품명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으로 한정한다)

사진설명 신선한 오이

변경이력

HS CODE 0710.10-0000

품명 감자 (Potatoe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채소

호 냉동채소 

소호 감자

품명 감자

사진설명 냉동 감자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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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710.80-1000

품명 양파 (Onion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채소

호 냉동채소

소호 그 밖의 채소

품명 양파

사진설명 냉동 양파

변경이력

HS CODE 0710.80-4000

품명 당근 (Carrot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채소

호 냉동채소

소호 그 밖의 채소

품명 당근

사진설명 매화모양 냉동 당근

변경이력

HS CODE 0711.40-0000

품명 오이류 (Cucumbers and gherkin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채소

호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소호 오이류

품명 오이류

사진설명

원상의 작은오이(10~12cm)를 

염수에 일시 저장처리한 것(육질 

내부의 소금농도 12% 이상)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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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711.90-4000

품명 당근 (Carrot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채소

호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소호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품명 당근

사진설명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

리한 당근(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변경이력

HS CODE 0711.90-5099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채소

호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소호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

물

품명 그 밖의 채소 - 기타

사진설명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

리한 기타 채소

변경이력

HS CODE 0712.20-0000

품명 양파 (Onion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채소

호 건조한 채소

소호 양파

품명 양파

사진설명 건조한 양파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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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712.90-2040

품명 당근 (Carrot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채소

호 건조한 채소

소호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품명 그 밖의 채소 - 당근

사진설명 건조한 당근

변경이력

HS CODE 0712.90-2093

품명 감자 (Potatoe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채소

호 건조한 채소

소호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품명 그 밖의 채소 - 감자

사진설명 건조한 감자

변경이력

HS CODE 0713.31-9000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채소

호 건조한 채두류

소호 기타

품명 기타

사진설명
변질,파쇄,이종의 것 등이 거의 

없는(5%미만) 녹두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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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713.32-9000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채소

호 건조한 채두류

소호 기타

품명 기타

사진설명
꼬투리를 벗겨 건조한 적색계 

낟알상의 팥

변경이력

HS CODE 0714.20-1000

품명 신선한 것 (Fresh)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채소

호 식용 뿌리･괴경
소호 신선한 것

품명 신선한 것

사진설명 신선한 고구마

변경이력

HS CODE 0714.20-2000

품명 건조한 것 (Dried)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채소

호 식용 뿌리･괴경
소호 건조한 것

품명 건조한 것

사진설명
100% 자연 건조 고구마를 쿼트

모양으로 용기에 포장한 것)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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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714.20-3000

품명 냉장한 것 (Chilled)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채소

호 식용 뿌리･괴경
소호 냉장한 것

품명 냉장한 것

사진설명 냉장보관 군고구마

변경이력

HS CODE 0714.20-4000

품명 냉동한 것 (Frozen)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채소

호 식용 뿌리･괴경
소호 냉동한 것

품명 냉동한 것

사진설명 냉동한 고구마 

변경이력

HS CODE 0714.20-9000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채소

호 식용 뿌리･괴경
소호 기타

품명 기타

사진설명 냉장,냉동보관 고구마 

변경이력 2017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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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8류-과실･견과류

❍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식용에 공하여지는 과실･견과류와 감귤류나 멜론(수박 포함)의 껍질을 

분류한다. 이들은 신선(냉장한 것을 포함한다), 냉동(물에 삶거나 쪄서 사전에 조리한 것인

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건조한(탈수･증발이나 냉각한 것을 포함한다) 

경우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

- 일시적으로 보존처리한 것(아황산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은 그 상태

가 바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여 이 류에 분류한다. 

- 소량의 설탕을 첨가한 것과 건조과실(대추 야자･프룬)이 포함되며, 과실 자체의 천연당을 삼

출(滲出)건조하여 설탕절임 과실과 약간 유사한 외관을 갖는 것도 포함된다.

표 2-5. 08류의 품목 해설

HS 표제 품명

0801
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

코코넛･브라질너트･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0802 기타의 견과류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0803 바나나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4 대추야자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avocado)･구아바(guava)･망고
(mango)･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 감귤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6 포도 포도(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7 멜론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8 사과･배 및 마르멜로 사과･배･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9 살구･버찌･복숭아 살구･체리･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자두･슬로(slo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0 기타 과실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1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0812
일시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813 건조한 과실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0814 감귤류껍질과 멜론껍질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한 것, 냉동하거나 

건조한 것, 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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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802.31-0000

품명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In shell)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과실･견과류
호 기타의 견과류

소호 호두

품명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사진설명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호두

변경이력

HS CODE 0802.32-0000

품명 껍데기를 벗긴 것 (Shelled)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과실･견과류
호 기타의 견과류

소호 호두

품명 껍데기를 벗긴 것

사진설명 껍데기를 벗긴 호두

변경이력

HS CODE 0802.40-1000

품명 탈각하지 아니한 것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과실･견과류
호 기타의 견과류

소호 밤(카스타네아종)

