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번 상품 설명
적용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MFN
마이너스 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1 2 3 4

0101. 말 · 당나귀 · 노새와 버새 스위스프랑/단위당 스위스프랑/단위당
-번식용의 것
-- 말

10 11 ---- TRQ내 (Q. No. 1) 0
- 기타
--  기타
--- 도살용

90 91 ---- TRQ내 (Q. No. 5) 80.00
--- 기타

90 95 ---- TRQ내 (Q. No. 1)* 0

0102. 소
- 기타
-- 도살용

90 11 --- TRQ내 (Q. No. 5)* 85.00
-- 기타

90 91 ---- TRQ내 (Q. No. 2)* 0

0103. 돼지
- 기타
-- 중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91 10 --- TRQ내 (Q.No. 3)* (종돈의 것) 0
91 20 --- TRQ내 (Q.No. 6)* (기타 종돈의 것) 30.00

-- 중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인 것
92 10 --- TRQ내 (Q.No. 3)* (종돈의 것) 0
92 20 --- TRQ내 (Q.No. 6)* (도살용의 것) 30.00

0104. 면양과 산양
- 면양

10 10 -- TRQ내(Q.No. 4)*                   5.00
10 20 -- TRQ내(Q.No. 5)* 20.00

- 산양
20 10 -- TRQ내(Q.No. 4)*                   3.00
20 20 -- TRQ내(Q.No. 5)* 40.00

스위스프랑/100kg 스위스프랑/100kg
0105. 가금류(닭 · 오리 · 거위 · 칠면조 및 기니아새에 한한

다)
- 중량이 185그램 미만인 것

11 00 -- 닭 0
12 00 -- 칠면조 0
19 00 - 기타 0

- 기타
99 00 -- 기타 0

0106. 기타의 산 동물
- 포유동물

11 00 -- 영장류 0
19 00 -- 기타 0

부속서 II
기본농산물 관련 대한민국에 대한 스위스의 양허

스위스는 다음 표에서 각 세번에 대하여 기재된 대로 대한민국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축 또는 철폐한
다. 양허가 제3행에 기재된 경우, 스위스는 이 행에 규정된 관세보다 높은 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허가
제4행에 주어진 경우, 스위스는 이 행에 규정된 량의 수입시에 적용가능한 관세를 인하한다.

전체적인 의견 : 관세양허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합치되는 수입
금지나 제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세 번 상품 설명
적용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MFN
마이너스 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1 2 3 4

20 00 -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0
- 조류

31 00 -- 맹금류 0
32 00 -- 앵무류(패로트류, 파라키트류, 금강앵무류, 유황

앵무류를 포함한다)
0

-- 기타
39 90 --- 기타 0
90 00 - 기타 0

0201.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
-- 송아지 고기의 것

10 11 --- TRQ내(Q.No. 5)* 85.00
-- 기타

10 91 --- TRQ내(Q.No. 5)*                   9.00
- 기타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 송아지 고기의 것

20 11 --- TRQ내(Q.No. 5)*                   9.00
-- 기타

20 91 --- TRQ내(Q.No. 5)*                   9.00
- 뼈없는 것
-- 송아지 고기의 것

30 11 --- TRQ내(Q.No. 5)*                   9.00
-- 기타

30 91 --- TRQ내(Q.No. 5)*                   9.00

0202. 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
-- 송아지 고기의 것

10 11 --- TRQ내(Q.No. 5)* 85.00
-- 기타

10 91 --- TRQ내(Q.No. 5)*                   9.00
- 기타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 송아지 고기의 것

20 11 --- TRQ내(Q.No. 5)*                   9.00
-- 기타

20 91 --- TRQ내(Q.No. 5)*                   9.00
- 뼈없는 것
-- 송아지 고기의 것

30 11 --- TRQ내(Q.No. 5)*                   9.00
-- 기타

30 91 --- TRQ내(Q.No. 5)*                   9.00

0203. 돼지고기(신선 ·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신선 또는 냉장한 것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

11 10 --- 멧돼지의  것 0
--- 기타

11 91 ---- TRQ내(Q. No. 6)* 30.00
-- 넓적다리살 · 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
는 것에 한한다)

12 10 --- 멧돼지의 것 0
--- 기타

12 91 ---- TRQ내(Q. No. 6)* 40.00
-- 기타

19 10 --- 멧돼지의 것 0
--- 기타

19 81 ---- TRQ내(Q. No. 6)* 40.00
- 냉동한 것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



세 번 상품 설명
적용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MFN
마이너스 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1 2 3 4

21 10 --- 멧돼지의 것 0
---기타

21 91 ---- TRQ내(Q. No. 6)* 30.00
-- 넓적다리살 · 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
는 것에 한한다)

22 10 --- 멧돼지의 것 0
--- 기타

22 91 ---- TRQ내(Q. No. 6)* 40.00
-- 기타

29 10 --- 멧돼지의 것 0
--- 기타

29 81 ---- TRQ내(Q. No. 6)* 40.00

0204.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 ·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
한다)
- 어린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신
선 또는 냉장한 것

10 10 -- TRQ내(Q.No. 5)* 20.00
- 기타 면양의 고기, 신선 또는 냉장한 것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

21 10 --- TRQ내(Q.No. 5)* 20.00
-- 기타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22 10 --- TRQ내(Q.No. 5)* 20.00
-- 뼈 없는 것

23 10 --- TRQ내(Q.No. 5)* 20.00
- 어린면양의 도체(屠體), 냉동한것

30 10 -- TRQ내(Q.No. 5)* 20.00
- 기타 면양의 고기, 냉동한 것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

41 10 --- TRQ내(Q.No. 5)* 20.00
-- 기타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42 10 --- TRQ내(Q.No. 5)* 20.00
-- 뼈 없는 것

43 10 --- TRQ내(Q.No. 5)* 20.00
- 산양의 고기

50 10 -- TRQ내(Q.No. 5)* 40.00

0205. - 말 · 당나귀 · 노새와 버새의 고기(신선 ·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0 10 - TRQ내(Q.No. 5)* 11.00

0206. 식용설육(소 · 돼지 · 면양 · 산양 · 말 · 당나귀 · 노새
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 ·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
한다)
- 소의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 혀

10 11 --- TRQ내(Q.No. 5)*                   9.00
-- 간장

10 21 --- TRQ내(Q.No. 5)* 144.00
-- 기타

10 91 --- TRQ내(Q.No. 5)*                   9.00
- 소의 것, 냉동한 것
-- 혀

21 10 --- TRQ내(Q.No. 5)* 70.00
-- 간장

22 10 --- TRQ내(Q.No. 5)*                 40.00
-- 기타

29 10 --- TRQ내(Q.No. 5)* 100.00
- 돼지의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30 10 -- 멧돼지의 것 0



세 번 상품 설명
적용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MFN
마이너스 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1 2 3 4

-- 기타
30 91 --- TRQ내(Q.No. 5)* 40.00

- 돼지의 것, 냉동한 것
-- 간장

41 10 --- 멧돼지의 것 0
--- 기타

41 91 ---- TRQ내 (Q. No. 5)* 38.00
-- 기타

49 10 --- 멧돼지의 것 0
--- 기타

49 91 ---- TRQ내 (Q. No. 5)* 38.00
- 기타 신선 또는 냉장한 것

80 10 -- TRQ내(Q.No. 5)*                   9.00
- 기타 냉동한 것

90 10 -- TRQ내(Q.No. 5)*                 10.00

0207.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
로서 신선 ·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닭의 것
-- 절단하지 않은 육, 신선 또는 냉장한 것

11 10 --- TRQ내(Q.No. 6)*                   6.00
-- 절단하지 않은 육, 냉동한 것

12 10 --- TRQ내(Q.No. 6)*                 15.00
-- 절단육과 설육, 냉동한 것
--- 가슴

14 81 ---- TRQ내(Q.No. 6)*                 15.00
--- 기타

14 91 ---- TRQ내 (Q. No. 6)*                 15.00
- 칠면조의 것
-- 절단하지 않은 육, 신선 또는 냉장한 것

24 10 --- TRQ내(Q.No. 6)*                   6.00
-- 절단하지 않은 육, 냉동한 것

25 10 --- TRQ내(Q.No. 6)*                   6.00
-- 절단육과 설육, 냉동한 것
--- 가슴

27 81 ---- TRQ내(Q.No. 6)*                 15.00
--- 기타

27 91 ---- TRQ내 (Q. No. 6)*                 30.00
- 오리 · 거위 및 기니아새의 것
-- 절단하지 않은 육, 신선 또는 냉장한 것
--- 오리의 것

32 11 ---- TRQ내(Q. No. 6)*                   6.00
--- 기타

32 91 ---- TRQ내(Q. No. 6)*                   6.00
-- 절단하지 않은 육, 냉동한 것
--- 오리의 것

33 11 ---- TRQ내(Q. No. 6)*                 15.00
--- 기타

33 91 ---- TRQ내(Q. No. 6)*                 15.00
34 00 -- 지방간, 신선 또는 냉장한 것 9.50

-- 기타 냉동한 것
36 10 --- 지방간                 36.33

--- 기타
36 91 ---- TRQ내(Q. No. 6)*                 15.00

0208. 기타 육과 식용설육(신선 ·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
한다)

10 00 - 토끼의 것 11.00
30 00 - 영장류의 것 0

- 기타



세 번 상품 설명
적용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MFN
마이너스 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1 2 3 4

