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신고오류 사례
- 섬유 ‧ 의류 분야 -

대구본부세관 성실신고지원팀

관세조사 사례 1

실제지급금액(구매지원비) 신고 누락

1. 심사 개요

ㅇ 상 호: ㈜한국

ㅇ 참조산업: 생활용품 / 귀금속 / 섬유

2. 주요 적발내용 / 오류 유형
■ 과세가격

□

품목분류

□

감

면

□

환

급

□

기 타

ㅇ ㈜한국은 국내 매장 운영에 필요한 설비 및 건축자재를 해외의 제3자
로부터 수입하면서 해외 본사로부터 구매지원을 받아 Procurement
Fee를 지불하였으나 수입신고시 누락
- 한편 매장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예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이후
최종 정산을 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추가로 소요된 자재 등에
대하여 지불한 금액을 신고누락
ㅇ ㈜한국은 수입물품과 관련한 Photograph fee(시즌별 홍보이미지 제작
비용)를 본사에 별도로 지불하였으며 카탈로그, 시즌별 lookbook,
광고용 film, cd-rom을 통해 반입하나 이 비용을 누락함
3. 조치사항

ㅇ 과세가격 누락분에 대한 부족 관세 00억원, 부가가치세 00억원 등 과세
4. 유의사항

ㅇ 해외 본사로부터 브랜드 이미지 관리의 일환으로
- 이러한 인테리어 자재물품에 대해 Procurement Fee등의 비용지원
여부 및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여부, 확정가격신고 시 과세가격에
대해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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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사례 2

실제지급금액(수입물품 관리비) 신고 누락

1. 심사 개요

ㅇ 상 호: ㈜한국

ㅇ 참조산업: 신발 / 의류 / 생활용품

2. 주요 적발내용 / 오류 유형
■ 과세가격

□

품목분류

□

감

면

□

환

급

□

기 타

해 외
영업본사
(A사)
생산위탁

주문 및 수입물품 대금 지급
(+) 추가 대금 지급

대금지급
생산자
(B사)

수입물품 공급

수입자
㈜한국

ㅇ ㈜한국은 특수관계자인 본사인 A사에 신발공급을 요청하고 A사의
지시를 받은 위탁생산자 B사를 통해 신발을 생산해 ㈜한국에 공급
- ㈜한국은 상기 물품대금 이외에 A사에 수입물품과 관련해 별도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으로 신고 누락
* 위탁생산자 선정 및 관리, 물품공급 스케쥴 관리, 운송업체 선정 및 관리, 운송
완료시 까지 위험부담 책임 등과 관련한 비용

3. 조치사항

ㅇ 과세가격 누락분에 대한 부족 관세 00억원, 부가가치세 00억원 등 과세
4. 유의사항

ㅇ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수입신고된 물품가격 외에 별도로 지급된
내역 등이 있는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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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사례 3

간접지급금액(파견직원급여) 신고 누락

1. 심사 개요

ㅇ 상 호: ㈜한국

ㅇ 참조산업: 신발 / 의류 / 생활용품

2. 주요 적발내용 / 오류 유형
■ 과세가격

□

품목분류

□

감

면

□

발주
원부자재 업체
원청업체
국내 소재

발주

수입자
㈜한국

환

급

기 타

원부자재
공급
해외 임가공업체
해외 소재

임가공 요청

생산 임직원

□

파견

ㅇ ㈜한국은 해외 생산공장에 임가공 생산 및 관리를 위한 주재원을
파견 중이며, 파견 직원에 대한 급여를 동사에서 지급
- 파견인력 중 관리직을 제외한 실제 수입물품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생산직원의 임금은 직접 노무비로 제조원가를 구성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누락
3. 조치사항

ㅇ 과세가격 누락분에 대한 부족 관세 00억 원, 부가가치세 00억 원 등 과세
- 해외 생산공장에서 파견 직원에게 업무수행의 대가를 지급하여야할
채무가 있지만 동직원의 급여를 수입자가 대신 지급하고 있으므로
간접지급에 해당
4. 유의사항

ㅇ 해외 파견 직원 중 제조원가에 반영되는 생산직의 급여의 지급
내역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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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사례 4