품명 탈각하지 아니한 것

사진설명

변경이력
2012년 삭제 및 분류 변경 

⟶ 08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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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802.40-2000

품명 탈각한 것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과실･견과류
호 기타의 견과류

소호 밤(카스타네아종)

품명 탈각한 것

사진설명

변경이력
2012년 삭제 및 분류 변경 

⟶ 0802.42

HS CODE 0802.41-0000

품명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Chestnuts, in shell)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과실･견과류
호 기타의 견과류

소호 밤[카스타네아(Castanea)종]

품명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사진설명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밤

변경이력
2012년 HS CODE 분리

(과거코드: 0802.40-1000)

HS CODE 0802.42-0000

품명 껍데기를 벗긴 것 (Shelled)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과실･견과류
호 기타의 견과류

소호 밤[카스타네아(Castanea)종]

품명 껍데기를 벗긴 것

사진설명 껍데기를 벗긴 밤

변경이력
2012년 HS CODE 분리

(과거코드: 0802.4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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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802.90-1010

품명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In shell)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과실･견과류
호 기타의 견과류

소호 기타

품명 잣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사진설명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잣

변경이력

HS CODE 0802.90-1020

품명 껍데기를 벗긴 것 (Shelled)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과실･견과류
호 기타의 견과류

소호 기타

품명 잣 -  껍데기를 벗긴 것

사진설명 껍데기를 벗긴 잣

변경이력

HS CODE 0802.90-2010

품명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In shell)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과실･견과류
호 기타의 견과류

소호 기타

품명 은행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사진설명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은행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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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802.90-2020

품명 껍데기를 벗긴 것 (Shelled)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과실･견과류
호 기타의 견과류

소호 기타

품명 은행 - 껍데기를 벗긴 것

사진설명 껍데기를 벗긴 은행

변경이력

HS CODE 0805.10-0000

품명 오렌지 (Orange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과실･견과류
호 감귤

소호 오렌지

품명 오렌지

사진설명 신선한 오렌지

변경이력

HS CODE 0805.20-1000

품명 감귤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과실･견과류
호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

한 것으로 한정한다)

소호

만다린(mandarins)[탄제린(tang

erines)･세트수머(satsumas)를 
포함한다], 

클레멘타인(clementines), 

윌킹(wilkings)과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품명 감귤

사진설명 신선한 감귤

변경이력
2017년 삭제 및 분류 변경

⟶ 0805.2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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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805.20-9000

품명 기타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과실･견과류
호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소호

만다린(mandarins)[탄제린(tangerin

es)･세트수머(satsumas)를 
포함한다], 

클레멘타인(clementines), 

윌킹(wilkings)과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품명 기타

사진설명 신선한 만다린

변경이력
2017년 삭제 및 분류 변경

⟶ 0805.21-9000 

HS CODE 0806.10-0000

품명 신선한 것 (Fresh)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과실･견과류
호 포도

소호 신선한 것

품명 신선한 것

사진설명 신선한 포도

변경이력

HS CODE 0806.20-0000

품명 건조한 것 (Dried)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과실･견과류
호 포도

소호 건조한 것

품명 건조한 것

사진설명 건조한 포도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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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807.19-0000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과실･견과류
호 멜론

소호 멜론(수박을 포함한다)

품명 기타

사진설명 참외

변경이력

HS CODE 0809.20-0000

품명 버찌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과실･견과류
호 살구･버찌･복숭아
소호 버찌

품명 버찌

사진설명 버찌

변경이력

2012년 삭제 및 분류 세분화 

⟶ 0809.21-0000 신버찌
   (프루너스 체라서스)

⟶ 0809.29-0000 기타

HS CODE 0809.21-0000

품명 신 체리[프루너스 체라서스(Prunus cerasus)] 

(Sour cherries (Prunus cerasu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과실･견과류
호 살구･버찌･복숭아
소호 체리

품명
신 체리[프루너스 체라서스(Prunus 

cerasus)]

사진설명
신 체리[프루너스 체라서스(Prunus 

cerasus)

변경이력
2012년 HS CODE 분류

(과거코드: 0809.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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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809.29-0000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과실･견과류
호 살구･버찌･복숭아
소호 체리

품명 기타

사진설명 기타 신선한 체리

변경이력
2012년 HS CODE 분류

(과거코드: 0809.20-0000)

HS CODE 0810.10-0000

품명 초본류 딸기 (Strawberrie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과실･견과류
호 기타 과실

소호 초본류 딸기

품명 초본류 딸기

사진설명 초본류 신선한 딸기

변경이력

HS CODE 0810.50-0000

품명 키위프루트(kiwifruit)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과실･견과류
호 기타 과실

소호 키위프루트(kiwifruit)

품명 키위프루트(kiwifruit)

사진설명 신선한 키위프루트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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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810.90-3000

품명 대추 (Jujube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과실･견과류
호 기타 과실

소호 기타

품명 대추

사진설명 신선한 대추

변경이력

HS CODE 0811.10-0000

품명 초본류 딸기 (Strawberrie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과실･견과류
호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