90 80 -- 기타 0

0210. 육과 식용설육(염장 · 염수장 · 건조 또는 훈제한 것
에 한한다)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 돼지고기
-- 넓적다리살 · 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
는 것에 한한다)

11 10 --- 멧돼지의 것 0
--- 기타

11 91 ---- TRQ내(Q. No. 6)* 150.00
-- 기타

19 10 --- 멧돼지의 것 0
--- 기타

19 91 ---- TRQ내(Q. No. 6)* 150.00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
한 것에 한한다)
- 분상 · 입상 또는 기타 고체 상태의 것으로서 지방
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이하인 것
--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 밀크

21 11 ---- TRQ내 수입(Q.No. 7)* 25.00

0407.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처리 또
는 조리한 것에 한한다)

00 10 - TRQ내(Q. No. 9)* 47.00

0408.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항(신선한 것, 건
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 또는 기타의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하며, 설탕 기
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기타
-- 건조한 것

ex 91 10 --- TRQ내(Q. No. 10)*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39.00

-- 기타
ex 99 10 --- TRQ내(Q. No. 11)*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1.00

0409.0000 천연꿀 19.00

0410.0000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0

0504. 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 · 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
는 단편(신선 · 냉장 · 냉동 · 염장 · 염수장 · 건조 또
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00 10 - 추위(皺胃) 0
- 기타 위(제0101호 내지 제0104호에 해당한다)와
양(소의 위장)

00 39 -- 기타                   0.50
00 90 - 기타 0

0506.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조제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산
처리 또는 탈교한 것]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10 00 - 골소와 뼈(산처리한 것에 한한다) 0
90 00 - 기타 0



세 번 상품 설명
적용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MFN
마이너스 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1 2 3 4

0511.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 소의 정액 스위스프랑/단위당 스위스프랑/단위당

 10 10 -- TRQ내(Q. No. 12)* 0

- 기타 스위스프랑/100kg 스위스프랑/100kg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의 생산품 및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91 90 --- 기타 0
-- 기타

 99 90 --- 기타 0

0601. 인경 · 괴경 · 괴근 · 구경 및 근경으로서 휴면상태의
것, 경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붙어 있는 것
과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제1212호의 뿌리를 제외
한다)
- 인경 · 괴경 · 괴근 · 구경 및 근경으로서 휴면상태의 것

10 10 -- 튜립의 것                 17.00
10 90 -- 기타 0

- 인경 · 괴경 · 괴근 · 구경 및 근경으로서 경엽이 성
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붙어 있는 것과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

20 10 -- 치커리의 것                   1.40
20 20 -- 흙이 부착된 것(통이나 항아리에 들어있는 것으

로 튜립과 치커리의 것은 제외한다)
0

-- 기타
20 91 --- 꽃봉오리가 붙어 있는 것 또는 꽃이 붙어 있는 것 0
20 99 --- 기타 0

0602. 기타의 산 식물(뿌리를 포함한다) · 삽수 · 접수 및
버섯의 종균

10 00 - 뿌리가 없는 삽수 · 접수 0
-- 수목 및 관목(식용의 과실 또는 견과류의 것으로
써 접목한 것인지를 불문한다)
-- 기타

40 91 --- 나근의 것 3.80
40 99 --- 기타 3.80

- 기타
-- 유용식물의 묘목(씨와 접순에서 자란 것)과 버섯
의 종균

90 11 --- 채소 묘목 및 롤잔디                   1.40
90 12 --- 버섯의 종균                   0.20
90 19 --- 기타                   5.20

-- 기타
90 91 --- 나근의 것 18.00
90 99 --- 기타 4.60

0603. 절화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 ·  염색 · 표백 기
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
합한 것에 한한다)
- 신선한 것
-- 5월 1일 부터 10월 25일 까지
--- 카네이션

10 31 ---- TRQ내(Q. No. 13)* 0
--- 장미

10 41 ---- TRQ내(Q. No. 13)* 0
--- 기타
---- TRQ내(Q. No. 13)*

10 51 ----- 목질식물의 것 20.00



세 번 상품 설명
적용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MFN
마이너스 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1 2 3 4

10 59 ----- 기타 20.00
-- 10월 26일 부터 4월 30일까지

10 72 --- 장미 0
- 기타

90 10 -- 건조(천연의 것) 0
90 90 -- 기타(표백, 염색 등을 한 것) 0

0604. 식물의 잎 · 가지 및 기타의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
는 것에 한한다)과 풀 · 이끼 및 지의(신선한 것과 건
조 · 염색 · 표백 · 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
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이끼와 지의

10 10 -- 신선한 것 또는 건조 이상으로 더 조제하지 않은 것 0
10 90 -- 기타 0

- 기타
-- 신선한 것
--- 목질식물의 것

91 11 ---- 크리스마스 트리용 0
91 19 ---- 기타                   5.00
91 90 --- 기타 0

-- 기타
99 10 --- 신선한 것 또는 건조 이상으로 더 조제하지 않은 것 0
99 90 --- 기타(표백, 염색 등을 한 것) 0

0701. 감자(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종자용

10 10 -- TRQ내 수입(Q. No. 14)*                   1.40
- 기타

90 10 -- TRQ내 수입(Q. No. 14)*                   3.00

0702.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방울 토마토의 것

00 10 -- 10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0
- 플럼 토마토의 것

00 20 -- 10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0
- 기타 토마토의 것(지름  80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비프 토마토에 한한다)

00 30 -- 10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0
- 기타

00 90 -- 10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0

0703. 양파 · 쪽파 · 마늘 · 리크와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양파와 쪽파
-- 양파

10 11 ---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0
--- 7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10 13 ---- TRQ내(Q. No. 15)* 0
-- 기타 양파와 쪽파
--- 파

10 20 ---- 10월 3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0
----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적용한다

10 21 ----- TRQ내(Q. No. 15)* 0
--- 편편형 백색양파 (지름 3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10 30 ---- 10월 3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0
----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적용한다

10 31 ----- TRQ내(Q. No. 15)* 0
--- 달래

10 40 ---- 5월 16일부터 5월 29일까지 적용한다 0



세 번 상품 설명
적용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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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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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 5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적용한다
10 41 ----- TRQ내(Q. No. 15)* 0

--- 기타 양파(지름 70밀리미터 이상의 것에 한한다)

10 50 ---- 5월 16일부터 5월 29일까지 적용한다 0
---- 5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적용한다

10 51 ----- TRQ내(Q. No. 15)* 0
--- 양파(지름 70밀리미터 이하의 것으로 적색 또는
백색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07031030호 및 제
07031039호는 제외한다)

10 60 ---- 5월 16일부터 5월 29일까지 적용한다 0
---- 5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적용한다

10 61 ----- TRQ내(Q. No. 15)* 0
--- 기타 양파

10 70 ---- 5월 16일부터 5월 29일까지 적용한다 0
---- 5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적용한다

10 71 ----- TRQ내(Q. No. 15)* 0
10 80 --- 쪽파 0
20 00 - 마늘 0

- 리크와 기타 파속의 채소
-- 리크(절단했을 때 녹색부분이 줄기의 최대 1/6을
차지하는 것으로 소포장 한 것)

90 10 --- 2월 16일부터 2월 말까지 적용한다 5.00
--- 3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적용한다

90 11 ---- TRQ내(Q. No. 15)* 5.00
-- 기타 리크

90 20 --- 2월 16일부터 2월 말까지 적용한다 5.00
--- 3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적용한다

90 21 ---- TRQ내(Q. No. 15)* 5.00
90 90 --기타 5.00

0704. 양배추 · 꽃양배추 · 구경양배추 · 케일 기타 이와 유
사한 식용의 배추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꽃양배추 및 결구된 브로콜리
- 시몬

10 10 ---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0
---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적용한다

10 11 ---- TRQ내(Q. No. 15)* 0
-- 로마네스코

10 20 ---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0
---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적용한다

10 21 ---- TRQ내(Q. No. 15)* 0
-- 기타

10 90 ---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0
---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적용한다

10 91 ---- TRQ내(Q. No. 15)* 0
- 방울다다기 양배추

20 10 -- 2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적용한다 5.00
-- 9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0 11 --- TRQ내(Q. No. 15)* 5.00
- 기타
-- 적 양배추

90 11 --- 5월 16일부터 5월 29일까지 적용한다 0
--- 5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적용한다

90 18 ---- TRQ내(Q. No. 15)* 0
-- 흰 양배추

90 20 --- 5월 2일부터 5월 14일까지 적용한다 0
--- 5월 15일부터 5월 1일까지 적용한다

90 21 ---- TRQ내(Q. No. 15)* 0
-- 윈터 사보이 양배추

90 30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0



세 번 상품 설명
적용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MFN
마이너스 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1 2 3 4

--- 4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적용한다
90 31 ---- TRQ내(Q. No. 15)* 0

-- 사보이 양배추
90 40 --- 5월 11일부터 5월 24일까지 적용한다 0

--- 5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적용한다
90 41 ---- TRQ내(Q. No. 15)* 0

-- 스프라우팅 브로콜리
90 50 ---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0

---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적용한다
90 51 ---- TRQ내(Q. No. 15)* 0

-- 배추
90 60 --- 3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적용한다 5.00

--- 4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적용한다
90 61 ---- TRQ내(Q. No. 15)* 5.00

-- 청경채
90 63 --- 3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적용한다 5.00

--- 4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적용한다
90 64 ---- TRQ내(Q. No. 15)* 5.00