생산지원비용(임가공비 부적정) 신고 누락

1. 심사 개요

ㅇ 상 호: ㈜한국

ㅇ 참조산업: 신발 / 의류

2. 주요 적발내용 / 오류 유형
■ 과세가격

□

품목분류

수출자
(A사)자회사
수입자의
* 대규모적자지속

□

감

면

□

환

급

□

기 타

수입자
((주)한국)

ㅇ ㈜한국은 자회사인 해외 생산공장으로부터 신발을 수입함에 있어
- 해외공장의 임가공비는 인건비, 제조간접비, 이윤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 ㈜한국이 일방적으로 낮은 임가공비를 산정함으로써 해외공장은
대규모 적자상태를 지속(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임가공비 저가책정)
3. 조치사항

ㅇ 과세가격 누락분에 대한 부족 관세 00억 원, 부가가치세 00억 원 등 과세
4. 유의사항

ㅇ 특수관계자인 해외 생산공장의 대규모 적자시 그 사유가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임가공비 저가책정 등)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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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사례 5

생산지원비용(원자재 공급 운송비 등) 신고 누락

1. 심사 개요

ㅇ 상 호: ㈜한국

ㅇ 참조산업: 섬유 / 신발

2. 주요 적발내용 / 오류 유형
■ 과세가격

□

품목분류

□

감

면

□

환

급

해 외

임가공업체
(해외 A사)

□

기 타

국 내
② 원자재 공급(수출),
수출 운임 지급

③ 완제품 수입,
가공비 등 지급

원자재업체
(국내)
① 원자재구매
수입자((주)한국)
(국내)

ㅇ ㈜한국은 국내 원자재 업체에서 의류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해외
임가공업체(A사)에 무상으로 송부하고 완제품을 재수입하면서
임가공료 지급
- 수입신고 시에는 무상으로 제공된 원부자재 금액 및 임가공료를
수입신고하고 있으나 일부 원부자재 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 국내에서 구매하여 해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원단 등) 공급 시
별도 지급한 수출운임을 신고 누락
3. 조치사항

ㅇ 과세가격 누락분에 대한 부족 부가가치세 00억 원을 부과
4. 유의사항

ㅇ 해외임가공 수입물품 과세가격 산정방법
⇨ 무상공급한 원부자재 가격(수출자재 가격 + 수출시 별도 지급
비용) + 가공비 지급액 + 기타비용(운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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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사례 6

생산지원비용(제3자 공급 물품) 신고누락

1. 심사 개요

ㅇ 상 호: ㈜한국

ㅇ 참조산업: 신발 / 의류

2. 주요 적발내용 / 오류 유형
■ 과세가격

□

품목분류

□

감

면

수출자
(A사)

수입자
((주)한국)

현지업체
(C사)

원청업체
(B사)

□

환

급

□

기 타

ㅇ ㈜한국은 국내 소재 원청업체의 상표가 부착된 신발․의류를 해외 A사
에서 임가공후 수입하여 원청업체(B사)에 공급하는 하청업체로서
- 수입 신발․의류는 ㈜한국이 공급한 원부자재, 현지구매 원부자재,
원청업체(B사)가 공급한 원부자재로 제조되어 수입되고 있으나,
- ㈜한국은 수입신고시 원청업체(B사)가 공급한 원부자재를 과세
가격에 포함하여야 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누락함
3. 조치사항

ㅇ 과세가격 누락분에 대한 부족 관세 00억 원, 부가가치세 00억 원 등 과세
4. 유의사항

ㅇ 수입자가 공급하거나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원부자재는 수입신고시
누락될 수 있음 ⇒ 수입물품의 구성요소를 확인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원부자재 가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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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사례 7

권리사용료(국제광고비) 신고 누락

1. 심사 개요

ㅇ 상 호: ㈜한국

ㅇ 참조산업: 의류 / 신발 / 생활용품

2. 주요 적발내용 / 오류 유형
■ 과세가격

□

품목분류

□

감

면

□

환

급

□

기 타

ㅇ ㈜한국은 해외 하청공장에서 Licensor(본사)의 상표가 부착된
의류․신발 등을 수입하면서
- Licensor에게 지급하는 상표사용료를 제3자 지급 권리사용료(해외공급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로서 가산금액으로 신고하고 있으나,
- 상표사용료와는 별도로 Licensor에게 지급하는 국제광고비*를 가산
신고하지 않음
* Licensor가 국제적인 광고를 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비를 각국의 자회사들에 부담시키는 금액