소호 초본류 딸기

품명 초본류 딸기

사진설명 냉동 딸기

변경이력

HS CODE 0811.90-1000

품명 밤 (Chestnut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과실･견과류
호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 

소호 기타

품명 밤

사진설명 냉동 밤(조리하지 않은 것)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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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811.90-2000

품명 대추 (Jujube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과실･견과류
호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 

소호 기타

품명 대추

사진설명

변경이력

HS CODE 0811.90-3000

품명 잣 (Pine-nut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과실･견과류
호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

소호 기타

품명 잣

사진설명
Frozen Vegetables Stir Fry » 

pinenuts1-frozen-vegetables-stir-fry

변경이력

HS CODE 0812.10-0000

품명 체리 (Cherrie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과실･견과류
호 일시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
소호 체리

품명 체리

사진설명 보존 체리를 항아리 용기에 담은 것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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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0812.90-1000

품명 초본류 딸기 (Strawberrie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과실･견과류
호 일시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
소호 기타

품명 초본류 딸기

사진설명
딸기케이크에 사용되는 딸기를 저장

용액으로 보존처리한 통조림 제품

변경이력

HS CODE 0813.40-2000

품명 대추 (Jujube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과실･견과류
호 건조한 과실

소호 그 밖의 과실

품명 대추

사진설명 건조한 대추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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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10류-곡물

❍ 이 류에는 곡물성 곡립(cereal grains)만을 분류(다발이나 이삭으로 제시하는지에 상관없다)

하며, 성숙되기 전에 베어낸 곡물로부터 얻는 곡립과 완전한 외피가 붙어있는 곡립과 미숙한 

곡물은 채소용에 적합한지에 상관없이 이 류에 분류한다.

- 이 류의 각 호에 열거된 곡물은 이삭이나 줄기에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낟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면 해당 호로 분류하고, 껍질을 벗긴 곡물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은 제외한다.

표 2-6. 10류 품목 해설

HS 표제 품명

1001 밀과 메슬린 밀과 메슬린(meslin)

1002 호밀 호밀

1003 보리 보리

1004 귀리 귀리

1005 옥수수 옥수수

1006 쌀 쌀

1007 수수 수수

1008 메밀･조 및 기타의 곡물 메밀･밀리트(millet)･카나리시드(canary seed)와 그 밖의 곡물

HS CODE 1001.10-0000

품명 듀럼종의 밀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곡물

호 밀과 메슬린

소호 듀럼종의 밀

품명 듀럼종의 밀

사진설명 듀럼종의 밀

변경이력

2012년 삭제 및 분류 세분화

⟶ 1001.11-0000 종자
⟶ 1001.19-0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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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1001.19-0000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곡물

호 밀과 메슬린

소호 듀럼종 밀(Durum wheat) 기타

품명 기타 

사진설명 듀럼종 밀

변경이력
2012년 HS CODE 분류

(과거코드: 1001.10-0000)

HS CODE 1001.90-1000

품명 메슬린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곡물

호 밀과 메슬린

소호 기타

품명 메슬린

사진설명
소맥과 호밀을 2:1의 비율로 혼합

한 것

변경이력

2012년 삭제 및 분류 세분화

⟶ 1001.91-1000 메슬린 종자
⟶ 1001.99-1010 사료용 메슬린
⟶ 1001.99-2010 제분용 메슬린
⟶ 1001.99-9010 기타 메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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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1001.90-9030

품명 제분용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곡물

호 밀과 메슬린

소호 기타

품명 제분용

사진설명
소맥과 호밀을 2:1의 비율로 

혼합한 것

변경이력

2012년 삭제 및 분류 세분화

⟶ 1001.99-2010 제분용 메슬린
⟶ 1001.99-2090 제분용 기타

HS CODE 1001.90-9090

품명 기타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곡물

호 밀과 메슬린

소호 기타

품명 기타

사진설명
소맥과 호밀을 2:1의 비율로 

혼합한 것

변경이력

2012년 삭제 및 분류 세분화

⟶ 1001.99-9010 기타 메슬린
⟶ 1001.99-9090 기타



68

HS CODE 1001.99-2010

품명 메슬린(meslin)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곡물

호 밀과 메슬린

소호 기타

품명 메슬린

사진설명
소맥과 호밀을 2:1의 비율로 

혼합한 것으로 제분용에 적합한 것

변경이력
2012년 HS CODE 분류

(과거코드: 1001.90-1000)

HS CODE 1001.99-2090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곡물

호 밀과 메슬린

소호 기타

품명 기타

사진설명 제분용 밀

변경이력
2012년 HS CODE 분류

(과거코드: 1001.90-9030)

HS CODE 1001.99-9010

품명 메슬린(meslin)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곡물

호 밀과 메슬린

소호 기타

품명 메슬린

사진설명 기타 메슬린

변경이력
2012년 HS CODE 분류

(과거코드: 1001.9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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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1001.99-9090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곡물

호 밀과 메슬린

소호 기타

품명 기타

사진설명
소맥(Tritici Semen), 부소맥(Tritici 

Immatri Semen)

