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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총칙)
[소관 : 상표심사정책과]
제

정 2002. 6.26 특허청예규 제 23호

개

정 2006.11.29 특허청예규 제 36호

개

정 2008. 9. 4 특허청예규 제 44호

개

정 2009. 4.10 특허청예규 제 47호

개

정 2009. 8.24 특허청예규 제 53호

개

정 2005.12.22 특허청예규 제 62호

개

정 2012.12.31 특허청예규 제 70호

개

정 2013.12.31 특허청예규 제 72호

개

정 2014.12.31 특허청예규 제 80호

개

정 2015.12.23 특허청예규 제 87호

개

정 2016. 8.29 특허청예규 제 92호

개

정 2016.12.20 특허청예규 제 95호

개

정 2017.12. 6 특허청예규 제 98호

개

정 2018. 7.23 특허청예규 제103호

개

정 2018.12.13. 특허청예규 제105호

개

정 2019.12.20. 특허청예규 제111호

개

정 2020.12.14. 특허청예규 제118호

개

정 2021.12.27. 특허청예규 제123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상표법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상품의 유사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함으로써 상품심사의
신속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니스분류”란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ㆍ서비스업의 국제 분류에 관한
니스협정(NICE Agreement)에 따라 정해진 국제분류제도로서, 1998. 3. 1.
이후 국내에 도입되어 상품의 류 구분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분류를 말한다.
2. “한국분류”란 니스분류가 도입되기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한국고유의 상품
분류제도로서 상품의 유사판단 기준이 되는 분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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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심사”란 상품의 특성에 맞게 유사범위(유사군코드)를 정하고, 상표
등록출원된 상품과 인용하고자 하는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 등을 판단
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유사군”이란 상품 자체의 속성 및 거래실정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서비스의 거래실정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군을 말하며, “유사군코드”란
각각의 유사군에 부여한 특정 기호를 말한다.
5. “복수유사군”이란 상품자체의 속성 및 거래실정이 2개 이상의 유사군에
속하는 상품군을 말한다.
6. “광의의 포괄명칭”이라 함은 동일 또는 복수의 상품류 구분 내에서 복수의
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을 포함하는 상품명칭을 말한다.
7. “협의의 포괄명칭”이라 함은 동일 상품류 구분 내에서 동일한 유사군에
속하는 여러 상품을 포함하는 상품명칭을 말한다.
8. “자동분류DB”라 함은 출원된 상품에 유사군 코드를 자동으로 부여하기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DB로서 정식명칭DB와 유사명칭DB, KEYWORD DB 등이
있다.

제3조(백화점업 등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백화점업 등의 서비스업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백화점업”이란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한 장소(3,000㎡ 이상)에서 총괄적
으로 관리되는 다수의 매장으로 구획된 판매시설을 갖추고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대형할인마트업”이란 단일의 경영체제하에서 일정규모(3,000㎡ 이상)의
대형매장(백화점 제외)을 갖추고 식품류, 의류, 가구, 가전제품, 화장품,
귀금속, 약품 등의 각종 유형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 “슈퍼마켓업”이란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 규모의 시설(165㎡～3,000㎡)을
갖추고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4. “편의점업”이란 일정한 시설을 갖춘 매장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24시간
문을 여는 잡화점으로 주로 일용 잡화, 식료품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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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호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 ”는 일반명칭으로서 용도나 재료에 따라 다른 류로 분류될 수 있을 때
사용한다. (예시 : 착색제*, 스포츠용 가방*)
2. “ ( ) ”는 해당 상품의 명칭이 복수로 사용되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해당 상품의 명칭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거나 한정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해당 상품의 명칭의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예시 : 내의 (속옷), 공기권총 (장난감)), 장(長)의자)
3. “ / ”는 비슷한 것끼리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때 사용한다. (예시 : 사진현상/
인화/확대 또는 끝손질용 기계)

제5조(니스분류의 일반원칙) ① 상품류 분류는 상품류 목록(List of Classes),
주석(Explanatory Notes), 구체적인 상품 리스트(Alphabetical List)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분류한다.
1. 상품 완제품은 그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다만, 완제품의 기능
또는 용도가 대표명칭(Class heading)에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품리스트
(Alphabetical List)에 표시되어 있는 다른 비교 가능한 완제품과의 유사성에
의하여 분류한다. 만일 어떠한 유사상품도 찾을 수 없다면, 상품의 재료나
작동방식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2. 다용도 복합기능의 완제품(예시: 라디오가 부착된 시계)은 그 제품의 주된
기능이나 의도한 용도에 상응하는 상품류로 분류한다.
3. 원자재, 가공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 가공된 것은 그들을 구성하는 재료에
따라 주로 분류한다.
4. 다른 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일반적으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다른 제품과 같은 류에 분류한다.
5. 제품을 구성하는 재료에 따라 분류하고, 다른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완제품
또는 완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그들을 구성하는 주된 재료에 의하여 분류한다.
6. 어떤 제품을 담기 위해 그 제품에 맞게 만들어진 용기는 그 제품에 따라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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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비스업류 분류는 서비스업류 목록(List of Classes), 주석(Explanatory
Notes), 구체적인 서비스업 리스트(Alphabetical List)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
으로 한다. 그러나 이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분류한다.
1. 서비스업 명칭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서비스업 리스트
(Alphabetical List)에 표시되어 있는 다른 유사한 서비스업에 따라 분류한다.
2. 임대서비스업(Rental services)은 임대 대상물을 사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업과 같은 류로 구분한다(예시: 전화기 임대업은 제38류). 리스업은(Leasing
services)은 임대업과 유사하므로 동일한 방식으로 분류한다. 다만, 임대
관련 금융업은 금융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3. 조언, 정보 또는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은 그 조언, 정보 또는 상담의
대상에 상응하는 서비스업과 같은 류로 분류한다. 전자기적 수단(예시:
전화ㆍ컴퓨터)에 의한 조언, 정보, 상담의 제공은 그러한 서비스업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가맹사업(프랜차이즈) 형태의 서비스업은 일반적으로 가맹본부(프랜차이즈)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특정 서비스업과 동일한 서비스업류로 분류한다.

제6조(상품의 명칭 기재방법) 상품명칭은 “용도+재료+방식+상품명”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예시: 가정용 알루미늄제 비전기식
믹서). 다만, 관용적인 표현이나 법령에 규정된 명칭은 종전의 예를 따른다.

제7조(유사군코드의 종류 및 구성) ① 유사군코드는 원칙적으로 상품ㆍ서비스
업을 구분하는 코드(상품은 G, 서비스업은 S), 한국분류 코드(상품 53개류,
서비스업 12개류), 상품군 코드(01, 02 등 일련번호) 등 5자리로 구성한다.
다만, 유사군 세분화로 하나의 유사군을 2개 이상으로 분리한 경우 가지번호
2자리(01, 02 등 일련번호)를 추가하여 7자리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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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유사군코드 부여 및 식별방법>

G

13

01

- G : Goods (상품)
- 13 : 한국분류 제13류(비누와 세제)
- 01 : 한국분류 제13류의 제1군(비누류)
<신설된 유사군코드 부여 및 식별방법>

S

05

01

09

- S : Services (서비스업)
- 05 : 한국분류 제105류(수리ㆍ수선업)
- 01 : 한국분류 제105류의 제1군(수리ㆍ수선업)
- 09 : 가지번호(담배와 흡연기구) ※ 한국분류 제9류를 의미

S

10

01

01

- 10 : 한국분류 제110류(특수가공업)
- 01 : 한국분류 제110류의 제1군(특수가공업)
- 01 : 가지번호(고무가공업) ※ 한국분류와 무관한 일련번호임

S2

001

- S2 : 도소매 관련서비스업을 나타내는 대표기호
- 001 : 한국분류 제1류(비료)

제8조(유사군코드의 부여) ① 유사군코드는 자동분류, 분류전문기관 용역 및
심사관의 상품심사를 통해 부여한다.
② 심사관은 유사군코드 부여 시 각 유사군의 속성, 자동분류DB, 용역기관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일관된 유사군
코드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자동분류DB의 관리) ① 자동분류DB는 상품심사에 직접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류정책담당자는 자동분류DB에서 관리되는 니스
분류 및 유사군코드의 정확성ㆍ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Ⅰ. 총 칙

9

② 분류정책담당자는 자동분류DB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 류별 담당심사관,
분류전문기관 등과 협의하고 수정이유를 명시한 조서(별지 제1호)를 작성ㆍ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유사판단의 일반원칙)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여부는 유사군코드를 참고
하되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제11조(유사판단의 특례) ① <삭 제>
② G390802(소프트웨어), G430301(스포츠의류, 스포츠용구 등), S2001 ~ S2053
(도매업, 소매업,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상품중개업, 구매대행업), S050109
~ S050199(수리업, 수선업, 설치업, 유지관리업), S100101 ~ S100199(특수가공업),
S120999(취업 및 취미관련 교육서비스업), S173599ㆍS173699ㆍS173799ㆍ
S173999ㆍS174099ㆍS174299ㆍS174399ㆍS174499ㆍS174599(제35ㆍ36ㆍ37ㆍ
39ㆍ40ㆍ42ㆍ43ㆍ44ㆍ45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은 유사군코드가 동일
하더라도 비교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가지번호가 ‘00’인 미분류코드는 가지번호를 제외한 유사군코드가 동일한
모든 코드에 대해 구체적, 개별적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 인터넷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 중개업은 각각 서로 유사한 서비스업으로 추정
하고, 이들 서비스업과 개별상품에 대한 소매관련 서비스업과는 비유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상품과 서비스업 간은 원칙적으로 유사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처의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상품의 제조, 판매와 서비스업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인지 그리고 일반인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
되는지 여부
2. 상품과 서비스업의 용도가 일치하는지 여부
3.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업의 제공장소가 일치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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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지 여부
5. 양 표장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지 여부
⑤ G390802(소프트웨어) 상품과 제35류～제45류에 속하는 서비스업 간 동일
유사여부는 제4항 중 제2호에 특히 중점을 두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모두
고려하되, 양 표장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한다.
⑥ 심사관은 필요한 경우 파트장, 분류정책담당자 및 각 심사과의 분류전문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품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관은
상품유사여부 판단에 필요한 상품의 거래실태에 관한 조사자료를 사전에
협의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⑦ 이 기준과 다르게 판단한 심ㆍ판결례 및 상품심사 사례가 축적되어 이를
상표등록출원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그
상품의 목록(“상품관련 심판결례 및 심사사례 반영목록”이라 한다)을 정하여
이 기준과는 별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동 목록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제12조(기준의 개정) 이 기준은 니스분류 개정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상품의 속성ㆍ거래실정, 상품관련 심ㆍ판결례 등 추가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개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 류 및 유사군코드별 상품 구분
[별표2]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별표3] <삭제>
부

칙<제23호, 2002. 6. 26>

이 기준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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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제36호, 2006. 11. 29>

가. 이 심사기준의 상품류(서비스업류) 구분은 2007.1.1. 이후 제출되는 출원서에
대하여 적용하며, 2006.12.31. 이전에 제출된 출원서는 종전의 상품류(서비스업류)
구분에 의한다.
나. 이 심사기준의 유사군코드 및 유사판단기준은 2007. 1. 1.부터 심사에 적용
한다.
부

칙<제44호, 2008. 9. 4>

이 기준은 2008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47호, 2009. 4. 10>

이 기준은 200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3호, 2009. 8. 24>

이 예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2호, 2011. 12. 22>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의 상품류(서비스업류) 구분은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되는 출원서에 대하여 적용하며,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출된 출원
서는 종전의 상품류(서비스업류) 구분에 의한다.
② 이 기준의 유사군코드 및 유사판단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심사에
적용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관련 법령 및 현실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이 기준의
개정, 폐지 등을 재검토하는 기한을 2015년 1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70호, 2012. 12. 31>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의 상품류(서비스업류) 구분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되는 출원서에 대하여 적용하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출된 출원
서는 종전의 상품류(서비스업류) 구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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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기준의 유사군코드 및 유사판단기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심사에
적용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관련 법령 및 현실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이 기준의
개정, 폐지 등을 재검토하는 기한을 2016년 1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72호, 2013. 12. 31>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의 상품류(서비스업류) 구분은 2014년 1월 15일 이
후에 제출되는 출원서에 대하여 적용하며, 2014년 1월 14일 이전에 제출된
출원서는 종전의 상품류(서비스업류) 구분에 의한다.
② 이 기준의 유사군코드 및 유사판단기준은 2014년 1월 15일부터 심사에
적용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관련 법령 및 현실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이 기준의
개정, 폐지 등을 재검토하는 기한을 2018년 1월 15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80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의 상품류(서비스업류) 구분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되는 출원서에 대하여 적용하며,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제출된 출원서는
종전의 상품류(서비스업류) 구분에 의한다.
② 이 기준의 유사군코드 및 유사판단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심사에
적용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관련 법령 및 현실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이 기준의
개정, 폐지 등을 재검토하는 기한을 2018년 1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87호, 2015. 12. 23>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의 상품류(서비스업류) 구분은 2016년 1월 1일 이
후에 제출되는 출원서에 대하여 적용하며,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제출된
출원서는 종전의 상품류(서비스업류) 구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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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기준의 유사군코드 및 유사판단기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심사에
적용한다.
부

칙<제92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5호, 2016. 12. 20>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의 상품류(서비스업류) 및 유사군코드 구분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되는 출원서에 대하여 적용하며,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제출되는 출원서는 종전의 상품류(서비스업) 및 유사군코드 구분에 의한다.
부

칙<제98호, 2017. 12. 6>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의 상품류(서비스업류) 및 유사군코드 구분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되는 출원서에 대하여 적용하며,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제출되는 출원서는 종전의 상품류(서비스업) 및 유사군코드 구분에 의한다.
부

칙 <제103호, 2018. 7. 23.>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의 상품류(서비스업) 및 유사군코드 구분은 2018년 8월
1일 이후에 제출되는 출원서에 대하여 적용하며, 2018년 8월 1일 이전에 제출
되는 출원서는 종전의 상품류(서비스업) 및 유사군코드 구분에 의한다.
부

칙<제105호, 2018. 12. 13.>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의 상품류 및 유사군코드 구분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되는 출원서에 대하여 적용하며,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제출되는 출원서는
종전의 상품류 및 유사군코드 구분에 의한다.

부

칙<제111호, 2019. 12. 20.>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의 상품류 및 유사군코드 구분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되는 출원서에 대하여 적용하며,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제출되는 출원서는
종전의 상품류 및 유사군코드 구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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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제118호, 2020. 12. 14.>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의 상품류 및 유사군코드 구분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되는 출원서에 대하여 적용하며,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제출되는 출원서는
종전의 상품류 및 유사군코드 구분에 의한다.

부

칙<제123호, 2021. 12.27 .>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의 상품류 및 유사군코드 구분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되는 출원서에 대하여 적용하며,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제출되는 출원서는
종전의 상품류 및 유사군코드 구분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동분류기준 개정조서(제정 201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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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사무관

기안
자동분류기준 개정조서

DB의 종류

과장

(정식명칭DB, 유사명칭DB, 키워드DB 등으로 기재)

상품명

현행 유사군

개정 유사군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

해당 류 심사관
의견
개정
이유
분류전문기관 의견

판단

지정상품DB 개정여부 및
향후 조치사항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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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Ⅱ. 류 및 유사군코드별 상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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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류 구분
류

류 제 목

페이지

1

공업/과학 및 사진용 및 농업/원예 및 임업용 화학제; 미가공 인조수지, 미가공 플라스틱; 소화 및 화재예방용
조성물; 조질제 및 땜납용 조제; 수피용 무두질제; 공업용 접착제; 퍼티 및 기타 페이스트 충전제; 퇴비, 거름,
비료; 산업용 및 과학용 생물학적 제제

93

2

페인트, 니스, 래커; 방청제 및 목재 보존제; 착색제, 염료; 인쇄, 표시 및 판화용 잉크; 미가공 천연수지; 도장용/
장식용/인쇄용/미술용 금속박(箔) 및 금속분(紛)

125

3

비의료용 화장품 및 세면용품; 비의료용 치약; 향료, 에센셜 오일; 표백제 및 기타 세탁용 제제; 세정/광택 및
연마재

133

4

공업용 오일 및 그리스, 왁스; 윤활제; 먼지흡수제, 먼지습윤제 및 먼지흡착제; 연료 및 발광체; 조명용 양초
및 심지

153

5

약제, 의료용 및 수의과용 제제; 의료용 위생제;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식이요법 식품 및 제제, 유아용 식품;
인체용 및 동물용 식이보충제; 플라스터, 외상치료용 재료; 치과용 충전재료, 치과용 왁스; 소독제; 해충구제제;
살균제, 제초제

161

6

일반금속 및 그 합금, 광석; 금속제 건축 및 구축용 재료; 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전기용 일반금속제 케이블
및 와이어; 소형금속제품; 저장 또는 운반용 금속제 용기; 금고

189

7

기계, 공작기계, 전동공구; 모터 및 엔진(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 커플링 및 전동장치 부품(육상차량용은 제외);
농기구(수동식 수공구는 제외); 부란기(孵卵器); 자동판매기

215

8

수동식 수공구 및 수동기구; 커틀러리; 휴대무기(화기는 제외); 면도기

253

9

과학, 연구, 항법, 측량, 사진, 영화, 시청각, 광학, 계량, 측정, 신호, 탐지, 시험, 검사, 구명 및 교육용 기기;
전기 분배 또는 전기 사용의 전도, 전환, 변형, 축적, 조절 또는 통제를 위한 기기; 음향/영상 또는 데이터의
기록/전송/재생 또는 처리용 장치 및 기구; 기록 및 내려받기 가능한 미디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빈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기록 및 저장매체; 동전작동식 기계장치; 금전등록기, 계산기; 컴퓨터 및 컴퓨터주변기기; 잠수복,
잠수마스크, 잠수용 귀마개, 다이버 및 수영용 노즈클립, 잠수용 장갑, 잠수용 호흡장치; 소화기기

269

10

외과용, 내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기계기구; 의지(義肢), 의안(義眼) 및 의치(義齒); 정형외과용품; 봉합용
재료; 장애인용 치료 및 재활보조장치; 안마기; 유아수유용 기기 및 용품; 성활동용 기기 및 용품

361

11

조명용, 가열용, 냉각용, 증기발생용, 조리용, 건조용, 환기용, 급수용, 위생용 장치 및 설비

397

12

수송기계기구; 육상,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이동하는 수송수단

427

13

화기(火器); 탄약 및 발사체; 폭약; 폭죽

447

14

귀금속 및 그 합금; 보석, 귀석 및 반귀석; 시계용구

453

15

악기; 악보대 및 악기용 받침대; 지휘봉

461

16

종이 및 판지; 인쇄물; 제본재료; 사진; 문방구 및 사무용품(가구는 제외); 문방구용 또는 가정용 접착제; 제도
용구 및 미술용 재료; 회화용 솔; 교재; 포장용 플라스틱제 시트, 필름 및 가방; 인쇄활자, 프린팅블록

467

17

미가공 및 반가공 고무, 구타페르카, 고무액(gum), 석면, 운모(雲母) 및 이들의 제품; 제조용 압출성형형태의
플라스틱 및 수지; 충전용, 마개용 및 절연용 재료; 비금속제 신축관, 튜브 및 호스

493

18

가죽 및 모조가죽; 수피; 수하물가방 및 운반용 가방; 우산 및 파라솔; 걷기용 지팡이; 채찍 및 마구(馬具);
동물용 목걸이, 가죽끈 및 의류

505

19

건축용 및 구축용 비금속제 건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경질관(硬質管); 아스팔트, 피치, 타르 및 역청;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기념물

515

20

가구, 거울, 액자; 보관 또는 운송용 비금속제 컨테이너; 미가공 또는 반가공 뼈, 뿔, 고래수염 또는 나전(螺鈿);
패각; 해포석(海泡石); 호박(琥珀)(원석)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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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류 구분
류

류 제 목

페이지

21

가정용 또는 주방용 기구 및 용기; 조리기구 및 식기(포크, 나이프 및 스푼은 제외); 빗 및 스펀지; 솔(페인트
솔은 제외); 솔 제조용 재료; 청소용구; 비건축용 미가공 또는 반가공 유리; 유리제품, 도자기제품 및 토기제품

553

22

로프 및 노끈; 망(網); 텐트 및 타폴린; 직물제 또는 합성재료제 차양; 돛; 하역물운반용 및 보관용 포대; 충전
재료(종이/판지/고무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직물용 미가공 섬유 및 그 대용품

579

23

직물용 실(絲)

589

24

직물 및 직물대용품; 가정용 린넨; 직물 또는 플라스틱제 커튼

593

25

의류, 신발, 모자

603

26

레이스, 장식용 끈 및 자수포, 의류장식용 리본 및 나비매듭리본; 단추, 훅 및 아이(hooks and eyes), 핀 및
바늘; 조화(造花); 머리장식품; 가발

617

27

카펫, 융단, 매트, 리놀륨 및 기타 바닥깔개용 재료; 비직물제 벽걸이

627

28

오락용구, 장난감; 비디오게임장치; 체조 및 스포츠용품;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

633

29

식육, 생선, 가금 및 엽조수; 고기진액; 보존처리/냉동/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 젤리, 잼, 콤폿; 달걀;
우유, 치즈, 버터, 요구르트 및 기타 유제품; 식용 유지(油脂)

653

30

커피, 차(茶), 코코아 및 그 대용물; 쌀, 파스타 및 국수; 타피오카 및 사고(sago); 곡분 및 곡물 조제품;
빵, 페이스트리 및 과자; 초콜릿; 아이스크림, 셔벗 및 기타 식용 얼음; 설탕, 꿀, 당밀(糖蜜); 식품용 이스트, 베이킹
파우더; 소금, 조미료, 향신료, 보존처리된 허브; 식초, 소스 및 기타 조미료; 얼음

673

31

미가공 농업, 수산양식, 원예 및 임업 생산물; 미가공 곡물 및 종자; 신선한 과실 및 채소, 신선한 허브; 살아
있는 식물 및 꽃; 구근(球根), 모종 및 재배용 곡물종자; 살아있는 동물; 동물용 사료 및 음료; 맥아

691

32

맥주; 비알코올성 음료; 광천수 및 탄산수; 과실음료 및 과실주스; 시럽 및 비알코올성 음료용 제제

703

33

알코올성 음료; 음료제조용 알코올성 제제

709

34

담배 및 대용담배; 권연 및 여송연; 흡연자용 전자담배 및 기화기; 흡연용구; 성냥

715

35

광고업; 사업관리/조직 및 경영업; 사무처리업

721

36

금융, 통화 및 은행업; 보험서비스업; 부동산업

753

37

건축서비스업; 설치 및 수리서비스업; 채광업/석유 및 가스 시추업

775

38

통신서비스업

815

39

운송업; 상품의 포장 및 보관업; 여행알선업

841

40

재료처리업; 폐기물 재생업; 공기 정화 및 물 처리업; 인쇄 서비스업; 음식 및 음료수 보존업

857

41

교육업; 훈련제공업; 연예오락업;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

875

42

과학적, 기술적 서비스업 및 관련 연구, 디자인업; 산업분석, 산업연구 및 산업디자인 서비스업; 품질 관리 및 인증
서비스업;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디자인 및 개발업

901

43

식음료제공서비스업; 임시숙박시설업

939

44

의료업; 수의업; 인간 또는 동물을 위한 위생 및 미용업; 농업, 수산양식, 원예 및 임업 서비스업

947

45

법무서비스업; 유형의 재산 및 개인을 물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안서비스업; 개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사적인 또는 사회적인 서비스업

96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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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류 구분

1. 상품류 구분

G01 비료
유사군
G0101

상품류
1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료, 식물재배용 흙, 식물용 비료, 종합 영양 비료

페이지
95

G02 농산물과 그 가공품, 식물로서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것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29

냉동한 두류

655

30

도정(搗精)한 곡물, 발아한 곡물

675

31

미가공 곡물, 미가공 두류, 미가공 꽃가루

693

1

공업용 곡분, 공업용 전분

96

29

식용 가공꽃가루

655

30

식용 곡분, 식용 전분

675

29

냉동한 채소

656

31

신선한 채소, 미가공 채소, 유기농 신선한 채소

693

31

신선한 사탕무, 사탕수수

694

29

채소가공식품, 보존처리된 채소, 과실가공식품, 보존처리된 과일

656

30

아몬드페이스트, 케이퍼

676

31

코프라

694

29

요리용 과일즙 및 채소즙

660

G0204
G1009

29

채소/과실가공식품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660

G0205

29

두부, 두부가공식품

661

29

두류가공식품(두부와 두부가공식품은 제외), 보존처리한 두류

661

30

가공한 곡물, 곡물가공식품

676

30

누룩, 효모

679

30

식용 맥아

679

31

양조용 및 증류용 맥아

695

G0209

31

사료

695

G0210

31

종자, 구근(球根), 버섯 균사

696

G020101

G020102

G0202
G0203

G0204

G0204
G0290
(구)G0204B

G0206
G0207
G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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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류 구분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29

냉동한 과실

662

31

신선한 과실

697

G0212

31

살아있는 식물 및 꽃

698

G0213

5

영아용 식품(분유는 제외)

163

G0211

G03 과자와 당류(糖類)
유사군

G0301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29

크로켓

662

30

과자, 빵, 사탕, 초콜릿, 한과

679

43

제과점업

941

5

약제용 유당(乳糖)

163

30

천연감미료

683

30

떡, 인절미

684

G0302
G0303

G04 조미료류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G0401

30

간장, 고추장, 된장

684

G0402

30

화학조미료

685

G0403

30

마요네즈, 식초, 조미용 소스, 케첩

685

3

식품향미(香味)용 정유(精油)

135

30

향신료

686

30

식용 소금

687

31

홉(Hop)

698

32

맥주제조용 홉 진액

705

G0404
G0405
G0406

G05 차류(茶類)와 무주정 음료
유사군
G0501

G0502

22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30

차(茶)류

687

30

커피, 코코아

689

31

미가공 코코아 원두

698

43

커피전문점업

941

유사상품 심사기준

1. 상품류 구분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30

차를 주성분으로 하는 음료, 차음료

689

32

청량음료, 발포성 음료용 재료, 채소 또는 과실 가공 음료

705

32

음료용 채소진액

707

G0504

32

광천수, 생수

708

G0505

30

얼음

689

G0503
G0503
G0290
(구)G0503B

G06 주류(酒類)
유사군
G0601

상품류

페이지

33

소주, 약주, 청주, 법주, 탁주, 막걸리

711

32

맥주, 맥주용 맥아즙

708

33

보드카, 브랜디(Brandy), 위스키, 진(Gin), 딸기주, 매실주, 머루주,
포도주, 사과주

711

33

고량주, 오가피주, 박하주, 송엽주(松葉酒,) 벌꿀주, 약미주(藥味酒)

712

G0602

G0603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G07 축산물과 그 가공품, 유지(油脂), 유(乳)제품, 동물로서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것
유사군
G0701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29

식용육

662

29

가공란, 식용란(卵)

662

31

부화용 수정란

698

G0703

29

가공한 식육, 육류내장품, 육류가공식품

663

G0703
G1009

29

육류가공식품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665

5

영아용 분유

163

29

우유, 유(乳)가공식품, 알부민우유

665

4

공업용 유지(油脂)

155

29

식용 유지(油脂), 유지가공식품

667

31

살아있는 짐승, 살아있는 조류

699

29

살아있지 않은 식용벌레, 벌레가공식품

667

31

살아있는 벌레

699

G0702

G0704

G0705
G0706
G0707

G08 수산물과 그 가공품(식용에 한함)
유사군
G0801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29

살아있지 않은 어패류(냉동 또는 염장한 것을 포함함)

668

31

살아있는 어패류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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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류 구분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22

충전용 해초

581

29

보존처리한 식용해초, 해초가공식품

669

31

식용 미가공 해초

700

G0802
G1009

29

해초가공식품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669

G0803

29

보존처리한 어패류, 어패류가공식품

669

G0803
G1009

29

어패류가공식품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671

G0802

G09 담배와 흡연기구
유사군
G0901
G0902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34

담배(의료용은 제외)

717

16

시가용 밴드

470

34

흡연용구

717

G10 화학품과 약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1

공업용 약품, 공업용 또는 과학용 화학제, 계면활성제

97

2

미가공 천연수지, 금속보호제, 목재 보존제, 목재용 매염제, 피혁용 매염제

127

3

가정용 탈지제, 세탁용 광택제, 탈색제

135

4

먼지억제제, 먼지제거제, 윤활제

155

19

타르(Tar), 피치(Pitch)

517

29

요리용 레시틴

671

30

가정용 식육연화제, 아이스크림 응고제, 생크림용 안정제, 요리용 농화제

690

1

공업용 접착제

116

3

세탁용 풀

136

16

가정용 접착제(문방구용은 제외), 가정용 접착테이프

470

17

포장용 접착테이프(문방구용/의료용/가정용은 제외)

495

G1003

1

인공감미료(화학제)

118

G1004

5

약제, 의료용 줄기세포

163

G1004
G1009

5

식이보충제, 건강기능식품

182

G1005

5

섬유용 탈취제, 방취제(인체용 또는 동물용 제외)

183

1

비(非)의료용 미생물

118

5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미생물제제

183

1

식물성장조정제, 식물용 미량원소제제, 토질개량제

118

G1001

G1002

G1006
G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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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류 구분

G11 의료기계기구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위생용품, 성인용품
유사군

G110101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5

응급의료상자

184

9

DNA 칩(Chip), 투약용 디스펜서(Dispenser)

272

10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의료용 팔찌, 류머티즘방지 반지

363

11

의료용 소독기

400

12

휠체어

431

10

치과용 충전기구, 치과용 기초지지구

388

11

치과용 오븐(Dental oven)

400

10

피임용구 및 성인용품

390

5

의료용 솜, 의료용 붕대, 의료용 반창고, 생리대, 수유용(授乳用) 패드

184

G110102

G1102

G110301
10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391

G110302

5

치과용 연마제, 치과용 충전재료

186

G110303

5

유아용 기저귀, 의료용 기저귀

187

G12 향료,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화장품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G1201
S120907
S128302

2

문신잉크

127

(구)G1201B

3

화장품

136

G1202

3

향료

144

3

인조손톱, 인조속눈썹, 화장용 접착제, 화장용 면봉, 화장용 탈지면

145

8

오렌지 스틱(매니큐어 기구)

255

18

휴대용 화장품 케이스(내용물이 없는 것)

507

21

비전기식 화장용 솔, 향수분무기, 빗, 화장용 콤팩트

556

24

화장제거용 천

595

26

머리염색용 캡, 비전기식 헤어롤러

619

3

가발 고정용 접착제

146

9

헤어드레싱 연습용 머리(교육 장치)

272

26

가발, 장식용 수염

619

G120401

G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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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류 구분

G13 비누와 세제, 치약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G1301

3

비누(인체용, 동물용은 제외)

146

G1301
G1201

3

인체용 비누, 미용비누

148

3

치약

149

21

칫솔, 치실

556

(구)G1301B

G1302

G14 세탁 및 청소기구,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솔류
유사군

G1401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16

종이제 쓰레기봉투, 플라스틱제 쓰레기봉투

470

20

우산꽂이통

535

21

세탁 및 청소용구(전기식은 제외), 설거지용 천(수세미)

557

G15 염료, 안료, 도료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G1501

2

염료

127

G1502

2

안료

128

G1503

1

도자기용 유약

119

G1504

2

도료(페인트)

129

3

구두약

149

4

구두용 그리스

156

3

광택제

149

4

가죽보존용 오일

156

G1505

G1506

G16 광물(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1

고령토, 공업용 돌로마이트(Dolomite), 마그네사이트(Magnesite), 맥반석

119

6

금속광석

191

14

보석의 원석

455

17

미가공 또는 반가공 운모

495

19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함)

517

20

미가공 산호, 미가공 해포석, 미가공 호박

535

G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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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류 구분

G17 유리(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유사군

G1701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9

광학유리

272

19

건축용 유리

518

21

비건축용 석영유리, 비건축용 강화유리

559

G18 주방용품과 일용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유사군

상품류
6

G1801

G1802

G1803

21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금속제 냄비고리
비전기식 요리용 냄비, 비전기식 압력솥, 비전기식 주전자, 비전기식
프라이팬, 차주전자용 보온커버

21

식기

6

금속제 바구니

8

국자, 숟가락, 채소용 강판

11

가스그릴,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요리용 석쇠장치, 요리용 번철장치

16

은박지, 주방용 호일

20

비금속제 바구니

21

페이지

가정용 식음료준비기구(전기식은 제외), 식품저장용기, 쟁반, 절구,
음료용 빨대

24

주방용 직물제 수건

11

아이스박스(휴대용은 제외)

21

물통, 보온통, 휴대용 냉각용기

G1805

11

버너(실험실용은 제외), 풍로

G1806

11

싱크대

6

금속제 간판, 금속제 표지판, 금속제 표찰

11

발광성 가옥번호판

14

의류용 귀금속제 바느질 부착형 태그

16

종이제 또는 판지제 간판

18

가죽제 라벨, 의류용 가죽제 바느질 부착형 태그

19

비금속제 광고기둥

20

목제 간판, 플라스틱제 간판, 비금속제 표찰, 공기팽창식 광고물

21

자기제 간판, 유리제 간판

24

직물제 라벨

26

경기용 번호표

G1804

G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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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류 구분
유사군

G1809

G1810

G1811

G1812

G1813

G1814

G1815

G1816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6

금속제 깃대(구조물)

16

종이제 기(旗)

19

비금속제 깃대(구조물), 비금속제 깃봉

20

비금속제 장대

24

직물제 또는 플라스틱제 기(旗)

6

금속제 기념컵, 금속제 기념패

14

귀금속제 기념컵, 귀금속제 기념패, 주화, 구리토큰

20

비금속제 기념컵, 비금속제 기념패

8

부삽, 부젓가락

21

석탄통

5

파리잡이용 점착제, 파리잡이용 종이

21

파리채, 포충기

28

곤충채집용 채

11

손난로

6

금속제 야생동물용 덫

21

쥐덫

22

그물형 덫

6

초목용 금속제 지지목

16

종이제 화분커버

17

꽃꽂이용 폼 서포트(반가공품)

20

초목용 비금속제 지지목(支持木)

21

화분, 실내식물재배용 테라리엄(Terrarium), 물뿌리개

7

수족관용 공기펌프

11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용 히터

19

구조물로 된 수족관

21

실내수족관(구조물은 제외)

1

새잡이 끈끈이

3

애완동물용 샴푸(비의료용 손질제), 애완동물용 화장품

6

가축용 체인, 금속제 닭장, 동물용 방울

9

동물훈련용 전자목걸이

16

강아지 운동용 종이제 또는 셀룰로오스제 일회용 패드

18

동물용 목걸이, 애완동물용 의류

19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20

애완동물용 집(구조물과 새장은 제외), 애완동물용 쿠션, 애완동물용 침대

G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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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1. 상품류 구분
유사군

G1817

G1819

G1820

G1821

G1822

G1824

G1825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21

새장, 애완동물용 우리(Cages)

24

애완동물용 담요

27

애완동물용 급식매트

28

애완동물용 장난감

31

애완동물용 모래종이(깔개), 동물용 깔짚

6

금속제 사다리

20

비금속제 사다리

22

줄 사다리

21

양복솔

11

변기, 비데(Bidet)

16

종이제 변기시트커버

21

침실용 간이변기, 화장지걸이

24

직물제 변기 시트커버

21

저금통

8

다리미, 비전기식 재봉인두

11

가열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기

16

자수용 도안형지, 재봉용 초크(Chalk)

20

수틀, 목제 실패

21

다림질대

24

자수용 도안직물

26

바늘꽂이, 바늘쌈지, 재봉상자, 재봉용 받침대

6

금속제 욕조가로대

11

욕조, 샤워기

20

비금속제 욕조가로대

21

유아용 휴대식 목욕통

24

직물제 샤워커튼, 플라스틱제 샤워커튼

27

욕실용 매트

페이지

G19 볏짚, 풀잎과 이를 원료로 한 제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을 제외)
유사군

G1901

G1902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20

갈대, 볏짚, 보릿짚

537

22

충전용 짚

581

31

식물보온용 짚

701

27

돗자리, 거적, 멍석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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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류 구분

G20 목재, 죽재, 등(藤), 나무 껍질과 이를 원료로 한 제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유사군

G2001

G2002

G2003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19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519

20

죽재(竹材)(건축용은 제외)

538

31

제재전(製材前) 목재

701

19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520

20

고리버들, 등나무 기

538

31

미가공 나무껍질

701

22

대팻밥, 톱밥

581

31

펄프제조용 나무 조각

701

G21 종이,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종이제품
유사군

G210101

G210102
G2102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1

화학시험지

120

2

부활절 달걀 착색용지

131

5

방충지

188

16

종이, 판지

472

17

석면지(石綿紙)

496

27

벽지

629

3

물티슈, 물수건

151

16

종이제 수건, 종이제 티슈, 화장지

474

G22 문방구
유사군
G2201

G2202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2

인쇄잉크

131

16

사진제판용 수정잉크

475

2

미술용 그림물감

132

8

팔레트 나이프

258

9

주판, 계산자(尺)

273

16

문방구

475

22

종이제 먼지 받이용 덮개(미술재료)

582

G23 가죽과 그 모조품, 이를 원료로 한 제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유사군
G2301

30

상품류
18

유사상품 심사기준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가죽

페이지
508

1. 상품류 구분
유사군
G2302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18

인조가죽

508

24

인조가죽직물

596

G24 플라스틱, 고무, 펄프 및 기타 기초재료로서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것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1

미가공 인조수지, 미가공 플라스틱

121

16

포장용 플라스틱제 필름

481

17

반가공 인조수지, 플라스틱 필름(포장용은 제외)

496

20

일본식 목제 음식포장시트

538

G2402

17

미가공 고무, 반가공 고무

498

G2403

1

목재펄프

122

G2404

20

거북 등, 고래수염, 굴 껍데기, 동물 발굽, 동물뿔

538

G2401

G25 포대와 기타 용기(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유사군

G2501

G2502

G2503

G2504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6

금속제 열차 및 버스 티켓 홀더

194

16

머니클립(Money clips), 여권홀더

481

18

가방, 지갑

508

25

머니벨트(의류)

605

6

금속제 통(탱크/컨테이너)

194

16

종이제 크림용기

482

19

석제 통

520

20

비금속제 통(석제는 제외)

538

6

금속제 상자(박스)

195

16

종이제 상자, 판지제 상자

482

18

가죽제 상자, 경화섬유제 상자

511

20

목제 상자, 플라스틱제 상자

539

21

유리제 상자, 캔디 상자

572

16

포장용 종이제 포대, 포장용 플라스틱제 포대

482

17

포장용 고무제 포대

498

18

포장용 가죽제 백(봉투/자루)

511

20

플라스틱제 우편물 우송용 원통

540

22

포장용 직물제 포대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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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류 구분
유사군
G2505

G2506

G2507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22

짚제 포장재, 가마니

582

6

금속제 마개, 금속제 밀봉캡

195

17

고무제 마개, 고무제 뚜껑

499

20

비금속제 마개

540

21

유리제 마개, 유리제 병마개

572

21

병류(꽃병은 제외)

572

G26 가구, 이불, 옥내외장치품 및 혼상제구(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6

금속제 또는 비금속제 금고, 금속제 가구 부속품

195

11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405

14

보석상자, 귀금속제 상자

456

20

가구, 비금속제 가구부속품

540

6

구두흙털이용 금속제 매트, 일반금속제 케이크 토퍼

196

16

종이제 식탁장식품, 비맞춤식 종이제 가구커버

483

18

가구용 가죽제 커버

512

20

동물박제, 실내용 블라인드, 장식용 주렴, 비직물제 벽면장식

545

21

비종이제 및 비직물제 식탁매트

573

24

직물제 식탁장식품, 직물제 소파덮개

596

26

러그훅

620

27

매트, 비직물제 벽걸이, 카펫

629

28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조명용품과 과자류는 제외)

635

31

살아있는 나무로 만든 크리스마스트리

701

21

도자기, 꽃병, 수반

573

20

액자

545

24

직물제 족자

597

27

비직물제 족자

630

6

금속제 바람개비, 금속제 우편함, 옥외용 금속제 블라인드

196

19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520

20

비금속제 바람개비, 장식용 윈드차임, 풍경(風磬)

546

22

천막(캠핑용은 제외)

582

G2601

G2602

G2603

G2604

G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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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

1. 상품류 구분
유사군

G2606

G2607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20

매트리스, 방석, 베개, 쿠션

546

22

해먹

583

24

이불, 침대커버, 베갯잇

597

6

금속제 묘비, 금속제 묘표

197

19

비금속제 묘비

521

20

관(棺), 봉안단지

547

21

제기(祭器), 향로

573

24

수의

598

G27 신발, 우산, 지팡이, 부채와 그들의 부속품
유사군

G270101

G270102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6

금속제 신발은못

197

20

비금속제 신발은못

547

25

신발

605

9

방호용 신발

273

14

구두장신구

456

18

스케이트화용 가죽끈

512

21

구둣골, 구둣주걱

573

26

구두끈, 구두 트리밍

620

18

우산, 양산

512

6

지팡이용 금속제 테

197

18

지팡이

512

20

부채

547

G2702

G2703

G2704

G2705

G28 난방기구, 냉방기구와 냉장기계기구류(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6

난로용 장작받침쇠

197

11

난로, 난방장치, 난방용 보일러(수송기계용은 제외)

405

G2802

11

냉동장치 및 설비(수송기계용은 제외)

407

G2803

11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408

G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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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류 구분

G29 등류와 그 부속품(전기 ․ 전지용품은 제외)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4

램프용 심지

156

11

비전기식 조명기기

409

21

촛대

574

G2901
G2902

G30 못․볼트․너트류(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유사군

G3001

상품류

페이지

6

금속제 나사, 금속제 너트, 금속제 못, 금속제 볼트, 금속제 쐐기

197

11

수도꼭지용 좌금(座金)

409

17

고무제 좌금, 경화섬유제 좌금

499

20

G3002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금속제 못, 비금속제 볼트, 비금속제 너트, 비금속제 쐐기, 비금속제
리벳(Rivet)

547

6

금속제 고리, 금속제 자물쇠(전기식은 제외)

198

9

전기식 자물쇠

273

14

귀금속제 열쇠고리, 귀금속제 장식 열쇠고리

456

20

커튼용 링, 커튼용 레일, 커튼용 훅, 비금속제 자물쇠(전기식은 제외)

548

26

커튼상단부용 테이프

620

G31 수동공구, 수동이기류와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기구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G310101

8

도끼, 송곳, 작살

258

G310102

8

단검, 도검, 총검

260

G3102

26

바늘(재봉틀용은 제외)

620

6

모루, 바이스용 금속제 조임구

199

8

렌치, 몽키, 스패너, 니퍼, 해머(비전기식 수공구 또는 수동기구에 한한다)

260

7

기계부품용 전동브러시

218

16

페인트용 솔, 가정용 페인트롤러

484

21

공업용 솔(기계부품은 제외), 선박용 솔

574

3

연마재

151

8

숫돌, 연마용 강철

262

G3103

G3104

G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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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

1. 상품류 구분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6

금속제 줄밥

199

8

끌, 대패, 톱

263

9

목수용 자(尺)

273

20

나무작업대

548

8

면도날, 비전기식 이발기, 비전기식 손톱깎이

264

G3106

G3107

G32 금속과 그 반가공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을 제외)
유사군
G3201
G3202
G3203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6

미가공 또는 반가공 철(鐵), 미가공 또는 반가공 강(鋼)

199

1

갈륨, 세륨, 수은, 우라늄, 플루토늄

122

6

미가공 또는 반가공 비철금속

201

6

땜납, 용접용 금속봉

202

G33 시멘트․석재와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G3301

19

시멘트, 콘크리트

521

G3302

19

석재, 인조석재

522

6

금속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203

11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

410

17

석면제 건축재, 건축용 방습재, 방음재, 보온용 단열재, 틈막이용 조성물

499

G3303
19

G3304

G3305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고무제, 리놀륨제, 석회제, 아스팔트제,
플라스틱제, 합성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포함)

522

20

비금속제 경첩, 비금속제 문 부속품

548

27

인조잔디

630

6

금속제 타일

207

19

비금속제 타일, 벽돌

527

20

반사경 타일

549

6

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208

11

이동식 간이화장실

410

19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528

6

금속제 말뚝, 금속제 전주

208

19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529

G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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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류 구분

G34 이화학기계기구(전자응용기계기구에 속하는 것을 제외)․광학기계기구(전자응용기계기구에 속하는 것을 제외)․
사진기계기구․영화기계기구․측정기계기구(전자응용기계기구에 속하는 것 및 전기자기측정기는 제외)와 그들의
부품 및 부속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사진재료 및 안경과 그 부속품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9

실험실용 이화학기기

274

11

실험실용 가열기기

410

16

교육용 생물체조직

484

G3402

9

광학기기(안경과 사진기기는 제외), 영화기기

277

G3402
G3404

9

사진기기

280

9

기본단위계량기기, 유도단위계량기기, 정밀측정기기, 재료실험기기

283

1

감광지, 미노광(未露光) 감광필름, 사진용 화학제

123

9

안경, 콘택트렌즈

293

21

안경수건

574

G3401

(구)G3402B

G3403
G3404
(구)G3404B

G3405

G35 시계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유사군
G3501

상품류
14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시계, 시계부품

페이지
456

G36 사무용 기계기구(전자응용기계기구에 속하는 것은 제외)와 그 부품 및 부속품, 기타의 기계기구로서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것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7

스탬프 날인기계, 라벨 부착기

218

8

동전삽

264

9

측정용 제도기기, 금전등록기, 시간기록장치, 화폐계수 및 분류기계

294

16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타자기, 제도기, 주소인쇄기, 잉크 리본

484

20

제도대

549

7

자동판매기

218

9

동전작동식 기계장치, 티켓디스펜서

295

G3603

7

연료펌프용 자동조절장치, 주유소용 연료분배펌프, 주유기기

219

G3604

20

이미용 의자

549

G3601

G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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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류 구분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8

경찰봉

265

9

구명장치, 방탄조끼, 안전망

295

12

낙하산

431

9

소화(消火)기기, 화재 대피용 사다리, 소방용 호스

296

17

석면제 소방용구

500

9

경보기

297

6

금속제 교통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209

9

발광식 교통신호기, 기계식 교통신호기

298

19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529

G3609

9

잠수마스크, 잠수용 귀마개, 잠수용 호흡장치

299

G3610

15

악기 조율기

463

G3611

28

유원지용 탑승놀이기구

636

G3612

7

잔디 깎는 기계(수동식은 제외)

219

G3613

7

기계부품용 공압식 문 개폐장치, 기계부품용 수압식 문 개폐장치,
전기식 문 개폐장치

219

G3605

G3606
G3607

G3608

G37 수송기계기구와 그 부품 및 부속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유사군

G370101

G370102

G3702

G3703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6

와이어용 신장구, 철도용 전차대

209

7

하역기계, 승강기계, 리프트 조작장치, 엘리베이터 조작장치

219

12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431

20

화차용 비금속제 하역계측봉

549

6

하역용 금속제 팰릿

209

20

하역용 비금속제 팰릿

549

6

금속제 계선부표, 금속제 마스트

209

7

선박용 자동사각갈고리

221

9

소방선, 구명보트

300

11

선박용 냉난방장치, 선박용 조명기기

411

12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432

19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529

20

비금속제 계선부표

549

22

선박용 돛

583

9

인공위성

300

11

항공기용 냉난방장치, 항공기용 조명기기

411

12

항공기, 항공기용 구조부품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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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류 구분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11

철도차량용 냉난방장치, 철도차량용 조명기기

411

12

철도차량, 철도차량의 부품 및 부속품

434

7

굴착기, 불도저, 제설기

221

9

소방차

300

11

자동차용 냉난방장치, 자동차용 조명기기

412

12

자동차, 자동차의 부품 및 부속품

435

13

전차(戰車)

449

11

자전거용 조명등

412

12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438

G370701

12

손수레, 우마차

439

G370702

12

유모차

440

G3708

12

타이어, 튜브

440

12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441

12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442

G3704

G3705

G3706

G3711
(구)G3711B

G3712
(구)G3712B

G38 산업기계기구․동력기계기구(전동기는 제외)․풍수력기구와 그들의 부품 및 부속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기계요소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6

금속제 주물금형

210

7

금속가공기계, 전기아크 절단장치, 전기 용접기

222

11

히트건

412

19

비금속제 주물금형

530

G3802

7

광산기계

226

G3803

7

토목기계, 석재가공기계

226

7

농기계, 축산기계(착유기기는 제외)

227

11

농업용 건조기, 농업용 살수(撒水)장치

413

12

농업용 트랙터

443

8

수동식 농기구, 축산용 수공구

265

18

동물용 여물주머니

513

20

사료선반

550

21

동물용 구유, 동물용 빗(애완동물용은 제외)

574

G3801

G380401

G380402

38

유사상품 심사기준

1. 상품류 구분
유사군

상품류

G380403

9

전기울타리

300

G3806

7

착유(搾乳)기기

228

G3807

20

벌집, 벌통

550

7

부란기(孵卵器), 육추기(育雛器)

229

9

검란기

300

6

금속제 인공어초(人工魚礁)

210

7

어업용 기계

229

19

비금속제 인공어초

530

22

어망용 부자

583

7

산업용 화학기계, 전기도금장치

229

9

이온화장치(공기 및 물처리용은 제외)

300

11

증류장치, 정수장치, 가스정화장치, 공기건조기

413

7

쓰레기 압축기계, 하수 오물 분쇄기

230

11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

416

7

섬유기계

231

26

소모기(梳毛機)용 바늘, 어망제조용 북

621

7

산업용 식음료가공기계

232

11

음료 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417

G3813

7

제재기계, 목공기계

233

G3814

7

펄프가공기계, 제지(製紙)기계

234

7

인쇄기계, 제본기계

234

16

인쇄활자, 제본재료, 프린팅 블록

485

11

공업용 노(爐)

417

7

재봉기계

235

26

재봉틀용 바늘

621

7

가죽가공기계

235

8

구두제조용 구두형(수공구)

266

7

담배가공기계

235

11

담배용 냉각장치, 담배 로스터(Roaster)

418

7

유리가공기계

235

6

페인트분무용 금속제 부스

210

7

도장(塗裝)기계

236

19

페인트분무용 비금속제 부스

530

G3808

G3809

G381001

G381002

G3811

G3812

G3815
G3816
G3817

G3818

G3819
G3820

G3821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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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 상품류 구분
유사군
G3822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7

포장기계, 전기식 포장용 플라스틱봉함 장치

236

7

동력기계(육상차량용은 제외)

237

12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443

7

펌프, 압축기, 송풍기

239

8

수동식 펌프

266

7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은 제외)

240

12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

444

G3826
G3711

7

기계용 완충기기(수송기계용은 제외)

242

(구)G3826B

17

고무제 완충기

501

G3827
G3712

7

기계용 제동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

242

G3823

G3824

G3825

(구)G3827B

6

비기계용 금속제 파이프 밸브, 비기계용 금속제 파이프 커플링,
비기계용 금속제 플랜지(Flange), 비기계용 금속제 스프링

210

7

기계부품용 링(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부품용 밸브(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부품용 베어링(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부품용 스프링(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부품용 커플링(육상차량용은 제외)

243

11

수도조절용 장치, 가스조절 및 안전용 장치

418

12

육상차량용 축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444

17

개스킷, 고무제 링 , 탄성고무제 또는 경화섬유제 밸브, 고무제
패킹(Packing), 플라스틱제 패킹, 석면제 패킹

501

18

가죽제 밸브, 스프링용 가죽제 케이싱

513

19

급배수용 밸브(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530

20

급배수용 플라스틱제 밸브(기계부품은 제외)

550

G3829

7

수차(水車), 풍차

244

G3830

7

세척기계

245

G3831

7

기계식 주차시스템

245

G3832

7

고무가공기계, 플라스틱가공기계

245

G3833

7

3D 프린터

246

G382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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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류 구분

G39 전기기계기구․전기통신기계기구․전자응용기계기구(의료기계기구에 속하는 것은 제외)․전기재료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7

발전기, 모터(육상차량용은 제외)

246

12

육상차량용 모터

445

9

배전기기, 전기제어기기, 전기변압기

301

9

네온사인

307

11

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

418

4

전기에너지

156

9

전지

307

9

전기측정기기, 자기측정기기, 전파측정기기

308

9

전선, 전기케이블, 광섬유

309

7

가정용 전기믹서, 가정용 전기세탁기, 가정용 전기식 진공청소기

247

9

전기식 도어벨

311

11

가정용 전기식 식기소독기, 가정용 전기식 정수기, 가정용 전기냉장고,
전기식 압력솥, 전기식 주전자

421

21

유인살충용 전기장치

575

8

전기면도기, 전기손톱깎이, 전기이발기

267

10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395

11

모발건조기, 네일램프

424

21

가정용 전기식 보풀제거기, 전기빗, 전기칫솔, 전기식 화장제거기구

575

26

전기식 헤어컬러(수동식은 제외)

621

G390701

9

전기음향영상기기

312

G390701
G390799

9

이어폰, 헤드폰

318

9

전기통신기기

319

26

휴대폰 장식용 참

621

9

이어셋, 헤드셋

329

7

로봇, 자동조종기계, 반도체가공기계

248

9

실험실용 로봇

329

9

소프트웨어

329

42

컴퓨터시스템의 설계 및 자문업,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자문 및 개발업,
자료 및 문서의 디지털처리업, 컴퓨터프로그램 및 데이터전환업(물리적
전환은 제외), 컴퓨터 데이터 복구업

912

9

컴퓨터, 전자관, 태블릿 컴퓨터

334

G390101
G390102
G3902

G3903
G3904
G3905
(구)G3905B

G390601

G390602

G390702
G390702
G390799
G390801

G390802

G3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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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류 구분
유사군

상품류

G390804

9

반도체, 반도체 소자, 집적회로

350

7

용접기계용 전극

250

9

전기플러그, 전기소켓, 자석

352

17

전기절연재료

502

17

전기절연용 고무제품, 전기절연테이프

502

G3909

G3909
G3905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구)G3909B

G40 연료, 공업용 오일(공업용 유지는 제외), 납류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G4001

4

고체연료

156

G4002

4

기체연료

157

G4002
G4003

4

액체연료

157

1

유압오일

124

2

방청유

132

4

공업용 오일

158

4

미가공 왁스, 조명용 왁스

159

16

봉랍

485

1

부동액, 브레이크액, 유압회로용액

124

(구)G4002B

G4003
(구)G4003B

G4004
G4006

G41 성냥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G4101

34

성냥

718

G410201

11

가스점화기

425

4

라이터용 연료

159

34

흡연용 라이터

719

G410202

G42 총포․총포탄․화약․폭약․화공품, 그들의 보조기구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유사군

G4201

42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4

화구(火口)

160

13

총(銃), 대포

449

20

총가

551

유사상품 심사기준

1. 상품류 구분
유사군

G4202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6

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212

13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450

19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530

G43 완구, 놀이 및 오락기구, 스포츠용구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20

유아용 놀이틀, 유아용 보행기

551

28

완구, 인형

636

9

비디오게임 카트리지

353

28

오락 및 놀이용구

640

6

금속제 다이빙 보드

212

8

스키용 스크레이퍼

267

9

다이빙 및 수영용 노즈클립(Nose clip)

353

19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531

25

스포츠의류, 스포츠셔츠, 스포츠외투, 축구복, 검도복

607

27

스포츠용 매트

631

28

신체단련기구, 신체재활기구

643

G430301
G430302

25

등산복

609

G430301
G430303

25

골프복

609

G430301
G4304

25

낚시복

609

6

금속제 텐트팩, 등산용 아이젠(eisen)

212

8

등산용 피켈(얼음도끼)

267

20

비금속제 텐트 팩

551

21

코펠

575

22

등산 또는 캠핑용 텐트

583

24

침낭

598

28

등산용 안전장착대, 등강기(등산장비)

649

G430303

28

골프공, 골프채, 골프가방

649

G430304

8

골프벙커 정리용 써레

268

20

낚시바구니, 낚시의자

551

28

낚시용구

650

31

낚시용 떡밥, 낚시용 살아있는 미끼

702

G4301

G4302

G430301

G430302

G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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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류 구분
유사군
G4305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6

박차

212

18

마구, 채찍

513

G44 보석․귀금속과 그들의 모조품, 그들을 원료로 한 제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유사군
G4401
(구)G4401B

G4402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14

보석, 인조보석

457

14

귀금속, 모조귀금속

458

G45 피복, 장신구, 조화(造花)
유사군

상품류

G450101

25

겉옷, 외투(스포츠의류와 한복은 제외)

609

10

수술복

395

25

간호사용 유니폼

611

G4502

25

한복

611

G4503

25

속옷, 스웨터, 셔츠

612

16

종이제 턱받이

486

25

양말, 스타킹, 비전기식 보온용 발싸개, 목도리, 숄, 스카프, 넥타이,
방한용 장갑, 방한용 귀덮개

613

26

의류용 어깨 패드

621

10

의료용 장갑

395

9

방호용 장갑

353

17

절연용 장갑

503

21

가사용 장갑, 광택용 장갑, 원예용 장갑

576

25

휴대용 전자터치스크린장치용 전도성 장갑

614

G450501

25

모자

615

G450502

9

보호헬멧

354

G450601

25

방한용 마스크(의류)

615

G450602

10

의료용 호흡마스크

396

G450603

9

방독면, 방호용 마스크

354

G4507

9

방화 피복

355

18

미아방지용 끈

514

25

의복용 벨트

615

26

소매 흐름방지용 탄력밴드

622

G450102

G450401

G450402

G450403

G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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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1. 상품류 구분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G4509
G4401
G4510

14

귀금속제/보석제 장신구

459

(구)G4509A

26

머리장식용품, 의류부착용 셔닐사(絲) 장식

622

14

커프스(Cuffs) 단추

460

21

단추고리

576

26

단추, 지퍼

624

21

때밀이용 스펀지

576

24

직물제 수건, 목욕장갑, 직물제 보자기

599

26

조화

624

31

생화(生花)화환, 장식용 건조식물

702

25

방수용 피복

616

G4510
(구)G4510B

G4511

G4512

G4513

G46 누에․누에고치 및 양잠기계기구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22

누에고치

584

31

누에, 누에씨

702

7

양잠기계

251

G4601

G4602

G47 원료섬유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G4701

22

미가공 면(綿)섬유

584

G4702

22

미가공 견(絹)섬유

584

G4703

22

미가공 마(麻)섬유

584

21

브러시용 모

577

22

미가공 모(毛)섬유

585

17

비직물용 화학섬유

503

22

직물용 화학섬유

585

17

비직물용 무기섬유

503

21

비직물용 유리섬유

577

22

직물용 무기섬유

585

G4704

G4705

G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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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류 구분

G48 사(紗)류
유사군

G4801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17

비직물용 화학섬유사(絲), 비직물용 무기섬유사

503

21

비직물용 유리섬유사

577

23

직물용 실(絲), 자수용 금속제 실

591

G49 직물류
유사군
G4901

G4902
G4903
G4904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17

석면직물

504

24

직물

599

24

메리야스 원단

600

26

금자수포, 은자수포, 자수레이스용 원단

625

24

세폭(細幅)직물

601

17

석면제 펠트(Felt)

504

24

부직포(不織布), 직물펠트

601

G50 망․끈류(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6

금속제 로프

213

17

고무끈, 석면제 끈

504

18

가죽끈

514

22

노끈, 비금속제 로프, 비금속제 케이블, 포장용 끈

585

6

금속제 망(網)

213

17

석면제 망

504

19

비금속제 방충망

531

22

비금속제 망(석면제는 제외)

586

G5001

G5002

G51 악기․축음기와 그들의 부속품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G510101

9

음반, 음악이 수록된 전자매체

355

9

메트로놈

356

15

악기, 연주보조용품

463

G5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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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

1. 상품류 구분

G52 인쇄물(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서화, 조각, 사진 및 모형물(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페이지

9

자기식 ID카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음악이 아닌 것이 수록된
전자매체

356

16

비자기식 신용카드

486

9

내려받기 가능한 티켓, 내려받기 가능한 쿠폰

358

16

인쇄물(서적 및 정기간행물은 제외)

486

16

서화(書畵)

488

6

금속제 조각품(귀금속제는 제외)

213

14

귀금속제 조각품

460

16

혼응지제 조각품

489

17

고무제 소입상

504

19

석제 조각품, 콘크리트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531

20

목제 조각품, 밀랍제 조각품, 석고제 조각품, 플라스틱제 조각품

551

21

자기제 조각품, 테라코타제 조각품, 유리제 조각품

577

9

노광(露光)된 필름

358

16

인화된 사진, 청사진

489

16

모형제작용 재료, 건축모형

489

20

양복용 인체모형, 재단용 인체모형

552

21

인조알

578

26

인조과일, 야채모조품

625

9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출판물

358

16

서적, 정기간행물

489

G520101

G520102

G5202

G5203

G5204

G5205

G5206

G53 특수세라믹제조용 합성물
유사군
G5301

상품류
1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특수세라믹제조용 합성물

페이지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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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업류 구분

2. 서비스업류 구분

S01 광고업
유사군

S0101

서비스
업류
35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라디오광고업, 텔레비전광고업, 옥외광고업, 광고물작성업,
상품견본배포업, 광고물배포업, 마케팅서비스업, 쇼윈도장식업,
상품전시업, 텔레마케팅업, 홍보목적의 패션쇼 개최업

페이지

723

S02 금융업
유사군
S0201

서비스
업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페이지

36

예금접수업, 자금대부업, 내국환거래업, 증권업, 탄소배출권 중개업

755

서비스
업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페이지

S03 보험업
유사군
S0301

36

보험업

765

S04 토목․건축업, 조선업
유사군

서비스
업류

S040101

37

종합건설공사업, 건축물 건설업, 도로건설공사업, 토목공사업,
건물방음 설비공사업, 건물절연 설비공사업, 건설상담업, 건설
및 건축장비임대업

777

S040102

37

조선업

784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페이지

S05 수리․수선업
유사군

서비스
업류

S050109

37

흡연용구 수리업

784

S050111

37

의료용 기계기구 수리업

784

S050114

37

비전기식 청소용구 수리업

785

S050118

37

주방용품/간판/실내수족관/변기/샤워기 수리업

785

S050122

37

문방구 수리업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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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페이지

2. 서비스업류 구분

유사군

서비스
업류

S050123

37

가죽/모피 수선업

786

S050125

37

가방 수선업

786

S050126

37

가구/이불/우편함/혼상제구 수리업

786

S050127

37

신발/우산 수선업

787

S050128

37

냉방기구/난방기구/환풍기 수리업

787

S050129

37

비전기식 조명기기 수리업

789

S050130

37

자물쇠/열쇠고리 수리업

789

S050131

37

수공구 및 수동기구 수리업

789

S050134

37

이화학/광학/사진/영화/측정기계기구 수리업

789

S050135

37

시계 수리업

790

S050136

37

사무용 기계기구/자동판매기/주유기기/소화기/교통신호기/
이미용 의자/구명장치/경보기/잠수용 기계기구/ 유원지용 탑승
놀이기구/잔디 깎는 기계의 수리업

791

S050137

37

수송기계기구 수리업

792

S050138

37

산업/동력/풍수력기계기구 수리업, 금속가공기계 수리업,
용광로 설치 및 수리업

795

S050139

37

전기/전기통신/전자응용기계기구 수리업

800

S050141

37

가스점화기/흡연용 라이터 수리업

805

S050142

37

총포 수리업

805

S050143

37

완구/오락 및 놀이용구/스포츠용구 수리업

806

S050144

37

보석 수선업

806

S050145

37

피복/귀금속제 장신구/의류장식품 수선업

806

S050146

37

양잠기계 수리 또는 보수업

807

S050151

37

악기 수리업

807

S050152

37

인쇄물/서화/조각품/모형물 수선업

807

S050199

37

각종 시설물 설치 및 기타 물품 수리/수선업

807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페이지

S06 통신업
유사군
S0601

서비스
업류
38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페이지

전화통신업, 이동전화통신업, 전자우편전송업, 통신사(通信社)업,
통신기기 및 장비의 임대업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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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업류 구분

S07 방송업
유사군
S0701

서비스
업류
38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텔레비전방송업, 인터넷방송업

페이지
837

S08 운송업
유사군

서비스
업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페이지

S080101

39

해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철도운송업, 자동차운송업, 선박임대업,
자동차임대업, 운송정보제공업

844

S080102

39

교통정보제공업

850

S09 창고업
유사군

서비스
업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페이지

S090101

39

상품보관업, 냉장창고업, 창고업, 창고임대업, 냉동식품창고임대업,
냉동장치임대업, 화물보관용 컨테이너임대업

850

S090102

39

위험물 보관업, 폐기물 보관업

851

S090103

39

차량보관창고업, 항공기보관업

852

S10 특수가공업
유사군

서비스
업류

S100101

40

고무 가공업

859

S100102

40

플라스틱 가공업

859

S100103

40

석재가공업

859

S100104

40

광학유리연마업

859

S100105

40

목공업, 제재업

860

S100106

40

종이가공업

860

S100107

40

정제업, 원유가공업

861

S100108

40

용수처리업, 폐기물 재생업

861

S100109

40

마구가공업

862

S100110

40

에너지생산업, 발전업

862

37

경석에 의한 연마처리업, 주석에 의한 재도금업

808

40

금속처리업, 전기도금처리업, 보석 및 귀금속가공업,
자화(磁化)처리업

862

S100111

50

유사상품 심사기준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페이지

2. 서비스업류 구분

유사군

서비스
업류

S100112

40

직물가공업, 염색업

864

S100113

40

곡물가공업, 수산물가공업

865

40

기타 가공업

866

S100199
(구)S100114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페이지

S1101 연예업
유사군

서비스
업류

S110101

41

공연기획업, 연극공연업, 음악공연업

878

S110102

41

무대장치 임대업, 오디오장비임대업

882

S110103

41

녹음음반대여업, 영화대여업

883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페이지

S1201 농업․임업․축산․어업․광업관련서비스업
유사군

서비스
업류

S120101

37

유정업, 채광업, 채석업, 광산용 기계장비 임대업

808

40

목재벌목업

868

41

영농기술지도업, 조림기술지도업, 축산기술지도업

883

44

농업서비스업, 원예서비스업, 축산서비스업, 임업서비스업

949

41

어업기술지도업

883

44

어업서비스업

952

S120102

S120103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페이지

S1202 인쇄․출판관련서비스업
유사군

서비스
업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페이지

S1202

40

제판업, 인쇄업, 제본업, 영화필름제판업, 인쇄장비임대업

868

S1202
G5206

41

교과서출판업, 서적출판업

883

S1204 법무․세무 및 회계 관련 서비스업
유사군

S120401

S120402

서비스
업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페이지

35

회계업, 세무대리업

730

36

재무가치평가업, 재무관리업, 재무상담업, 입목(立木) 재무평가업,
모직물재무평가업

767

45

법무서비스업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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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업류 구분