3. 조치사항

ㅇ 과세가격 누락분에 대한 부족 관세 00억 원, 부가가치세 00억 원 등 과세

4. 유의사항

ㅇ 국제광고비는 권리사용료와 성격이 유사하므로 이러한 지급금액이
있을 경우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거래조건성 등을 검토하여 가산
신고 대상인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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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사례 8

매출액 연동 권리사용료 지급액의 신고 누락

1. 심사 개요

ㅇ 상 호: ㈜한국

ㅇ 참조산업: 전자 / 전 분야

2. 주요 적발내용 / 오류 유형
■ 과세가격

□

품목분류

□

감

면

□

환

급

□

기 타

ㅇ ㈜한국은 해외 본사로부터 전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
가공한 후 국내 제조회사에 완제품을 판매하면서,
- ㈜한국은 해외 본사에 국내 제품 매출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리사용료로 지급하고 이를 위해 잠정가격 신고를 함
-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권리사용료 산출결과를 재확인
한 결과, 권리사용료 산식 중 완제품 가격(분모)이 과대계상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권리사용료*가 낮게 산출
* 조정액 = 총지급로얄티 ×

수입물품 가격

완제품 가격

3. 조치사항

ㅇ 과세가격 누락분에 대한 부족 관세 00억 원, 부가가치세 00억 원 과세
4. 유의사항

ㅇ 권리사용료에 대한 과세가격 적정성 검토
⇨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9조(권리사용료 산출방법)에 따라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 신고할 경우 권리사용료 산출방법에
따라 정확히 계산하여 확정신고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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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사례 9

원재료 수입가격 변동분 신고 누락 및 과다환급

1. 심사 개요

ㅇ 상 호: ㈜한국

ㅇ 참조산업: 합성섬유․수지 / 섬유

2. 주요 적발내용 / 오류 유형
■ 과세가격

□

【수입】
해외거래처

품목분류

□

감

면

원료 수입

■

환

급

합성섬유 및 수지 생산
㈜한국

□

기 타

【수출/국내 판매】
▪해외 직수출
▪국내 판매

ㅇ ㈜한국은 주요 수입물품인 에틸렌글리콜을 수입하여 합섬섬유 및
수지(Pet chip)를 생산, 해외 수출 내지 국내판매하면서
- 에틸렌글리콜의 최종 수입가격이 수입이후에 변동되는 경우, 해당
수입신고 가격을 보정 또는 수정신고하지 않고 차기 수입물품 가격에
인상 또는 인하를 반영하고 차기분 수입신고시에 과세가격 신고
- 수출물품 생산 공정에 투입되지 않은 원재료를 관세환급에 사용
3. 조치사항

ㅇ 과세가격 누락분에 대한 부족세액 00억 원, 과다환급액 00억 원 환수
4. 유의사항

ㅇ 당해 물품에 대해 수입가격이 변동되는 경우 당해 수입신고건의
과세가격을 변경하는 보정․수정신고를 하여야 함
ㅇ 환급대상 원재료 ⇨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으로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투입되지 않은 원재료는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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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사례 10

소요량 산정 오류(수량 오류 등) 과다환급

1. 심사 개요

ㅇ 상 호: ㈜한국

ㅇ 참조산업: 섬유

2. 주요 적발내용 / 오류 유형
■ 과세가격

□

품목분류

□

감

면

해외의류업체,
임가공업체(해외)

환

급

□

기 타

국 내

해 외
원자재업체
(우모원재료)

■

① 원자재구매
수입자 ㈜한국
우모 가공
② 우모 및 원자재 수출

+ 원자재 구매

ㅇ ㈜한국은 1차 가공을 거친 우모(거위․오리 털 등)을 수입해 가공을
거쳐 특수가공해 해외로 수출하고 ‘수출건별 등 총 소요량 방법’으로
환급을 받고 있으나
- 실제로 투입된 원재료와 모델규격이 상이한 원재료로 환급을 받거나,
- 원재료를 털의 종류, 솜털 함량, 원산지, 색상에 따라 소요량을
구분하지 않고 환급액을 산정하는 등 실제 소요된 원재료의
양보다 과다하게 환급을 받음.
ㅇ 해외에서 침구류를 임가공하여 수입하면서 국내에서 구매하여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원자재(원단 등) 가격은 신고 누락
3. 조치사항