변경이력
2012년 HS CODE 분류

(과거코드: 1001.90-9090)

HS CODE 1003.00-1000

품명 맥주맥  (Malting barley)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곡물

호 보리

소호 맥주맥

품명 맥주맥

사진설명 도정하지 않은 낟알상의 맥주보리

변경이력

2012년 삭제 및 분류 세분화

⟶ 1003.10-1000 맥주맥 종자
⟶ 1003.90-1000 맥주맥 기타

HS CODE 1003.00-9010

품명 겉보리 ( Unhulled barley)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곡물

호 보리

소호 겉보리

품명 겉보리

사진설명 도정하지 않은 낟알상의 겉보리

변경이력

2012년 삭제 및 분류 세분화

⟶ 1003.10-2000 겉보리 종자
⟶ 1003.90-2000 겉보리 기타



70

HS CODE 1003.00-9020

품명 쌀보리 (Naked barley)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곡물

호 보리

소호 쌀보리

품명 쌀보리

사진설명 도정하지 않은 낟알상의 쌀보리

변경이력

2012년 삭제 및 분류 세분화

⟶ 1003.10-3000 쌀보리 종자
⟶ 1003.90-3000 쌀보리 기타

HS CODE 1003.00-9090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품목 분류 사례 없음>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곡물

호 보리

소호 기타

품명

사진설명

변경이력

2012년 삭제 및 분류 세분화

⟶ 1003.10-9000 기타 종자
⟶ 1003.90-9000 기타

HS CODE 1003.90-1000

품명 맥주보리 (Malting barley)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곡물

호 보리

소호 기타

품명 맥주보리

사진설명 도정하지 않은 낟알상의 맥주보리

변경이력
2012년 HS CODE 분류

(과거코드: 1003.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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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1003.90-2000

품명 겉보리 ( Unhulled barley)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곡물

호 보리

소호 기타

품명 겉보리

사진설명 도정하지 않은 낟알상의 겉보리

변경이력
2012년 HS CODE 분류

(과거코드: 1003.00-9010)

HS CODE 1003.90-3000

품명 쌀보리 (Naked barley)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곡물

호 보리

소호 기타

품명 쌀보리

사진설명 도정하지 않은 낟알상의 쌀보리

변경이력
2012년 HS CODE 분류

(과거코드: 1003.00-9020)

HS CODE 1003.90-9000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품목 분류 사례 없음>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곡물

호 보리

소호 기타

품명 기타

사진설명

변경이력
2012년 HS CODE 분류

(과거코드: 1003.0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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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1005.90-2000

품명 팝콘 (Popcorn)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곡물

호 옥수수

소호 기타

품명 팝콘

사진설명 황색계 낟알상의 팝콘 옥수수

변경이력

HS CODE 1005.90-9000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곡물

호 옥수수

소호 기타

품명 기타

사진설명 신선한 옥수수

변경이력

HS CODE 1007.00-9000

품명 수수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곡물

호 수수

소호 기타

품명 기타

사진설명 수수

변경이력
2012년 삭제 및 분류 변경

⟶ 1007.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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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1007.90-0000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곡물

호 수수

소호 기타

품명 기타

사진설명 수수 기타

변경이력
2012년 HS CODE 분류

(과거코드: 1007.00-9000)

HS CODE 1008.20-1090

품명 기타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곡물

호
메밀･조 또는 카나리시드 및 기타의 
곡물

소호 밀리트

품명 조 - 기타

사진설명

변경이력
2012년 삭제 및 분류 변경

⟶ 1008.29-1000

HS CODE 1008.20-9000

품명 기타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곡물

호
메밀･조 또는 카나리시드 및 기타의 
곡물

소호 밀리트

품명 기타

사진설명 Finger millet

변경이력
2012년 삭제 및 분류 변경

⟶ 1008.2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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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1008.29-1000

품명 조 (Foxtail millet (Setalia italica))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곡물

호 메밀･조 및 기타의 곡물
소호 밀리트(millet) 기타

품명 조

사진설명 조

변경이력
2012년 HS CODE 분류

(과거코드: 1008.20-1090)

HS CODE 1008.29-9000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곡물

호 메밀･조 및 기타의 곡물
소호 밀리트(millet) 기타

품명 기타

사진설명 Finger millet

변경이력
2012년 HS CODE 분류

(과거코드: 1008.20-9000)

HS CODE 1008.40-0000

품명 포니오(Fonio)[디지타리아(Digitaria)종] 

(Fonio (Digitaria spp.))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곡물

호 메밀･조 및 기타의 곡물
소호

포니오(Fonio)

[디지타리아(Digitaria)종]

품명
포니오(Fonio)

[디지타리아(Digitaria)종]

사진설명 포니오

변경이력



75

HS CODE 1008.50-0000

품명 퀴노아(quinoa)[체노포디움 퀴노아(Chenopodium quinoa)]

(Quinoa (Chenopodium quinoa))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곡물

호 메밀･조 및 기타의 곡물

소호
퀴노아(quinoa)[체노포디움 

퀴노아(Chenopodium quinoa)]

품명
퀴노아(quinoa)[체노포디움 

퀴노아(Chenopodium quinoa)]

사진설명 퀴노아

변경이력

HS CODE 1008.60-0000

품명 라이밀(triticale) (Triticale)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곡물

호 메밀･조 및 기타의 곡물
소호 라이밀(triticale)

품명 라이밀

사진설명 라이밀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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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11류-밀가루･곡분

❍ 이 류에는 제10류의 곡물과 제7류의 스위트콘 제분 생산품을 분류한다. 밀과 호밀, 보리, 귀

리, 옥수수와 수수, 쌀과 메밀의 제분 생산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이 류로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2302호로 분류한다. 다만,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잘게 부순 것은 항상 

제1104호로 분류한다.