-- 구경양배추
90 70 --- 12월 16일부터 3월 14일까지 적용한다 5.00

--- 3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적용한다
90 71 ---- TRQ내(Q. No. 15)* 5.00

-- 케일
90 80 --- 5월 11일부터 5월 24일까지 적용한다 5.00

--- 5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적용한다
90 81 ---- TRQ내(Q. No. 15)* 5.00
90 90 -- 기타 5.00

0705. 상추(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리(시커기럼속)(신선 또
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상추
-- 결구상추
--- 아이스버그상추(겉잎을 제외한 것)

11 11 ----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적용한다 3.50
----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11 18 ----- TRQ내(Q. No. 15)* 3.50
--- 바타비아 및 기타 아이스버그상추

11 20 ----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적용한다 3.50
----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11 21 ----- TRQ내(Q. No. 15)* 3.50
- 기타

11 91 ---- 12월 11일부터 2월 말까지 적용한다 5.00
---- 3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적용한다

11 98 ----- TRQ내(Q. No. 15)* 5.00
-- 기타
--- 코스 레터스

19 10 ---- 12월 21일부터 2월 말까지 적용한다 5.00
---- 3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적용한다

19 11 ----- TRQ내(Q. No. 15)* 5.00
--- 컷앤컴어겐 상추
---- 오크리프

19 20 ----- 12월21일부터 2월 말까지 적용한다 5.00
----- 3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적용한다

19 21 ------ TRQ내(Q. No. 15)* 5.00
---- 레드롤로

19 30 -----12월21일부터 2월 말까지 적용한다 5.00
-----3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적용한다

19 31 ------ TRQ내(Q. No. 15)* 5.00
---- 기타 롤로

19 40 ----- 12월21일부터 2월 말까지 적용한다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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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적용한다
19 41 ------ TRQ내(Q. No. 15)* 5.00

---- 기타
19 50 ----- 12월21일부터 2월 말까지 적용한다 5.00

----- 3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적용한다
19 51 ------ TRQ내(Q. No. 15)* 5.00

--- 기타
19 90 ---- 12월 21일부터 2월 14일까지 적용한다 5.00

---- 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적용한다
19 91 ----- TRQ내(Q. No. 15)* 5.00

- 치커리
-- 위트루우프치커리(시코리엄-인티버스변종, 포이
로섬)

21 10 --- 5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용한다 3.50
--- 10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적용한다

21 11 ---- TRQ내(Q. No. 15)* 3.50

0706. 당근 · 순무 · 샐러드용 사탕무뿌리 · 선모 · 세러리아
크 · 무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
장한 것에 한한다)
- 당근과 순무
-- 당근과 순무
--- 묶음 포장

10 10 ---- 5월 11일부터 5월 24일까지 적용한다 2.00
---- 5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적용한다

10 11 ----- TRQ내(Q. No. 15)* 2.00
--- 기타

10 20 ---- 5월 11일부터 5월 24일까지 적용한다 2.00
---- 5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적용한다

10 21 ----- TRQ내(Q. No. 15)* 2.00
-- 순무

10 30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00
--- 2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적용한다

10 31 ---- TRQ내(Q. No. 15)* 2.00
- 기타
-- 샐러드용 사탕무뿌리

90 11 --- 6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적용한다 2.00
--- 6월 30일부터 6월 15일까지 적용한다

90 18 ---- TRQ내(Q. No. 15)* 2.00
-- 선모(仙茅)

90 21 --- 5월 16일부터 9월 14일까지 적용한다 3.50
--- 9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적용한다

90 28 ---- TRQ내(Q. No. 15)* 3.50
-- 셀러리악
--- 수프 셀러리악(잎이 달려 있으며 뿌리 지름이 7
센티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90 30 ---- 1월 1일부터 1월 14일까지 적용한다 5.00
---- 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90 31 ----- TRQ내(Q. No. 15)* 5.00
--- 기타

90 40 ---- 6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적용한다 5.00
---- 6월 30일부터 6월 15일까지 적용한다

90 41 ----- TRQ내(Q. No. 15)* 5.00
-- 무(겨자무는 제외한다)

90 50 --- 1월 16일부터 2월 말까지 적용한다 5.00
--- 3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적용한다

90 51 ---- TRQ내(Q. No. 15)* 5.00
-- 작은 무

90 60 --- 1월 11일부터 2월 9일까지 적용한다 5.00
--- 2월 10일부터 1월 10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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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61 ---- TRQ내(Q. No. 15)* 5.00
90 90 -- 기타 5.00

0707. 오이류(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오이
-- 샐러드 오이

00 10 --- 10월 21일부터 4월 14일까지 적용한다 5.00
--- 4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적용한다

00 11 ---- TRQ내(Q. No. 15)* 5.00
-- 노스트라니 또는 슬라이서 오이

00 20 --- 10월 21일부터 4월 14일까지 적용한다 5.00
--- 4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적용한다

00 21 ---- TRQ내(Q. No. 15)* 5.00
-- 저장처리용 오이(6센티미터 이상, 12센티미터 이
하인 것)

00 30 --- 10월 21일부터 4월 14일까지 적용한다 5.00
--- 4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적용한다

00 31 ---- TRQ내(Q. No. 15)* 5.00
-- 기타 오이

00 40 --- 10월 21일부터 4월 14일까지 적용한다 5.00
--- 4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적용한다

00 41 ---- TRQ내(Q. No. 15)* 5.00
00 50 - 작은 오이 3.50

0708. 채두류(꼬투리 유모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냉장한 것
에 한한다)
- 완두
-- 깍지 완두

10 10 --- 8월 16일부터 5월 19일까지 적용한다 0
--- 5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적용한다

10 11 ---- TRQ내(Q. No. 15)* 5.00
-- 기타

10 20 --- 8월 16일부터 5월 19일까지 적용한다 0
--- 5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적용한다

10 21 ---- TRQ내(Q. No. 15)* 5.00
- 콩(비그나종 · 파세러스종)

20 10 -- 콩(탈각이 필요한 것) 0
-- 작두콩

20 21 --- 11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적용한다 0
--- 6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적용한다

20 28 ---- TRQ내(Q. No. 15)* 0
-- 아스파라거스콩 또는

20 31 --- 11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적용한다 0
--- 6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적용한다

20 38 ---- TRQ내(Q. No. 15)* 0
-- 스트링빈(엑스트라 파인으로 500/kg 이상인 것
에 한한다)

20 41 --- 11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적용한다 0
--- 6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적용한다

20 48 ---- TRQ내(Q. No. 15)* 0
-- 기타

20 91 --- 11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적용한다 0
--- 6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적용한다

20 98 ---- TRQ내(Q. No. 15)* 0
- 기타 채두류
-- 기타
--- 식용에 적합한 것

90 80 ---- 1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적용한다 0
----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적용한다

90 81 ----- TRQ내(Q. No. 15)*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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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90 --- 기타 0

0709.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구상(球狀)의 양엉겅퀴

10 10 -- 1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적용한다 0
--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적용한다

10 11 --- TRQ내(Q. No. 15)* 5.00
- 아스파라거스
-- 그린 아스파라거스

20 10 --- 6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0
---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적용한다

20 11 ---- TRQ내(Q. No. 15)* 0
20 90 -- 기타 2.50

- 가지(에그플랜트)
30 10 -- 10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적용한다 0

-- 6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적용한다
30 11 --- TRQ내(Q. No. 15)* 5.00

- 샐러리(미나리의 속)(샐러리악은 제외한다)
-- 그린 샐러리

40 10 ---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5.00
---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40 11 ----TRQ내(Q. No. 15)* 5.00
-- 표백 샐러리

40 20 ---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5.00
---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40 21 ---- TRQ내(Q. No. 15)* 5.00
-- 기타

40 90 --- 1월 1일부터 1월 14일까지 적용한다 5.00
--- 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40 91 ---- TRQ내(Q. No. 15)* 5.00
- 버섯과 송로

51 00 --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0
52 00 -- 송로 0
59 00 -- 기타 0

- 고추류(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 단고추

60 11 ---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0
60 90 -- 기타 0

- 시금치류
-- 시금치

70 10 --- 12월 16일부터 2월 14일까지 적용한다 5.00
--- 2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적용한다

70 11 ---- TRQ내(Q. No. 15)* 5.00
70 90 -- 기타 3.50

- 기타
-- 파슬리

90 40 --- 1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적용한다 5.00
---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90 41 ---- TRQ내(Q. No. 15)* 5.00
-- 주키니(주키니 꽃을 포함한다)

90 50 --- 10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적용한다 5.00
--- 4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적용한다

90 51 ---- TRQ내(Q. No. 15)* 5.00
90 80 -- 물냉이 및 민들레 3.50

-- 기타
90 99 --- 기타 3.50



세 번 상품 설명
적용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MFN
마이너스 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1 2 3 4

0711.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유황가스 · 염수 · 유황
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처리
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에 한한다)

20 00 - 올리브 0
30 00 - 케이퍼 0
40 00 - 오이류 0

- 버섯과 송로
51 00 --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0
59 00 -- 기타 0

ex 90 00 - 양파, 아스파라거스 콩(비그나종), 완두 및 채소류
의 혼합물[감자, 양파 및 고추류(캐프시컴속과 피멘
타속의 열매)를 포함하지 않는다]

0

0712.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
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20 00 - 양파 0
- 버섯, 목이버섯(아우리쿨라리아종), 젤리균류(트레
멜라종) 및 송로