ㅇ 소요량 오류에 따른 관세 환급액 00억 원 환수 및 과세가격 누락분에
대한 부족 관세 00억 원, 부가가치세 00억 원 등 과세

4. 유의사항

ㅇ 해당 수출건에 소요된 원재료를 정확히 관리하여 오류 및 과다 환급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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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사례 11

외국환거래법 위반(상계 미신고)

1. 심사 개요

ㅇ 상 호: ㈜한국

ㅇ 산 업: 의약품 / 전 분야

2. 주요 적발내용 / 오류 유형
□ 과세가격

□

품목분류

□

감

면

□

환

급

■

기 타

ㅇ ㈜한국은 해외 본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 목표영업이익율 미실현에 따른 보상금액을 매년 본사로부터 수령
하고 있으나,
- 특정연도에 수령해야 할 보상금액(채권)과 지급하여야 할 의약품
수입대금(채무)을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상계처리한 사실이 있음
3. 조치사항

ㅇ 상계 미신고액에 대해 과태료 부과
4. 유의사항

ㅇ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등 미화 3천불을 초과하는
비거주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단,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하거나 다자간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경우는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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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례 12

「방직용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으로 분류

1. 분류 대상

□ 품 명: Preparation for the treatment of textile materials
containing petroleum oil; SPINTEX KW-3001
□ 참조산업: 석유화학 / 섬유
2. 물품 설명

◦ 석유증류물[Distillates(petroleum), hydrotreated heavy paraffinic] 70% 미
만, 계면활성제,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색계 액상
- 용도 : 방직용 섬유 방사 유제용

3. 결정 사항

□ 결정 세번: 3403.11-1000 □ 참조 번호: 품목분류2과-9955
□ 경합 세번:
□ 결정 사유 (시행일자: 2015-12-22)

ㅇ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 "조제 윤활유,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의 함
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403.11호에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방직용 재료ㆍ가죽ㆍ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을 세분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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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호 해설서에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70% 이상을
(기본적인 성분으로)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제2710호 참조) 특히 다
음과 같은 조제혼합물은 이 호에 분류된다. (G) 방적용섬유ㆍ가죽ㆍ모
피 등의 윤활ㆍ급유 또는 가지처리에 사용되는 조제품 이 조제품은 방
적 중 방적용섬유를 윤활 및 유연하게 하고 가죽 등을 ‘스터프’(충전제
를 가죽에 가하는 가지작업)하는데 사용된다. 여기에는 예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광유나 지방성물질과 계면활성제(예: 술포리신올레이
트)의 혼합물ㆍ고율의 계면활성제가 광유 및 기타 화학품과 함께 함유
되어 있는 수용성방적용조제윤활제"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석유증류물(70% 미만), 계면활성제, 물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서 방직용 재료의 처리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403.11-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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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례 13

「직물용의 로울기」로 분류

1. 분류 대상

□ 품 명: HEAT TRANSFER MACHINE ATX 67;
HEATJET 70
□ 참조산업: 기계 / 섬유
2. 물품 설명

ㅇ 개요
- 여러 개의 열봉으로 구성된 철강제의 Drum과 Winding Roller(4개), 펠트,
온도센서 등으로 구성된 기기
- 규격 : W 2,260(mm) × L 830(mm) × H 1,530(mm)
ㅇ 작동원리
- 특수 코팅 처리된 종이와 피전사물이 펠트에 올려져 기기에 투입되면, 회전
하는 Winding Roller의 압력(Press)과 Drum 안 열봉의 고온으로 인해 특수
코팅 처리된 종이의 색깔과 모양이 피전사물로 스며들어 이미지를 전사
ㅇ 용도
- 의류(예: 스카프), 현수막 등의 직물에 문자 또는 그림을 전사하는데 사용