S1205 의료․보건서비스업
유사군

서비스
업류

S120501
G1004

35

의료용 위생제 도매업, 소독제 소매업

730

S120501
G1004
G1009

35

건강기능식품 도매업

730

S120501

44

약조제업

952

40

치기공(齒技工)업

869

44

치과서비스업

952

39

휠체어임대업

852

44

병의원업(치과업 제외), 의료보건장비임대업, 요양소서비스업

953

S120504

44

동물병원업, 수의업

959

S120505

42

약제연구업, 세균연구업, 의학연구업

904

S120502

S120503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페이지

S1206 요식․주점․유흥업
유사군

서비스
업류

S120601

41

디스코텍업, 나이트클럽업, 카바레업

885

S120602
G0301
G0502

43

한식점업, 제과점업, 레스토랑서비스업, 커피전문점업

941

S120603

43

주점업

943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페이지

S1207 숙박업
유사군
S1207

서비스
업류
43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하숙서비스업, 모텔서비스업, 유스호스텔업, 호텔숙박시설업,
숙박시설안내업

페이지
943

S1209 문화예술 및 사회교육서비스업
유사군

서비스
업류

S120901

41

도서관 운영업

885

S120902

41

과학관운영업, 미술관운영업, 박물관시설제공업

885

S120903

41

속셈학원업, 수능입시학원업, 유학상담업

886

S120904

41

모델학원업, 연기교육학원업

887

S120905

41

유아원업, 유치원운영업

887

S120906

41

교육적 목적의 전시회조직업, 교육회의 준비 및 진행업

887

52

유사상품 심사기준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페이지

2. 서비스업류 구분

유사군

서비스
업류

S120907

41

미용기술지도업, 미용학원업

889

S120999

41

고시학원업, 꽃꽂이학원업

889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페이지

S1210 스포츠․오락서비스업, 놀이공원운영업
유사군

서비스
업류

S121001

41

스포츠시설의 제공 및 운영업

893

S121002

41

오락시설의 제공 및 운영업

896

S121003

41

놀이공원운영업, 동물원운영업

898

S121004

43

야영장시설제공업, 야영장비공급업, 텐트대여업

944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페이지

S1212 부동산 등 관리․임대․감정 관련 서비스업
유사군

S1212

서비스
업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페이지

36

부동산감정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임대업

769

43

이동식가옥임대업

944

S1213 설계 및 디자인관련서비스업
유사군

서비스
업류

S121301

42

건축설계업, 건축상담업, 토목설계업

906

S121302

42

제품설계업, 기계디자인업, 포장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

908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페이지

S1214 의상서비스업
유사군

S1214

서비스
업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페이지

40

재봉업,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재업, 의류재단업, 커튼재단업,
편물기계임대업

869

42

의상디자인업, 패션디자인업

911

45

야회복대여업, 의류관리서비스업, 의복대여업, 의상상담업

971

S1215 여행․관광서비스업
유사군
S1215

서비스
업류
39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관광안내업, 여행예약업

페이지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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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업류 구분

S1216 사진서비스업
유사군

S1216

서비스
업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페이지

40

사진인화업, 사진필름현상업, 영화필름현상업

870

41

마이크로필름기록업, 사진촬영업, 비디오녹화촬영업

898

S1231~S1234 조사․정보관련서비스업
유사군

서비스
업류

S123101

35

기업경영 및 조직상담업, 사업경영자문업, 인사관리상담업,
기업정보제공업, 상업정보제공업, 시장조사업, 호텔경영지원업

731

S123102

35

직업알선업, 직업소개업, 취업정보제공업

739

S1232

36

금융관련 신용조사업, 보험관련 신용조사업

771

35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가공편집업, 정보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구축업, 컴퓨터 자료 검색업, 컴퓨터화된 파일 관리업

740

39

전자데이터 및 서류의 물리적 저장업

854

S123301
G390802

42

컴퓨터시스템의 설계 및 자문업,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자문 및
개발업, 자료 및 문서의 디지털처리업, 컴퓨터프로그램 및 데이터
전환업(물리적 전환은 제외), 컴퓨터 데이터 복구업

912

S123302

42

컴퓨터 하드웨어 디자인업

922

S1234

41

사진보도업

899

S123301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페이지

S1281~S1284 환경․위생서비스업
유사군

서비스
업류

S128101

37

건축물청소업, 청소장비 대여업

809

S128102

37

항공기청소업, 세차기계임대업

811

S128103

37

방역소독업

811

S128104

37

구두닦이업

812

S128105

40

공기정화업, 수질오염방지처리업, 분뇨처리업, 산업폐기물소각업

870

S128106

42

환경연구업, 환경보호에 관한 연구업

924

S1282

37

세탁업

812

S128301

42

화장(化粧)연구업

925

S128302

44

이용업, 미용서비스업

960

S128303

44

대중목욕탕업, 온천업, 위생시설임대업, 찜질방업

961

S128304

44

안마업, 지압업

962

S128401

45

장의업, 묘지관리업, 봉안당관리업, 장례복 대여업

971

S128402

45

애완동물 장의업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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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페이지

2. 서비스업류 구분

S1312 중개관련서비스업
유사군

서비스
업류

S1312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페이지

35

수출입업무대행업

741

36

관세절차대행업

771

S1370 사무처리업
유사군
S1370

서비스
업류
35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페이지

사무처리업, 복사업

741

S17 중 따로 분류되는 서비스업
유사군

서비스
업류

S173501

35

경매서비스업

742

S173502

35

비서업

743

S173503

35

자동판매기임대업

743

S173601

36

골동품 감정업, 미술품 감정업

772

S173602

36

귀금속 감정업, 보석 감정업

772

S173701

37

자동차 장식업

812

S173901

39

상품포장업

855

S173902

39

잠수업, 잠수복대여업

855

S174001

40

공기조절장치임대업, 난방장치임대업

872

S174002

40

발전기임대업

872

S174003

40

녹음테이프 녹음복사업, 영화필름복사업

872

S174004

40

예술작품표구업

873

S174005

40

3D 프린터업

873

S174101

41

동물훈련업

899

S174102

41

미인선발대회 개최업, 파티계획업, 연예목적의 패션쇼개최업

899

S174103

41

번역업, 통역업

899

S174201

42

기상연구업, 기상정보제공업

925

S174202

42

농업연구업, 농약안전성평가업, 종자검사업

926

S174203

42

건설기술연구업, 건축재료분석업

926

S174204

42

기계연구업, 로켓연구업

927

S174205

42

생명공학 관련 연구업, 화학연구업

927

S174206

42

광산 및 광물탐사업, 지질조사업, 해양연구업

929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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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업류 구분

유사군

서비스
업류

S174301

43

양로원서비스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945

S174302

43

탁아소서비스업

945

S174303

43

동물용 위탁관리업

945

S174304

43

회의실임대업

945

S174401

44

꽃꽂이업

962

S174402

44

정원 또는 화단 관리업

962

S174403

44

애완동물 미용실업

963

S174501

45

보모서비스업, 베이비시팅업

972

S174502

45

사설탐정서비스업, 실종자조사업

972

S174503

45

경호업, 경비업, 금속제 또는 비금속제 금고대여업

973

S174504

45

결혼상담업, 결혼중개서비스업

974

S174505

45

결혼식장업

975

S174506

45

운명감정업, 작명업

975

S174507

45

애완동물 돌보기업

975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페이지

S17 중 따로 분류되지 않는 서비스업
유사군

서비스
업류

S173599

35

제35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743

S173699

36

제36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772

S173799

37

제37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812

S173999

39

제39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855

S174099

40

제40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873

S174299

42

제42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930

S174399

43

제43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945

S174499

44

제44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963

S174599

45

제45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975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페이지

S20 도소매, 판매대행, 판매알선업
유사군

서비스
업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페이지

S2001

35

비료 판매대행업

743

S2002

35

가공한 곡물 소매업, 가공된 과일 도매업, 사료 판매알선업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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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군

서비스
업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페이지

S2002
G1009

35

채소/과실가공식품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744

S2003

35

과자 소매업, 떡 소매업

744

S2004

35

향신료 소매업, 화학조미료 소매업

744

S2005

35

광천수 소매업, 가공된 커피 도매업

744

S2006

35

주류 도매업

744

S2007

35

식육 중개업, 우유 소매업

744

S2007
G1009

35

육류가공식품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도매업

744

S2008

35

식용 미가공 해초 소매업

745

S2008
G1009

35

어패류가공식품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도매업

745

S2009

35

담배 판매대행업, 흡연용구 도매업

745

S2010

35

공업용 화학제 도매업, 세탁용 풀 소매업

745

S2011

35

의료기기 판매대행업, 젖병 소매업

745

S2012

35

향료 소매업, 화장품 판매알선업

745

S2013

35

세제 소매업, 치약 도매업

745

S2014

35

비전기식 청소용구 소매업, 세탁 및 청소용구(전기식은 제외)
소매업, 쓰레기통 도매업

746

S2015

35

도료(페인트) 도매업, 염료 소매업

746

S2016

35

맥반석 소매업, 보석의 원석 도매업

746

S2017

35

건축용 유리 판매알선업, 비건축용 반가공 석영유리 도매업

746

S2018

35

식탁용 식기 소매업, 샤워용 욕조 소매업

746

S2019

35

돗자리 소매업, 충전용 짚 도매업

746

S2020

35

건축용 목재 판매대행업, 죽재(건축용은 제외) 소매업

746

S2021

35

벽지 도매업, 화장지 도매업

747

S2022

35

문방구 판매대행업, 인쇄잉크 도매업

747

S2023

35

가죽중개업, 인조가죽 소매업

747

S2024

35

목재펄프 도매업, 포장용 플라스틱제 필름 소매업

747

S2025

35

가방 및 지갑 소매업, 종이제 상자 도매업

747

S2026

35

가구 도매업, 도자기 도매업, 이불 판매알선업

747

S2027

35

신발 판매대행업, 우산 도매업

747

S2028

35

급속냉동기 도매업, 온수난방기구 소매업

748

S2029

35

비전기식 조명기기 소매업, 촛대 도매업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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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업류 구분

유사군

서비스
업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페이지

S2030

35

금속제 너트 도매업, 수도꼭지용 좌금(座金) 도매업,
전기 자물쇠 소매업

748

S2031

35

비전기식 면도기 도매업, 수동식 렌치 도매업

748

S2032

35

강철 도매업, 미가공 또는 반가공 비철금속 소매업

748

S2033

35

석재 중개업, 시멘트 도매업

748

S2034

35

사진기기 도매업, 안경 판매알선업

748

S2035

35

시계 구매대행업

749

S2036

35

경보기 도매업, 구명장치 소매업, 자동판매기 중개업

749

S2037

35

자동차 도매업, 자전거 판매대행업, 공기타이어 소매업

749

S2038

35

재봉기계 중개업, 산업용 식음료가공기계 소매업, 유리가공기계
중개업, 인쇄기계 판매알선업

749

S2039

35

전기음향영상기기 판매알선업, 전기절연재료 도매업, 전기조명
기구 소매업

749

S2040

35

부동액 도매업, 액체연료 소매업

749

S2041

35

가스점화기 도매업, 흡연용 라이터 소매업

749

S2042

35

화기 판매대행업, 화약 도매업

750

S2043

35

낚시용구 중개업, 신체단련기구 소매업, 완구 도매업

750

S2044

35

보석 도매업

750

S2045

35

외투(스포츠전용 의류 및 한복은 제외) 도매업, 한복 판매대행업

750

S2046

35

누에씨 소매업, 양잠기계 도매업

750

S2047

35

미가공 면(綿)섬유 도매업, 직물용 화학섬유 소매업

750

S2048

35

직물용 실(絲) 소매업

750

S2049

35

메리야스 원단 도매업, 직물 중개업

751

S2050

35

고무끈 소매업, 금속제 망(網) 도매업

751

S2051

35

악기 구매대행업

751

S2052

35

서적 구매대행업, 서화(書畵) 도매업

751

S2053

35

특수세라믹제조용 합성물 도매업

751

S2090

35

백화점업, 슈퍼마켓업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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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류

제

목

본류에는 주로 공업용, 과학용 및 농업용 화학품 (타류에 속하는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포함)이 포함된다.
공업/과학 및 사진용 및 농업/원예 및 임업용 화학제; 미가공 인조수지, 미가공 플라스틱; 소화 및 화재예방용 조성물; 조질제
및 땜납용 조제; 수피용 무두질제; 공업용 접착제; 퍼티 및 기타 페이스트 충전제; 퇴비, 거름, 비료; 산업용 및 과학용 생물학적
제제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감광지
- 타이어수리용 조성물
- 식품 이외의 것의 보존용 소금
- 식품 산업용으로 쓰이는 특정 첨가제
(예: 펙틴, 레시틴, 효소 및 화학보존제)
- 화장품 및 약제 제조용 특정 성분
(예: 비타민, 보존제 및 산화방지제)
- 특정 여과제
(예: 광물질제, 식물제 및 입상형(粒狀形) 세라믹제)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미가공 천연수지(제2류), 반가공 수지(제17류)
-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화학제(제5류)
- 살균제, 제초제 및 유해동물 박멸제(제5류)
- 문방구용 또는 가정용 접착제(제16류)
- 식품보존용 소금(제30류)
- 식물 보온용 짚(제31류)

G0101

비료, 식물재배용 흙, 식물용 비료, 종합 영양 비료

G020102

공업용 곡분, 공업용 전분

G1001

공업용 약품, 공업용 또는 과학용 화학제, 계면활성제

G1002

공업용 접착제

G1003

인공감미료(화학제)

G1006

비(非)의료용 미생물

G1007

식물성장조정제, 식물용 미량원소제제, 토질개량제

G1503

도자기용 유약

G1601

고령토, 공업용 돌로마이트(Dolomite),
마그네사이트(Magnesite), 맥반석

G1817

새잡이 끈끈이

G210101

화학시험지

G2401

미가공 인조수지, 미가공 플라스틱

G2403

목재펄프

G3202

갈륨, 세륨, 수은, 우라늄, 플루토늄

1

G3404
(구)G3404B
G4006

감광지, 미노광(未露光) 감광필름, 사진용 화학제
부동액, 브레이크액, 유압회로용액

G4003
(구)G4003B
G5301

유압오일
특수세라믹제조용 합성물

본류에는 주로 페인트, 착색제, 부식방지제가 포함된다.
페인트, 니스, 래커; 방청제 및 목재 보존제; 착색제, 염료; 인쇄, 표시 및 판화용 잉크; 미가공 천연수지; 도장용/장식용/
인쇄용/미술용 금속박(箔) 및 금속분(紛)
◦
-

특히 포함되는 상품
공업용/수공업용 및 미술용 페인트, 니스 및 래커
페인트, 니스 및 래커용 희석제, 농화제, 정착제 및 건조제
목재 및 가죽용 매염제
녹방지 오일 및 목재보존용 오일
의류용 염료
식품용 및 음료용 착색제

2

G1001

미가공 천연수지, 금속보호제, 목재 보존제,
목재용 매염제, 피혁용 매염제

◦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미가공 인조수지(제1류), 반가공 수지(제17류)
금속용 매염제(제1류)
세탁용 청분(제3류)
화장품용 염료(제3류)
그림물감 통(학교에서 사용되는 용구)(제16류)
문방구용 잉크(제16류)
절연용 페인트 및 절연용 니스(제17류)

G1201
S120907
S128302

문신잉크

(구)G1201B

G1501

염료

G1502

안료

G1504

도료(페인트)

G210101

부활절 달걀 착색용지

G2201

인쇄잉크

G2202

미술용 그림물감

G4003
(구)G4003B

방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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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류

제

목

본류에는 주로 비의료용 세면용품과 가정 및 기타 환경용 세제가 포함된다.
비의료용 화장품 및 세면용품; 비의료용 치약; 향료, 에센셜 오일; 표백제 및 기타 세탁용 제제; 세정/광택 및 연마재
◦
-

특히 포함되는 상품
위생제(세면용품)
화장용 로션처리티슈
인체용 또는 애완동물용 방취제
실내방향제
손톱스티커
광택왁스
사포(砂布)

G0404

식품향미(香味)용 정유(精油)

3
G1002

세탁용 풀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화장품 제조용 특정 성분
(예: 비타민, 보존제 및 산화방지제(제1류))
- 제조공정용 탈지제(제1류)
- 굴뚝청소제(화학제)(제1류)
- 비인체용 또는 비동물용 방취제(제5류)
- 의료용 샴푸, 비누, 로션 및 치약(제5류)
- 금강사보드, 에머리 파일, 수공구인 회전숫돌 및 연마기구
(제8류)
- 화장 및 세정도구(예: 메이크업브러시(제21류), 청소용 천,
패드 및 걸레(제21류))
G1001
G1201
S120907
S128302

가정용 탈지제, 세탁용 광택제, 탈색제

화장품

(구)G1201B

G1202

향료

G120401

인조손톱, 인조속눈썹, 화장용 접착제, 화장용
면봉, 화장용 탈지면

G120402

가발 고정용 접착제

G1301

비누(인체용, 동물용은 제외)

G1301
G1201

인체용 비누, 미용비누

G1302

치약

G1505

구두약

G1506

광택제

G1817

애완동물용 샴푸(비의료용 손질제), 애완동물용
화장품

G2102

물티슈, 물수건

G3105

연마재

(구)G1301B

본류에는 주로 공업용 오일 및 유지 그리고 연료 및 발광체가 포함된다.
공업용 오일 및 그리스, 왁스; 윤활제; 먼지흡수제, 먼지습윤제 및 먼지흡착제; 연료 및 발광체; 조명용 양초 및 심지
◦
-

4

특히 포함되는 상품
석재 또는 가죽 보존용 오일
미가공 왁스, 공업용 왁스
전기에너지
자동차연료, 바이오연료
연료용 비화학적 첨가제
연료용 목재

G0705

공업용 유지(油脂)

G1001

먼지억제제, 먼지제거제, 윤활제

G1505

구두용 그리스

G1506

가죽보존용 오일

G2901

램프용 심지

G3903

전기에너지

G4001

고체연료

G4002

기체연료

G4002
G4003

액체연료

(구)G400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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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공업용 특수 유(油) 및 그리스(예: 피혁무두질용 오일(제1류),
목재보존용 오일, 녹방지 오일 및 그리스(제2류), 에센셜
오일(제3류))
- 미용 마사지 양초(제3류), 의료용 마사지 양초(제5류)
- 특수 왁스(예: 수목접목용 왁스(제1류), 재봉용 왁스, 광택
왁스, 탈모용 왁스(제3류), 치과용 왁스(제5류), 봉랍(封
蠟)(제16류))
- 오일스토브용 심지(제11류) 및 담배라이터용 심지(제34류)

G4003

공업용 오일

(구)G4003B

G4004

미가공 왁스, 조명용 왁스

G4201

화구(火口)

유사상품 심사기준

G410202

라이터용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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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류

제

목

본류에는 주로 약제 및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기타 제제가 포함된다.
약제, 의료용 및 수의과용 제제; 의료용 위생제;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식이요법 식품 및 제제, 유아용 식품; 인체용 및 동물용
식이보충제; 플라스터, 외상치료용 재료; 치과용 충전재료, 치과용 왁스; 소독제; 해충구제제; 살균제, 제초제
◦
-

특히 포함되는 상품
세면용품을 제외한 개인용 위생제
유아용 및 실금용 기저귀
비인체용 또는 비동물용 방취제
의료용 샴푸, 비누, 로션 및 치약
일반적인 식이요법 또는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보충제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쓰이는 식사대용식품, 식이요법용
식품 및 음료

5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약제 제조용 특정 성분
(예: 비타민, 보존제 및 산화방지제(제1류))
- 비의료용 화장용 위생제(제3류)
- 인체용 또는 애완동물용 방취제(제3류)
- 지지용 붕대, 정형외과용 붕대(제10류)
- 식품 또는 음료류에 분류된 비의료용 식사대용식품 및 식이
요법용 식품 및 음료(예: 저지방 포테이토크립스(제29류),
고단백 시리얼바(제30류), 아이소토닉음료(제32류))

G0213

영아용 식품(분유는 제외)

G0302

약제용 유당(乳糖)

G0704

영아용 분유

G1004

약제, 의료용 줄기세포

G1004
G1009

식이보충제, 건강기능식품

G1005

섬유용 탈취제, 방취제(인체용 또는 동물용 제외)

G1006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미생물제제

G110101

응급의료상자

G110301

의료용 솜, 의료용 붕대, 의료용 반창고, 생리대,
수유용(授乳用) 패드

G110302

치과용 연마제, 치과용 충전재료

G110303

유아용 기저귀, 의료용 기저귀

G1812

파리잡이용 점착제, 파리잡이용 종이

G210101

방충지

본류에는 주로 광석을 포함한 미가공 및 반가공의 일반금속 및 일반금속제품이 포함된다.
일반금속 및 그 합금, 광석; 금속제 건축 및 구축용 재료; 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전기용 일반금속제 케이블 및 와이어; 소형
금속제품; 저장 또는 운반용 금속제 용기; 금고
◦
-

특히 포함되는 상품
추가 가공용(예: 3D 프린터용) 금속박 또는 금속분
금속제 건축재료(예: 철도선로용 금속재료, 금속관)
금속제 소형 제품(예: 볼트, 나사, 못, 가구용 바퀴, 창문
잠금쇠)
- 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또는 구조물(예: 조립식 주택, 수영장,
야생동물우리, 스케이트장)
-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달리 분류되지 않는 특정 일반금속
제품(예: 모든 용도의 일반금속제 상자, 일반금속제 상(像),
흉상 및 조각품)

6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공업용 또는 화학적 성질 관련 과학연구용 화학제로 사용
되는 금속 및 광석(예: 보크사이트, 수은, 안티몬, 알칼리
및 알칼리토류금속(제1류))
- 도장용, 장식용, 인쇄용 및 예술용 금속박(箔)과 금속분(粉)
(제2류)
- 전기케이블(제9류) 및 비전기용 금속제 케이블 및 로프
(제22류)
- 위생설비의 부품인 파이프(제11류), 비금속제 신축파이프,
튜브 및 호스(제17류) 및 비금속제 경질관(제19류)
- 애완동물용 우리(제21류)
-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 특정 일반금속 제품
(예: 수동식 수공구(제8류), 종이집게(제16류), 가구(제20류),
주방용품(제21류), 가정용 용기(제21류))

G1601

금속광석

G1801

금속제 냄비고리

G1803

금속제 바구니

G1808

금속제 간판, 금속제 표지판, 금속제 표찰

G1809

금속제 깃대(구조물)

G1810

금속제 기념컵, 금속제 기념패

G1814

금속제 야생동물용 덫

G1815

초목용 금속제 지지목

G1817

가축용 체인, 금속제 닭장, 동물용 방울

G1819

금속제 사다리

G1825

금속제 욕조가로대

G2501

금속제 열차 및 버스 티켓 홀더

G2502

금속제 통(탱크/컨테이너)

G2503

금속제 상자(박스)

G2506

금속제 마개, 금속제 밀봉캡

G2601

금속제 또는 비금속제 금고, 금속제 가구 부속품

G2602

구두흙털이용 금속제 매트, 일반금속제 케이크 토퍼

G2605

금속제 바람개비, 금속제 우편함, 옥외용 금속제
블라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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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G2607

금속제 묘비, 금속제 묘표

G270101

금속제 신발은못

G2704

지팡이용 금속제 테

G2801

난로용 장작받침쇠

G3001

금속제 나사, 금속제 너트, 금속제 못, 금속제
볼트, 금속제 쐐기

G3002

금속제 고리, 금속제 자물쇠(전기식은 제외)

G3103

모루, 바이스용 금속제 조임구

G3106

금속제 줄밥

G3201

미가공 또는 반가공 철(鐵), 미가공 또는 반가공
강(鋼)

G3202

미가공 또는 반가공 비철금속

G3203

땜납, 용접용 금속봉

G3303

금속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G3304

금속제 타일

G3305

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G3306

금속제 말뚝, 금속제 전주

G3608

금속제 교통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G370101

와이어용 신장구, 철도용 전차대

G370102

하역용 금속제 팰릿

G3702

금속제 계선부표, 금속제 마스트

G3801

금속제 주물금형

G3809

금속제 인공어초(人工魚礁)

G3821

페인트분무용 금속제 부스

G3828

비기계용 금속제 파이프 밸브, 비기계용 금속제
파이프 커플링, 비기계용 금속제 플랜지(Flange),
비기계용 금속제 스프링

G4202

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G430301

금속제 다이빙 보드

G430302

금속제 텐트팩, 등산용 아이젠(eisen)

G4305

박차

G5001

금속제 로프

G5002

금속제 망(網)

G5203

금속제 조각품(귀금속제는 제외)

본류에는 주로 기계 및 공작기계, 모터 및 엔진이 포함된다.
기계, 공작기계, 전동공구; 모터 및 엔진(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 커플링 및 전동장치 부품(육상차량용은 제외); 농기구(수동식
수공구는 제외); 부란기(孵卵器); 자동판매기

7

64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모든 종류의 모터 및 엔진용 부품(예: 모터 및 모든 종류의
엔진용 스타터, 소음기 및 실린더)
- 전기식 청소 및 광택 장치(예: 전기식 구두 닦는 기계, 전기식
양탄자세척장치 및 기계 및 진공청소기)
- 3D 프린터
- 로봇(기계)
- 비운송 목적의 특정 특수 수송기계기구(예: 도로청소용 기계,
도로건설용 기계, 불도저, 제설기(除雪機) 및 수송기계 크롤러에
사용되는 고무트랙)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수동식 수공구 및 기기(제8류)
- 실험실용 로봇, 교육용 로봇, 보안감시용 로봇, 과학연구용
인공지능이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제9류), 수술용
로봇(제10류), 로봇식 자동차(제12류), 로봇식 드럼
(제15류), 장난감 로봇(제28류)
- 육상차량용 모터 및 엔진(제12류)
- 수송기계기구용 트레드, 또한 모든 종류의 수송기계기구
휠용 타이어(제12류)
- 특정 특수 기계(예: 자동현금인출기(제9류), 인공호흡장치
(제10류), 냉각장치 및 기계(제11류))

G1816

수족관용 공기펌프

G3104

기계부품용 전동브러시

G3601

스탬프 날인기계, 라벨 부착기

G3602

자동판매기

G3603

연료펌프용 자동조절장치, 주유소용 연료분배펌프,
주유기기

G3612

잔디 깎는 기계(수동식은 제외)

G3613

기계부품용 공압식 문 개폐장치, 기계부품용 수압식
문 개폐장치, 전기식 문 개폐장치

G370101

하역기계, 승강기계, 리프트 조작장치,
엘리베이터 조작장치

G3702

선박용 자동사각갈고리

G3705

굴착기, 불도저, 제설기

G3801

금속가공기계, 전기아크 절단장치, 전기 용접기

G3802

광산기계

유사상품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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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803

토목기계, 석재가공기계

G380401

농기계, 축산기계(착유기기는 제외)

G3806

착유(搾乳)기기

G3808

부란기(孵卵器), 육추기(育雛器)

G3809

어업용 기계

G381001

산업용 화학기계, 전기도금장치

G381002

쓰레기 압축기계, 하수 오물 분쇄기

G3811

섬유기계

G3812

산업용 식음료가공기계

G3813

제재기계, 목공기계

G3814

펄프가공기계, 제지(製紙)기계

G3815

인쇄기계, 제본기계

G3817

재봉기계

G3818

가죽가공기계

G3819

담배가공기계

G3820

유리가공기계

G3821

도장(塗裝)기계

G3822

포장기계, 전기식 포장용 플라스틱봉함 장치

G3823

동력기계(육상차량용은 제외)

G3824

펌프, 압축기, 송풍기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은 제외)

G3826
G3711

기계용 완충기기(수송기계용은 제외)

G3825

(구)G3826B

기계용 제동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

G3828

기계부품용 링(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부품용
밸브(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부품용 베어링(육상
차량용은 제외), 기계부품용 스프링(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부품용 커플링(육상차량용은 제외)

G3829

수차(水車), 풍차

G3830

세척기계

G3831

기계식 주차시스템

G3832

고무가공기계, 플라스틱가공기계

G3833

3D 프린터

G390101

발전기, 모터(육상차량용은 제외)

G390601

가정용 전기믹서, 가정용 전기세탁기, 가정용
전기식 진공청소기

G390801

로봇, 자동조종기계, 반도체가공기계

G3909

용접기계용 전극

G4602

양잠기계

G3827
G3712
(구)G3827B

본류에는 주로 드릴링, 가공, 절단 및 피어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동식 공구 및 기구가 포함된다.
수동식 수공구 및 수동기구; 커틀러리; 휴대무기(화기는 제외); 면도기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수동식 농업용, 원예용 및 조경용 공구
- 목수, 화가 및 기타 장인용 수동식 공구(예: 해머, 끌 및
조각칼)
- 칼, 낫과 같은 수동식 수공구용 손잡이
- 개인적인 몸단장 및 보디아트용 전기식 및 비전기식 수동기구
(예: 면도기, 헤어컬링, 문신 및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용 기기)
- 수동식 펌프
- 귀금속제를 포함한 나이프, 포크 및 스푼과 같은 식탁용 기구

◦
-

8
-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모터로 작동되는 기계공구 및 도구(제7류)
외과수술용 칼붙이(제10류)
자전거 타이어용 펌프(제12류), 게임볼용 전용 펌프
(제28류)
휴대무기(화기)(제13류)
페이퍼 나이프 및 사무용 서류절단기(제16류)
그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다양한 류에 분류된 물건의
손잡이(예: 지팡이손잡이, 우산손잡이(제18류), 빗자루
손잡이(제21류))
서빙용품(예: 각설탕집게, 얼음집게, 파이용 국자 및 서빙용
국자) 및 주방용품(예: 음식물혼합용 스푼, 절구공이 및
절구, 호두까기용 기구 및 주걱(제21류))
펜싱용 무기류(제28류)

G120401

오렌지 스틱(매니큐어 기구)

G1803

국자, 숟가락, 채소용 강판

G1811

부삽, 부젓가락

G1824

다리미, 비전기식 재봉인두

G2202

팔레트 나이프

G310101

도끼, 송곳, 작살

G310102

단검, 도검, 총검

G3103

렌치, 몽키, 스패너, 니퍼, 해머(비전기식 수공구
또는 수동기구에 한한다)

G3105

숫돌, 연마용 강철

G3106

끌, 대패, 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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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8

류

제

목

G3107

면도날, 비전기식 이발기, 비전기식 손톱깎이

G3601

동전삽

G3605

경찰봉

G380402

수동식 농기구, 축산용 수공구

G3818

구두제조용 구두형(수공구)

G3824

수동식 펌프

G390602

전기면도기, 전기손톱깎이, 전기이발기

G430301

스키용 스크레이퍼

G430302

등산용 피켈(얼음도끼)

G430304

골프벙커 정리용 써레

본류에는 주로 과학 또는 연구용 장치 및 기구, 시청각 및 정보기술장치와 안전 및 구명장치가 포함된다.
과학, 연구, 항법, 측량, 사진, 영화, 시청각, 광학, 계량, 측정, 신호, 탐지, 시험, 검사, 구명 및 교육용 기기; 전기 분배 또는
전기 사용의 전도, 전환, 변형, 축적, 조절 또는 통제를 위한 기기; 음향/영상 또는 데이터의 기록/전송/재생 또는 처리용 장치
및 기구; 기록 및 내려받기 가능한 미디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빈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기록 및 저장매체; 동전작동식 기계장치;
금전등록기, 계산기; 컴퓨터 및 컴퓨터주변기기; 잠수복, 잠수마스크, 잠수용 귀마개, 다이버 및 수영용 노즈클립, 잠수용 장갑,
잠수용 호흡장치; 소화기기

9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실험실용 과학연구 장치 및 도구
- 훈련장치 및 시뮬레이터(예: 응급처치용 마네킹, 수송기계
기구조종 및 제어용 시뮬레이터)
- 항공기/선박/무인 수송기계기구 제어 및 모니터링용 장치 및
기구(예: 항법기구, 송신기, 컴퍼스, GPS 장치, 수동기계
기구용 자동조종장치)
- 안전 및 보안용 장치 및 기구(예: 안전망, 신호등, 교통신호등,
소방차, 음향경보기, 암호화 장치화된 보안토큰)
-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방지용 피복(예: 사고/방사선
조사(照射) 및 화재대비용 피복, 방탄복, 보호헬멧, 스포츠용
헤드가드, 스포츠용 마우스가드, 비행용 보호복, 작업용 무릎
보호대)
- 광학기기(예: 안경, 콘택트렌즈, 확대경, 검사작업용 거울, 핍홀)
- 자석
- 스마트워치, 착용 가능한 활동 추적기
- 컴퓨터용 조이스틱(비디오게임용은 제외), 가상현실용 헤드셋,
스마트안경
- 안경 케이스, 스마트폰용 케이스, 사진기기용 케이스
- 자동현금인출기(ATM), 송장(送狀)작성기계, 재료시험용 기구
및 기계
- 전자담배용 배터리 및 충전기
- 악기용 전기식 및 전자식 효과장치
- 실험실용 로봇, 교육용 로봇, 보안감시용 로봇, 과학연구용
인공지능이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게임기 이외의 기계부품용 조이스틱(제7류), 수송기계기구용
조이스틱(제12류), 비디오게임용 조이스틱, 장난감용 및
게임콘솔용 제어기(제28류)
- 기능 및 용도에 따라 다양한 류로 분류되는 동전작동식
장치(예: 동전작동식 세탁기(제7류), 동전작동식 당구대
(제28류)
- 공업용 로봇(제7류), 수술용 로봇(제10류), 장난감 로봇
(제28류)
- 맥박계, 심장박동수 모니터링장치, 체성분모니터(제10류)
- 실험실용 램프, 실험실용 버너(제11류)
- 잠수용 조명기구(제11류)
- 폭발식 무중신호(霧中信號,) 신호용 로켓탄(제13류)
- 교육용 생물체 조직, 교재용 현미경관찰용 생물견본(제16류)
- 특정 스포츠의 연습용 의류 및 장비(예: 보호대(스포츠
슈트의 부품), 펜싱용 마스크, 복싱용 글러브(제28류)

G110101

DNA 칩(Chip), 투약용 디스펜서(Dispenser)

G120402

헤어드레싱 연습용 머리(교육 장치)

G1701

광학유리

G1817

동물훈련용 전자목걸이

G2202

주판, 계산자(尺)

G270102

방호용 신발

G3002

전기식 자물쇠

G3106

목수용 자(尺)

G3401

실험실용 이화학기기

G3402

광학기기(안경과 사진기기는 제외), 영화기기

G3402
G3404

사진기기

G3403

기본단위계량기기, 유도단위계량기기,
정밀측정기기, 재료실험기기

G3405

안경, 콘택트렌즈

G3601

측정용 제도기기, 금전등록기, 시간기록장치,
화폐계수 및 분류기계

G3602

동전작동식 기계장치, 티켓디스펜서

G3605

구명장치, 방탄조끼, 안전망

G3606

소화(消火)기기, 화재 대피용 사다리, 소방용 호스

G3607

경보기

G3608

발광식 교통신호기, 기계식 교통신호기

G3609

잠수마스크, 잠수용 귀마개, 잠수용 호흡장치

G3702

소방선, 구명보트

G3703

인공위성

(구)G340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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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목

G3705

소방차

G380403

전기울타리

G3808

검란기

G381001

이온화장치(공기 및 물처리용은 제외)

G390102

배전기기, 전기제어기기, 전기변압기

G3902

네온사인

G3903

전지

G3904

전기측정기기, 자기측정기기, 전파측정기기

전선, 전기케이블, 광섬유

G390601

전기식 도어벨

G390701

전기음향영상기기

G390701
G390799

이어폰, 헤드폰

G390702

전기통신기기

G390702
G390799

이어셋, 헤드셋

G390801

실험실용 로봇

G390802

소프트웨어

G390803

컴퓨터, 전자관, 태블릿 컴퓨터

G390804

반도체, 반도체 소자, 집적회로

G3909

전기플러그, 전기소켓, 자석

G4302

비디오게임 카트리지

G430301

다이빙 및 수영용 노즈클립(Nose clip)

G450403

방호용 장갑

G450502

보호헬멧

G450603

방독면, 방호용 마스크

G4507

방화 피복

G510101

음반, 음악이 수록된 전자매체

G510102

메트로놈

G520101

자기식 ID카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음악이 아닌 것이 수록된 전자매체

G520102

내려받기 가능한 티켓, 내려받기 가능한 쿠폰

G5204

노광(露光)된 필름

G5206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출판물

G3905
(구)G3905B

9

제

본류에는 주로 사람 및 동물의 기능 또는 질환의 진단, 치료 또는 개선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외과용, 의료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장치, 도구 및 용구가 포함된다.
외과용, 내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기계기구; 의지(義肢), 의안(義眼) 및 의치(義齒); 정형외과용품; 봉합용 재료; 장애인용 치료
및 재활보조장치; 안마기; 유아수유용 기기 및 용품; 성활동용 기기 및 용품

10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지지용 붕대 및 정형외과용 붕대
- 의료용 특수의복(예: 압박복, 정맥류용 스타킹, 의료용 구속복,
정형외과용 신발)
- 월경, 피임 및 분만용 용품, 기구 및 장치(예: 월경용 컵,
페서리, 콘돔, 분만용 매트리스, 의료용 집게)
- 인공 또는 합성재료로 만든 이식용 치료 및 보철용 용품 및
장치(예: 인공물질로 구성된 외과수술용 이식물(移植物), 인조
가슴, 뇌 맥박조정기, 생분해성 뼈고정 이식물)
- 의료전용비품(예: 의료용 또는 치과용 팔걸이의자, 의료용
에어매트리스, 수술대)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의료용 붕대 및 흡수성 위생용품(예: 깁스, 붕대 및 붕대용
거즈(가제), 수유용 패드, 유아용 및 실금용 기저귀, 탐폰
(제5류))
- 외과수술용 이식물(생체조직)(제5류)
- 담배잎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용 권연(제5류) 및 전자담배
(제34류)
- 휠체어 및 기동형 스쿠터(제12류)
- 안마대 및 병원용 침대(제20류)

G110101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의료용 팔찌, 류머티즘
방지 반지

G110102

치과용 충전기구, 치과용 기초지지구

G1102

피임용구 및 성인용품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
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G390602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G450102

수술복

G450402

의료용 장갑

G450602

의료용 호흡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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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류

제

목

본류에는 주로 조명용, 조리용, 냉각용 및 위생용 환경 제어 장치 및 설비가 포함된다.
조명용, 가열용, 냉각용, 증기발생용, 조리용, 건조용, 환기용, 급수용, 위생용 장치 및 설비
◦
-

11

68

특히 포함되는 상품
에어컨디셔닝 장치 및 설비
비실험실용 오븐(예: 치과용 오븐, 전자레인지, 제빵용 오븐)
난방용 스토브
태양열집열판
굴뚝연관, 송풍기, 난로, 가정용 벽난로
살균기, 소각로
조명장치 및 설비(예: 조명용 발광관, 탐조등, 발광성 가옥
번호판,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 수송기계기구용 라이트)
램프(예: 전기식 램프, 가스등, 실험실용 램프, 유등(油燈),
가로등, 안전램프)
일광욕 침대
욕조설비, 욕조용 부속품, 욕조배관고정구
변기, 소변기
분수장치, 초콜릿 분수장치
비의료용 전열식 패드/쿠션/전기담요
탕파(湯婆)
전열식 의류
전기식 요구르트제조기, 빵 만드는 기계, 커피기계, 아이스
크림제조기계
제빙 기계 및 장치

◦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증기발생장치(기계부품)(제7류)
공기응축기(제7류)
발전기(제7류)
납땜용 램프(제7류), 광학램프, 암실용 램프(제9류), 의료용
램프(제10류)
실험실용 오븐(제9류)
광전지(제9류)
신호등(제9류)
의료용 전기식 발열패드/쿠션 및 담요(제10류)
유아용 휴대식 목욕통(제21류)
비전기식 휴대용 냉각용기(제21류)
집적된 열을 가지지 않은 요리용구(예 : 비전기식 번철 및
그릴, 비전기식 와플굽는 틀, 비전기식 압력솥)(제21류)
비전기식 보온용 발싸개(제25류)

G110101

의료용 소독기

G110102

치과용 오븐(Dental oven)

G1803

가스그릴,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요리용 석쇠장치,
요리용 번철장치

G1804

아이스박스(휴대용은 제외)

G1805

버너(실험실용은 제외), 풍로

G1806

싱크대

G1808

발광성 가옥번호판

G1813

손난로

G1816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용 히터

G1821

변기, 비데(Bidet)

G1824

가열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기

G1825

욕조, 샤워기

G2601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G2801

난로, 난방장치, 난방용 보일러
(수송기계용은 제외)

G2802

냉동장치 및 설비(수송기계용은 제외)

G2803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G2901

비전기식 조명기기

G3001

수도꼭지용 좌금(座金)

G3303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

G3305

이동식 간이화장실

G3401

실험실용 가열기기

G3702

선박용 냉난방장치, 선박용 조명기기

G3703

항공기용 냉난방장치, 항공기용 조명기기

G3704

철도차량용 냉난방장치, 철도차량용 조명기기

G3705

자동차용 냉난방장치, 자동차용 조명기기

G3706

자전거용 조명등

G3801

히트건

G380401

농업용 건조기, 농업용 살수(撒水)장치

G3807

훈봉기

G381001

증류장치, 정수장치, 가스정화장치, 공기건조기

G381002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

G3812

음료 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G3816

공업용 노(爐)

G3819

담배용 냉각장치, 담배 로스터(Roaster)

G3828

수도조절용 장치, 가스조절 및 안전용 장치

G3902

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

G390601

가정용 전기식 식기소독기, 가정용 전기식 정수기,
가정용 전기냉장고, 전기식 압력솥, 전기식 주전자

G390602

모발건조기, 네일램프

G410201

가스점화기

유사상품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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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류

제

목

본류에는 주로 육상,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사람 또는 제품을 운송하는 수송기계기구 및 장치가 포함된다.
수송기계기구; 육상,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이동하는 수송수단
◦
-

특히 포함되는 상품
육상차량용 엔진 및 모터
육상차량용 연결 및 전동장치의 구성부품
공기부양선
원격 조종 수송기계기구(장난감은 제외)
수송기계기구용 부품(예: 범퍼, 자동차용 앞유리, 조향핸들)
수송기계기구용 트레드, 또한 모든 종류의 수송기계기구 휠용
타이어

12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철도용 금속재료(제6류)
- 모터, 엔진, 연결기 및 전동장치의 구성부품(육상차량용은
제외)(제7류)
- 모터 및 엔진용 모든 종류의 부품(예: 모터 및 엔진용
스타터, 소음기 및 실린더(제7류))
- 건설, 광산, 농업 및 기타 중장비 기계의 크롤러에 사용
되는 고무트랙(제7류)
- 유아용 세발자전거 및 어린이용 외발 스쿠터(제28류)
- 운송용을 제외한 특정 특수 수송기계기구 또는 바퀴달린
장치(예: 자체추진식 도로청소용 기계(제7류), 소방차(제9류),
차운반용 카트(제20류))
- 수송기계기구용 특정부품(예: 전지, 수송기계기구용 주행
거리기록계 및 라디오(제9류), 자동차 및 자전거용 라이트
(제11류), 자동차용 카펫(제27류))

G110101

휠체어

G3605

낙하산

G370101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G3702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G3703

항공기, 항공기용 구조부품

G3704

철도차량, 철도차량의 부품 및 부속품

G3705

자동차, 자동차의 부품 및 부속품

G3706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G370701

손수레, 우마차

G370702

유모차

G3708

타이어, 튜브

G3711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구)G3711B

G3712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G380401

농업용 트랙터

G3823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G3825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

G3828

육상차량용 축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G390101

육상차량용 모터

(구)G3712B

본류에는 주로 화기(火器) 및 화공품(火工品)이 포함된다.
화기(火器); 탄약 및 발사체; 폭약; 폭죽

13

◦
-

특히 포함되는 상품
폭발식 및 불꽃식 구조용 신호기
조명총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
폭발식 무중신호(霧中信號)/신호용 로켓탄
공기총(무기)
화기용 견착대
스포츠용 화기, 사냥총

G3705

전차(戰車)

G4202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무기용 그리스(제4류)
칼날(무기)(제8류)
휴대무기(화기는 제외)(제8류)
비폭발식 무중신호(霧中信號)/구조용 레이저신호기(제9류)
화기용 망원조준기(제9류)
횃불(제11류)
크리스마스용 크래커(제28류)
퍼큐션캡(제28류)
장난감 공기권총(제28류)
성냥(제34류)

G4201

총(銃), 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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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류

제

목

본류에는 주로 귀금속, 귀금속으로 구성되거나 코팅된 제품, 그리고 보석류, 시계류 및 그 부품이 포함된다.
귀금속 및 그 합금; 보석, 귀석 및 반귀석; 시계용구
◦
-

특히 포함되는 상품
모조보석을 포함한 장신구(예: 모조보석)
커프스 단추, 넥타이핀, 타이클립
열쇠고리, 열쇠체인 및 참
참(장신구)
보석상자
장신구 및 시계용 구성부품(예: 장신구용 죔쇠 및 비즈, 시계
무브먼트, 시계바늘, 시계스프링, 시계유리)

◦
-

G1601

보석의 원석

G2601

보석상자, 귀금속제 상자

G3002

귀금속제 열쇠고리, 귀금속제 장식 열쇠고리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스마트워치(제9류)
참(장신구, 열쇠고리 또는 열쇠체인용은 제외)(제26류)
재료에 따라 분류되는 비귀금속으로 구성되거나 코팅된
미술품(예: 금속제 조각품(제6류),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조각품(제19류), 목제/밀랍제/석고제 또는 플라
스틱제 조각품(제20류), 자기제/세라믹제/토기제/테라코타제
또는 유리제 조각품(제21류))
-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 특정 귀금속제품(구체적인
상품명칭 참고) 도장용, 장식용, 인쇄용, 미술용 금속박 및
금속분(제2류), 치과용 금 아말감(제5류), 칼붙이(제8류),
전기접점(제9류), 금제 펜촉(제16류), 찻주전자(제21류),
자수용 금색실 및 은색실(제26류), 시가상자박스(제34류)
G1808
의류용 귀금속제 바느질 부착형 태그
귀금속제 기념컵, 귀금속제 기념패, 주화,
G1810
구리토큰
G2702
구두장신구

보석, 인조보석

G3501

시계, 시계부품

귀금속제/보석제 장신구

G4402

귀금속, 모조귀금속

14

G4401
(구)G4401B

G4509
G4401
G4510
(구)G4509A

G5203

귀금속제 조각품

G4510
(구)G4510B

커프스(Cuffs) 단추

본류에는 주로 악기, 그 부속품 및 액세서리가 포함된다.
악기; 악보대 및 악기용 받침대; 지휘봉

15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기계식 피아노 및 그 부속품(예: 배럴오르간, 기계식 피아노,
기계식 피아노용 음강도 조정기, 로봇식 드럼)
- 뮤직박스
- 전기 및 전자악기류
- 악기용 현/리드/현조임기 및 페달
- 소리굽쇠, 조율해머
- 현악기용 칼러포니(로진)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음향의 녹음용, 전송용, 증폭용, 재생용 장치(예: 전기식 및
전자식 음악효과장비, 와우와우 페달, 오디오 인터페이스,
오디오믹서(오디오기기, 서브우퍼)(제9류))
- 내려받기 가능한 음악 파일(9류)
-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악보(제9류), 인쇄된 악보(제16류)
- 음악용 주크박스(제9류)
- 메트로놈(제9류)
- 멜로디연하장(제16류)

G3610

G510102

악기 조율기

악기, 연주보조용품

본류에는 주로 종이, 종이제품 및 사무용품이 포함된다.
종이 및 판지; 인쇄물; 제본재료; 사진; 문방구 및 사무용품(가구는 제외); 문방구용 또는 가정용 접착제; 제도용구 및 미술용
재료; 회화용 솔; 교재; 포장용 플라스틱제 시트, 필름 및 가방; 인쇄활자, 프린팅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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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포함되는 상품
- 페이퍼나이프 및 종이절단기
- 종이보관용 케이스, 커버 및 장치(예: 서류파일, 머니클립,
수표장홀더, 종이클립, 여권홀더, 스크랩북)
- 특정 사무용 기계(예: 타자기, 복사기, 사무용 요금별납 일부인
소인기, 연필깎이)
- 미술용 및 실내외 미술용 회화용품(예: 미술용 수채화접시,
회화용 이젤 및 팔레트, 페인트 롤러 및 쟁반)
- 일회용 종이제품(예: 종이제 턱받이, 손수건 및 테이블린넨)
-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달리 분류되지 않는 특정 종이제 또는
판지제 제품(예: 포장용 종이제 가방, 봉투 및 용기, 혼응지제
소입상(混凝紙製 小立像)과 같은 종이제 또는 판지제 상(像),
소입상(小立像) 및 조각품, 표구되거나 표구 안된 석판화,
회화 및 수채화

유사상품 심사기준

◦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도료 및 그림물감(제2류)
예술가용 수공구(예: 국자, 조각용 끌)(제8류)
교육장치(예: 시청각 교육장치, 응급처치용 마네킹(제9류)
및 모형완구(제28류))
-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 특정 종이제 또는 판지제
제품(예: 사진인화지(제1류), 연마지(제3류), 실내창문용
종이제 블라인드(제20류), 식탁용 종이컵 및 종이접시
(제21류), 종이제 침대 린넨(제24류), 종이옷(제25류),
권연말음종이(제34류)

Ⅲ. 상품 류별 유사군코드 구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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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제

목

G0902

시가용 밴드

G1002

가정용 접착제(문방구용은 제외), 가정용
접착테이프

G1401

종이제 쓰레기봉투, 플라스틱제 쓰레기봉투

G1803

은박지, 주방용 호일

G1808

종이제 또는 판지제 간판

G1809

종이제 기(旗)

G1815

종이제 화분커버

G1817

강아지 운동용 종이제 또는 셀룰로오스제
일회용 패드

G1821

종이제 변기시트커버

G1824

자수용 도안형지, 재봉용 초크(Chalk)

G210101

종이, 판지

G2102

종이제 수건, 종이제 티슈, 화장지

G2201

사진제판용 수정잉크

G2202

문방구

G2401

포장용 플라스틱제 필름

G2501

머니클립(Money clips), 여권홀더

G2502

종이제 크림용기

G2503

종이제 상자, 판지제 상자

G2504

포장용 종이제 포대, 포장용 플라스틱제 포대

G2602

종이제 식탁장식품, 비맞춤식 종이제 가구커버

G3104

페인트용 솔, 가정용 페인트롤러

G3401

교육용 생물체조직

G3601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타자기, 제도기,
주소인쇄기, 잉크 리본

G3815

인쇄활자, 제본재료, 프린팅 블록

G4004

봉랍

G450401

종이제 턱받이

G520101

비자기식 신용카드

G520102

인쇄물(서적 및 정기간행물은 제외)

G5202

서화(書畵)

G5203

혼응지제 조각품

G5204

인화된 사진, 청사진

G5205

모형제작용 재료, 건축모형

G5206

서적, 정기간행물

본류에는 주로 전기절연용, 단열용 및 방음용 재료와 제조용 시트모양, 블록모양 및 봉(棒)모양의 플라스틱 및 고무, 구타페르카
고무, 점성고무, 석면, 운모 또는 그 대용품으로 만들어진 특정 상품이 포함된다.
미가공 및 반가공 고무, 구타페르카, 고무액(gum), 석면, 운모(雲母) 및 이들의 제품; 제조용 압출성형형태의 플라스틱 및
수지; 충전용, 마개용 및 절연용 재료; 비금속제 신축관, 튜브 및 호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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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포함되는 상품
타이어재생용 고무재료
오염방지용 부유장벽
접착테이프(문방구용, 의료용 또는 가정용은 제외)
플라스틱 필름(포장용은 제외)(예: 유리용 방현필름)
비직물용 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 탄성사 및 사(絲)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달리 분류되지 않는 본류의 재료로
구성된 특정 상품(예: 꽃꽂이용 폼 서포트, 고무제 또는 플라
스틱제 충전재, 고무제 마개, 고무제 완충기, 포장용 고무제
가방 또는 봉투)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소방용 호스(제9류)
- 파이프(위생설비의 부품)(제11류), 금속제 경질관(제6류) 및
비금속제 경질관(제19류)
- 건축용 단열유리(제19류)
-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 본류의 재료로 구성된
특정 상품(예: 껌수지(제2류), 치과용 고무(제5류), 소방용
석면제 방호물(제9류), 튜브수리용 점착성 고무편(제12류),
고무지우개(제16류))

G1002

포장용 접착테이프(문방구용/의료용/가정용은 제외)

G1601

미가공 또는 반가공 운모

G1815

꽃꽂이용 폼 서포트(반가공품)

G210101

석면지(石綿紙)

G2401

반가공 인조수지, 플라스틱 필름(포장용은 제외)

G2402

미가공 고무, 반가공 고무

G2504

포장용 고무제 포대

G2506

고무제 마개, 고무제 뚜껑

G3001

고무제 좌금, 경화섬유제 좌금

G3303

석면제 건축재, 건축용 방습재, 방음재, 보온용
단열재, 틈막이용 조성물

석면제 소방용구

G3826
G3711

G3606

고무제 완충기

(구)G3826B

G3828

개스킷, 고무제 링, 탄성고무제 또는 경화섬유제
밸브, 고무제 패킹(Packing), 플라스틱제 패킹,
석면제 패킹

G3909

전기절연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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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품 류별 유사군코드 구분
류

류

G3909
G3905

제

목

전기절연용 고무제품, 전기절연테이프

G450403

절연용 장갑

G4705

비직물용 화학섬유

G4706

비직물용 무기섬유

G4801

비직물용 화학섬유사(絲), 비직물용 무기섬유사

G4901

석면직물

G4904

석면제 펠트(Felt)

G5001

고무끈, 석면제 끈

G5002

석면제 망

G5203

고무제 소입상

(구)G390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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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류에는 주로 가죽, 모조가죽 및 가죽 또는 모조가죽으로 된 상품이 포함된다.
가죽 및 모조가죽; 수피; 수하물가방 및 운반용 가방; 우산 및 파라솔; 걷기용 지팡이; 채찍 및 마구(馬具); 동물용 목걸이,
가죽끈 및 의류

18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여행가방 및 운반용 가방(예: 슈트케이스, 트렁크, 여행가방,
유아를 업기 위한 멜빵주머니, 학생가방)
- 여행가방 또는 수하물 태그
- 명함케이스 및 포켓용 소형지갑
- 가죽제 또는 가죽판제 상자 및 케이스

◦
-

G120401

휴대용 화장품 케이스(내용물이 없는 것)

G1808

가죽제 라벨, 의류용 가죽제 바느질 부착형 태그

G1817

동물용 목걸이, 애완동물용 의류

G2301

가죽

G2302

인조가죽

G2501

가방, 지갑

G2503

가죽제 상자, 경화섬유제 상자

G2504

포장용 가죽제 백(봉투/자루)

G2602

가구용 가죽제 커버

G2702

스케이트화용 가죽끈

G2703

우산, 양산

G2704

지팡이

G380402

동물용 여물주머니

G3828

가죽제 밸브, 스프링용 가죽제 케이싱

G4305

마구, 채찍

G4508

미아방지용 끈

G5001

가죽끈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의료용 지팡이(제10류)
가죽제 사람용 의류, 신발 및 모자(제25류)
보관용 가방 및 케이스(예: 랩톱용 가방(제9류), 카메라 및
사진기구용 가방 및 케이스(제9류), 악기용 케이스(제15류),
골프가방, 스키 및 서프 보드용 가방(제28류))
-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 가죽, 인조가죽 및 동물
가죽으로 된 특정 상품(예: 혁지(제8류), 광택용 가죽(걸레)
(제21류), 청소용 섀미가죽(제21류), 의복용 혁대(제25류))

본류에는 주로 건축용 및 구축용 비금속제 건축재료가 포함된다.
건축용 및 구축용 비금속제 건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경질관(硬質管); 아스팔트, 피치, 타르 및 역청;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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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포함되는 상품
건축용 반가공 목재(예: 들보, 널, 패널)
베니어판
건축용 유리(예: 유리타일, 건축용 절연유리, 안전유리)
도로표식용 가루형태의 유리
화강암, 대리석, 자갈
건축재료용 테라코타
광전지가 부착된 비금속제 지붕판
비금속제 묘비 및 묘석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흉상/조각품
석제우편함
지반용 직물
건축용 피복재
비금속제 발판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또는 구조물(예: 수족관, 조류사육장,
깃대, 포치, 수영장)

유사상품 심사기준

◦
-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시멘트 보존제 및 시멘트 방수제(제1류)
내화제(耐火劑)(제1류)
목재보존제(제2류)
건축용 거푸집분리용 오일(제4류)
금속제 우편함(제6류) 및 우편함(금속제 및 석제는 제외)
(제20류)
일반금속제 상(像)/흉상 및 조각품(제6류), 귀금속제 상(像)/
흉상 및 조각품(제14류), 목제/밀랍제/석고제 또는 플라
스틱제 상(像)/흉상 및 조각품(제20류), 자기제/세라믹제
/토기제/테라코타제 또는 유리제 상(像)/흉상 및 조각품
(제21류)
비건축용 비금속제 파이프(예: 위생설비용 수도관(제11류),
비금속제 신축파이프/튜브 및 호스(제17류))
건축용 방습재(제17류)
수송기계기구용 반가공 창문유리(제21류)
새장(제21류)
기존마루 깔개용 매트, 리놀륨 및 기타 재료(제27류)
제재전(製材前) 또는 껍질벗긴 목재(제31류)

Ⅲ. 상품 류별 유사군코드 구분
류

류

제

목

G1001

타르(Tar), 피치(Pitch)

G16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함)

G1701

건축용 유리

G1808

비금속제 광고기둥

G1809

비금속제 깃대(구조물), 비금속제 깃봉

G1816

구조물로 된 수족관

G1817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G2001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G20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G2502

석제 통

G2605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G2607

비금속제 묘비

G3301

시멘트, 콘크리트

G3302

석재, 인조석재

G3303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고무제, 리놀륨제,
석회제, 아스팔트제, 플라스틱제, 합성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포함)

G3304

비금속제 타일, 벽돌

G3305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G3306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G3608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G3702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G3801

비금속제 주물금형

G3809

비금속제 인공어초

G3821

페인트분무용 비금속제 부스

G3828

급배수용 밸브(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G4202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G430301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G5002

비금속제 방충망

G5203

석제 조각품, 콘크리트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19

본류에는 주로 가구 및 그 부품과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타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 포함된다. 목재, 코르크, 갈대, 등나무,
고리버들, 뿔, 뼈, 상아, 고래수염, 조개껍데기, 호박(琥珀), 진주모(珍珠母), 해포석(海泡石)을 재료로 하는 제품과 이들 재료의
대용품 또는 플라스틱 제품이 포함된다.
가구, 거울, 액자; 보관 또는 운송용 비금속제 컨테이너; 미가공 또는 반가공 뼈, 뿔, 고래수염 또는 나전(螺鈿); 패각; 해포석
(海泡石); 호박(琥珀)(원석)
◦
-

특히 포함되는 상품
금속제 가구, 캠핑용 비품, 총가(銃架), 신문진열대
실내창용 블라인드
침구(예: 매트리스, 침대베이스, 베개)
거울, 가구용 또는 화장용 거울
비금속제 등록판
비금속제 소형제품(예: 볼트, 나사, 장부촉, 가구바퀴, 파이프
고정용 비금속제 이음고리)
- 편지함(석제 또는 금속제는 제외)

20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실험실용 특수비품(제9류) 또는 의료용 특수비품(제10류)
- 옥외용 금속제 블라인드(제6류),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
직물제 블라인드(제19류), 옥외용 직물제 블라인드(제22류)
- 침대용 린넨제품, 아이더다운 및 침낭(제24류)
- 특정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 특수형태의 거울(예: 광학제품용
거울(제9류), 외과용 또는 치과용 거울(제10류), 백미러
(제12류), 총용 조준경(제13류))
- 기능이나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 특수한 제품으로서, 목재,
코르크, 갈대, 등나무, 고리버들, 뿔, 뼈, 상아, 고래수염,
조개껍데기, 호박(琥珀), 진주모(珍珠母), 해포석(海泡石)을
재료로 하는 제품과 이들 재료의 대용품 또는 플라스틱
제품(예: 장신구 제조용 비즈(제14류), 목제 바닥판(제19류),
가정용 바구니(제21류), 플라스틱제 컵(제21류), 화문석
(제27류))

G1401

우산꽂이통

G1601

미가공 산호, 미가공 해포석, 미가공 호박

G1803

비금속제 바구니

G1808

목제 간판, 플라스틱제 간판, 비금속제 표찰,
공기팽창식 광고물

G1809

비금속제 장대

G1810

비금속제 기념컵, 비금속제 기념패

G1815

초목용 비금속제 지지목(支持木)

G1817

애완동물용 집(구조물과 새장은 제외),
애완동물용 쿠션, 애완동물용 침대

G1819

비금속제 사다리

G1824

수틀, 목제 실패

G1825

비금속제 욕조가로대

G1901

갈대, 볏짚, 보릿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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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제

목

G2001

죽재(竹材)(건축용은 제외)

G2002

고리버들, 등나무 기

G2401

일본식 목제 음식포장시트

G2404

거북 등, 고래수염, 굴 껍데기, 동물 발굽, 동물뿔

G2502

비금속제 통(석제는 제외)

G2503

목제 상자, 플라스틱제 상자

G2504

플라스틱제 우편물 우송용 원통

G2506

비금속제 마개

G2601

가구, 비금속제 가구부속품

G2602

동물박제, 실내용 블라인드, 장식용 주렴,
비직물제 벽면장식

G2604

액자

G2605

비금속제 바람개비, 장식용 윈드차임, 풍경(風磬)

G2606

매트리스, 방석, 베개, 쿠션

G2607

관(棺), 봉안단지

G270101

비금속제 신발은못

G2705

부채

G3001

비금속제 못, 비금속제 볼트, 비금속제 너트,
비금속제 쐐기, 비금속제 리벳(Rivet)

G3002

커튼용 링, 커튼용 레일, 커튼용 훅, 비금속제
자물쇠(전기식은 제외)

G3106

나무작업대

G3303

비금속제 경첩, 비금속제 문 부속품

G3304

반사경 타일

G3601

제도대

G3604

이미용 의자

G370101

화차용 비금속제 하역계측봉

G370102

하역용 비금속제 팰릿

G3702

비금속제 계선부표

G380402

사료선반

G3807

벌집, 벌통

G3828

급배수용 플라스틱제 밸브(기계부품은 제외)

G4201

총가

G4301

유아용 놀이틀, 유아용 보행기

G430302

비금속제 텐트 팩

G4304

낚시바구니, 낚시의자

G5203

목제 조각품, 밀랍제 조각품, 석고제 조각품,
플라스틱제 조각품

G5205

양복용 인체모형, 재단용 인체모형

본류에는 주로 가정용 및 주방용 소형 수동식 기구와 화장용구, 유리제품 및 자기제/세라믹제/토기제/테라코타제 또는 유리
특정제품이 포함된다.
가정용 또는 주방용 기구 및 용기; 조리기구 및 식기(포크, 나이프 및 스푼은 제외); 빗 및 스펀지; 솔(페인트 솔은 제외);
솔 제조용 재료; 청소용구; 비건축용 미가공 또는 반가공 유리; 유리제품, 도자기제품 및 토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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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포함되는 상품
- 가정용 및 주방용 용품(예: 파리채, 빨래집게, 음식물혼합용
스푼, 요리용 스푼 및 코르크마개따개) 및 서빙용품(예: 각
설탕집게, 얼음집게, 파이용 국자, 서빙용 국자)
- 가정용, 주방용 및 요리용 용기(예: 꽃병, 병, 돼지저금통,
들통, 칵테일셰이커, 요리용 솥, 냄비, 비전기식 주전자 및
압력솥)
- 세절용, 분쇄용, 압착용 또는 분쇄용 소형 수동식 주방기구
(예: 마늘압착기, 호두까기용 기구, 절구공이 및 절구)
- 접시스탠드, 포도주병 스탠드
- 화장용구(예: 전기식 및 비전기식 빗 및 칫솔, 치실, 페디
큐어용 폼제 토우세퍼레이터, 분첩, 화장용구 케이스(화장
용구가 채워진 것))
- 원예용구(예: 원예용 장갑, 창가용 화분, 물뿌리개 및 살수
호스용 노즐)
- 실내용 수족관, 테라리엄 및 사육장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세제(제3류)
- 제품 보관 및 운송용 금속제 용기(제6류), 비금속제 용기
(제20류)
- 세절용, 분쇄용, 압착용 또는 분쇄용 전동식 소형기구
(제7류)
- 수동식 면도기, 이발기구 및 손톱깎이, 매니큐어/페디큐어용
전기식 및 비전기식 기구(예: 매니큐어세트, 금강사보드,
손톱밑살깎이)(제8류)
- 식탁용 기구(제8류) 및 주방용 수동식 절단기 (예: 채소용
강판, 피자용칼, 치즈 슬라이서)(제8류)
- 이제거용 빗, 혀긁는 기구(제10류)
- 전기식 조리기구(제11류)
- 화장용 거울(제20류)
-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 특정 유리제, 자기제 및
토기제 상품(예: 의치용 도자기제(제5류), 안경 렌즈(제9류),
절연용 유리솜, 반가공 아크릴 또는 유기유리(제17류),
점토타일(제19류), 건축용 유리(제19류), 직물용 유리섬유
(제22류))