31 00 --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0
32 00 -- 목이버섯(아우리쿨라리아종) 0
33 00 -- 젤리균류(트레멜라종) 0
39 00 -- 기타 0

- 기타 채소 및 채소류의 혼합물
-- 감자(절단한 것인지 또는 얇게 썬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하고,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90 21 --- TRQ내 수입(Q. No. 14)* 10.00
-- 기타

ex 90 81 --- 5킬로그램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마늘 및 토마
토를 포함하며 혼합된 것은 제외한다)

0

90 89 --- 기타 14.00

0713.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
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완두(피섬새티범)
-- 원상의 것(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10 19 --- 기타 0
-- 기타

10 99 --- 기타 0
- 이집트 콩(가반조스)
-- 원상의 것(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20 19 --- 기타 0
-- 기타

20 99 --- 기타 0
- 콩(비그나종 · 파세러스종)
-- 녹두(비그나 멍고(L) 헤파 또는 비그나 라디에이
타(L) 월크젝종)
--- 원상의 것(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31 19 ---- 기타 0
--- 기타

31 99 ---- 기타 0
-- 팥(아주기) (파세러스 또는 비그나 앵구라리스)
--- 원상의 것(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32 19 ---- 기타 0
--- 기타

32 99 ---- 기타 0
-- 강낭콩(흰 완두콩을 포함한다)(파세러스 불가리스)

--- 원상의 것(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33 19 ---- 기타 0



세 번 상품 설명
적용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MFN
마이너스 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1 2 3 4

--- 기타
33 99 ---- 기타 0

-- 기타
--- 원상의 것(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39 19 ---- 기타 0
--- 기타

39 99 ---- 기타 0
- 렌즈콩
-- 원상의 것(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40 19 --- 기타 0
-- 기타

40 99 --- 기타 0
- 잠두(비시아 파바변종,  메져) 및 말먹이용의 잠두
(비시아 파바변종, 에퀴나와 비시아 파바변종, 미나)
-- 원상의 것(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 파종용

50 15 ---- 말먹이용의 잠두(비치사 파바변종, 미나) 0
50 18 ---- 기타 0
50 19 --- 기타 0

-- 기타
50 99 --- 기타 0

- 기타
-- 원상의 것(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90 19 --- 기타 0
-- 기타

90 99 --- 기타 0

0714. 매니옥 · 칡뿌리 · 살렙 · 국아 · 고구마 기타 이와 유
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 · 괴경(자
르거나 펠리트 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
며, 신선 · 냉장 · 냉동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및
사고야자의 수
- 매니옥(카사바)

10 90 -- 기타 0
- 고구마

20 90 -- 기타 0
- 기타

90 90 -- 기타 0

0801. 코코넛 · 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 코코넛

11 00 -- 말린 것 0
19 00 -- 기타 0

- 브라질넛
21 00 -- 탈각하지 아니한 것 0
22 00 -- 탈각한 것 0

- 캐슈넛
31 00 -- 탈각하지 아니한 것 0
32 00 -- 탈각한 것 0

0802.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관세의 목적상, "열대과실" 및 "열대 견과류"의 표현은 akees, annonacea, soursops, cherimoyas, custard
apples (bullock's-hearts), sweetsops, pawpaws, avodados, bilimbis, star apples caramolas, cempedaks
(Artocarpus champeden) , durians, feijoas, prickly pears, breadfruit, jackfruit, guavas, granadillas
(passion fruit), rose apples, jujubes, litchis, rambutans, macadamia nuts, mammeas, mangoes,
mangosteens, loquats, coconuts, Brazil nuts, cashew nuts, areca nuts, cola nuts, papays, anchovy pears
(Grias cauliflora ) genips (Melicocca bijugata ), sapotes, spondias 그리고 tamarinds를  의미하는 것으로 취



세 번 상품 설명
적용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MFN
마이너스 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1 2 3 4

- 아몬드
11 00 -- 탈각하지 아니한 것 0
12 00 -- 탈각한 것 0

- 호도
-- 탈각하지 아니한 것

31 90 --- 기타 0
-- 탈각한 것

32 90 --- 기타 0
40 00 - 밤 0
50 00 - 피스타치오 0

- 기타
90 10 -- 열대 과실 및 열대 견과류 0
90 90 -- 기타 0

0804. 대추야자 · 무화과 · 파인애플 · 애버카도우 · 과아버
· 맹고 및 맹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10 00 - 대추야자 0
- 무화과

20 10 -- 신선한 것 0
20 20 -- 건조한 것 0
30 00 - 파인애플 0
40 00 - 애버카도우 0
50 00 - 과아버 · 맹고 및 맹고스틴 0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10 00 - 오렌지 2.00
20 00 - 맨더린(탄제린 및 세트수머를 포함한다) · 클레멘

타이 · 월킹  및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2.00

40 00 - 그레이프프루트 0
50 00 - 레몬(시트리스리몬 · 시트리스 리머늄)과 라임(시

트리스 오란티폴리아 · 시트리스 라티폴리아)
0

90 00 - 기타 0

0806. 포도(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20 00 - 건조한 것 0

0807.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우(파파야)(신선한 것
에 한한다)
- 멜론(수박을 포함한다)

11 00 -- 수박 0
19 00 -- 기타 0
20 00 - 포포우(파파야) 0

0808. 사과 · 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에 한한다)
- 사과
-- 사과주 및 증류용 사과

10 11 --- TRQ내 수입(Q. No. 20)*                   2.00
-- 기타 사과
--- 비밀폐 포장한것

10 21 ----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적용한다                   2.00
---- 7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적용한다

10 22 ----- TRQ내(Q. No. 17)*                   2.00
--- 기타 포장한 것

10 31 ----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적용한다                   2.50
---- 7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적용한다

10 32 ----- TRQ내(Q. No. 17)*                   2.50
- 배 및 마르멜로
-- 배주 및 증류용

20 11 --- TRQ내 수입(Q. No. 20)*                   2.00
-- 기타 배 및 마르멜로



세 번 상품 설명
적용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MFN
마이너스 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1 2 3 4

--- 비밀폐 포장한것
20 21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2.00

---- 7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0 22 ----- TRQ내(Q. No. 17)*                   2.00

--- 기타 포장한 것
20 31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2.50

---- 7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0 32 ----- TRQ내(Q. No. 17)*                   2.50

0809. 살구 · 버찌 · 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 · 자두 및
슬로우(신선한 것에 한한다)
살구
- 비밀폐 포장한것

10 11 --- 9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3.00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적용한다

10 18 ---- TRQ내(Q. No. 18)*                   3.00
-- 기타 포장한 것

10 91 --- 9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5.00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적용한다

10 98 ---- TRQ내(Q. No. 18)*                   5.00
- 버찌

20 10 -- 9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적용한다                   3.00
-- 5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0 11 --- TRQ내(Q. No. 18)*                   3.00
- 자두와 슬로우
-- 비밀폐 포장한것
--- 자두

40 12 ---- 10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3.00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용한다

40 13 ----- TRQ내(Q. No. 18)*                   3.00
40 15 --- 슬로우                   3.00

-- 기타 포장한 것
--- 자두

40 92 ---- 10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10.00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용한다

40 93 ----- TRQ내(Q. No. 18)*                 10.00
40 95 --- 슬로우                 10.00

0810. 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 초본류 딸기

10 10 -- 9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적용한다 0
-- 5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적용한다

10 11 --- TRQ내(Q. No. 19)* 0
- 나무딸기 · 검은나무딸기 · 오디 · 로간베리
-- 나무딸기

20 10 --- 9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적용한다 0
--- 6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적용한다

20 11 ---- TRQ내(Q. No. 19)* 0
-- 검은나무딸기

20 20 --- 1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0
20 21 --- TRQ내 (Q. No. 19)*(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

지 적용한다)
0

20 30 -- 오디 및 로간베리 0
- 흑색 · 백색 또는 적색의 커런트와 구즈베리
-- 흑색 · 백색 또는 적색의 커런트

30 10 --- 9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적용한다                   5.00
---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적용한다

30 11 ---- TRQ내 (Q. No. 19)*                   5.00
30 20 -- 구즈베리                   5.00
40 00 - 크랜베리 · 빌베리와 기타 박시니엄종의 과실 0



세 번 상품 설명
적용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MFN
마이너스 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1 2 3 4

50 00 - 키위프루트 0
60 00 - 두리언 0

- 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90 92 -- 열대 과실 및 열대 견과류 0
90 99 -- 기타 0

0811.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
에 삶거나 찐 것에 한하며,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참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0 00 - 초본류 딸기 15.50
- 나무딸기 · 검은나무딸기 · 오디 · 로간베리와 흑색
· 백색 또는 적색의 커런트와 구즈베리

20 10 -- 나무딸기(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26.00
20 90 -- 기타 15.50

- 기타
90 10 -- 빌베리 0

-- 열대 과실 및 열대 견과류
90 21 --- 카람볼라 0
90 29 --- 기타 0
90 90 -- 기타 0

0812. 일시 저장처리한 과실과 견과류(이산화유황가스 · 염
수 · 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처
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기타

90 10 -- 열대 견과류 0
ex90 80 -- 기타(딸기는 제외한다) 3.50

0813. 건조한 과실(제0801호 내지 제0806호에 해단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
의 혼합물
- 프룬

20 10 -- 원상의 것 0
20 90 -- 기타 0

- 기타 과실
-- 배

40 19 --- 기타 0
-- 기타
--- 기타 핵과류(원상의 것)