3. 결정 사항

□ 결정 세번: 8420.10-2000 □ 참조 번호: 품목분류1과-130
□ 경합 세번: 8420.10-2000 / 8443.19-1000
□ 결정 사유 (시행일자: 2015-01-23)
ㅇ 관세율표 제8420호에는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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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기(rolling machine)(금속이나 유리 가공용은 제외한다)와 이것에 사
용되는 실린더”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8455호ㆍ제8462호 또는 제8463호에
해당하는 금속가공기계 또는 금속압연기계 및 제8475호에 해당하는 유
리가공기계를 제외한 모든 캘린더기 및 기타 로울기가 분류되며, 특정
공업에 전용되도록 제작한 것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들 기계는 주로 둘 이상의 회전하는 평행실린더 또는 롤러로서 구
성되며 실린더만의 압력에 의하거나 또는 마찰ㆍ열 및 습도의 효과가
복합된 압력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표면이 거
의 밀접하게 접촉된 상태로 회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롤러 사이를 통과한 판상재료(금속 및 유리를 제외한다)에 어떠한 표
면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특수 코팅 처리된 종이와 원단을 회전하는 평행 롤러 사
이로 겹쳐 투입하여 Winding Roller의 압력과 Drum 안 열봉의 고온을
이용하여 종이의 이미지를 피전사물로 전사하는 물품으로서,
- 그 역할과 기능이 제8443호의 인쇄기와 유사하나 인쇄 방식이 직물ㆍ
벽지 등의 피전사물에 모양ㆍ문자를 반복하여 인쇄하는 것이 아닌 원
단과 겹쳐 투입된 특수코팅 종이의 색깔과 모양을 피전사물로 전사하
는 것이므로 제8420호의“그 밖의 로울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본건 물품이 제8443호에 분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관세율표 제
84류 주2호에서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와 제8486호의 하나 이상
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의 하나
이상의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의 적합한 호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420호에 우선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직물용의 로울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8420.1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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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례 14 「견직물」로 분류
1. 분류 대상

□ 품 명: Woven fabrics, wholly of silk other than grey,
Crepe de chine;; 견(실크)원단 5,000MT/333절
□ 참조산업: 섬유
2. 물품 설명

ㅇ 견 100%로 주름지게 직조한 흑색계 크렙데신 직물(제시규격: 폭 110cm)
- 용도 : 의류 원단 제조용

3. 결정 사항

□ 결정 세번: 5007.20-2030 □ 참조 번호: 품목분류4과-7937
□ 경합 세번:
□ 결정 사유 (시행일자: 2017-12-01 )
ㅇ 관세율표 제5007호에는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
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007.20호에 “그 밖의 직물[견이나 견 웨이
스트(wast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견 노
일(noil)의 것은 제외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직물에는 견사·견방주사·그 밖의 견 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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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사로 제직된 직물(제11부의 총설 (Ⅰ)(C) 규정과 같은)을 분류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소호 해설서에서는 “소호 제5007.20호에는 견 노일(noil silk)을 제외
한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중량이 적어도 전 중량의 85% 이상
인 직물만을 분류하며; 견 노일이 그 85%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견사 100%로 직조한 크렙데신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
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007.20-2030호에 분
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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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례 15 「양모사 등 동물의 털로 만든 실」로 분류
1. 분류 대상

□ 품 명: Yarn of wool, put up for retail sale; Kpc yarn
Glencoul
□ 참조산업: 섬유
2. 물품 설명

ㅇ Wool 70%, Cotton 30%로 이루어진 황색계 복합사를 볼상으로 감아 놓은
것(중량 : 약 50g, 2,000데시텍스 초과)
- 용도 : 핸드니팅, 크래프트, 만들기등으로 사용

3. 결정 사항

□ 결정 세번: 5109.90-1000 □ 참조 번호: 품목분류2과-19441
□ 경합 세번:
□ 결정 사유 (시행일자: 2016-12-26 )

ㅇ 관세율표 제5109호에는 “양모사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소
매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11부 해설서 총설 (Ⅰ)-(B)-(3)에 “볼상 또는 타래상으로
감은 그 밖의 실(2,000데시텍스 이상)로서 중량이 500g 이하의 것”을
소매용으로 포장한 실로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양모의 함유량이 100분의 85 미만인 실을 볼상으로 감아 중
량이 500g 이하로 소매 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
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109.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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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례 16 「면직물」로 분류
1. 분류 대상

명: Unbleached woven fabrics of cotton, plan weave, we
ighing more than 100 g/㎡ ; CD20’×CD20’/60×60(1/1)
PLAIN 67“
□ 참조산업: 섬유
□품

2. 물품 설명

ㅇ 면 100%의 표백하지 않은 미황색계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 약 144그램)
- 용도 : 원단