- 전분의 함유량이 45%를 초과하고, 회분의 함유량이 기준양 이하인 것

-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 가운데 아래 표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해당 곡물에 

대하여 표시된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제1101호나 제1102호로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1103

호나 제1104호로 분류한다.

표 2-7. 곡물 제분 생산품 허용 기준

단위: %

구분 전분함유량(A) 회분함유량(B)
체를 통과하는 비율

315마이크론 500마이크론

밀과 호밀 >45 ≤2.5 ≥80 -

보리 >45 ≤3 ≥80 -

귀리 >45 ≤5 ≥80 -

옥수수와 수수 >45 ≤2 - ≥90

쌀 >45 ≤1.6 ≥80 -

메밀 >45 ≤4 ≥80 -

표 2-8. 11류의 품목 해설

HS 표제 품명

1101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1102 곡분 곡물의 고운 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

1103 기타 곡물의 분쇄물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pellet)

1104 기타 가공한 곡물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
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
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

1105
감자의 

분･플레이크･펠리트 감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플레이크(flake)･알갱이･펠릿(pellet)

1106
건조한 채두류 및 과실의 

분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
(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1107 맥아 맥아(볶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1108 전분과 이눌린 전분과 이눌린(inulin)

1109 밀의 글루텐 밀의 글루텐(gluten)(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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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1101.00-1000

품명 밀가루 (Of wheat)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밀가루･곡분
호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소호 밀가루

품명 밀가루

사진설명 백색의 밀가루를 비닐 소매 포장

변경이력

HS CODE 1101.00-2000

품명 메슬린(meslin) 가루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밀가루･곡분
호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소호 메슬린 가루

품명 메슬린 가루

사진설명
Organic Meslin Flour - Spelled 

and Rye

변경이력

HS CODE 1102.20-0000

품명 옥수수가루 (Maize (corn) flou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밀가루･곡분
호 곡분

소호 옥수수가루

품명 옥수수가루

사진설명 옥수수 분말을 열처리 한 것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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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1103.11-0000

품명 밀로 만든 것 (Of wheat)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밀가루･곡분
호 기타 곡물의 분쇄물

소호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로 밀로 

만든 것 

품명 밀로 만든 것

사진설명 밀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변경이력

HS CODE 1103.13-0000

품명 옥수수로 만든 것 (Of maize (corn))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밀가루･곡분
호 기타 곡물의 분쇄물

소호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로 

옥수수로 만든 것

품명 옥수수로 만든 것

사진설명
옥수수를 분쇄한 황색계 거친 

조분

변경이력

HS CODE 1103.20-1000

품명 밀로 만든 것 (Of wheat)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밀가루･곡분
호 기타 곡물의 분쇄물

소호 펠릿(pellet)

품명 밀로 만든 것

사진설명 Orale Wheat Pellets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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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1104.23-0000

품명 옥수수로 만든 것 (Of maize (corn))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밀가루･곡분
호 기타 가공한 곡물

소호

그 밖의 가공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으로 
옥수수로 만든 것

품명 옥수수로 만든 것

사진설명

옥수수로 만든 가공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

변경이력

HS CODE 1104.29-1000

품명 율무로 만든 것 (Of coicis semen)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밀가루･곡분
호 기타 가공한 곡물

소호

그 밖의 가공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으로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품명 율무로 만든 것

사진설명 껍질을 벗긴 율무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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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1105.10-0000

품명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Flour, meal and powd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밀가루･곡분
호 감자의 분･플레이크･펠리트
소호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품명 감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사진설명 감자의 고운 가루

변경이력

HS CODE 1105.20-0000

품명 플레이크(flake)･알갱이･펠릿(pellet) (Flakes, granules and pellet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밀가루･곡분
호 감자의 분･플레이크･펠리트
소호 플레이크(flake)･알갱이･펠릿(pellet)
품명 플레이크(flake)･알갱이･펠릿(pellet)

사진설명

감자 98.8%를 열처리하여 소량 

Glycerin fatty a챵 aster 1%, 

Sodium acid pyrophosphate 

0.1%, Citic acid 0.1%를 

첨가하여 건조한 미황색 플레이크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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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12류-채유용 종자･과실 

❍ 이 류에는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ㆍ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이 포함된다.

