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조(관세 차별)제3항에 관한 부록 

 

1. 이 부록의 목적상, 

 

가. 추가요건이란 원산지 상품의 수출 당사자는 그 원산지 상품의 생산에서,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제3.5조(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에 따라 계산된

1 그 원산지 상품 총 가액의 20퍼센트 이상이 추가된 당사자일 것이라는 

요건을 말한다. 그리고, 

 

나. 기간이란 중국이 추가요건을 부과하는 기간을 말한다. 그러한 부과는 원

산지 상품이 중국에 의한 관세 차별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한정된

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부록의 표에 언급된 중국 세번의 8단위 코드와 품

목명은 각각 중국의 관세 양허표에 언급된 것에 상응한다. 

 

HS 코드 품목명 기간 

0201.10.00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1년차부터 계속 

0201.20.00 -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1년차부터 계속 

0201.30.00 - 뼈 없는 것 1년차부터 계속 

0202.10.00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1년차부터 계속 

0202.20.00 -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1년차부터 계속 

0202.30.00 - 뼈 없는 것 1년차부터 계속 

3901.30.00 -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1년차부터 계속 

3901.90.20 --- 선형성저밀도폴리에틸렌 1년차부터 계속 

3901.90.90 --- 기타 1년차부터 계속 

3902.10.00 – 폴리프로필렌 1년차부터 계속 

5205.11.00 --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5205.12.00 --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5205.13.00 --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5205.14.00 --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

(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1년차부터 계속 

5205.15.00 --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수 초

과)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5205.21.00 --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1
 이 부록에 따른 원산지 상품의 총 가액을 계산하는 목적상, 제3.4조(누적)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서 생산된 상품과 재료는 그것의 원산지 지위와 관계없이 비원산지로 여겨진다. 



 

HS 코드 품목명 기간 

5205.22.00 --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5205.23.00 --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1년차부터 계속 

5205.24.00 --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

(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1년차부터 계속 

5205.26.00 -- 125데시텍스 미만 106.38데시텍스 이상인 것

(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94수 이하)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5205.27.00 -- 106.38데시텍스 미만 83.33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94수 초과 120수 이하)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5205.28.00 -- 83.33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120수

 초과)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5205.31.00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

(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5205.32.00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

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5205.33.00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

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5205.34.00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

시텍스 이상인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5205.35.00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

당 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5205.41.00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

(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5205.43.00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

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5205.44.00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

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5205.46.00 --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 106.38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수 초

과 94수 이하)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5205.47.00 -- 구성하는 단사가 106.38 데시텍스 미만 

83.33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94수 초과 120수 이하)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5205.48.00 -- 구성하는 단사가 83.33 데시텍스 미만인 것

(단사당 미터식 번수 120수 초과)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5206.11.00 --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5206.12.00 --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5206.13.00 --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5206.14.00 --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

(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5206.15.00 --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수 초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HS 코드 품목명 기간 

과) 

5206.21.00 --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5206.22.00 --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5206.23.00 --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5206.24.00 --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

(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5206.25.00 --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수 초

과)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5206.31.00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

(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5206.32.00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

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5206.33.00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

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5206.34.00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

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5206.35.00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

당 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5206.41.00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

(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5206.42.00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

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5206.43.00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

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5206.44.00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

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5206.45.00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

당 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6815.99.20 --- 탄소 섬유 1년차부터 계속 

6815.99.31 ---- 탄소 섬유 직물 1년차부터 계속 

6815.99.32 ---- 탄소 섬유 프리프레그(prepreg) 1년차부터 계속 

6815.99.39 ---- 기타 1년차부터 계속 

8429.52.11 ---- 타이어가 장착된 것 1년차부터 계속 

8429.52.12 ---- 트랙이 장착된 것 1년차부터 계속 

8429.52.19 ---- 기타 1년차부터 계속 

8457.10.10 --- 수직형 1년차부터 계속 

8457.10.20 --- 수평형 1년차부터 계속 

8458.99.00 -- 기타 1년차부터 계속 

8459.10.00 - 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 

1년차부터 계속 

8459.29.00 -- 기타 1년차부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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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0.90.90 --- 기타 1년차부터 계속 

8461.90.90 --- 기타 1년차부터 계속 

8501.10.10 --- 완구용 1년차부터 계속 

8506.50.00 - 리튬으로 만든 것 1년차부터 계속 

8507.60.00 - 리튬이온 축전지 1년차부터 계속 

8711.10.00 -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

연기관의 것 

1년차부터 계속 

8711.20.10 ---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초과 100시시 이하인 

것 

1년차부터 계속 

8711.20.20 --- 실린더용량이 100시시 초과 125시시 이하인

 것 

1년차부터 계속 

8711.20.30 --- 실린더용량이 125시시 초과 150시시 이하인

 것 

1년차부터 계속 

8711.20.40 --- 실린더용량이 150시시 초과 200시시 이하인

 것 

1년차부터 계속 

8711.20.50 --- 실린더용량이 200시시 초과 250시시 이하인

 것 

1년차부터 계속 

8711.30.10 --- 실린더용량이 250시시 초과 400시시 이하인

 것 

1년차부터 계속 

8711.30.20 --- 실린더용량이 400시시 초과 500시시 이하인

 것 

1년차부터 계속 

8711.40.00 - 실린더용량이 500 시시 초과 800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1년차부터 계속 

8711.90.10 --- 전기식과 전기식 보조기계 1년차부터 계속 

8711.90.90 --- 기타 1년차부터 계속 

8714.10.00 - 모터사이클의 것[모페드(moped)의 것을 포함

한다] 

1년차부터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