3. 결정 사항

□ 결정 세번: 5208.12-0000 □ 참조 번호: 품목분류4과-1510
□ 경합 세번:
□ 결정 사유 (시행일자: 2018-03-29 )
o 관세율표 제5208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
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208.12호에 “표백하지 않은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총설(Ⅰ)(C)에 규정하는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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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면의 중량이 전 중량의 85% 이상으로서 200g/㎡ 이하인 면직물
(woven fabrics of cotton)을 분류한다. 면직물은 매우 다양하게 생산
되며 그 특성에 따라서 의류·가정용 린넨·침대보·커튼·그 밖의 실내
용품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참고로,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라목에서 “표백하지 않은 직물
이란 표백하지 않은 실로 만든 직물로서 표백·염색·날염되지 않은 것
을 말한다. 표백하지 않은 직물에는 무색가공이나 순간염색으로 처리
된 것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 200그램 이하인 면 100%의
표백하지 않은 평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208.1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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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례 17 「라미 섬유의 직물」로 분류
1. 분류 대상

□ 품 명: Woven fabric of ramie; RAMIE21’×RAMIE21’/60×60
(1/1) PLAIN 63“
□ 참조산업: 섬유
2. 물품 설명

ㅇ 라미(100%)로 직조된 미황색계의 표백하지 않은 평직물
- 용도 : 원단(추후 염색 등 가공하여 사용

3. 결정 사항

□ 결정 세번: 5311.00-1000 □ 참조 번호: 품목분류4과-1479
□ 경합 세번:
□ 결정 사유 (시행일자: 2018-03-27 )

ㅇ 관세율표 제5311호에는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종이
실(paper yarn)의 직물”이 분류되며, 제5311.00-1000호에는 “라미
(ramie)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5308호의 사로서 제직된 직물(제11부
총설 (Ⅰ)(C)에 규정됨)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라미 100%의 표백하지 않은 직물이므로 관세율표
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5311.0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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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례 18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로 분류
1. 분류 대상

□ 품 명: Woven fabric of non-textured filament yarn; 350T
DOWN BAG
□ 참조산업: 섬유
2. 물품 설명

ㅇ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로 직조한 백색의 직물
- 용도 : 점퍼 안감용

3. 결정 사항

□ 결정 세번: 5407.61-1000 □ 참조 번호: 품목분류4과-3910
□ 경합 세번:
□ 결정 사유 (시행일자: 2017-05-24 )

o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
한 직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407.61호에 “비텍스처드 폴
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synthetic filament
yarn)나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나 스트립(strip)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의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을 분류하며;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옷 안감·커튼재료·실내장식용 직물·텐트용 직
물·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 가지의 직물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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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참고적으로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나목에 표백한 실은 표백공
정을 거친 것·표백한 섬유로 제조된 것,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백색으로 염색한 것(전체적으로 염색되었는지에 상관없다)이나 백
색가공으로 처리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백색의 비텍스처드 필라멘트사로 직조한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407.61-1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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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례 19 「비스코스레이온 직물」로 분류
1. 분류 대상

□ 품 명: Woven fabrics of artificial staple fibres: PM40’×PM
40’/100×70(1/1) PLAIN 69’‘
□ 참조산업: 섬유
2. 물품 설명

ㅇ 모달(Modal) 스테이플 섬유(60%)와 텐셀(Tencel) 스테이플 섬유(40%)로
직조된 표백하지 않은 백색계 직물
- 용도 : 원단(추후 염색 등 가공하여 사용)

3. 결정 사항

□ 결정 세번: 5516.11-1000 □ 참조 번호: 품목분류4과-1450
□ 경합 세번:
□ 결정 사유 (시행일자: 2018-03-26 )

ㅇ 관세율표 제5516호에는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이 분
류되며, 소호 제5516.11호에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으로 재
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
인 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5809
호나 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
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
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4류 총설에
“재생·반(半)합성 섬유로는 셀룰로오스계 섬유(cellulosic fibres)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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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이 있다.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
에는 변성비스코스공정(modified viscose process)에 의하여 재생셀룰
로오스로부터 제조한 모달섬유(modal fibres)도 포함한다.”라고 설명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모달 스테이플 섬유 60%와 텐셀 스테이플섬유 40%로 직조
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516.11-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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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례 20 「폴리에스테르의 스테이플섬유」로 분류
1. 분류 대상