표 2-9. 12류 품목 해설

HS 표제 품명

1201 대두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2 땅콩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

는지에 상관없다)

1203 코프라 코프라(copra)

1204 아마인 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5 유채씨 유채(rape, colza)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6 해바라기씨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7
기타 채유용 종자와 

과실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8
채유용 종자･과실의 

분･조분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겨자의 고운 가

루와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

1209 파종용의 종자･과실 파종용 종자･과실･포자(胞子)

1210 호프
홉(hop)[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나 펠릿

(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루플린(lupulin)

1211
향료･의료용 

식물성생산품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
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

지에 상관없다)

1212
식용의 기타 

식물성생산품

로커스트콩(locust bean)･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사탕무와 사탕수수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

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

은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

(chicory) 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1213 곡물의 짚과 껍질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

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214 사료용 식물

스위드(swede)･맹골드(mangold)･사료용 뿌리채소류(根菜類)･건초･루우산

(lucerne)(알팔파)･클로버(clover)･샌포인(sainfoin)･사료용 케일(kale)･루핀

(lupine)･베치(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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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1201.00-9010

품명 콩나물용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채유용종자･과실
호 대두

소호 기타

품명 콩나물용

사진설명 콩나물용 대두

변경이력
2012년 삭제 및 분류 변경

⟶ 1201.90-3000

HS CODE 1201.00-9090

품명 기타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채유용종자･과실
호 대두

소호 기타

품명 기타

사진설명 대두

변경이력
2012년 삭제 및 분류 변경

⟶ 1201.90-9000

HS CODE 1201.90-3000

품명 콩나물용 (For bean sprout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채유용종자･과실
호 대두

소호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로 

종자가 아닌 기타의 콩나물용

품명 콩나물용

사진설명 콩나물용 대두

변경이력
2012년 HS CODE 분류

(과거코드: 1201.00-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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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1201.90-9000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채유용종자･과실
호 대두

소호 기타

품명 기타

사진설명 대두

변경이력
2012년 HS CODE 분류

(과거코드: 1201.00-9090)

HS CODE 1207.40-0000

품명 참깨 (Sesamum seed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채유용종자･과실
호 기타 채유용 종자와 과실

소호 참깨 (Sesamum seeds)

품명 참깨 (Sesamum seeds)

사진설명 참깨 (Sesamum seeds)

변경이력

HS CODE 1208.10-0000

품명 대두로 만든 것 (Of soya bean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채유용종자･과실
호 채유용 종자･과실의 분･조분
소호 대두로 만든 것

품명 대두로 만든 것

사진설명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겨자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로 

대두로 만든 것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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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1211.20-1100

품명 수삼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채유용종자･과실
호 향료･의료용 식물성생산품
소호 인삼

품명 인삼근 - 수삼

사진설명 수삼 산양삼 뿌리

변경이력

2012년 삭제 및 분류 세분화

⟶ 1211.20-1110 수삼 산양삼
⟶ 1211.20-1190 수삼 기타

HS CODE 1211.20-1110

품명 산양삼(山養蔘) (Wild-simulated ginseng)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채유용종자･과실
호 향료･의료용 식물성생산품
소호 인삼

품명
인삼 뿌리(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수삼 - 산양삼

사진설명 수삼 산양삼 뿌리

변경이력
2012년 HS CODE 분류

(과거코드: 1211.20-1100)

HS CODE 1211.20-1190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채유용종자･과실
호 향료･의료용 식물성생산품
소호 인삼

품명
인삼 뿌리(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수삼 - 기타

사진설명 수삼 뿌리

변경이력
2012년 HS CODE 분류

(과거코드: 1211.2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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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1211.20-1210

품명 본삼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채유용종자･과실
호 향료･의료용 식물성생산품
소호 인삼

품명 백삼 - 본삼

사진설명 백삼 산양삼 본삼 뿌리

변경이력

2014년 삭제 및 분류 세분화 

⟶ 1211.20-1211 백삼 산양삼 본삼
⟶ 1211.20-1291 백삼 기타 본삼

HS CODE 1211.20-1211

품명 본삼 (Major root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채유용종자･과실
호 향료･의료용 식물성생산품
소호 인삼

품명
인삼 뿌리(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백삼 - 산양삼 본삼

사진설명 백삼 산양삼 본삼 뿌리

변경이력
2012년 HS CODE 분류

(과거코드: 1211.20-1210)

HS CODE 1211.20-1219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채유용종자･과실
호 향료･의료용 식물성생산품
소호 인삼

품명
인삼 뿌리(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백삼 - 산양삼 기타

사진설명
백삼 산양삼 기타 뿌리(신성,냉장하

거나 건조한 것)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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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1211.20-1290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채유용종자･과실
호 향료･의료용 식물성생산품
소호 인삼

품명 백삼 - 기타

사진설명 불규칙 편상의 백삼

변경이력

2014년 삭제 및 분류 세분화

⟶ 1211.20-1219 산양삼 기타
⟶ 1211.20-1299 기타

HS CODE 1211.20-1291

품명 본삼 (Major root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채유용종자･과실
호 향료･의료용 식물성생산품
소호 인삼