G120401

비전기식 화장용 솔, 향수분무기, 빗, 화장용
콤팩트

G1302

칫솔, 치실

G1401

세탁 및 청소용구(전기식은 제외), 설거지용 천
(수세미)

G1701

비건축용 석영유리, 비건축용 강화유리

유사상품 심사기준

Ⅲ. 상품 류별 유사군코드 구분
류

21

류

제

목

G1801

비전기식 요리용 냄비, 비전기식 압력솥, 비전기식
주전자, 비전기식 프라이팬, 차주전자용 보온커버

G1802

식기

G1803

가정용 식음료준비기구(전기식은 제외),
식품저장용기, 쟁반, 절구, 음료용 빨대

G1804

물통, 보온통, 휴대용 냉각용기

G1808

자기제 간판, 유리제 간판

G1811

석탄통

G1812

파리채, 포충기

G1814

쥐덫

G1815

화분, 실내식물재배용 테라리엄(Terrarium),
물뿌리개

G1816

실내수족관(구조물은 제외)

G1817

새장, 애완동물용 우리(Cages)

G1820

양복솔

G1821

침실용 간이변기, 화장지걸이

G1822

저금통

G1824

다림질대

G1825

유아용 휴대식 목욕통

G2503

유리제 상자, 캔디 상자

G2506

유리제 마개, 유리제 병마개

G2507

병류(꽃병은 제외)

G2602

비종이제 및 비직물제 식탁매트

G2603

도자기, 꽃병, 수반

G2607

제기(祭器), 향로

G2702

구둣골, 구둣주걱

G2902

촛대

G3104

공업용 솔(기계부품은 제외), 선박용 솔

G3405

안경수건

G380402

동물용 구유, 동물용 빗(애완동물용은 제외)

G390601

유인살충용 전기장치

G390602

가정용 전기식 보풀제거기, 전기빗, 전기칫솔,
전기식 화장제거기구

G430302

코펠

G450403

가사용 장갑, 광택용 장갑, 원예용 장갑

G4510

단추고리

(구)G4510B

G4511

때밀이용 스펀지

G4704

브러시용 모

G4706

비직물용 유리섬유

G4801

비직물용 유리섬유사

G5203

자기제 조각품, 테라코타제 조각품, 유리제 조각품

G5205

인조알

본류에는 주로 돛 제조용 캔버스천 및 기타 재료, 로프, 충전용 재료 및 직물용 미가공 섬유가 포함된다.
로프 및 노끈; 망(網); 텐트 및 타폴린; 직물제 또는 합성재료제 차양; 돛; 하역물운반용 및 보관용 포대; 충전재료(종이/판지/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직물용 미가공 섬유 및 그 대용품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천연 또는 인조직물용 섬유제, 종이제 또는 플라스틱제 끈 및
밧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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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망, 해먹, 줄사다리
- 비성형된 수송기계용 덮개
-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달리 분류되지 않는 특정 포대
(예: 세탁용 망가방, 시체운반용 부대, 우편행낭)
- 직물제 포장용 포대
- 동물성 섬유 및 직물용 미가공 섬유(예: 동물모, 누에고치,
황마(黃麻), 미가공 또는 가공양모, 생사(生絲))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금속제 로프(제6류)
- 악기용 현(제15류) 및 스포츠라켓용 현(제28류)
- 종이 또는 판지제 충전재료(16류)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
충전재료(17류)
-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 특정 망 및 포대(예: 안전망
(제9류), 수송기계기구용 그물선반(제12류), 여행용 옷가방
(제18류), 머리망(제26류), 골프용 가방(제28류), 운동용
네트(제28류))
- 재료에 따라 분류되는 포장용 비직물제 포대(예: 포장용
종이제 또는 플라스틱제 포대(제16류), 포장용 고무제
포대(제17류), 포장용 가죽제 포대(제18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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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22

류

제

목

G0802

충전용 해초

G1814

그물형 덫

G1819

줄 사다리

G1901

충전용 짚

G2003

대팻밥, 톱밥

G2202

종이제 먼지 받이용 덮개(미술재료)

G2504

포장용 직물제 포대

G2505

짚제 포장재, 가마니

G2605

천막(캠핑용은 제외)

G2606

해먹

G3702

선박용 돛

G3809

어망용 부자

G430302

등산 또는 캠핑용 텐트

G4601

누에고치

G4701

미가공 면(綿)섬유

G4702

미가공 견(絹)섬유

G4703

미가공 마(麻)섬유

G4704

미가공 모(毛)섬유

G4705

직물용 화학섬유

G4706

직물용 무기섬유

G5001

노끈, 비금속제 로프, 비금속제 케이블, 포장용 끈

G5002

비금속제 망(석면제는 제외)

본류에는 주로 섬유용 천연 또는 합성 실이 주로 포함된다.
직물용 실(絲)

23

◦
-

특히 포함되는 상품
직물용 유리섬유/탄성/고무제 및 플라스틱제 실(絲)
금속제를 포함한 자수/짜깁기 및 재봉용 실(絲)
견방사, 면방사, 양모사

G4801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특수용도의 특정 실(예: 전선식별용 섬조(纖條)(제9류),
외과용 실(제10류), 귀금속제 실(絲)(제14류))
- 재질에 따라 분류되는 비직물용 실(예: 금속제 결속끈
(제6류), 비금속제 결속끈(제22류), 탄성사,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 실(제17류), 유리섬유사(21류))

직물용 실(絲), 자수용 금속제 실

본류에는 주로 직물 및 가정용 직물제 커버가 포함된다.
직물 및 직물대용품; 가정용 린넨; 직물 또는 플라스틱제 커튼

24

76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가정용 린넨
(예: 침대덮개, 장식용 베갯잇, 직물제 수건)
- 종이제 침대린넨
- 침낭, 침낭 라이너
- 모기장

◦
-

G120401

화장제거용 천

G1803

주방용 직물제 수건

G1808

직물제 라벨

G1809

직물제 또는 플라스틱제 기(旗)

G1817

애완동물용 담요

G1821

직물제 변기 시트커버

G1824

자수용 도안직물

G1825

직물제 샤워커튼, 플라스틱제 샤워커튼

G2302

인조가죽직물

G2602

직물제 식탁장식품, 직물제 소파덮개

G2604

직물제 족자

G2606

이불, 침대커버, 베갯잇

G2607

수의

G430302

침낭

G4511

직물제 수건, 목욕장갑, 직물제 보자기

G4901

직물

G4902

메리야스 원단

G4903

세폭(細幅)직물

G4904

부직포(不織布), 직물펠트

유사상품 심사기준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의료용 전기모포(제10류), 비의료용 전기모포(제11류)
종이제 테이블린넨(제16류)
석면제 방화막(제17류), 대나무제(竹製) 커튼 및 장식용
주렴(珠簾)(제20류)
- 말용 모포(제18류)
- 특수용도의 특정 직물(예: 제본용 직물(제16류), 절연용
직물(제17류), 지반용 직물(제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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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류

제

목

본류에는 주로 인체용 의류, 신발 및 모자가 포함된다.
의류, 신발, 모자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의류, 신발, 모자의 부분(예: 커프스, 호주머니, 기성복안감,
뒤축 및 뒷굽, 모자챙, 모자틀)
- 스포츠용 의류 및 신발(예: 스키용 장갑, 스포츠용 싱글렛,
사이클복, 유도복 및 가라데복, 축구화, 체조화, 스키화)
- 가면무도회복
- 종이옷, 의류아이템용 종이 모자
- 비종이제 턱받이
- 양복 장식용 손수건
- 비전기식 보온용 발싸개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신발제작용 하드웨어의 소형물품(예: 금속제 신발고정쇠
및 신발 은못(제6류) 비금속제 신발고정쇠 및 신발 은못
(제20류), 의류용 장식/액세서리 및 파스너, 신발, 모자
(예: 고리, 버클, 지퍼, 리본, 모자밴드, 모자 및 신발
장식품)(제26류))
- 특수 목적의 특정 의류 및 신발(예: 스포츠용을 포함한
보호헬멧(제9류), 방화복(제9류), 수술복(제10류), 정형
외과용 신발(제10류)), 특정 스포츠를 하는데 필수적인
의류 및 신발(예: 야구글러브, 복싱용 글러브, 아이스스케
이트(제28류))
- 전열식 의류(제11류)
- 전기식 보온용 발싸개(제11류), 유모차용 고정식 풋머프
(제12류)
- 종이제 턱받이(제16류)
- 종이제 손수건(제16류), 직물제 손수건(제24류)
- 동물용 의류(제18류)
- 축제용 마스크(제28류)
- 인형용 피복(제28류)
- 파티용 종이모자(제28류)

G2501

머니벨트(의류)

G270101

신발

G430301

스포츠의류, 스포츠셔츠, 스포츠외투, 축구복, 검도복

G430301
G430302

등산복

G430301
G430303

골프복

G430301
G4304

낚시복

G450101

겉옷, 외투(스포츠의류와 한복은 제외)

G450102

간호사용 유니폼

G4502

한복

G4503

속옷, 스웨터, 셔츠

G450401

양말, 스타킹, 비전기식 보온용 발싸개, 목도리,
숄, 스카프, 넥타이, 방한용 장갑, 방한용 귀덮개

G450403

휴대용 전자터치스크린장치용 전도성 장갑

G450501

모자

G450601

방한용 마스크(의류)

G4508

의복용 벨트

G4513

방수용 피복

25

본류에는 주로 재봉용품, 착용을 위한 천연 또는 인조 모발, 머리장식품 및 타류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물품장식용 소형
장식용품이 포함된다.
레이스, 장식용 끈 및 자수포, 의류장식용 리본 및 나비매듭리본; 단추, 훅 및 아이(hooks and eyes), 핀 및 바늘; 조화(造花);
머리장식품; 가발
◦
26

-

특히 포함되는 상품
가발, 부분가발, 인조턱수염
바레뜨, 헤어밴드
의류장식용 또는 머리장식용품용 여러 재질로 된 리본 및
나비매듭리본
선물포장용 비종이제 리본 및 나비매듭리본
머리망
버클, 지퍼
참(장신구, 열쇠고리 또는 열쇠체인용은 제외)
조명을 포함한 크리스마스용 조화화관
헤어컬용품(예: 전기식 및 비전기식 헤어컬러(수동식은 제외),
헤어컬링핀, 헤어컬용 종이)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인조 속눈썹(제3류)
- 금속제 소형 훅(제6류) 또는 비금속제 고리(제20류), 커튼용
훅(제20류)
- 특수한 형태의 특정 바늘(예: 문신바늘(제8류), 측량용
나침반(제9류), 의료용 바늘(제10류), 완구용 볼공기주입
기용 바늘(제28류))
- 수동식 헤어컬러(예: 컬용 인두, 속눈썹인두)(제8류)
- 인조모발(제10류)
- 참(장신구), 열쇠고리 또는 열쇠체인용 참(제14류)
- 특정 리본 및 나비매듭리본(예: 종이제 리본 및 나비매듭
리본(장신구용 및 머리장식용은 제외)(제16류), 리듬체조용
리본(28류))
- 직물용 실(絲)(제23류)
- 합성수지제 크리스마스트리(제28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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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26

류

제

목

G120401

머리염색용 캡, 비전기식 헤어롤러

G120402

가발, 장식용 수염

G1808

경기용 번호표

G1824

바늘꽂이, 바늘쌈지, 재봉상자, 재봉용 받침대

G2602

러그훅

G2702

구두끈, 구두 트리밍

G3002

커튼상단부용 테이프

G3102

바늘(재봉틀용은 제외)

G3811

소모기(梳毛機)용 바늘, 어망제조용 북

G3817

재봉틀용 바늘

G390602

전기식 헤어컬러(수동식은 제외)

G390702

휴대폰 장식용 참

G450401

의류용 어깨 패드

G4508

소매 흐름방지용 탄력밴드

G4509
G4401
G4510

머리장식용품, 의류부착용 셔닐사(絲) 장식

(구)G4509A

G4510

단추, 지퍼

(구)G4510B

G4512

조화

G5205

인조과일

G4902

금자수포, 은자수포, 자수레이스용 원단

본류에는 주로 완공된 마루 및 벽 등에 붙이는 비품이 포함된다.
카펫, 융단, 매트, 리놀륨 및 기타 바닥깔개용 재료; 비직물제 벽걸이

27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자동차용 카펫
- 마루깔개용 매트(예: 욕실용 매트, 현관매트, 체조용 매트,
요가매트)
- 인조잔디
- 직물제 벽지 포함 벽지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금속제 바닥재 및 마루타일(제6류), 비금속제 바닥재 및
마루타일(제19류), 목제 바닥판(제19류)
- 전열식 카펫(제11류)
- 지반용 직물(제19류)
- 유아 놀이틀용 깔개(제20류)
- 직물제 벽걸이(제24류)

G1817

애완동물용 급식매트

G1825

욕실용 매트

G1902

돗자리, 거적, 멍석

G210102

벽지

G2602

매트, 비직물제 벽걸이, 카펫

G2604

비직물제 족자

G3303

인조잔디

G430301

스포츠용 매트

본류에는 주로 완구, 게임용 장치, 운동장비, 오락, 파티용품 및 크리스마스트리용 특정 용품이 포함된다.
오락용구, 장난감; 비디오게임장치; 체조 및 스포츠용품;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제어기를 포함한 오락 및 게임장치
- 장난 및 파티용 신기한 장난감(예: 축제용 마스크, 파티용
종이모자, 색종이조각(놀이용품), 파티용 폭죽케이스 및 크리스
마스용 크래커)
- 사냥 및 낚시용구(예: 낚시대, 낚시그물, 인조미끼, 사냥용
동물 유인음 발생기)
- 각종 운동 및 놀이용구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크리스마스트리용 양초(제4류), 크리스마스트리용 전등
(제11류), 크리스마스트리장식용 과자 및 초콜릿(제30류)
- 잠수장비(제9류)
- 성 장난감 및 성인용 인형(제10류)
- 체조 및 스포츠 전용의류(제25류)
- 특정 체조 및 스포츠용품(예: 보호헬멧, 스포츠용 고글 및
마우스가드(제9류), 스포츠용 화기(제13류), 체육관용 매트
(제27류)) 및 기타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 특정
낚시 및 사냥장비(예: 사냥칼, 작살(제8류), 사냥총(제13류),
어망(제22류))

G1812

곤충채집용 채

G1817

애완동물용 장난감

G2602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조명용품과 과자류는 제외)

G3611

유원지용 탑승놀이기구

G4301

완구, 인형

G4302

오락 및 놀이용구

G430301

신체단련기구, 신체재활기구

G430302

등산용 안전장착대, 등강기(등산장비)

G430303

골프공, 골프채, 골프가방

G4304

낚시용구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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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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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류

제

목

본류에는 주로 동물성 식품 및 야채 기타 식용 원예작물로서 식용 또는 보존용으로 처리를 한 것이 포함된다.
식육, 생선, 가금 및 엽조수; 고기진액; 보존처리/냉동/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 젤리, 잼, 콤폿; 달걀; 우유, 치즈, 버터,
요구르트 및 기타 유제품; 식용 유지(油脂)
◦
-

특히 포함되는 상품
고기/생선/과일 또는 채소를 주원료로 하는 식품
식용벌레
우유를 주성분으로 한 우유음료
우유대용품(예: 아몬드유, 코코넛 밀크, 쌀우유, 두유)
보존처리된 버섯
식용 가공된 두류 및 견과류
식용 씨(향신료 또는 향미료인 것은 제외)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비식품용 유지(油脂)(예: 에센셜 오일(제3류), 공업용 오일
(제4류), 의료용 피마자유(제5류))
- 유아용 식품(제5류)
- 의료용 식이요법식품과 식이요법제(제5류)
- 식이보충제(제5류)
- 샐러드 드레싱(제30류)
- 가공된 씨(향신료)(제30류)
- 초콜릿 입힌 땅콩(제30류)
- 신선 및 미가공 과일/채소/견과 및 종자(제31류)
- 사료(제31류)
- 살아있는 동물(제31류)
- 재배용 곡물종자(제31류)

G020101

냉동한 두류

G020102

식용 가공꽃가루

G0202

냉동한 채소

G0204

채소가공식품, 보존처리된 채소, 과실가공식품,
보존처리된 과일

G0204
G0290

요리용 과일즙 및 채소즙

G0204
G1009

채소/과실가공식품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
식품

G0205

두부, 두부가공식품

G0206

두류가공식품(두부와
보존처리한 두류

G0211

냉동한 과실

G0301

크로켓

G0701

식용육

G0702

가공란, 식용란(卵)

G0703

가공한 식육, 육류내장품, 육류가공식품

G0703
G1009

육류가공식품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G0704

우유, 유(乳)가공식품, 알부민우유

G0705

식용 유지(油脂), 유지가공식품

G0707

살아있지 않은 식용벌레, 벌레가공식품

G0801

살아있지 않은 어패류(냉동 또는 염장한 것을
포함함)

G0802

보존처리한 식용해초, 해초가공식품

G0802
G1009

해초가공식품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G0803

보존처리한 어패류, 어패류가공식품

G0803
G1009

어패류가공식품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G1001

요리용 레시틴

29

(구)G0204B

두부가공식품은

제외),

본류에는 주로 과일 및 채소를 제외한 식물성 식품으로 식용 또는 보존용으로 처리한 것과 식품의 향미개량을 위한 보조적
재료가 포함된다.
커피, 차(茶), 코코아 및 그 대용물; 쌀, 파스타 및 국수; 타피오카 및 사고(sago); 곡분 및 곡물 조제품; 빵, 페이스트리 및
과자; 초콜릿; 아이스크림, 셔벗 및 기타 식용 얼음; 설탕, 꿀, 당밀(糖蜜); 식품용 이스트, 베이킹 파우더; 소금, 조미료, 향신료,
보존처리된 허브; 식초, 소스 및 기타 조미료; 얼음

30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커피, 코코아, 초콜릿 또는 차로 맛을 낸 우유 음료
- 식용 가공곡물(예: 귀리플레이크, 콘칩, 탈곡한 보리, 불거,
뮤즐리)
- 피자, 파이, 샌드위치
- 초콜릿 입힌 땅콩
- 식품 또는 음료용 향미료(정유는 제외)

◦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공업용 염류(제1류)
식품 또는 음료용 향미료(精油)(제3류)
의료용에 적합한 약초, 식이요법식품과 식이요법제(제5류)
유아용 식품(제5류)
식이보충제(제5류)
약제용 이스트(제5류), 동물용 효모(제31류)
커피향을 첨가한 우유음료, 코코아, 초콜릿 또는 차
(제29류)
수프, 부용(제29류)
미가공 곡물(제31류)
신선한 허브(제31류)
사료(제31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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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30

류

제

목

G020101

도정(搗精)한 곡물, 발아한 곡물

G020102

식용 곡분, 식용 전분

G0204

아몬드페이스트, 케이퍼

G0206

가공한 곡물, 곡물가공식품

G0207

누룩, 효모

G0208

식용 맥아

G0301

과자, 빵, 사탕, 초콜릿, 한과

G0302

천연감미료

G0303

떡, 인절미

G0401

간장, 고추장, 된장

G0402

화학조미료

G0403

마요네즈, 식초, 조미용 소스, 케첩

G0404

향신료

G0405

식용 소금

G0501

차(茶)류

G0502

커피, 코코아

G0503

차를 주성분으로 하는 음료, 차음료

G0505

얼음

G1001

가정용 식육연화제, 아이스크림 응고제, 생크림용
안정제, 요리용 농화제

본류에는 주로 식용, 신선한(가공하지 않은) 육산물(陸産物) 및 수산물, 살아있는 동식물 및 사료가 포함된다.
미가공 농업, 수산양식, 원예 및 임업 생산물; 미가공 곡물 및 종자; 신선한 과실 및 채소, 신선한 허브; 살아 있는 식물 및
꽃; 구근(球根), 모종 및 재배용 곡물종자; 살아있는 동물; 동물용 사료 및 음료; 맥아
◦
-

31

특히 포함되는 상품
미가공 곡물류
신선한 과실 및 채소(세척 및 왁싱한 것을 포함)
식물 찌꺼기
미가공 해조류
제재전(製材前) 목재
부화용 수정란
신선한 버섯 및 송로버섯
동물용 깔짚(예: 향처리 모래, 애완동물용 모래종이)

◦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의료용 배양미생물, 의료용 거머리(제5류)
동물용 식이보충제 및 의료용 동물사료(제5류)
반가공 목재(제19류)
낚시용 인공미끼(제28류)
쌀(제30류)
담배(제34류)

G020101

미가공 곡물, 미가공 두류, 미가공 꽃가루

G0202

신선한 채소, 미가공 채소, 유기농 신선한 채소

G0203

신선한 사탕무, 사탕수수

G0204

코프라

G0208

양조용 및 증류용 맥아

G0209

사료

G0210

종자, 구근(球根), 버섯 균사

G0211

신선한 과실

G0212

살아있는 식물 및 꽃

G0406

홉(Hop)

G0502

미가공 코코아 원두

G0702

부화용 수정란

G0706

살아있는 짐승, 살아있는 조류

G0707

살아있는 벌레

G0801

살아있는 어패류

G0802

식용 미가공 해초

G1817

애완동물용 모래종이(깔개), 동물용 깔짚

G1901

식물보온용 짚

G2001

제재전(製材前) 목재

G2002

미가공 나무껍질

G2003

펄프제조용 나무 조각

G2602

살아있는 나무로 만든 크리스마스트리

G4304

낚시용 떡밥, 낚시용 살아있는 미끼

G4512

생화(生花)화환, 장식용 건조식물

G4601

누에, 누에씨

본류에는 주로 알코올을 포함하지 않은 음료 및 맥주가 포함된다.
맥주; 비알코올성 음료; 광천수 및 탄산수; 과실음료 및 과실주스; 시럽 및 비알코올성 음료용 제제

32

80

◦
-

특히 포함되는 상품
알코올 성분이 제거된 음료
청량음료
쌀 및 콩을 주원료로 하는 음료(우유대용품은 제외)
에너지음료, 아이소토닉음료, 단백질강화 스포츠음료
비알코올성 음료 제조용 에센스 및 과실액(果實液)

유사상품 심사기준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음료용 향미료(정유)(제3류) 또는 음료용 향미료(정유는
제외)(제30류)
- 의료용 식이요법음료(제5류)
- 우유를 주성분으로 한 우유음료, 밀크셰이크(제29류)
- 우유대용품(예: 아몬드유, 코코넛 밀크, 쌀우유, 두유)
(29류))
- 요리용 레몬즙, 요리용 토마토주스(제29류)
- 커피, 코코아, 초콜릿 또는 차를 주재료로 한 음료
(제30류)
- 애완동물용 음료(제31류)
- 알코올성 음료(맥주는 제외)(제33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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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32

류

제

목

G0406

맥주제조용 홉 진액

G0503

청량음료, 발포성 음료용 재료, 채소 또는 과
실 가공 음료

G0503
G0290

음료용 채소진액

G0504

광천수, 생수

(구)G0503B

G0602

맥주, 맥주용 맥아즙

본류에는 주로 알코올성 음료, 에센스, 즙이 포함된다.
알코올성 음료; 음료제조용 알코올성 제제

33

◦
-

특히 포함되는 상품
와인, 강화포도주
알코올성 사과즙, 배술
증류주, 리큐어
알코올에센스, 알코올성 과일진액, 비터즈

G0601

소주, 약주, 청주, 법주, 탁주, 막걸리

G0603

고량주, 오가피주, 박하주, 송엽주(松葉酒,)
벌꿀주, 약미주(藥味酒)

◦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의료용 음료(제5류)
알코올 성분이 제거된 음료(제32류)
맥주(제32류)
알코올성 음료 제조용 비알코올성 믹서(예: 청량음료,
소다수(제32류))

G0602

보드카, 브랜디(Brandy), 위스키, 진(Gin),
딸기주, 매실주, 머루주, 포도주, 사과주

본류에는 주로 담배, 흡연용구 및 관련 액세서리와 용기가 포함된다.
담배 및 대용담배; 권연 및 여송연; 흡연자용 전자담배 및 기화기; 흡연용구; 성냥

34

◦
-

특히 포함되는 상품
비의료용 대용 담배
흡연자용 전자담배 및 기화기용 향미료(정유(精油)는 제외)
흡연용 허브
코담배
담배 및 흡연용구 관련 특정 액세서리 및 용기(예: 흡연용
라이터, 재떨이, 담배항아리, 코담배상자, 담배저장함)

◦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담배 잎을 사용하지 않은 의료용 담배(제5류)
전자담배용 배터리 및 충전기(제9류)
자동차용 재떨이(제12류)

G0901

담배(의료용은 제외)

G0902

흡연용구

G4101

성냥

G410202

흡연용 라이터

35류에는 주로 광고, 마케팅, 홍보 서비스뿐만 아니라 상업 또는 공업적 기업의 사업 관리, 운영, 조직 및 관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한다. 분류의 목적상, 상품의 판매는 서비스로 간주되지 않는다.
광고업; 사업관리/조직 및 경영업; 사무처리업

35

◦ 특히 포함되는 서비스업
- 고객이 편리하게 상품을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타인을 위
해 다양한 상품을 모아놓은 운송을 제외한 서비스업; 그러
한 서비스는 소매점, 도매점, 자동판매기, 우편주문 카탈로
그 또는 웹사이트 또는 TV쇼핑프로그램과 같은 전자 매체
를 통해 제공된다.
- 광고, 마케팅 및 홍보업(예: 상품견본 배포업, 광고콘셉트
개발업, 광고문 작성 및 출판업)
- 쇼윈도 장식업
- 선전홍보서비스업
- 텔레쇼핑 프로그램 제작업
- 상업적 또는 광고 목적의 무역 박람회 및 전시회 조직업
- 판촉용 검색엔진 최적화업
- 상업적 지원업(예: 인사 채용업, 사업 계약 협상대행업, 비용
가격 분석업, 수출입업무대행업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금융서비스업(예: 재무분석업, 재무관리업, 재정보증업)
(제36류)
- 부동산관리업(제36류)
- 증권 중개업(제36류)
- 운송물류업(제39류)
- 에너지 감사업(제42류)
- 판촉물 그래픽디자인업(제42류)
- 계약협상 관련 법률대행업(제45류)
- 지적재산권 라이선스업, 라이선스의 법적 관리업, 저작
권 관리업(제45류)
- 도메인명의 등록업(제45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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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제

목

- 사업 거래 및 재무 기록과 관련된 관리업(예: 경리업, 재무
표 작성업, 기업회계 및 재무 감사업, 사업 평가업, 세무
대리 및 신고서비스업)
- 상품 및 서비스 라이선스 상업적 관리대행업
-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또는 등록업무와 관련된 문
서의 기재, 전기(轉記), 작성, 편집, 정리 및 수학적 또는
통계적 자료의 편집을 행하는 서비스업
- 사무처리업(예: 약속일정관리서비스업, 컴퓨터자료 검색업,
컴퓨터화된 파일관리업, 전화교환대 서비스업)

S0101

라디오광고업, 텔레비전광고업, 옥외광고업, 광고물
작성업, 상품견본배포업, 광고물배포업, 마케팅서비
스업, 쇼윈도 장식업, 상품전시업, 텔레마케팅업,
홍보목적의 패션쇼 개최업

S120401

회계업, 세무대리업

S120501
G1004

의료용 위생제 도매업, 소독제 소매업

S120501
G1004
G1009

건강기능식품 도매업

S123101

기업경영 및 조직상담업, 사업경영자문업, 인사관리
상담업, 기업정보제공업, 상업정보제공업, 시장조사업,
호텔경영지원업

S123102

직업알선업, 직업소개업, 취업정보제공업

S123301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가공편집업, 정보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구축업, 컴퓨터 자료검색업, 컴퓨터화된
파일관리업

S1312

수출입업무대행업

S1370

사무처리업, 복사업

S173501

경매서비스업

S173502

비서업

S173503

자동판매기임대업

S173599

제35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S2001

비료 판매대행업

S2002

가공한 곡물 소매업, 가공된 과일 도매업, 사료
판매알선업

S2002
G1009

채소/과실가공식품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
식품 소매업

S2003

과자 소매업, 떡 소매업

S2004

향신료 소매업, 화학조미료 소매업

S2005

광천수 소매업, 가공된 커피 도매업

S2006

주류 도매업

S2007

식육 중개업, 우유 소매업

S2007
G1009

육류가공식품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도매업

S2008

식용 미가공 해초 소매업

S2008
G1009

어패류가공식품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도매업

S2009

담배 판매대행업, 흡연용구 도매업

S2010

공업용 화학제 도매업, 세탁용 풀 소매업

S2011

의료기기 판매대행업, 젖병 소매업

S2012

향료 소매업, 화장품 판매알선업

S2013

세제 소매업, 치약 도매업

S2014

비전기식 청소용구 소매업, 세탁 및 청소용구
(전기식은 제외) 소매업, 쓰레기통 도매업

S2015

도료(페인트) 도매업, 염료 소매업

S2016

맥반석 소매업, 보석의 원석 도매업

S2017

건축용 유리 판매알선업, 비건축용 반가공 석영
유리 도매업

S2018

식탁용 식기 소매업, 샤워용 욕조 소매업

S2019

돗자리 소매업, 충전용 짚 도매업

S2020

건축용 목재 판매대행업, 죽재(건축용은 제외)
소매업

S2021

벽지 도매업, 화장지 도매업

S2022

문방구 판매대행업, 인쇄잉크 도매업

S2023

가죽중개업, 인조가죽 소매업

S2024

목재펄프 도매업, 포장용 플라스틱제 필름
소매업

S2025

가방 및 지갑 소매업, 종이제 상자 도매업

S2026

가구 도매업, 도자기 도매업, 이불 판매알선업

S2027

신발판매대행업, 우산 도매업

S2028

급속냉동기 도매업, 온수난방기구 소매업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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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029

비전기식 조명기기 소매업, 촛대 도매업

S2030

금속제 너트 도매업, 수도꼭지용 좌금(座金)
도매업, 전기식 자물쇠 소매업

S2031

비전기식 면도기 도매업, 수동식 렌치 도매업

S2032

강철 도매업, 미가공 또는 반가공 비철금속
소매업

S2033

석재 중개업, 시멘트 도매업

S2034

사진기기 도매업, 안경 판매알선업

S2035

시계 구매대행업

S2036

경보기 도매업, 구명장치 소매업, 자동판매기
중개업

S2037

자동차 도매업, 자전거 판매대행업, 공기타이어
소매업

S2038

재봉기계 중개업, 산업용 식음료가공기계 소매업,
유리가공기계 중개업, 인쇄기계 판매알선업

S2039

전기음향영상기기 판매알선업, 전기절연재료 도매업,
전기조명기구 소매업

S2040

부동액 도매업, 액체연료 소매업

S2041

가스점화기 도매업, 흡연용 라이터 소매업

S2042

화기 판매대행업, 화약 도매업

S2043

낚시용구 중개업, 신체단련기구 소매업,
완구 도매업

S2044

보석 도매업

S2045

외투(스포츠전용 의류 및 한복은 제외) 도매업,
한복 판매대행업

S2046

누에씨 소매업, 양잠기계 도매업

S2047

미가공 면(綿)섬유 도매업, 직물용 화학섬유 소매업

S2048

직물용 실(絲) 소매업

S2049

메리야스 원단 도매업, 직물 중개업

S2050

고무끈 소매업, 금속제 망(網) 도매업

S2051

악기 구매대행업

S2052

서적 구매대행업, 서화(書畵) 도매업

S2053

특수세라믹제조용 합성물 도매업

S2090

백화점업, 슈퍼마켓업

본류에는 주로 은행 및 기타 금융 거래와 관련된 서비스업, 재무평가업 및 보험 및 부동산 활동이 포함된다.
금융, 통화 및 은행업; 보험서비스업; 부동산업

36

◦ 특히 포함되는 서비스업
- 금융 거래 및 지불서비스업(예: 환전업, 전자자금이체업, 신용
카드 및 직불카드 지불처리업, 여행자 수표 발행업)
- 재무관리 및 조사업
- 재무평가업(예: 보석, 미술품 및 부동산 감정업, 수선비용
평가업)
- 수표검증업
- 금융 및 신용 서비스업(예: 대부업, 신용카드 발행업, 임차
구매 금융업 또는 임대구매 금융업)
- 크라우드펀딩업
- 대여금고업
- 재정보증업
-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관리업, 아파트 임대업, 임대료 징수업
- 보험업, 보험통계업
- 중개업(예: 증권, 보험 및 부동산중개업, 탄소배출권 중개업,
전당포업)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사업 거래 및 재무 기록과 관련된 관리업(예: 경리업,
재무표작성업, 기업 및 재무 회계감사업, 사업평가업,
세무대리 및 신고서비스업)(제35류)
- 후원자 탐색업, 스포츠 행사 후원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
홍보업(제35류)
- 자동현금인출기(ATM) 현금보충업(제39류)
- 화물운송 주선업, 운송중개업(제39류)
- 모직물 및 입목품질평가업(제42류)

S0201

예금접수업, 자금대부업, 내국환거래업, 증권업,
탄소배출권 중개업

S0301

보험업

S120401

재무가치평가업, 재무관리업, 재무상담업, 입목(立木)
재무평가업, 모직물재무평가업

S1212

부동산감정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임대업

S1232

금융관련 신용조사업, 보험관련 신용조사업

S1312

관세절차대행업

S173601

골동품 감정업, 미술품 감정업

S173602

귀금속 감정업, 보석 감정업

S173699

제36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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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류에는 주로 건설, 물리적 또는 화학적 성질을 변경하지 않고 대상물을 원래 상태로 복원하거나 보존하는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건축서비스업; 설치 및 수리서비스업; 채광업/석유 및 가스 시추업
◦ 특히 포함되는 서비스업
- 건물, 도로, 교량, 댐 또는 송전선의 건설 및 철거 및 내외
도장, 미장, 배관작업, 난방장비 설치 및 지붕을 이는 건설
서비스업
- 조선(造船)업
- 건축공구, 기계 및 장비 임대업(예: 불도저 임대업, 크레인
임대업)
- 다양한 수리서비스업(전기, 컴퓨터하드웨어, 가구, 기구, 공구
분야)
- 다양한 복원 서비스업(예: 건물 복원, 가구 복원 및 조각품
복원)
- 대상물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고 원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서비스업(예: 가구 유지보수, 차량 유지보수, 수영장
유지보수 및 컴퓨터 하드웨어 유지보수)
- 다양한 물품 청소업(예: 창문, 차량, 의류 및 의류 세탁 및
다림질)

37

84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상품의 물리적 보관업(제39류)
- 필수 속성의 변화 과정을 수반하는 대상 또는 물질의
변형업(예: 직물절단, 염색, 내화업(제40류), 주조, 도금,
금속 처리업(제40류), 맞춤 양재업, 의류양재업, 자수(刺繡)업
(제40류), 음식 및 음료수 보존업(제40류))
-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치/업데이트 및 관리업(제42류),
웹사이트 제작 및 호스팅업(제42류)
- 건축설계 및 건축연구 서비스업(제42류)

S040101

종합건설공사업, 건축물 건설업, 도로건설공사업,
토목공사업, 건물방음설비공사업, 건물절연설비공사업,
건설상담업, 건설 및 건축장비임대업

S040102

조선업

S050109

흡연용구 수리업

S050111

의료용 기계기구 수리업

S050114

비전기식 청소용구 수리업

S050118

주방용품/간판/실내수족관/변기/샤워기 수리업

S050122

문방구 수리업

S050123

가죽/모피 수선업

S050125

가방 수선업

S050126

가구/이불/우편함/혼상제구 수리업

S050127

신발/우산 수선업

S050128

냉방기구/난방기구/환풍기 수리업

S050129

비전기식 조명기기 수리업

S050130

자물쇠/열쇠고리 수리업

S050131

수공구 및 수동기구 수리업

S050134

이화학/광학/사진/영화/측정기계기구 수리업

S050135

시계 수리업

S050136

사무용 기계기구/자동판매기/주유기기/소화기/
교통신호기/이미용 의자/구명장치/경보기/잠수용
기계기구/유원지용 탑승놀이기구/잔디깎는 기계의
수리업

S050137

수송기계기구 수리업

S050138

산업/동력/풍수력기계기구 수리업, 금속가공기계
수리업, 용광로 설치 및 수리업

S050139

전기/전기통신/전자응용기계기구 수리업

S050141

가스점화기/흡연용 라이터 수리업

S050142

총포 수리업

S050143

완구/오락 및 놀이용구/스포츠용구 수리업

S050144

보석 수선업

S050145

피복/귀금속제 장신구/의류장식품 수선업

S050146

양잠기계 수리 또는 보수업

S050151

악기 수리업

S050152

인쇄물/서화/조각품/모형물 수선업

S050199

각종 시설물 설치 및 기타 물품 수리/수선업

S100111

경석에 의한 연마처리업, 주석에 의한 재도금업

S120101

유정업, 채광업, 채석업, 광산용 기계장비 임대업

S128101

건축물청소업, 청소장비 대여업

S128102

항공기청소업, 세차기계임대업

S128103

방역소독업

S128104

구두닦이업

S1282

세탁업

S173701

자동차 장식업

S173799

제37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유사상품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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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류

제

목

본류에는 주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와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와 방송서비스 및 데이터 전송 서비스와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통신서비스업
◦ 특히 포함되는 서비스업
- 주문형 비디오 전송업

38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라디오 광고업(제35류)

- 디지털파일 및 전자우편 전송업
-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용 사용자 접속제공업
-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업

-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제35류)
- 통신작용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 또는 주제(예: 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 파일(제9류), 웹사이트를 통한 사업정보

- 인터넷 채팅방 및 온라인 포럼 제공업
- 전화 및 음성 메일 서비스업
- 원격회의 및 화상회의서비스업

제공업(제35류),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통한 내려받기
불가능한 영화 및 텔레비전프로그램 제공업(제41류))
- 통신 연결을 사용하여 수행되는 서비스업(예: 내려받기
가능한 디지털 음악용 온라인 소매서비스업(제35류), 온라인
뱅킹업 (제36류))
-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업(제41류)
- 통신 기술 컨설팅업(제42류)
-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업(제45류)

S0601

전화통신업, 이동전화통신업, 전자우편전송업,
통신사(通信社)업, 통신기기 및 장비의 임대업

S0701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텔레비전
방송업, 인터넷방송업

본류에는 주로 철도, 도로, 수로, 항공 또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사람, 동물 또는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에 운송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업과 운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이 포함되며, 보존 또는 보호를 위해 모든 종류의 보관
시설, 창고 또는 기타 유형의 건물에 물품을 보관하는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운송업; 상품의 포장 및 보관업; 여행알선업
◦ 특히 포함되는 서비스업
- 역, 교량, 철도, 페리 및 기타 수송설비 운영업
- 운송차량 임대 및 운전 및 조종서비스업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여행 또는 운송광고업(제35류)
- 사람 또는 상품 운송중의 보험 서비스업(제36류)

- 운송, 보관 및 여행용 대여서비스업(예: 주차 장소 임대업,
차고 임대업, 보관컨테이너 임대업)
- 해상 예인(曳引), 하역 운영 및 항구 및 부두 및 난파선 및

- 사람 또는 상품 수송과 관련된 수송기계기구 또는 기타
물품의 유지 및 수리업(제37류)
- 가이드 투어 실시업(제41류)

그 화물의 인양용 운영업
- 상품의 포장, 병조림, 랩핑 및 배달업
- 자동판매기 및 현금자동입출금기 보충업

- 전자 데이터 저장업(제42류)
- 여행사나 중개인에 의한 호텔 객실 또는 기타 임시숙박
시설의 예약업(제43류)

- 중개인 또는 여행사에 의한 여행 또는 제품운송에 관한 정보와
수송 관련 관세, 시각표 및 운송방법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
하는 서비스업
39

- 운송목적의 수송기계기구 또는 상품의 검열업
- 에너지 및 전기 분배업, 물 분배 및 공급업
S080101

해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철도운송업, 자동차운송업,
선박임대업, 자동차임대업, 운송정보제공업

S080102

교통정보제공업

S090101

상품보관업, 냉장창고업, 창고업, 창고임대업, 냉동
식품창고임대업, 냉동장치임대업, 화물보관용 컨테
이너임대업

S090102

위험물 보관업, 폐기물 보관업

S090103

차량보관창고업, 항공기보관업

S120503

휠체어임대업

S1215

관광안내업, 여행예약업

S123301

전자데이터 및 서류의 물리적 저장업

S173901

상품포장업

S173902

잠수업, 잠수복대여업

S173999

제39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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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류

제

목

본류에는 주로 제품 또는 무기, 유기물질의 기계적, 화학적 처리 또는 변형 또는 가공 서비스업이 포함된다(주문자 제조방식의
서비스 포함). 분류목적상, 상품의 생산 또는 제조는 주문 및 규격요청에 따라 주문 및 규격요청을 한 자에 대한 몫으로 제공
되는 경우에만 서비스업으로 간주된다. 만일 생산 또는 가공하는 행위가 고객의 요구사항, 주문규격 등에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자의 부수적이고 기본적인 영리활동 내지 상표의 상품에 해당된다. 물질 또는 물품의 가공 또는
변형한 자에 의하여 타인에게 판매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로 간주되지 않는다.
재료처리업; 폐기물 재생업; 공기 정화 및 물 처리업; 인쇄 서비스업; 음식 및 음료수 보존업
◦ 특히 포함되는 서비스업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물품 또는 물질의 변형 및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는 모든
가공(예: 의류의 염색)에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 이러한 변형
서비스는 만약 수리 또는 유지보수의 틀(예: 자동차 범퍼의

- 물품 또는 물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서비스업
(예: 가구 유지보수 또는 수리업)(제37류)
- 건축 분야의 서비스업(예: 도색 및 미장공사업)(제37류)

크롬 도금) 안에서 제공되는 경우 40류로 분류된다.
- 건물 이외의 물질 또는 물품의 제조공정에 수반되는 재료
처리 서비스업(예: 절단, 성형, 연마 또는 금속도금 서비스업)

- 세탁, 창문 청소, 건물 내부 및 외부 표면 청소와 같은
청소 서비스업(제37류)
- 방청업(예: 차량 방청처리업)(제37류)

- 납땜 또는 용접과 같은 재료 접합업

- 주문자 제조방식에 의하여 제공되는 특정 서비스(예: 주문자
제조방식의 자동차 도색업(제37류)
- 식품 장식업, 식품 조각업(제43류)

- 식품 가공처리업(예: 과일 분쇄업, 밀가루 분쇄업, 음식 및
음료수 보존업, 식품훈제처리업, 식품냉동업)
- 타인에 의한 주문 및 타인이 요구하는 제품 규격에 따라
주문제작된 서비스업(예: 주문자 제조방식의 자동차 제작업)
- 치기공서비스업
- 퀼팅업, 자수(刺繡)업, 맞춤 양재업, 직물염색업, 직물마감
처리업
40

S100101

고무 가공업

S100102

플라스틱 가공업

S100103

석재가공업

S100104

광학유리연마업

S100105

목공업, 제재업

S100106

종이가공업

S100107

정제업, 원유가공업

S100108

용수처리업, 폐기물 재생업

S100109

마구가공업

S100110

에너지생산업, 발전업

S100111

금속처리업, 전기도금처리업, 보석 및
귀금속가공업, 자화(磁化)처리업

S100112

직물가공업, 염색업

S100113

곡물가공업, 수산물가공업

S100199

기타 가공업

S120102

목재벌목업

S1202

제판업, 인쇄업, 제본업, 영화필름제판업,
인쇄장비임대업

S120502

치기공(齒技工)업

S1214

재봉업,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재업,
의류재단업, 커튼재단업, 편물기계임대업

S1216

사진인화업, 사진필름현상업, 영화필름현상업

S128105

공기정화업, 수질오염방지처리업, 분뇨처리업,
산업폐기물소각업

S174001

공기조절장치임대업, 난방장치임대업

S174002

발전기임대업

S174003

녹음테이프 녹음복사업, 영화필름복사업

S174004

예술작품표구업

S174005

3D 프린터업

S174099

제40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본류에는 주로 모든 형태의 교육이나 훈련으로 구성된 서비스업, 사람에 대한 연예, 오락 또는 레크리에이션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업, 문화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각예술 또는 문학작품 등의 공연업이 포함된다.
교육업; 훈련제공업; 연예오락업;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
41

86

◦ 특히 포함되는 서비스업
- 문화적 또는 교육적 목적의 전시회 조직업, 컨퍼런스, 회의
및 심포지엄 준비 및 진행업
- 번역 및 통역업
- 광고문을 제외한 서적 및 문안 출판업

유사상품 심사기준

◦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상업적 또는 광고 목적의 전시회 조직업(제35류)
광고문 작성 및 출판업(제35류)
통신사(通信社)업(제38류)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업(제38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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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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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뉴스보도업, 사진보도업
사진촬영업
광고영화를 제외한 영화 연출 및 제작업
놀이공원, 서커스, 동물원, 미술관 및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문화, 교육 또는 연예오락서비스업
스포츠 및 운동훈련업
동물 훈련업
온라인 게임서비스업
도박 서비스업, 복권조직업
연예오락, 교육 및 스포츠행사용 티켓예약업
특정 작문 서비스업(예: 시나리오작성업, 작사작곡업)

목

-

화상회의서비스업(제38류)
기술문서 작성업(제42류)
탁아소서비스업(제43류)
헬스스파 서비스업(제44류)
결혼식 계획 및 준비업(제45류)

S110101

공연기획업, 연극공연업, 음악공연업

S110102

무대장치 임대업, 오디오장비임대업

S110103

녹음음반대여업, 영화대여업

S120102

영농기술지도업, 조림기술지도업,
축산기술지도업

S120103

어업기술지도업

S1202
G5206

교과서출판업, 서적출판업

S120601

디스코텍업, 나이트클럽업, 카바레업

S120901

도서관 운영업

S120902

과학관운영업, 미술관운영업, 박물관시설제공업

S120903

속셈학원업, 수능입시학원업, 유학상담업

S120904

모델학원업, 연기교육학원업

S120905

유아원업, 유치원 운영업

S120906

교육적 목적의 전시회조직업, 교육회의 준비 및
진행업

S120907

미용기술지도업, 미용학원업

S120999

고시학원업, 꽃꽂이학원업

S121001

스포츠시설의 제공 및 운영업

S121002

오락시설의 제공 및 운영업

S121003

놀이공원 운영업, 동물원운영업

S1216

마이크로필름기록업, 사진촬영업, 비디오녹화촬영업

S1234

사진보도업

S174101

동물훈련업

S174102

미인선발대회 개최업, 파티계획업, 연예목적의
패션쇼개최업

S174103

번역업, 통역업

본류에는 주로(예: 과학 실험실 서비스, 엔지니어링, 컴퓨터 프로그래밍, 건축 서비스 또는 인테리어 디자인) 복잡한 활동 분야의
이론적 및 실제적 측면과 관련하여 주로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포함된다.
과학적, 기술적 서비스업 및 관련 연구, 디자인업; 산업분석, 산업연구 및 산업디자인 서비스업; 품질 관리 및 인증 서비스업;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디자인 및 개발업

42

◦ 특히 포함되는 서비스업
- 과학 및 기술적 분야에서 평가, 추정, 조사 및 보고를 수행
하는 기술자 및 과학자 서비스업(기술상담업 포함)
- 컴퓨터 데이터, 개인 및 금융정보 보안 및 데이터 및 정보
미승인 접속 탐지를 위한 컴퓨터기술서비스업(예: 컴퓨터
바이러스 보호 서비스, 데이터 암호화 서비스, 인터넷을
통한 신원 도용 탐지용 개인 식별 정보 전자 모니터링)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업(SaaS), 서비스형 플랫폼업(PaaS)
- 의료 목적의 과학적 연구서비스업
- 건축 및 도시계획 서비스업
- 특정 디자인서비스업(예: 산업디자인업,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디자인업, 실내디자인업, 포장디자인업, 그래픽 아트
디자인업, 의상 디자인업)
- 측량업
- 석유, 가스 및 광산탐사 서비스업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특정연구서비스업(예: 사업연구업(제35류), 마케팅 연구업
(제35류), 금융 연구업(제36류), 족보 연구업(제45류),
법률 연구업(제45류))
- 기업회계 감사업(제35류)
- 컴퓨터파일 관리 서비스업(제35류)
- 금융평가 서비스업(제36류)
- 채광, 석유 및 가스 시추업(제37류)
- 컴퓨터하드웨어 설치, 관리 및 수리업(제37류)
- 음향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제41류)
- 특정 디자인 서비스업(예: 조경디자인업(제44류))
- 의료 및 수의과 서비스업(제44류)
- 법무서비스업(제45류)

S120505

약제연구업, 세균연구업, 의학연구업

S121301

건축설계업, 건축상담업, 토목설계업

S121302

제품설계업, 기계디자인업, 포장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

S1214

의상디자인업, 패션디자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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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S123301
G390802
42

제

컴퓨터시스템의 설계 및 자문업, 컴퓨터 소프트
웨어의 자문 및 개발업, 자료 및 문서의 디지털
처리업, 컴퓨터프로그램 및 데이터전환업(물리적
전환은 제외), 컴퓨터 데이터 복구업

목

S123302

컴퓨터 하드웨어 디자인업

S128106

환경연구업, 환경보호에 관한 연구업

S128301

화장(化粧)연구업

S174201

기상연구업, 기상정보제공업

S174202

농업연구업, 농약안전성평가업, 종자검사업

S174203

건설기술연구업, 건축재료분석업

S174204

기계연구업, 로켓연구업

S174205

생명공학관련연구업, 화학연구업

S174206

광산 및 광물탐사업, 지질조사업, 해양연구업

S174299

제42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본류에는 주로 소비를 위한 음식료품 준비에 관해 제공되는 서비스, 또한 임시숙박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포함된다.
식음료제공서비스업; 임시숙박시설업

43

◦
-

특히 포함되는 서비스업
임시숙박시설예약업(예: 호텔예약업)
동물수탁 관리서비스업
회의실, 텐트 및 이동식 건축물 임대업
양로원서비스업
탁아소 서비스업
음식 장식업, 음식 조각업
조리장치 임대업
의자, 테이블, 테이블린넨, 유리식기 임대업
물담배 라운지 서비스업
개인요리사서비스업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호텔경영지원업(제35류)
주거용 주택 또는 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한 임대업(제36류)
하우스키핑 서비스업(청소 서비스업)(제37류)
여행 및 운송 예약업(제39류)
맥주 양조 및 와인 제조대행업, 빵 맞춤 제조업(제40류)
식품훈제처리업, 음식 및 음료수 보존업(제40류)
예를 들어, 기숙학교, 유아원, 스포츠 캠프, 디스코텍 및
나이트클럽에서 제공하는 보조 숙박 또는 음식과 음료를
포함한 교육, 지도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업(제41류)
- 박물관시설제공업(제41류)
- 회복기환자 요양 및 요양소업(제44류)
- 베이비시팅업, 애완동물돌보기업(제45류)

S120602,
G0301,
G0502

한식점업, 제과점업, 레스토랑서비스업,
커피전문점업

S120603

주점업

S1207

하숙서비스업, 모텔서비스업, 유스호스텔업,
호텔숙박시설업, 숙박시설안내업

S121004

야영장시설제공업, 야영장비공급업, 텐트대여업

S1212

이동식가옥임대업

S174301

양로원서비스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S174302

탁아소서비스업

S174303

동물용 위탁관리업

S174304

회의실임대업

S174399

제43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본류에는 주로 개인 또는 회사에 의해 인간과 동물에게 제공하는 대체 의학, 위생 및 미용 관리, 농업, 수산양식, 원예 및
임업 분야와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다.
의료업; 수의업; 인간 또는 동물을 위한 위생 및 미용업; 농업, 수산양식, 원예 및 임업 서비스업
◦
-

44

-

88

특히 포함되는 서비스업
병원서비스업
원격의료서비스업
치과업, 검안사업 및 정신 건강 서비스업
X-레이 검사 및 혈액샘플 채취와 같이 의료실험실에 의해
제공되는 진단 및 치료용 의료클리닉서비스 및 의료 분석
서비스업
치료 서비스업(예: 물리 치료 및 언어 치료업)
약조제자문업 및 약사에 의한 처방전준비업
혈액 은행 및 인간 조직 은행 서비스업
회복기환자 요양 및 요양소업
식이요법 및 영양 자문업
헬스스파서비스업
인공수정 및 시험관 수정서비스업
동물 사육업
동물 손질업
바디 피어싱 및 문신업
조경 관련 서비스업(예: 식물 보육 서비스, 조경 설계, 조경
원예, 잔디 관리)
화예 서비스업(예: 꽃꽂이, 화환제작)
제초업, 농업/수산양식/원예 및 임업용 구충 및 해충박멸업

유사상품 심사기준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해충구제업(농업/수산양식업/원예업/임업 목적이 아닌 것)
(제37류)
- 관개시설용 설치 및 보수 서비스업(제37류)
- 앰뷸런스 운송업(제39류)
- 동물도살 및 박제업(제40류)
- 목재벌목 및 가공업(제40류)
- 동물훈련서비스업(제41류)
- 육체적인 운동을 위한 헬스클럽업(제41류)
- 의료목적의 과학적 연구조사업(제42류)
- 동물수탁 관리서비스업(제43류)
- 양로원업(제43류)
- 장의업(葬儀業)(제45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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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류

제

목

S120102

농업서비스업, 원예서비스업, 축산서비스업, 임업
서비스업

S120103

어업서비스업

S120501

약조제업

S120502

치과서비스업

S120503

병의원업(치과업 제외), 의료보건장비임대업,
요양소서비스업

S120504

동물병원업, 수의업

S128302

이용업, 미용서비스업

S128303

대중목욕탕업, 온천업, 위생시설임대업, 찜질방업

S128304

안마업, 지압업

S174401

꽃꽂이업

S174402

정원 또는 화단 관리업

S174403

애완동물 미용실업

S174499

제44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44

법무서비스업; 유형의 재산 및 개인을 물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안서비스업; 개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사적인 또는 사회적인 서비스업
◦ 특히 포함되는 서비스업
- 법률가가 개인, 개인의 그룹, 조직 및 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업
- 개인의 물리적 안전과 유형의 재산의 보안에 관련된 조사 및
탐정서비스업
- 에스코트 서비스업, 결혼중개업, 장의업 등 사회적인 행사와
관련하여 개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업

45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상업적 사업의 운영 또는 기능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전문서비스업(제35류)
- 금융 또는 재무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제36류)
- 여행안내업(제39류)
- 경비운송업(제39류)
- 개인의 교육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서비스업(제41류)
- 가수 또는 댄서의 공연업(제41류)
-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래밍업(제42류)
- 컴퓨터 및 인터넷 보안상담업 및 데이터암호화서비스업
(제42류)
- 사람 또는 동물을 위한 의료/위생/이미용 관련 서비스업
(제44류)
- 특정 임대업(니스분류 서비스업 목록 및 일반주석(b) 참조)
* 일반 주석(b) : 임대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임대되는 목적물
(예: 38류로 분류되는 전화기임대업)을 수단으로 하여 제공
되는 서비스업과 같은 류로 분류된다. 대여(leasing) 서비스
업은 임대(rental) 서비스업과 유사하며 따라서 임대(rental)
서비스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임차구매
금융업 또는 임대구매 금융업(hire-or lease- purchase
financing)은 금융서비스업으로서 36류로 분류된다.

S120402

법무서비스업

S1214

야회복대여업, 의류관리서비스업, 의복대여업,
의상상담업

S128401

장의업, 묘지관리업, 봉안당관리업, 장례복 대여업

S128402

애완동물 장의업

S174501

보모서비스업, 베이비시팅업

S174502

사설탐정서비스업, 실종자조사업

S174503

경호업, 경비업, 금속제 또는 비금속제 금고대여업

S174504

결혼상담업, 결혼중개서비스업

S174505

결혼식장업

S174506

운명감정업, 작명업

S174507

애완동물 돌보기업

S174599

제45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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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

별표 2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유사상품 심사기준

91

제

1류

공업/과학 및 사진용 및 농업/원예 및 임업용 화학제; 미가공 인조수지, 미가공
플라스틱; 소화 및 화재예방용 조성물; 조질제 및 땜납용 조제; 수피용 무두질제;
공업용 접착제; 퍼티 및 기타 페이스트 충전제; 퇴비, 거름, 비료; 산업용 및 과학용
생물학적 제제
(Chemicals for use in industry, science and photography, as well as in
agriculture, horticulture and forestry; unprocessed artificial resins,
unprocessed plastics; fire extinguishing and fire prevention compositions;
tempering and soldering preparations; substances for tanning animal
skins and hides; adhesives for use in industry; putties and other paste
fillers; compost, manures, fertilizers; biological preparations for use in
industry and science)
본류에는 주로 공업용, 과학용 및 농업용 화학품 (타류에 속하는 상품의 제조에 사용
되는 것 포함)이 포함된다.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감광지
타이어수리용 조성물
식품 이외의 것의 보존용 소금
식품 산업용으로 쓰이는 특정 첨가제
(예: 펙틴, 레시틴, 효소 및 화학보존제)
- 화장품 및 약제 제조용 특정 성분
(예: 비타민, 보존제 및 산화방지제)
- 특정 여과제
(예: 광물질제, 식물제 및 입상형(粒狀形) 세라믹제)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미가공 천연수지(제2류), 반가공 수지(제17류)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화학제(제5류)
살균제, 제초제 및 유해동물 박멸제(제5류)
문방구용 또는 가정용 접착제(제16류)
식품보존용 소금(제30류)
식물 보온용 짚(제31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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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류 G0101

제

1류

【포괄상품명칭 목록】
포괄상품명칭

유사군코드 (구)포괄코드

곡류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공업용 부산물
(by-products of the processing of
cereals for industrial purposes)

G0101,
N01001
G020102

공업용 화학제 및 접착제
(chemicals and adhesives used in
industry)

G1001,
G1002

N01006

공업용 및 임업용 화학제
(chemicals used in industry and
forestry)

G1001,
G1007

N01003

공업/과학 및 사진용 및 농업/원예 및 임업용
화학제
(chemicals used in industry/science
and photography as well as in
agriculture/horticulture and forestry)

G1001,
G1007,
G3404

N01007

준금속
(metalloids)

G1001,
G3202

N01009

공업용 및 사진용 화학제
(chemicals used in industry and
photography)

G1001,
G3404

N01002

[제1류/G0101] 비료, 식물재배용 흙, 식물용 비료, 종합
영양 비료
상품의 범위
◦비료
◦주로 천연물질로 된 비료용 재료
◦식물의 생육을 위한 흙 또는 흙 대체물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토질개량제(제1류/G1007)
- 식물보온용 짚(제31류/G1901)

협의의 포괄명칭
비료
식물용 비료
식물재배용 흙
종합 영양 비료

manure
plant fertilizers
soil for growing
multi-nutrient fertilisers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정 식물용 비료
가축분뇨(거름)
고토비료
고토석회분말비료

fertilizers for household plants

골분비료

bone meal [fertilizer]

livestock waste (manures)
dolomitic fertilizers
dolomitic limestone powder
(fertilizers)

과인산석회비료
과인산염비료
광물질 재료로 만든 식물
생육용 인공토양
광물퇴비
구리비료
구비(廐肥)
구아노비료
규산석회비료
규산질비료
규산칼슘비료
규회석비료
깻묵비료
농업용 무토양(無土壤)재배용
물질
두엄
땅콩깻묵비료
망간비료
맥주박비료
맥주오니비료
메탄인산염비료
면실깻묵비료
몰리브덴비료
무기물비료
무기비료
무기질비료
미네랄 비료제제
미량요소비료
미생물비료
발효된 닭 구비(비료)
배합비료
복합비료
부산물비료
부산소석회비료
부산염기성 가리비료

calcium superphosphate fertilizer
superphosphates [fertilisers]
artificial soil for plant cultivation
made from mineral materials
mineral manure
copper (fertilizers)
animal manure
guano
calcium silicate fertilizer
silicates (fertilizers)
calcium silicate fertilizers
wollastonite (fertilizers)
oil cake (fertilizers)
substrates for soil-free growing
[agriculture]
farmyard manure
peanut oil cake (fertilizers)
manganese fertilizer
brewers' grain [fertilizer]
beer sludge (fertilizers)
methane phosphate (fertilizers)
cottonseed oil cake (fertilizers)
molybdenum (fertilizers)
mineral fertilizers
mineral fertilizing preparations
inorganic fertilizers
mineral fertilising preparations
trace urea fertilizers
microorganisms (fertilizers)
fermented chicken manure being
fertilizer
mixed fertilizers
complex fertilizers
by-products (fertilizers)
by-product calcium hydroxide
powder (fertilizers)
by-product basic potassium
(fertilizers)

부식토
부식토비료
부엽토비료
부죽겨비료

humus

분뇨비료
붕산비료
붕소비료
비료 및 거름
비료용 석고
비료용 염류
비료용 이끼
비료용 해초
비료제제
비료첨가제
비화학적 생물 비료
상토

excrement (manures)

humus top dressing
leaf mold [fertilizer]
rotten and aging hulls of grain
(fertilizers)
boric acid (fertilizers)
boron fertilizers
fertilizers and manures
gypsum for use as a fertilizer
salts [fertilisers]
moss for natural manures
seaweeds for use as a fertilizer
fertilising preparations
fertilizer additives
non-chemical bio-fertilizers
bed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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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류 G0101
생물비료
생석회비료
석회석 분말비료
소석회
소석회비료
소성가리비료
소성규산석회비료
소성인산비료
속성비료
쇠두엄(구비)
수경재배용 물질
수경재배용 비료
수경재배용 펼쳐진 진흙
기질(基質)
슬래그비료
식물생육용 광물질제 인공토양
식물생육용 인공토양
식물생육용 플라스틱제 인공토양
쌀겨깻묵비료
쌀겨비료
아미노산 발효 부산비료
아연비료
아주까리깻묵비료
암모니아수비료
액상석회비료
액체비료
양 구비(비료)
양토(壤土)
어분비료
염안(鹽安)비료
염화가리비료
염화석회비료
완효성 질소비료
왕겨비료
요소비료
용과린비료
용성인산비료
원예용 피트포트
유기농 다이제스트(비료)
유기농 화분용 흙
유기비료
유산가리비료
유안(硫安)비료
인산염비료
잔디비료
잠종깻묵비료
중과석비료
중과인산비료
중과인산석회비료
중제피혁분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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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fertilizers
calcium oxide (fertilizers)
limestone powder (fertilizers)
calcium hydroxide
calcium hydroxide (fertilizers)
calcined potassium fertilizer
calcined calcium silicate (fertilizers)
calcined phosphate (fertilizers)
artificial farmyard fertilizers
barn manure (farmyard manure)
substrates for hydroponics
fertilizers for hydroponics
expanded clay for hydroponic plant
growing [substrate]
slag [fertilizers]
artificial plant-cultivation soil made
of mineral materials
artificial plant-cultivation soil
artificial plant-cultivation soil made
of plastic materials
rice bran oil cake (fertilizers)
rice bran [fertilizer]
amino acid fermentation by-product
(manures)
zinc (fertilizers)
castor oil cake (manures)
aqueous ammonia (fertilizers)
liquid calcium fertilizers
liquid fertilizers
sheep manure being fertilizer
loam
fish meal fertilisers
ammonium chloride fertilizer
potassium chloride fertilizer
chloridation lime (fertilizers)
slow-release nitrogenous fertilizers
chaff (manures)
urea fertilizer
fused superphosphate fertilizers
fused phosphate fertilizers
peat pots for horticulture

중탄산가리비료
진초비료
질산칼륨비료
질소비료
채종깻묵비료
천연비료
철분비료
초목재(灰)비료
초산소다비료
초안(硝安)비료
칠레초석비료
칼륨비료
칼슘시안아미드비료
토마스인비료
토마스인산비료
토양 및 화분용 흙용 비료
토양비료
토탄(土炭)비료
톱밥비료
퇴비
특수성분비료
패석회분말비료
표토
플라스틱 재료로 만든 식물
생육용 인공토양
해산(海産)비료
혈분비료
혼합깻묵비료
혼합유기질비료
혼합유박비료
화분 흙용 비료
화분용 퇴비
화분용 흙
화학비료
화학적 변환화합물비료
화합물비료
황산고토비료
황산아연비료
황산화마그네슘비료

potassium bicarbonate (fertilizers)
old tobacco (manures)
potassium nitrate
nitrogenous fertilisers
seeds oil cake (manures)
natural fertilizers
iron (fertilizers)
plant ash (manures)
sodium nitrate fertilizer
ammonium nitrate fertilizer
chile saltpeter (fertilizers)
potassium fertilizers
calcium cyanamide [fertilizer]
thomas phosphatic fertilizer
thomas phosphate [fertilizer]
fertilizers for soil and potting soil
fertilizers for soil
Peat [fertiliser]
sawdust fertilizers
compost
special ingredient fertilizers
shell lime powder (fertilizers)
topsoil
artificial soil for plant cultivation
made from plastic materials
marine fertilizers
blood powder [fertilizer]
mixed sesame oil cake (fertilizers)
mixed organic fertilizers
mixed oil cake (fertilizers)
fertilizers for potting soil
potting compost
potting soil
chemical fertilizers
chemically converted compound
fertilizers
compound fertilizers
sulfuric acid magnesia (fertilizers)
zinc sulfate (fertilizers)
sulfuric acid magnesium (fertilizers)

organic digestate [fertilizer]
organic potting soil
organic manure
potassium sulphate fertilizer
ammonium sulphate fertilizer
phosphates [fertilisers]
grass fertilizers
silkworm oil cake (manures)
triple superphosphate fertilizers
double superphosphate fertilizers
double or triple superphosphate
fertilizer
double-product leather meal
(manures)

[제1류/G020102] 공업용 곡분, 공업용 전분
상품의 범위
◦ 주로 공업용으로 쓰이는 곡물가루(곡분)
◦ 주로 공업용으로 쓰이는 녹말가루(전분)
◦ 위에 준하는 공업용 식물가루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도정(搗精)한 곡물(제30류/G020101)
- 식용 곡분, 식용 전분(제30류/G020102)
- 미가공 곡물, 미가공 두류, 미가공 꽃가루(제31류/G020101)

