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2-가-2
유럽연합 당사자
이 부록은 2008년 9월 19일자 집행위원회 규정(EC) 제1031/2008호
(및 후속법)와 유럽연합의 세계무역기구 양허표 CXL에 규정된 공동관세에
따라 유럽연합 당사자가 특정 과일 및 채소에 적용하는 진입가격제도에 대
한 수정을 규정한다. 특히, 이 부록에 포함된 대한민국의 원산지 상품은
2008년 9월 19일자 집행위원회 규정(EC) 제1031/2008호 (및 후속법)와 유럽
연합의 세계무역기구 양허표 CXL에 규정된 공동관세에 명시된 진입가격제
도를 대신하여 이 부록에 규정된 진입가격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
1.

유럽연합이 2008년 9월 19일자 집행위원회 규정(EC) 제1031/2008호와
유럽연합의 세계무역기구 양허표 CXL에 따라 진입가격제도를 적용하는 대
한민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는, 그러한 상품에 대한 종가세는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유럽연합의 양허표에 규정된 양허유형에 따라 철폐된다.
2.

3. 제2항의 상품에 대하여 2006년 10월 17일자 집행위원회 규정(EC) 제
1549/2006호에 규정된 종량세는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유럽연합의 양허표에
규정된 양허유형에 따른 관세 철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 대신에, 그

관세는

가. 다음의 상품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발효 시에 완전히 철폐된다.
CN 코드
품목명
07070005 오이(신선 또는 냉장)
08082050 배(신선)(페리배, 벌크,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외)
08092005 신 체리(신선)(“프루누스 세라서스”)
08092095 체리(신선)(신 체리 “프루누스 세라서스” 제외)

품목명
포도주스(포도즙 포함), 발효되지 아니한 것, 20°C에서 브릭
20096110 스 값이 30 이하인 것, 100킬로그램당 €18 초과, 설탕 혹은
기타 감미료 포함 불문(주정을 포함한 것 제외)
포도주스(포도즙 포함), 발효되지 아니한 것, 20°C에서 브릭
20096919 스 값이 67 초과인 것, 100킬로그램당 €22 초과, 설탕 혹은
기타 감미료 포함 불문(주정을 포함한 것 제외)
농축 포도주스(포도즙 포함), 발효되지 아니한 것, 20°C에서
브릭스 값이 30 초과 67 이하인 것, 100킬로그램당 €18 초
20096951
과, 설탕 혹은 기타 감미료 포함 불문(주정을 포함한 것 제
외)
포도주스(포도즙 포함), 발효되지 아니한 것, 20°C에서 브릭
스 값이 30 초과 67 이하인 것, 100킬로그램당 €18 초과, 설
20096959
탕 혹은 기타 감미료 포함 불문(농축된 것과 주정을 포함한
것 제외)
포도즙, 발효되지 아니한 것, 제22류의 추가 주 제7호에 규
정된 농축된 것, 섭씨 20도에서 1.33g/cm³ 농도 이하, 용량
22043092
기준 실제 알코올 농도 0.5퍼센트 초과 1퍼센트 이하(알코올
첨가에 의하여 발효중지된 것 제외)
포도즙, 발효되지 아니한 것, 농축되지 아니한 것, 20°C에서
1.33g/cm³ 농도 이하, 용량 기준 실제 알코올 농도 0.5퍼센
22043094
트 초과 1퍼센트 이하(알코올 첨가에 의하여 발효중지된 것
제외)
포도즙, 발효되지 아니한 것, 제22류의 추가 주 제7호에 규
정된 농축된 것, 20°C에서 1.33g/cm³ 농도 초과, 용량 기준
22043096
실제 알코올 농도 0.5퍼센트 초과 1퍼센트 이하(알코올 첨가
에 의하여 발효중지된 것 제외)
포도즙, 발효되지 아니한 것, 농축되지 아니한 것, 20°C에서
1.33g/cm³ 농도 초과, 용량 기준 실제 알코올 농도 0.5퍼센
22043098
트 초과 1퍼센트 이하(알코올 첨가에 의하여 발효중지된 것
제외)

CN

코드

나. 다음의 상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일정에 따라 철폐된다.
CN 코드
품목명
철폐일
07099070 주키니(신선 또는 냉장)
이행 5년차의 첫째 날
07099080 구상의 양엉겅퀴(신선 또는 냉장) 이행 10년차의 첫째 날
08052010 클레멘타인(신선 또는 건조)
이행 15년차의 첫째 날
08052050 맨더린 및 윌킹(신선 또는 건조) 이행 15년차의 첫째 날
08052070 탄제린(신선 또는 건조)
이행 15년차의 첫째 날
탄젤로, 오르타니쿠스, 말라퀴나스
및 유사 감귤류 잡종(신선 또는 건
08052090 조한 것에 한하며, 클레멘타인, 몬레 이행 15년차의 첫째 날
알레, 세트수머, 맨더린, 윌킹 및 탄
제린을 제외한다)
레몬(신선 또는 건조)(시트리스 리 이행 2년차의 첫째 날
08055010
몬, 시트리스 리머늄)
08061010 포도(신선, 생식용)
이행 17년차의 첫째 날
사과(신선)(사이더사과, 벌크, 9월 16 이행 10/201)년차의
08081080
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외)
첫째 날
08091000 살구(신선)
이행 7년차의 첫째 날
08093010 복숭아(넥터린, 신선)
이행 10년차의 첫째 날
08093090 복숭아(넥터린 제외, 신선)
이행 10년차의 첫째 날
08094005 자두(신선)
이행 10년차의 첫째 날
다. 다음 상품에 대해서는 유지된다.
CN 코드
품목명
07020000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
08051020 스위트 오렌지(신선)
08052030 몬레알레 및 세트수머(신선 또는 건조)
1)

후지종의 경우, 이행 20년차의 첫째 날

제3항의 종량세는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이 협정의 발효일 직
전일에 발효 중인 최혜국 실행관세율 중 더 낮은 종량세율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