40 89 ---- 기타 0
--- 기타

ex 40 99 ---- 감 0
ex 40 99 ---- 기타(열대 과실에 한한다) 2.00

-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 견과류의 것(제0801호 또는 제0802호에의 것에
한한다)
--- 아몬드 또는 호두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
의 50을 초과하는  것

ex 50 19 ---- 기타(열대 과실에 한한다) 1.00
--- 기타

ex 50 29 ---- 기타(열대 과실에 한한다) 1.00

0814.0000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
선, 냉동, 건조 또는 염수 · 유황수 기타의 저장용액
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에 한한다)

0

0903.0000 마태 0



세 번 상품 설명
적용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MFN
마이너스 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1 2 3 4

0904. 후추(파이퍼속의 것) 및 고추류(건조, 파쇄 또는 분
쇄한 캐퍼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 후추

11 00 --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것 0
12 00 -- 파쇄 또는 분쇄한 것 0

- 고추류(건조, 파쇄 또는 분쇄한 고추류(캐프시컴속
과 피멘타속의 열매)

20 10 -- 가공하지 아니한 것 0
20 90 -- 기타 0

0905.0000 바닐라두 0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10 00 -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것 0
20 00 - 파쇄 또는 분쇄한 것 0

0907.0000 정향(과실 · 꽃 및 화경에 한한다) 0

0908. 육두구 · 메이스 및 소두구
- 육두구

 10 10 -- 가공하지 아니한 것 0
 10 90 -- 기타 0

- 메이스
 20 10 -- 가공하지 아니한 것 0
 20 90 -- 기타 0

- 소두구(백두구)
 30 10 -- 가공하지 아니한 것 0
 30 90 -- 기타 0

0909. 아니스 · 대회향 · 회향 · 코리앤더 · 커민 또는 캐러
웨이의 씨와 주니퍼의 열매

10 00 - 아니스 또는 대회향의 씨 0
20 00 - 코리앤더의 씨 0
30 00 - 커민의 씨 0
40 00 - 캐러웨이의 씨 0
50 00 - 회향의 씨와 주니퍼의 열매 0

0910. 생강 · 샤프란 · 심황(강황) · 타임 · 월계수의 잎 · 카
레 및 기타 향신료

10 00 - 생강 0
20 00 - 샤프란 0
30 00 - 심황(강황) 0
40 00 - 타임 및 월계수의 잎 0
50 00 - 카레 0

- 기타 향신료
91 00 -- 혼합물(제9류 주1 "나"에 규정한 것) 0
99 00 -- 기타 0

1001. 밀과 메슬린
- 기타
-- 기타
--- 변성한 것

90 90 ---- 기타 0

1002. 호밀
- 기타
-- 변성한 것

00 90 --- 기타 0

1003. 보리



세 번 상품 설명
적용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MFN
마이너스 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1 2 3 4

- 기타
00 90 -- 기타 0

1004. 귀리
- 기타

00 90 -- 기타 0

1005. 옥수수
- 기타
-- 기타

90 90 --- 기타 0

1006. 쌀(벼를 포함한다)
- 벼

10 90 -- 기타 0
- 현미

20 90 -- 기타 0

1007. 수수
- 기타

00 90 -- 기타 0

1008. 메밀 · 조 또는 카나리시드 및 기타의 곡물
- 메밀
-- 기타

10 90 --- 기타 0
- 밀리트
-- 기타

20 90 --- 기타 0
- 카나리시드
-- 기타

30 90 --- 기타 0
- 기타 곡물
-- 라이밀
--- 기타
--- 변성한 것

90 39 ----- 기타 0
- 기타
-- 기타
--- 기타
---- 식용에 적합한 것

90 52 ----- 야생쌀 0
90 99 ---- 기타 0

1101.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 변성한 것

00 39 -- 기타 0

1102.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한다)
- 호밀가루
-- 변성한 것

10 39 --- 기타 0
- 옥수수가루
-- 변성한 것

20 29 --- 기타 0
- 기타
-- 라이밀가루
--- 변성한 것

90 19 ---- 기타 0
-- 기타



세 번 상품 설명
적용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MFN
마이너스 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1 2 3 4

--- 변성한 것
90 39 ---- 기타 0

1106.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 · 뿌리 또는 괴
경(제0714호)과 제8류 물품의 분 · 조분과 분말
- 사고 · 뿌리 또는 괴경의 것(제0714호의 것)

20 90 -- 기타 0
- 제8류 물품의 것

30 90 -- 기타 0

1108. 전분과 이눌린
- 전분
-- 밀의 것

11 90 --- 기타 0
-- 옥수수의 것

12 90 --- 기타 0
-- 감자의 것

13 90 --- 기타 0
-- 매니옥(카사바)의 것

14 90 --- 기타 0
-- 기타의 것
--- 쌀의 것

19 19 ---- 기타 0
--- 기타

19 99 ---- 기타 0
- 이눌린

20 90 -- 기타 0

1202. 낙화생(볶거나 조리한 것을 제외하며, 탈각 또는 파
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탈각하지 아니한 것
-- 기타

10 91 --- 식용에 적합한 것 0
10 99 --- 기타                   0.10

- 탈각한 것(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분물한다)
-- 기타

20 91 --- 식용에 적합한 것 0
20 99 --- 기타                   0.10

1204. 아마인(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기타

00 91 -- 공업 용도의 것 0

1205.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저에루크산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
-- 유채(레이프)씨
--- 기타

10 31 ---- 식용에 적합한 것                   0.10
10 39 ---- 기타                   0.10

-- 유채(콜자)씨
--- 기타

10 61 ---- 식용에 적합한 것                   0.10
10 69 ---- 기타                   0.10

- 기타
-- 유채(레이프)씨
--- 기타

90 31 ---- 식용에 적합한 것                   0.10
90 39 ---- 기타                   0.10

-- 유채(콜자)씨



세 번 상품 설명
적용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MFN
마이너스 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1 2 3 4

--- 기타
90 61 ---- 식용에 적합한 것                   0.10
90 69 ---- 기타                   0.10

1206. 해바라기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씨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것
-- 기타

00 31 --- 식용에 적합한 것                   0.10
00 39 --- 기타                   0.10

- 씨 껍질이 벗겨진 것
-- 기타

00 61 --- 식용에 적합한 것                   0.10
00 69 --- 기타                   0.10

1207.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쇄한 것인지의
여유를 불문한다)
- 팜넛과 핵
-- 기타

10 91 --- 식용에 적합한 것 0.10               
10 99 --- 0.10               

- 면실
-- 기타

20 91 --- 식용에 적합한 것 0.10               
20 99 --- 기타 0.10               

- 피마자
-- 기타

30 91 --- 식용에 적합한 것 0.10               
30 99 --- 기타 0.10               

- 참깨
- 기타

40 91 --- 식용에 적합한 것 0.10               
40 99 --- 기타 0.10               

- 겨자씨
-- 기타

50 91 --- 식용에 적합한 것 0.10               
50 99 --- 기타 0.10               

- 잇꽃씨
-- 기타

60 91 --- 식용에 적합한 것 0.10               
60 99 --- 기타 0.10               

- 기타
-- 양귀비씨
--- 기타

91 18 ---- 식용에 적합한 것 0.10               
91 19 ---- 기타 0.10               

-- 기타
--- 시어넛(캐리트넛)
---- 기타

99 27 ----- 식용에 적합한 것 0.10               
99 29 ----- 기타 0.10               

-- 기타
--- 기타

99 98 ---- 식용에 적합한 것 0.10               
99 99 ---- 기타 0.10               

1208.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겨자의 분
과 조분을 제외한다)
- 대두의 것

10 90 -- 기타 0
- 기타



세 번 상품 설명
적용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MFN
마이너스 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1 2 3 4

90 90 -- 기타 0

1209. 파종용의 종자 · 과실 및 포자
- 사탕무 종자

10 90 -- 기타 0
- 사료용 식물의 종자

21 00 -- 루산(알팔파) 종자 0
22 00 -- 클로버(트리폴리엄속) 종자 0
23 00 -- 페스큐 종자 0
24 00 -- 켄터키블루그래스(포아프래텐시스) 종자 0
25 00 -- 라이그래스 종자(로오리엄 멀티플로럼 램 · 로오

리엄 페레네)
0

26 00 -- 티모디그래스 종자 0
-- 기타
--- 살갈퀴 및 루핀의 종자

29 19 ---- 기타 0
29 80 --- 오리새, 황메귀리, 개나래새, 브롬그래스 또는

이와 유사한 종자
0

29 90 --- 기타 0
30 00 - 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 0

- 기타
91 00 -- 채소 종자 0

-- 기타
--- 기타

99 99 ---- 기타 0

1210. 호프(신선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 분말상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루플
린

10 00 - 호프(분쇄한 것, 분상 또는 펠리트 상의 것을 제외한다) 0
20 00 - 호프(분쇄한 것, 분상 또는 펠리트 상의 것에 한한

다)와 루플린
0

1211. 주로 향신료 · 의료용 · 살충용 · 살균용 기타 이와 유
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
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0 00 - 감초 0
20 00 - 인삼 0
30 00 - 코카잎 0
40 00 - 양귀비줄기 0
90 90 - 기타 0

1212. 로우커스트두, 해조류와 기타 조료, 사탕무와 사탕수
수(신선 · 냉장 · 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
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주로 식용에 적
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아니한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 변종의 치커리 뿌리를 포
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로우커스트두(로우커스트두 씨를 포함한다)