1류 G1001
협의의 포괄명칭
공업용 곡분
공업용 전분

flour for industrial purposes
starch for industrial purposes

포함되는 상품(예시)
공업용 갈분(葛粉)

arrowroot starch for industrial
purposes
potato flour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감자가루
공업용 고구마가루

sweet potato starch for industrial
purposes
green perilla flour for industrial
purposes
buckwheat flour for industrial
purposes
wheat flour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들깨가루
공업용 메밀가루
공업용 밀가루
공업용 보리가루
공업용 쌀가루
공업용 옥수수가루
공업용 율무가루
공업용 콩가루
공업용 타피오카가루
공업용 현미가루

barley flour for industrial purposes
rice flour for industrial purposes
corn flour for industrial purposes
adlay flour for industrial purposes
soybean flour for industrial purposes
tapioca flour for industrial purposes

섬유 제조용 전분
종이 또는 직물 제조용 전분
종이 제조용 전분

brown rice flour for industrial
purposes
starch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textiles
starch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paper or textiles
starch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paper

[제1류/G1001] 공업용 약품, 공업용 또는 과학용 화학제,
계면활성제
상품의 범위
◦ 공업용 또는 과학용 약품
◦ 계면활성제
◦ 가죽 무두질제
◦ 소화제(消火劑)
◦ 조질제(調質劑), 납땜용 조제
◦ 주로 제조공정에서 쓰이는 화학제
◦ 위에 준하는 공업용 또는 과학용 화학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농업용 식물성장조절제, 발아억제제(제1류/G1007)
- 사진용 화학제(제1류/G3404)
- 가정용 탈지제, 세탁용 광택제, 탈색제(제3류/G1001)
- 먼지흡착제, 먼지제거제, 윤활제(제4류/G1001)
- 의료용 약제, 살충제, 살균제(제5류/G1004)
- 타르, 피치(제19류/G1001)
- 요리용 레시틴(제29류/G1001)
- 가정용 식육연화제, 아이스크림 응고제(제30류/G1001)

협의의 포괄명칭
계면활성제

surface-active chemical agents

공업용 및 과학용 화학제

chemicals used in industry and
science

공업용 약품
무두질제
조질제 및 땜납용 조제

industrial chemicals
tanning substance
tempering and soldering preparations

포함되는 상품(예시)
2염화주석
2차 전지용 분상(粉狀) 탄소
3가 크롬 화성피막제
4염화주석
4염화지르코늄
LCD용 표면 코팅용 화학제
LED용 방열코팅제
OLED용 표면 코팅용 화학제
PDP용 표면 코팅용 화학제
pH 조절제
X-선 필름 가공용 화학제
가공식품 제조용 펩티드
가구용 탈취코팅제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
가성알칼리
가성칼리
가성칼리(수산화칼륨)
가소제(可塑劑)
가솔린용 화학첨가제
가스 제거제
가스정화제
가시광촉매제
가압부상용 응집제
가죽 무두질제
가죽무두질용 옻나무
가죽무두질용 효소

tin dichloride
powdered carbon for secondary cell
batteries
trivalent chrome chemical conversion
coatings
tin tetrachloride
zirconium tetrachloride
surface-coating chemicals for LCD
heat radiation coatings for LED
surface-coating chemicals for OLED
surface-coating chemicals for PDP
pH regulating preparations
chemicals for X-ray film processing
peptides for making processed
foods
coating agents with deodorant
properties for furniture
caustic soda (sodium hydroxide)
caustic alkali
caustic potash
caustic potash (potassium hydroxide)
plasticizers
chemical additives for gasoline
degassing agents
gas purifying preparations
visible ray catalysts
flocculants for pressure flotation
currying preparations for leather
sumac for use in tanning
enzymes for use in the tanning of
leather
vulcanisation accelerators
[chemical preparation]

가황(加黃) 촉진제
가황제(加黃劑)
갈로탄산
갈바니전지용 염
감수제
감홍(염화제1수은)
강철/철 및 다양한 색상 금속의
스테인리스 합금 중화용 화학제품
갬비어
건물화재 예방용 벽/바닥 및
천장관통 화학제
건조제
건축용 비금속제 고화제
(固化劑)
건축용 비금속제 수경(水硬)
바인더

vulcanizing preparations
gallotannic acid
salts for galvanic batteries
water reducing agent
calomel [mercurous chloride]
chemical product for neutralizing
stainless alloys of steel, iron and
metals of various colors
gambier
chemical preparations which
penetrate through walls, floors and
ceilings used for fire prevention in
buildings
desiccants
solidification agent for construction
(not of metal)
hydraulic binders for construction
(not of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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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류 G1001
건축용 비금속제 콘크리트
혼화제
건축재용 화학첨가제

concrete admixture for construction
(not of metal)

게터(화학적인 활성물질)
결빙방지제
경수연화용 소금
경수연화용 화학제
경수연화제(硬水軟化劑)
경주마 사료 제조용 미가공
단백질
경주마 사료 제조용 미가공
펩티드
경화제
계면활성 화합물
고급지방산
고무 제조용 촉매제

getters [chemically active substances]

고무강화제
고무보존제
고무용 처리제
고무용제
고무질 제거제
고엽제
고체/액체 또는 기체 형태의
냉동제
고형사료 응고제용 화학첨가제

chemical intensifiers for rubber

고형화된 용접용 보호가스
골탄(骨炭)
곰팡이 성장방지용 곰팡이
방지 화학제
곰팡이 예방제

chemical additives for building
material
antifreeze substances
salt for water softening
chemicals for water softening
water-softening preparations
protein (raw material) for producing
racehorse feed
peptides (raw material) for
producing racehorse feed
hardening preparations
surface-active compounds
higher fatty acids
catalys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rubber
rubber preservatives
preparations for handling rubber

공업용 글루텐
공업용 글루텔린
공업용 글리세린
공업용 글리아딘
공업용 금속비누

gluten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금속산화물 합성물

amorphous metal oxide composite
for industrial use

공업용 냉동고 서리방지용
코팅제
공업용 냉매파이프 서리방지용
코팅제
공업용 녹 방지제(화학첨가제)

coating agents to defrost freezers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단백질
공업용 당알코올

protein for industrial use

공업용 덱스트린
공업용 동위원소
공업용 디아스타제
공업용 또는 농업용 검댕

glutelin for industrial purposes
glycerine for industrial purposes
gliadin for industrial purposes
soap [metallic] for industrial
purposes

coating agents to defrost refrigerant
pipes for industrial purposes
antirust preparations (chemical
additives) for industrial purposes
sugar alcohols for industrial
purposes
dextrin for industrial purposes
isotopes for industrial purposes
diastase for industrial purposes
soot for industrial or agricultural
purposes

공업용 락토오스(유당)
공업용 람노스
공업용 램프블랙
공업용 레시틴
공업용 리소자임
공업용 맹그러브 수피(樹皮)

lactose for industrial purposes

solidified protective gases for
welding

공업용 메탈옥사이드 분말

bone charcoal

metal oxide powders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무기복합코팅제

mold inhibiting chemicals for
preventing growth of mold

inorganic complex coating agents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무기염

inorganic salts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무수 수산화 나트륨

anhydrous sodium hydroxide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밀글루텐
공업용 및 상업용 방향족용제

wheat gluten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반도체 연마제용 세리아
슬러리

ceria slurries for abrading
semiconductor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발포제
공업용 발효 추출물

vesicants for industrial purposes

caustics for industrial purposes

solidified gases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부식제
공업용 부식젤
공업용 붕산
공업용 산소
공업용 산화코발트
공업용 삼차 부틸알코올

공업용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색상 광택제

공업용 구아검
공업용 구연산
공업용 귀금속염

guar gum for industrial purposes

color-brightening chemicals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생명공학공정에서
추출한 효소

enzymes derived from
biotechnological processes for use
in industry

공업용 글로불린

globulin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성에방지용 코팅제

coating agents for defrosting for
industrial purposes

공기 연행제
공기 촉매 코팅제
공업 제조용 산제거용 화학제
공업용 가성소다
공업용 가열처리촉진제
공업용 갈락토오스
공업용 강화제
공업용 결합제
공업용 경화제
공업용 계면활성제
공업용 고화(固化)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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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m solvents
degumming preparations
defoliants
cryogenic preparations in solid,
liquid or gas form
chemical additives for use as binding
agents for feed pellets

chemical preparations to prevent
mildew
air entraining agents
coating agents for air catalyst
chemical agents for removing acid in
industrial manufacturing applications
caustic soda for industrial purposes
preparations for stimulating cooking
for industrial purposes
galactose for industrial purposes
stiffening agents for industrial
purposes
binding agents for industrial
purposes
hardening preparations for industrial
purposes
surfactants for industrial purposes

citric acid for industrial purposes
salts of precious metals for industrial
purposes

rhamnose for industrial purposes
lamp black for industrial purposes
lecithin for industrial purposes
lysozyme for industrial purposes
mangrove bark for industrial
purposes

aromatic solvents for industrial and
commercial use

fermentation extracts for industrial
purposes
etching gels for industrial purposes
boric acid for industrial purposes
oxygen for industrial purposes
cobalt oxide for industrial purposes
tert-butyl alcohol for industrial
purposes

1류 G1001
공업용 세라믹 코팅제
공업용 세정제
공업용 셀룰로오스
공업용 셀룰로오스에스테르
공업용 셀룰로오스에테르
공업용 수산화 나트륨
공업용 수용성 플럭스 용제
공업용 스케일 제거제
공업용 스크래치방지용 코팅제
공업용 식육연화제
공업용 실리콘 계면활성제
공업용 아몰퍼스코팅제
공업용 아미노산
공업용 아세톤
공업용 아세틸렌
공업용 아이소뷰탄올
공업용 알긴산염
공업용 알부민
공업용 알코올
공업용 암모니아
공업용 에스테르
공업용 여과제
공업용 열융착코팅제
공업용 열전달액
공업용 염류
공업용 오일정화용 화학촉매제
공업용 옥타놀
공업용 올리고펩타이드
공업용 요오드
공업용 요오드화알칼리
공업용 우레아제
공업용 우유효소
공업용 유기복합 코팅제
공업용 유연제
공업용 유화제
공업용 이산화티타늄
공업용 이산화티타늄(TiO2)
슬러리
공업용 이산화티탄
공업용 이소프로판올
공업용 인돌
공업용 인조흑연
공업용 자동차용 코팅제

ceramic coating agents for industrial
purposes
detergents for industrial use

공업용 자성유체

magnetic fluid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장뇌(樟腦)
공업용 저반사코팅액

camphor,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적외선차단용 코팅제

coating agents for blocking infrared
rays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전기동 광택제

electrolytic copper polishes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정전기 방지제

antistatic preparations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정제 메탄올

refined methanol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정제수
공업용 주방가전 제품용 코팅제

purified water for industrial purposes

meat tenderizers for industrial
purposes
silicone surfactants for industrial
purposes
amorphous coating agents for
industrial purposes
amino acids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증류수
공업용 지방산
공업용 차 추출물
공업용 초산염
공업용 친수성 코팅제

distilled water for industrial purposes

acetone for industrial use

공업용 친수성 화학제

cellulose for industrial purposes
cellulose esters for industrial
purposes
cellulose ethers for industrial
purposes
sodium hydroxide for industrial
purposes
water-soluble flux agents for
industrial purposes
descaling preparations for industrial
purposes
coating agents for preventing
scratches for industrial purposes

acetylene for industrial use
isobutanol for industrial purposes
alginates for industrial purposes
albumin for industrial purposes
alcohol for industrial purposes
ammonia for industrial purposes
ester for industrial purposes
filtering agents for industrial
purposes
thermosetting coating agents for
industrial purposes
heat transfer fluids for industrial use

tea extracts for industrial purposes
acetates for industrial purposes
hydrophilic coating agents for
industrial purposes
hydrophilic chemicals for industrial
purposes
carbon black for industrial purposes
casein for industrial purposes
collagen for industrial purposes
collodion for industrial purposes
quebracho for industrial purposes
chitosan for industrial purposes
cream of tartar for industrial
purposes
carbon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탄소
공업용 탄화규소
공업용 탈색제

chemical additives for purifying oils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탈수제

octanol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탈청제

iodine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탈황제

alkaline iodides for industrial
purposes
urease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태양전지용 코팅제

milk ferments for industrial purposes
organic complex coating agents for
industrial purposes
emollients for industrial purposes
emulsifiers for industrial purposes
titanium dioxide for industrial
purposes
TiO2 slurries for industrial purposes
titan dioxide for industrial purposes
isopropanol for industrial purposes
indole for industrial purposes
artificial graphite for industrial
purposes
coating agents for automotives (for
industrial purposes)

coating agents for kitchen
appliances for industrial purposes
fatty acids for industrial use

공업용 카본블랙
공업용 카세인
공업용 콜라겐
공업용 콜로디온
공업용 퀘브라초
공업용 키토산
공업용 타르타르크림

salts for industrial purposes

oligopeptides for industrial purposes

low reflection coating solutions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트리에틸렌 글리콜
공업용 트립신
공업용 티몰
공업용 페놀
공업용 펙틴
공업용 펩신
공업용 펩타이드
공업용 폐수처리용 화학제
공업용 포도당
공업용 폴리머합성물
공업용 표백제
공업용 플라보노이드(페놀성
화합물)

silicon carbide for industrial
purposes
bleaching preparations
[decolorants] for industrial purposes
dehydrating preparations for
industrial purposes
rust removers for industrial
purposes
desulfurization chemicals for
industrial purposes
coating agents for solar batteries for
industrial purposes
triethylene glycol for industrial
purposes
trypsins for industrial purposes
thymol for industrial purposes
phenol for industrial purposes
pectin for industrial purposes
pepsins for industrial purposes
peptides for industrial purposes
waste water treatment chemicals for
industrial use
glucose for industrial purposes
polymer compositions for industrial
purposes
industrial bleaching products
flavonoids [phenolic compounds] for
industrial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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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류 G1001
공업용 하수처리장치용 악취
저감제

odor reducing preparations for
sewage treatment apparatuses for
industrial purposes

과학용 또는 실험실용 단백질
합성효소
과학용 또는 실험실용 라이게이즈

protein synthetase for scientific or
laboratory purposes

공업용 해수(海水)
공업용 화학제

seawater for industrial purposes
chemical preparations for use in
industry

과학용 또는 실험실용 생물제

공업용 화학제 제조용 촉매제

catalys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industrial chemicals

biological preparations for scientific
or laboratory purposes

과학용 또는 실험실용 염료

공업용 화학중간체

chemical intermediates for industrial
purposes

dyestuffs for scientific or laboratory
purposes

공업용 화학첨가제

chemical additives for industrial
purposes

과학용 또는 실험실용 유전자
재조합제제

preparations for gene
recombination for scientific or
laboratory purposes

공업용 화학코팅제

chemical coating agents for
industrial purposes

recombinant protein for scientific or
laboratory purposes

공업용 효소
공업용 효소제

enzymes for industrial purposes

과학용 또는 실험실용 재조합
단백질
과학용 또는 실험실용 재조합핵산
과학용 또는 실험실용 제한효소

공업용 휘발성 알칼리
공업용 흡착제

volatile alkali for industrial purposes

restriction enzyme for scientific or
laboratory purposes

과학용 또는 실험실용 플라즈미드

plasmid for scientific or laboratory
purposes

과망간산나트륨

sodium permanganate

과학용 또는 실험실용 핵산

과붕산나트륨
과붕산염소다

sodium perborate

과산화바륨

barium peroxides

nucleic acid for scientific or
laboratory purposes
markers for analyzing nucleic acid
for scientific or laboratory purposes

과산화증류수
과산화칼슘

oxygenated distilled water

과염소산

perchloric acid

과염소산암모늄
과염소산염

ammonium perchlorate

과일주스 제조용 효소

enzyme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fruit juice

과자 제조용 화학제

chemicals used in the manufacture
of confectionery

과탄산염
과학 또는 연구용 진단시약

percarbonates

과학 또는 연구용 진단제
(의료용은 제외)

diagnostic preparations for scientific
or research use other than for
medical use

과학 또는 연구용 효소

enzymes for scientific or research
purposes

과학 또는 의학연구용 시약

reagents for scientific or medical
research use

과학 및 연구용 세포배양시약

cell culture reagents for scientific
and research use

과학연구용 세포배양용 세포
배양매체
과학용 단일 클론 항체

cell growth media for growing cells
for use in scientific research

enzyme preparations for industrial
purposes
adsorbents for industrial purposes

perborate of soda

calcium peroxide

perchlorates

과학용 또는 실험실용 핵산분석용
마커
과학용 또는 실험실용 핵산분석용
시약
과학용 또는 실험실용 핵산분석용
염료
과학용 또는 실험실용 핵산분석용
화학제
과학용 또는 실험실용 핵산분해
효소
과학용 또는 실험실용 핵산제제

ligase for scientific or laboratory
purposes

recombinant nucleic acid for
scientific or laboratory purposes

reagents for analyzing nucleic acid
for scientific or laboratory purposes
dyestuffs for analyzing nucleic acid
for scientific or laboratory purposes
chemicals for analyzing nucleic acid
for scientific or laboratory purposes
enzyme for analyzing nucleic acid for
scientific or laboratory purposes
preparations for nucleic acid for
scientific or laboratory purposes

과학용 또는 실험실용 핵산
중합효소
과학용 또는 실험실용 핵산
증폭용 시약

polymerase for nucleic acid for
scientific or laboratory purposes

과학용 또는 실험실용 핵산
증폭용 중합효소

polymerase for nucleic acid
amplifications for scientific or
laboratory purposes

과학용 또는 실험실용 핵산
증폭효소

enzyme for nucleic acid
amplifications for scientific or
laboratory purposes
reagents for extracting nucleic acid
for scientific or laboratory purposes

monoclonal antibodies for scientific
purposes

과학용 또는 실험실용 핵산
추출시약
과학용 또는 실험실용 핵산합성
효소
과학용 또는 실험실용 화학제

과학용 또는 실험실용 단백질
분석용 마커

markers for analyzing proteins for
scientific or laboratory purposes

과학용 또는 실험실용 효소

과학용 또는 실험실용 단백질
분석용 시약

reagents for analyzing proteins for
scientific or laboratory purposes

enzyme for scientific or laboratory
purposes

과학용 또는 연구용 진단제

diagnostic preparations for scientific
or research use

과학용 또는 실험실용 단백질
분석용 염료

dyestuffs for analyzing proteins for
scientific or laboratory purposes

과학용 라듐
과학용 방사성원소

radium for scientific purposes

과학용 또는 실험실용 단백질
분해효소

protease for scientific or laboratory
purposes

과학용 생화학 전구물질

과학용 또는 실험실용 단백질
제제

protein preparations for scientific or
laboratory purposes

biochemical precursor for scientific
purposes

과학용 생화학적 전구체

과학용 또는 실험실용 단백질
추출시약

reagents for extracting proteins for
scientific or laboratory purposes

biochemical precursors for scientific
purposes

과학용 생화학제

biochemical preparations for
scientific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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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tic reagents for scientific or
research use

reagents for nucleic acid
amplifications for scientific or
laboratory purposes

enzyme for synthesizing nucleic acid
for scientific or laboratory purposes
chemicals for scientific or laboratory
purposes

radioactive elements for scientific
purposes

1류 G1001
과학용 시약
과학용 아미노산
과학용 약품(의료용/
수의과용은 제외)
과학용 에탄올
과학용 완충용액
과학용 이스트
과학용 진단시약
과학용 진단제
과학용 체외진단 시약
과학용 탈이온수
과학용 펩타이드

reagents for scientific purposes
amino acids for scientific purposes
chemicals for scientific purposes
(other than for medical or veterinary
use)
ethanol for scientific purposes
buffer solutions for scientific
purposes
yeast for scientific purposes
diagnostic reagents for scientific use
diagnostic preparations for scientific
use
in vitro diagnostic reagents for
scientific purposes
deionized water for scientific use
peptide substrates for scientific
purposes

과학용 폴리펩타이드
과학용 항체(의료용 또는
수의과용은 제외)

polypeptides for scientific purposes

과학용 항체시약

antibody reagents for scientific
purposes
nucleic acids for scientific purposes

과학용 핵산
과학용 핵산 분리 및 정제 시약
과학용 혈청샘플
과학용 화학시약
과학용 화학제
과학용 화학제(의료용 또는
수의과용은 제외)
과학용 효소물질
과황산
과황산암모늄
과황산염
광물질제 여과재
광섬유 제조용 화학제
광촉매제
광택 제거제
광택염료용 화학제품
광학렌즈 코팅용 화학제
구김방지제
구연산
굴뚝청소제(화학제)
귀금속제 화학촉매제
규불화나트륨
규불화마그네슘
규산나트륨
규산아연
규산알루미늄
규산염
규산칼슘

antibodies for scientific purposes,
other than for medical or veterinary
use

reagents for scientific purposes for
use in nucleic acid isolation and
purification
serum samples for scientific
purposes
chemical reagents for scientific
purposes
chemical preparations for scientific
purposes
chemical preparations for scientific
purposes, other than for medical or
veterinary use
enzyme substrates for scientific
purposes
persulfuric acid
ammonium persulfate
persulfates
filtering materials of mineral
substances
chemicals for the manufacture of
optical fibers
photocatalysts
polish removing substances
chemical products for brightening
dyestuffs
chemicals for optical lens coatings
anti-creasing agents
citric acid
chimney cleaners, chemical
chemical catalysts of precious
metals
sodium fluosilicate
magnesium silicofluoride
sodium silicate
zinc silicate
aluminium silicate
silicates
calcium silicate

규소
균염제
그래핀
그리스분리제

silicon
levelling agents
graphene

글루코시드
글리세라이드
글리코겐
글리콜
글리콜에테르
금속 경화제
금속 담금질제
금속 도금제
금속 산화물
금속 용접융제
금속 착색용 염
금속 초산염
금속가공 및 납땜용 담금질 화학제
금속가공용 담금질 화학제
금속가공용 담금질액
금속도금 용액첨가제
금속도금용 전처리화학제
금속도금용 화학보조제
금속도금용 화학제
금속도금용 화학첨가제
금속용 매염제(媒染劑)
금속이온 봉쇄제
금속제품 오염 제거제

preparations for the separation of
greases
glucosides
glycerides
glycogen
glycol
glycol ether
metal hardening preparations
metal annealing preparations
metal plating preparations
metallic oxides
metal welding flux
salts for coloring metal
metallates (metal salts of acids)
tempering chemicals for use in
metalworking or soldering
tempering chemicals for use in
metalworking
quenching fluids for use in
metalworking
solution additives for metal plating
pre-treatment chemical agents for
metal plating
chemical auxiliary agents for metal
plating
chemicals for use in metal plating
chemical additives for metal plating
mordants for metals
sequestering agents
decontamination reagents for metal
products

금속주조 제조용 산화철주형사
첨가제

iron-oxide-based foundry sand
additive used in the manufacture of
metallic castings

금속표면녹제거용 화학제

chemicals for removing rust of metal
surface

금속표면용 세정제(가정용
세정제는 제외)

detergents for metal surface (not
including detergents for household
purposes)

금염
금염화나트륨
기능성 식품원료용 탄수화물

gold salts

기능성식품 제조용 효소

enzyme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nutraceuticals

기포방지제
기포제
김서림 방지제
꽃 보존제
나사깎이용 합성제
나트륨
나트륨염
나트륨염(화학제)

defoaming agents

나프탈렌
나프티온산소다

sodium gold chloride
carbohydrates used as an ingredient
in nutraceuticals

foaming agents
anti-fogging preparations
flower preservatives
compositions for threading
sodium
sodium salts [chemical compounds]
sodium salts (chemical
preparations)
naphthalene
sodium naphthi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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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틸아민
낙농산업용 효소
난연 조성물
난연성 화학제
난연제
난연제 조성물
납땜용 담금질 화학제

naphthylamine

도금용 3가 크로메이트 마무리
및 코팅제
도금용 공업용 화학품

trivalent chromate finishing and
coating preparations for plating

도금용 염조성물
도금용 용액
도금용 전처리제

salt composition for plating

납땜제
내(耐)산성 화학조성물
내수제
내연기관 연료용 화학첨가제

soldering chemicals

도금용 혼합물
도금용 화학조성물

composite agents for plating

도금용 후처리제
도금용액용 첨가제
도금용액용 촉진제
도로건설용 토양안정제

after treating agents for plating

내연기관용 녹킹방지제

anti-knock substances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s

내연기관용 연료첨가제

chemical additives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 fuels

도료 제조용 카본블랙

내연기관용 질소산화물 저감제

nitrogen oxide reducing agents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

carbon black for the manufacture of
paints

도막방수제

liquid-applied membrance
waterproofing preparations

내열용 화학제
내화제(耐火劑)
냉각수처리 스케일억제제

heat-resistant chemicals

동물 껍질 무두질제
동물 사료 제조용 고결방지제

currying preparations for skins

냉각제
냉간금속보수제
냉난방시스템 물때생성방지용
화학제

coolants

동물 사료 제조용 소화촉진용
효소
동물사료 제조용 미가공 단백질

enzymes to assist in digestion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animal feeds

동물사료 제조용 미가공 펩티드

peptides (raw material) for
producing animal feed

냉동제
네온
노화방지제
녹화용 발수제
농업용 석회
눈 및 얼음 용해용 화학제

cryogenic preparations

동물성 미가공 알부민
동물성 활성탄
동물성 활성탄 조제품
동물영양식품산업용 화학제

animal albumen [raw material]

니스 제조용 거전발삼
니스용 용제
니켈도금 용액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나프탈렌
니트로아미노페놀
니트로톨루엔
니트로톨루이딘
니트로파라핀
니트로페놀
다양한 화학제 제조용 화학
보존제

enzymes for use in the dairy industry
flame retarding compositions
fire retardant chemicals
flame retardants
flame-retardant compositions
tempering chemicals for use in
soldering
acid proof chemical compositions
water-resistant agents
chemical additives for use with
internal combustion engine fuels

fireproofing preparations
scale inhibitors for the treatment of
cooling water
maintenance hardeners for metal
chemical preparations for preventing
scale formation in hydronic heating
and cooling systems
neon
antioxidant
water repellents for afforestation
agricultural lime
chemical preparations for melting
snow and ice
gurjun balsam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varnish
solvents for varnishes
baths for nickel plating
nitroglycerin
nitronaphthalene
nitroaminophenol
nitrotoluene
nitrotoluidine
nitroparaffin
nitrophenol
chemical preservatives for use in the
production of a wide variety of
chemicals

동물의 식이요법용 비의료용
미가공 펩티드
동물의 영양보조식품 제조용
비의료용 미가공 펩티드
동물의 영양보충제용 비의료용
미가공 펩티드
드라이아이스
디니트로나프탈렌
디메틸아닐린
디메틸프탈레이트
디스프로슘
디시안디아미드
디아니시딘
디에틸아연
디에틸프탈레이트
디옥살산칼륨
디이소프로필에테르
디젤엔진배기가스 촉매제

chemicals for plating for industrial
purposes
solutions for plating
pre-treatment preparations for
plating
chemical compositions for metal
plating
additives for plating baths
boosters for plating baths
soil stabilizers for use in road
construction

anticaking agen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animal feed

protein (raw material) for producing
animal feed

animal carbon
animal carbon preparations
chemicals for use in animal
nutritional food industry
peptides (raw material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food for animals
peptides (raw material) for the
manufacture of nutritional
supplements for animals (other than
for medical purposes)
peptides (raw material) for
nutritional supplements for animals
(other than for medical purposes)
dry ice
dinitronaphthalene
dimethylaniline
dimethyl phthalate
dysprosium
dicyandiamide
dianisidine
diethylzinc

단강제
단백질 가수분해용 효소

preparations for steel forging

담금질제

tempering preparations

담배 제조용 첨가제

sauce for preparing tobacco

당단백질
덱스트린(호정)
도금공정용 화학제

glycoprotein

디젤연료용 화학첨가제

chemical additives for diesel fuels

dextrin

디클로로메탄
디클로로에탄

dichlorometh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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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zymes for use in protein
hydrolysis

chemicals for plating process

diethyl phthalate
potassium dioxalate
diisopropyl ether
catalysts for diesel engine exhaust
gas

dichloroethane

1류 G1001
디페닐
디페닐메탄
땜납도금액
라돈
라디에이터 세척용 화학제
라우릴알코올
람노스
래커용 용제
레조르시놀
레코드판 제조용 조성물

diphenyl

레코드판재생제

renovating preparations for
phonograph records

렌즈흐림방지제

preparations for preventing the
tarnishing of lenses

로듐도금용 용액
로듐도금용제
리튬이온전지 전해액 첨가제

solutions for rhodium plating

리튬이온전지의 전극용 화학
조성물
리티아
마그네슘염
말론산에틸
망간명반
망간산염
맥아 알부민
맥주 보존제
맥주정화 및 보존제
메르캅탄
메타아크릴폴리머
메타인산망간
메타크릴산
메탄
메탈로센
메틸벤젠
메틸벤졸
메틸아민
메틸알코올
메틸에스테르
메틸에테르
멜라민
면류가공용 향미강화제

chemical compositions for
electrodes of lithium ion batteries

명반
모노설파이드 주석
모노클로로아세트산
모터오일용 세제 첨가제
모터오일용 화학첨가제
목재용 유해물질차단 코팅제
목재용 탈취 코팅제
목재용 화학 방수제
목정(木精)

목정(木精)증류제제

preparations of the distillation of
wood alcohol

목초산
목초용 화학보존제
몰리브덴산나트륨
몰리브덴산암모늄
몰식자(沒食子)
몰탈면 방수제(페인트 및 오일
제외)

pyroligneous acid [wood vinegar]

몰탈면 오염방지제(페인트 및
오일 제외)

preparations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s of mortar using cotton
(other than paints and oils)

무기공업약품
무기산
무기질계 응집제
무기형광체
무두질용 알가로빌라
무수(無水)암모니아
무수(無水)초산
무수가성소다
무수물(無水物)
무수인산
무전해 도금용 공업용 화학제

inorganic industrial chemicals

무전해 동도금액

solutions for electroless copper
plating

문 자물쇠용 제빙 스프레이
물때 제거제
물때생성방지용 화학제

de-icing sprays for door locks

물정화용 화학제
물처리용 인산염
물처리용 화학제

chemicals for use in purifying water

물처리용 효소
미가공 단백질
미가공 동물성 또는 식물성 알부민

enzymes for use in water treatment

미가공 락토오스
미가공 레시틴
미가공 염
미가공 탄화규소
미가공 플라스틱제 여과재

lactose [raw material]

mineral sorbents

coating agents for hazardous
substances for wood
coating agents with deodorant
properties for wood

미네랄 흡착제
바나듐산암모늄
바륨화합물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공업용
귀금속 회수제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이온교환제
바이오연료 생산용 이스트
박리제
박리제(전분액화제)

chemical waterproofing
preparations for wood
wood alcohol

반도체 및 태양전지 제조에
사용되는 실란

diphenylmethane
solder plating baths
radon
radiator flushing chemicals
lauryl alcohol
rhamnose
solvents for lacquers
resorcinol
compositions for the manufacture of
phonograph records

solvents for rhodium plating
electrolyte additives for lithium ion
batteries

lithia
magnesium salts
ethyl malonate
manganese alum
manganate
malt albumen
beer preserving agents
beer-clarifying and preserving agents
mercaptan
meta acryl polymer
manganese metaphosphate
methacrylic acid
methane
metallocenes
methyl benzene
methyl benzol
methylamine
methyl alcohol
methyl esters
methyl ether
melamine
flavor enhancing preparations for
processing of noodles
alum
tin monosulfide
monochloroacetic acid
detergent additives for motor oil
chemical additives for motor oil

chemical preservatives for silage
sodium molybdate
ammonium molybdate
gallnuts
waterproofing preparations of
mortar using cotton (other than
paints and oils)

mineral acids
inorganic coagulants
inorganic phosphores
algarovilla for use in tanning
anhydrous ammonia
acetic anhydride
anhydrous caustic soda
anhydrides
phosphoric anhydride
chemicals for electroless plating for
industrial purposes

disincrustants
chemical preparations for
preventing scale formation
phosphates for water treatment
chemical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water
protein [raw material]
albumin [animal or vegetable, raw
material]
lecithin [raw material]
salt, raw
silicon carbide [raw material]
filtering materials of unprocessed
plastics
ammonium vanadate
barium compounds
recalling agents using biomass for
industrial purposes
ion exchangers using biomass
yeast for use in biofuel production
ungluing preparations
ungluing agents [chemical
preparations for liquifying starch]
silanes for the manufacture of
semiconductor and solar batt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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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용 도판트
반도체 제조용 반도체웨이퍼
박막증착용 화학원료물질
반도체 제조용 부식액
반도체가공용 가스
발레르산
발수제
발열제
방미제
방수용 화학조성물

dopan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semi-conductors
chemical source material for the
deposition of thin films upon
semiconductor wafers for the
manufacture of semiconductors
etchan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semiconductors
gas for processing semiconductor
valeric acid
water repellents
exothermic agents
antifungus agents
chemical compositions for
waterproofing

보충식품 제조용 산화방지제
복염
부동 화학제
부동제
부식액(산)
부식제
부타디엔
부탄올
분리박리제
분리제

방수제
방수화학조성물

water reppelling agents

분산제
분석화학용 완충용액

waterproofing chemical
compositions

분석화학용 표준액

방습제
방유제
방적조제
방축제
방향족 탄화수소
방화(防火)용 조성물
방화제(防火劑)
배관용 융제
백화제거겸용 발수제

damp-proofing agents

벤젠
벤젠계 산류(酸類)
벤젠유도체
벤조산
벤조산설피나이드
벤조페논
벤졸
벤즈알데히드
벤질알코올
벤질에테르
벽돌면 오염 제거제

dike
spinning assistants
anti-shrink agents
aromatic hydrocarbons
fire-retardant compositions
fire retardants
plumbing flux
water-repellenting preparations for
removing efflorescence
benzene
benzene-based acids
benzene derivatives
benzoic acid
benzoic sulfimide
benzophenone
benzol
benzaldehyde
benzyl alcohol
benzyl ether
decontamination reagents for the
surface of bricks

벽돌보존제(페인트 및 오일은
제외)
벽돌보호제
벽돌용 방수제
벽돌용 백화 제거제

brickwork preservatives, except
paints and oils

벽지 박리용 조성물
벽지용 박리제(剝離劑)
보르네올
보온제
보일러 연료 관련 조연촉매제

wallpaper removing compositions

보조제(의료용 또는 수의과용은
제외)
보충식품 제조용 단백질

adjuvants, other than for medical or
veterinary purposes

보충식품 제조용 비타민

vitamin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food supp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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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ations for protecting bricks
water reppelling agents for bricks
preparations for removing
efflorescence for bricks
wallpaper removing preparations
borneol
heat retaining preparations
catalytic oxidation preparations
relating to boiler fuels

protein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food supplements

불소
불소 제거제
불소처리응집제
불화수소산
붕사
붕산
붕산나트륨
붕산염
붕소
붕소 인산염
브로모벤젠
브로모포름
브롬
브롬화나트륨
브롬화암모늄
비가정용 물때 제거제
비가정용 정전기 방지제
비가정용 탈지제
비금속 화학촉매제
비누 및 식물유 제조용 화학보존제
비누 제조용 화학보존제
비료용 화학첨가제
비산(砒酸) 납
비소(砒素)
비스코스
비식품보존용 소금
비약제용 타르타르
비의료용 생화학 시약
비의료용 펩티드
비의료용 핵산증폭용 시약

antioxidan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food supplements
double salts
anti-freeze chemicals
anti-freezing preparations
etching solutions [acids]
corrosive preparations
butadiene
butanol
separating and unsticking
preparations
unsticking and separating
preparations
dispersing agents
buffer solutions for use in analytical
chemistry
standard solutions for use in
analytical chemistry
fluorine
preparations for removing fluorine
coagulants for the treatment of
fluorine
hydrofluoric acid
borax
boric acid
sodium tetraborate
borates
boron
boron phosphate
bromobenzene
bromoform
bromine
sodium bromide
ammonium bromide
descaling preparations, other than
for household purposes
antistatic preparations, other than
for household purposes
degreasing agents [not for
household use]
chemical catalysts (not of metal)
chemical preservatives for use in
manufacture of soap and vegetable
oils
chemical preservative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soaps
chemical additives for fertilizers
lead arsenate
arsenic
viscose
salt for preserving, other than for
foodstuffs
tartar, other than for pharmaceutical
purposes
biochemical reagents used for
non-medical purposes
peptides (other than for medical
purposes)
reagents for nucleic acid
amplification (other than for medical
purposes)

1류 G1001
비페닐
빌 지수 처리용 화학제
빵 제조용 화학보존제
사에틸납
사염화물
사염화아세틸렌
사염화탄소
사진필름가공용 화학제
사탕수수 가공용 효소
산류(酸類)
산성수산칼리염
산소흡수용 화학제
산업용 글루타민산
산업용 나노 분말

biphenyls
chemical agents for the treatment of
bilge water
chemical preservatives for use in
bread making
tetraethyl lead
tetrachlorides
acetylene tetrachloride
carbon tetrachloride
chemicals for photographic film
processing
enzymes for use in the processing of
sugar cane
acids
sorrel salt
chemicals for absorbing oxygen
glutamic acid for industrial purposes
nanopowders for industrial
purposes

산업용 한천배지
산질화알루미늄
산촉매
산화 주석
산화공정용 촉매
산화납
산화니켈
산화리튬
산화마그네슘
산화물
산화세륨
산화수은
산화안티몬
산화알루미늄
산화에틸렌
산화연
산화우라늄
산화은
산화제
산화제2주석
산화지르코늄
산화질소
산화철
산화칼슘
산화코발트
산화크롬
산화티탄
살균제용 화학첨가제
살리실산
살충제 제조용 용제

agar-agar for industrial purposes
aluminium oxynitride
acid catalysts
stannous oxide
catalysts for oxidation processes
lead oxide
nickel oxides
lithium oxide
magnesium oxide
oxides
cerium oxides
mercuric oxide
antimony oxides
aluminium oxide
ethylene oxide
plumbic oxide
uranium oxide
silver oxides
oxidizing agents
stannic oxide
zirconium oxide

상업 및 가정용 난연성 조성물

fire retardant compositions for
commercial and domestic use

상업적 드라이클리닝용 직물
보호제
색층분석용 화학제
생명공학 제조공정용 화학제

fabric protectants for commercial dry
cleaning use

생명공학 제품 개발용 화학제

chemicals for use in biotechnological
product development

생명공학시약

biological preparations for use in
biotechnology [other than medical]

생체내 및 생체외 과학용
생화학물질
생화학/임상화학 및 미생물학
체외용 진단제

biochemicals for in vitro and in vivo
scientific use

생화학공정용 촉매제

catalysts for use in biochemical
processes

생화학적 촉매
석유분산제
석유분해 촉매제
석유용 화학첨가제
석재면 오염 제거제

biochemical catalysts

석제품 방습용 화학조성물

chemical compositions for
waterproofing masonry

석제품용 방습제

damp-proofing chemicals, except
paints, for masonry

석제품용 보존제(페인트 및
오일은 제외)
석탄절약제
석판술용 화학제
석판인쇄용 화학제
석회석 경화물질
설핀산
섬광제(閃光劑)
섬유 제조용 유화제(乳化劑)

masonry preservatives, except
paints and oils

chromatography chemicals
chemicals for use in biotechnological
manufacturing processes

diagnostic reagents for in vitro use in
biochemistry, clinical chemistry and
microbiology

petroleum dispersants
petroleum cracking catalysts
chemical petrol additives
decontamination reagents for the
surface of stone

섬유/모피 및 피혁/부직포 및
직물용 침투/접합 또는 코팅용
화학제
섬유/모피/가죽/부직포 및
직물 침투용 화학제

coal saving preparations
lithographic chemicals
chemicals for use in lithography
limestone hardening substances
sulfinic acid
flashlight preparations
emulsifier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textiles
chemical agents for impregnating,
binding or coating of textiles, furs and
leather, non-wovens and fabrics
chemical agents for impregnating
textiles, furs, leather, non-woven
and woven fabrics

섬유/모피/가죽/부직포 및
직물 코팅용 화학제

chemical agents for coating textiles,
furs, leather, non-woven and woven
fabrics

섬유공업용 백토

fuller's earth for use in the textile
industry

섬유공업용 습윤제

wetting preparations for use in the
textile industry

섬유공업용 축융제

fulling preparations for use in the
textile industry

섬유공업용 효소

enzymes for use in the textile
industry

solven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insecticides

섬유코팅용 난연 화학제

flame-retardant chemical agents for
coating textiles

살충제 제조용 활성화학제

active chemical ingredien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insecticides

세면용품 제조용 유연제

emollien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toiletries

살충제용 화학첨가제
삼산화황
삼염화금

chemical additives to insecticides

세미카르바존
세바신산
세슘

semicarbazone

nitrogen oxides
iron oxides
calcium oxides
cobalt oxides
chromium oxide
titanium oxides
chemical additives to fungicides
salicylic acid

sulfur trioxide
gold trichloride

sebacic acid
cae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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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용 가솔린첨가제
세정제 제조용 셀룰라아제
세제 제조용 셀룰라아제

detergent additives to gasoline
cellulase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detergents
cellulase used in detergent
manufacture

세제산업용 효소

enzymes for use in the detergent
industry

세제산업용 효소제

enzyme preparations for the
detergent industry

세틸알코올
세포염색용 시약
세포형질 전환용 시약
셀룰로오스
셀룰로오스 유도제(화학제)
소다백반
소다회
소방용 포말
소포제
소화용(消火用) 제제
소화용(消火用) 조성물
소화제
솔더 마스크(화학제)
솔더레지스트
수경재배용 화학제
수목공동(樹木空洞) 충전제
수목접목용 왁스
수목접목용 유향(乳香)
수분흡수용 건조제
수산염
수산화니켈
수산화마그네슘
수산화물
수산화바륨
수산화세륨
수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암모늄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수산화탄소
수성 폴리아크릴산계 물질

cetyl alcohol

수소
수소화인
수영장 및 스파용 수처리 화학제

hydrogen

수영장 용수 테스트용 테스트
스트립 시약
수영장 용수테스트용 화학제

test strips impregnated with reagents
for testing swimming pool water

수영장용 염소
수영장용 정수제

chlorine for swimming pools

수은염
수은질산
수은황산
수은황산염

mercury sa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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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gents for cell straining
reagents for cell transformation
cellulose
cellulose derivatives [chemicals]
sodium alum
calcined soda
firefighting foam
antifoaming agent
fire extinguishing preparations
fire extinguishing compositions
fire extinguish agents
solder mask [chemical preparations]
solder-resists
chemicals for use in aquaculture
tree cavity fillers [forestry]

수족관용 화학수질조절제
수족관용 화학제
수질정화제
숙식산
순수 규소
술파닐산나트륨
술폰산
술핀산
스케일방지용 화학제품
스케일방지제
스타킹 올풀림방지제
스테아르산
스틸렌
스틸벤
슬라임방지제
습기제거제
습윤제
승홍(염화제2수은)
시멘
시멘트 급결제
시멘트 방수제(페인트 제외)

chemical water conditioners for
aquaria
chemicals for use in aquariums
water-purifying agents
succinic acid
pure silicon
sodium sulfanilate
sulfonic acids
sulphinic acids
chemical products for preventing
scale
scale inhibitors
substances for preventing runs in
stockings
stearic acid
styrene
stilbene
agents for protection against slime
preparations for removing moisture
moistening agents
mercuric chloride
cymene
cement set accelerators
cement-waterproofing preparations
(except paints)
cement preservatives, except paints
and oils

phosphine

시멘트 보존제(페인트 및
오일은 제외)
시멘트 혼합제
시멘트방수용 화학제(페인트
제외)
시멘트용 방부제
시안산염
시안산칼륨
시안아미드화 칼슘
시안화나트륨
시안화물
시안화수소
시안화은
시안화칼륨
시안화칼슘
시클로펜탄
시클로헥산
시험관용 단백질 정제용 화학제

water treatment chemicals for use in
swimming pools and spas

식물유 제조용 화학보존제

chemical preservative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vegetable oils
filtering materials of vegetable
substances
phosphates for potable water
treatment
protein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food and beverages
antioxidan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food and beverages
peptides (raw material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food

grafting wax for trees
grafting mastic for trees
desiccants for absorbing moisture
oxalate
nickel hydroxide
magnesium hydroxide
hydrates
barium hydroxide
cerium hydroxide
aluminium hydrate
ammonium hydroxide
potassium hydroxide
calcium hydroxides
carbonic hydrates
aqueous polyacrylicacid-based
materials

chemical preparations for testing
swimming pool water
water purifying chemicals for
swimming pools
mercuric nitrate
mercuric sulfate
mercuric sulphate

식물제 여과재
식수처리용 인산염
식음료 제조용 단백질
식음료 제조용 산화방지제
식이요법용 비의료용 미가공
펩티드
식품 산업용 화학첨가제

cement blending agents
cement-waterproofing chemicals,
except paints
preservatives for cement
cyanates
potassium cyanate
calcium cyanamide
sodium cyanide
cyanides
hydrogen cyanide
silver cyanide
potassium cyanide
calcium cyanide
cyclopentane
cyclohexane
chemicals for use in the purification
of proteins for in vitro use

chemical additives for food industry

1류 G1001
식품 신선도 유지 및 보존용
화학품
식품 안정화용 화학제품
식품 제조 산업용 레시틴
식품 제조용 구아검
식품 제조용 락토오스
식품 제조용 우유효소(세균제제)
식품 제조용 유화제
식품 제조용 유화제로서의
브롬화된 식물유
식품 제조용 화학첨가제
식품가공용 효소
식품보존용 아(亞)황산염
식품보존용 오일
식품보존용 화학안정제
식품보존용 화학조성물
식품보존제
식품산업용 가성소다
식품산업용 글루텐
식품산업용 단백질
식품산업용 락토오스
식품산업용 락티톨
식품산업용 레시틴
식품산업용 반죽 개량제

chemical products for the
fresh-keeping and preserving of
food
chemical products for stabilising
foodstuffs
lecithin for industrial use in the
manufacture of food products
guar gum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foods
lactose to be used in the
manufacture of foodstuffs
milk ferments [bacteria preparations]
used in making foodstuffs
emulsifier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foods
brominated vegetable oil for use as
an emulsifier in the manufacture of
food
chemical additive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food
enzymes for use in the processing of
food by-products
sulfites for preserving foodstuffs
oils for the preservation of food
chemical stabilizers for preserving
foodstuffs
chemical compositions for
preserving foodstuffs
chemical substances for preserving
foodstuffs
lye water for the food industry
gluten for the food industry
proteins for the food industry
lactose for the food industry
lactitol for the food industry
lecithin for the food industry
dough conditioners for the food
industry

식품산업용 반죽 안정제

dough stabilizers for the food
industry

식품산업용 비타민
식품산업용 아르기닌
식품산업용 아미노산
식품산업용 아스코르빈산나트륨

vitamins for the food industry

식품산업용 아스코르빈산칼슘

arginine for food industry
amino acid for food industry
sodium ascorbate for the food
industry
calcium ascorbate for the food
industry

식품산업용 알긴산염
식품산업용 에리트리톨
식품산업용 우유효소
식품산업용 유지
식품산업용 이눌린
식품산업용 차 추출물
식품산업용 초유
식품산업용 카세인
식품산업용 타르타르크림
식품산업용 펙틴
식품산업용 포도당
식품산업용 향미강화제

alginates for the food industry

식품산업용 효소

enzymes for the food industry

erythritol for the food industry
milk ferments for the food industry
oils and fats for food industry
inulin for the food industry
tea extracts for the food industry
colostrum for the food industry
casein for the food industry
cream of tartar for the food industry
pectin for the food industry
glucose for the food industry
flavor enhancing preparations for
food industry

식품산업용 효소제
식품용 방부제 조성물
식품용 화학보존제
식품제조용 유화제(乳化劑)
신발 스트레칭용 화학스프레이
신발인장용 화학 스프레이제
실란
실란커플링제
실리카겔
실리카겔분말
실리카분말
실리카졸
실리콘액
실험분석용 화학제(의료용 또는
수의과용은 제외)
실험분석용 화학제(의료용은
제외)
아니솔
아닐린
아디프산
아르곤
아미노나프토 톨루이딘 술폰산염
아미노산 계면활성제
아미노산유도체
아미노프로필디메치콘
아민
아밀알코올
아밀알코올(펜탄올)
아비산(亞砒酸)
아산화질소
아세탈
아세탈공중합체
아세토페논
아세톤
아세트산
아세트산메틸
아세트산비닐
아세트산옥틸
아세트아닐리드
아세트알데히드(에타날)
아세틸렌
아스타틴
아스팔트 부착방지제
아연도금용 용액
아연도금용제
아염소산나트륨
아질산나트륨
아질산바륨
아질산은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모노머

enzyme preparations for the food
industry
food preservative compositions
food preserving chemicals
emulsifier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food
chemical sprays for stretching shoes
chemical spray preparations for
stretching shoes
silanes
silane coupling agents
silica gel
silicagel powder
silica powder
silicasol
silicone fluids
chemical preparations for analyses
in laboratories, other than for
medical or veterinary purposes
chemical preparations for analyses
in laboratories (other than for
medical purposes)
anisole
aniline
adipic acid
argon
aminonaphthol toluidine sulfonate
amino acid surface active agents
amino acid derivatives
aminopropyl dimethicone
amines
amyl alcohol
amyl alcohol (pentanol)
arsenious acid
nitrous oxide
acetal
acetal copolymers
acetophenone
acetone
acetic acid
methyl acetate
vinyl acetate
octyl acetate
acetanilide
acetaldehyde (ethanal)
acetylene
astatine
asphalt release agents
baths for galvanizing
galvanizing preparations
sodium chlorite
sodium nitrite
barium nitrite
silver nitrite
acrylonitrile
acrylic mon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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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폴리머파우더
아황산
아황산가스(이산화황)
아황산나트륨
아황산소다
아황산수소나트륨
안과 렌즈용 반사 방지 코팅제
안과렌즈용 화학코팅제
안료 제조용 화학제
안트라닐산
안트라센
안티몬산염
알데히드
알루미나
알루미늄 명반
알루민산염
알릴알코올
알카로이드
알칼리
알칼리금속
알칼리금속염
알칼리토류금속
알코올
알코올산업용 효소제

acrylic polymer powders
sulfurous acid
sulphurous acid gas (sulphur
dioxide)
sodium sulphite
sodium sulfite
sodium bisulfite
anti-reflective coatings for
ophthalmic lenses
chemical coatings for ophthalmic
lenses
chemicals for the manufacture of
pigments
anthranilic acid
anthracene
antimonate
aldehydes
alumina
aluminium alum
aluminate
allyl alcohol
alkaloids
alkalies
alkaline metals
salts of alkaline metals
alkaline-earth metals
alcohol
enzyme preparations for use in the
alcohol industry

알킬벤젠
암모늄백반
암모늄알데히드
암모늄염
암모니아
암모니아명반
암모니아수
암모니아염
압축공기
앞유리 제빙액
애완동물사료 제조용 효소

alkylbenzene

액체공기
액체염소
야금용 시멘트
약제 제조용 비타민

liquid air

약제 제조용 산화방지제
약제 제조용 유연제
약제 제조용 차 추출물
약제 제조용 페노티아진
약제 제조용 화학제
약제 제조용 화학첨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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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monium alum
ammonium aldehyde

약제 제조용 활성화학제
약제 중간체용 페노티아진
약제산업용 보존제
약제용 캡슐 제조용 덴드리머
폴리머
양조산업용 효소
얼룩 방지용 화학제
에나멜 제조제

ammonia alum
ammonia water
ammoniacal salts
compressed air
windshield de-icer fluids
enzyme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pet food
liquid chlorine
cement [metallurgy]
vitamin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pharmaceuticals
antioxidan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pharmaceuticals
emollien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pharmaceuticals
tea extrac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pharmaceuticals
phenothiazine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pharmaceuticals
chemical preparation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pharmaceuticals
chemical additive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pharmaceuticals

chemical preparations for repelling
stains
chemicals, except pigments, for the
manufacture of enamel

에나멜 착색용 화학제
에나멜용 유백제
에리트리톨
에스테르
에어로졸용 가스추진제
에칭매염제(산)
에타날
에탄
에테르
에틸렌
에틸렌글리콜
에틸렌클로로히드린
에틸아민
에틸아연
에틸알코올
에틸에테르
에틸프탈레이트
에피클로로하이드린
엔진 냉각시스템용 화학첨가제

enamel-staining chemicals

엔진냉각제용 항비등제

anti-boil preparations for engine
coolants

엔진오일용 세제 첨가제

detergent additives for use with
motor oil

엔진오일용 화학첨가제
엔진의 탄소 제거제

chemical additives for engine oils

ammonium salts
ammonia

active chemical ingredien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pharmaceuticals
phenothiazine for use as a
pharmaceutical intermediate
preservatives for use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dendrimer-based polymer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apsules for
pharmaceuticals
enzymes for the brewing industry

여과용 입상(粒狀) 세라믹제
재료
여과제(화학제)
연구용 시약
연료 절약제
연료 주입시스템 세정제용
화학첨가제
연료 처리용 화학첨가제
연료불순물제거용 화학흡수제
연료용 세제첨가제
연료용 화학첨가제
연마용 보조액
연수(軟水)
연화제
염기성 몰식자산 비스무트

opacifiers for enamel
erythritol
esters
propellant gases for aerosols
etching mordants [acids]
ethanal
ethane
ethers
ethylene
ethylene glycol
ethylene chlorohydrin
ethylamine
zinc ethyl
ethyl alcohol
ethyl ether
ethyl phthalate
epichlorohydrin
chemical additives for engine
cooling systems

chemical preparations for
decarbonising engines
ceramic materials in particulate
form, for use as filtering media
filtering materials of chemical
substances
reagents for research purposes
fuel-saving preparations
chemical additives for fuel injection
system cleaners
chemical additives for fuel treatment
chemical absorbents for removing
impurities from fuel
detergent additives for fuels
chemical additives for fuel
auxiliary fluids for use with abrasives
soft water
softening agents
basic gallate of bismuth

1류 G1001
염료 제조용 화학제

chemical agents for manufacturing
dyestuffs

염산
염산염
염색용 습윤제

spirits of salt

염색조제
염소
염소산나트륨
염소산염
염화 제1주석
염화 제2주석
염화금
염화금속
염화나트륨
염화나프탈렌
염화마그네슘
염화망간
염화메틸
염화메틸렌
염화물
염화바륨
염화벤질
염화불화탄소
염화비닐
염화비닐 단량체
염화비닐리덴
염화비스무트
염화산
염화석회
염화세륨
염화수소
염화아연
염화알루미늄
염화알릴
염화암모늄
염화암모늄스피리트
염화에틸렌
염화은
염화인
염화제이철
염화주석
염화지르코늄
염화철
염화카코딜
염화칼륨
염화칼슘
염화크롬
염화톨루엔술포닐
염화팔라듐
염화플루오르화탄소
오염물질 제거제(공업용 또는
비가정용에 한함)

dyeing assistants

hydrochlorates
moistening preparations for use in
dyeing
chlorine
sodium chlorate
chlorates
stannous chloride
stannic chloride
gold chloride
metal chlorides
sodium chloride
chlorinated naphthalenes
magnesium chloride
manganese chloride
methyl chloride
methylene chloride
chlorides
barium chloride
benzyl chloride
chlorofluorocarbons
vinyl chloride
vinyl chloride monomers
vinylidene chloride
bismuth chloride
chlorinated acids
lime chloride
cerium chloride
hydrogen chloride
zinc chloride
aluminium chloride
allyl chloride
sal ammoniac
sal ammoniac spirits
ethylene dichloride
silver chloride
phosphorus chloride
ferric chloride
tin chloride
zirconium chloride
iron chloride
cacodyl chloride
potassium chloride
calcium chloride
chromium chloride
toluenesulfonyl chloride
palladium chloride
carbon fluorochloride
decomtamination agents for
industrial purposes (other than for
household purposes)

오염발수제
오염방지제
오염장소 정화용 화학제
오일 정제제
오일 표백제
오일가공산업용 촉매제

stain repellents
pollution-proofing chemicals
chemicals for use in the
decontamination of polluted sites
oil-purifying chemicals
oil-bleaching chemicals
catalysts for use in the oil processing
industry
oil-separating chemicals

오일분리제
오일분산용 화학제
오일분산제
오일용 화학첨가제
오일흡수용 합성물질
옥살산
옥살산염
옥시나이트라이드 알루미늄
옥시나프티온산소다
옥심
옥탄부스터 연료용 화학첨가제
옥탄촉진제 성질의 연료용
화학첨가제
온수처리용 화학제
올레인산
올레일 알코올
와인발효용 화학제
왁스 표백제
외피형성 방지제
요소수용액
요오드산
요오드화 에틸
요오드화나트륨
요오드화알루미늄
요오드화알부민
요오드화에틸아연
요오드화염
요오드화은
요오드화칼슘
용접 및 납땜용 화학제
용접 화학제
용접용 보호가스
용접용 화학제
용접융제
용접제제
우라늄산염
우주산업용 본체 충전제

chemical preparations for the
dispersal of oil
oil dispersants
chemical additives for oils
synthetic materials for absorbing oil
oxalic acid
oxalates
aluminum oxynitride
sodium oxynaphthionate
oxime
octane booster fuel chemical additive
chemical additives for fuel in the
nature of octane boosters
chemicals for the treatment of hot
water systems
oleic acid
oleyl alcohol
chemicals for fermenting wine
wax-bleaching chemicals
anti-incrustants
ureawatersolutions
iodic acid
ethyl iodide
sodium iodide
aluminium iodide
iodised albumen
ethyl zinc iodide
iodised salts
silver iodide
calcium iodide
welding and brazing chemicals
brazing chemicals
protective gases for welding
chemicals for welding
brazing fluxes
brazing preparations
uranates
body fillers for use in the aerospace
industry

원자로감속제

moderating materials for nuclear
reactors

유기공업약품
유기금속화합물
유기물발효촉진제

organic industrial chemicals

유기물표백제
유기비소 화합물

organic-bleaching chemicals

organometallic compounds
preparations for facilitating the
fermentation of organisms
organoarsenic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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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류 G1001
유기산
유기산 염류
유기산 화합물
유기실란
유기실록산
유기인(燐)화합물
유기촉매
유기할로겐실란
유기할로겐화물
유독가스중화제
유리 흐림방지제

organic acids

유리섬유 산업용 주조이형화합물

mould-release compounds for use in
the fibreglass industry

유리용 유백제
유리윤기 제거제
유리제조용 해로의 불순물 산화
및 온도조절용 광물질

opacifiers for glass

유리착색용 화학제
유리창 흐림방지제
유리코팅제
유산염(硫酸鹽)
유안(硫安)
유용미생물(EM)이 첨가된
공업용 약품
유전자 연구용 화학시약
유전자확인용 화학시약
유정 또는 가스정 수압파쇄
작업용 프로판트
유정시추니(油井試錐泥)
유정시추니용(油井試錐泥用)
화학첨가제
유정시추액용 화학첨가제
유정시추용 유정시추니
(油井試錐泥)
유정시추용 화학제
유체 분해 촉매제
유해폐기물처리용 화학제
유화제(乳化劑)
유황
유흡착제(알루미나겔)
윤활유용 화학첨가제
윤활제용 화학첨가제
융설제
은도금용 은염액
음료 제조용 여과제
음료산업용 에리트리톨
음료산업용 효소
음료산업용 효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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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c acid salts
organic acid compounds
organosilanes
organosiloxane
organophosphorus compounds
organic catalysts
organohalogenosilane
organic halogenides
toxic gas neutralizers
preparations for preventing the
tarnishing of glass

glass-frosting chemicals
mineral substances used to oxidize
impurities and regulate
temperatures in glass production
furnaces
glass-staining chemicals
anti-tarnishing chemicals for
windows
glass coating agents
lactate
ammonium sulphate
chemicals for industrial purposes
adding effective microorganism
(EM)
chemical reagents for use in genetic
research
chemical reagents for genetic
identity testing
proppants for use in oil well and gas
well hydraulic fracturing operations
drilling muds
chemical additives to drilling muds
chemical additives for oil well drilling
fluids
drilling muds for use in oil well drilling
chemicals for use in oil drilling
fluid cracking catalysts
chemicals for treating hazardous
waste
emulsifiers
sulfur
oil adsorbents (alumina gels)
chemical additives for lubricating oils
chemical additives for lubricants
snow melting agents
silver salt solutions for silvering
filtering preparations for the
beverages industry
erythritol for the beverage industry
enzymes for the beverage industry
enzyme preparations for the
beverage industry

음료착색용 화학제
음식보존용 화학제
응집제
응축(凝縮)방지제
의료기기 멸균테스트용 시약
의료기기용 눈금측정액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전기영동겔

chemicals for colorant for beverages
chemical preparations for preserving
foodstuffs
flocculants
condensation-preventing
chemicals
reagents for testing the sterility of
medical equipment
calibration fluids for medical
apparatus
electrophoresis gels for medical or
veterinary purposes

의류용 구김방지제
의학연구용 시약
이산화규소
이산화망간
이산화주석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격리용 화학제

anti-creasing agents for clothing

이산화황
이소시아네이트
이염화주석
이온교환수지(화학제)

sulfur dioxide

이온교환수지막 연화제

softening preparations for ion
exchange resin

이온교환수지막(화학제)

ion-exchange resin membranes
[chemical preparation]

이온교환제

ion exchangers (chemical
preparations)

이온교환제(화학제)
이온성액체(화학제)
이절환상화합물
이차전지용 음극활물질

ion exchangers [chemicals]

이크롬산암모늄
이황화주석
이황화칼슘
이황화탄소
인(燐)
인단백질
인산(燐酸)
인산구리
인산나트륨
인산마그네슘
인산망간
인산아연
인산알루미늄나트륨
인산암모늄
인산염
인산철
인산칼슘
인쇄용 석판의 생산/처리 및
사용에 이용되는 화학제

ammonium dichromate

인쇄회로 제조용 화학산화제

chemical oxidan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printed circuits

reagents for medical research
silicon dioxide
manganese dioxides
tin dioxide
carbon dioxide
chemical agents for carbon dioxide
sequestration
isocyanate
bichloride of tin
ion-exchange resins [chemical
preparation]

ionic liquids (chemicals)
heterocyclic compounds
active negative polar substances for
secondary cell batteries
tin disulfide
calcium bisulphide
carbon disulfide
phosphorus
phosphoprotein
phosphoric acid
copper phosphate
sodium phosphate
magnesium phosphate
manganese phosphate
zinc phosphate
sodium aluminium phosphate
ammonium phosphate
phosphates
iron phosphate
calcium phosphate
chemicals for use in the production/
treatment and use of lithographic
printing plates

1류 G1001
인쇄회로기판 도금용 전처리
화학제
인쇄회로기판 도금용 화학보조제

pre-treatment chemical agents for
printed circuit board plating

전분액화제(박리제)

starch-liquifying chemicals
[ungluing agents]

chemical auxiliary agents for printed
circuit board plating

전자장비용 정전기 방지 스프레이

인쇄회로기판 도금용 화학제

chemical agents for printed circuit
board plating

인쇄회로기판 도금용 화학첨가제

chemical additive for printed circuit
board plating

인쇄회로기판 제조용 화학코팅제

chemical coatings used in the
manufacture of printed circuit boards

인쇄회로기판의 제조용 마스킹
화합물
인쇄회로기판의 제조용 에칭액

masking compound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printed circuit boards

전지 전해액
전지용 발포(發泡)방지액
전지용 유화방지제
절화(絶花) 신선도 유지를
위한 침투용 화학제
절화용 방부제
절화용 보존제

anti-static sprays for electronic
equipment
battery electrolytes

etchan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printed circuit boards

접착제 제조용 화학제

인지질(燐脂質)
일반제조용 비산회(飛散灰)

phosphatides

일산화 주석
일산화탄소
잉크 제조용 몰식자산
자동차 라디에이터용 세척용제

tin monoxide

자동차 배기시스템 부식억제용
화학보존제

chemical preservatives for use as
corrosion inhibitors on automobile
exhaust systems

자동차 본체 수리용 충전제
자동차 본체 수리용 페이스트
충전제
자동차 앞유리용 제빙 스프레이
자동차 엔진 냉각수용 화학첨가제

fillers for automobile body repair

자동차 연료 관련 조연촉매제

catalytic oxidation preparations
relating to automotive

자동차 연료용 석유계 화학첨가제

chemical additives to motor fuel for
petroleum products

자동차 연료용 화학첨가제
자동차 유리막 보호제

chemical additives to motor fuel

자동차 유리막 코팅제

preparations for coating automotive
glass membrance

자동차 타이어용 코팅제
자동차용 앞유리용 화학기반
비발수제

coating agents for automotive tire

자동차용 화학첨가제
자동차윈도우용 발수코팅제
자동차유리흐림방지제
자동차의 창유리용 오염방지
화학제
자외선 안정제
자외선 흡수제
잘린 크리스마스트리 신선도
유지를 위한 침투용 화학제
전기산업용 에폭시절연재
전기산업용 에폭시코팅재
전기영동 겔
전분 가수분해용 효소

fly ash for general manufacturing
use
carbon monoxide
gallic acid for the manufacture of ink
flushing agents for automobile
radiators

paste fillers for automobile body
repair
de-icing sprays for windscreens
chemical additives for automotive
engine cooling waters

preparations for protecting
automotive glass membrance

chemical-based rain repellent
preparation to be applied to
windshields
chemical additives for automotives
water-repellent coating agents for
automotive windows
preparations for preventing the
tarnishing of automotive glass
decomtamination chemicals for
automotive window glass
UV stabilizers
UV absorbers
chemical agents for impregnating
cut Christmas trees to preserve
freshness
epoxy insulating materials for
electricity industry
epoxy coatings for electricity
industry
electrophoresis gels
enzymes for use in starch hydrolysis

접착촉진제인 화학제
정련(精鍊)제
정수제
정유를 제외한 화장품 제조용
식물 추출물
정전기발생 제어용 코팅제
젖산
제2인산칼륨
제과 산업용 효소
제과 산업용 효소제

anti-frothing solutions for batteries
battery anti-sulphurizing agents
chemical agents for impregnating
cut flowers to preserve freshness
preservatives for cut flowers
substances for preserving cut
flowers
chemical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adhesives
chemical preparations in the nature
of glue accelerators
refining agens
water-purifying chemicals
botanical extracts, other than
essential oils, for use in making
cosmetics
antistatic coating agents (other than
for household purposes)
lactic acid
dibasic potassium phosphate
enzymes for the bakery industry
enzyme preparations for the bakery
industry