품명
인삼 뿌리(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백삼 - 기타 - 본삼

사진설명 백삼 산양삼아닌 기타 본삼

변경이력
2012년 HS CODE 분류

(과거코드: 1211.20-1290)

HS CODE 1211.20-1299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채유용종자･과실
호 향료･의료용 식물성생산품
소호 인삼

품명
인삼 뿌리(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백삼 - 기타 - 기타

사진설명 불규칙 편상의 백삼

변경이력
2012년 HS CODE 분류

(과거코드: 1211.20-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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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1211.20-1310

품명 본삼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채유용종자･과실
호 향료･의료용 식물성생산품
소호 인삼

품명 홍삼 - 본삼

사진설명 산양삼 본삼

변경이력

2014년 삭제 및 분류 세분화

⟶ 1211.20-1311 산양삼 본삼
⟶ 1211.20-1391 기타 본삼

HS CODE 1211.20-1311

품명 본삼 (Major root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채유용종자･과실
호 향료･의료용 식물성생산품
소호 인삼

품명 홍삼 - 산양삼 - 본삼

사진설명 산양삼 본삼

변경이력
2014년 HS CODE 분류

(과거코드: 1211.20-1310)

HS CODE 1211.20-1319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채유용종자･과실
호 향료･의료용 식물성생산품
소호 인삼

품명
인삼 뿌리(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홍삼 - 산양삼 - 기타

사진설명 dried red ginseng ginseng root cut)

변경이력
2014년 HS CODE 분류

(과거코드: 1211.20-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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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1211.20-1390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채유용종자･과실
호 향료･의료용 식물성생산품
소호 인삼

품명 홍삼 - 기타

사진설명 홍삼 절편

변경이력

2014년 삭제 및 분류 세분화

⟶ 1211.20-1319 산양삼 기타
⟶ 1211.20-1399 기타

HS CODE 1211.20-1391

품명 본삼 (Major root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채유용종자･과실
호 향료･의료용 식물성생산품
소호 인삼

품명
인삼 뿌리(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홍삼 - 기타 - 본삼

사진설명 홍삼(압착)

변경이력
2014년 HS CODE 분류

(과거코드: 1211.20-1310)

HS CODE 1211.20-1399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채유용종자･과실
호 향료･의료용 식물성생산품
소호 인삼

품명
인삼 뿌리(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홍삼 - 기타 - 기타

사진설명 홍삼 절편

변경이력
2014년 HS CODE 분류

(과거코드: 1211.20-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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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1211.20-9100

품명 인삼잎과 줄기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식물성 생산품

류 채유용종자･과실
호 향료･의료용 식물성생산품
소호 인삼

품명 인삼잎과 줄기

사진설명 인삼잎과 줄기

변경이력
2017년 삭제 및 분류 변경

⟶ 1211.2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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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16류-육･어류조제품 

❍ 이 류에는 육류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이 포

함된다.

표 2-10. 16류의 품목 해설

HS 표제 품명

1601 소시지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屑肉)이나 피로 조제
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

1602 육류의 기타 조제품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이나 피

1603 육･어류의 엑스와 즙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
출물(extract)과 즙

1604 어류조제품･캐비아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

아 대용물

1605 갑각류･연체동물의 조제품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
추동물

HS CODE 1602.39-9000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조제식료품

류 육･어류조제품
호 육류의 기타 조제품

소호 기타

품명 기타

사진설명

Chicken pie

Pastry내부에 육류인 Chicken, 당근, 

완두콩, 당류, 소금 등으로 조제한 

혼합물을 충전하여 소매포장 한 것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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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제17류-당류･설탕과자 

❍ 이 류에는 당류(糖類)와 설탕과자가 포함되며,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류와 의약품 및 기타 의료용품은 제외된다.

표 2-11. 17류 품목 해설

HS 표제 품명

1701 사탕수수당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1702 기타의 당류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
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
미제(香c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

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

1703 당밀
당밀(糖蜜)[당류(糖類)를 추출하거나 정제할 때 생긴 것으로 한

정한다]

1704 설탕과자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

한다)

HS CODE 1702.90-1000

품명 인조꿀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조제식료품

류 당류･설탕과자
호 기타의 당류

소호

기타[전화당(轉化糖)과 그 밖의 당류

(糖類)와 당시럽 혼합물(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품명 인조꿀

사진설명 인조꿀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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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제19류-곡물･곡분의 조제품 

❍ 이 류에는 제10류의 곡물, 제11류의 가공 곡물이나 그 밖의 류에 해당하는 식물성의 식용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가루(곡물의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 전분, 과실이나 채소

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가루)나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으로부터 직접 제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을 분류한다. 또한 고운 가루･거친 가루나 그 밖

의 곡물의 생산품을 함유하지 않아도 베이커리 제품과 비스킷은 이 류에 분류한다.