10 10 -- 로우커스트두 씨 0
-- 기타

10 99 --- 기타 0
- 해초류와 기타 조류

20 90 -- 기타 0
30 00 - 살구 · 복숭아 또는 자두의 핵 0

- 기타
-- 사탕무

91 90 --- 기타 0



세 번 상품 설명
적용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MFN
마이너스 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1 2 3 4

-- 기타
--- 치커리 뿌리(건조한 것에 한한다)

99 19 ---- 기타 0
--- 기타

99 98 ---- 기타 0

1213.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절
단 · 분쇄 · 압착 또는 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

00 10 - 기타(공업 용도의 것) 0

1214. 스위드 · 맹골드 · 사료용의 근채류 · 건초 · 루우산
(알팔파) · 클로버 · 샌포인 · 케일 · 루핀 · 베치 및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레트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루우산(알팔파)의 조분과 펠레트

10 90 -- 기타 0
- 기타

90 90 -- 기타 0

1301. 락과 천연 검 · 수지 · 검수지 및 올레오레진(예:발
삼)

 10 00 - 락 0
 20 00 - 아라비아 검 0

- 기타
90 10 -- 천연 발삼 0
90 90 -- 기타 0

1302.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
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 ·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식물성 수액과 엑스
-- 기타

ex 19 00 --- 기타(식물성 엑스의 혼합물과 기타 약용의 것을
제외하고 음료제조용, 식품 조제품 또는 바닐라 올레
오레진의 것에 한한다)

0

1505. 울그리스와 이로부터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을 포
함한다)
- 조상의 울그리스

00 19 -- 기타 0
- 기타

00 99 -- 기타 0

1506. 기타의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
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기타

ex 00 91 -- 탱크나 금속 드럼통에 넣은 것(공업 용도의 것) 0
ex 00 99 -- 기타(공업 용도의 것) 0

1508.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
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조유

ex 10 90 -- 기타(공업 용도의 것) 0
- 기타
-- 분획물(낙화생유보다 융점(融點) 높은 것에 한한다)

ex 90 18 --- 금속 탱크나 금속 드럼통에 넣은 것(공업 용도 0
ex 90 19 --- 기타(공업 용도의 것) 0

-- 기타
--- 기타



세 번 상품 설명
적용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MFN
마이너스 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1 2 3 4

ex 90 98 ---- 금속 탱크나 금속 드럼통에 넣은 것(공업 용도
의 것)

0  

ex 90 99 ---- 기타(공업 용도의 것) 0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
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버어진
-- 기타

10 91 --- 2리터이하의 유리용기에 넣은 것                 40.60
10 99 --- 기타                 57.30

- 기타
-- 기타

90 91 --- 2리터이하의 유리용기에 넣은 것                 40.60
90 99 --- 기타                 57.30

1510. 기타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어진 것으
로서,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
한 것을 제외하고, 이들의 유 또는 그 분획물이 제
1509호의 유 또는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
다)
- 기타

ex 00 91 -- 크루드(공업 용도의 것) 0
ex 00 99 -- 기타(공업 용도의 것) 0

1511.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
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조유

ex 10 90 -- 기타(공업 용도의 것) 0
- 기타
-- 분획물(팜유보다 융점(融點) 높은 것에 한한다)
--- 기타

ex 90 18 ---- 금속 탱크나 금속 드럼통에 넣은 것(공업 용도
의 것)

0  

ex 90 19 ---- 기타(공업 용도의 것) 0
-- 기타
--- 기타

ex 90 98 ---- 금속 탱크나 금속 드럼통에 넣은 것(공업 용도
의 것)

0  

ex 90 99 ---- 기타(공업 용도의 것) 0

1512. 해바라기씨유 · 잇꽃유 또는 면실유 및 그 분획물(정
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공한다)
- 해바라기씨유 또는 잇꽃유와 그 분획물
-- 조유

ex 11 90 --- 기타(공업 용도의 것) 0
-- 기타
--- 분획물(해바라기씨유 또는 잇꽃유보다 융점(融
點) 높은 것에 한한다)
---- 기타

ex 19 18 ----- 탱크나 금속 드럼통에 넣은 것(공업 용도의 것) 0
ex 19 19 ----- 기타(공업 용도의 것) 0

--- 기타
---- 기타

ex 19 98 ----- 탱크나 금속 드럼통에 넣은 것(공업 용도의 것) 0
ex 19 99 ----- 기타(공업 용도의 것) 0

- 면실유와 그 분획물
-- 조유(고시풀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ex 21 90 --- 기타(공업 용도의 것) 0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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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 29 91 ---- 탱크나 금속 드럼통에 넣은 것(공업 용도의 것) 0
ex 29 99 ---- 기타(공업 용도의 것) 0

1513. 야자유,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
한다)
- 야자유와 그 분획물
-- 조유

ex 11 90 --- 기타(공업 용도의 것) 0
-- 기타
--- 분획물(야자유보다 융점(融點) 높은 것에 한한다)

---- 기타
ex 19 18 ----- 탱크나 금속 드럼통에 넣은 것(공업 용도의 것) 0
ex 19 19 ----- 기타(공업 용도의 것) 0

 --- 기타
---- 기타

ex 19 98 ----- 탱크나 금속 드럼통에 넣은 것(공업 용도의 것) 0
ex 19 99 ----- 기타(공업 용도의 것) 0

-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
-- 조유

ex 21 90 --- 기타(공업 용도의 것) 0
-- 기타
--- 분획물(팜핵유 또는 바바수유보다 융점(融點)
높은 것에 한한다)
---- 기타

ex 29 18 ----- 탱크나 금속 드럼통에 넣은 것(공업 용도의 것) 0
ex 29 19 ----- 기타(공업 용도의 것) 0

--- 기타
---- 기타

ex 29 98 ----- 탱크나 금속 드럼통에 넣은 것(공업 용도의 것) 0
ex 29 99 ----- 기타(공업 용도의 것) 0

1514.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또는 겨자유와 그 분
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
한 것을 제외한다)
- 저에루크산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와 그 분
획물
-- 조유

ex 11 90 --- 기타(공업 용도의 것) 0
--기타
--- 분획물(야자유보다 융점(融點) 높은 것에 한한다)

ex 19 91 ---- 탱크나 금속 드럼통에 넣은 것(공업 용도의 것) 0
ex 19 99 ---- 기타(공업 용도의 것) 0

- 기타
-- 조유

ex 91 90 --- 기타(공업 용도의 것) 0
-- 기타
--- 기타

ex 99 91 ---- 탱크나 금속 드럼통에 넣은 것(공업 용도의 것) 0
ex 99 99 ---- 기타(공업 용도의 것) 0

1515.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버유를 포함한다)
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아마인유와 그 분획물
-- 조유

ex 11 90 --- 기타(공업 용도의 것) 0
-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 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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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21 90 --- 기타(공업 용도의 것) 0
-- 기타
--- 기타

ex 29 91 ---- 탱크나 금속 드럼통에 넣은 것(공업 용도의 것) 0
ex 29 99 ---- 기타(공업 용도의 것) 0

-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 기타

ex 30 91 --- 탱크나 금속 드럼통에 넣은 것(공업 용도의 것) 0
ex 30 99 --- 기타(공업 용도의 것) 0

- 동유와 그 분획물
-- 기타

ex 40 91 --- 탱크나 금속 드럼통에 넣은 것(공업 용도의 것) 0
ex 40 99 --- 기타(공업 용도의 것) 0

- 참기름과 그 분획물
-- 기타
-- 조유

ex 50 19 --- 기타(공업 용도의 것) 0
 --- 기타

ex 50 91 ---- 탱크나 금속 드럼통에 넣은 것(공업 용도의 것) 0
ex 50 99 ---- 기타(공업 용도의 것) 0

- 기타
-- 배아유
--- 기타

ex 90 13 ---- 크루드(공업 용도의 것) 0
---- 기타

ex 90 18 ---- 탱크나 금속 드럼통에 넣은 것(공업 용도의 것) 0
ex 90 19 ---- 기타(공업 용도의 것) 0

-- 호호버유과 그 분획물
--- 기타

ex 90 28 ---- 탱크나 금속 드럼통에 넣은 것(공업 용도의 것) 0
ex 90 29 ---- 기타(공업 용도의 것) 0

-- 기타
ex 90 98 --- 탱크나 금속 드럼통에 넣은 것(공업 용도의 것) 0
ex 90 99 --- 기타(공업 용도의 것) 0
ex 90 99 --- 기타(갈레노스 방식으로  짠 들기름) 0

1516.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부
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 것, 리
에스텔화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제
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 기타

ex 20 91 --- 탱크나 금속 드럼통에 넣은 것(공업 용도의 것) 0
ex 20 98 --- 기타(공업 용도의 것) 0
ex 20 98 --- 기타(갈레노스 방식으로  짠 들기름) 0

1518.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끓이거나 산화
· 탈수 · 황화 · 취입 · 진공 또는 불활성 가스하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기타 화학적 변성을 한 것에 한하며,
제1516호의 해당품을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동물성 또
는 식물성 유지 또는 이 류의 다른 유지의 분획물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식물성유

ex 00 19 -- 기타(공업 용도의 것) 0
 - 에폭시화한 대두유

00 89 - 기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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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 · 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제로 한 조제
식료품
- 기타
-- 동물의 것(제0101호 내지 제0104호의 것에 한하
며 멧돼지의 것은 제외한다)