제빙액
제빙용 액체소금
제빙제
제빵산업용 효소

de-icing fluids

제설제로 사용되는 소금(비식품
보존용)
제설제로 사용되는 염화마그
네슘
제설제로 사용되는 염화칼슘

salts using as deicing agents for
preserving (other than for foodstuffs)

제습제
제약 및 주사용액 멸균테스트용
시약

moisture absorbing agents

제올라이트
제조공정시 광택염료용 화학제

zeolites

제조공정용 글리세롤
제조공정용 글리세린
제조공정용 단백질
제조공정용 레시틴
제조공정용 베타인
제조공정용 비스코스 화학제

glycerol for use in manufacture

제조공정용 비이온 계면활성제

non-ionic surfactants for use in
manufacture

제조공정용 산화방지제
제조공정용 산화아연
제조공정용 생분해성 양이온
계면활성제

antioxidants for use in manufacture

liquid salt for deicing
de-icing preparations
enzymes for use in the bakery
industry

magnesium chloride using as
deicing agents
calcium chloride using as deicing
agents
reagents for testing the sterility of
pharmaceuticals and injectable
solutions
chemical preparations for
brightening dyestuffs during
manufacturing processes
glycerin for use in manufacture
proteins for use in manufacture
lecithin for use in manufacture
betaines for use in manufacture
viscose chemicals for use in
manufacturing

zinc oxide for use in manufacture
biodegradable anionic surfactants
for use in manuf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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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용 세정제
제조공정용 아미드
제조공정용 알부민
제조공정용 양이온 계면활성제
제조공정용 유화제
제조공정용 지질
제조공정용 탈지용제
제조공정용 탈지제
제조공정용 합성제조된
과불소화 화합물

detergents for use in manufacturing
processes
amides for use in manufacture
albumin for use in manufacture
cationic surfactants for use in
manufacture
emulsifiers for use in manufacture
lipids for use in manufacture
degreasing solvents for use in
manufacturing processes
degreasing preparations for use in
manufacturing processes
perfluorinated chemical compounds
prepared synthetically for use in
manufacture

제조공정용 화학첨가제

chemical additives for use in
manufacture

제조작업용 공업용 세정제

detergents for industrial use as part
of manufacturing operations

조질제
종이 강화제
종이 제조용 화학제

tempering substances

종이용 폴리머코팅제
종이코팅 손상표시용 화학제

polymer coating agents for paper

종자 보존제
종자처리용 화학제

seed preserving substances

주물 접합제
주석산염
주정(酒精)
주조이형제(離型劑)
주조이형화합물
주조조형제(造型劑)
중금속을 포함하지 않은 피막
처리제(공업용 화학제)
중수(重水)
중아황산나트륨
중크롬산나트륨
중크롬산소다
중크롬산암모늄
중크롬산염
중크롬산포타슘
중탄산가리
중탄산나트륨
중탄산암모늄
중토(重土)
증류수
지르코니아
지면유출흡수용 미립 흡수성
광물조성물

foundry binding substances

지방산
지방산 에스테르
지방산계 가솔린 연료조절제

fatty acids

지방산계 디젤 연료조절제

fatty-acid based diesel fuel
condit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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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intensifiers for paper
chemical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paper
chemicals used to indicate damage
in paper coatings
chemical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seeds
stannate
vinic alcohol
mold-release preparations
mold-release compounds
foundry molding preparations
coatings not including heavy metal
(chemicals for industrial purposes)
heavy water
sodium bisulphite
sodium bichromate
bichromate of soda
ammonium bichromate
chromic salts
bichromate of potassium
bicarbonate of potassium
sodium bicarbonate
ammonium bicarbonate
baryta
distilled water
zirconia
granular absorbent mineral-based
composition for absorbing spills
from floors
fatty acid esters
fatty-acid based gasoline fuel
conditioners

지방성 화합물
지방표백제
직물 또는 섬유 제조용 화학제
직물 방수용 화학조성물
직물 방수제
직물 보호제
직물 제조용 화학첨가제
직물용 광택제
직물용 방수화학조성물

aliphatics
fat-bleaching chemicals
chemicals used in the manufacture
of fabric or textiles
chemical compositions for
waterproofing articles of fabric
textile-waterproofing chemicals
fabric protectants
chemical additive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fabrics
textile-brightening chemicals
waterproofing chemical
compositions for articles of fabric

직물용 오염방지제

stain-preventing chemicals for use
on fabrics

직물용 침투제
직물의 난연코팅용 화학제

textile-impregnating chemicals

직포조제
진단시약(의료용 또는
수의과용은 제외)
진단제(의료용 또는 수의과용은
제외)
질산
질산납
질산망간
질산바륨
질산비스무트
질산수은
질산알루미늄
질산염
질산우라늄
질산은
질산철
질산칼슘
질산토륨
질소
질소화합물
차아(次亞)염소산소다
차아(次亞)황산염
차아염소산나트륨
천연가스 정화용 화학촉매제
천연고무가공용 화학제
천연석용 화학침투실러
철강 제조용 마무리제
철백반
철염
철황화물
청정제
초산
초산 에스테르
초산납
초산부틸
초산석회

chemical agents for the
flame-retardant coating of textiles
weaving assistants
diagnostic reagents, other than for
medical or veterinary purposes
diagnostic preparations, other than
for medical or veterinary purposes
nitric acid
lead nitrate
manganese nitrate
barium nitrate
bismuth nitrate
mercury nitrate
aluminium nitrate
nitrates
uranium nitrate
silver nitrate
iron nitrate
calcium nitrate
thorium nitrate
nitrogen
nitrogen compounds
hypochlorite of soda
hyposulfites
sodium hypochlorite
chemical catalysts for purifying
natural gas
chemicals for use in the processing
of natural rubber
chemical penetrating sealers for
natural stone
finishing preparation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steel
iron alum
iron salts
ferrous sulfide
clarification preparations
acetates
acetic acid esters
lead acetate
butyl acetate
lime ace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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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산소다
초산아밀
초산알루미늄
초산염(화학제)
초안
촉매제
축융제
축전지용 발포(發泡)방지액
축전지용 황산염 제거액
축전지충전용 산성액
친자확인용 화학시약
침강방지제
침강제
침투제
카르바졸
카바메이트 에틸
카바이드
카본 제거제
카이닛
카테큐
칼륨
칼슘
칼슘 알루민산염
칼슘 중아황산염
칼슘에 기초한 수족관용 해조류
영양보충제
칼슘염
케톤
코팅재료용 레올로지 개질제
(화학제)
콘크리트 감수제
콘크리트 강화제
콘크리트 강화첨가제
콘크리트 보존제(페인트 및
오일은 제외)
콘크리트 양생용 화학합성물

sodium nitrate
amyl acetate
aluminium acetate
acetates [chemicals]
ammonium nitrate
catalysts
fulling preparations
anti-frothing solutions for
accumulators
liquids for removing sulfates from
batteries
acidulated water for recharging
batteries
chemical reagents for paternity
testing
anti-settling agents
settling agents
permeating agents
carbazole
ethyl carbamate
carbide
preparations for removing carbon
kainite
catechu
potassium
calcium
calcium aluminate
calcium bisulphite
calcium-based algae nutrient
supplements for use in aquariums
calcium salts
ketones
rheology modifiers [chemicals] for
use in the field of coating materials
concrete removing agents
concrete reinforcing agents
concrete reinforcing additives
concrete preservatives, except
paints and oils
chemical compounds for curing
concrete

콘크리트 에어레이션용
화학제
콘크리트면 방수제(페인트 및
오일 제외)

concrete-aeration chemicals

콘크리트면 오염 분리제

preparations for separating pollutants
from the surface of concrete

콘크리트용 접합제
콘크리트용 주조이형제

agglutinants for concrete

콘크리트용 표면강화제

preparations for strengthening the
surface of concrete

콘크리트용 화학첨가제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콜로디온
콜산
쿠멘

chemical additives for concrete

waterproofing preparations for the
surface of concrete (except oils and
paints)

mold-release preparations for use
with concrete

chemical admixtures for concrete
collodion
cholic acid
cumene

퀸히드론
크레졸
크로톤산
크로톤알데히드
크롬도금용 화학조성물

quinhydrone
cresol
crotonic acid
crotonic aldehyde

크롬명반
크롬산
크롬산나트륨
크롬산납
크롬산염
크롬염
크립톤
크세논
크시레놀
크실렌
크실로스
크실롤
클로로나프탈렌
클로로니트로아닐린
클로로메탄
클로로메틸에테르
클로로술폰산
클로로아닐린
클로로아세트산
클로로에텐
클로로프렌
클로로프로필렌
클로르알칼리
타르타르산
타르타르산나트륨
타이어 내부튜브 수리용 조성물
타이어 수리용 조성물
타이어용 유향(乳香)
타이어의 펑크 방지제
타일 보존제(페인트 및 오일은
제외)
탄닌
탄닌산
탄산
탄산가스
탄산구리
탄산나트륨
탄산납
탄산마그네슘
탄산망간
탄산석회
탄산수(화학제)
탄산암모늄
탄산염
탄산칼륨
탄산칼슘
탄소

chemical compositions for use in
chrome plating
chrome alum
chromic acid
sodium chromate
lead chromate
chromates
chrome salts
krypton
xenon
xylenol
xylene
xylose
xylol
chloronaphthalene
chloronitroaniline
chloromethane
chloromethyl ether
chlorosulfonic acid
chloronitroanilines
chloroacetic acid
chloroethene
chloroprene
chloropropylene
chloralkalis
tartaric acid
sodium tartrate
compositions for repairing inner
tubes of tires
compositions for repairing tires
mastic for tires
anti-puncture preparations
preservatives for tiles, except paints
and oils
tannin
tannic acid
carbonic acid
carbonic acid gas
copper carbonate
sodium carbonate
lead carbonate
magnesium carbonate
manganese carbonate
lime carbonate
potash water
ammonium carbonate
carbonates
potash
calcium carbonate
carbon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113

1류 G1001
탄수화물
탄화 텅스텐
탄화규소
탄화물
탄화칼슘
탈산소제
태양전지 제조용 화학제
탠껍질
탠목재
텅스텐산
텅스텐산나트륨
테트라클로로에탄
토양 및 물에서 원유를 분리
하기 위한 화학제
톨루엔
톨루올
톨루이딘
톨리딘
트랜스미션액용 화학첨가제
트리에탄올아민
트리클로로에틸렌
트리페닐메탄
티오에테르
티오요소
티오카르바닐라이드
티오펜
티오황산나트륨
파라알데히드
파라자일렌
팔라듐도금용 용액
팔라듐무전해도금용 용액
팔미트산
퍼클로로에틸렌
페난트렌
페놀
페닐렌디아민
페로시안화물
페로시안화칼륨
페리시안화칼륨
페인트 및 기타 코팅제 제조용
알코올
페인트 제조용 습윤제

carbohydrates
tungsten carbide
silicon carbide
carbides
calcium carbide
deoxidants
chemical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solar cells
tan
tan-wood
tungstic acid
sodium tungstate
tetrachloroethane
chemicals for the separation of crude
oil from soil and water
toluene
toluol
toluidine
tolidine
chemical additives for transmission
fluids
triethanolamine
trichloroethylene
triphenylmethane
thioether
thiourea
thiocarbanilide
thiophene
sodium thiosulfate
paraldehyde
paraxylene
solutions for palladium plating
solutions for electroless palladium
plating
palmitic acid
perchloroethylene
phenanthrene
phenols
phenylenediamine
ferrocyanides
potassium ferrocyanide
potassium ferricyanide
alcohol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paints and other coatings
wetting agen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paints

페인트 제조용 화학제

chemical preparation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paints

페인트 제조제

chemicals for the manufacture of
paints
solvents for paints, varnishes and
lacquers
solvents for paints

페인트/니스 및 래커용 용제
페인트용 용제
펜탄올
펩신
폐수처리용 화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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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tanol
pepsin
chemicals for use in the treatment of
waste water

폐수처리제
포도주 양조용 살균 화학제
포도주용 청정제
포름산
포름산나트륨
포름산염
포름알데히드
포스겐
폴리머 제조용 촉매제
폴리실라잔
폴리실란
폴리아미드
폴리올
폴리우레탄 제조용 공업용
화학제
표백용 습윤제
프로타민
프로필렌(프로펜)
프탈산
프탈산무수물
플라스티졸
플라스틱 도금용 화학첨가제
플라스틱 산업용 주조이형화합물
플라스틱 제조용 촉매제
플라스틱가공용 화학제
플라스틱도금용 용액
플라스틱도금용 전처리화학제
플라스틱도금용 화학보조제
플라스틱도금용 화학제
플라스틱렌즈 제조용 단량체
조성물
플라스틱렌즈용 화학코팅제
플라스틱분산제
플라스틱용 가소제
플루오르화나트륨
플루오르화마그네슘
플루오르화세륨
플루오르화알루미늄소다
플루오르화암모늄
플루오르화칼슘
피로갈산
피롤
피리딘
피리미딘
피크린산
피혁 및 섬유제조용 유화제
(乳化劑)
피혁 제조용 오일

waste water treatment agents
oenological bactericides [chemical
preparations for use in wine making]
must-fining preparations
formic acid
sodium formate
formate
formaldehyde
phosgene
catalys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polymers
polysilazanes
polysilanes
polyamide
polyols
industrial chemical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polyurethane
moistening preparations for use in
bleaching
protamine
propylene (propene)
phthalic acid
phthalic anhydride
plastisols
chemical additive for plastic plating
mold-release compounds for use in
the plastics industry
catalys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plastics
chemicals for use in the processing
of plastics
solutions for plastic plating
pre-treatment chemical agents for
plastic plating
chemical auxiliary agents for plastic
plating
chemical agents for plastic plating
monomer compositions for
manufacturing plastics
chemical coating agents used for
plastic lenses
dispersions of plastics
plasticizers for plastics
sodium fluoride
magnesium fluoride
cerium fluoride
sodium aluminium fluoride
ammonium fluoride
calcium fluoride
pyrogallic acid
pyrrole
pyridine
pyrimidine
picric acid
emulsifier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leather and textiles
oils for preparing leather in the
course of manuf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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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혁 제조용 유화제(乳化劑)
피혁광택용 화학제
피혁마무리용 오일
피혁마무리제
피혁무두질용 오일
피혁방수제
피혁방수제품용 화학조성물

emulsifier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leather
chemical preparations for glazing
leather
oils for currying leather
leather-dressing chemicals
oils for tanning leather
leather-waterproofing chemicals

화장품 제조용 산화방지제
화장품 제조용 습윤제
화장품 제조용 식물추출물
(정유는 제외)
화장품 제조용 쌀겨

antioxidan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osmetics
wetting agen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osmetics
plant extracts, other than essential
oil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osmetics
fermented rice bran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osmetics

chemical compositions for
waterproofing articles of leather

화장품 제조용 안료 분산제

pigment dispersant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osmetics

피혁용 무두질제
피혁용 유향(乳香)
피혁용 침투제
피혁재생제
필터용 탄소
하이드라존
할로겐
할로겐산염
할로겐화물
할로겐화물 및 할로겐산염
합금화촉진제

bate for dressing skins

화장품 제조용 에스테르

ester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osmetics

화장품 제조용 올리고펩타이드

oligopeptide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osmetics

화장품 제조용 유연제

emollien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osmetics

화장품 제조용 유화 안정제

emulsion stabilizer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osmetics

화장품 제조용 차 추출물

tea extrac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osmetics

화장품 제조용 탄산칼슘

calcium carbonate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osmetics

화장품 제조용 허브추출물
(정유는 제외)

herb extracts, other than essential
oil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osmetics

합성고무 제조용 화학제

chemicals for use in the production
of synthetic rubber

화장품 제조용 화학제

chemical preparation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osmetics

합성물/고무 및 폴리머 제조용
촉매
항암제 제조용 활성 화학성분

catalys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synthetics, rubbers and polymers

화장품 제조용 화학첨가제

chemical additive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osmetics

active chemical ingredien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anti-cancer
drugs

화장품용 콜라겐펩티드
화장품원료용 산화아연

collagen peptides for cosmetics

해양빌지수처리용 화학제

chemical agents used in treating
marine bilge water

화장품원료용 산화티타늄

핵분열성 화학원소
향수 제조용 알코올

titanium oxide for raw materials of
cosmetics

fissionable chemical elements

화장품원료용 세틸알코올

alcohol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perfumes

cetyl alcohol for raw materials of
cosmetics

화장품원료용 알킬벤조에이트

헤어샴푸 제조용 세정제

detergen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hair shampoo
hexamethylenediamine

alkyl benzoate for raw materials of
cosmetics

화장품원료용 천연수화지방산

natural fatty acid for raw materials of
cosmetics

화장품원료용 펄
화장품원료용 황산바륨

pearls for raw materials of cosmetics

화장품제조시 원료성분용
콜라겐
화학 및 생화학 공정용 촉매

collagen for use as a raw ingredient
in the manufacture of cosmetics

화학 흡착제
화학공정용 촉매제

chemical sorbents

화학분석용 시약
화학시약(의료용 또는
수의과용은 제외)
화학용 브롬
화학용 아질산비스무트

reagents for chemical analyses

화학용 염기

bases [chemical preparations]

화학용 염류

salts [chemical preparations]

화학용 요오드

iodine for chemical purposes

화학용 우유발효효소

milk ferments for chemical purposes

화학용 유황화

flowers of sulfur for chemical
purposes

헥사메틸렌다이아민
헬륨
혈탄(血炭)
형석화합물
화장품 원료용 카르나우바
왁스
화장품 제조용 고지방산
화장품 제조용 글루타민산
화장품 제조용 글루탐산 원료
화장품 제조용 글리세린
화장품 제조용 단백질
화장품 제조용 미가공콜라겐
화장품 제조용 방향제
화장품 제조용 보존제
화장품 제조용 부형제
화장품 제조용 비타민

mastic for leather
leather-impregnating chemicals
leather-renovating chemicals
carbon for filters
hydrazone
halogens
halogen acid salts
halides
halides and halogen acid salts
chemical preparations for facilitating
the alloying of metals

helium
blood charcoal
fluorspar compounds
carnauba wax for raw materials of
cosmetics
higher fatty acid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osmetics
glutamic acid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osmetics
glutamic acid as raw material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osmetics
glycerin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osmetics
protein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osmetics
collagen used as a raw ingredient in
the manufacture of cosmetics
aromatic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osmetics
preservative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osmetics
excipien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osmetics
vitamin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osmetics

zinc oxide for raw materials of
cosmetics

barium sulfate for raw materials of
cosmetics

catalysts for chemical and
biochemical processes
catalysts for use in chemical
processes
chemical reagents, other than for
medical or veterinary purpose
bromine for chemical purposes
bismuth subnitrate for chemical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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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용 중탄산소다

bicarbonate of soda for chemical
purposes

화학용 첨정석(尖晶石)
화학용 크레오소트
화학용 타르타르
화학용 포름알데히드

spinel (chemical preparations)

formic aldehyde for chemical
purposes

휴대폰용 지문 방지 코팅제

화학용 효소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분석용
과학적 장치용 시약

ferments for chemical purposes

화학적 응축제(凝縮劑)

chemical condensation
preparations

화학첨가제용 타르타르크림

cream of tartar for chemical
purposes

환원제

reducing agents for use in chemical
processes

활성 화학제
활성탄
황산
황산 알루미늄 암모늄
황산구리
황산나트륨
황산납
황산니켈
황산니켈암모늄
황산디메틸
황산마그네슘
황산바륨
황산수은
황산아연
황산알루미늄
황산암모늄
황산에테르
황산염
황산은
황산철
황산칼륨
황산톨루이딘
황산톨리딘
황화나트륨
황화물
황화바륨
황화수소
황화수은
황화아연
황화안티몬
황화암모늄
황화인
황화제2주석
황화주석
황화철
황화카드뮴
황화칼슘

active chemical ingredients

흙경화제
흡습제
흡착제
흡착제의 성격에 화학제
희석초산
희토류(希土類) 금속염
히드라진
히드로퀴논
힉세클로르에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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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osote for chemical purposes
tartar for chemical purposes

reagents for use in scientific
apparatus for chemical or biological
analysis

황화탄소
효소기질
효소안정제
훈육용(燻肉用) 화학제

carbon sulphide
enzyme substrates
enzyme stabilizers
chemical preparations for smoking
meat
anti-finger print coating agents for
cellphones
soil hardners
hygroscopic preparations
adsorbents
chemicals in the nature of sorbents
spirits of vinegar [dilute acetic acid]
salts from rare earth metals
hydrazine
hydroquinone
hexachloroethane

activated charcoal
sulfuric acid
aluminum ammonium sulfate

[제1류/G1002] 공업용 접착제

copper sulfate [blue vitriol]

상품의 범위

sodium sulphate
lead sulphate
nickel sulphate
nickel ammonium sulphate

◦ 공업용으로 쓰이는 접착제
◦ 주로 제조공정에서 쓰이는 접착용 재료
◦ 위에 준하는 공업용 접착물질

dimethyl sulphate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magnesium sulphate
barium sulfate
mercury sulphate
zinc sulphate
aluminium sulphate
ammonium sulfate
sulfuric ether
sulphates

- 세탁용 풀(제3류/G1002)
- 화장용 접착제(제3류/G120401)
- 의료용 접착테이프(제5류/G110301)
- 가정용 접착제, 가정용 접착테이프(제16류/G1002)
- 문방구용 접착제(제16류/G2202)
- 포장용 접착테이프(문방구용/의료용/가정용은 제외)
(제17류/G1002)

협의의 포괄명칭

silver sulphate
ferrous sulphate
potassium sulfate

공업용 접착제

포함되는 상품(예시)

toluidine sulphate
tolidine sulphate
sodium sulphide
sulfides
barium sulphide
hydrogen sulphide
mercury sulphide
zinc sulphide
antimony sulfide
ammonium sulphide
phosphorus sulphide
stannic sulfide
tin sulphide
iron sulphide
cadmium sulphide
calcium sulphide

industrial gluing agents

가구 제조용 접착제
가죽용 아교
건설공업용 접착제
건설산업용 접착제
건축산업용 접착제
공기타이어 수리용 고무 접착제
공업용 EVA 수지에멀션 접착제
공업용 OPP 청면 접착제

adhesive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furniture
leather glues
adhesive materials for the building
industry
construction industry adhesives
adhesives for us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rubber cement for repairing
pneumatic tires
EVA resin emulsion adhesives for
industrial purposes
OPP blue adhesives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UV 경화형 접착제

UV hardening adhesives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고무접착제
공업용 고무풀

rubber cement for industrial purposes
gums [adhesives] for industrial
purposes

1류 G1002
공업용 목재 아교
공업용 목재 접착제
공업용 반응형 아크릴계 접착제

wood glue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부레풀

isinglass, other than for stationery,
household or alimentary purposes
instantaneous adhesives for
industrial purposes
glues for use in industry

부츠용 접착제
산업용 트라가칸트고무풀

cement for boots

서적제본용 접착제

adhesives for use in the binding of
books

섬유공업용 녹말풀
세라믹 타일용 접착제
세라믹코팅 및 장식포장용
접착제
세라믹코팅용 접착제
세라믹타일공사용 접착제
셀룰로오스 페이스트
시멘트가공제품용 접착제

size for use in the textile industry

신발 수선용 고무접착제

rubber cement for repairing footwear

신발용 접착제

cement for footwear

써멀페이스트

thermal paste

아교풀제

sizing preparations

plastic adhesives for industrial
purposes
synthetic rubber adhesives for
industrial purposes

아라비아고무아교(문방구용
또는 가정용은 제외)
오일 퍼티
외과붕대 제조용 접착제

gum arabic glue, not for stationery or
household purposes

공업용 합성수지 접착제

synthetic resin adhesives for
industrial purposes

외과붕대용 접착제

공업용 혐기성 접착제

anaerobic adhesives for industrial
purposes

adhesive preparations for surgical
bandages

gluten [glue], other than for
stationery or household purposes

유리용 접착제
유리용 퍼티
인쇄용지 제조용 젤라틴

adhesives for glass

글루텐(문방구용 또는 가정용은
제외)
당구큐 접착제
덱스트린풀
도로포장용 접착제
도장용 퍼티
라미네이트용 접촉성 접착제

adhesives for interior

라미네이트용 합성 접착제
라텍스글루(문방구용 또는
가정용은 제외)
마무리용 및 초벌칠용 아교풀
목재용 접촉성 접착제
목재용 합성 접착제
물유리
미리혼합된 시멘트 형태의
접착제
바닥/천장 및 벽타일용 접착제

contact cement for use with laminates

인테리어용 접착제
장식포장용 접착제
접목용 접착제
접착제(문방구용 또는 가정용은
제외)
접촉성 접착제
제본용 접착제
제조공정용 아교풀 화합물
젤라틴아교
지붕 접착제
천장 타일용 접착제
코팅 및 밀봉용 공업용 접착제

gelatine glue

adhesives for floor, ceiling and wall
tiles

타이어 밀봉 화합물

tyre sealing compounds

타이어 밀봉제

tire sealing compounds

바닥타일용 접착제
방수용 접착제
벽보 부착용 접착제
벽용 아교풀
벽지 제조용 접착제

adhesives for applying floor tiles

타이어 펑크 접착제

tire puncture sealants

waterproof adhesives

타일용 접착제

adhesive materials for tiles

adhesives for billposting

파손물품수리용 접착제

cement for mending broken articles

폴리우레탄 접착제

polyurethane adhesives

벽지용 접착제
벽지용 페이스트
벽지처리용 접착제
벽타일용 접착제
부츠 및 신발용 접착제

adhesives for wallpaper

플라스틱 접착제(문방구용 또는
가정용은 제외)
합성 접착제
합판 제조용 접착제

plastic adhesives, other than for
stationery or household purposes

화장실 부착용 배관공용 퍼티

putty for use by plumbers for affixing
toilets

공업용 순간 접착제
공업용 아교
공업용 아라비아고무풀
공업용 아크릴실란트 접착제
공업용 전도성 접착제
공업용 전분풀
공업용 젤라틴
공업용 젤라틴 아교
공업용 직물 아교
공업용 폴리우레탄 접착제
공업용 풀
공업용 플라스틱 접착제
공업용 합성고무 접착제

wood glue for industrial use
sga for industrial purposes

gum arabic for industrial purposes
acryl sealant for industrial purposes
conductive adhesives for use in
industry
starch paste [adhesive], other than
for stationery or household purposes
gelatine for industrial purposes
gelatine glue for industrial purposes
fabric glues for industrial use
polyurethane adhesives for industrial
purposes
glues for industrial purposes

pool cue cement
dextrin [size]
adhesives for paving
plasterers' putty
contact adhesives for use with
laminates
latex glue, not for stationery or
household purposes
size for finishing and priming
contact adhesives for use with wood
contact cement for use with wood
water glass [soluble glass]
premixed adhesive foam cements

size for walls
adhesive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wall coverings
wallpaper pastes
adhesives for applying wall coverings
adhesives for wall tiles
cement for boots and shoes

gum tragacanth for industrial
purposes

adhesives for ceramic tiles
adhesives for ceramic coating and
ornamental paving
adhesives for ceramic coating
adhesives for laying ceramic tiles
cellulose paste
adhesives for cement manufactured
products

oil cement [putty]
adhesive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surgical bandages

glaziers' putty
gelatine for the manufacture of
printing paper
adhesives for ornamental paving
glutinous tree-grafting preparations
adhesives, other than for stationery
or household purposes
contact adhesives
adhesives for bookbinding
sizing compounds for use in
manufacture
roofing adhesives
adhesives for ceiling tiles
industrial adhesives for use in coating
and sealing

contact cements
adhesive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ply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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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류/G1003] 인공감미료(화학제)
상품의 범위
◦ 단맛을 내기 위한 인공 물질

바이오연료생산용 바이오매스
비의료용 또는 비수의과용
세균제제
비의료용 연구용 동물핵산물질
비의료용 연구용 합성유전자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약제용 유당(제5류/G0302)
- 천연감미료(제30류/G0302)

포함되는 상품(예시)
사카린
수크랄로스
시클라메이트
아세설팜-K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유용 미생물이 첨가된 인공감미료
음료용 인공감미료
인공감미료(화학제)

saccharin
sucralose
cyclamate
acesulfame-K
acesulfame potassium
aspartame
artificial sweeteners with effective
microorganism
artificial sweeteners for beverages
artificial sweeteners [chemical
preparations]
enzymatically modified stevia
glucosyl stevia

효소처리스테비아

[제1류/G1006] 비(非)의료용 미생물
상품의 범위
◦ 미생물제제(의료용 및 수의과용은 제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미생물제제(제5류/G1006)

포함되는 상품(예시)
공업용 효모 영양제
과학용 또는 실험실용 미생물
과학용 또는 실험실용 세포
과학용 또는 실험실용 형질
전환용 미생물
농업 생산용 종자 유전자
농업용 미생물제
농업용 종자 제조용 생명공학적
형성 유전자
동물폐기물 부패용 세균제제
물처리용 미생물
미생물 배양균(의료용 및
수의과용은 제외)
미생물제제(의료용 및 수의과
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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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ents for yeast for industrial
purposes
microorganisms for scientific or
laboratory purposes
cells for scientific or laboratory
purposes
microorganisms for character change
for scientific or laboratory purposes
genes of seeds for agricultural
production
microorganism preparations for
agricultural purposes
biotechnologically-formed gene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agricultural
seeds
bacterial preparations for the
decomposition of animal waste
microorganisms for use in water
treatment
cultures of microorganisms, other
than for medical and veterinary use
Preparations of microorganisms,
other than for medical and veterinary
use

비의료용 토양미생물제
사일리지 발효용 미생물 배양균
생물학적 조직 배양균(의료용
또는 수의과용은 제외)
생물학적 조직 배양물(의료용
또는 수의과용은 제외)
생물학적제제(의료용 또는
수의과용은 제외)
세균제제(의료용 및 수의과용은
제외)
세균학적제제(의료용 및 수의
과용은 제외)
세포배양용 생물학적 제제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은 제외)

biomass for producing bio fuels
bacterial preparations other than for
medical or veterinary use
animal nucleic acid for research
other than for medical purposes
synthetic gene for research other
than for medical purposes
soil microorganisms other than for
medical purposes
cultures of microorganisms used in
the fermentation of silage
Biological tissue cultures other than
for medical or veterinary purposes
biological tissue cultures, other than
for medical or veterinary purposes
biological preparations, other than
for medical or veterinary purposes
bacterial preparations other than for
medical and veterinary use
bacteriological preparations, other
than for medical and veterinary use
biological preparation for use in cell
cultures other than for medical or
veterinary use

수경재배용 질소균
식품 제조용 세균
식품산업용 세균배양균
식품산업용 세균제제

nitrobacteria for use in aquaculture

식품산업용 프로바이오틱
박테리아
식품산업용 프로바이오틱
세균 배양균
식품첨가용 세균배양균

probiotic bacteria for the food industry

연못관리용 미생물
연못관리용 천연미생물

micro organism for pond maintenance

bacteria for use in food manufacture
bacterial cultures for the food industry
bacterial preparations for the food
industry

probiotic bacterial cultures for the
food industry
bacterial cultures for addition to food
products

유용미생물(EM)이 첨가된
비료용 미생물
초화용(酢化用) 세균학적 제제
토양미생물제제
폐수처리용 세균
폐수처리용 세균배양균

natural microorganisms used in
pond maintenance
microorganisms for fertilizers
adding effective microorganism
(EM)
bacteriological preparations for
acetification
soil microorganisms
bacteria for wastewater treatment
bacterial cultures for wastewater
treatment

[제1류/G1007] 식물성장조정제, 식물용 미량원소제제,
토질개량제
상품의 범위
◦ 식물성장을 조절하기 위한 농업용 화학제
◦ 식물의 병을 예방하기 위한 농업용 화학제
◦ 위에 준하는 농업용 화학제 또는 화학적 물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비료(제1류/G0101)

1류 G1601
- 미생물제제(의료용 및 수의과용은 제외)(제1류/G1006)
-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제5류/G1004)

포함되는 상품(예시)
곡물용 먼지억제화학제
곡초류 질병 예방제

dust suppressing chemicals for use
on grain
chemical preparations to prevent
diseases affecting cereal plants

골프장용 토양보강제
과실성장조절제
과실숙성촉진용 호르몬

soil adjuvant for golf course

과실숙성촉진호르몬

hormones for hastening the ripening
of fruit

과학용 줄기세포
김 영양제
김성장 조절제
김성장 촉진제
농업/원예 및 임업용 화학제
(살균제/제초제/살충제 및
구충제는 제외)

stem cells for scientific purposes

농업용 세포 (의료용/수의과
용은 제외)

cell for agricultural purposes (other
than for medical or veterinary
purposes)

농업용 세포추출물(의료용/
수의과용은 제외)

cell extracts for agricultural purposes
(other than for medical or veterinary
purposes)

농업용 식물성장조절제

plant growth regulators for agricultural
use

농업용 토양보강제
농업용 토질개량제

soil adjuvant for agricultural use

농업용 화학제(살균제/제초제/
살충제 및 구충제는 제외)

agricultural chemicals, except
fungicides, herbicides, insecticides
and parasiticides

농업용 효소제

enzyme preparaions for agricultural
purposes

도로/연못 및 호수용 토양안정제

soil stabilizers for roads, ponds and
lakes

맥류 흑수병 예방제

chemical preparations to prevent
wheat blight

미네랄이 첨가된 식물강화제

preparations for fortifying plants with
minerals

발아억제제

germination inhibitors
[anti-sprouting agents]

식물 백화현상 방지용 황산철제

ferrous sulfate preparations to
prevent chlorosis in plants

식물 병원균감염 방지용 화학제

chemical preparations for preventing
pathogenic infections in plants

식물 영양제
식물강화제

plant nutrition preparations

식물보호용 병원균방지제

preparations for protecting plants
against pathogens

식물보호용 카보리네움

carbolineum for the protection of
plants

식물성장조절용 물질

substances for regulating plant
growth

식물성장조절제
식물용 미량원소제제

plant growth regulating preparations

식물용 생물자극제

biostimulants for plants

fruits growth regulating preparations
hormones for accelerating the
ripening of fruit

laver nutritive substances
laver growth regulating preparations
laver growth accelerators
chemicals for use in agriculture,
horticulture and forestry, except
fungicides, herbicides, insecticides
and parasiticides

soil conditioners for agricultural
purposes

식물용 영양제
식물육성제
식물잎 황변억제용 철황산염

nutrient preparations for plants

식물호르몬제
연구용 줄기세포
원예용 목탄
원예용 토질개량제

plant hormones (phytohormones)

원예용 화학제(살균제/제초제/
살충제 및 구충제는 제외)

horticultural chemicals, except
fungicides, herbicides, insecticides
and parasiticides

원예화분용 혼합물
유기토양개량용 분말 및 제제

horticultural potting mixtures

임업용 화학제(살균제/제초제/
살충제 및 구충제는 제외)

chemicals for use in forestry, except
fungicides, herbicides, insecticides
and parasiticides

잔디용 토양보강제
전착제
줄기세포(의료용 또는 수의과
용은 제외)
채소용 발아억제제

soil adjuvant for lawn

토양개량제용 목탄
토양개선제
토양속 물의 균일움직임 촉진용
토양 계면활성제
토양안정제

charcoal for use as a soil conditioner

토질개량제
포도나무병 예방제

soil improving agents

항병원균성 식물보호제

anti-pathogen plant-protecting
preparations

화학 토양개량제

chemical soil conditioners

plant growth promoting preparations
ferrous sulfates against yellowing of
plant leaves
stem cells for research purposes
charcoal for horticultural purposes
soil conditioners for horticultural
purposes

organic soil enhancement powders
and preparations

spreading agents
stem cells other than for medical or
veterinary purposes
anti-sprouting preparations for
vegetables
soil improving preparations
soil surfactants used to promote
uniform movement of water in soil
chemical preparations for stabilizing
soil
chemical preparations to prevent
diseases affecting vine plants

[제1류/G1503] 도자기용 유약
상품의 범위
◦ 도자기용 유약, 도자기용 점토액
◦ 위에 준하는 도자기용 유액

포함되는 상품(예시)
도자기용 유약
도자기용 점토액

ceramic glazings
china slip

preparations for fortifying plants

preparations of trace elements for
plants

[제1류/G1601] 고령토, 공업용 돌로마이트(Dolomite),
마그네사이트(Magnesite), 맥반석
상품의 범위
◦ 주로 공업용 또는 과학용으로 쓰이는 비금속광물의 원석
◦ 주로 공업용 또는 과학용으로 쓰이는 비금속광물의 반가공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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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류 G1601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광석(제6류/G1601)
- 보석의 원석(제14류/G1601)
- 미가공 또는 반가공 운모(제17류/G1601)
-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함)
(제19류/G1601)
- 미가공 산호, 미가공 해포석, 미가공 호박(제20류/G1601)

키젤석
티타나이트
합성빙정석
형석
화장품원료용 활석
활석(마그네슘 실리케이트)
훈타이트
히드로마그네사이트

kieserite
titanite
synthetic cryolite
fluorite (fluorspar)
talc for raw materials of cosmetics
talc [magnesium silicate]
huntite
hydromagnesite

포함되는 상품(예시)
2차 전지용 분상(粉狀) 흑연
2차 전지용 인조흑연

plumbago for secondary cell
batteries
artificial graphite for secondary cell
batteries

2차 전지용 천연흑연

natural graphite for secondary cell
batteries

감람석(규산염광물)
고령토
공업용 돌로마이트
공업용 소성고령토

olivine [silicate mineral]

공업용 천연흑연

natural graphite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흑연
규산질 연니(硅酸瓆軟泥)
규조토
마그네사이트
마그네사이트 클린커
맥반석
명반석(광석)
모나즈광석
바라이트(중정석)
발색용 고령토 분말
백운암
벤토나이트
보크사이트
비석(砒石)
빙정석(氷晶石)
산성점토
암염(巖鹽)
위더라이트
유황광석(비금속 광물)
인광석
전기석
제빙용 암염
제조공정용 미가공 또는 반가공
형태의 흑연
주형사(鑄型砂)
중정석(重晶石)
지리초석
천연흑연
첨정석(광석)
첨정석(산화광물)
초석(硝石)
카올린

graphite for industrial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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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류/G1817] 새잡이 끈끈이
상품의 범위
◦ 새잡이 끈끈이

china clay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dolomite for industrial purposes
calcined kaolin for industrial
purposes

- 야생동물용 덫(금속제)(제6류/G1814)
- 파리채, 포충기(제21류/G1812)
- 쥐덫(제21류/G1814)
- 새장, 애완동물용 우리(제21류/G1817)

포함되는 상품(예시)

siliceous ooze
diatomite
magnesite

새잡이 끈끈이

birdlime

magnesite clinkers
quartz (feldspar) porphyry
alunite
monaz (ores)
barytes (barite, heavy spar)
kaoline powders for color formation
dolomite
bentonite
bauxite
arsenious anhydride
cryolite
acid clay
rock salt
witherite
sulphur [non-metallic mineral]
rock phosphate
tourmaline
rock salt for deicing
graphite in raw or semi-finished form
for use in manufacture
foundry sand
barytes
salpetre
natural graphite
spinel (ores)
spinel [oxide mineral]
saltpeter
kaolin

[제1류/G210101] 화학시험지
상품의 범위
◦ 화학시험에 쓰이는 종이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부활절 달걀 착색용지(제2류/G210101)
- 방충지(제5류/G210101)
- 종이(제16류/G210101)
- 석면지(제17류/G210101)
- 벽지(제27류/G210102)

포함되는 상품(예시)
검사용 시약용지(의료용 또는
수의과용은 제외)

reagent paper for inspection (other
than for medical or veterinary
purposes)

냉각제 테스트용 시약 스트립
화학 시험지
리트머스시험지
시약용지(의료용 또는 수의과
용은 제외)
시험지(의료용 또는 수의과용은
제외)
실험장비보정용 테스트스트립

reagent strip chemical test paper for
testing of coolant

유전적일치검사용 시약용지
(의료용/수의과용은 제외)

reagent paper for genetic identity
test (other than for medical or
veterinary purposes)

litmus paper
reagent paper, other than for
medical or veterinary purposes
test paper (other than for medical or
veterinary purposes)
test strips for correcting laboratory
equipment

1류 G2401
질산지
화학시험지

nitrate paper
chemical test paper

[제1류/G2401] 미가공 인조수지, 미가공 플라스틱
상품의 범위
◦ 가공하지 않은 인조수지(미가공 플라스틱/미가공 합성수지)
◦ 위에 준하는 인조수지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포장용 플라스틱제 필름(제16류/G2401)
- 반가공 인조수지(제17류/G2401)

포함되는 상품(예시)
LED 실링용 미가공 인조수지
공업용 미가공 인조수지
공업용 미가공 플라스틱
광학렌즈용 폴리스틸렌수지
광학렌즈용 폴리티오에폭시수지
광학렌즈용 폴리티오우레탄수지
구아나민수지
규소수지
다양한 물질로 사용하는 아미노산
중합체 형태의 미가공 합성수지
화합물
단백질플라스틱
디알릴이소프탈레이트수지
디알릴프탈레이트수지
라우릴수지
로진계 인조수지(미가공)
메타크릴수지
멜라민수지
모든 형태의 미가공 플라스틱
미가공 광경화수지
미가공 규소수지
미가공 단백질플라스틱
미가공 멜라민수지
미가공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미가공 아크릴수지
미가공 에폭시수지
미가공 열가소성 수지
미가공 요소포름알데히드수지

unprocessed artificial resins for LED
ceiling
unprocessed artificial resins for
industrial purposes
unprocessed plastics for industrial
use
polystyrene resin for optical lenses
polythioepoxy resin for optical
lenses
polythiourethan resin for optical
lenses
guanamine resins
silicone resins
unprocessed synthetic resin
compounds in the form of
microspheres used to incorporate
various other substances
protein plastics
diarylisophthalate resins
diarylphtalate resins
lauryl resins
rosin based artificial resins
(unprocessed)
methacrylic resin
melamine resins
unprocessed plastics in all forms
unprocessed light curing resins
unprocessed silicone resins
unprocessed protein plastics
unprocessed melamine resins
acetate of cellulose, unprocessed
unprocessed acrylic resins
epoxy resins, unprocessed

미가공 폴리스틸렌수지
미가공 폴리아미드수지
미가공 폴리에스테르수지
미가공 폴리에틸렌수지
미가공 폴리염화비닐리덴수지

unprocessed polystyrene resins

미가공 폴리염화비닐수지

unprocessed polyvinyl chloride
resins

미가공 폴리우레탄
미가공 폴리우레탄수지
미가공 폴리초산수지

unprocessed polyurethane

미가공 폴리프로필렌수지
미가공 플라스틱
미가공 합성수지
방사선경화성 미가공 합성수지
변성폴리페닐렌옥시드수지

conductive resins, unprocessed
unprocessed phenolic resins
polymer resins, unprocessed

unprocessed polyvinyl acetate
resins
unprocessed polypropylene resins
unprocessed plastics
unprocessed synthetic resins
radiation-curable unprocessed
synthetic resins
degenerated polyphenylene oxide
resins

분말/액체 또는 페이스트
형태의 미가공 플라스틱 재료
분말/액체 또는 페이스트
형태의 처리되지 않은 형태의
미가공 플라스틱
불소수지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셀룰로오스 나이트레이트 수지
셀룰로오스 플라스틱 수지
셀룰로이드 수지
스틸렌아크릴로니트릴수지
실리콘수지
아세탈수지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틸렌
수지
안경렌즈용 폴리스틸렌수지
안경렌즈용 폴리카보네이트수지
압출코팅용 폴리에틸렌수지

unprocessed plastic materials in
powder, liquid or paste form

액정폴리머수지
에틸우레탄
에폭시 수지
열경화성 미가공 합성수지

요소포름알데히드수지
이온교환수지
제조공정용 미가공 인조수지

unprocessed artificial resin

unprocessed polyvinylidene chloride
resins

butylate resins

unprocessed urea-formaldehyde
resins

미가공 인조수지
미가공 전도성 수지
미가공 페놀수지
미가공 폴리머수지

unprocessed polyethylene resins

부틸레이트수지
분말 또는 과립의 형태의
미가공 플라스틱
분말/액체 또는 페이스트
형태의 미가공 인조수지

염화처리된 폴리염화비닐합성물

unprocessed artificial and synthetic
resins

unprocessed polyester resins

unprocessed polyurethane resins

unprocessed thermoplastic resins

미가공 인조 및 합성수지

unprocessed polyamide resins

조형화합물 제조용 미가공
합성수지
중합플라스틱

unprocessed plastic in the form of
powder or granules
unprocessed artificial resins as raw
materials in the form of powders,
liquids or pastes

plastics in unprocessed form, in
powder, liquid or paste form
fluorine resins
unsaturated polyester resins
cellulose nitrate resins
cellulose plastic resins
celluloids
styrene acrylonitrile resins
silicon resins
acetal resin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resins
polystyrene resin for glass lens
polycarbonate resin for glass lens
polyethylene resin for extrusion
coating
liquid crystal polymer resins
ethyl urethane
epoxy resins
thermally curable unprocessed
synthetic resins
chlorinated polyvinyl chloride
compounds
urea-formaldehyde resins
ion-exchange resin
unprocessed artificial resins for use
in manufacture
unprocessed synthetic resin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moulding
compounds
polymerization pla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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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류 G2401
초산비닐수지
초산셀룰로오스플라스틱스
카세인수지
페놀수지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수지
폴리벤즈이미다졸수지
폴리부틸렌수지
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수지
폴리비닐아세탈수지
폴리비닐알코올수지
폴리술폰수지
폴리스틸렌수지
폴리아릴레이트수지
폴리아미드수지
폴리에스테르수지
폴리에틸렌수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수지
폴리염화비닐리덴수지
폴리염화비닐수지
폴리초산수지
폴리카보네이트수지
폴리티오에폭시수지
폴리페닐렌설파이드수지
폴리페닐렌옥사이드수지
폴리프로포린수지
폴리프로필렌수지
퓨란수지
프로피오네이트수지
플라스틱 조형화합물 제조용
미가공 합성수지
화장품 제조용 미가공 합성수지

polyvinyl acetate
cellulose acetate plastics
casein resins
phenolic resins
polymethyl metacrylate resins
polybenzimidazol resins
polybutylene resins
polybutylene terephthalate resins
polyvinyl acetal resins
polyvinyl alcohol resins
polysulfone resins
polystyrene resins
polyallylate resins
polyamide resins

polyethtylene terephthalate resins
polyvinylidene chloride resins
polyvinyl chloride resins
polyvinyl acetate resins
polycarbonate resins
polythioepoxy resin
polyphenylene sulfide resins
polyphenylene oxide resins
polyprophorin resins
polypropylene resins
furan resins
propionate resins
unprocessed synthetic resin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plastic
molding compounds
unprocessed synthetic resin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osmetics

◦ 펄프

포함되는 상품(예시)

유사상품 심사기준

제조공정용 용해목재펄프

dissolving wood pulp for
manufacturing purposes
dissolving pulp for use in manufacture

wood pulp for manufacturing
purposes

제조공정용 용해펄프
제지용 펄프
종이 제조용 버개스 펄프

paper pulp
bagasse pulp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paper
chemimechanical pulp

케미메카니컬펄프
크라프트펄프
탈잉크 펄프
합성펄프
화학쇄목펄프
화학펄프

kraft pulp (sulphate pulp)
deinked pulp
composition pulp
chemiground wood pulp
chemical pulp

polyethylene resins

상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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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ycled paper pulp

polyester resins

[제1류/G2403] 목재펄프

넝마펄프
리파이너그라운드펄프
목재펄프
볏짚 펄프
세미케미컬펄프
셀룰로오스 펄프
소다펄프
쇄목펄프
아황산펄프
에스파르토 펄프
열기계 펄프
용해펄프
인피펄프

재활용 제지용 펄프
제조공정용 목재펄프

rag pulp
refiner ground pulp
wood pulp
straw pulp
semichemical pulp
cellulose pulp
soda pulp
groundwood pulp
sulphite pulp
esparto pulp
thermomechanical pulp
dissolving pulp
bast pulp

[제1류/G3202] 갈륨, 세륨, 수은, 우라늄, 플루토늄
상품의 범위
◦ 주로 공업용 또는 과학용으로 쓰이는 비철금속
◦ 핵 연료용 물질
◦ 위에 준하는 비철금속류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도장용/장식용/인쇄용/미술용 금속박(箔)(제2류/G1502)
- 미가공 또는 반가공 비철금속(제6류/G3202)
- 금/은/백금 및 그 합금(제14류/G4402)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돌리늄
갈륨
네오디뮴
넵투늄
라듐
란탄
레늄
루비듐
루테튬(카시오퓸)
리튬
미슈메탈
바륨
바륨인산
반도체 및 태양전지 제조에
사용되는 폴리실리콘
버클륨
비스무트
사마륨
세륨
셀레늄
수은
스칸듐
스트론튬
실리콘

gadolinium
gallium
neodymium
neptunium
radium
lanthanum
rhenium
rubidium
lutetium [cassiopium]
lithium
mischmetal
barium
barium phosphate
polysilicon for use in the manufature
of semiconductor and solar batteries
berkelium
bismuth
samarium
cerium
selenium
mercury
scandium
strontium
silicones

1류 G3404
아메리슘
아크릴실리콘
악티늄
안티몬
에르븀
우라늄
원자력에너지용 핵분열성물질
원자로용 연료
유로퓸
이테르븀
이트륨
인산리튬
인산철리튬
카시오퓸(루테튬)
칼리포르늄
퀴륨
탄소나노튜브로 구성 또는
결합된 실리콘
탈륨
테르븀
테크네튬
텔루륨
토륨
툴륨
페르뮴
폴로늄
프라세오디뮴
프란슘
프로메튬
프로탁티늄
플루토늄
홀뮴
희토류(希土類)
희토류(希土類) 금속
희토류(希土類) 금속합금

americium
acrylic silicon
actinium
antimony
erbium
uranium
fissionable material for nuclear
energy
fuel for atomic piles
europium
ytterbium
yttrium
lithium phosphate
lithium iron phosphate
cassiopium [lutetium]
californium
curium
silicon consisting of or incorporating
carbon nanotubes
thallium
terbium
technetium
tellurium
thorium
thulium
fermium
polonium
praseodymium
francium
promethium
protactinium
plutonium
holmium
rare earths
rare earth metals
alloys of rare earth metals

[제1류/G3404] 감광지, 미노광(未露光) 감광필름, 사진용
화학제
상품의 범위
◦ 주로 사진의 촬영, 현상, 인화에 쓰이는 화학적 제품
․ 직물, 종이, 플라스틱, 유리 등 재료를 구분하지 않음
◦ 위에 준하는 사진용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노광(露光)된 필름(제9류/G5204)

포함되는 상품(예시)
PDP(프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
제조용 감광성필름(노광되지
않은 것)

photosensitive dry films used in the
manufacture of PDPs (Plasma Display
Panels)

감광지
감광판
감광포일
강한 코팅층을 형성하기 위한
사진용 화학제

sensitized paper

계란지(鷄卵紙)
광도측정지
디아조용지
미노광 감광X-선필름
미노광 감광사진필름

albumenized paper

미노광 감광성 필름
미노광 감광영화필름

unexposed photosensitive films

미노광 감광필름
미노광 드라이필름
미노광 사진용 필름
미노광 영화필름
미노광 카메라필름
바리타지(紙)
사진감광유제
사진감광제
사진용 감광지
사진용 감광판
사진용 감광포
사진용 건판
사진용 내광분
사진용 미노광 필름

sensitized films, unexposed

사진용 자동조색지(調色紙)
사진용 정착액(定着液)
사진용 젤라틴
사진용 조색액(調色液)
사진용 조색염
사진용 페로타입판
사진용 펙틴(Pectin)
사진용 화학제

self-toning paper [photography]

사진용 환원제
사진인화지
사진현상액
사진현상용 화학조성물

reducing agents for use in photography

옵셋인쇄용 감광판
의료영상용 감광지

sensitized plates for offset printing

인쇄용 감광수지

photosensitive resins for printing

청사진용 용액

solutions for cyanotyping

청사진용 천

blueprint cloth

청사진지

blueprint paper

포토레지스트

photoresists

화학식 감광된 사진인화지

chemically sensitized photographic
paper

photosensitive plates
photosensitive foils
chemical preparations for use in
photography for amplified coating
layer
photometric paper
diazo paper
unexposed X-ray film
unexposed sensitized photographic
films
cinematographic film, sensitized but
not exposed
unexposed dry films
unexposed photographic films
unexposed cinematographic films
unexposed camera films
baryta paper
photographic emulsions
photographic sensitizers
sensitized photographic paper
sensitized photographic plates
sensitized cloth for photography
photographic dry plates
light resistant powder for photography
unexposed films for use in
photography
fixing baths [photography]
gelatine for photographic purposes
toning baths [photography]
toning salts [photography]
ferrotype plates [photography]
pectin [photography]
chemical preparations for use in
photography
photographic paper
photographic developers
chemical compositions for use in
developing photographs
photosensitive paper for use in
medical ima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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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류 G4003

[제1류/G4003] 유압오일
상품의 범위
◦ 유압오일

포함되는 상품(예시)
유압오일

hydraulic oils

[제1류/G4006] 부동액, 브레이크액, 유압회로용액
상품의 범위
◦ 부동액, 브레이크액, 유압회로용액
◦ 위에 준하는 기계기구용 유액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자동차연료용 화학첨가제(제1류/G1001)

포함되는 상품(예시)
부동액
브레이크액
수송기계기구 라디에이터용
부동액
수송기계기구 엔진용 냉각제
유압브레이크액
유압액
유압회로 용액
자동변속장치액
자동차브레이크용 유압액
자동차앞유리 와셔 시스템용
부동액
차량 냉각시스템용 부동액
트랜스미션액
트랜스미션오일
파워스티어링액

antifreeze
brake fluid
anti-freeze for vehicle radiators
coolants for vehicle engines
hydraulic brake fluid
hydraulic fluids
fluids for hydraulic circuits
automatic transmission fluids
hydraulic fluids for automotive brakes
anti-freeze for windscreen washer
systems
anti-freeze for vehicle cooling systems
transmission fluid
transmission oil
power steering fluid

[제1류/G5301] 특수세라믹제조용 합성물
상품의 범위
◦ 특수세라믹 제조용 합성물

포함되는 상품(예시)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된
세라믹스 제조용 합성물
소결(燒結)용 세라믹 합성물
제조공정용 세라믹 매트릭스
합성물(CMC)
특수세라믹 제조용 합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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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

compositions for the manufacture of
ceramics using nano technology
ceramic compositions for sintering
[granules and powders]
ceramic matrix composite [CMC]
materials for use in manufacture
compositions for the manufacture of
technical ceramics

제

2류

페인트, 니스, 래커; 방청제 및 목재 보존제; 착색제, 염료; 인쇄, 표시 및 판화용
잉크; 미가공 천연수지; 도장용/장식용/인쇄용/미술용 금속박(箔) 및 금속분(紛)
(Paints, varnishes, lacquers; preservatives against rust and against deterioration
of wood; colorants, dyes; inks for printing, marking and engraving; raw
natural resins; metals in foil and powder form for use in painting, decorating,
printing and art)

본류에는 주로 페인트, 착색제, 부식방지제가 포함된다.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공업용/수공업용 및 미술용 페인트, 니스 및 래커
페인트, 니스 및 래커용 희석제, 농화제, 정착제 및 건조제
목재 및 가죽용 매염제
녹방지 오일 및 목재보존용 오일
의류용 염료
식품용 및 음료용 착색제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미가공 인조수지(제1류), 반가공 수지(제17류)
금속용 매염제(제1류)
세탁용 청분(제3류)
화장품용 염료(제3류)
그림물감 통(학교에서 사용되는 용구)(제16류)
문방구용 잉크(제16류)

- 절연용 페인트 및 절연용 니스(제17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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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류 G1501

제

보존용 녹 방지제

2류

보존용 목재처리제

【포괄상품명칭 목록】
포괄상품명칭

유사군코드 (구)포괄코드

착색제
(colourants)

G1501,
G1502

N02001

도료 및 그림물감
(paints)

G1504,
G2202

N02002

부식 방지 밴드
부식 방지 용지
부식 방지제
샌드락
셸락
수송기계기구용 부식방지제
수송기계기구용 코팅제 형태의
녹억제제
울타리용 목재보존제
자동차 냉각시스템용 녹 방지제

[제2류/G1001] 미가공 천연수지, 금속보호제, 목재 보존제,
목재용 매염제, 피혁용 매염제
상품의 범위
◦ 가공하지 않은 천연수지
◦ 금속보호제
․ 주로 화학적 제품을 의미하며 유류(Oil)를 주성분으로 한 것은 방
청유로 분류함.
◦ 목재 보존제
◦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매염제
◦ 위에 준하는 화학품

anti-rust preparations (for
preservation)
wood treatment preparations for
preserving
anti-corrosive bands
anti-corrosive papers
anti-corrosive preparations
sandarac
shellac
vehicle corrosion inhibiting
preparations
rust inhibiting preparations in the
nature of a coating for use on
vehicles
wood preservatives for fencing
rust inhibitors for automobile cooling
systems

접착제 제조용 천연수지

natural resin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adhesives

천연유향(乳香)수지
카나다발삼
칼러포니
코팅제 형태의 녹방지제

mastic [natural resin]

코팅제 형태의 부식방지제
코펄
표면 코팅용 셸락
피혁용 매염제

canada balsam
colophony
rust preventatives in the nature of
coatings
corrosion inhibitors in the nature of
coatings
copal
shellac for use as a surface coating
mordants for leather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공업용 약품, 공업용 또는 과학용 화학제, 계면활성제, 금속용 매
염제(제1류/G1001)
- 방청유(제2류/G4003)
- 가정용 탈지제, 세탁용 광택제, 탈색제(제3류/G1001)
- 먼지흡착제, 먼지제거제, 윤활제(제4류/G1001)
- 타르, 피치(제19류/G1001)
- 요리용 레시틴(제29류/G1001)
- 가정용 식육연화제, 아이스크림 응고제(제30류/G1001)

포함되는 상품(예시)
공업용 매염제
금속 변색 방지제
금속 보호제
껌수지
녹 방지제
다마르
도료형태의 부식억제제
매염제
목재 보존제
목재보존용 오일
목재보존용 처리제
목재보존용 크레오소트
목재보존제용 카보닐
목재용 매염제
미가공 천연수지

mordants for use in industry
anti-tarnishing preparations for
metals
protective preparations for metals
gum resins
anti-rust preparations
dammar
corrosion inhibitors in the nature of a
coating
mordants
wood preservatives
oils for the preservation of wood
treatment preparations for preserving
wood
creosote for wood preservation
carbonyl [wood preservative]
wood mordants
natural resins, raw

[제2류/G1201, S120907, S128302] 문신잉크
상품의 범위
◦ 문신잉크

포함되는 상품(예시)
문신용 염료
문신용 잉크
문신용 착색제
문신잉크

tattoo dyes
tattoo inks
tattoo colours
tattooing ink

[제2류/G1501] 염료
상품의 범위
◦ 염료
․ 염료라 하더라도 물, 기름, 알코올 등에 녹지 않는 것은 안료로
분류함.
◦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착색제
◦ 위에 준하는 염색용 물질 또는 그 재료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용 매염제(제1류/G1001)
- 안료(제2류/G1502)
- 화장용 염료(제3류/G1201, S120907, S128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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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류 G1501
협의의 포괄명칭
염료

dyestuffs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정용 식품 착색제
건염염료
구두용 염료
꼭두서니물감
나프톨염료
남옥(藍玉)염료
남전 염료
녹반 염료
등황(藤黃) 염료
래피드염료
로그우드 추출물(염료)
리큐르용 착색제
마커 형태의 가구 복원용 착색제

food colors for domestic use

매염염료
맥아 캐러멜(식품 착색제)
맥아용 착색제
맥주용 착색제
목재용 염료
목재용 착색제
목재추출염료
바닥용 착색제
반응성 염료
버터용 착색제
분산염료
비누 제조용 염료
비누 제조용 착색제

mordant dyes

사프란(착색제)
산성매염염료
산성염료
산화염료
산화코발트(착색제)
식품 제조용 착색제

saffron [colorant]

식품 제조용 캐러멜색소

caramel colour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foodstuffs

식품용 염료(식용염료)
식품용 착색제
식품 착색제용 캐러멜
심황뿌리가루(착색제)
아닐린염료
안나토(염료)
알리자린염료
약제 제조용 착색제

food dyes [food colorants]

양전
염기성 염료(양이온 염료)
염료

sea isatis tinctoria d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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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dyes
shoe dyes
madder
naphthol dyes
aquamarine dyes
isatis tinctoria dyes
copperas dyes
orangite dyes
rapid dyes
logwood extract [dyes]
colorants for liqueurs
colorants for the restoration of
furniture in the form of markers
malt caramel [food colorant]
malt colorants
colorants for beer
dyes for wood
wood stains
wood dyestuffs
stains for use on floors
reactive dyes
colorants for butter
disperse dyes
dyes for making soap
coloran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soap
acid mordant dyes

염료목
염료목 추출물
염료용 목재
옐로우드(착색제)
오라민
유용 염료
유화염료
음료 제조용 착색제

dye-wood

음료 제조용 캐러멜색소

caramel colour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beverages

음료용 착색제
인디고(착색제)
인쇄잉크 제조용 착색제

colorants for beverages

자근(紫根)
종이 제조용 착색제

corydalis incisa dyes

직접염료
착색제용 사프란
착색제용 옐로우드
착색제용 유연(油煙)
천연염료
캐러멜(식품 착색제)
코치닐카민
페인트 제조용 착색제

direct dyes

플라스틱용 염료
플라스틱조형화합물 제조용
착색제
피혁용 착색제
합성염료
형광광택염료
형광염료
화장품 제조용 착색제

dyes for use on plastics

황화염료

sulfur dyes

dyewood extracts
wood for use as dyes
yellowwood [colorant]
auramine
oil soluble dyes
emulsion dyes
coloran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beverages

indigo [colorant]
coloran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printing ink
coloran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paper
saffron for use as a colorant
yellowwood for use as a colorant
soot [colorant]
natural dyes
caramel [food colorant]
cochineal carmine
coloran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paint
coloran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plastic molding compounds
leather stains
synthetic dyes
fluorescent brightening agents [dyes]
fluorescent dyes
coloran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osmetics

acid dyes
oxidation dyes
cobalt oxide [colorant]
coloran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food

food dyes
caramel for use as a food colorant

[제2류/G1502] 안료
상품의 범위
◦ 물, 기름 등에 녹지 않는 광물질 또는 유기질의 착색제(안료)
◦ 도장용/장식용/인쇄용/미술용 금속 박(箔) 또는 금속 분(粉)
◦ 위에 준하는 착색용 물질 또는 그 재료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turmeric [colorant]
aniline dyes
annotto [dyestuff]
alizarine dyes
coloran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pharmaceuticals
basic dyes [cationic dyes]
dyes

- 프린터 및 복사기용 내용물이 채워진 토너카트리지(제2류/
G2201)
- 비철금속박, 비철금속분(제6류/G3202)
- 금박(金箔)(제14류/G4402)

협의의 포괄명칭
안료

pigments

2류 G1504
포함되는 상품(예시)
감청(紺靑)
광명단(光明丹)
광색성 안료
군청(群靑)
군청(안료)
녹청단(錄靑丹)
도장 및 장식용 금속박 및 금속분
도장/미술 및 장식용 알루미늄분
도장/장식 및 미술용 금속박
및 금속분
도장/장식/인쇄 및 미술용
귀금속박
도장/장식/인쇄 및 미술용
귀금속박 또는 귀금속분
도장/장식/인쇄 및 미술용
귀금속분
도장/장식/인쇄 및 미술용
금속박
도장/장식/인쇄 및 미술용
금속박(箔)
도장/장식/인쇄 및 미술용
금속박(箔) 및 금속분
도장/장식/인쇄 및 미술용
금속분
도장/장식/인쇄 및 미술용
납박(箔)
도장/장식/인쇄 및 미술용 납분
도장/장식/인쇄 및 미술용
비철금속박
도장/장식/인쇄 및 미술용
비철금속박 또는 비철금속분
도장/장식/인쇄 및 미술용
비철금속분
도장용 갬보즈
도장용 구리 분말
도장용 니오븀 분말
도장용 마그네슘 분말
도장용 아연 분말
도장용 알루미늄분
도장용 은박(銀箔)
도장용 탄탈룸 분말
무기안료
미술용 금속박
색안료
시에나 토(土)
안료용 램프블랙
안료용 산화아연
안료용 은박(銀箔)
안료용 이산화티타늄

prussian blue
lead oxide dyes
photochromic pigments
ultramarine dyes
ultramarine blue as pigment
patina oxide dyes
metals in foil and powder form for
painters and decorators
aluminium powder for use in painting,
decorating and art
metals in foil and powder form for
painters, decorators and artists
metal foil for use in painting,
decorating, printing and art
precious metals in foil or powder form
for painters, decorators, printers and
artists
powders of precious metals for use
by painters, decorators, printers and
artists
metal foils for painters, decorators,
printers and artists
metal foil for painters/decorators/
printers and artists
metals in leaf and powder form for
painters, decorators, printers and
artists
metals in powder form for use in
painting, decorating, printing and art
foils of lead for painters, decorators,
printers and artists

안료용 카본블랙
애벌칠용 분
연단(鉛丹)
연백(鉛白)
열색성 안료
오렌지납
유기안료
은 페이스트
은감광유제(안료)
은분(銀粉)
인광성 안료
인쇄용 레이크
일산화납
주사(朱砂)
청색안료
티타늄화이트
호분(안료)
홍주(紅朱)
회화용 금속박 및 금속분

copper powder for painting

zinc powder for painting
aluminium powder for painting
silver foil (leaf) for painters
tantalum powder for painting
inorganic pigments
metals in foil form for painters
color pigments
sienna earth
lamp black [pigment]
zinc oxide [pigment]
silver foil (pigment)
titanium dioxide [pigment]

red lead
white lead
thermochromic pigments
orange lead
organic pigments
silver paste
silver emulsions [pigments]
silvering powders
phosphorescent pigments
printing lakes
litharge
vermilion
blue pigments
titanium white
aleurone (pigment)
lithospermum erythrorhizon pigments
metals in foil and powder form for
painters
bronze powder for painting
foils of lead alloys for painters,
decorators, printers and artists
powders of lead alloys for painters,
decorators, printers and artists