□ 품 명: Polyester staple fiber ; LOOSE FIBER ; WA50
□ 참조산업: 섬유
2. 물품 설명

ㅇ 단면이 원형인 백색계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로 뭉쳐져 있는 것(섬
유장 : 약 22 ㎜)
- 용도 : 의류용 충전소재

3. 결정 사항

□ 결정 세번: 5503.20-9090 □ 참조 번호: 품목분류4과-1330
□ 경합 세번:
□ 결정 사유 (시행일자: 2018-03-16 )

o 관세율표 제5503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
5503.20호에 “폴리에스테르의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섬유는 이 류의 총설에서 설명한 방법으
로 제조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같은 표 제55류 총설에 “인조스테이플 섬유는 일반적으로 수많은 구멍
으로 된(때로는 수천 개) 방사구(jet)를 통하여 방출될 때 제조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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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방사구(jets)로부터 방출된 필라멘트는 토우(tow)의 모양으로
집속된다. 이 토우는 늘림처리한 후에 짧은 길이로 절단하는데 이것은
방출 즉시 하거나 토우의 상태로 여러 공정(세척·표백·염색 등)을 거친
다음에 행한다. 절단한 섬유의 길이는 보통 25㎜부터 180㎜까지이며
관련 특수인조섬유, 제조할 실의 종류와 혼합할 방직용 섬유의 성질에
따라 길이가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단면이 원형인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이므로 관
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503.2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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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례 21 「부직포」로 분류
1. 분류 대상

□ 품 명: Other nonwoven, Weighing more than 25 g/㎡ but
not more than 70 g/㎡ ; C-CT065P
□ 참조산업: 섬유
2. 물품 설명

ㅇ 인조 스테이플 섬유를 기계적 접착(물 분사)하여 만든 황색계 시트상의
부직포 (1제곱미터당 중량 65g/㎡)
- 용도 : 파스 제조용

3. 결정 사항

□ 결정 세번: 5603.92-0000 □ 참조 번호: 품목분류4과-771
□ 경합 세번:
□ 결정 사유 (시행일자: 2018-02-08 )

o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
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인조)나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자
연 상태(in situ)로 형성된다. 부직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조되며
제조과정은 웹(web)형성, 접착과 완성가공으로 간편하게 나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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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접착방법으로 ‘(c)기계적 접착(mechanical bonding)은 물리적으로
구성섬유를 얽히게 함으로써 웹(web)을 강하게 한다. 이러한 접착은
고압공기나 물분사기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표의 다
른 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가공 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이나 일정 길이
로 절단한 것이나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의 인
조 스테이플 섬유를 기계적 접착하여 만든 부직포이므로 관세율표 해
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3.9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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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례 22 「양탄자․바닥깔개류」로 분류
1. 분류 대상

□ 품 명: Other textile floor covering; CAR PVC MAT
□ 참조산업: 섬유 / 생활용품
2. 물품 설명

ㅇ 적색 및 흑색계 폴리염화비닐 모노필라멘트(횡단면 1mm이하)를 불규칙하
게 배열, 접착하여 만든 부직포 일면에 흑색계 폴리염화비닐 시트를 적층
한 바닥깔개(두께 약 20mm)
- 용도 : 자동차 바닥깔개 원단

3. 결정 사항

□ 결정 세번: 5705.00-0000 □ 참조 번호: 품목분류2과-11791
□ 경합 세번:
□ 결정 사유 (시행일자: 2016-08-29 )
ㅇ 관세율표 제5705호에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
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양탄자 류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를 분류한다. 단, 이 류 내의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호에 분류되는
것은 제외하며, (2)부직포 양탄자 : 루프를 만드는 홈이 패인 롤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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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 권축된 카드한 섬유의 층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고무·플라스틱
등(이장재의 역할도 함)을 두껍게 도포(塗布)함으로써 위치가 고정되
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접착제로 이장재 직물에다가 접착시킨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57류 주 제1호에 “이 류에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란 사용할 때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
재료로 된 바닥깔개를 말하며,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의 특성을 지
니고 있으나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노출표면이 방직용 섬유제의 부직포로 된 바닥깔
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5705.00-0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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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례 23 「방직용 섬유제 레이블」로 분류
1. 분류 대상