표 2-12. 19류 품목 해설

HS 표제 품명

1901 곡분･밀크의 조제품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
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

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

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

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

다]

1902 파스타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
(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

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903 타피오카

타피오카와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flake) 

모양･낟알 모양･진주 모양･무거리 모양･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1904 콘플레이크 및 기타 가공곡물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

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

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

정한다)

1905 베이커리제품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
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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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1904.30-0000

품명 불거 밀(bulgur wheat)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조제식료품

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호 콘플레이크 및 기타 가공곡물

소호 불거 밀(bulgur wheat)

품명 불거 밀(bulgur wheat)

사진설명 불거 밀(bulgur wheat)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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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제20류-채소･과실의 조제품

❍ 이 류에는 원래 모양, 조각닌 것이나 잘게 부순 것도 포함하여 다음의 품목들을 포함한다.

-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실 껍질과 식물의 그 밖의 부분

- 잼･과실 젤리･마말레이드･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

- 균질화한 채소와 과실(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 과실주스나 채소주스(알코올도수가 0.5%를 초과하지 않는 것)

- 제7류･제8류･제11류나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그 밖의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

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 제7류나 제11류에 규정한 것 이외의 가공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제0714호, 제1105

호나 제1106호의 물품(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는 제외)

- 삼투 탈수방식으로 보존처리한 과실

표 2-13. 20류 품목 해설

HS 표제 품명

2001
식초･초산처리한 
채소･과실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
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002 토마토 조제품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3 버섯 조제품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버섯과 송로(松露)(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4
기타 냉동한 

채소조제품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

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5 기타 채소조제품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

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6 설탕처리한 채소･과실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
인한(drained)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2007 잼･과실제리
잼･과실젤리･마멀레이드(marmalade)･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ee)･과실
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2008
기타 과실･견과류의 

조제품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

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9 주스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

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

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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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2001.10-0000

품명 오이류 (Cucumbers and gherkin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조제식료품

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호 식초･초산처리한 채소･과실
소호 오이류

품명 오이류

사진설명

신선한 오이(약46%)를 

식염(약2.25%)으로 일정기간 절인 

후 염분을 제거하고 이를 

조각상태로 절단하여 시럽, 식초, 

향신료 등을 혼합, 조제한 것)

변경이력

HS CODE 2001.90-9070

품명 양파 (Onion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조제식료품

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호 식초･초산처리한 채소･과실
소호 기타

품명 양파

사진설명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양파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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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2004.10-0000

품명 감자 (Potatoe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조제식료품

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호 기타 냉동한 채소조제품

소호 감자

품명 감자

사진설명

익힌 감자(46.2%), 새우살(4.5%), 

당근(4.8%), 양파(2.8%), 설탕, 

소금, 후추 등을 혼합한 

웨이스트상을 타원형 판상으로 

성형하고 외부 표면에 빵가루를 

입혀 냉동한 것을 비닐팩에 

소매포장한 것

변경이력

HS CODE 2005.20-1000

품명 플레이크로 만든 감자크로켓 (Croquettes prepared from flake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조제식료품

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호 기타 채소조제품

소호 감자

품명 플레이크로 만든 감자크로켓

사진설명 보존처리한 감자크로켓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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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2005.20-9000

품명 기타 (Other)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조제식료품

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호 기타 채소조제품

소호 감자

품명 기타

사진설명

슬라이스한 감자를 땅콩유에 튀겨 

익힌 후 양파분, 소금 등으로 

조미한 것을 내용량 567g 수지제 

봉지에 소매 포장한 것

변경이력

HS CODE 2005.51-1000

품명 녹두 (Of small green bean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조제식료품

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호 기타 채소조제품

소호
콩[비그나(V i gna )종 ･파세러스
(Phaseolus)종]로 껍데기를 벗긴 콩

품명 녹두

사진설명
투리를 벗긴 낟알상의 녹두를 볶은 

것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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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2005.51-2000

품명 팥 (Of small red bean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조제식료품

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호 기타 채소조제품

소호
콩[비그나(V i gna )종･파세러스
(Phaseolus)종]로 껍데기를 벗긴 콩

품명 팥 

사진설명

탈각한 팥을 삶아 당액에 침적하여 

만든 적갈색 낟알상을 수지백 소매

포장한 것

변경이력

HS CODE 2005.59-1000

품명 녹두 (Of small green bean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조제식료품

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호 기타 채소조제품

소호
콩[비그나(Vigna)종･
파세러스(Phaseolus)종]으로 기타

품명 녹두

사진설명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녹두

변경이력

HS CODE 2005.59-2000

품명 팥 (Of small red bean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조제식료품

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호 기타 채소조제품

소호
콩[비그나(Vigna)종･
파세러스(Phaseolus)종]으로 기타

품명 팥

사진설명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팥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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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2006.00-1000

품명 마롱 글라세(marrons glace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조제식료품

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호 설탕처리한 채소･과실

소호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drained)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품명 마롱 글라세(marrons glaces)

사진설명 마롱 글라세(marrons glaces)

변경이력

HS CODE 2008.19-1000

품명 밤 (Chestnuts)

사진 품목분류 체계 및 변경이력 

부 조제식료품

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호 기타 과실･견과류의 조제품
소호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품명 밤

사진설명
껍질을 벗기고 구운 밤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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