[제2류/G1504] 도료(페인트)
상품의 범위
◦ 물체 표면에 칠해 미관을 돕거나 물체를 보호하는 액체물질(도
료/페인트)
◦ 위에 준하는 도색용 물질 또는 그 재료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미술용 그림물감(제2류/G2202)
- 도료용 박리제(제3류/G1001)
- 절연도료(제17류/G3909)

포함되는 상품(예시)

niobium powder for painting
magnesium powder for painting

primary coating powder

회화용 청동분
회화용/장식용/인쇄용/미술용
연합금박
회화용/장식용/인쇄용/미술용
연합금분

powders of lead for painters,
decorators, printers and artists
nonferrous metals in foil form for
painters, decorators, printers and
artists
non-ferrous metals in foil or powder
form for painters, decorators, printers
and artists
nonferrous metals in powder form for
painters, decorators, printers and
artists
gamboge for painting

carbon black [pigment]

LED용 방열도료
가구 마감용 코팅제
가구 제조용 페인트

heat radiating coatings for LED

가구용 도료
가정용 도료
건물 외벽용 컬러페인트
건축용 도료
건축용 페인트
고무랙
공업용 도료형태의 코팅조성물

furniture paints

공업용 장비 및 기계용 페인트

paints for industrial equipment and
machinery

coatings used for furniture finishing
pain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furniture
house paint
coloured paints for facades
architectural paints
paints for construction
gum-lac
coating compositions in the nature of
paint for industrial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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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류 G1504
공업용 장비용 페인트
군용품용 위장페인트
기계용 페인트
기초도료
나무 바닥 마감용 도료
낙서방지용 코팅도료(페인트)
낙서방지용 페인트
내마모성도료
내약품도료
내열도료
내화도료
내화페인트
내후성도료
내후재용 코팅도료
냉동창고용 도료
녹방 지도료
녹방지 페인트
니스
니스(절연니스는 제외)
니스용 옻
니스정착제
단열페인트
도로표면표시용 열가소성
페인트
도료(페인트)
도료형태의 투명 및 착색코팅제
도자기용 에나멜
도장 표면준비용 초벌도료
드라이래커
래커
래커용 희석제
리포지셔너블 페인트패치
모형비행기용 페인트
목공용 페인트
목재용 니스
목재용 도료
무기질도료
무기질수성불연도료
물감 건조제
바니시
바닥보호용 니스
바닥용 도료
바닥재 페인트
바닥재용 무기질도료
바디전
발광도료
발수성 도료
발수성 코팅도료
방수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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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ts for industrial equipment
camouflage paints for military
equipment
paints for machinery
underseal
wood floor finishes
anti-graffiti coatings [paints]
paints for protection against graffiti
wear resistant paints
chemicalproof paints
heat resistant paints
coatings all having fire-retardant
properties
fireproof paint
weather resistant paints
weatherproofing coatings [paints]
paints for refrigerating warehouses
anti-rust paints
rust protecting paints
varnishes
varnishes [other than insulating
varnish]
sumac for varnishes
fixatives [varnishes]
heat insulated paints
thermoplastic paints for use in
marking road surfaces
coatings [paints]
clear and pigmented coatings in the
nature of paint
pottery enamels
primers for preparing surfaces to be
painted
dry lacquers
lacquers
thinners for lacquers
repositionable paint patches
paints for model airplanes
paints for wood working
french polish
wood coatings [paints]
mineral paints
non-flammable mineral distempers
siccatives for colours
varnish
floor protection varnishes
paints for floor
paints for floorings
mineral paints for floorings
badigeon
luminous paints
water repellent paints
coating preparations having water
repellent properties [paint]
waterproof paints

방수코팅도료
방수페인트
방습도료
방열도료
백색도료
벽지페인트
변색방지도료
부식 방지 도료
부식 방지 페인트
분말 페인트
살균도료
살균용 페인트
상업적해운용 부식방지 페인트
코팅제
색 농화제
색 희석제
석면제 페인트
석회도료
석회페인트
선박용 페인트
선저(船底)도료
세라믹 제조용 페인트
세라믹수성도료
소변방지 도료
수성도료
수성페인트
수송기계기구 섀시용 도료
수송기계기구용 보호성 투명
코팅제
수송기기 섀시용 기초도료
수영장 및 스파 유리섬유 제작용
비금속제 컬러표면코팅제
실내장식용 도료
실외용 도료
알루미늄페인트
에나멜 페인트
에나멜(니스)
역청니스
오염방지 페인트
요업용 광택 백금색페인트
요업용 금색도료
요업용 백금색도료
요업용 은색도료
요업용 페인트
우루시올 래커
유리용 에나멜페인트
유성도료
유약도료
일본식 래커(우루시)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자동차 제조용 페인트

waterproof coatings used as paints
waterproofing paints
damp proofing paints
heat radiating paints
whitewash
paints for wallpaper
anti-tarnishing paints
anti-corrosive paints
anti-corrosion paints
powdered paints
sterilising paints
bactericidal paints
corrosion inhibiting paint type coatings
for commercial marine use
thickeners for colours
thinners for colours
asbestos paints
lime wash
lime paints
paints for marine use
lower hull paints
pain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eramics
ceramic distempers
anti-urine paints
distempers
watercolour paints
paints for vehicle chassis
clear protective coatings for vehicles
undercoating for vehicle chassis
non-metallic, color surface coating
used in the fabrication of fiberglass
swimming pools and spas
interior paint
exterior paints
aluminium paints
enamel paints
enamels [varnishes]
bitumen varnish
anti-fouling paints
glossy platinum paint for ceramics
gold paint for ceramics
bright platinum for ceramics
silver paint for ceramics
ceramic paints
urushiol-based lacquers
vitreous enamel paints
oil paints
glazes [paints, lacquers]
Japanese lacquer (urushi)
paints for car refinishing
pain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automobiles

2류 G2201
자동차용 도료
자동차용 페인트
장식용 스프레이 코팅도료
장식용 스프레이 코팅제
전도성 페인트
제조용 페인트
지붕펠트용 도료
직물페인트
착색코팅도료
청동래커
초벌도료
초벌칠용 페인트
캐비닛제작용 니스
코팅용 건조제

automotive paints
paints for cars
decorative spray coatings [paints]

포함되는 상품(예시)

decorative spray coating
conductive paints

부활절 달걀 착색용지

paper for dyeing easter eggs

paints for use in manufacturing
coatings for roofing felt [paints]
fabric paints
pigmented coatings used as paints

[제2류/G2201] 인쇄잉크
상품의 범위

bronzing lacquers
primer
paint sealers
varnishes for use in cabinet making

코팅지용 래커
코펄니스
콘크리트바닥용 페인트
콘크리트산업용 에폭시도료
콘크리트용 방사선경화 코팅제
투명코팅도료
페인트 및 래커
페인트 및 퍼티용 건조제
페인트 및 퍼티용 접합제
페인트 성격의 비접착 코팅제
페인트 초벌도료
페인트 희석용 테레빈유
페인트용 건조제
페인트용 농화제(濃化劑)
페인트용 에나멜
페인트용 응집체
페인트용 접합제
페인트용 희석제
페인트희석제용 미네랄 스피릿
표면도장용 기초도료
합성수지도료
형광도료
혼합페인트
흑색옻

- 석면지(제17류/G210101)
- 벽지(제27류/G210102)

siccatives for use as drying agents
for coatings
lacquers for coating papers
copal varnish
paint for concrete floors
epoxy coating for use on concrete
industrial floors
radiation curable coatings for concrete
clear coatings used as paints
paints and lacquers
drying agents for paints and putties
agglutinants for paints and for putty
non-stick coatings in the nature of
paint
paint primers
turpentine for use as paint thinner
siccatives [drying agents] for paints
thickeners for paints
enamels for painting
agglutinates for paints
binding preparations for paints
thinners for paint
mineral spirits for use as paint thinners
undercoating for surfaces to be
painted
synthetic resin paints
fluorescent paints
mixed paints
black japan

[제2류/G210101] 부활절 달걀 착색용지
상품의 범위
◦ 부활절 달걀 착색용지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화학시험지(제1류/G210101)
- 방충지(제5류/G210101)
- 종이(제16류/G210101)

◦ 인쇄 또는 등사용 잉크
◦ 인쇄 또는 프린터용 토너 또는 토너카트리지
◦ 위에 준하는 잉크류 또는 그 보조용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사진제판용 수정잉크(제16류/G2201)
- 잉크(문방구용)(제16류/G2202)

포함되는 상품(예시)
건식 인쇄용 리필토너
건식 인쇄용 재생토너
건식 인쇄용 토너
건조잉크
금속 인쇄잉크
금속잉크
금은박 전사인쇄잉크
날염잉크
내용물이 채워진 잉크젯 카트리지
내용물이 채워진 토너카트리지
동물용 표시잉크
등사잉크
라벨인쇄잉크
레이저프린터용 내용물이
채워진 토너 카트리지
레이저프린터용 잉크
레이저프린터용 토너카트리지
(내용물이 채워진 것)
먹을 수 있는 잉크
먹을 수 있는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내용물이 채워진 것)
반도체 패키지용 표시잉크
복사기 토너
복사용 잉크
섬유인쇄용 잉크
실리콘인쇄잉크
실리콘전사인쇄잉크
실사출력용 잉크
실크스크린 인쇄용 잉크
열색성 인쇄잉크
옵셋인쇄용 잉크
요판(凹版)인쇄용 잉크
인쇄용 토너

xerographic refill toners
xerographic remanufactured toners
xerographic toners
dry inks
metallic printing inks
metallic inks
gold/silver foil decalcomania
printing inks
filled ink jet cartridges
filled toner cartridges
marking ink for animals
mimeographing ink
label printing ink
toner cartridges, filled, for laser
printers
inks for lasers printers
filled Toner cartridges for lasers
printers
edible inks
edible ink cartridges, filled, for printers
marking inks for semiconductor
packages
photocopier toner
copying inks
inks for printing textiles
sillicon printing inks
sillicon decalcomania inks
inks for printing actual images
inks for use in silk screen printing
thermochromic printing inks
offset printing inks
intaglio ink
printing t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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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류 G2201
인쇄용 페이스트(잉크)
인쇄잉크
잉크용 건조제

printers' pastes [ink]

잉크젯 프린터용 잉크
잉크젯프린터용 내용물이
채워진 토너카트리지
잉크젯플로터용 잉크
잉크젯플로터용 잉크카트리지
(내용물이 채워진 것)
전도성 잉크
직물 착색용 잉크
카트리지리필용 잉크젯잉크
컴퓨터 프린터용 잉크
텍스타일잉크
토너
특수인쇄잉크
판화용 잉크
팩시밀리용 잉크카트리지
(내용물이 채워진 것)
팩시밀리용 토너카트리지
(내용물이 채워진 것)
평판화용 잉크
프린터 및 복사기용 내용물이
채워진 토너카트리지
프린터 및 복사기용 잉크
프린터 및 복사기용 잉크카트리지
(내용물이 채워진 것)
프린터 및 복사기용 토너
프린터 및 복사기용 토너카트리지
(내용물이 채워진 것)
프린터용 내용물이 채워진 잉크
카트리지
프린터용 잉크
프린트배선판용 인쇄잉크
플라스티졸 인쇄잉크
플렉소그래픽 인쇄용 마이크로
캡슐화 향 잉크
플로터용 잉크카트리지
피혁용 잉크

ink jet printer ink

typographic ink
siccatives for use as drying agents
for inks
toner cartridges, filled, for inkjet
printers
inks for ink-jet plotters
filled ink cartridges for ink-jet plotters
conductive inks
inks for colouring textiles
ink jet inks for cartridge refills
ink for computer printers
textile inks
toners
speciality printing inks
engraving ink
filled ink cartridges for facsimile
machines
filled toner cartridges for facsimile
machines
planographic ink

ink for printers and photocopiers
ink cartridges, filled, for printers and
photocopiers
toner for printers and photocopiers
toner cartridges, filled, for printers
and photocopiers
ink cartridges, filled, for printers
printer ink
printing inks for printed wiring boards
plastisol printing inks
microencapsulated fragrance inks
for flexographic printing
ink cartridges for plotters
ink for leather

상품의 범위
◦ 유화(그림) 또는 수채화용 물감
◦ 미술용 그림물감 보조제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도료(페인트)(제2류/G1504)
- 팔레트 나이프(제8류/G2202)
- 주판, 계산자(제9류/G2202)
- 문방구(제16류/G2202)

유사상품 심사기준

마블링물감
미술 및 공예용 그림물감
미술용 그림물감
미술용 수채화 그림물감
미술용 유성물감
미술용 페인트
수성물감
수채과슈물감
수채물감
수채화 그림물감용 정착제
스테인드글라스물감
아크릴물감
염색물감
유성물감
합성수지 물감
핸드페인팅용 수성물감

marbling colors
paints for arts and crafts
paint for artists
watercolour paints for use in art
oil paints for use in art
paints for artists
water-colors [paints]
water gouache colors
watercolor paints
fixatives for watercolours
stained-glass colors
acrylic paints
dyeing colors
oil colors
synthetic resin colors
watercolour paints for use in hand
painting

[제2류/G4003] 방청유

filled toner cartridges for printers and
photocopiers

[제2류/G2202] 미술용 그림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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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는 상품(예시)

상품의 범위
◦ 오일(Oil)을 주원료로 하는 금속용 녹 방지제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보호제(제2류/G1001)

포함되는 상품(예시)
녹방지 그리스
녹방지유
부식 방지 유(油)

anti-rust greases
anti-rust oils
anti-corrosive oils

제

3류

비의료용 화장품 및 세면용품; 비의료용 치약; 향료, 에센셜 오일; 표백제
및 기타 세탁용 제제; 세정/광택 및 연마재
(Non-medicated cosmetics and toiletry preparations; non-medicated dentifrices;
perfumery, essential oils; bleaching preparations and other substances
for laundry use; cleaning, polishing, scouring and abrasive preparations)

본류에는 주로 비의료용 세면용품과 가정 및 기타 환경용 세제가 포함된다.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위생제(세면용품)
화장용 로션처리티슈
인체용 또는 애완동물용 방취제
실내방향제
손톱스티커
광택왁스
사포(砂布)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화장품 제조용 특정 성분(예: 비타민, 보존제 및 산화방지제(제1류))
제조공정용 탈지제(제1류)
굴뚝청소제(화학제)(제1류)
비인체용 또는 비동물용 방취제(제5류)
의료용 샴푸, 비누, 로션 및 치약(제5류)
금강사보드, 에머리 파일, 수공구인 회전숫돌 및 연마기구(제8류)
화장 및 세정도구(예: 메이크업브러시(제21류), 청소용 천, 패드 및 걸레
(제21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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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류 G1001

제

3류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화장용 오일(제3류/G1201, S120907, S128302)
- 향료(제3류/G1202)
- 향신료(제30류/G0404)

【포괄상품명칭 목록】

포함되는 상품(예시)

포괄상품명칭
아로마 에센셜오일
(aromatics [essential oils])
에센셜 채소오일
(essential vegetable oils)

유사군코드 (구)포괄코드
N03005
G0404,
G1201,
G1202,
S120907,
S128302

과자용 향미료(정유)
식품용 향미료(정유)
식품향미용 정유(精油)
음료용 향미료(정유)

food flavoring, being essential oils
food flavourings [essential oils]

정유로 만든 식품향미료

에센셜 오일
(essential oils)
천연 에센셜오일
(natural essential oils)

cake flavorings [essential oils]

flavourings for beverages [essential
oils]
food flavorings prepared from
essential oils

[제3류/G1001] 가정용 탈지제, 세탁용 광택제, 탈색제

세탁용 제제
(laundry preparations)
표백제 및 기타 세탁용 제제
(bleaching preparations and other
substances for laundry use)
광택용 제제
(polishing preparations)

G1001,
G1002,
G1301

N03002

◦ 주로 가정에서 세탁이나 세척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적 제제(비
누류는 제외)
◦ 위에 준하는 세탁 또는 세척용 재료

G1001,
N03001
G1201,
G1505,
G1506,
S120907,
S128302

비의료용 세면용품
(non-medicated toiletries)
세면용품
(toiletry preparations)
세정 및 광택제
(cleaning and polishing preparations)
세정/광택 및 연마재
(cleaning, polishing, scouring and
abrasive preparations)

N03003
G1201,
G1301,
G1302,
S120907,
S128302
G1201,
G1301,
G1505,
G1506

N03007

G1201,
G1301,
G1505,
G1506,
G3105

N03004

인체용 및 동물용 방취제
(deodorants for human beings or for
animals)

G1201,
G1817,
S120907,
S128302

광택 및 연마재
(polishing, scouring and abrasive
preparations)

G1505,
G1506,
G3105

상품의 범위

N03008

[제3류/G0404] 식품향미(香味)용 정유(精油)
상품의 범위
◦ 주로 식품에 향과 맛을 더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제된 향유(香油)
◦ 위에 준하는 식품용 정유(精油/Essential oils)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공업용 약품, 공업용 또는 과학용 화학제, 계면활성제
(제1류/G1001)
- 세탁용 풀(제3류/G1002)
- 세탁비누(제3류/G1301)
- 먼지흡착제, 먼지제거제, 윤활제(제4류/G1001)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정세탁용 경수연화제
가정세탁용 색상광택제

water softeners for household laundry

가정세탁용 얼룩제거제
가정세탁용 탈석회제

stain removers for household laundry

가정세탁용 표백제

bleaching preparations for household
laundry

가정용 녹제거제

rust removing preparation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정전기 방지제

antistatic preparation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제습제

de-humidifying agents for household
use

가정용 탈지제

de-greasing preparation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표백제

bleaching preparations [decolorants]
for household purposes

껌제거제

gum removing preparations

낙서제거제

graffiti removing preparations

녹제거제

rust removing preparations

니스 제거제

varnish-removing preparations

도료 제거제

paint removing compositions

도료용 리무버

paint remover

도료용 박리제(剝離劑)

paint stripping preparations

colour-brightening chemicals for
household purposes [laundry]
decalcifying preparations for
household laund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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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류 G1001
래커 제거제
마루바닥 박리제
마루용 왁스박리제

lacquer-removing preparations

먼지제거용 압축 캔공기

canned pressurized air for dusting
purposes

바닥왁스 제거제

floor wax remover

바닥용 미끄럼 방지 왁스

non-slipping wax for floors

바닥용 미끄럼 방지 용액

non-slipping liquids for floors

섬유린스(세탁용 섬유유연제)

fabric rinses (fabric softeners for
laundry use)

세정용 암모니아
세탁용 광택제
세탁용 린스제
세탁용 섬유린스
세탁용 섬유유연제
세탁용 소다
세탁용 청분(靑粉)
세탁용 표백제
세탁용 해초 젤라틴
세탁용 해초 젤라틴(푸노리)

ammonia for cleaning purposes

소다잿물
암모니아 세정제(휘발성 알칼리)

soda lye

얼룩 제거용 벤진

stain removing benzine

얼룩제거제

stain removing preparations

왁스박리제

wax stripping preparations

의류용 정전기방지 스프레이

anti-static sprays for clothing

자동차용 탈지제

degreasers for cars

자벨 수(水)

javelle water

접착제 제거제

adhesive removers

정전기 방지용 건조시트

antistatic dryer sheets

제조공정용을 제외한 탈지용제

degreasing solvents, other than for
use in manufacturing processes

제조공정용을 제외한 탈지제

degreasers, other than for use in
manufacturing processes

차아(次亞)염소산칼륨
청소용 및 먼지제거용 압축
캔공기
청소용 바닥왁스 제거제

potassium hypochloride

청소용 압축 캔공기

canned pressurized air for cleaning
purposes

청소용 탈지제
탈색 방지용 세탁용 시트
탈색제
탈지용 테레빈
탈지용 테레빈유
페인트 및 니스 박리 또는 제거제

degreasers for cleaning purposes

페인트/래커 및 니스제거제

paint, lacquer and varnish removing
compositions

표백용 소다

bleaching soda

표백용 염
피혁용 표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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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류/G1002] 세탁용 풀

floor stripping preparations
preparations for stripping wax from
floors

상품의 범위
◦ 주로 세탁이나 세탁물의 다림질에 사용하는 풀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공업용 풀(제1류/G1002)
- 세탁용 표백제(제3류/G1001)
- 가정용 풀(제16류/G1002)
- 문방구용 풀(제16류/G2202)

포함되는 상품(예시)

laundry glaze
rinsing agents for laundry
laundry fabric conditioner
fabric softeners for laundry use
washing soda, for cleaning
laundry blueing
laundry bleaching preparations

다림질용 풀
세탁용 광택풀
세탁용 아교풀
세탁용 아교풀제
세탁용 전분
세탁용 풀

smoothing preparations [starching]
starch glaze for laundry purposes
laundry sizing
laundry sizing preparations
starch for laundry purposes
laundry starch

seaweed gelatin for laundry use
seaweed gelatine for laundry use
(funori)

[제3류/G1201, S120907, S128302] 화장품

volatile alkali [ammonia] [detergent]

상품의 범위
◦ 주로 인체의 피부나 모발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신
체에 바르거나 뿌리는 물품으로 약제가 아닌 것(화장품)
◦ 인체용 방향제, 인체용 방취제
◦ 위에 준하는 화장용 물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사프롤(Safrol)(제3류/G1202)
- 가정용 청향제, 향료(제3류/G1202)
- 애완동물용 화장품(제3류/G1817)
- 의료용 방향제(제5류/G1004)
- 방취제(인체용 또는 동물용 제외)(제5류/G1005)

canned pressurized air for cleaning
and dusting purposes
floor wax removers [scouring
preparations]

color run prevention laundry sheets

협의의 포괄명칭
식물성 화장품
화장품

phytocosmetic preparations
cosmetics

포함되는 상품(예시)
1. 기초화장품 (예시)
검버섯 감소크림
검버섯 및 주근깨 감소용 화장로션

age spot reducing creams

겔아이마스크
골드크림

gel eye masks

cosmetics for golf

bleaching salts

골프용 화장품
괄사용 바디오일
기능성 화장품용 스킨케어제

leather bleaching preparations

나이트크림

night cream

colour-removing preparations
turpentine for degreasing
oil of turpentine for degreasing
varnish and paint stripping or removing
preparations

cosmetic lotions for reducing the
appearance of age spots and freckles
cosmetic skin creams containing
gold elements
body oils for guasha
functional cosmetics being skin care
preparations

3류 G1201, S120907, S128302
남성용 스킨밀크
넥팩(화장용)
노화방지 스킨케어제
노화방지용 모이스처라이저
노화방지용 화장품
노화방지크림
노화억제용 겔
눈 주위 피부 탄력용 화장크림
눈주름제거용 크림
데이크림
등산용 화장품
로션 형태의 화장품
모공수축팩(화장품)
모이스처라이저 겔
모이스처라이징 로션(화장품)
모이스처라이징 밀크
모이스처라이징 스킨로션
(화장품)
모이스처라이징 크림
모이스처라이징 크림/로션
및겔
미셀러 워터(클렌징 화장수)
미용액
미용용 겔
미용크림
배니싱크림
베이비 로션
베이비 밀크로션
베이비 오일
베이비 크림
뷰티로션
뷰티밀크
뷰티밤크림
뷰티세럼
브론저
브론징용 화장품
비거품식 화장품
비의료용 스킨세럼
비의료용 스킨케어제
비의료용 스킨크림
비의료용 스킨토너
비의료용 연고
비의료용 일회용 온열 마스크

skin milk for men
sheet masks for neck[cosmetics]
anti-aging skin care preparations
anti-aging moisturizers
anti-aging cosmetic preparations
anti-aging cream
age retardant gel
cosmetic creams for firming skin
around eyes
eye wrinkle removing creams
day creams
cosmetics for hiking
cosmetics in the form of lotions
pores tightening mask packs used
as cosmetics
moisturizer gell
moisturising lotions [cosmetic]
moisturizing milk
moisturising skin lotions [cosmetic]
moisturizing cream
moisturizing creams, lotions and
gels
micellar water
beauty liquid
beauty waters in the form of gell
beauty creams
vanishing cream
baby lotions
baby milk lotion
baby oil
non-medicated baby creams
beauty lotions
beauty milks
beauty balm creams
beauty serums
bronzers
cosmetics for bronzing
non-foaming cosmetic preparations
non-medicated skin serums
non-medicated skin care preparations
non-medicated skin creams
non medicated skin toners
ointment (not for medicinal use)
disposable steam-heated masks,
not for medical purposes

비의료용 피부자극로션

non-medicated stimulating lotions
for the skin

비의료용 화장품
비타민 함유 화장품
세럼(화장품)
스네이크오일 함유 화장수
스킨 라이트닝 크림
스킨 모이스처라이저

non-medicated toilet preparations
cosmetics containing vitamin
serums (cosmetics)
toilet water containing snake oil
skin lightening creams
skin moisturisers

스킨 모이스처라이저 마스크
스킨 브론저
스킨 클라리파이어
스킨 클렌징로션
스킨 클렌징크림
스킨 텍스처라이저
스킨라이트너
스킨로션
스킨브론징 크림
스킨용 화장오일
스킨용 화장품
스킨컨디셔너
스킨케어 및 스킨트리트먼트용
화장품
스킨케어로션
스킨케어로션(화장품)
스킨케어무스
스킨케어용 미백 에센스
스킨케어용 에어로졸 형태의
화장품
스킨케어용 화장크림
스킨케어용 화장품
스킨케어제
스킨크림
스킨토너
스킨프레쉬너(화장품)
씨씨크림
아이겔
아이로션
아이크림
어린이용 화장품
얼굴용 에센스
에테르 에센스
영양크림(화장품)
유아용 에센셜오일
유액/로션 및 에멀션 형태의
화장품
인체용 에센셜 오일
인체용 화장품
일반화장수
입술 광택제
입술 뉴트럴라이저
입술 컨디셔너
주근깨개선 크림
주름개선 크림
주름제거용 스킨케어제
천연화장품
콜드크림
큐티클 컨디셔너
큐티클연화제
큐티클오일
큐티클크림
클렌징밀크

skin moisturizer masks
skin bronzer
skin clarifiers
skin cleansing lotions
skin cleansing creams
skin texturizers
skin lighteners
skin lotions
skin bronzing creams
cosmetic oils for the skin
cosmetics for use on the skin
skin conditioners
cosmetic preparations for skin care
and skin treatment
skin care lotions
skin care lotions [cosmetic]
skin care mousse
whitening essences for skincare
cosmetic products in the form of
aerosols for skin care
cosmetic creams for skin care
cosmetic preparations for skin care
skin care preparations
skin creams
skin toners
skin fresheners [cosmetics]
CC creams
eye gels
eye lotions
eye cream
cosmetics for children
facial essences
ethereal essences
nourishing cream (cosmetics)
essential oils for baby
cosmetics in the form of milks, lotions
and emulsions
essential oils for personal use
cosmetics for personal use
common toilet water
lip glosses
lip neutralizers
lip conditioners
anti-freckle creams
anti-wrinkle creams
wrinkle removing skin care
preparations
cosmetics using natural substances
cold cream
cuticle conditioners
cuticle softeners
cuticle oils
cuticle cream
cleansing milk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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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류 G1201, S120907, S128302
퍼퓸드 페이스트
퍼퓸크림
페이셜 로션
페이셜 모이스처라이저
페이셜 스크럽
페이셜 오일
페이셜 크림
페이셜 클렌징 그레인
페이셜 클렌징밀크
페이셜 토너
페이셜 트리트먼트로션
페이셜 트리트먼트크림
페이셜 팩
페이셜에멀션
페이스 밀크 및 로션
페이스 및 바디로션
페이스 및 바디밀크
페이스 및 바디용 미용크림
페이스 및 바디케어용 로션
페이스 및 바디케어용 화장크
림 및 로션
페이스 및 바디크림
페이스 오일
페이스/핸드 및 바디케어용
화장크림 및 겔
프라이머 화장품
피부국소용 주름최소화 화장품
피부미백제
피부미백크림
피부세안용 폼
피부용 화장오일
피부용 화장크림
피부유연제
피부재생용 화장품
핸드로션
핸드스크럽
핸드크림
화장수
화장용 검버섯 감소크림
화장용 겔
화장용 겔 아이패치

perfumed paste
perfumed creams
facial lotions
facial moisturisers
facial scrubs
facial oils
facial cream
facial cleansing grains
facial cleansing milk
facial toners
facial treatment lotion
facial treatment cream
facial packs
facial emulsions
face milk and lotions
face and body lotions
face and body milk
face and body beauty creams
lotions for face and body care
cosmetic creams and lotions for face
and body care
face and body creams
face oils
cosmetic creams and gels for the
face, hands and body
make-up primer
wrinkle-minimizing cosmetic
preparations for topical facial use
skin whitening preparations
cream for whitening the skin
skin cleansing foams
cosmetic oils for the epidermis
cosmetic creams for the skin
skin emollients
cosmetic preparations for skin
renewal
hand lotions
hand scrubs
hand cream
toilet water
age spot reducing creams for
cosmetic use
beauty gels

화장용 그리스

gel eye patches for cosmetic
purposes
hydrogen peroxide for cosmetic
purposes
greases for cosmetic purposes

화장용 나리싱크림

cosmetic nourishing creams

화장용 노화방지크림

anti-aging creams for cosmetic use

화장용 노화억제용 겔

age retardant gels for cosmetic use

화장용 노화억제용 로션

age retardant lotions for cosmetic
use
eye compresses for cosmetic
purposes
lavender oil for cosmetic use

화장용 과산화수소

화장용 눈습포제
화장용 라벤더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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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용 레티놀크림
화장용 로션
화장용 마사지 크림
화장용 마스크
화장용 마스크팩
화장용 모이스처라이징겔
화장용 모이스처라이징제
화장용 바셀린
화장용 베이비 로션
화장용 베이비 파우더
화장용 세럼
화장용 수렴제
화장용 스킨마스크
화장용 스킨컨디셔닝크림
화장용 스킨케어로션
화장용 스킨프레시너
화장용 시트마스크
화장용 아몬드유
화장용 알로에베라제
화장용 액상 및 고형 스킨크림
화장용 에센셜오일
화장용 오일
화장용 입술보호제
화장용 장미 오일
화장용 주근깨 방지용 크림
화장용 주름방지 크림
화장용 착색제
화장용 컴플렉싱 크림

retinol cream for cosmetic purposes
lotions for cosmetic purposes
cosmetic massage creams
beauty masks
mask pack for cosmetic purposes
moisturizing gels [cosmetic]
moisturizing preparations [cosmetic]
petroleum jelly for cosmetic purposes
baby lotions [toiletries]
baby powder [toiletries]
serums for cosmetic purposes
astringents for cosmetic purposes
skin masks for cosmetic use
skin conditioning creams for
cosmetic purposes
cosmetic skin care lotions
cosmetic skin fresheners
sheet masks for cosmetic purposes
almond milk for cosmetic purposes
aloe vera preparations for cosmetic
purposes
skin creams in liquid and solid form
(for cosmetic use)
essential oils for cosmetic purposes
oils for cosmetic purposes
cosmetic lip care preparations
rose oil for cosmetic purposes
anti-freckle creams for cosmetic use
anti-wrinkle creams for cosmetic use
colorants for toilet purposes
fair complexion creams for cosmetic
use

화장용 콜드크림
화장용 콜라겐제

cold creams for cosmetic purposes

화장용 큐티클제거제

cuticle removing preparations for
cosmetic use

화장용 크림
화장용 크림 및 로션
화장용 클렌징 유액
화장용 클렌징 크림

cosmetic creams

화장용 토너
화장용 페이셜 마스크
화장용 페이셜 모이스처라이저
화장용 페이셜 토너
화장용 페이셜에멀션
화장용 페이셜제
화장용 페이셜케어제
화장용 페이셜필제
화장용 페이스/바디 및 핸드용
토닝로션
화장용 페이스크림
화장용 핸드크림
화장제거용 겔

collagen preparations for cosmetic
purposes

cosmetic creams and lotions
cleansing milk for toilet purposes
cleansing cream for cosmetic
purposes
toners for cosmetic use
cosmetic facial masks
cosmetic facial moisturizers
cosmetic facial toners
facial emulsions for cosmetic use
cosmetic facial preparations
cosmetic facial care preparations
facial peel preparations for cosmetic
use
toning lotions for the face, body and
hands for cosmetic use
face creams for cosmetic use
cosmetic hand creams
make-up removing gels

3류 G1201, S120907, S128302
화장제거용 로션
화장제거용 밀크
화장제거용 밀크/겔/로션 및
크림
화장제거제

make-up removing lotions
make-up removing milks
make-up removing milk, gels, lotions
and creams
make-up removing preparations

2. 메이크업 화장품 (예시)
네일에나멜
네일에나멜 리무버
네일용 화장품
네일젤 리무버
네일젤 제거제
눈 화장품
눈썹용 겔
눈썹용 연필
눈썹용 착색제
눈썹용 화장품
눈썹페인트
눈용 메이크업 화장품
눈용 연필
롱래쉬 마스카라
루스 페이스 파우더
루스파우더
루즈
리퀴드 루즈
리퀴드 아이라이너
리퀴드 파운데이션
립 글로스 팔레트
립 틴트
립글로스
립라이너
립밤
립스틱
립크림
립펜슬
립프라이머
마감칠용 매니큐어
마스카라
마스카라베이스
매니큐어
매니큐어 밑칠제
매니큐어 제거용 펜
매니큐어 제거제
매니큐어 탑코트
매니큐어용 에나멜
매니큐어용 펜
메이크업 리무빙 크림
메이크업 베이스
메이크업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화장품
미주오시로이(액체파운데이션)
바스마(화장용 염료)

nail enamel
nail enamel removers
nail cosmetics
gel nail removers
preparations for removing gel nails
eye make-up
eyebrow gel
eyebrow pencils
eyebrow colors
eyebrow cosmetics
eyebrow paints
eyes make-up
eyes pencils
long lash mascaras
loose face powders
loose powder
rouge
liquid rouge
liquid eyeliners
liquid foundation
lip gloss palettes
lip tints
lip gloss
lip liner
lip balm
lipsticks
lip cream
lip pencils
lip primer
nail polish top coat
mascara
mascara base
nail polish
nail polish base coat
nail polish remover pens
nail varnish removers
topcoat for manicure
enamel for manicure
nail polish pens
make-up removing creams
make up bases (cosmetics)
make-up foundations
make-up
mizu-oshiroi [liquid foundation]
basma [cosmetic dye]

백분(白粉)
볼연지
볼터치
볼터치용 연필
브릴리언틴
비비크림
비의료용 립밤
비의료용 입술보호제
속눈썹용 틴트
속눈썹용 화장품
손톱강화용 로션
손톱강화제
손톱건조용 화장품
손톱겔
손톱광택 제거제
손톱광택용 파우더
손톱광택제
손톱광택제 및 손톱광택제거제
손톱글리터
손톱래커(화장품)
손톱버핑제
손톱손질제
손톱염색제
손톱영양제
손톱오일
손톱용 반짝이
손톱용 프라이머
손톱칼라
손톱컨디셔너
손톱크림
손톱탈색제
손톱페인트(화장품)
쌍꺼풀 형성액
쌍꺼풀용 화장품
아이라이너
아이라이너용 연필
아이래쉬 렝쓰너
아이메이크업 리무버
아이브라이트너
아이섀도
아이섀도 팔레트
아이트리트먼트크림
아이펜슬
안면혈색관리크림
어린이용 색조화장품
연극용 메이크업화장품
연필 및 파우더 형태의 눈썹
염색제
인조 피(연극 메이크업화장품)
입술 착색제(화장품)
입술 피부보호제(화장품)
입술용 연필

white face powder
cheek colors
blush
blush pencils
brilliantine
blemish balm creams
non-medicated lip balms
non-medicated lip care preparations
eyelash tint
cosmetic preparations for eyelashes
lotions for strengthening the nails
nail strengtheners
cosmetic preparations for nail drying
nail gel
nail-polish removers
nail polishing powder
nail polishes
nail polish and nail polish remover
nail glitters
nail lacquer (cosmetics)
nail buffing preparations
nail care preparations
nail colorants
nutritional cosmetic preparations for
nails
oils for nail
nail glitter
nail primer [cosmetics]
nail colors
nail conditioners
nail cream
nail decolorants
nail paint [cosmetics]
liquid for making double eyelids
eyelid doubling makeup
eye liner
eyeliner pencils
eyelash lengtheners
eye make-up removers
eye brightners
eye shadow
eyeshadow palettes
eye treatment creams
eye pencils
fair complexion cream
colour cosmetics for children
theatrical makeup
eyebrow colors in the form of pencils
and powders
fake blood [theatrical make-up]
lip stains [cosmetics]
lip skin protecting materials
(cosmetics)
pencils for the l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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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용 자외선차단제(화장품)
입술용 포마드
장식용 화장품
점 및 반점용 컨실러
종이제 페이스 파우더
커버업크림
컨실러
컨실러(화장품)
콤팩트용 고형분
콤팩트용 메이크업 화장품
크림 파운데이션
크림같은 루즈
크림같은 파운데이션
크림같은 페이스파우더
크림타입 루즈
파우더코팅지 형태의 페이스
파우더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크림
페이셜 메이크업화장품
페이셜 컨실러
페이스 및 바디 글리터
페이스 및 바디용 메이크업
화장품
페이스 및 바디용 메이크업제제

sun protectors for lips [cosmetics]

페이스 파우더
페이스 페인트
페이스글리터
페이스트 파우더 형태의 메이크업
화장품
페이스트 형태의 페이스 파우더
포마드
프레스트 페이스파우더
헤나(화장용 염료)
화장용 글리터
화장용 루즈
화장용 립크림
화장용 매니큐어
화장용 바디마스크
화장용 바디페인트
화장용 백분
화장용 백악(白堊)
화장용 손톱손질제
화장용 손톱크림
화장용 스탬프(내용물이
채워진 것)
화장용 스틱포마드
화장용 스팟제거용 크림
화장용 아이겔
화장용 액체 라텍스 바디페인트

face powders

화장용 얼굴 파우더
화장용 연필

cosmetic face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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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mades for lips
decorative cosmetics
concealers for spots and blemishes
face-powder on paper
cover-up cream
concealers
concealers [cosmetics]
solid powder for compacts [cosmetics]
make-up for compacts
cream foundation
creamy rouges
creamy foundation
creamy face powder
creamy rouge
face powder in the form of powdercoated paper
foundation
foundation creams
facial make-up
facial concealer
face and body glitter
make-up for the face and body
make-up preparations for the face
and body
face paints
face glitter
make-up bases in the form of pastes
face powder in the form of paste
pomades
pressed face powder
henna [cosmetic dye]
glitter for cosmetic purposes
cosmetic rouges
lip creams for cosmetic use
nail varnish for cosmetic purposes
body masks for cosmetic use
body paint for cosmetic purposes
cosmetic white face powder
chalk for cosmetic use
cosmetic nail care preparations
nail creams for cosmetic use
cosmetic stamps, filled
stick pomades for cosmetic use
cosmetic creams for removing spot
eye gels for cosmetic use
liquid latex body paint for cosmetic
purposes
cosmetic pencils

화장용 염료
화장용 크림 파운데이션
화장용 크림타입 파운데이션
화장용 탤컴파우더
화장용 파우더
화장용 퍼퓸드 탤컴파우더

cosmetic dyes
cream foundation (for cosmetic use)
creamy foundation (for cosmetic
use)
talcum powder, for toilet use
make-up powder
perfumed talcum powder for cosmetic
use

화장용 페이스 파우더 페이스트

face powder paste for cosmetic
purposes

화장용 페이스파우더
화장용 프라이머
화장용 헤나
화장품을 포함한 콤팩트

face powders for cosmetic use
make-up primers
henna for cosmetic purposes
compacts containing make-up

3. 바디화장품 (예시)
각질제거용 바디로션
각질제거용 스크럽(화장용)
각질제거용 젤시트(화장용)
각질제거용 크림
각질제거용 파우더
각질제거용 팩
각질제거용 화장수
각질제거용 화장품
각질제거제
거품 목욕제
내수선스크린제
마사지 왁스
마사지용 겔
마사지용 괄사오일
마사지용 오일
마사지용 오일 및 로션
마사지용 화장품
면도용 겔
면도용 무스
면도용 밤
면도용 제제
모이스처라이징 바디로션
(화장품)
목욕 및 샤워용 겔
목욕용 염
목욕용 오일
목욕용 파우더
목욕용 플레이크
목욕용 화장품
미용 마사지양초
바디 글리터
바디 및 뷰티케어용 화장품
바디 방취제(향수)
바디 스크럽
바디 파우더
바디로션
바디마사지크림

exfoliant body lotions
exfoliating scrubs for cosmetic
purposes
exfoliant gelsheet for cosmetic
purposes
exfoliant creams
exfoliant powders
exfoliant packs
exfoliant toilet waters
exfoliant cosmetics
cuticle removing preparations
bubble bath preparations
water-resistant sunscreen
massage waxes
massage gel
guasha oil for massage
massage oil
massage oils and lotions
cosmetics for massage
shaving gel
shaving mousse
shaving balms
shaving preparations
moisturising body lotions [cosmetic]
bath and shower gels
bath salts
bath oil
bath powder
bath flakes
cosmetic preparations for baths
massage candles for cosmetic
purposes
body glitter
body and beauty care cosmetics
body deodorants [perfumery]
body scrubs
body powder
body lotion
body massage cr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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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마스크로션
바디마스크크림
바디메이크업 화장품
바디밀크
바디밤
바디스프레이
바디안에센스
바디에멀션
바디에센스
바디오일
바디케어용 미용크림
바디케어용 방취제
바디케어용 화장품
바디크림
바디토너
발한방지제
방수 선스크린제
방향용 바디스프레이
배스겔
배스로션
배스밀크
배스붐
배스비드
배스오일
배스크리스탈
배스크림
배스펄
배스폼
배스피지
배스허브
베이비 선크림
베이비 파우더
뷰티케어용 화장품
비의료용 거품목욕제
비의료용 기저귀 발진용 연고
및 로션
비의료용 기저귀 발진크림
비의료용 마사지제
비의료용 맨톨입욕제
비의료용 목욕 및 샤워용 겔
비의료용 목욕염
비의료용 목욕파우더
비의료용 바디입욕제
비의료용 바디케어제
비의료용 발케어제
비의료용 발한억제제
비의료용 배스 및 샤워겔 및 염
비의료용 배스오일 및 목욕용 염
비의료용 배스허브

body mask creams

비의료용 선번예방 및 트리트
먼트연고

non-medicated ointments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sunburn

make-up for the body

비의료용 선블록제

sun block preparations (not for
medicinal use)
sun block for the skin (not for
medicinal use)
non-medicated sun care preparations

body mask lotions

body milk
body balm
body sprays
badian essence
body emulsions
body essence
body oils
beauty creams for body care
deodorants for body care
cosmetic preparations for body care
body creams
toners for the body
anti-perspirants
waterproof sunscreen
scented body sprays
bath gels
bathing lotions
bath milks
bath bombs
bath beads
bath oils
bath crystals
bath creams
bath pearls
bath foam
bath fizzies
bath herbs
baby suncreams
baby powder
beauty care cosmetics
non-medicated bubble bath
preparations
non-medicated diaper rash ointments
and lotions
non-medicated diaper rash cream
non-medicated massage
preparations
menthol bath preparations, not for
medical purposes
bath and shower gels, not for medical
purposes
non-medicated bath salts
non-medicated bath powders
non-medicated body soaks
non-medicated body care
preparations
non-medicated foot care preparations
non-medicated antiperspirants
bath and shower gels and salts, not
for medical purposes
bath oils and bath salts, not for
medical purposes
bath herbs, not for medical purposes

비의료용 선블록크림
비의료용 선케어제
비의료용 선크림
비의료용 선탠크림

sun creams (not for medicinal use)
tanning creams (not for medicinal
use)
bath preparations, not for medical
purposes
non-medicated foot lotions

비의료용 입욕제
비의료용 풋 로션
비의료용 풋 소크
비의료용 풋 크림
비의료용 풋파우더
살균성 면도석
살균성 명반석
샤워 및 목욕제
샤워겔
샤워겔/크림 및 오일
샤워제
샤워코롱
샤워크림
샤워폼
샤워폼 및 배스폼
선번방지용 화장품

non-medicated foot soaks
non-medicated foot creams
foot powder, non-medicated
shaving stones [astringents]
alum stones [astringents]
bath and shower preparations
shower gel
shower gels, creams and oils
shower preparations
after-shower cologne
shower creams
shower foam
shower and bath foam

선번완화용 비의료용 제제
선블록로션
선블록화장품
선스크린 로션(화장품)
선스크린 밀크(화장품)
선스크린 오일(화장품)
선스크린 크림
선스크린제
선스크린제 함유 화장용 폼
선스크린젤(화장품)
선스프레이
선케어 로션
선케어제
선크림
선탠 로션
선탠 로션(화장품)
선탠 밀크
선탠 오일 및 로션
선탠 오일(화장품)
선탠 크림
선탠 크림 및 로션
선탠겔(화장품)
선탠용 화장크림/로션 및
기타제제
선탠촉진/강화 또는 확장용
스킨겔

cosmetic preparations against
sunburn
non-medicated preparations for the
alleviation of sunburn
sun-block lotions
sun block [cosmetics]
sunscreen lotion (cosmetics)
sunscreen milk (cosmetics)
sunscreen oil (cosmetics)
sunscreen cream
sunscreen preparations
cosmetic foams containing
sunscreens
sunscreen gels (cosmetics)
sun sprays
sun care lotions
sun care preparations
sun creams
sun tan lotion
cosmetic suntan lotions
sun tan milk
sun-tanning oils and lotions
tanning oils [cosmetics]
tanning creams
sun-tanning creams and lotions
tanning gels [cosmetics]
cosmetic creams, lotions and other
preparations for sun tanning
skin gels for accelerating, enhancing
or extending t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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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라이트 감소용 로션
셀프태닝로션(화장품)
셀프태닝제(화장품)
셀프태닝크림
셰이브크림
셰이빙로션
셰이빙크림
셰이빙폼
스킨용 선스크린 및 선블록제
패치
스킨용 선스크린 및 선블록제
화장용 패치
스파용 화장품
애프터선 겔(화장품)
애프터선 로션(화장품)
애프터선 모이스처라이저
애프터선 밀크(화장품)
애프터선 오일(화장품)
애프터선 크림 및 제제
애프터선 크림(화장용)
애프터셰이브 로션
애프터셰이브 모이스처라이징
크림
애프터셰이브 에멀션
애프터셰이브 젤
애프터셰이브 코롱
애프터셰이브 크림
애프터셰이브 향유
애프터셰이브제
액체 및 고체형태의 피부크림
얼굴 자외선 차단용 화장용
페이스트
오데코롱
유아용 거품목욕제
유아용 바디밀크
의료용을 제외한 마사지 젤

lotions for cellulite reduction
self-tanning lotions [cosmetic]
self-tanning preparations [cosmetics]
self-tanning creams
shave creams
shaving lotions
shaving cream
shaving foam
patches containing sun screen and
sun block for use on the skin
cosmetic patches containing
sunscreen and sun block for use on
the skin
cosmetics for spa
after-sun gels [cosmetics]
after-sun lotions (cosmetics)
after sun moisturisers
after-sun milk [cosmetics]
after-sun oils [cosmetics]
after-sun creams and preparations
after sun creams(cosmetics)
after-shave lotions
aftershave moisturising cream
after-shave emulsions
after-shave gel
aftershave cologne
after-shave creams
after-shave balms
aftershave preparations
skin creams in liquid and solid form
cosmetic paste for application to the
face to counteract glare
eau de cologne
baby bubble bath
baby body milks
massage gels, other than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을 제외한 크림

balms, other than for medical
purposes

인체용 발한억제제
인체용 발한억제제 및 방취제

antiperspirants for personal use

인체용 방취제
인체용 방취제 및 청향제용
바디스프레이
임신기간 건성피부용 화장품

deodorant for personal use

제모 및 각질제거제

depilatory and exfoliating
preparations

제모제(화장품)
체중감량용 화장품

depilatory products (cosmetics)

코롱
코롱워터
태양광선 피부보호용 화장품

colog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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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perspirants and deodorants for
personal use
body sprays used as personal
deodorants and fragrances
cosmetic preparations for dry skin
during pregnancy

cosmetic preparations for slimming
purposes
cologne water
cosmetic preparations for protecting
the skin from the sun's rays

페이스 및 바디용 비의료용
스크럽
페이스/바디 및 핸드용 토닝로션
폼배스
풋 스크럽
프리셰이브크림
피부광택용 쌀겨(아라이 누카)
항기나는 목욕염
향기나는 바디용 로션 및 크림
향기요법용 에센셜오일
향기요법용 에센셜오일 기반
크림
화장용 가슴퍼밍제
화장용 거품목욕제
화장용 국소피부 스프레이

non-medicated scrubs for face and
body
toning lotion, for the face, body and
hands
foam bath
foot scrubs
pre-shave creams
skin polishing rice bran (arai-nuka)
scented bathing salts
scented body lotions and creams
essential oils for aromatherapy use
essential oil-based creams for
aromatherapy use
cosmetic breast firming preparations
bubble bath for cosmetic use
topical skin sprays for cosmetic
purposes

화장용 냉각 스프레이

cooling sprays for cosmetic
purposes

화장용 목욕염
화장용 목욕제 티
화장용 목욕파우더
화장용 바디마스크로션
화장용 바디마스크크림
화장용 바디마스크파우더

cosmetic bath salts

화장용 바디버터
화장용 바디스크럽
화장용 바디스프레이
화장용 바디에멀션
화장용 바디파우더
화장용 바디페인팅
화장용 발한억제제
화장용 배스오일
화장용 배스크리스탈
화장용 배스펄
화장용 선밀크로션
화장용 선블록제

body butter for cosmetic use

화장용 선스크린 로션
화장용 선스크린 크림
화장용 선스크린제
화장용 선오일
화장용 선케어제
화장용 선케어크림
화장용 선탠오일
화장용 선탠제

sunscreen lotions for cosmetic use

화장용 셀룰라이트 감소용 로션

lotions for cellulite reduction for
cosmetic use

화장용 셀룰라이트 감소용 크림

creams for cellulite reduction for
cosmetic use

화장용 셀프태닝제
화장용 자외선차단오일
화장용 자외선차단제
화장용 코코아버터

self-tanning preparations [cosmetic]

bath tea for cosmetic purposes
bath powder [cosmetics]
body mask lotions for cosmetic use
body mask creams for cosmetic use
body mask powders for cosmetic
use
body scrubs for cosmetic use
body sprays for cosmetic use
body emulsions for cosmetic use
body powders for cosmetic use
body paintings for cosmetic purposes
antiperspirants [toiletries]
bath oils for cosmetic purposes
bath crystals for cosmetic use
bath pearls for cosmetic use
cosmetic sun milk lotions
sun block preparations for cosmetic
use
sunscreen creams for cosmetic use
cosmetic sunscreen preparations
cosmetic sun oils
sun care preparations [cosmetics]
suncare lotions for cosmetic use
suntan oils for cosmetic purposes
sun-tanning preparations [cosmetics]

sun protection oils [cosmetics]
cosmetic sun-protecting preparations
cocoa butter for cosmetic purposes

3류 G1201, S120907, S128302
화장용 태닝밀크
화장용 표백제

tanning milks [cosmetics]

화장용 피부유연제
화장용 해초
화장용 향기요법용 로션

skin emollients for cosmetic use

화장용 향기요법용 오일
화장용 향기요법용 크림

bleaching preparations
[decolorants] for cosmetic purposes
seaweed for cosmetology
aromatherapy lotions (for cosmetic
use)
aromatherapy oils (for cosmetic use)
aromatherapy creams (for cosmetic
use)

4. 두발 및 두피화장품 (예시)
남성용 헤어드레싱
두피보호로션(비의료용)

hair dressings for men

두피보호크림(비의료용)

scalp protective creams(not for
medical use)

두피용 화장품
두피촉진영양제(비의료용)

cosmetics for scalp

두피토너(비의료용)
면도 및 애프터셰이브제
모발 광택제
모발 및 두피용 화장품

toners for scalp(not for medical use)

모발 보존처리제

hair preservation treatment
preparations

모발 보호용 겔
모발 보호용 크림
모발 염료
모발 염색 및 탈색제

hair protection gels

모발 염색 및 표백제
모발 염색제 제거제
모발 정착제
모발 파마 및 세팅제
모발강화 트리트먼트로션
모발고정제(헤어스타일링제)
모발관리용 배스오일
모발염색로션
모발염색용 헤어크림
모발염색제
모발염착제
모발영양제
모발용 과산화수소
모발용 스트레이트제
모발용 염색약
모발용 오일
모발용 웨이브제
모발용 유액
모발용 착색제
모발용 틴트제
모발용 파우더
모발용 퍼머넌트웨이빙제

scalp protective lotions(not for medical
use)

scalp stimulating preparations(not
for medical use)
shaving and after-shave preparations
hair glaze
cosmetic preparations for the hair
and scalp

hair protection creams
hair dyes
hair coloring and hair decolorant
preparations
hair dyes and bleaching products
colour-removing preparations for
hair
hair fixers
preparations for perming and setting
the hair
hair strengthening treatment lotions
hair fixers [hair styling preparations]
oil baths for hair care
colouring lotions for the hair
hair creams for dying
hair colorants
fixers for hair dyeing
hair care agents
hydrogen peroxide for use on the hair
hair straightening preparations
tints for the hair
hair oils
hair waving preparations
hair milk
colouring agents for hair
hair tinting preparations
hair powders
preparations for the permanent
waving of hair

모발용 포마드
모발용 표백제
모발용 화장품
모발웨이브 및 모발세팅제

hair pomades

모발웨이브 및 세팅제
모발유연제
모발윤기제
모발제거용 크림
모발중화제
모발코팅용 폴리머
모발탈색제
베이럼
베이비 헤어젤
비의료용 두피 트리트먼트크림

hair waving and setting preparations

비의료용 비듬로션
비의료용 비듬크림
비의료용 스킨/헤어 및 두피
케어용 제제
비의료용 헤어로션
비의료용 헤어밤
비의료용 헤어케어제
비의료용 헤어회복로션
빈수크아부라(일본식 헤어고정
오일)
스타일링 겔
스타일링 로션
스타일링무스
스틱 포마드
육모제(의약품은 제외)
일본식 모발 고정용 오일
체모제거용 왁스 스트립
콜드퍼머용액
콧수염용 왁스
탈모용 왁스
탈모용 크림
탈모제
턱수염용 로션
턱수염용 염료
파마액
파마약
파마중화제
파마컬링제
퍼머넌트웨이빙 및 컬링제
퍼머넌트웨이빙로션
프리셰이브 및 애프터셰이브제
피부각질제거제
햇빛으로부터의 모발보호용
제제

bleaching preparations for the hair
cosmetic preparations for the hair
hair waving and hair setting
preparations
hair emollients
hair frosting preparations
hair removing cream
hair relaxing preparations
polymer for hair coating
color-removing preparations for hair
bay rums
baby hair gell
non-medicated scalp treatment
creams
dandruff lotions (not for medical
treatment)
dandruff creams (not for medical
treatment)
non-medicated preparations for the
care of skin, hair and scalp
non-medicated hair lotions
non-medicated balm for hair
non-medicated hair care
preparations
non-medicated hair restoration
lotions
bintsuke-abura [Japanese hair
fixing oil]
styling gels
styling lotions
styling mousse
stick pomade
hair care preparations, not for
medical purposes
Japanese hair fixing oil
wax strips for removing body hair
cold waving solutions
moustache wax
depilatory wax
depilatory creams
depilatory preparations
lotions for beards
beard dyes
permanent solutions
permanent wave preparations
neutralizers for permanent waving
permanent curling preparations
permanent waving and curling
preparations
permanent waving lotions
pre-shave and after-shave
preparations
skin exfoliants
preparations for protecting the hair
from the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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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류 G1201, S120907, S128302
헤어 스타일링 페이스트
헤어 텍스처라이저
헤어겔
헤어겔 및 헤어무스
헤어나리셔
헤어래커
헤어로션
헤어마스카라
헤어마스크
헤어모이스처라이저
헤어무스
헤어발삼
헤어밤
헤어세럼
헤어세팅제
헤어스타일링 겔
헤어스타일링 스프레이
헤어스타일링용 무스 및 겔
헤어스타일링제
헤어스프레이
헤어스프레이 및 헤어겔
헤어에센스
헤어에센스 미스트
헤어왁스
헤어컨디셔닝 오일
헤어컬링제
헤어케어로션
헤어케어용 배스오일
헤어케어용 화장품
헤어케어제
헤어케어크림
헤어크림
헤어토닉
화장용 모발 손질제인 모발
안정제
화장용 모발관리용 배스오일

styling paste for hair

화장용 모발유연제
화장용 모발포마드
화장용 베이럼
화장용 비의료용 헤어트리트
먼트제
화장용 염색제

hair emollients for cosmetic use

화장용 탈모제
화장용 포마드
화장용 헤어드레싱제제
화장용 헤어로션
화장용 헤어성장방지제
화장용 헤어크림
화장용 헤어토닉

hair texturizers
hair gel
hair gel and hair mousse
hair nourishers
hair lacquers
hair lotions
hair mascara
hair masks
hair moisturizers
hair mousse
hair balsam
hair balms
hair serums
preparations for setting hair
hair styling gel
hair styling spray
hair styling mousse and gels
hair styling preparations
hairspray
hair sprays and hair gels
hair ess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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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용 향수
티슈 및 향수용 향수추출물

fragrances for personal use

퍼퓸 바디스프레이
퍼퓸드 탤컴파우더
풋방취용 스프레이
향분
향수
향수 및 코롱
향수 및 화장수
헬리오트로핀
화장용 허브추출물

perfume body sprays

perfumed powder
body deodorants in pill form
liquid perfumes
feminine deodorant sprays
eau de toilette
eau de parfum
perfumes for babies
deodorants for personal use
[perfumery]
perfumed extracts for tissues and
perfumes
perfumed talcum powder
foot deodorant sprays
perfumed powders
perfume
perfumes and colognes
perfumes and toilet waters
heliotropine
herbal extracts for cosmetic purposes

hair wax
oils for hair conditioning
hair curling preparations

[제3류/G1202] 향료
상품의 범위

hair care lotions
bath oils for hair care
cosmetic preparations for hair care
hair care preparations
hair care creams
hair creams
hair tonic
hair stabilizers in the nature of
cosmetic hair care preparations
oil baths for hair care for cosmetic
use
hair pomades for cosmetic use

◦ 천연향료
◦ 향료 또는 향수용 천연재료
◦ 화장용과 의료용을 제외한 인조향료(방향제)
◦ 위에 준하는 방향용 물질 또는 그 재료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식품향미용 정유(제3류/G0404)
- 향수, 화장용 향유(제3류/G1201, S120907, S128302)
- 의료용 방향제(제5류/G1004)

포함되는 상품(예시)

bay rums for cosmetic use

가열시 향이 나는 방향용 오일

non-medicated hair treatment
preparations for cosmetic purposes

가울세리아 오일
가정용 공기청향제

colouring preparations for cosmetic
purposes
depilatories
pomades for cosmetic purposes
cosmetic hair dressing preparations
cosmetic hair lotions
cosmetic hair regrowth inhibiting
preparations
hair creams for cosmetic purposes
hair tonic for cosmetic purposes

perfumes in solid form

유사상품 심사기준

lavender water

hair essence mists

5. 인체용 방향제 (예시)
고형향수

라벤더 향수
분말향수
알약형태의 바디용 방취제
액체형 향수
여성 방취스프레이
오 드 뚜왈렛
오데퍼퓸
유아용 향수
인체용 방취제 (향료)

가정용 방향오일
가정용 에센셜 오일
가정용 청향제
가정용 향료
공기용 방향제
공기용 에센셜오일
공기청향용 리드디퓨저
공업용 민트오일
공업용 방향제
공업용 향수

scented oils used to produce aromas
when heated
gaultheria oil
air fragrances for household
purposes
aromatic oils for household
purposes
essential oils for household use
fragrance for household purposes
perfumery for household purposes
air fragrancing preparations
essential oils for the atmosphere
air fragrance reed diffusers
mint oils for industrial use
aromatics for industrial purposes
perfumes for industrial purposes

3류 G120401
꽃 추출물 향료
농업용 방향제
라벤더 오일
레몬정유
리드디퓨저
린넨방향용 향주머니
목향
민트 정유
바닐라오일
바닐라향료
박하오일 향료
방향용 룸스프레이
방향용 린넨스프레이
방향용 린넨워터
방향용 목재
방향용 섬유리프레셔 스프레이

extracts of flowers being perfumes

방향용 세라믹
방향용 세라믹스톤
방향용 솔방울
베르가모트 오일
비전기식 실내방향제 디스펜서용
청향제 리필제품
사프롤
삼나무 정유(精油)
삼나무 향료
선향(線香)
세탁용 청향제로서의 에센셜오일

scented ceramics

시트론 정유(精油)
식물성 천연향료
실내방향제
실내방향제용 방향양초심지

essential oils of citron

실내용 방향제
실외용 방향제
아로마오일
아로마포푸리
아몬드오일
아이필로우용 향주머니
앰버향료
에센셜오일(세탁용 향수)

room fragrancing preparations

에테르 오일
용연향
용해 왁스(방향제)
이오논 향료
자동차용 방향제

etheric oils

자동차용 청향제
자스민 오일
장미 오일
전기식 실내방향제 디스펜서용
청향제 리필제품
정향유(丁香油)

fragrances for cars

aromatics for agricultural use
lavender oil
essential oils of lemon
reed diffusers
sachets for perfuming linen
elecampane (perfumery)
mint essence [essential oil]
vanilla oil
vanilla perfumery
peppermint oil [perfumery]
scented room sprays
scented linen sprays
scented linen water
scented wood
scented fabric refresher sprays
scented ceramic stones
scented pine cones
bergamot oil
fragrance refills for non-electric
room fragrance dispensers
safrol
essential oils of cedarwood
cedarwood perfumery
joss sticks
essential oils as fragrances for
laundry purposes
natural perfumery made from plants
room fragrances
fragrance emitting wicks for room
fragrance
aromatics for outdoor use
aromatic oils
aromatic potpourris

제라니올유
조합향료
천연 사향
천연향료
청향용 향주머니
크로브 오일
테르펜 정유
포맨더
포맨더(방향제)
포푸리향
합성사향
합성향료
향 및 향료
향 및 향콘
향(香)
향기요법용 베개용 포푸리
향주머니
향낭
향료
향료 및 향수용 오일
향료용 민트
향료용 사향
향료용 오일
향료용 정유
향료용 천연사향
향수용 오일
향스틱
향제품 제조용 에센셜오일

geraniol
blended perfumery
musk [natural]
natural perfumery
fragrance sachets
clove oils
terpenes [essential oils]
pomanders
pomanders [aromatic substances]
potpourris [fragrances]
synthetic musk
synthetic perfumery
fragrances and perfumery
incense and incense cones
incense
potpourri sachets for incorporating
in aromatherapy pillows
perfuming sachets
perfumery
oils for perfumes and scents
mint for perfumery
musk [perfumery]
oils for perfumery
essential oils for perfumery
natural musk (perfumery)
perfume oils
incense sticks
essential oil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scented products
incense sachets

향주머니
향지
향콘
화장실용 오일
화장품 제조용 향유

incense fats
incense cones
oils for toilet purposes
perfume oils for the manufacture of
cosmetic preparations

훈증소독향(쿤코)
훈향

fumigating incenses (Kunko)
fumigation preparations [perfumes]

almond oil
fragrance sachets for eye pillows
amber [perfume]
essential oils as perfume for laundry
purposes
ambergris
wax melts(fragrancing preparations)
ionone [perfumery]
aromatics [essential oils] for use in
automobiles
jasmine oil
rose oil
fragrance refills for electric room
fragrance dispensers
clove oil (perfume)

[제3류/G120401] 인조손톱, 인조속눈썹, 화장용 접착제,
화장용 면봉, 화장용 탈지면
상품의 범위
◦ 인조손톱, 인조 속눈썹
◦ 화장용 접착제
◦ 화장용 위생용품
◦ 위에 준하는 화장용 재료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공업용 접착제(제1류/G1002)
- 가발 고정용 접착제(제3류/G120402)
- 오렌지 스틱(매니큐어 기구)(제8류/G120401)
- 화장지(제16류/G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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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류 G120401
화장용 미리적신 천
화장용 솜뭉치
화장용 에센셜오일 처리티슈

pre-moistened cosmetic wipes

화장용 오일 제거용 필름

oil removing film for cosmetic
purposes

화장용 유아용 천
화장용 장식전사화(裝飾轉寫畵)

baby wipes for cosmetic use

화장용 탈지면
화장용 탈지면 및 면봉

cotton wool for cosmetic purposes

화장용 패드
화장제거 성분이 함유된 면봉

cosmetic pads

화장제거 성분이 함유된 면퍼프

cotton puffs impregnated with
make-up removing preparations

adhesives for affixing artificial nails
or eyelashes

화장제거용 부직포제 물티슈

pre-moistened cleansing tissues of
non-woven for removing make-up

adhesives for attaching artificial
fingernails
adhesives for artificial nails

화장제거제 처리탈지면

cotton wool impregnated with
make-up removing preparations

화장제거제 처리티슈

tissues impregnated with make-up
removing preparations

화장제제 함유 세정용 패드

cleaning pads impregnated with
toilet preparations

화장품 함유 세정용 패드

cleaning pads impregnated with
cosmetics

화장품 함유 티슈
화장품성분이 함유된 세정제
함유 천

tissues impregnated with cosmetics

- 비전기식 화장용 솔, 향수분무기, 빗, 화장용 콤팩트(제21류/
G120401)
- 비누갑(제21류/G1825)
- 화장제거용 천(제24류/G120401)
- 가발, 장식용 수염(제26류/G120402)
- 비전기식 헤어롤러(제26류/G120401)