00 21 --- TRQ내 수입 (Q. No. 6)* 110.00
-- 가금류의 것(제0105호의 것에 한한다)

00 31 --- TRQ내 수입 (Q. No. 6)* 60.00
00 49 -- 기타 110.00

1602.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 · 설육 또는 피
- 균질화한 조제품

10 10 --- TRQ내(Q. No. 5)*                 42.50
- 동물간장의 것

20 10 -- 거위간을 기제로 한 것 0
-가금류의 것(제0105호의 것에 한한다)
-- 칠면조의 것

31 10 --- TRQ내(Q. No. 6)*                 25.00
-- 닭의 것

32 10 --- TRQ내 수입 (Q. No. 6)*                 25.00
-- 기타

39 10 --- TRQ내 수입 (Q. No. 6)*                 25.00
- 돼지의 것
--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 통조림(넓적다리살)

41 11 ---- TRQ내(Q. No. 6)*                 52.00

1603.0000 육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의 엑스와 즙

0

1701.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
당(고체상태인 것에 한한다)
- 조당(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것에 한
한다)

11 00 -- 사탕수수당                 22.00
12 00 -- 사탕무당                 22.00

- 기타
-- 기타

ex 99 99 --- 기타(설탕 결정이며 제조하지 않은 것에 한한                 22.00

1702. 기타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 · 맥아당 · 포도
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에 한한다) ·
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
다) ·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 및 캐러멜당
- 단풍당과 단풍당시럽

20 20 -- 시럽 0
- 기타(전화당, 기타당류 및 당시럽을 포함하며, 건
조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고체상태

90 22 ---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 캐러멜당                 25.70
90 23 --- 말토덱스트린                 18.70

1801.0000 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
한다)

0

1802. 코코아의 각 · 피와 기타 코코아 웨이스트
00 90 - 기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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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 과
일 ·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 기타
-- 과실과 견과류

90 11 --- 열대과실과 견과류 0
-- 채소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 기타

ex 90 98 ---- 기타[고추류(캐프시컴속과 피멘타속의 열매)
에 한한다]

17.50

2003.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버섯과 송로(식초 또는 초산으
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10 00 -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0
20 00 - 송로 0
90 00 - 기타 0

20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며, 냉동한 것에 한하고, 제2006
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기타 채소 및 채소의 혼합물
-- 5킬로그램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90 11 --- 아스파라거스 20.60
90 12 --- 올리브 0
90 18 --- 기타 채소 32.50

--- 채소의 혼합물
90 39 ---- 기타 혼합물 32.50

-- 5킬로그램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90 41 --- 아스파라거스 20.60
90 42 --- 올리브 0
90 49 --- 기타 채소 45.50

--- 채소의 혼합물
90 69 ---- 기타 혼합물 45.50

20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며,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
고,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콩(비그나종, 파세러스종)
-- 탈각한 콩

51 90 --- 기타 45.50
- 아스파라거스

60 90 -- 기타 9.80
- 올리브

70 10 -- 5킬로그램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0
70 90 -- 기타 0

- 기타 채소(채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 기타(5킬로그램이상의 용기에 넣은 것)

ex 90 11 --- 기타 채소[고추류(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케이퍼 및 양엉겅퀴을 포함하고 기타 채소를
제외한다]

17.50

--- 채소류의 혼합물
ex 90 39 ---- 기타 채소류의 혼합물[고추류(캐프시컴속 또

는 피멘타속의 열매), 케이퍼 및 양엉겅퀴을 포함하
고 기타 채소를 제외한다]

17.50

-- 기타(5킬로그램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ex 90 40 --- 기타 채소[고추류(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케이퍼 및 양엉겅퀴을 포함하고 기타 채소를
제외한다]

24.50

--- 채소류의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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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90 69 ---- 기타 채소류의 혼합물[고추류(캐프시컴속 또
는 피멘타속의 열매), 케이퍼 및 양엉겅퀴을 포함하
고 기타 채소를 제외한다]

24.50

ex 90 69 ---- 기타 채소류의 혼합물[양념을 하여 발효시킨 배추
또는 무(김치로 불린다)로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

0

2006.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 · 과실 · 견과류 · 과피 및
식물의 기타 부분(드레인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
탕에 절인 것)

00 10 - 열대 과실, 열대 견과류 및 열대 과피 0
ex 00 80 - 기타(감귤류에 한한다) 9.50

2008.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 견과
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
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견과류 · 낙화생 기타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
-- 낙화생

 ex 11 90 --- 기타(낙화생을 제외하며, 볶은것을 포함한다) 0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19 10 --- 열대 과실 및 열대 견과류 0
 19 90 --- 기타 3.50
 20 00 - 파인애플 0

- 감귤류 과실
 30 10 -- 펄프(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50

 80 00 - 딸기 19.50
-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나 제2008.19호의 혼합물을
제외한다)
-- 혼합물

 92 11 --- 열대 과실의 것 0
 92 99 --- 기타 8.00

-- 기타
--- 펄프(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9 11 ---- 열대 과실 및 열대 견과류의 것 0
 99 19 ---- 기타 13.00

--- 기타
---- 기타 과실

 99 96 ----- 열대 과실 0
 99 97 ----- 기타 20.00

2009. 과실쥬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쥬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하며, 발효하지 아니하였
거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오렌지 주스
-- 냉동한 것

ex 11 10 ---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하고 농축한 것 0
ex 11 20 ---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고 농축한 것 35.00

--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
하지 않는 것

ex 12 10 ---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하고 농축한 것 0
ex 12 20 ---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고 농축한 것 35.00

-- 기타
 ex 19 30 ---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하고 농축한 것 0
ex 19 40 ---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고 농축한 것 35.00

- 그레이프프루트쥬스
--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21 20 ---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고 농축한 것 35.00



세 번 상품 설명
적용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MFN
마이너스 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1 2 3 4

-- 기타
29 10 ---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0
29 20 ---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 35.00

- 기타 단일의 감귤류의 주스
--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31 11 ---- 크루드 레몬주스(고정된 것의 여부를 불문한다) 0
-- 기타
---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39 11 ---- 아그로 코또 0
39 19 ---- 기타 6.00

- 파인애플쥬스
--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41 10 ---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0
41 20 ---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 0 -

-- 기타
49 10 ---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0
49 20 ---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 0
50 00 - 토마토쥬스 0

- 포도쥬스(포도즙을 포함한다)
-- 기타

69 10 --- TRQ내 수입 (Q. No. 22) 50.00
- 기타 단일의 과실 및 채소의 주스

80 10 -- 채소쥬스 10.00
-- 기타
---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80 81 ---- 열대 과실의 것 0
---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

80 98 ---- 열대 과실의 것 0
- 혼합쥬스
-- 채소쥬스
--- 이과(梨果)쥬스를 포함한 것

90 11 ---- TRQ내 (Q. No. 21) 16.00
90 29 --- 기타 13.00

-- 기타
--- 기타(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 기타

90 61 ----- 열대 과실을 기제로 한 것 0
90 69 ----- 기타 0

--- 기타(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 기타

90 98 ----- 열대 과실을 기제로 한 것 0
90 99 ----- 기타 0

2204.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알코올로 강하
시킨 포도주를 포함한다) 및 포도즙(제2009호의 것
을 제외한다)

10 00 - 발포성 포도주 65.00
- 기타 포도주와 포도즙(알콜첨가에 의하여 발효를
중지한 것에 한한다)
-- 2리터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21 50 --- 스위트 와인, 스페셜티 및 미스뗄르 7.50
-- 기타

29 50 --- 스위트 와인, 스페셜티 및 미스뗄르 8.00

스위스프랑/리터당 스위스프랑/리터당
30 00 - 기타 포도즙 0

스위스프랑/100kg 스위스프랑/1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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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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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 기타의 발효주(예:사과술 · 배술 · 미드), 따로 분류되
지 아니한 발효주의 혼합물 및 발효주와 비알콜성 음
료와의 혼합물

ex 00 90 - 기타 쌀로 조제한 발효주(청주, 약주, 탁주 및 막걸
리를 포함한다)

0

2301. 육 · 설육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동물의 분 · 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아
니한 것에 한한다)와 수지박
- 육 또는 설육의 분 · 조분 ·펠리트 및 수지박

10 90 -- 기타 0
- 어류 ·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
물의 분 ·조분 및 펠리트

20 90 -- 기타 0

2302. 밀기울 · 미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분물하며, 곡물 또는 채두류의 선별
· 제분 기타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에 한한다)
- 옥수수의 것

10 90 -- 기타 0
- 쌀의 것

20 90 -- 기타 0
- 밀의것

30 90 -- 기타 0
- 기타 곡물의 것

40 90 -- 기타 0
- 채두류의 것

50 90 -- 기타 0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비트펄프, 버개스 및 기
타 설탕 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및 양조 또는 증
류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10 90 -- 기타 0
- 비트펄프 · 버개스 기타 설탕제조시 생기는 웨이스트

20 90 -- 기타 0
-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30 90 -- 기타 0

2304.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한다)

00 90 - 기타 0

2305. 낙화생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
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

00 90 - 기타 0

2306.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
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2304호
또는 제2305호의 것을 제외한 식물성 유지의 추출시
에 생기는 것에 한한다)
- 면실의 것