□ 품 명: Label ; ISOFIX LABEL
□ 참조산업: 섬유
2. 물품 설명

ㅇ 특정문자가 들어있는 사각형상으로 직조한 폴리에스테르 섬유제 레이블
(규격 : 33 × 50 ㎜)
- 용도 : 자동차 시트에 부착하는 레이블

3. 결정 사항

□ 결정 세번: 5807.10-1000 □ 참조 번호: 품목분류4과-8299
□ 경합 세번:
□ 결정 사유 (시행일자: 2017-12-27 )

o 관세율표 제5807호에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레이블(label), 배지
(badge)와 이와 유사한 물품[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 모양인 것·
특정한 모양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수한 것은 제외한
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807.10호에 “직조한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레이블(label)(재료에 상
관없으며 메리야스 편물의 것을 포함한다) : 여기에는 의류·가정용
린넨(linen)·매트리스(mattress)·텐트·연질의 완구·그 밖의 상품을 표
시하는데 사용하는 종류의 레이블(label)을 포함하며; 이들 레이블은
실리적인 것으로서 개개의 명칭이나 장식이 들어있다. 특히 이와 같
은 레이블에는 제조자의 상표나 상호, 구성하는 섬유의 성상(性狀 :
nature)[예: "견"·"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 등]이 들어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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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레이블과 각 개인(학생·군인 등)의 소속 신분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레이블(label)을 포함하며 후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데 때로는 이름의 첫 글자만이 들어있거나 그림 모양이 들어있는 것
도 있으며 명칭을 손으로 써서 넣기 위하여 테두리만으로 된 공백상
태의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직조한 폴리에스테르 섬유제 레이블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807.1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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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례 24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분류
1. 분류 대상

□ 품 명: Adhesive tape of rubberised textile fabrics ; 블랙테이프
□ 참조산업: 섬유
2. 물품 설명

ㅇ 직물제 일면에 고무를 도포하고 이면에 고무제 접착성 물질을 도포한 후
이형지를 부착하여 롤 상으로 감은 것(1제곱미터당 중량 1,500g/㎡ 이하,
규격 : 폭 80 ㎜ × 길이 100 ㎜)
- 용도 : 건축용 내부용 판넬 조립 등에 사용되는 접착테이프

3. 결정 사항

□ 결정 세번: 5906.10-0000 □ 참조 번호: 품목분류4과-4994
□ 경합 세번:
□ 결정 사유 (시행일자: 2017-07-14 )
o 관세율표 제5906호에는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
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6.10호에는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무를 침투·도포(塗布)·피복·적층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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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침지(浸漬)한 직물류를 포함하며 제5902호의 것을 제외한다)]로
서 방직용 섬유와 고무량과의 비율에 상관없이 중량이 1,500g/㎡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참고로 관세율표 제40류 총설 “고무와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
대한 분류에서 ‘(C)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
의 직물류(제59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로서 1,500g/㎡을
초과하고 방직용 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 이하의 것’의 물품
은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당해 물품은 1,500g/㎡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므로 제40류에서 제외됨
o 따라서, 본 물품은 고무가공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폭이 20센티
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06.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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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례 25 「합성섬유제의 염색한 위편직물」로 분류
1. 분류 대상

□ 품 명: Knitted fabrics of synthetic fibres, dyed ; NK22664
□ 참조산업: 섬유
2. 물품 설명

ㅇ 합성섬유제의 녹색계 염색한 위편직물로 일면에 광택이 있는 황색계 플라
스틱제 포일을 부분적으로 부착하고 주름 가공한 것(폭 : 약 135 ㎝)
- 용도 : 의류 제조용

3. 결정 사항

□ 결정 세번: 6006.32-0000 □ 참조 번호: 품목분류4과-7669
□ 경합 세번:
□ 결정 사유 (시행일자: 2017-11-21 )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
류되며, 소호 제6006.32호에 “염색한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의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이 호에는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나 고무실을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위편직과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 이 류의
해설에서 "위편직(weft knits)"과 "뜨개질 편물(crocheted fabrics)"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36 -

ㅇ 또한,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2호 가목에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나 플라스틱 재료
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인지에 상관없다]로서 ‘플라스틱을 부분
적으로 도포하거나 피복한 그림 모양을 나타낸 직물류(일반적으로 제
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류·제60류로 분류한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제5903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폭 30㎝를 초과하는 합성섬유제의 염색한 위편직
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6006.3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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