포함되는 상품(예시)
1. 화장용 접착제 (예시)
보디아트스티커

body art stickers

손톱스티커
인조눈썹 고정용 접착제
인조속눈썹 고정용 접착제
인조손톱 고정용 접착제
인조손톱 또는 속눈썹 고정용
접착제
인조손톱 부착용 접착제

nail art stickers

인조손톱용 접착제
화장용 고무풀
화장용 접착제

adhesives for affixing false eyebrows
adhesives for affixing false eyelashes
adhesives for affixing false nails

spirit gum for cosmetic use
adhesives for cosmetic use

2. 인조속눈썹, 화장용 로션처리티슈, 화장용 면봉 (예시)
각질제거용 티슈
귀금속제 인조손톱
네일 팁
립스틱케이스
미용용 접착제
손톱데칼
손톱용 데칼코마니
손톱용 전사지

exfoliant tissues

손톱용 전사화(轉寫畵)
스킨클렌저 함유 천

transfers for fingernails

스킨클렌저 함유 티슈

tissues impregnated with a skin
cleanser

쌍꺼풀 테이프
얼굴용 세정제 함유 일회용 천

double eyelid tapes

인조 속눈썹
인조 손톱
인조눈썹
인체위생용 세정화학제 또는
조성물이 처리된 일회용 천

false eyelashes

일회용 문신(데칼코마니)
자기점착 인조눈썹
촉촉한 또는 세정처리된 패드/
티슈 또는 천
화장용 로션처리티슈

removable tattoos (decalcomania)

화장용 면봉
화장용 물냅킨
화장용 물티슈

cotton swabs for cosmetic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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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icial fingernails of precious metal
nail tips

cotton wool balls for cosmetic use
tissues impregnated with essential
oils, for cosmetic use

decorative transfers for cosmetic
purposes
cotton wool and cotton tip sticks for
cosmetic purposes
cotton swabs impregnated with
make-up removing preparations

impregnated cleaning pads
impregnated with cosmetics

lipstick cases
beauty glues
fingernail decals

[제3류/G120402] 가발 고정용 접착제

decalcomanias for fingernails
decorative transfers of paper for
fingernails
wipes impregnated with a skin
cleanser

상품의 범위
◦ 가발 고정용 접착제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공업용 접착제(제1류/G1002)
- 비전기식 헤어롤러(제26류/G120401)
- 가발, 장식용 수염(제26류/G120402)

disposable wipes impregnated with
cleansing compounds for use on the
face
false nails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발 고정용 접착제
부분 가발용 접착제

adhesives for affixing false hair
hair piece bonding glue

false eyebrows
disposable wipes impregnated with
cleansing chemicals or compounds
for personal hygiene
self-adhesive false eyebrows
pre-moistened or impregnated
cleansing pads, tissues or wipes
tissues impregnated with cosmetic
lotions
pre-moistened cosmetic towelettes
pre-moistened cosmetic tissues

[제3류/G1301] 비누(인체용, 동물용은 제외)
상품의 범위
◦ 비누 또는 세정제(의료용/제조공정용/인체용은 제외)
◦ 공업용 비누
◦ 위에 준하는 세정용 물질 또는 그 재료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공업용 금속비누, 제조공정용 세정제(제1류/G1001)

3류 G1301
- 인체용 비누, 미용비누(제3류/G1301, G1201)
- 의료용 비누(제5류/G1004)
- 동물세정제(살충제)(제5류/G1004)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구 표면 및 가구용 세정제
가루비누
가루세제
가스레인지 세정제

cleaning preparations for the surface
of furniture and furniture
soap powder
powder detergents
cleaning preparations for gase
range

가정용 물때제거제

descaling preparation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비누
가정용 석유계 합성세제

soaps for household use

가정용 세정제
가정용 세탁세제
가정용 클렌저
가정용 화학세정제
가죽용 세정제
가죽용 클리너
거품 세제
거품식 세척제
공업용 비누
과일 및 야채 세척제
과일 및 야채용 워시
과일용 세척액
광학렌즈 세정제
그릇 세정제
그릴 세정제
금속가공기계기구용 세정제
금속클리너
농업기계기구용 세정제
드라이크리닝액
드라이크리닝제
마루 세정제
마분(磨粉)
먼지제거용 침윤걸레
무수비누
바람막이 창용 세정제
방취제가 함유된 카펫클리너
배수관 세정제
배수관 청소용 세제
배수구 및 싱크대 이물질제거제
벽지 세정제
변기 세정용 젤
변기 세정제
브러시클리너

detergents prepared from petroleum
[for household purposes]
detergents for household use
laundry detergents for household
use
cleansers for household purposes
chemical cleaning preparations for
household purposes
cleaning preparations for leather
cleaners for leathers
foam cleaning preparations
sudsing detergents
industrial soap
preparations for washing fruit and
vegetables
fruit and vegetable wash
cleaning solutions for fruits
cleaning preparations for optical
lens
cleaning preparations for dish
cleaning preparations for grills
cleaning preparations for
metalworking machines and tools
metal cleaners
cleaning preparations for agricultural
machines and implements
dry cleaning fluids
dry-cleaning preparations
floor cleaning preparations
polishing powder (abrasives)
impregnated cloths for dusting
waterless soap
windshield cleaning preparations
carpet cleaners with deodorizer
preparations for unblocking drain
pipes
cleaning preparations for cleansing
drains
drain and sink unblocking
preparations
wallpaper cleaning preparations
toilet cleaning gels
toilet bowl detergents
brush cleaners

석유계 합성세제
섬유광택용 비누
섬유용 세정제
세강(洗糠)
세액(洗液)
세정 비누
세정용 백악(白堊)
세정용 오일
세정용 퀼라야 수피(樹皮)
세정용 클렌저
세정용 화산재
세정제 함유 걸레
세정제 함유 물냅킨
세정제 함유 안경용 천
세정제가 함유된 유아용 천
세제
세제가 함유된 얇은 천
세척용 파우더
세척제 및 세제
세탁비누
세탁용 물비누
세탁용 세제
세탁용 침전세제
세탁용 화산재
소파덮개 클리너
수송기계기구 타이어 및 휠용
세정제
식기세척기용 건조제

detergents prepared from petroleum
soap for brightening textile
cleaning preparations for fabrics
skin polishing rice bran
liquid detergents
detergent soap
cleaning chalk
oils for cleaning purposes
quillaia bark for washing
cleansers for cleaning purposes
volcanic ash for cleaning
cloths impregnated with a detergent
for cleaning
pre-moistened towelettes
impregnated with a detergent for
cleaning
eyeglass wipes impregnated with a
detergent
baby wipes impregnated with cleaning
preparations
cleaning preparations
wipes impregnated with a cleaning
preparation
washing powder
cleaning agents and preparations
laundry soap
liquid soaps for laundry
laundry detergents
preparations for soaking laundry
volcanic ash for for laundry use
upholstery cleaners
cleaning preparations for vehicle
tyres and wheels
drying agents for dishwashing
machines

식기세척기용 세제
식기세척액
식기세척용 린스제
식기세척용 물비누
식기세척용 세정제를 함유한
물냅킨

detergents for machine dishwashing

식기세척제
식물잎 세정제

dishwasher detergents

싱크대 세정제
안경렌즈 세정액
안경용 세정제 함유 걸레

preparations for unblocking sinks

안장비누

saddle soap

앞유리용 세정제

windscreen cleaning preparations

오븐용 세정제

oven cleaners [preparations]

오븐클리너

oven cleaners

욕조용 세정제

bath cleaning preparations

용제기반의 세정제

cleaning preparations with a solvent
base

유리 세정제

glass cleaners

washing-up liquids
dishwasher rinsing agents
liquid soap for washing dishes
pre-moistened towelettes
impregnated with dishwashing
detergent
cleaning preparations for plant
leaves
eyeglass lens cleaning solutions
cloths impregnated with a detergent
for cleaning specta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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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류 G1301
유아용 세제
의류용 합성세제
자동차 앞유리용 세정액
자동차 타이어 및 휠용 세정제
자동차용 세정제
자동차용 세제
젖병 세정제

baby detergents
synthetic detergents for clothes
windshield cleaning liquids
cleaning preparations for
automobile tyres and wheels
detergents for automobiles
automotive cleaning preparations

제조공정용 및 의료용을 제외한
세정제
제조공정용을 제외한 세정용
용제
주방용 세제
천연세제
청소용 왁스제거제
측면 흰 줄 클리너
치아 초음파 살균 장치용 세정액
카메라렌즈용 세정액
카메라렌즈용 세정제 함유 걸레
카뷰레터 및 초크 세정제
카펫 샴푸
카펫 세정제
카펫클리너
커피기계용 세정제
커피머신용 세정제

cleaning preparations for babies'
bottles
detergents, other than for use in
manufacturing operations and for
medical purposes
cleaning solvents, other than for use
in manufacturing processes
detergents for kitchen purposes
natural detergents
dewaxing agents for cleaning
purposes
whitewall cleaners
cleaning solutions for dental
ultrasonic sterilization apparatus
cleaning fluids for camera lenses
cloths impregnated with a detergent
for cleaning camera lenses
carburettor and choke cleaning
preparations
carpet shampoo
carpet cleaning preparations
carpet cleaners
detergent tablets for coffee machines
cleaning preparations for coffee
machines
tire whitewall cleaners

타이어 측면 흰 줄 클리너
타자기 타이프용 세정액
화장 브러시용 클리너

cleaning fluids for typewriter type
cleaners for cosmetic brushes

[제3류/G1301, G1201] 인체용 비누, 미용비누
상품의 범위
◦ 주로 인체의 세정을 목적으로 한 비누 또는 샴푸류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공업용 금속비누, 제조공정용 세정제(제1류/G1001)
- 비누(인체용, 동물용은 제외)(제3류/G1301)
- 애완동물용 샴푸(비의료용 손질제), 애완동물용 화장품, 애완동물
용 비누(제3류/G1817)
- 의료용 비누(제5류/G1004)
- 동물세정제(살충제)(제5류/G1004)

포함되는 상품(예시)
3-in-1 헤어 샴푸
각질제거용 비누
각질제거용 세안제
개인위생용 비누
거품목욕용 물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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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in-1 hair shampoos
exfoliant soaps
exfoliant cleansers
soaps for personal hygiene
liquid soaps for bubble bath

고형 샴푸바
고형 화장비누
두피샴푸
드라이 샴푸
마사지비누
면도용 비누
모발 세정제
모발세정용 파우더
목욕비누
물비누
미용비누
바디 크림비누
바디비누
바디샴푸
바디워시
바디워시용 고형 비누
바디케어용 비누
바디클렌저
발 발한용 비누
발한방지용 비누
방취비누
비듬샴푸
비의료용 개인위생용 세정제
비의료용 눈세척제
비의료용 유아용 비누
비의료용 질 세척제
비의료용 피부세정제
샴푸
샴푸-컨디셔너
손 세정제
손비누
스킨비누
스킨클렌저
아몬드비누
알로에비누
액체/고형 또는 겔 형태의
목욕비누
액체목욕비누
액체비누
여성청결제
위생제(세면용품)
유아용 목욕클렌저
유아용 샴푸
유아용 헤어컨디셔너
인체 위생용 또는 방취용
질세척제
인체 헤어용 샴푸

solid shampoo bars
cakes of toilet soap
shampoo for the care of scalp
dry shampoos
massage soaps
shaving soaps
hair cleaning preparations
hair-washing powder
bath soaps
liquid soap
beauty soap
body cream soap
body soaps
body shampoo
body wash
cakes of soap for body washing
soaps for body care
body cleanser
soap for foot perspiration
antiperspirant soap
deodorant soap
dandruff shampoos
cleansers for intimate personal
hygiene purposes, non medicated
eye-washes, not for medical purposes
non-medicated soaps for babies
non-medicated douches
non-medicated skin cleansing
preparations
shampoos
shampoo-conditioners
hand cleansers
hand soaps
skin soaps
skin cleansers
almond soaps
aloe soap
bath soaps in liquid, solid or gel form
liquid bath soaps
liquid soaps
feminine hygiene wash
sanitary preparations being toiletries
baby bath cleansers
shampoos for babies
hair conditioners for babies
vaginal washes for personal sanitary
or deodorant purposes
shampoos for human hair

인체세정용 물비누

liquid soap for body washing

인체용 비누
인체용 세정제

soaps for personal use

인체용 종이비누

cleansing preparations for personal
use
paper soaps for personal uses

3류 G1506
인체용 폼클렌저
족욕용 물비누
크림비누
페이셜 비누
페이셜 워시
페이셜 클렌저
페이스 및 핸드용 물비누
핸드/페이스 및 바디용 물비누
핸드비누
핸드클리너
향수비누
헤어린스
헤어샴푸
헤어용 컬러린스
헤어컨디셔너
화장비누
화장용 헤어린스

foam cleansers for personal use
liquid soap used in foot bath
cream soaps
facial soaps
facial washes
facial cleansers
liquid soaps for hands and face
liquid soaps for hands, face and body
hand soap
hand cleaners
perfumed soaps
hair rinses
hair shampoo
color rinses for hair
hair conditioners
toilet soaps
hair rinses for cosmetic use

[제3류/G1302] 치약
상품의 범위
◦ 주로 치아의 연마와 청결을 위한 화학제제로 약품이 아닌 것(치
약/치아세정제)
◦ 위에 준하는 치아 또는 의치청결용 물질 또는 그 재료

의치광택제
의치청결제
자작나무 막대 츄잉껌 형태의
구강청량제
추잉껌형태의 치약

denture polishes

축축하게 젖은 치아분
치아 광택제
치아 세정제
치아겔(치약)
치아미백 패치
치아미백용 겔(gel)
치아미백용 스트립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가 함유된 치아
미백스트립(화장품)

moistened tooth powder

포함되는 상품(예시)
개인위생용 구강청향제
구강 및 치아관리용 화장품

breath freshening preparations for
personal hygiene
cosmetic preparations for the care of
mouth and teeth

구강청량용 스트립
구강청량용 스프레이
미백치약
비의료용 구강세정제

breath freshening strips

비의료용 구강세정제 및 가글

non-medicated mouthwashes and
gargles

비의료용 구강세정제 및 양치액

non-medicated mouthwashes and
rinses

비의료용 구강청량제

breath fresheners, not for medical
purposes

비의료용 양치액
비의료용 충치예방 구강린스

non-medicated dental rinse

비의료용 치약
소프트케이크 형태의 치약
액상 치약
운동용 마우스가드청량용
스프레이클리너
유아용 치약

non-medicated dentifrices

breath freshening sprays
tooth whitening pastes
mouthwashes, not for medical
purposes

anticavity mouth rinses, not for
medical purposes
tooth paste in soft cake form
liquid dentifrices
spray cleaners for freshening
athletic mouth guards
dentifrices for babies

breath fresheners in the form of chew
sticks made from birchwood extracts
dentifrices in the form of chewing
gum
tooth polishes
tooth cleaning preparations
tooth gel [dentifrices]
teeth whitening patches
dental bleaching gels
teeth whitening strips
teeth whitening preparations
teeth whitening strips impregnated
with teeth whitening preparations
[cosmetics]
tooth whitening creams

치아미백크림
치아분
치아세정용 로션
치약
치약겔
치약분

tooth powder
teeth cleaning lotions
toothpastes
dentifrice gels
dentifrice powder

[제3류/G1505] 구두약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의료용 구강소독제, 의료용 구강청량제(제5류/G1004)
- 칫솔(제21류/G1302)
- 전기칫솔(제21류/G390602)

preparation for cleaning dentures

상품의 범위
◦ 구두광택용 왁스(구두약)
◦ 위에 준하는 구두광택용 물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광택왁스(제3류/G1506)
- 구두용 그리스(제4류/G1505)
- 구둣골, 구둣주걱(제21류/G2702)

포함되는 상품(예시)
구두광택제
구두광택제 및 크림
구두광택제를 포함한 구두
광택용구
구두수선공용 왁스
구두약
구두용 왁스
구두용 크림
제화공용 왁스

shoe polishes
shoe polish and creams
shoe polish applicators containing
shoe polish
cobblers' wax
shoe polish
boot wax
shoe and boot cream
shoemakers' wax

[제3류/G1506] 광택제
상품의 범위
◦ 주로 가구, 가죽, 마루, 자동차 등 표면의 광택을 위해 사용하는 고
체 또는 액체의 물질(광택제)
◦ 위에 준하는 광택용 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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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류 G1506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구두약(제3류/G1505)
- 연마재(제3류/G3105)
- 가죽보존용 오일(제4류/G1506)

포함되는 상품(예시)
TV 액정 광택폼
가구 표면 및 가구용 광택제
가구용 광택제
가구용 및 마루용 광택제
가죽보존용 광택제
가죽용 광택제
가죽용 왁스
가죽용 크림
과일용 광택제
광택왁스
광택용 벵갈라
광택용 사포
광택용 스펀지폼
광택용 트리폴리석(石)
광택용 파우더
광택용 패드
광택제
광택지
광택크림
마루용 광택제
마루용 왁스
마루용 왁스액
마루용 장판액
바닥용 왁스
식물의 잎 광택제
악기용 광택제
유리광택제
자동차용 광택제
자동차용 왁스
자동차용 카르나우바 광택
왁스
자동차용 카르나우바 왁스
재봉용 왁스
쪽마루용 왁스
크롬광택제
피혁용 왁스
피혁용 크림

polishing foams for TV liquid crystal
polishing preparations for household
surfaces and furniture
furniture polishes

포함되는 상품(예시)
shampoo for dogs [non-medicated
grooming preparations]

고양이용 샴푸(비의료용 손질제)

shampoo for cats [non-medicated
grooming preparations]
deodorants for animals

creams for leather

동물용 방취제
동물용 샴푸(비의료용 및
비수의과용 손질제)

shining preparations for fruit

동물용 샴푸(비의료용 손질제)

shampoos for animals [non-medicated
grooming preparations]
cologne for animals

sponge foam for polishing

동물용 코롱
방취제 함유 애완동물 대소변
통 클리너

tripoli stone for polishing

비의료용 애완동물용 린스

rinses for pets, not for medical
purposes

비의료용 애완동물용 발바닥
크림
비의료용 애완동물용 샴푸
비의료용 애완동물용 샴푸
(비수의과용 손질제)

non-medicated paw balms for pets

비의료용 애완동물용 컨디셔너
애견용 목욕파우더
애완동물 대소변용 통 클리너
애완동물 목욕용 비누
애완동물 손질용 크림
애완동물 염색제거제
애완동물용 광택제
애완동물용 귀 세정제(비의료용)

non-medicated pet conditioners

애완동물용 방취제
애완동물용 방향제(비의료용)

deodorants for pets

애완동물용 변기세정제
애완동물용 비누
애완동물용 비의료용 구강세정제

cleaner for litter boxes

애완동물용 비의료용 방향제

pet aromatics other than medical
purposes

애완동물용 샴푸 및 컨디셔너
(비의료용/비수의과용 손질제)

pet shampoos and conditioners
[non-medicated, non-veterinary
grooming preparations]

애완동물용 샴푸(비의료용
손질제)
애완동물용 세강(洗糠)
애완동물용 세액(洗液)
애완동물용 세정용 오일
애완동물용 세탁용 린스
애완동물용 얼룩제거제

shampoos for pets [non-medicated
grooming preparations]

polish for furniture and flooring
preservatives for leather [polishes]
leather polishes
waxes for leather

polishing wax
polishing rouge
sandcloth for polishing

polishing powders
pads for polishing
shining preparations being polish
polishing paper
polishing creams
floor polishes
floor wax
floor waxes (liquid)
floor wax (liquid)
wax for floors
shining preparations for plant leaves
polishes for musical instruments
glass polish
automobile polish
automobile wax
carnauba polishing wax for
automobile use
carnauba wax for automotive use
tailors' wax
wax for parquet floors
chrome polishes
leather wax
cream for leather

상품의 범위
◦ 애완동물용 샴푸(비의료용 손질제), 애완동물용 화장품
◦ 애완동물용 방취제, 말용 마사지겔(수의과용은 제외)

유사상품 심사기준

- 공업용 금속비누, 제조공정용 세정제, 계면활성제(제1류/G1001)
- 화장품(제3류/G1201. S120907, S128302)
- 비누(인체용, 동물용은 제외)(제3류/G1301)
- 인체용 비누(제3류/G1301, G1201)
- 동물세정제(살충제)(제5류/G1004)

강아지용 샴푸(비의료용 손질제)

[제3류/G1817] 애완동물용 샴푸(비의료용 손질제),
애완동물용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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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shampoo for animals (care
preparations other than for medical
or veterinary use)

litter tray cleaners incorporating a
deodorizer

non-medicated pet shampoos
pet shampoo, non-medicated
[non-veterinary grooming
preparation]
bath powder for dogs
cleaners for litter trays
bath soaps for pets
hair creams for pets
pet stain removers
polishing preparations for pets
cleaners for pet ears (other than for
medical purposes)
aromatics for pets (other than for
medical purposes)
soaps for pets
non-medicated mouth washes for
pets

skin polishing rice bran for pets
liquid detergents for pets
oils for cleaning purposes for pets
rinsing agents for laundry for pets
stain remover for pets

3류 G3105
애완동물용 입욕제

bath preparations for pets

애완동물용 종이비누
애완동물용 치약
애완동물용 클리너

paper soaps for pets

애완동물용 탈지제

degreasing preparations for pets

애완동물용 털염색제

hair colorants for pets

애완동물용 파마약

permanent wave preparations for
pets

애완동물용 향수

perfumes for animals

애완동물용 화장용 염료
애완동물용 화장품

cosmetic dyes for pets

dentifrices for pets
cleaners for pets

cosmetics for animals

[제3류/G2102] 물티슈, 물수건
상품의 범위
◦ 위생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티슈 , 물수건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화장제거제 처리티슈(제3류/G120401)
- 약품처리된 물티슈, 살균티슈(제5류/G110301)
- 종이제 티슈, 종이제 얼굴수건(제16류/G2102)
- 직물제 티슈(제24류/G4511)
- 화장제거용 천(제24류/G120401)

협의의 포괄명칭
물티슈

pre-moistened cleansing tissues

포함되는 상품(예시)
손세정용 종이제 물티슈

pre-moistened cleansing tissues of
paper for hand cleaning

식당용 종이제 물티슈

pre-moistened cleansing tissuesof
paper for restaurants

애완동물용 종이제 물티슈

pre-moistened cleansing tissues of
paper for pets

위생용 종이제 물티슈

pre-moistened cleansing tissues for
personal hygiene

유아용 종이제 물티슈

pre-moistened tissues of paper for
babies

종이제 물티슈

pre-moistened tissues of paper

직물제 물티슈

pre-moistened cleansing tissues of
textile

청소용 종이제 물티슈

pre-moistened cleansing tissues of
paper

화장실용 물티슈

pre-moistened cleansing tissues for
toilets

[제3류/G3105] 연마재
상품의 범위
◦ 금속, 보석, 유리, 돌 따위를 갈고 닦기 위해 사용하는 고경도(高
硬度)의 물질(연마재)
◦ 위에 준하는 연마용 물질 및 그 재료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연마용 보조액(제1류/G1001)
- 살균성 면도석, 살균성 명반석(제3류/G1201. S120907, S128302)
- 숫돌, 연마용 강철(제8류/G3105)

협의의 포괄명칭
연마재

abrasives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정용 연마재

grinding preparations for household
purposes
high hardened grinding preparations

고경도 연마재
공업용 연마재
금강사(金剛砂)
금강사지(金剛砂紙)
금강사포(金剛砂布)
금속산화물용 연마재

industrial abrasives
emery
emery paper
emery cloth
grinding preparations for metal
oxides
grinding preparations for metal
materials
carbides of metal [abrasives]

금속제용 연마재
금속탄화물(연마재)
다듬질돌
다목적 연마분
디아만틴(연마재)
면도칼혁지용 페이스트
바닥 연마제
바닥버핑 화합물
반도체용 연마재

smoothing stones
general purpose scouring powders
diamantine [abrasive]
pastes for razor strops
floor buffing compounds
floor buffing compound
grinding preparations for
semiconductors

발 다듬질돌
배럴용 연마재
백악(연마재)
버프연마조성물
보석세공용 벵갈라
사포(砂布)
샌드블래스팅용 모래
실리콘카바이드(연마재)
연마밴드
연마석
연마시트
연마액
연마용 경석
연마용 롤
연마용 모래
연마용 사포(연마포)
연마용 페이스트
연마용액
연마장갑
연마제도연필용 사포패드
연마지
연마지용 롤
연마파우더
연마포

foot smoothing stones
grinding preparations for barrel
whiting
buffing compounds
jewellers' rouge
sandcloth
sand for sandblasting
silicon carbide [abrasive]
abrasive bands
polishing stones
abrasive sheets
scouring liquids
pumice stone
abrasive rolls
abrasive sand
glass cloth [abrasive cloth]
abrasive paste
scouring solutions
sanding gloves
sandpaper pads for sharpening
drawing pencils
abrasive paper
rolls of abrasive paper
scouring powders
abrasive cl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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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류 G3105
연삭재
연성 연마재
인조 연마용 경석
인체용 연마용 경석
자동차용 연마재

grinding preparations

코런덤(연마재)

corundum [abra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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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

flexible abrasives
artificial pumice stones
pumice stones for personal use
grinding preparations for automobiles

제

4류

공업용 오일 및 그리스, 왁스; 윤활제; 먼지흡수제, 먼지습윤제 및 먼지
흡착제; 연료 및 발광체; 조명용 양초 및 심지
(Industrial oils and greases, wax; lubricants; dust absorbing, wetting and
binding compositions; fuels and illuminants; candles and wicks for lighting)

본류에는 주로 공업용 오일 및 유지, 그리고 연료 및 발광체가 포함된다.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석재 또는 가죽 보존용 오일
미가공 왁스, 공업용 왁스
전기에너지
자동차연료, 바이오연료
연료용 비화학적 첨가제
연료용 목재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공업용 특수 유(油) 및 그리스(예: 피혁무두질용 오일(제1류), 목재보존용 오일,
녹방지 오일 및 그리스(제2류), 에센셜오일(제3류))
- 미용 마사지 양초(제3류), 의료용 마사지 양초(제5류)
- 특수 왁스(예: 수목접목용 왁스(제1류), 재봉용 왁스, 광택왁스, 탈모용 왁스
(제3류), 치과용 왁스(제5류), 봉랍(封蠟)(제16류))
- 오일스토브용 심지(제11류) 및 담배라이터용 심지(제3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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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류 G1001

제

4류

【포괄상품명칭 목록】
포괄상품명칭

유사군코드 (구)포괄코드

조명용 양초 및 심지
(candles and wicks for lighting)

G2901,
G4004

N04002

바이오 연료
(biofuels)

G4001,
G4002,
G4003

N04001

바이오매스연료
(biomass fuel)
연료
(fuel)
연료(자동차용 연료포함)
(fuel (including motor spirits))

[제4류/G0705] 공업용 유지(油脂)
상품의 범위
◦ 주로 공업용으로 쓰이는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굳기름)
◦ 주로 공업용으로 쓰이는 가공된 유지
◦ 위에 준하는 유지 또는 그 재료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공업용 오일 (제4류/G4003)
- 식용 유지, 유지가공식품(제29류/G0705)

협의의 포괄명칭
공업용 유지(油脂)

industrial oils and fats

포함되는 상품(예시)
공업용 경화유(硬化油)
공업용 고래기름
공업용 골유
공업용 동물유
공업용 동물유지
공업용 들기름
공업용 땅콩기름
공업용 라놀린
공업용 라드
공업용 면실유

hardened oils [hydrogenated oils for
industrial use]
whale oil and fat for industrial
purposes
bone oil for industrial purposes
animal oils for industrial purposes
tallow for industrial purposes
perilla oils for industrial purposes
peanut oils for industrial purposes
lanoline for industrial purposes
lard for industrial purposes
cottonseed oils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보일유
공업용 분말유지

boiled oil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소맥유
공업용 수지(공업용 동물유지)

wheat oil for industrial purposes

powdered oils and fats for industrial
purposes
tallow

공업용 아마인유
공업용 어유(魚油)
공업용 옥수수기름
공업용 올리브유
공업용 우지(牛脂)
공업용 참기름
공업용 콩기름
공업용 평지기름
공업용 피마자유
공업용 해바라기유
기계부품 윤활용 평지기름
바닥누출흡수용 알갱이흡수
오일

linseed oils for industrial purposes

비식용 어유
비식용 피마자유
섬유유지
스테아린
식물성 오일로 구성된 화장품
제조용 겔

fish oil, not edible

식물성 왁스로 구성된 화장품
제조용 겔

gels comprised of plant-based
waxe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osmetics and toiletries

올레인
요리기구 누룸방지용 콩기름
조제

oleine

윤활제용 아마인유
페인트 및 기타 코팅제 제조용
콩기름

linseed oil for use as a lubricant

페인트 및 비누 제조용 야채유

vegetable oil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paints or soaps

화장품 및 연고 제조공정용
라놀린
화장품 제조용 라놀린

lanolin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osmetics and ointments

화장품원료용 조조바오일

jojoba oils for raw materials of
cosmetics

fish oils for industrial purposes
corn oils for industrial purposes
olive oils for industrial purposes
beef tallow for industrial purposes
sesame oil for industrial purposes
soybean oil for industrial purposes
rape oil for industrial purposes
castor oil for industrial purposes
sunflower oil for industrial purposes
colza oil for lubricating machinery
granular absorbent oil-based
composition for absorbing spills
from floors
castor oil, not edible
textile oil
stearine
gels comprised of plant-based oil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osmetics and toiletries

soya bean oil preparations for
non-stick treatment of cooking
utensils
soybean oil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paints and other
coatings

lanolin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osmetics

[제4류/G1001] 먼지억제제, 먼지제거제, 윤활제
상품의 범위
◦ 먼지억제제, 먼지제거제, 먼지흡착제
◦ 윤활제
◦ 위의 용도에 준하는 화학적 제제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공업용 또는 과학용 화학제, 계면활성제(제1류/G1001)
- 미가공 천연수지, 금속보호제, 목재 보존제, 목재용 매염제, 피혁용
매염제(제2류/G1001)
- 가정용 탈지제, 세탁용 광택제, 탈색제(제3류/G1001)
- 타르, 피치(제19류/G1001)
- 요리용 레시틴(제29류/G1001)
- 가정용 식육연화제, 아이스크림 응고제(제30류/G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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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류 G1001
협의의 포괄명칭
먼지흡수제/먼지습윤제 및
먼지흡착제

dust absorbing, wetting and binding
compositions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광택제(제3류/G1506)
- 구두용 그리스(제4류/G1505)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탄제
고체윤활제
공업기계부품용 윤활제
공업용 고체 윤활제
공업용 윤활제
다용도 윤활제
드릴링용 윤활제
먼지습윤제
먼지억제제
먼지제거제
먼지흡수제
먼지흡착제
모터차량용 윤활제
벨트용 미끄럼 방지제
비포장도로용 먼지억제제 및
흡착제
석유기반 먼지억제제
석유기반 먼지흡착제
윤활용 흑연
윤활제
자동차용 윤활제
청소용 먼지흡착제

recarburizing agents
solid lubricants
lubricants for industrial machinery
solid lubricants for industrial purposes
industrial lubricants
all purpose lubricants
drilling lubricants
dust wetting compositions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죽보존용 그리스
가죽보존용 오일
가죽보존용 오일 및 그리스
가죽용 그리스
보혁유
야구글러브용 컨디셔닝 오일

greases for the preservation of
leather
oils for the preservation of leather
preservatives for leather [oils and
greases]
grease for leather
leather preserving oil and grease
conditioning oil for baseball gloves

dust laying compositions
dust removing preparations
dust absorbing compositions

[제4류/G2901] 램프용 심지

dust-binding compositions

상품의 범위

motor vehicle lubricants
non-slipping preparations for belts
dust laying and absorbing
compositions for use on unpaved
roads
petroleum-based dust suppressing
compositions
petroleum-based dust absorbing
compositions
lubricating graphite
lubricants

◦ 비전기식 램프의 심지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램프(비전기식), 비전기식 조명기기(제11류/G2901)

포함되는 상품(예시)
램프용 심지
오일램프용 심지

lamp wicks
wicks for oil lamps

automobile lubricants
dust binding compositions for
sweeping
lubricants for aircraft engines

항공기엔진용 윤활제
흑연 윤활제

[제4류/G3903] 전기에너지

graphite lubricants

상품의 범위
◦ 전기에너지

[제4류/G1505] 구두용 그리스
상품의 범위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전지(제9류/G3903)

◦ 구두용 그리스(Grease)

포함되는 상품(예시)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구두약(제3류/G1505)
- 가죽보존용 오일(제4류/G1506)

포함되는 상품(예시)
구두용 그리스
신발용 그리스

전기에너지

[제4류/G4001] 고체연료
상품의 범위

grease for boots
grease for footwear

electrical energy

◦ 연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고체물질(고체연료)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제4류/G1506] 가죽보존용 오일

- 원자로용 연료(제1류/G3202)

상품의 범위
◦ 가죽보존용 오일(보혁용 오일/보혁유(保革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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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포괄명칭
고체연료

solid fuels

4류 G4002, G4003
포함되는 상품(예시)
갈탄
고체 불쏘시개
곡물로 제조된 압축섬유제
펠릿연료
광물연료
그릴용 불쏘시게
난방용 목재펠릿(연료)
럼프목탄
목재용 가열펠릿(연료)
목제 불쏘시개
목질계바이오에너지연료
(고체연료)
목탄 연탄
목탄(타돈)
무연탄
물담뱃대용 목탄
백탄
벽난로용 장작
분탄
분탄제 연탄
분탄제 연탄(목탄)
불쏘시개
석탄
석탄제 연탄
연료용 나무조각
연료용 럼프목탄
연료용 목탄
연료용 토탄제 연탄
연료펠릿
연탄
인공 벽난로용 장작
장작
점화용 목재불쏘시개
점화용 종이불쏘시개
점화탄
참숯
코크스
타돈(목탄)
토탄연료
훈제 및 그릴링식품용 사과나무
조각
훈제 및 그릴링식품용 삼나무
조각
훈제 및 그릴링식품용 호두나무
조각
훈제 및 그릴링용 나무조각
훈제 및 조미식품용 나무조각
훈제 및 조미식품용 향나무조각
훈제 식품용 나무조각

[제4류/G4002] 기체연료
상품의 범위

lignite
solid fire starters
pellets of compressed fiber
manufactured from a plant crop to be
used as fuel
mineral fuel
firelighters for grills
wood pellets for heating [fuel]
lump charcoal

◦ 연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체물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자동차연료용 화학첨가제, 알코올(제1류/G1001)
- 벤젠(제1류/G1001)
- 액체연료(제4류/G4002. G4003)

wood heating pellets [fuel]
firelighters in the nature of kindling
woods
wood bioenergy fuel (solid fuel)
charcoal briquettes
charcoal briquettes (tadon)
anthracite
hookah charcoal
white charcoal
fireplace logs
coal dust (fuel)
combustible briquettes
combustible briquettes [charcoal
briquettes]
kindling
coal
coal briquettes
wood chips for use as fuel
lump charcoal [fuel]
charcoal [fuel]
peat briquettes [fuel]
fuel pellets
briquettes
artificial fireplace logs
firewood

협의의 포괄명칭
기체연료

gaseous fuels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연성 액화부탄가스
가정 및 공업 및 차량용 액화
석유가스
가정용/공업용 및 모터차량용
액화석유가스
발생로 가스
부탄가스
석탄가스
액화석유가스
액화천연가스
연료가스
연료용 응고가스
오일가스
점화용 가스
천연가스
탄화수소 연료
프로판가스(연료)
혼합기화연료
횃불용 실린더 프로판가스

wood spills for lighting fires

liquefied butane gas
liquefied petroleum gases to be used
for domestic and industrial purposes
and in motor vehicles
liquified petroleum gases to be used
for domestic and industrial purposes
and in motor vehicles
producer gas
butane gas
coal gas
liquefied petroleum gases
liquefied natural gas
fuel gas
solidified gases [fuel]
oil-gas
gas for lighting
natural gas
hydrocarbon fuels
propane for use as fuel
vaporized fuel mixtures
propane gas sold in cylinders for use
in torches

paper spills for lighting fires
ignition coal
hardwood charcoal

[제4류/G4002, G4003] 액체연료

coke
tadon [charcoal briquettes]
peat [fuel]

상품의 범위
◦ 연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액체물질

wood chips of applewood for smoking
and grilling food
wood chips of cedar for smoking and
grilling food
wood chips of pecan for smoking and
grilling food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자동차연료용 화학첨가제, 알코올(제1류/G1001)
- 벤젠(제1류/G1001)
- 기체연료(제4류/G4002)

협의의 포괄명칭

wood chips for smoking and grilling
wood chips for smoking and
flavoring foods
wood chips for smoking and
flavouring foods
wood chips for smoking foods

액체연료

liquid fuels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속기용 미네랄연료

mineral spirits for use as accele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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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류 G4002, G4003
가솔린
가솔린(연료)
가솔린용 첨가제(화학제는 제외)

gasoline

가스유
경유
광물 자동차연료
그리스용 비화학 첨가제
나프타
난방유
내연기관용 연료
등유
등화용 연료
디젤연료
디젤유
램프오일
리그로인
메탄올연료
모터오일용 첨가제(화학제는
제외)
모터차량용 연료
미가공 또는 정제된 석유
바이오디젤연료
방충제를 포함 램프오일
방카A유
방카C유
벤젠연료
벤진
벤진연료
변성알코올
석유
석유에테르
석탄나프타
선박용 연료
소로(小爐)용 연료
알코올 및 혼합된 알코올연료
알코올성 연료
에탄올 연료
엔진오일 첨가제(화학제는 제외)

gas oil

엔진오일용 첨가제(화학제는
제외)
연료/윤활제 및 그리스용
비화학적 첨가제
연료용 가솔린
연료용 변성메탄올(연료용
변성알코올)
연료용 변성알코올
연료용 비화학적 첨가제
연료용 알코올
연료용 에탄올
연료유
오일 및 연료용 첨가제
(화학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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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rol
non-chemical additives for gasoline
light oils
mineral motor fuel
non-chemical additives for greases
naphtha
heating oil
carburants
kerosene
lighting fuel
diesel fuel
diesel oil
lamp oils

원동기연료용 첨가제
(화학제는 제외)
원유
원유연료
윤활제용 비화학 첨가제
인조석유
자동차연료 첨가제(화학제는
제외)
자동차용 연료
점화용 오일
중유
콜타르유
크실렌연료
항공기 및 선박용 연료
항공기용 연료

non-chemical additives to motor fuel
crude oil
fuel from crude oil
non-chemical additives for lubricants
artificial petroleum
additives, non-chemical, to motor
fuel
motor fuel
oils for lighting
heavy oils
coal tar oil
xylene fuel
fuel for aircraft and ships
aviation fuel

ligroin
methanol fuel
non-chemical additives for motor oil

[제4류/G4003] 공업용 오일
상품의 범위

fuel for motor vehicles
petroleum, raw or refined
biodiesel fuel
lamp oils containing insect repellent
bunker A
bunker C
benzene fuel
benzine
benzine fuel
methylated spirit
petroleum
petroleum ether
coal naphtha
fuel for ships
fuels for small furnace
alcohol and mixed alcohol fuel
fuel with an alcohol base
ethanol fuels
non-chemical additives for engine
oils
non-chemical additives for engine oil
non-chemical additives for fuels,
lubricants and greases
gasoline (fuel)
methylated spirits for fuel
[denaturated fuel alcohols]
denaturated fuel alcohols
non-chemical additives for fuels
alcohol [fuel]
ethanol [fuel]
fuel oil
non-chemical additives for oils and
fuels

◦ 원유를 정제하여 얻은 정유 중에서 주로 공업용으로 쓰이는 것(공
업용 오일)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윤활제(제4류/G1001)
- 가죽보존용 오일(제4류/G1506)
- 전기절연유(제17류/G3909)

포함되는 상품(예시)
건전지용 공업용 오일
건축용 거푸집 분리용 오일
고무조성물 탈황공정용 재생오일
공업용 가솔린
공업용 광물유
공업용 광물유 및 그리스
(연료용은 제외)
공업용 그리스
공업용 기름
공업용 바셀린
공업용 비광물 그리스(연료용은
제외)
공업용 비광물유 및 그리스
(연료용은 제외)
공업용 비광물유(연료용은 제외)
공업용 오일
공업용 윤활유
광물 윤활유
금속가공공업용 절삭유
금속가공유(油)
금속절삭액 제조공정용
미네랄오일

industrial oil for batteries
oils for releasing form work [building]
reclaimed oil used in the process of
devulcanisation of rubber compounds
industrial gasoline
mineral oils
mineral oils and greases for industrial
purposes [not for fuel]
industrial greases
industrial oils
petroleum jelly for industrial purposes
non-mineral greases for industrial
purposes [not for fuel]
non-mineral oils and greases for
industrial purposes (not for fuel)
non-mineral oils for industrial
purposes [not for fuel]
industrial oil
lubricating oils [industrial lubricants]
mineral lubricating oils
cutting oil for industrial metal working
industrial oil for use in metalworking
mineral oil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metal cutting fluids

4류 G410202
기계용 그리스
기어오일
다용도 침투유
모터오일
모터차량용 윤활그리스
무기용 그리스
벨트용 그리스
석제품 보존용 오일
습윤용 오일
아스팔트성분용 융제오일

grease for machines

양모지
엔진오일
윤활그리스
윤활유
윤활유 및 윤활용 그리스
자동차 엔진용 윤활유

lanolin

자동차용 그리스
자동차용 엔진오일
절삭유
주형분리용 오일
침투유
페인트 제조공정용 미네랄연료

automotive greases

페인트용 오일
화장품 및 스킨케어제품 제조용
미네랄 오일

oils for paints

gear oils
all purpose penetrating oil
motor oil
lubricating grease for vehicles
grease for arms [weapons]
grease for belts
oil for the preservation of masonry
moistening oil
flux oil for use as an ingredient in
asphalt
engine oils
lubricating grease
lubricating oils
lubricating oils and greases
lubricating oil for motor vehicle
engines
automotive engine oils
cutting oils
mould releasing oils
all purposes penetrating oil
mineral oil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paint
mineral oil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osmetics and skin care products

[제4류/G4004] 미가공 왁스, 조명용 왁스
상품의 범위
◦ 미가공 왁스, 공업용 왁스
◦ 조명용 왁스
◦ 위에 준하는 왁스 또는 밀랍류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구두용 왁스(제3류/G1505)
- 광택왁스(제3류/G1506)
- 봉랍(封蠟)(제16류/G4004)

포함되는 상품(예시)
공업용 왁스
로즈마리향 양초
목랍(木蠟)
몬탄왁스
미가공 왁스
밀랍
바디보드용 왁스
방충용 양초
방충제 함유 양초
방향양초

벨트용 왁스
봉납용 양초
서핑보드 왁스
서핑보드용 왁스
세레신
소이 캔들
수지(獸脂)양초
스노보드용 왁스
스케이트보드용 왁스
스키용 왁스
식품포장재료 코팅용 왁스

belting wax

아로마향초
야간조명용 양초
양초
양초 제조공정용 밀랍

aromatic candles

양초 제조용 왁스
양초용 심지
연고 제조공정용 밀랍

wax for making candles

옻나무 왁스
왁스양초 형태의 양초
웨이크보드용 왁스
제조공정용 밀랍
조명용 양초
조명용 양초심지
조명용 왁스
지랍(地蠟)
카르나우바 왁스
크리스마스트리용 양초
티라이트
티라이트 양초
파라핀
파라핀왁스
향기요법용 향용 양초
향수양초
화장품 제조공정용 밀랍

sumac wax [sumach wax]

황랍(黃蠟)

yellow beeswax

waxes being raw materials
beeswax
wax for bodyboards
candles containing insect repellant
candles containing insect repellent
perfumed candles

wax for surfboards
ceresine
soy candles
tallow candles
snowboard wax
skateboard wax
wax for skis
wax for use in coating food packaging
materials

tapers
beeswax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andles
wicks for candles
beeswax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ointments
bougies in the nature of wax candles
wax for wakeboards
beeswax for use in manufacture
candles for lighting
wicks for candles for lighting
wax for lighting
ozokerite
carnauba wax
Christmas tree candles
tealights
tealight candles
paraffin
paraffin wax
aromatherapy fragrance candles
scented candles
beeswax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osmetics

[제4류/G410202] 라이터용 연료
상품의 범위

rosemary candles
montan wax

surfboard wax

candles for night lights

industrial wax
vegetable wax

votive candles

◦ (담배) 라이터용 연료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기체연료(제4류/G4002), 액체연료(제4류/G4002. G4003)
- 가스점화기(흡연용은 제외)(제11류/G410201)
- 자동차용 여송연라이터(제12류/G3705)
- 흡연용 라이터(제34류/G4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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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류 G410202
포함되는 상품(예시)
담배 라이터액
라이터액
라이터용 연료
목탄용 라이터액

cigarette lighter fluid
lighter fluid
fuel for lighters
lighter fluid for charcoal

[제4류/G4201] 화구(火口)
상품의 범위
◦ 화구(火口)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총(銃), 대포(제13류/G4201)
- 총가(제20류/G4201)
- 장난감 권총(제28류/G4301)
- 스포츠용 새총, 스포츠용 작살총(제28류/G430301)

포함되는 상품(예시)
화구(火口)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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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der

제

5류

약제, 의료용 및 수의과용 제제; 의료용 위생제;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식이요법 식품 및 제제, 유아용 식품; 인체용 및 동물용 식이보충제;
플라스터, 외상치료용 재료; 치과용 충전재료, 치과용 왁스; 소독제; 해충
구제제; 살균제, 제초제
(Pharmaceuticals, medical and veterinary preparations; sanitary preparations
for medical purposes; dietetic food and substances adapted for medical
or veterinary use, food for babies; dietary supplements for human beings
and animals; plasters, materials for dressings; material for stopping teeth,
dental wax; disinfectants; preparations for destroying vermin; fungicides,
herbicides)
본류에는 주로 약제 및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기타 제제가 포함된다.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세면용품을 제외한 개인용 위생제
유아용 및 실금용 기저귀
비인체용 또는 비동물용 방취제
의료용 샴푸, 비누, 로션 및 치약
일반적인 식이요법 또는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보충제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쓰이는 식사대용식품, 식이요법용 식품 및 음료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약제 제조용 특정 성분
(예: 비타민, 보존제 및 산화방지제(제1류))
- 비의료용 화장용 위생제(제3류)
- 인체용 또는 애완동물용 방취제(제3류)
- 지지용 붕대, 정형외과용 붕대(제10류)
- 식품 또는 음료류에 분류된 비의료용 식사대용식품 및 식이요법용 식품 및
음료(예: 저지방 포테이토크립스(제29류), 고단백 시리얼바(제30류), 아이소토닉
음료(제32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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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류 G1004

제

의료용 유당(락토오스)

5류

milk sugar for medical purposes
[lactose]

[제5류/G0704] 영아용 분유

【포괄상품명칭 목록】
포괄상품명칭

상품의 범위

유사군코드 (구)포괄코드

영아용 식품
(food for babies)

G0213,
G0704

N05001

의료용 및 외과용 플라스터
(medical and surgical plasters)

G1004,
N05002
G110301

◦ 영아용 분유(粉乳)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우유, 유가공식품, 우유 음료(제29류/G0704)

포함되는 상품(예시)

의료용 플라스터
(medicated plasters)

[제5류/G0213] 영아용 식품(분유는 제외)
상품의 범위

분유(영아용 식품)
영아용 분유
영아용 분유식품

milk powders [foodstuff for babies]
lacteal flour for babies
powdered milk foods for infants

[제5류/G1004] 약제, 의료용 줄기세포

◦ 영아용 식품(분유는 제외)
◦ 영아용 이유식

상품의 범위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영아용 분유(제5류/G0704)

포함되는 상품(예시)
농산물 이유식

baby food made from agricultural
products
baby food made from aquatic
products
lactose free infant's formula

수산물 이유식
영아용 무유당 유동식
영아용 식품(분유는 제외)

food for babies (except lacteal flour
for babies)
beverages for infants

영아용 음료
유아용 식이보충제
유아용 식이요법식품
축산물이유식

dietary supplements for infants
dietetic foods adapted for infants
baby food made from livestock
products

◦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약제
◦ 의료용 화학품
◦ 의료용 생약
◦ 유해동물 구제제, 살균제, 제초제
◦ 의료용 식음료, 의료용 식이요법제
◦ 의료용 조제용제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 예방 또는 치료하기 위한 물질
또는 그 재료
◦ 위에 준하는 약제, 약용 재료 또는 의약부외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곰팡이예방제(제1류/G1001)
- 식물성장조정제, 식물용 미량원소제제, 토질개량제(제1류/G1007)
- 인체용 방취제(제3류/G1201. S120907, S128302)
- 가정용 청향제(제3류/G1202)
- 방취제(인체용 또는 동물용 제외)(제5류/G1005)
- 약용주(제33류/G0603)

협의의 포괄명칭

[제5류/G0302] 약제용 유당(乳糖)
상품의 범위

소독제
의료용 위생제

HBs 항체 측정시약
X-선 장치용 조영제

- 엿, 사탕(제30류/G0301)
- 천연감미료(제30류/G0302)

가금 산란용 약제

포함되는 상품(예시)
약제용 락토오스
약제용 유당

sanitary preparations for medical
use

포함되는 상품(예시)

◦ 포유동물의 젖에서 추출한 당류(유당/젖당/락토오스)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disinfectants

lactose for pharmaceutical purposes
milk sugar for pharmaceutical
purposes

가려움 방지 연고
가려움 방지 연고(진양제)
가려움 방지 크림
가려움 방지 크림(진양제)

reagents for measurement of HBs
antibody
contrast media for use with X-ray
equipment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egg
laying poultry
anti-itch ointments
anti-itch ointments [antipruritics]
anti-itch creams
anti-itch creams [antiprur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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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류 G1004
가정용 배란예측용 생체외
제제
가정용 살균제
가정용 살비제
가정용 살충제
가정용 생물학적 살충제
가정용 소독제
가정용 임신진단제
가정용 제초제
가축 먹이용 미네랄보충제
가축 세정제(살충제)
가축병 치료제
가축용 백신
간염 백신
간염 치료제
갈색반용 약제
감각기관 장애 치료용 약제
감각기관용 약제
감기 진해제
감기 치료제
감기용 약제
감염질환 치료용 약제
감염치료용 국소안과 항감염제
감홍(살균제)
갑상선 및 부갑상선 호르몬제
강심제
강장제
개 세정제(살충제)
개미 퇴치제
개별적 또는 화합적 비타민/
미네랄 및 미량원소 식이요법제
개용 구충제
거담제
거담제(去痰劑)
건강관리용 약제
건부병균용(乾腐病菌用) 살균제

in vitro preparations for predicting
ovulation for home use
fungicides for domestic use
acaricides for domestic use

고지혈증 치료제

insecticides for domestic use

고지혈증제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

biopesticides for domestic use
disinfectants for household use
pregnancy testing preparations for
home use
herbicides for domestic use

고혈압 치료용 약제

mineral supplements for feeding
livestock
cattle washes [insecticides]

곤충 구제제
곤충 살충제
곤충 성장조절제
곤충 유인제
곤충방지용 스프레이
골격계 장애 예방용 약제

medicines for veterinary purposes
vaccines for cattle
hepatitis vaccine
preparations for treatment of hepatitis
pharmaceutical products and
preparations for chloasma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reating sensory organ disorders
pharmaceutical agents affecting
sensory organs
pharmaceutical antitussive-cold
preparations
preparations for treating colds
pharmaceutical cold preparations
pharmaceutical products for the
treatment of infectious diseases
topical ophthalmic anti-infective
substances for the treatment of
infections
calomel [fungicide]
thyroid and para-thyroid hormone
preparations
cardiotonics
tonics [medicines]
dog washes [insecticides]
ant repellents
dietetic substances consisting of
vitamins, minerals and trace
elements, either individually or in
combination

골격계 질병 예방용 약제
골다공증 예방용 약제
골다공증 치료용 약제
골다공증 치료제
골절 치료용 약제
곰팡이 제거제
공기소독제
공업용 살충제
공업용 항균제
과민성반응치료용 주사약
과일 및 야채용 살균세척제
관장제
광범위한 약제투여촉진용
화합물로 구성된 약물전달제

expectorant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health care
preparations for destroying dry rot
fungus

구강피임제
구충제
구취치료용 약제

repellents for dogs
anti-tussive expectorants

mustard plasters

결핵 진단시약

preparations for diagnosing
tuberculosis

경구용 백신
경구용 피임약제
경구진통제
고무를 바른 타페타 연고

oral vaccine prepa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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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초류 질병 치료제

광천수욕용 염류
광천수용 소금
광천수용 염류
구강진통제용 이부프로펜

겨자습포
겨자습포지
결명자(한약재)

164

고양이 퇴치제
고지혈증 치료용 약제

paper for mustard plasters
cassia seeds (Korean herbal
medicines)

oral contraceptive pills
oral analgesics
gummed taffeta plasters

구토 방지제
구토 치료제
구토제
국소 마취제
국소 마취크림
국소 진통제
국소용 알코올
국소용 응급처치겔

cat repellent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hyperlipidemia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hyperlipidemia
hypolipidemic agents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hypercholesteremia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reating hypertension
chemical preparations for treating
diseases affecting cereal plants
preparations for controlling insects
preparations for destroying insects
insect growth regulators
insect attractants
anti-insect spray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prevention of disorders of the
musculo-skeletal system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prevention of diseases of the
musculo-skeletal system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prevention of osteoporosi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osteoporosis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osteoporosi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bone fractures
mildew destroying preparations
air disinfectants
pesticides for industrial use
anti-bacterial preparations for
industrial purposes
injectable pharmaceuticals for
treatment of anaphylactic reactions
sanitizing wash for fruit and
vegetables
enema preparations
drug delivery agents consisting of
compounds that facilitate delivery of
a wide range of pharmaceuticals
salts for mineral water baths
salts (Mineral water -)
mineral water salts
ibuprofen for use as an oral
analgesic
oral contraceptives
anthelmintic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reating halitosis
antiemetics
nausea treatment preparations
emetics
local anesthetics
topical analgesic creams
topical analgesics
alcohol for topical use
topical first aid gels

5류 G1004
굴라드수(水)
궤양 치료제
귀에 넣는 물약
근골격장애 치료용 약제
근육 이완제
근육통 치료제
글리세로인산염
금연보조용 니코틴 껌
금연보조용 니코틴 패치
금연용 약제
기관지 확장제
기미치료용 약제
기생충 구제제(驅除劑)
기생충구제제용 카르볼리늄
기저귀 발진치료용 연고
기침 거담제
기침 치료제
기침약
기침용 시럽
기침용 약제
기침치료용 약제
나방 방충제
남성 성기능 강화용 허브캡슐
남성호르몬제
납액
내분비계 장애 예방용 약제
내분비계 장애 치료용 약제
내분비계 질병 예방용 약제
내분비계 질병치료용 약제

goulard water
antiulcerant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muscle relaxants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muscle fatigue
glycerophosphates
nicotine gum for use as an aid to stop
smoking
nicotine patches for use as aids to
stop smoking
pharmaceutical preparations used
in the smoking cessation
bronchodilating preparation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reating chloasma
antiparasitic preparations
carbolineum [parasiticide]
ointments for treating diaper rash
cough expectorants
cough treatment preparations
cough mixtures
cough syrups
pharmaceutical cough preparations
anti-cough drops
moth repellents
herbal male enhancement capsules
androgen preparations
lead water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prevention of disorders of the
endocrine system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disorders of the
endocrine system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prevention of diseases of the
endocrine system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diseases of the
endocrine system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hormonal disorders and
the prevention of osteoporosis

농업용 농약
농업용 살균제
농업용 살비제
농업용 살충제
농업용 생물농약

pesticides for agricultural use

눈세척제
눈용 습포제

viscoelastic agents for eye use

ear drops

내분비이상 및 골다공증 치료용
약제

농업용 젖통크림
농업용 제초제
뇌하수체 호르몬제
눈 질환 및 상태치료용 약제

눈용 점탄성제
다리종기치료용 약제

fungicides for agricultural use
acaricides for agricultural purposes
insecticides for agricultural use
biopesticides for agricultural
purposes
udder creams for agricultural use
herbicide for agricultural use
pituitary hormone preparation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eye diseases and
conditions
collyrium
eye compresses

다발성경화증 치료용 약제
다용도 소독제
다이어트용 캡슐
단단한 표면용 에어로졸 형태의
살균스프레이
달걀 살균용 화합물
달걀 살균제
담배잎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용
권연
담배잎을 사용하지 않은 의료용
시가
당뇨병 예방용 약제
당뇨병 진단용 화학제
당뇨병 치료용 약제
당뇨병 치료용 허브환제
당뇨병 환자용 설탕대용제
당뇨병 환자용 인공감미료
당뇨병용 과일즙(의료용)
대구간유
대구간유 점액
대구간유 캡슐
대변 연화제
대사성 장애 치료용 약제
대사성약제
대용혈액
도찰제(塗擦劑)
독감방지용 백신
독약
동물 벼룩 퇴치용 파우더
동물 사료용 약품처리된 보충제
동물 사료용 영양보충제
동물/조류 및 곤충용 퇴치제
동물세정제(살충제)
동물에 의한 물림방지제
동물용 구충 목걸이
동물용 단백질 보충제
동물용 미량원소제제
동물용 방충제
동물용 백신
동물용 비타민
동물용 비타민 보충제
동물용 살충샴푸
동물용 살충액제

pharmaceutical products and
preparations to prevent swelling in
the leg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multiple sclerosis
all purpose disinfectants
diet capsules
antiseptic sprays in aerosol form for
use on hard surfaces
compounds for sanitising eggs
egg sanitizing preparations
tobacco-free cigarettes for medical
purpose
tobacco-free cigarettes for medical
purpose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prevention of diabetes
chemical preparations for the
diagnosis of diabete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reating diabetes
herbal pills for the treatment of
diabetes
sugar substitutes for diabetics
artificial sweeteners adapted for
diabetics
diabetic fruit nectars adapted for
medical purposes
cod liver oil
cod-liver oil drops
cod-liver oil capsules
stool softener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reating metabolic disorders
pharmaceutical agents affecting
metabolism
blood substitutes
liniments
vaccines against flu
poisons
powders for killing fleas on animals
medicated supplements for animal
feedstuffs
nutritional supplements for animal
foodstuffs
preparations for repelling animals,
birds and insects
animal washes [insecticides]
preparations to prevent chewing or
biting by animals
antiparasitic collars for animals
protein supplements for animals
preparations of trace elements for
animal use
animal repellents
veterinary vaccines
vitamins for animals
vitamin supplements for animals
insecticidal animal shampoos
animal dips [prepa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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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류 G1004
동물용 식욕촉진제
동물용 약제
동물용 피부치료제
동물정액
동물피부관리용 약제
동물피부보호용 약제
동상용 약제
동종 유인 호르몬
동종요법 보약제
동종요법 보충제
동종요법 약제
동종요법 항염증연고
두통완화 스틱
등유성질의 방충제
디기탈린(강심제)
로션형 항생제
리신제
마그네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영양보충제
마취용 약제
마취제
말용 백신
말초신경계 장애 치료용 약제
말초신경계용 약제
말파리구제용 오일
머리 이 구제제(驅除劑)

feeding stimulants for animals
veterinary preparations
skin treatment [medicated] for animals
animal sperm
pharmaceutical products for skin
care for animal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animal skincare
chilblain preparations
pheromones
homeopathic pharmaceuticals
homeopathic supplements
homeopathic medicines
homeopathic anti-inflammatory
ointments
headache relief sticks
insect repellent in the nature of a
lamp oil
digitalin
antibiotics in the form of lotions
lysine preparations
nutritional supplements consisting
primarily of magnesium
pharmaceutical preparations and
substances for use in the field of
anesthesia
anaesthetics
vaccines for horse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reating peripheral nervous system
disorders
pharmaceutical agents affecting
peripheral nervous system
anti-horse-fly oils
preparations for destroying lice in the
hair

무좀 분말
무좀 치료 로션
무좀 치료 분말
무좀치료제
물 조류생성 방지제
물리적 장해치료용 약제
물살균용 정제형 제제
물첨가 발포성음료 제조용
정제형태의 비타민보충제
미네랄 영양첨가제
미네랄보충제
미네랄이 제거된 의료용 워터

민달팽이 구제제
밀의 흑수병(黑穗病) 치료제
바이러스 박멸제
바이러스 백신
바이러스 질환 치료용 약제
박테리아에 의한 장애 예방용
약제
박테리아에 의한 장애 치료용
약제
박테리아에 의한 질병 예방용
약제

면역질환 진단시약

diagnostic reagents for
immunization disease

반창고 제거용제

면역체계 장애 예방용 약제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prevention of disorders of the
immune system

발 발한 치료제
발기부전 치료용 약제

면역체계 질병 예방용 약제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prevention of diseases of the immune
system

발기유발용 약제

면역체계조절용 약제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regulating the immune system

모기구제제
모기장용 모기박멸제

mosquito repellents

모기향
모발성장 촉진제
모유수유 촉진제
목욕진흙

mosquito-repellent inc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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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quito killing preparations for
application to mosquito nets
hair growth stimulants
galactagogues
mud for baths

mineral supplements
demineralised water for medical
purposes

nutritive substances for
microorganisms
slug exterminating preparations

methionine preparation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immunity adjustment

preparations for treating athlete's
foot
preparations for preventing the
formation of algae in water
pharmaceutical agents for treating
physically caused lesions
substances in tablet form for use in
the sterilisation of water
vitamin supplements in tablet form
for making effervescent beverages
when added to water
mineral nutritional supplements

미생물용 영양물질

메티오닌제
멘톨
면역자극제
면역조절제

immunostimulants

powders for treating athlete's foot

mineral preparations

anti-motion sickness agents

menthol

lotions for treating athlete's foot

미네랄제
미생물 농약
미생물배양용 영양물질

멀미방지제
멀미치료제

motion sickness treatment
preparations

athlete's foot powders

박테리아에 의한 질병치료용
약제
박하냄새가 제거된 의료용 박
하유(薄荷油)
반창고 제거용 세정용제

발보호용 약품처리된 크림
발의 발한 치료제
발작증 치료 및 예방용 약제

microbial pesticide
nutritive substances for
micro-organism cultures

chemical preparations for treating
wheat blight
virucides
viral vaccines
pharmaceutical products for the
treatment of viral disease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prevention of disorders caused by
bacteria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disorders caused by
bacteria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prevention of diseases caused by
bacteria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diseases caused by
bacteria
dementholized peppermint oil for
medical purposes
cleaning solvents for removing
adhesive plasters
solvents for removing adhesive
plasters
remedies for foot perspiration
pharmaceutical for the treatment of
erectile dysfunction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inducing erections
medicated creams for the care of the
feet
foot perspiration (Remedies for -)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preventing and treating seizure

발포성 진통약제

effervescent analgesic
pharmaceutical preparations

발포제
발한제
발한치료제

vesicants
diaphoretics
remedies for perspiration

5류 G1004
방부제
방사선 숙취치료용 약제
방사선증 치료용 약제

antiseptics

방사선치료용 호르몬
방사성 의약품
방충스프레이
방충용 삼나무목재

radiotherapeutic hormones

방충용 향료
방충제
방충향
배란 진단제

radiation sickness treating agent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reating the symptoms of radiation
sickness
radiopharmaceutical products
anti-insect sprays
cedar wood for use as an insect
repellent
incense (Insect repellent -)
insect repellents
insect repellent incense

비뇨기과용 약제
비뇨생식기 장애 예방용 약제
비뇨생식기 장애 치료용 약제
비뇨생식기 질병 예방용 약제
비뇨생식기 질병치료용 약제
비뇨생식기용 약제

preparations for the diagnosis of
ovulation

비듬치료용 약제

배란예측용 생체외 제제

in vitro preparations for predicting
ovulation

비듬치료용 조제약품

배란예측용 제제
배설 촉진제
백분병 치료제

preparations for predicting ovulation

비만 치료 및 예방용 약제

백신
백신 보조제
백신제
백혈 병치료제

vaccines

벌레상 완화용 약제
베타 차단제
벼룩 구제제
벼룩구충용 목걸이
벼룩살충용 파우더
벼룩약
변기용 소독클리너
변비 치료용 식이섬유
변비완화약
변비완화용 약제
병원용 살균제
보충식품용 산화방지제
보툴리눔 톡신이 함유된 약제
부신호르몬제
부인과의학용 약제

evacuants
chemical preparations for treating
mildew
adjuvants for use with vaccines
vaccine preparation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leukemia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relief of insect bites
beta blockers
flea exterminating preparations
flea collars
powders for killing fleas
flea powders
disinfectant toilet bowl cleaners
dietary fibre for treating constipation
constipation (Medicines for alleviating -)
medicines for alleviating constipation
sanitizing preparations for hospital
use
anti-oxidants for use as food
supplements
pharmaceuticals containing botulinum
toxin
adrenal hormone preparation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and
substances for use in gynecology

부인용 한방약

oriental medicines for women's
diseases

부제증 백신
분만촉진제
분말 형태의 과일맛 식이보충
드링크 믹스
분말 형태의 영양보충 드링크
믹스
분말약제 포장용 식용 웨이퍼
형태의 약물전달제제

foot rot vaccines

불임개선제
비경구영양제 공급용 지방유제

fertility enhancement preparations

oxytocics
powdered fruit-flavored dietary
supplement drink mixes
powdered nutritional supplement
drink mixes
drug delivery agents in the form of
edible wafers for wrapping
powdered pharmaceuticals
fat emulsions for parenteral
hyperalimentation

비염치료제
비외과용 마취제
비처방 의약품
비타민 및 미네랄 보충제
비타민 및 미네랄제
비타민 및 비타민제
비타민 보충제
비타민 보충제 패치
비타민 약제
비타민 제제
비타민/미네랄/아미노산 및
미량원소 식이요법제
비타민A제
비타민B제
비타민C제
비타민D제
비타민정제
비타민제
뼈질환치료용 약제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use
in urology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prevention of disorders of the
genitourinary system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disorders of the
genitourinary system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prevention of diseases of the
genitourinary system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diseases of the
genitourinary system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urogenital organs
dandruff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reating -)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reating dandruff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preventing and treating obesity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rhinitis
anesthetics for non-surgical use
non-prescription medicines
vitamin and mineral supplements
vitamin and mineral preparations
vitamins and vitamin preparations
vitamin supplements
vitamin supplement patches
vitamin drops
vitamin substances and preparations
dietetic substances consisting of
vitamins, minerals, amino acids and
trace elements
vitamin A preparations
vitamin B preparations
vitamin C preparations
vitamin D preparations
vitamin tablets
vitamin preparations