10 90 -- 기타 0
- 아마인의 것

20 90 -- 기타 0
- 해바라기씨의 것

30 90 -- 기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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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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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의 것
저 에루크산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의 것

41 90 --- 기타 0
-- 기타

49 90 --- 기타 0
- 야자 또는 코프라의 것

50 90 -- 기타 0
- 팜넛 또는 핵의 것

60 90 -- 기타 0
- 옥수수 배(胚)의 것

70 90 -- 기타 0
- 기타

90 90 -- 기타 0

2307.0000 포도주박과 생주석 0

2308.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 식물성 웨이스트· 식물성 박
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0 90 - 기타 0

2309. 사료용 조제품
- 기타

90 20 -- 사료용 조제품(파쇄 기제로 한 것), 광물질 0
90 30 -- 사료용 조제품(화학적으로 순수한 무기인산염으로 구

성된 것에 한하며, 기타 물질과 혼합된 것은 제외한다)
0

-- 기타
90 90 --- 기타 0

2401. 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
- 잎담배(주맥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10 10 -- 공업제조용 시가, 권련, 흡연용 담배, 씹는 담배,
롤 담배 및 코 담배

0

- 잎담배(주맥을 일부 또는 전부 제거한 것)
20 10 -- 공업제조용 시가, 권련, 흡연용 담배, 씹는 담배,

롤 담배 및 코 담배
0

- 담배 부산물
30 10 -- 공업제조용 시가, 권련, 흡연용 담배, 씹는 담배,

롤 담배 및 코 담배
0

2403. 기타 제조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균질화 또는 재
구성한 담배 및 담배엑스와 에센스
- 기타

91 00 --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0
-- 기타

99 10 --- 씹는 담배, 롤 담배 및 코담배 0
99 20 --- 담배의 엑스 0
99 30 --- 담배의 에센스 0

2905. 비환식알콜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기타 다가알콜
43 00 -- 만니톨 0
44 00 -- 디-글루시톨(소르비톨) 0
45 00 -- 글리세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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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1. 정유(콘크리트와 앱설루트의 것을 포함하며, 테르펜
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분문한다), 레지노이드,
추출한 올레오레진, 정유의 콘센트레이트(냉흡수법
또는 온침법에 의하여 얻어진 것으로서 유지· 불휘발
성유· 왁스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로 한 것에
한한다),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
펜계 부산물 및 정유의 애큐어스디스틸레이트와 애
큐어스솔루션

 

- 정유(감귤류의 것)
11 00 -- 베르가못유 0
12 00 -- 오렌지유 0
13 00 -- 레몬유 0
14 00 -- 라임유 0
19 00 -- 기타 0

- 정유(감귤류 외의 것)
21 00 -- 제라늄유 0
22 00 -- 자스민유 0
23 00 -- 라벤다유 및 라반딘유 0
24 00 -- 박하유(멘타 피페리타) 0
25 00 -- 기타 민트류의 것 0
26 00 -- 베티버유 0

-- 기타
29 10 --- 유칼립투스 및 샌달우드의 것 0
29 20 --- 아니스, 바디안, 베이, 카브로바, 캄포어, 카나가, 캐

러웨이, 씨드, 시나몬, 시트로넬라, 정향, 구아이악우드,
거준 발삼, 호(슈), 주니퍼, 레몬그래스, 리세아 큐베바, 팔
마로사, 패출리, 페티트그레인, 솔잎, 로즈메리, 로즈우드
(멕시코 리나루에를 포함한다), 루, 사사프라스, 스파이크
라벤다, 타임 및 웜우드

0

29 90 --- 기타 0
30 00 - 레지노이드

- 기타
90 10 -- 정유의 콘센트레이트 0
90 90 -- 기타 0

3502.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
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
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 알부민산염과 기타
알부민 유도체

20 00 -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
함한다)

0

90 00 - 기타(난백은 제외한다) 0

3503. 00 00 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쉬트상
의 것을 포함하며, 표면가공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젤라틴 유도체, 아이징글라스
및 기타 동물성글루(제3501호의 카세인글루를 제외
한다)

0

3504. 00 00 펩톤과 그들의 유도체, 기타 단백질계 물질과 그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하이
드파우더(크럼명반을 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3505.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예: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 및 전분 · 덱스트린 또는
기타 변성전분을 기제로 한 글루
- 글루

20 90 -- 기타(사료용은 제외한다)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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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9. 완성가공제· 염색촉진용 또는 염료고착용의 염색캐
리어· 드레싱 및 매염제와 같은 기타의 물품과 조제
품(섬유공업· 제지공업· 피혁공업 기타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전분직을 기제로 한 것
10 90 -- 기타(사료용은 제외한다) 0

3823.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의 정제시 생긴 애
시드유 및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 유지의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 스테아린산

11 90 --- 기타(사료용은 제외한다) 0
-- 올레인산

12 90 --- 기타(사료용은 제외한다) 0
13 00 -- 톨유 지방산 0

-- 기타
19 90 --- 기타(사료용은 제외한다) 0
70 00 -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0

3824.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
다)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
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
다)

60 00 - 솔비톨(제2905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0

4101. 소와 마속동물의 원피(생 것 · 염장한 것 · 건조한 것
· 석회처리한 것 · 산처리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에 한하며, 유연처리 · 파치먼트가공
또는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하고, 탈모하거
나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0 00 - 전신원피(단순 건조시켰을 때에 중량이 8킬로그램이하,
염처리 후 건조시켰을 때에 중량이 10킬로그램이하 또는
생 것 · 습식염장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하였을 때에
중량이 16킬로그램이하인 것에 한한다)

0

50 00 - 전신원피(16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0
90 00 - 기타(버트, 벤드 및 벨리를 포함한다) 0

4102. 면양 또는 어린양이 원피(생 것 · 염장한 것 · 건조한
것 · 석회처리한 것 · 산처리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
로 보존처리한 것에 한하며, 유연처리 · 파치먼트가
공 또는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하고, 탈모하
거나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이
류의 주 1 다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
지 아니한다)

 

10 00 - 탈모하지 아니한 것 0
- 탈모한 것

21 00 -- 산처리한 것 0
29 00 -- 기타 0

4103. 생모피(모피사용에 적합한 머리부분 · 꼬리부분 · 발
부분 및 기타 조작 또는 절단품을 포함하며, 제4101
호 · 제4102호 또는 제4103호에 해당하는 원피를 제
외한다)

 

10 00 - 산양의 것 0
20 00 - 파충류의 것 0
30 00 - 돼지의 것 0
90 00 - 기타 0



세 번 상품 설명
적용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MFN
마이너스 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1 2 3 4

4301. 기타의 원피(생 것 · 염장한 것 · 건조한 것 · 석회처
리한 것 · 산처리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
한 것에 한하며, 유연처리 · 파치먼트가공 또는 그 이
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하고, 탈모하거나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분문한다. 다만, 이 류의 주 1의 나
또는 다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아
니한다)

 

10 00 - 밍크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 · 꼬리부
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0

30 00 - 어린양의 것(아프트라칸 · 브로드테일 · 카라쿨 · 페르시
아 및 이와 유사한 어린양 · 인도 · 중국 · 몽고 또는 티베트
어린양의 것으로서 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 · 꼬리
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0

60 00 - 여우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 · 꼬리부
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0

70 00 - 바다표범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 · 꼬
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0

80 00 - 기타의 모피(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 · 꼬리
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0

90 00 - 머리부분 · 꼬리부분, 발부분 및 기타의 조각 또는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0

5001. 00 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데 적합한 것에 한한다) 0

5002. 00 00 생사(꼰 것을 제외한다) 0

5003. 견웨이스트(생사를 뽑는데 적합하지 아니한 누에고
치 · 사웨이스트 및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10 00 - 카드 또는 코움하지 아니한 것 0
90 00 - 기타 0

5101. 양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 그리지(플리스와시한 양모를 포함한다)

11 00 -- 깍은 양모 0
19 00 -- 기타 0

- 탈지한 것(탄화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21 00 -- 깍은 양모 0
29 00 -- 기타 0
30 00 - 탄화처리한 것 0

5102. 섬수모 또는 조수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
다)

 

- 섬수모
11 00 -- 캐시미어 산양의 것 0
19 00 -- 기타 0
20 00 - 조수모 0

5103. 양모 · 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웨이스트(실의 웨이스
트를 포함하며, 가아넷스톡을 제외한다)

 

10 00 - 양모 또는 섬수모의 노일 0
20 00 - 양모 또는 섬수모의 기타 웨이스트 0
30 00 - 조수모의 웨이스트 0

5201.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00 10 - 표백 및 탈지면 0
00 90 - 기타 0

5202. 면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10 00 - 사웨이스트(실의 웨이스트를 포함한다) 0



세 번 상품 설명
적용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MFN
마이너스 관세
(스위스프랑
/100kg당)

1 2 3 4

- 기타
91 00 -- 가아넷스톡 0
99 00 -- 기타 0

5203. 00 00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한다) 0

5301. 아마(생 것이거나 또는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
니한 것에 한한다)와 아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사웨
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10 00 - 생아마 또는 침지아마 0
- 쇄경 · 타마 · 핵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아마(방적한 것을 제외한다)

21 00 -- 쇄경 또는 타마한 것 0
29 00 -- 기타 0
30 00 - 아마의 토우와 웨이스트 0

5302. 대마(생 것이거나 또는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
니한 것에 한한다)와 대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사웨
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10 00 - 생대마 또는 침지 대마 0
90 00 - 기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