사람 및 동물용 미량원소제제
사마귀제거제
산림용 화학제(구충제)

pharmaceutical products for the
treatment of bone diseases
preparations of trace elements for
human and animal use
wart removing preparations
forestry (chemicals for -),
[parasiticide]

산림용 화학제(살진균제)
산림용 화학제(살충제)
산림용 화학제(제초제)
산소욕용 산소
산전 비타민
산화방지제
살균 구강청결제
살균 바디케어제
살균 클렌저
살균료
살균세척제
살균연고

forestry (chemicals for -), [fungicides]
forestry (chemicals for -), [insecticides]
forestry (chemicals for -), [herbicides]
oxygen baths
prenatal vitamins
antioxidant pills
antiseptic mouthwashes
antiseptic body care preparations
antiseptic cleansers
sterilising agents
germicidal detergents
antiseptic oin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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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류 G1004
살균용 세정제
살균용액
살균제
살균제(비누는 제외)
살란제
살비제
살생물제
살서제(殺鼠劑)
살정자용 젤
살정자용 크림
살정제
살조제(殺藻劑)
살진균제
살충용 화학제

washes (Sterilizing -)
sterilising solutions
fungicides
germicidal preparations [other than
soap]
ovicides
acaricides
biocides
rodenticides
spermicidal gels
spermicidal creams
spermicides
algicides
fungicidal fungal agents
chemical preparations for pesticidal
purposes

살충제
살충제용 담배추출물
상관된 폐증후군 치료용 조성물

insecticides

상어 퇴치제
상처 치료용 살균제

shark repellent preparations

상처배액기구용 유착방지겔

anti-adhesion gels for use with
wound drainage devices

상처용 약제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wounds

상황(한약재)

sanghwang (Korean herbal
medicines)

생물학적 살균제
생물학적 제초제
생약
생체내화상용 조영제
생체진단 또는 치료용 방사선약제

biological fungicides

석회에 기초한 약제

lime-based pharmaceutical
preparations

선번(Sunburn) 치료용 약제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reating sunburn

선번치료용 연고
선충 구제제
선충 살충제
선탠제
설사약
성적 결합 억제제

sunburn ointments

성적 결합 촉진제

preparations for facilitating sexual
coupling

성적 자극겔
성적활동 감소제

sexual stimulant gels

성활동 감소제

preparations for reducing sexual
activity

세균감염용 면역치료시약

immunotherapeutic agents for
bacterial infections

세균독(毒)
세균배양용 배지(培地)
세양액(洗羊液)

bacterial poi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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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acco extracts [insecticides]
compounds for treating correlated
pulmonary syndromes
antiseptic preparations for wound
care

biological herbicides
crude medicines
contrast media for in vivo imaging
radioactive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in vivo diagnostics
or therapeutic use

nematicides
nematode pesticide
tanning pills
diarrhea medication
preparations for inhibiting sexual
coupling

reducing sexual activity
(Preparations for -)

bouillons for bacteriological cultures
sheep dips

세포부활용 약제
세포치료제
소독마찰용 알코올
소독세척제
소독용 비누
소독용 세정제(비누 제외)
소독용 유황스틱
소독용 향수비누
소독용 훈증 소독봉
소독용 훈증제
소독제(소독용 비누는 제외)
소염겔
소염성분약제
소염스프레이
소염연고
소염용 연고
소염제
소염제 및 해열제
소염진통고약
소염진통제
소화 장애 치료용 약제
소화기관용 약제
소화기장애 치료용 약제
소화용 식이섬유
소화촉진용 식이섬유
소화효소
손 위생제
손가락 빨기 방지제
손소독 세척제
손톱 물어뜯기 방지용 제제
손톱 물어뜯기 방지제
손톱 위생제
손톱균 치료제
손톱용 항진균 피부과 제제
수렴제
수분 보충/영양 및 약제 전달용
정맥유체
수상 제초제
수영장용 살조제
수영장용 살조화학제
수영장용 소독제
수은연고
수의과 분석용 반응제
수의과 진단용 반응제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activating cellular function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cells
rubbing alcohol
antiseptic washing preparations
disinfectant soap
washes (disinfectant -) [other than
soap]
sulfur sticks [disinfectants]
disinfecting perfumed soaps
fumigating sticks as disinfectants
fumigants
disinfectants [other than disinfectant
soap]
anti-inflammatory gel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and
substances with anti-inflammatory
properties
anti-inflammatory sprays
anti-inflammatory ointments
anti-inflammatory salves
anti-inflammatory preparations
anti-inflammatory and antipyretic
preparations
anti-inflammatory analgesic plasters
anti-inflammatory analgesic
preparation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digestive diseases
pharmaceutical agents affecting
digestive organs
medicines for treating intestinal
disorders
dietary fiber to aid digestion
dietary fibre to aid digestion
digestive enzymes
hand-sanitizing preparations
preparations for preventing sucking
of the fingers
disinfecting hand wash
preparations to prevent nail-biting
preparations for preventing nail
biting
nail sanitizing preparations
nail fungus treatment preparations
anti-fungal dermatological
preparations for use on the nails
styptic preparations
intravenous fluids used for
rehydration, nutrition and the delivery
of pharmaceutical preparations
aquatic herbicides
algicides for swimming pools
algaecide chemicals for swimming
pools
disinfectants for swimming pools
mercurial ointments
reagents for analytical purposes [for
veterinary purposes]
reactants for veterinary diagnosis

5류 G1004
수의과용 개 로션
수의과용 그리스
수의과용 동물사료첨가제
수의과용 로션제
수의과용 미생물분석용 반응제
수의과용 바셀린
수의과용 방사선제
수의과용 배지(培地)
수의과용 분석용 반응제
수의과용 분석장치용 반응제
수의과용 사료첨가제
수의과용 살충 세정제
수의과용 생물학적 시약

greases for veterinary purposes

수의과용 화학시험시약
수의과용 화학제

animal feed supplements for
veterinary purposes
lotions for veterinary purposes

수의과용 효소
수의과용 효소제

dog lotions for veterinary purposes

reagents for microbiological analysis
[for veterinary purposes]
petroleum jelly for veterinary
purposes
radioactive preparations for
veterinary diagnosis
culture media for veterinary use
reagents for use in analysis [for
veterinary purposes]
reagents for use with analyzers [for
veterinary purposes]
feed supplements for veterinary
purposes
insecticidal veterinary washes

chemical test reagents [veterinary]
chemical preparations for veterinary
purposes
enzymes for veterinary purposes

수의학용 통증완화제
순환기관용 약제
순환기관용 치료제
술폰아미드제
스멜링솔트
스킨 및 네일 변질방지 및 치료용
약제
스킨케어용 약제

수의과용 생세포
수의과용 생화학제

living cells for veterinary purposes

스테로이드
스트렙토마이신제
스트리크닌독
스트리키닌
스트립 형태의 약제

biochemical preparations for
veterinary purposes

스포츠 부상 치료용 약제

수의과용 소독제
수의과용 소용 백신

disinfectants for veterinary use

수의과용 식이요법제

dietetic substances adapted for
veterinary use

수의과용 아미노산
수의과용 아미노산제

amino acids for veterinary purposes

수의과용 생물학적제제

수의과용 암소초유
수의과용 약제
수의과용 양용 백신
수의과용 영양보충제
수의과용 위생제

biological reagents for veterinary
purposes
biological preparations for
veterinary purposes

veterinary vaccines for bovine
animals

amino acid preparations for
veterinary purposes
bovine colostrum for veterinary
purposes
veterinary substances and
preparations
veterinary vaccines for sheep
nutritional supplements for
veterinary purposes
hygienic preparations for veterinary
purposes

수의과용 유전자 검사시약

reagents for use in veterinary
genetic testing

수의과용 제제

veterinary preparations and
substances

수의과용 줄기세포
수의과용 진단검사용 반응제

stem cells for veterinary purposes

수의과용 진단시약

diagnostic test reagents for veterinary
purposes

수의과용 진단제

diagnostic preparations for veterinary
purposes

수의과용 체외실험용 반응제

reagents for in-vitro laboratory use
[for veterinary purposes]

수의과용 프로바이오틱
박테리아 제제
수의과용 항감염제

probiotic bacterial formulations for
veterinary use

수의과용 항생제
수의과용 항체
수의과용 화학시약

reagents for use in diagnostic tests
[for veterinary purposes]

anti-infective products for veterinary
use
antibiotics for veterinary use
antibodies for veterinary purposes
chemical reagents for veterinary
purposes

enzyme preparations for veterinary
purposes
pain relief medication for veterinary
purposes
cardiovascular pharmaceutical
preparations
cardiovascular treatment
preparations
sulfonamide preparations
smelling salt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reating and preventing skin and nail
diseases
pharmacological preparations for
skin care
steroids
streptomycin preparations
strychnine poison
strychnine

습포제
승압제(昇壓劑)
시각장애 예방용 약제

pharmaceutical preparations in strip
form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reating sports injuries
poultices
vasopressors

식사대용 파우더
식욕 감퇴제
식욕 억제제
식욕 자극제
식이보충용 음료수
식이보충음료
식이보충제용 산화방지제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prevention of ocular disorders
meal replacement powders
appetite suppressant pills
appetite suppressants
appetite stimulant preparations
dietary supplemental drinks
dietary supplement drinks
anti-oxidants for use as dietary
supplements

식이보충제용 아마씨 섬유

ground flaxseed fibre for use as a
dietary supplement

식이섬유
식이요법 또는 약제용 전분

dietary fiber

식이요법 및 약제용 전분 및
전분제품

starch and starch products for
dietetic and pharmaceutical
purposes

식이요법 식품보충제용 꿀벌
꽃가루
식이요법용 전분
식이요법제 및 영양첨가제
식품보충제 형태의 비타민제

bee pollen for use as a dietary food
supplement

신경 안정제
신경계 장애 예방용 약제

nervines

신장 장애 치료용 약제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kidney disorder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kidney diseases
vitamin supplements for use in renal
dialysis

신장병 치료용 약제
신장투석용 비타민제

starch for dietetic or pharmaceutical
purposes

starch for dietetic purposes
dietary and nutritional supplements
vitamin preparations in the nature of
food supplement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prevention of disorders of the
nervou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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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류 G1004
신진대사계 장애 예방용 약제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prevention of disorders of the
metabolic system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disorders of the
metabolic system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prevention of diseases of the
metabolic system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diseases of the metabolic
system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heart rhythm disorders
medicines for the treatment of
cardiovascular and cerebrovascular
disease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prevention of disorders of the
cardio-vascular system

알레르기용 캡슐
알레르기치료용 약제

allergy capsules

암 방지 및 치료용 약제 및 합성물

pharmaceutical preparations and
compositions for the treatment and
prevention of cancer
ammonia inhalants

심혈관용 약제
심혈관질환치료용 약제

cardiovascular pharmaceuticals

암치료용 화합물
애견용 세정제(살충제)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아연보충정제
아연을 주성분으로 하는 영양
보충제
아코니틴
아편알칼로이드제
악성종양치료용 약제

acetaminophen

신진대사계 장애 치료용 약제
신진대사계 질병 예방용 약제
신진대사계 질병 치료용 약제
심장박동 장애 치료용 약제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치료용
약제
심혈관계 질병 예방용 약제

악취 중화제
안과용 근육이완제
안과용 습윤액
안과용 약제
안과용 점탄성제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cardiovascular disease
aspirin
zinc supplement lozenges
nutritional supplements consisting
primarily of zinc
aconitine
opium alkaloid preparation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reating malignant tumours
preparations for the neutralising of
odours
ophthalmic muscle relaxants
irrigating solutions for eye use
ophthalmic preparations
viscoelastic agents for ophthalmic
purposes

암모니아 흡입제
암예방용 약제
암치료용 바이러스 및 감염질환
치료용 약제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reating allergie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and
substances for the prevention of
cancer
pharmaceutical products for the
treatment of viral and infectious
diseases, for the treatment of cancer

암치료용 바이오약제

biopharmaceuticals for the
treatment of cancer

암치료용 생물학제제

biological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cancer
pharmaceutical products for the
treatment of cancer
compounds for treating cancer

암치료용 약제

애완동물 기생충치료용 약제
애완동물용 비타민
애완동물용 비타민 및 미네랄
보충제
애완동물용 유인물질
애완동물용 허브 피부통증연고
액상 비타민보충제
액상 진양제(鎭痒劑)
액상 허브보충제
약/캡슐/정제 및 압착정제
형태의 구강용 약제

cleaning preparations for dogs
[insecticide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worms in pets
vitamins for pets
vitamin and mineral supplements for
pets
attractants for pet animals
herbal anti-itch ointments for pets
liquid vitamin supplements
liquid antipruritics
liquid herbal supplements
medicinal preparations for the
mouth to be applied in the form of
drops, capsules, tablets and
compressed tablets

약물 전달체
약쑥
약용 과자
약용 사탕
약용 설폰아미드
약용 알로에베라제

drug delivery agents

약용 캡슐
약이 채워진 의료용 주사기

capsules for medicines

약제용 감초
약제용 겐티아나
약제용 겨자
약제용 곡분
약제용 과이어콜
약제용 대황근(大黃根)

liquorice for pharmaceutical purposes

mugwort for medical purposes
medicated confectionery

안과용 제제
안과학용 약제
안구 또는 안구내 수술용 약제

ophthalmologic preparations

안구감염치료용 국소항감염제

topical anti-infective substances for
the treatment of infections of the eye

안구용 약제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ocular use

안구윤활제
안약
안질환 예방용 약제

preparations for ocular lubrication

알레르기 예방용 약제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prevention of allergies

알레르기 치료용 코스프레이

nasal spray for the treatment of
allergies

알레르기방지용 스프레이
알레르기비염 치료용 약제

anti-allergy spray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reating allergic rhinitis

약제용 덱스트린
약제용 덴드리머 폴리머제 캡슐

dextrins for pharmaceutical use

알레르기성 비염 및 천식치료용
약제
알레르기완화용 약제
알레르기용 약제
알레르기용 정제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reating allergic rhinitis and asthma

약제용 동상연고

frostbite salve for pharmaceutical
purposes
lotions for pharmaceutical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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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hthalmological preparation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ocular or intraocular surgery

eye drop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prevention of ocular diseases

allergy relief medication
allergy medications
allergy tablets

약제용 로션제
약제용 로얄젤리

medicated candies
sulfonamides [medicines]
aloe vera preparations for
pharmaceutical purposes
filled syringes for medical purposes
[containing pharmaceuticals]
gentian for pharmaceutical purposes
mustard for pharmaceutical purposes
flour for pharmaceutical purposes
guaiacol for pharmaceutical purposes
rhubarb roots for pharmaceutical
purposes
capsules made of dendrimer-based
polymers, for pharmaceuticals

royal jelly for pharmaceutical
purposes

5류 G1004
약제용 류풀린
약제용 마그네슘염
약제용 마그네시아
약제용 막대형 감초
약제용 맥각(麥角)
약제용 맥아
약제용 맥아 알부민
약제용 맥아 추출물
약제용 맹그로브 수피(樹皮)
약제용 멘톨
약제용 멜리사수(水)
약제용 모이스처라이징
바디로션
약제용 모이스처라이징 크림
약제용 목탄

lupulin for pharmaceutical purposes
magnesium salts for pharmaceutical
use
magnesia for pharmaceutical
purposes
stick liquorice for pharmaceutical
purposes
ergot for pharmaceutical purposes
malt for pharmaceutical purposes
malt albumin for pharmaceutical use
malt extracts for pharmaceutical use
mangrove bark for pharmaceutical
purposes
menthol for pharmaceutical
purposes
melissa water for pharmaceutical
purposes
moisturising body lotion
[pharmaceutical]

약제용 아몬드 우유
약제용 알긴산염
약제용 알데히드
약제용 알코올
약제용 어분(魚粉)

약제용 유칼립투스

약제용 몰식자산

gallic acid for pharmaceutical
purposes

약제용 유황화(硫黃華)

약제용 미로발란수피(樹皮)

myrobalan bark for pharmaceutical
purposes

약제용 민트
약제용 방향제
약제용 부식제
약제용 브롬
약제용 비스무트아질산

mint for pharmaceutical purposes

약제용 비스무트제제

bismuth preparations for
pharmaceutical purposes

약제용 전제(煎劑)

약제용 비어있는 젤라틴캡슐

gelatin capsules, empty, for
pharmaceuticals

약제용 정제

약제용 빈캡슐

unit dose capsules, empty, for
pharmaceutical purposes

약제용 사향
약제용 산류(酸類)
약제용 석회제

musks for pharmaceutical purposes

bismuth subnitrate for pharmaceutical
purposes

ethers for pharmaceutical purposes
ointments for pharmaceutical
purposes
iodine for pharmaceutical purposes
iodides for pharmaceutical purposes
alkaline iodides for pharmaceutical
purposes
milk ferments for pharmaceutical
purposes
eucalyptol for pharmaceutical
purposes
eucalyptus for pharmaceutical
purposes
flowers of sulfur for pharmaceutical
purposes
yeast for pharmaceutical purposes

약제용 우유효소

charcoal for pharmaceutical
purposes

bromine for pharmaceutical purposes

fish meal for pharmaceutical
purposes
esters for pharmaceutical purposes

약제용 요오드
약제용 요오드화물
약제용 요오드화알칼리

약제용 유칼립톨

caustics for pharmaceutical purposes

alcohol for pharmaceutical purposes

약제용 에스테르
약제용 에테르
약제용 연고

moisturising creams [pharmaceutical]

balms for pharmaceutical purposes

almond milk for pharmaceutical
purposes
alginates for pharmaceutical
purposes
aldehydes for pharmaceutical
purposes

약제용 이스트
약제용 이스트추출물
약제용 인산염
약제용 전분
약제용 전분 및 전분제품

약제용 젤라틴캡슐
약제용 중탄산(重炭酸)소다

yeast extracts for pharmaceutical
purposes
phosphates for pharmaceutical
purposes
starch for pharmaceutical purposes
starch and starch products for
pharmaceutical purposes
decoctions for pharmaceutical
purposes
lozenges for pharmaceutical
purposes
gelatin capsules for pharmaceuticals
bicarbonate of soda for
pharmaceutical purposes

acids for pharmaceutical purposes

약제용 진단시약

lime (Preparations of -) for
pharmaceutical purposes

diagnostic agents for pharmaceutical
use

약제용 천마

약제용 세포증식억제제

cytostatics for pharmaceutical
purposes

gastrodia elata for pharmaceutical
purposes

약제용 초산알루미늄

약제용 셀룰로오스

cellulose for pharmaceutical
purposes

aluminium acetate for pharmaceutical
purposes
acetates for pharmaceutical purposes

약제용 셀룰로오스에스테르

cellulose esters for pharmaceutical
purposes

약제용 셀룰로오스에테르

cellulose ethers for pharmaceutical
purposes

약제용 초산염
약제용 카슈
약제용 칼륨제

약제용 소화제

digestives for pharmaceutical
purposes

약제용 칼슘염 합성물

combinations of calcium salts for
pharmaceutical use

약제용 수피(樹皮)
약제용 수화(水化)클로랄

barks for pharmaceutical purposes

약제용 캡슐
약제용 콜로디온

cachets for pharmaceutical purposes

약제용 시럽
약제용 식물추출물

syrups for pharmaceutical purposes

약제용 크레오소트

creosote for pharmaceutical
purposes
tartar for pharmaceutical purposes

약제용 아마인
약제용 아마인(아마씨)

flaxseed for pharmaceutical purposes

약제용 타르타르
약제용 타르타르크림
약제용 테레빈

turpentine for pharmaceutical
purposes

약제용 테레빈유

oil of turpentine for pharmaceutical
purposes

약제용 아마인분

hydrated chloral for pharmaceutical
purposes
plant extracts for pharmaceutical
use
flaxseed meal for pharmaceutical
purposes
linseed meal for pharmaceutical
purposes

cachou for pharmaceutical purposes
potassium preparations for
pharmaceutical purposes

collodion for pharmaceutical
purposes

cream of tartar for pharmaceutical
purposes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171

5류 G1004
약제용 티몰
약제용 페놀
약제용 펙틴
약제용 펩신

thymol for pharmaceutical purposes

약제용 펩톤

phenol for pharmaceutical purposes
pectin for pharmaceutical purposes
pepsins for pharmaceutical
purposes

여드름용 클렌저(약제)
여드름치료용 나이아신아미드제

acne cleanser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niacinamide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acne
heatstroke treating agents

peptones for pharmaceutical
purposes

열사병 치료용 약제
염증 치료용 환제
염증성장애 치료용 약제

약제용 포름알데히드

formic aldehyde for pharmaceutical
purposes

염증성질환 예방용 약제

약제용 프로폴리스

propolis for pharmaceutical
purpose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prevention of inflammatory disorders

염증성질환 치료용 약제

약제용 호르몬제

hormone preparations for
pharmaceutical use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inflammatory diseases

extracts of hops for pharmaceutical
purposes

약제용 화학제

chemical preparations for
pharmaceutical purposes

약제용 환제
약제용 황산마그네슘

pills for pharmaceutical purposes

약제용 효소

ferments for pharmaceutical
purposes

영아용 식이요법제
영양보충제
오포델도크
오한 예방용 엘릭서
오한 완화용 엘릭서
완하제(緩下劑)
외과기구살균용 세제

dietetic substances for babies

약제용 홉추출물

약제의 경피전달용 스킨패치

skin patches for the transdermal
delivery of pharmaceuticals

약제의 광범위한 활성 성분 사용을
위한 분말 형태의 약물전달체

drug delivery agents in the form of
powders that provide controlled
release of the active ingredients for
a wide variety of pharmaceuticals

약제의 광범위한 활성 성분 사용을
위한 정제 형태의 약물전달체

drug delivery agents in the form of
tablets that provide controlled
release of the active ingredients for
a wide variety of pharmaceuticals

약제의 광범위한 활성 성분 사용을
위한 캡슐 형태의 약물전달체

drug delivery agents in the form of
capsules that provide controlled
release of the active ingredients for
a wide variety of pharmaceuticals
drug delivery agents that facilitate
the delivery of pharmaceutical
preparations
medicament formulating agents

약제전달촉진용 약물전달체
약제제형 제조용 조성물
약탕(의료용 음료)
약품처리된 식용 식품첨가용
제제

magnesium sulphate for
pharmaceutical use

tisanes [medicated beverages]
preparations for use as additives to
food for human consumption
[medicated]

약품처리된 항균성 세안제

anti-bacterial face washes
(Medicated -)

약학적 제제

chemico-pharmaceutical
preparations

양초형태의 방충제
어류용 항생제
어지럼증치료용 환제

insect repellent in candle form

엄지손가락빨기 방지용 제제

preparations to prevent
thumb-sucking
nutritional supplement meal
replacement bars for boosting
energy
erythromycin preparations

에너지증진용 영양보조식 대용바
에리스로마이신제
에스트로겐호르몬제
엘릭서 약품
여드름 약제
여드름 치료제
여드름용 크림(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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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biotics for fish
pills for dizziness symptoms
treatment

estrogen preparations
elixir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acne medication
acne treatment preparations
acne cream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외과용 마취제
외과용 알코올
외과용 윤활유
외피용 약제
요로제(尿路劑)
요오드팅크
요오드포름
용해가능한 필름형태의 약제
전달촉진용 약물전달체

pills for inflammation treatment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inflammatory disorders

nutritional supplements
opodeldoc
elixirs for preventing colds
elixirs for relieving colds
laxatives
cleaners [preparations] for
sterilising surgical instruments
anesthetics for surgical use
surgical spirits
lubricants for surgical purposes
pharmaceutical agents for epidermis
urinary tract preparations
tincture of iodine
iodoform
drug delivery agents in the form of
dissolvable films that facilitate the
delivery of pharmaceutical
preparations

용해가능한 필름형태의 영양
보충제 전달촉진용 약물전달체

delivery agents in the form of
dissolvable films that facilitate the
delivery of nutritional supplements

원예용 살균제
원예용 살조제
원예용 살충제
월경 촉진제
월경순환조절용 약제

fungicides for horticultural use

월경통 치료제

menstrual symptom treatment
preparations

위생용 살균제
위생용 소독제
위생용 윤활제
위생용 화학제

sanitary sterilising preparations

위장 세척제
위장병치료용 약제

gastrointestinal cleaning agents

위장장애 치료용 약제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reating gastrointestinal disorders

위장제
위장질환치료용 약제

gastrointestinal preparations

위장치료제

gastro-intestinal treatment
preparations

유독성 식물 예방용 차단로션

barrier lotions for protection against
poisonous plants

algaecides for agricultural purposes
pesticides for horticultural purposes
emmenagogues
medicines for adjusting the menstrual
cycle

disinfectants for hygiene purposes
hygienic lubricants
chemical preparations for sanitary
use
pharmaceutical preparations and
substances for the treatment of
gastro-intestinal diseases

medicines for the treatment of
gastrointestinal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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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식물 유독오일 예방용
차단로션
유성생식 및 불임장애 치료 및
진단제제
유열(乳熱) 예방제
유충 구제제(驅除劑)
유충 억제제
유해동물 퇴치제
유황스틱(소독제)
의료 또는 수의과용 그리스
의료 또는 수의과용 살균공정
모니터링용 생물학적 지표

barrier lotions for protection from
toxic oils of poisonous plants
preparations for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disorders relating to
sexual reproduction and fertility
medicines for prevention against
milk fever
larvae exterminating preparations
larvae inhibiting preparations
preparations for destroying noxious
animals
sulphur sticks [disinfectants]
greases for medical or veterinary
purposes
biological indicators for monitoring
sterilization processes for medical or
veterinary purposes

의료 또는 수의과용 아미노산

amino acids for medical or veterinary
purposes

의료 및 수의과용 생물 및
화학시약
의료 및 수의과용 진단시약

biological and chemical reagents for
medical or veterinary purposes

의료 및 수의과용 핵산서열
의료 및 수의과용 화학반응제
의료 및 치과기기용 소독제

diagnostic test reagents for medical
or veterinary purposes
nucleic acid sequences for medical
and veterinary purposes
reagents (Chemical -) for medical or
veterinary purposes
disinfectants for dental and med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의료용 X-선 조영제
의료용 가글
의료용 가스
의료용 가스혼합물
의료용 강장제
의료용 거머리
의료용 거전발삼
의료용 건조제

X-ray contrast media for medical use
gargles for medical purposes
gases for medical purposes
gas mixtures for medical use
tonics for medical purposes
leeches for medical purposes
gurjun balsam for medical purposes
siccatives [drying agents] for
medical purposes
mustard powder for medical
purposes
mustard oil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겨자가루
의료용 겨자유
의료용 겨자제제

mustard preparation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결정화된 빙당

crystallized rock sugar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고약
의료용 고체산소
의료용 고화가스
의료용 곡류 처리 공정의 부산물

medical plasters

의료용 곡물가공 부산물

by-products of the processing of
cereal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과자
의료용 광천수
의료용 구강보호 및 치료용 약제

confectionery for medicinal purposes

medicated mouth care preparations

solid oxygen for medical use
solidified gases for medical purposes
by-products of the processing of
cereals for dietetic or medical
purposes

의료 및 치료용 가공 꿀벌 꽃가루

processed bee pollen for medicinal
or therapeutic purposes

의료 및 치료용 국소겔

topical gels for medical and
therapeutic purposes

의료 및 치료용 대용설탕

sugar substitutes for medicinal or
therapeutic purposes

의료 및 치료용 마찰조성물

rubbing compounds for medical or
therapeutic purposes

의료 및 치료용 선인장

processed cactus for medicinal or
therapeutic purposes

의료용 구강보호약제
의료용 구강세정액
의료용 구강소독제
의료용 구강스프레이
의료용 구강청결제(가글)

의료 및 치료용 프로폴리스

propolis for medicinal or therapeutic
purposes

의료용 구강청량용 껌

의료 전용 식이요법용 과자

dietetic confectionery adapted for
medical purposes

breath-freshening chewing gum for
medicinal purposes

의료용 구강청량제

의료 전용 식이요법제

dietetic preparations adapted for
medical use

breath refresher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구강치료약제

의료 전용 영아용 식이음료수

dietetic beverages for babies
adapted for medical purposes

medicated mouth treatment
preparations

low-salt bread adapted for medical
use

의료용 구강케어겔
의료용 구강클렌저

medicated oral care gels

의료 전용 저염 빵
의료 초음파 장치용 조영제

contrast media for use with medical
ultrasound apparatus

parasiticides for medical use

의료 화상진찰용 가스 및 가스
혼합물
의료/치과 및 수의과용 세균
발육저지제
의료기구용 소독제
의료기기용 소독제

gases and gas mixtures for medical
imaging use

의료분석용 반응제

reagents for analytical purpose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수액용 지방유제
의료영상용 조영제

fat emulsions for medical infusions

의료용 DNA 분석용 화학제

chemical preparations for use in dna
analysis [medical]

의료용 구충제
의료용 그리스
의료용 근육침전제
의료용 글리세린
의료용 기나피(皮)
의료용 기저귀 발진 로션
의료용 기저귀 발진 연고
의료용 기저귀 크림
의료용 긴장완화크림
의료용 껌
의료용 나이트크림
의료용 나트륨염
의료용 냉각 스프레이형 약

bacteriostats for medical, dental and
veterinary purposes
disinfectants for medical instruments
disinfectants for med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contrast media for use in medical
imaging

mineral waters for medical purposes
medicated mouth care and treatment
preparations
mouthwashes for medical purposes
medicated mouth washes
medicated throat sprays
mouthwashes [gargles] for medical
purposes

mouth cavity cleansers for medical
purposes
greases for medical purposes
medicated muscle soaks
glycerine for medical purposes
cinchona for medical purposes
medicated nappy rash lotions
medicated diaper rash ointments
nappy cream [medicated]
therapeutic creams [medical]
chewing gum for medical purposes
night creams [medicated]
sodium salts for medical purposes
cooling sprays for medical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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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네일케어제

nail care preparation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면역 측정시약

의료용 눈세척제
의료용 다목적 멘톨연고

medicated eye-washes

의료용 다목적 방향제

multi-purpose medicated analgesic
balms

의료용 모발관리제
의료용 모세관 로션
의료용 모세혈관 안정제

의료용 다목적 항생크림

multi-purpose medicated antibiotic
creams

의료용 달맞이꽃 오일
의료용 담배잎을 사용하지
않은 권연
의료용 당뇨병용 과일주스

evening primrose oil for medical use

의료용 당뇨환자용 빵
의료용 당제
의료용 대마
의료용 대용담배
의료용 대추액
의료용 동결건조고기
의료용 동물사료
의료용 동위원소
의료용 두피치료제
의료용 드라이 샴푸
의료용 디아스타제
의료용 딜오일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그리스
및 바셀린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대용혈액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바셀린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생물학
적제제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생화학제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진단시약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진단제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효소

multi-purpose medicated mentholated
salves

cigarettes (Tobacco-free -) for
medical purposes
diabetic fruit juice beverages
adapted for medical purposes
diabetic bread adapted for medical
use
dragees [medicines]
cannabis for medical purposes
tobacco substitutes for medical
purposes
jujube, medicated
lyophilised meat adapted for medical
purposes
medicated animal feed
isotopes for medical purposes
scalp treatments (Medicated -)
medicated dry shampoos
diastase for medical purposes
dill oil for medical purposes
greases and petroleum jelly for
medical or veterinary purposes
blood substitutes for medical or
veterinary purposes
petroleum jelly for medical or
veterinary purposes
biological preparations for medical
or veterinary purposes
biochemical preparations for
medical or veterinary purposes
diagnostic reagents for medical or
veterinary purposes
diagnostic preparations for medical
or veterinary purposes
ferments for medical or veterinary
use

의료용 또는 수의용 화학제

chemical preparations for medical or
veterinary purposes

의료용 라듐
의료용 레시틴
의료용 로션
의료용 로얄젤리
의료용 립밤
의료용 마리화나
의료용 마사지 오일
의료용 마사지 젤
의료용 마우스 스프레이
의료용 맥아유음료

radium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멘톨 입욕제
의료용 면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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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ithin for medical purposes
medicated lotions
royal jelly for medical purposes
medicated lip balms
marijuana for medical purposes
medicated massage oils
massage gels for medical purposes
medicated mouth spray
malted milk beverages for medical
purposes
menthol bath preparations for
medical purposes
medicated shaving preparations

의료용 목욕염 및 약제
의료용 목욕염류
의료용 목욕제
의료용 목욕진흙
의료용 미네랄소금
의료용 미네랄음료
의료용 미네랄제
의료용 미생물분석용 반응제
의료용 미생물용 영양제
의료용 민트맛 껌
의료용 밀봉된 방사성물질
의료용 및 수의과 진단용 시약
및 매체
의료용 및 수의과용 진단제
의료용 및 수의과용 화학시약
의료용 바디/스킨/페이스 및
핸드로션 및 크림
의료용 바디로션
의료용 바디크림
의료용 바디파우더
의료용 바셀린
의료용 발삼제제
의료용 발연고
의료용 발용 분말
의료용 발크림
의료용 발파우더
의료용 방사선물질
의료용 방사선원소

immunoassay reagents for medical
use
medicated hair care preparations
capillary lotions (Medicated -)
capillary stabilizing agents for
medical purposes
bath salts and bath preparations for
medical purposes
bath salts for medical purposes
bath preparations, medicated
medicated mud for baths
mineral salts for medical purposes
mineral drinks (Medicated -)
mineral preparations for medical
purposes
reagents for microbiological
analysis [for medical purposes]
nutritive substances for
microorganisms for medical use
mint-flavored chewing gum for
medical purposes
sealed radioactive substances for
medical purposes
reagents and media for medical and
veterinary diagnostic purposes
diagnostic preparations for medical
and veterinary use
chemical reagents for medical or
veterinary purposes
medicated lotions and creams for the
body, skin, face, and hands
medicated body lotions
body creams [medicated]
medicated body powder
petroleum jelly for medical purposes
balsamic preparations for medical
purposes
foot balms (Medicated -)
medicated foot powders
foot creams (Medicated -)
medicated foot powder
radioactive materials for medical
purposes
radioactive elements for medical
use

의료용 방사선조영(造影)물질

radiological contrast substance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방사성물질

radioactive substance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방향제
의료용 배지(培地)
의료용 베이비오일
의료용 베이비크림
의료용 베이비파우더
의료용 벤졸(벤젠) 중독치료제

balm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보조제
의료용 보툴리눔 톡신이
주성분인 약제 주입기
의료용 보호크림

culture media for medical use
medicated baby oils
babies' creams [medicated]
medicated baby powders
benzol detoxification agents for
medical purposes
adjuvants for medical purposes
pharmaceutical syringes prefilled
with medical botulinum toxin as the
main ingredient
protective creams (Medicated -)

5류 G1004
의료용 분석용 반응제
의료용 분석장치용 반응제
의료용 비강세정용액
의료용 비누
의료용 비소중독 치료제
의료용 비타민 강화음료
의료용 비타민 및 미네랄바

reagents for use in analysis [for
medical purposes]
reagents for use with analyzers [for
medical purposes]
solutions for medical use in washing
the nasal passages
medicated soap

의료용 수은연고
의료용 수의과용 식품첨가제

mercurial ointments for medical use

의료용 순환기관용 약제

cardiovascular agent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스크럽제

arsenic detoxification agents for
medical purposes
vitamin fortified beverages for
medical purposes
vitamin and mineral bars for medical
purposes

scrubs [preparations] for medical
use

의료용 스킨 및 상처클렌저

medicated cleansers for skin and
wounds

의료용 스킨로션
의료용 스킨케어제

medicated skin lotions

의료용 스킨케어크림
의료용 스킨크림
의료용 습포제
의료용 시약
의료용 식물 및 허브추출물

medicinal creams for skin care

의료용 비타민 및 미네랄제

vitamin and mineral preparations for
medical use

의료용 비타민 및 미네랄제제

vitamin and mineral preparation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비타민보강액

vitamin enriched water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사료첨가제

fodder additives for medical
purposes
sarsaparilla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사르사파릴라
의료용 사리염
의료용 사마귀제거제

medical foodstuff additives for
veterinary use

skin care preparation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식물요법제

medicated skin creams
medicated compresses
reagents for medical use
plant and herb extracts for medicinal
purposes
phytotherapy preparation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식사대용 드링크

medicated wart removing
preparations

meal replacement drink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식사대용 드링크 믹스

의료용 산소
의료용 산화마그네슘
의료용 살균용액
의료용 살균제
의료용 생명공학제제

oxygen for medical purposes

meal replacement drink mixe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식사대용 및 식이보충
드링크 믹스

meal replacement and dietary
supplement drink mixe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식사대용 바

meal replacement bar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식사대용 분말

meal replacement powder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생물학적 시약

biological reagent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식사대용 셰이크

meal replacement shake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생물학제제

biological preparation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식사대용 스낵

meal replacement snack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생물학제제 뼈성장배지

bone growth media consisting of
biological materials for medical
purposes

dietary drink mixes for use as meal
replacement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생세포
의료용 생화학제

living cell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식사대용 식이보충
드링크 믹스
의료용 식사대용 영양 드링크
믹스

biochemical preparations for medical
use

의료용 식욕감퇴제

의료용 생화학제제

biochemical preparations for medical
purposes

appetite suppressant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식이요법 동물사료

의료용 샴푸
의료용 선번로션
의료용 설탕
의료용 세면제
의료용 세정제
의료용 세척용액
의료용 세포
의료용 세포부활용 약제

medicated shampoos

dietetic animal foodstuffs for medical
purposes
dietetic sugar substitutes for medical
use
dietetic sugar for medical use

의료용 세포증식억제제
의료용 소독제
의료용 소화기관식물 자연
균형유지용 프로바이오틱제
의료용 손세정제
의료용 수렴제
의료용 수산화마그네슘

medicated handwash

epsom salts for medical purposes

magnesium oxide for medical use
sterile solutions for medical purposes
fungicides for medical use
biotechnological preparations for
medical purposes

medicated lotions for sunburn
sugar for medical purposes
medicated toiletry preparations
detergent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식이요법설탕 대용품
의료용 식이요법용 설탕
의료용 식이요법음료

nutritional drink mixes for use as
meal replacements for medical
purposes

dietetic beverages adapted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식이요법음료 제조제

preparations for making dietetic
beverages adapted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식이요법제

dietetic substances adapted for
medical use

cytostatic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식이요법제품

disinfectants for medical purposes

dietetic product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식이침제(浸劑)
의료용 식품첨가제용 포도당

dietetic infusions for medical use

의료용 아미노산
의료용 아미노산제

amino acid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아이로션
의료용 아이소토닉 음료

eye lotions for medical use

cleansing solutions for medical use
cells for medical purposes
cellular function activating agents for
medical purposes

probiotic preparations for medical
purposes to help maintain a natural
balance of flora in the digestive
system
astringents for medical purposes
magnesium hydroxide for medicinal
use

glucose for use as an additive to
foods for medical purposes
amino acid preparations for medical
purposes
medicated isotonic dr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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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류 G1004
의료용 아일랜드이끼
의료용 안연고
의료용 알부민조제제

irish mos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알카로이드
의료용 앙고스투라껍질

alkaloid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애완동물용 샴푸
의료용 애프터셰이브 로션
의료용 약제
의료용 약초
의료용 약초추출물
의료용 양모제
의료용 양모촉진제

medicated shampoos for pets

의료용 양치액
의료용 어유
의료용 에테르
의료용 연초
의료용 염류
의료용 염소 중독치료제

medicated dental rinses

의료용 영양강화수
의료용 영양강화음료
의료용 오존
의료용 온천수
의료용 유아용 탤컴파우더

eye ointment for medical use
albuminous preparations for
medical purposes
angostura bark for medical
purposes
medicated after-shave lotions
drugs for medical purposes
herbs for medicinal purposes

의료용 진단시약

medicinal herb extracts

의료용 진단제

medicinal hair growth preparations
hair growth stimulants for medical
purposes
fish oils for medical purposes
ethers for medical use
smoking herbs for medical purposes
salts for medical purposes
chlorine detoxification agents for
medical purposes
nutritionally fortified water for
medical purposes
nutritionally fortified beverages for
medical purposes
ozone for medical use
thermal water
talcum powder (Medicated -) for
babies

의료용 유전소질 검출용 제제

preparations for detecting genetic
predisposition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유전소질 검출용진단제

diagnostic preparations for medical
purposes for detecting genetic
predispositions

의료용 유전자 검사시약

reagents for use in medical genetic
testing

의료용 윤활제
의료용 음료

lubricant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음료제조제

preparations for making medicated
beverages

의료용 이소프로필알코올

isopropyl alcohol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인공차
의료용 인삼
의료용 인삼캡슐

artificial tea [for medicinal use]

의료용 입술보호제

medicated lip care preparations

의료용 입술연고

medicated lip salves

의료용 입술크림

medicated lip creams

의료용 입욕제

bath preparation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자황
의료용 장뇌(樟腦)
의료용 장뇌유(樟腦油)
의료용 전분 영양보충제

gamboge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전해액

electrolytes for medical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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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전해질용액
의료용 점비액
의료용 정제
의료용 제대혈
의료용 젤라틴
의료용 족욕제
의료용 줄기세포
의료용 지혈제
의료용 진단검사용 반응제

beverages adapted for medical
purposes

ginseng for medicinal purposes
ginseng capsules for medical
purposes

camphor for medical purposes
camphor oil for medical purposes
nutritional supplements made of
starch adapted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진단제 및 조영제
의료용 진단화학시약
의료용 진주분
의료용 질세정제
의료용 질세척제
의료용 채워진 산소 실린더
의료용 채워진 주사기
의료용 체액검사용 임신진단
시약 및 분석물
의료용 체외실험용 반응제
의료용 체외진단제
의료용 체중감량차
의료용 초유항체
의료용 충치방지용 구강세정제
의료용 충치방지용 양치액
의료용 충치예방구강린스
의료용 치약
의료용 카페인제
의료용 칸나비디올
의료용 칼륨염
의료용 칼슘강화캔디
의료용 케브라초 수피
의료용 코 스프레이
의료용 코스프레이제
의료용 코카 알카로이드제
의료용 코카인
의료용 콘듀랑고수피(樹皮)
의료용 콜드크림
의료용 콜라겐
의료용 콰시아
의료용 퀘브라초 수피(樹皮)
의료용 퀴놀린
의료용 큐라레

electrolyte solutions for medical use
nose drops for medical purposes
medicated lozenges
cord blood for medical purposes
gelatine for medical purposes
medicated foot bath preparations
stem cells for medical purposes
hemostatics for medical purposes
reagents for use in diagnostic tests
[for medical purposes]
diagnostic reagents for medicinal
use
diagnostic preparations for medical
purposes
diagnostic reagents and contrast
media for medical purposes
diagnostic chemical reagents for
medical use
pearl powder for medical purposes
medicated vaginal washes
douching preparations for medical
purposes
oxygen cylinders, filled, for medical
purposes
pre-filled syringes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diagnostic reagents and
assays for testing of body fluids
reagents for in-vitro laboratory use
[for medical purposes]
in vitro diagnostic preparations for
medical purposes
slimming tea for medical purposes
colostral antibodies for medical
purposes
medicated anti-cavity
mouthwashes
medicated anti-cavity dental rinses
anti-cavity mouth rinses for medical
purposes
medicated toothpaste
caffeine preparations for medical
purposes
cannabidiol for medical use
potassium salts for medical
purposes
calcium fortified candy for medical
purposes
quebracho bark for medical use
nasal sprays for medical purposes
medicated nasal spray preparations
coca alkaloid preparations for
medical purposes
cocaine for medical purposes
condurango bark for medical
purposes
cold cream for medical use
collagen for medical purposes
quassia for medical purposes
quebracho for medical purposes
chinoline for medical purposes
curare for medical purposes

5류 G1004
의료용 크레텍(정향) 담배
의료용 크로톤 수피
의료용 크림
의료용 키니네
의료용 탕약제
의료용 탤컴파우더
의료용 털손질제
의료용 테트라하이드로칸나
비놀(THC)
의료용 트립신
의료용 팅크제
의료용 페로몬
의료용 페이스로션
의료용 페이스스크럽
의료용 페이스크림
의료용 포도당
의료용 포마드
의료용 풋케어제
의료용 프로바이오틱 박테리아
제제
의료용 프로바이오틱스
의료용 프리온 유전자내
돌연변이 검출용 제제
의료용 프리온 유전자내
돌연변이 검출용진단제

kretek (clove) cigarettes for medical
use
croton bark for medical purposes
medicated creams
quinine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허브제

herbal preparations for medical
purposes
herbal teas for medicinal purposes

의료용 허브차
의료용 허브추출물

tetrahydrocannabidinol [THC] for
medical use

의료용 허브크림
의료용 허브화합물
의료용 헤어로션
의료용 혈액
의료용 혈액검사용 화학제

trypsin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혈액군판정용 반응제

herb teas for medicinal purposes
medicated talcum powder
medicated grooming preparations

tinctures for medical purposes
pheromones for medical use
medicated face lotions
face scrubs (Medicated -)
face cream (Medicated -)
glucose for medical purposes
pomades for medical purposes
foot care preparations for medical
purposes
probiotic bacterial formulations for
medical use
probiotic preparations for medical
use
preparations for detecting mutation
in prion genes for medical purposes
diagnostic preparations for medical
purposes for detecting mutation in
prion genes

의료용 피마자유
의료용 피부병 치료용 로션

castor oil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피부병 치료용 연고

medicated ointments for treating
dermatological conditions

의료용 피부병 치료용 크림

medicated creams for treating
dermatological conditions

의료용 피부보호로션
의료용 피부보호용 약제
의료용 피부세척용 약제

skin care lotions [medicated]

의료용 피부연화제
의료용 피부용 토닉
의료용 필름지지용 접착제

emollient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합성수지
의료용 항균제

synthetic resins for medical use

의료용 항세균제

antibacterial substances for medical
use

의료용 항진균성 크림

antifungal cream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항진균제
의료용 항체
의료용 핸드로션
의료용 핸드크림
의료용 햇볕노출후 도포크림

antifungal medications

의료용 허브스프레이
의료용 허브음료

herbal sprays for medical purposes

medicated lotions for treating
dermatological conditions

medicated skin care preparations
preparations for cleansing the skin
for medical use
skin tonics [medicated]
adhesive backed films for medical
purposes
antibacterial substances for medical
purposes

antibodies for medical purposes
medicated lotions for the hands
hand creams for medical use
creams (Medicated -) for application
after exposure to the sun
herbal beverages for medicinal use

의료용 호르몬
의료용 화상진찰용 조영제
의료용 화학시약
의료용 화학시험시약
의료용 화학제

herbal extracts for medicinal
purposes
herbal creams for medical purposes
herbal compounds for medical use
medicated hair lotions
blood for medical purposes
chemical preparations for testing
blood for medical purposes
reagents for blood grouping [for
medical purposes]
hormones for medical purposes
contrast media for use with medical
imaging equipment
chemical reagents for medical
purposes
chemical test reagents [medical]
chemical preparations for medical
purposes
fennel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회향
의료용 효소
의료용 효소제

enzyme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훈증소독제
의료용 희석액
의료용/수의과용 또는 약제용
이스트
의료용/수의과용 또는 약제용
이스트 및 이스트추출물
의료용/수의과용 또는 약제용
이스트추출물
의료장비용 조영제
의료진단용 반응제
의료진단용 지표
의료치료용 경피패치

enzyme preparations for medical
purposes
fumigation preparations for medical
purposes
diluents for medical use
yeast for medical, veterinary or
pharmaceutical purposes
yeast or yeast extracts for medical,
veterinary or pharmaceutical
purposes
yeast extracts for medical, veterinary
or pharmaceutical purposes
contrast media for use with medical
equipment
reactants for medical diagnosis
indicators for medical diagnosis
transdermal patches for medical
treatment

의료치료용 입욕제

therapeutic medicated bath
preparations

의류 및 직물용 악취중화제

odor neutralizing preparations for
clothing and textiles

의약 조성물
의약욕용 해수
의약용 강장제
의약용 건강관리제
의약용 건조 또는 보존된 허브

pharmaceutical compositions

의약용 구강스프레이
의약용 드링크제
의약용 립스틱
의약용 모발성장촉진제

medicinal sprays for the mouth

의약용 바디허브크림 및
허브스프레이
의약용 발효 우유

medicinal herbal sprays and herbal
creams for external body use

의약용 뿌리

medicinal roots

water (Sea -) for medicinal bathing
medicine tonics
medicinal healthcare preparations
medicinal herbs in dried or
preserved form
medicinal drinks
pharmaceutical lipsalves
medicinal preparations for stimulating
hair growth

ferments (Milk -) for pharmaceutical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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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류 G1004
의약용 뿌리감초
의약용 사르사파릴라 음료
의약용 사탕과자
의약용 스킨로션
의약용 스프레이
의약용 식물추출물
의약용 식품에스테르

medicinal radix glycyrrhizae

의약용 아몬드유

almond oils for pharmaceutical
purposes

의약용 알코올
의약용 약제
의약용 오일
의약용 유황화

medicinal alcohol

의약용 정제
의약용 주입제
의약용 진흙
의약용 차
의약용 침제(浸劑)
의약용 크림
의약용 합성펩티드

pastilles for pharmaceutical purposes

의약용 허브
의약용 허브제
의약용 허브추출물
의약용 허브침제
의약품
의학적 치료를 받는자를 위한
식사대용 영양바(의료용)

sarsaparilla beverages [medicinal]
sweets for medicinal purposes
pharmaceutical skin lotions
medicinal sprays
extracts of medicinal plants
food esters for pharmaceutical
purposes

pharmaceutical drugs
medicinal oils
flowers of sulphur for pharmaceutical
purposes
infusions (Medicinal -)

인체용 백신
인체용 성윤활제
인체용 약제
인체용 응고인자
인체혈장 단백질
인후염 예방용 엘릭서
인후용 정제
일반마취제
임상 진단시약
임상의료용 시약
임신에 의한 건성피부방지용
약제

human vaccine preparations

임신중 반점용 약제

pharmaceutical products and
preparations for pregnancy
blemishes

임신중 피부반점방지용 약제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preventing skin blemishes during
pregnancy

임신중 피부수화용 약제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hydrating the skin during pregnancy

임신진단용 화학제

chemical preparations for the
diagnosis of pregnancy

임신진단제

preparations for the diagnosis of
pregnancy

임신테스트 진단용 반응제

reagents for use in diagnostic
pregnancy tests

입가 발진 치료제
자가면역장애 예방용 약제

fever blister treatment preparations

자가면역장애 치료용 약제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autoimmune disorders

자가면역질환 예방용 약제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prevention of autoimmune diseases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약제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auto-immune diseases

자극용 카페인제

caffeine preparations for stimulative
use

자양강장변질제

nutritional supplements, namely,
tonics and alteratives for medical
purposes

자연요법용 제제
자율신경약

preparations for use in naturopathy

잔디 및 풀용 방충제

worm repellents for use on turf or
grass

medicinal mud
medicinal tea
medicinal infusions
medicinal creams
synthetic peptides for
pharmaceutical purposes
medicinal herbs
herbal preparations for use in
medicine
extracts of medicinal herbs
medicinal herbal infusions
pharmaceuticals
nutritional meal replacement bars
adapted for medical purposes for
individuals undergoing medical
treatments

personal sexual lubricants
medicines for human purposes
human coagulation factors
human plasma protein
elixirs for preventing throat infections
throat lozenges
general anesthetics
clinical diagnostic reagents
clinical medical reagents
pharmaceutical products and
preparations against dry skin
caused by pregnancy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prevention of autoimmune disorders

의학적치료를 받는자를 위한
식사대용 영양바

nutritional meal replacement bars
adapted for medical use for individuals
undergoing medical treatments

이(머릿니) 처리제
이(머릿니) 처리제(이박멸제)

lice treatment preparations

이끼 박멸제
이끼제거 및 조절용 과립 및
액상형태제제

moss killers

이끼제거 및 조절용 분말 형태제제

preparations in the form of powders
for controlling and removing moss

잡초제거 및 해충구제용 약제

이뇨제
이명치료용 환제
이박멸용 샴푸
인공눈물
인공수정용 동물정액

diuretics

preparations for killing weeds and
destroying vermin

잡초제거제
장기요법제
장기이식용 약제

preparations for killing weeds

장내 세균치료용 동물용 약제

veterinary preparations for
treatment of intestinal bacteria

인공수정용 정액
인슐린
인체면역 글로불린
인체성장호르몬
인체용 미량원소제

semen for artificial insemination

저혈당 치료용 약제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reating hypoglycemia

전염병 치료용 약제

medicinal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infectious diseases

점적제/캡슐/정제 및 압착정제
형태의 구강용 약제

medicinal preparations for the mouth
in the form of drops, capsules, tablets
or compressed tablets

점착성 비타민
정제 형태의 아스피린

gummy vitamins

인체용 미량원소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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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 treatment preparations
[pediculicides]
preparations in the form of granules
and liquids for controlling and
removing moss

pills for tinnitus treatment
pediculicidal shampoos
artificial tears
animal semen for artificial
insemination
insulin
human immune globulin
human growth hormone
trace element preparations for
human use
preparations of trace elements for
human use

autonomic drugs for medical
purposes

organotherapeutic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use
in organ transplantation

aspirin in tablet form

5류 G1004
정제용 코팅형태의 약제 전달
촉진용 약물전달체

drug delivery agents in the form of
coatings for tablets that facilitate the
delivery of pharmaceutical
preparations

진단용 생물지표 시약(의료용)

diagnostic biomarker reagents for
medical purposes

진단용 아이소토프표지물질

정제용 코팅형태의 영양보충제
전달촉진용 약물전달체

delivery agents in the form of coatings
for tablets that facilitate the delivery
of nutritional supplements

radio-isotope markers for diagnostic
use

진단용 약제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diagnosis

정화용 약제
젖소용 유두살균제
제산제
제산제제
제초제
제충국 분말
조류 소화촉진용 자갈
조류 퇴치제
조류(藻類) 제거제
조제약품
조직에 주입용 약제용 로션

depuratives

진단용 항혈청(抗血淸)
진드기 살충제
진정제
진정효과가 있는 해열제
진통성분약제

antiserums for diagnostic purposes

조직이식용 약제
조직재생용 약제
조혈제
좀약
종양 치료용 약제
종양억제용 약제
종양학용 약제
종합비타민제
좌약
주입가능한 피부충전제
주입용약제
줄기세포
중추신경계 자극제
중추신경계 질환치료용 약제
중추신경계용 약제
중추신경계용 코 및 구강
스프레이제
중추치료용 약제
쥐 올가미 및 박멸 유도용
풀페이스트
쥐약
지사제
지질저하제
지한제
지혈약
지혈제
진경제
진균추출물을 포함하는 영양
보충제
진단목적의 방사선약제

teat dips for dairy cows
antacids
antacid preparations
herbicides
pyrethrum powder
gravel as a digestive aid for birds
bird repellents
algae removing preparation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lotions (Tissues impregnated with
pharmaceutical -)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use
in tissue transplantation
tissue-regenerative pharmaceutical
preparations
haematogen
mothball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umor treatment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suppressing tumor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use
in oncology
multivitamin preparations
suppositories
injectable dermal fillers
implantable medicines
stem cells
stimulants for the central nervous
system

진통완화용 방향제
진통제
질 항진균제
질병 및 장애에 관한 면역체계
치료용 약제
질병 예방용 살균제
질액용 제제

miticides
sedatives
antipyretic drugs with sedative effect
pharmaceutical preparations and
substances with analgesic
properties
analgesic balms
analgesics
vaginal antifungal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immune system related
diseases and disorders
antiseptics with prophylactic effect

처방용 약제
처방전이 필요한 합성 마약
천식 치료용 약제
천식 치료용 제제
천식 해소용 엘릭서
천식 환자용 차
철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영양
보충제
체중감량용 의료제제
체중감량용 캡슐
체중감량제
초유보충제
초음파 화상진찰용 조영제

preparations for use in vaginal
lubrication
ethical medicinal preparations
prescription synthetic narcotic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reating asthma
asthma treatment preparations
elixirs for relieving asthma
asthmatic tea
nutritional supplements consisting
primarily of iron
medical preparations for slimming
purposes
slimming capsules
slimming pills
colostrum supplements
contrasting agents for diagnostic
ultrasound imaging
soporific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central nervous system
[CNS] disease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acting
on the central nervous system
nasal and oral spray preparations for
use as central nervous system
stimulant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central nerve treatment
gluing paste intended to trap and kill
mice

최면제
최면진정제
최유제(催乳劑)
충혈완화용 비강스프레이
충혈완화용 캡슐
충혈완화제
췌장호르몬제
치과기구살균용 세제

preparations for destroying mice

치과기기용 소독제

disinfectants for dental apparatus
and instruments

치과용 가스
치과용 마취제
치과용 약제
치과플라크탐지용 착색시약

gases for dental use

치료용 귀 양초
치료용 또는 진단용 방사성동
위원소 표지물질
치료용 마사지양초

ear candles for therapeutic purposes

antidiarrheal medicines
lipid lowering agents
anhidrotics
styptic pencils
haemostatic preparations
antispasmodics
nutritional supplements consisting
of fungal extracts
radio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diagnostic purposes

hypnotic sedatives
lactagogues
decongestant nasal sprays
decongestant capsules
decongestants
pancreas hormone preparations
cleaners [preparations] for sterilising
dental instruments

dental anaesthetics
medicines for dental purposes
colouring reagents for detecting
dental plaque
radioisotope markers for therapeutic
or diagnostic use
massage candles for therapeutic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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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류 G1004
치료용 목욕제
치료용 비타민농축 빵

therapeutic preparations for the bath

치료용 살균제
치료용 아이소토프표지물질

antiseptics with therapeutic effect

치료용 알로에 베라겔
치료용 약제
치료용 의료용 입욕제
치료용 입욕제 티
치료용 크리스탈
치료용 허브머드팩
치아발생촉진제
치아발육촉진제
치유욕용(治癒浴用) 해수
치질연고
치질용제
치질치료용 제제
치질치료제
침샘호르몬제
카페인함유 약제
칸타리드스 분말
칼라민 로션
칼슘 보충제
칼슘 통로 차단제
칼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영양
보충제
코막힘 완화제
코스틱펜슬
코용 린스
콘돔 도포용 살정자제
콘드로이틴제
콘택트렌즈 린스용액
콘택트렌즈 세척용 세정액
콘택트렌즈 세척제
콘택트렌즈 소독용액
콘택트렌즈 용액
콘택트렌즈 중화용액
콘택트렌즈용 소독제
콘택트렌즈용 습윤액
콘택트렌즈용 용액
콜레스테롤 저하제
콜레스테롤과잉혈증 치료용
약제
큐라레
크로톤 수피(樹皮)
클로람페니콜제
클로로포름
탕약제
테트라시클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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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amin enriched bread for
therapeutic purposes
radio-isotope markers for therapeutic
use
aloe vera gel for therapeutic
purposes
therapeutic drugs and agents
medicated bath preparations for
therapeutic use
bath tea for therapeutic purposes
crystals for therapeutic purposes
herbal mud packs for therapeutic
purposes
preparations to facilitate teething
teething (Preparations to facilitate -)
seawater for medicinal bathing
haemorrhoidal ointments
haemorrhoid preparations
preparations for treating
haemorrhoids
hemorrhoid preparations
salivary gland hormone preparation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containing caffeine
powder of cantharides
calamine lotion
calcium supplements
calcium channel blockers
nutritional supplements consisting
primarily of calcium
nasal decongestants

토양 살균제
토양훈증 소독제
통증 완화 크림
통증 완화제
통풍치료용 약제

soil-sterilising preparations

투석용 의약용 용액

pharmaceutical solutions used in
dialysis

트레오닌제

threonine preparations

트리코마이신제

trichomycin preparations

트립토판제

tryptophane preparations

특수식이요법용 허브식이요법
보조제
튼살방지용 약제

herbal dietary supplements for
persons special dietary requirements

티눈 및 굳은살용 크림
티눈 치료약
티눈고
티오루틴제
티오메르살 소독제
파라세타몰
파리구제제(驅除劑)
파리방지용 로션
파리퇴치제
파킨슨병용 약제
페니실린제
펜슬 형태의 지혈제
편두통치료제
폐고혈압치료용 흡입용 약제

caustic pencils
nasal rinse

폐렴감염방지용 백신

spermicides for application to
condoms
chondroitin preparations

폐수처리용 살균제
포도나무 뿌리진디 처치용 화학제

solutions for rinsing contact lenses

soil fumigating preparations
pain relieving creams
pain relief preparation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gout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prevention of stretch marks
corn and callus creams
corn remedies
corn plasters
thiolutin preparations
thiomersal
paracetamol
fly destroying preparations
anti fly lotion
fly combating preparation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Parkinson's disease
penicillin preparations
haemostatic pencils
migraine treatment preparation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inhalation for the treatment of
pulmonary hypertension
vaccines against pneumococcal
infections
microbicides for wastewater treatment
phylloxera (Chemical preparations
for treating -)

포도나무 뿌리진디 처치제

chemical preparations for treating
phylloxera

contact lens cleaning preparations

포도나무병 치료제

solutions for disinfecting contact
lenses
contact lenses (Solutions for use
with -)
solutions for neutralizing contact
lenses
contact lens disinfectants

chemical preparations for treating
diseases affecting vine plants

포자 박멸제
프로바이오틱 보충제
플라나리아 제거제
피부 보호용 의약용 크림

sporicides

cleaning solutions for contact lenses

contact lens wetting solutions
solutions for contact lenses
cholesterol reducer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hypercholesteremia
curare
croton bark
chloramphenicol preparations
chloroform
decoctions of medicinal herb
tetracycline preparations

피부 장애 치료용 약제
피부경결(硬結) 치료제
피부과용 겔
피부과용 겔/크림 및 용액

probiotic supplements
planaria destroying preparations
medicinal creams for the protection
of the skin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reating skin disorders
preparations for callouses
gels for dermatological use
gels, creams and solutions for
dermatological use

피부과용 약제

dermatological pharmaceutical
products

피부과용 용액
피부과용 크림
피부과용 항균제
피부병 치료용 약제

solutions for dermatological use
creams for dermatological use
antimicrobials for dermatologic use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reating epidermal problems

5류 G1004
피부보호용 약제
피부보호용 약품
피부용 모기방충제
피부용 약품처리된 연고
피부용 에어로졸 형태의
살균스프레이
피부치료용 약제
피임약
피임용 폼제
하마메리스(수렴제)
하마멜리스
하이드로코르티손
하이드로코르티손 크림
할라파(설사용 약재)
항간질약제
항감염제
항결핵 약제
항결핵제제
항경련제
항고혈압제
항균성 구강청결제
항균성 비누
항균성 손세정제
항균성 스킨비누
항균성 애완동물용 세정제
항균성 약제
항균성 제제
항균제
항나병제
항뇨산제제
항당뇨병제
항당뇨제
항독소
항독소세럼
항말라리아제
항매독제
항문용 약제
항바이러스제
항부정맥제
항사독소
항산화제
항생물질제제
항생연고
항생정제
항생제
항생크림
항알레르기용 약제
항암제
항울제
항원

pharmaceutical preparation for skin
care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skin care
mosquito repellents for application
to the skin
medicated ointments for application
to the skin
antiseptic sprays in aerosol form for
use on the skin
medicated preparations for skin
treatment
contraceptive preparations
contraceptive foams
witch hazel [astringent]
witch hazel
hydrocortisone

항육종제
항은화식물제제
항응고제
항종양제
항진균성 항생물질
항진균제
항체
항치질제
항피부감염제
항히스타민제
해독제
해양 오손(汚損) 방지제
해열성 진통제
해열성분약제

anti-sarcoma preparations
anticryptogamic preparations
anticoagulants
tumor suppressing agents
antifungal antibiotics
antifungal preparations
antibodies
antihemorrhoidal preparations
anti-dermoinfectives
antihistamines
antidotes
marine antifoulants
antipyretic analgesics

hydrocortisone creams
jalap
antiepileptic drugs
anti-infectives
antituberculous drugs
anti-tuberculous preparations
anticonvulsants
antihypertensives
antimicrobial mouthwashes
antibacterial soap
antibacterial handwashes
antibacterial skin soap
antibacterial cleaning compound for
cleaning animals
antibacterial pharmaceuticals
anti-microbial preparations
anti-bacterial preparations
anti-leprotic agents
anti-uric preparations
antidiabetic preparations
anti-diabetic pharmaceuticals
antitoxins
antitoxic sera
anti-malarials
anti-syphilitic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anus
anti-viral agents
antiarrhythmic agents
antivenins

해열제
해충구제제(驅除劑)
해충방제용 반응변형화학제
해충살충용 살진균제
해충퇴치제
향정신제
향지방지성 인자용 약제
허브보충제
허브약제
허브치료약
헤모글로빈
혈관수축제
혈당강하제
혈액단백질분획물
혈액조성물
혈액토닉
혈액학용 약제
혈장
혈장(血漿)
혈청
혈청요법용 약제
호르몬 억제제
호르몬 장애 치료용 약제
호흡기 장애 예방용 약제
호흡기 질병 예방용 약제

antioxidants
antibiotic preparations
antibiotic ointments
antibiotic tablets
antibiotics
antibiotic creams
antiallergic medicines
anti-cancer preparations
antidepressants
antigens

호흡기관용 약제

pharmaceutical preparations and
substances with anti-pyretic
properties
febrifuges
vermin destroying preparations
behaviour modifying chemicals for
controlling pests
fungicides for killing vermin
vermin repelling preparations
psychotropics
lipotropic factor preparations
herbal supplements
herbal medicines
herbal remedies
haemoglobin
vasoconstrictors
hypoglycemic agents
blood protein fractions
blood components
blood tonic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use
in hematology
blood plasma
plasma (Blood -)
serums
serotherapeutic medicines
hormone suppressing preparation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hormonal disorder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prevention of disorders of the
respiratory system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prevention of diseases of the
respiratory system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respiratory organs

호흡기질환 치료용 화합물

compounds for treating respiratory
diseases

호흡기질환치료용 약제

pharmaceutical products for treating
respiratory diseases

호흡용 흥분제
호흡질환 및 장애 치료용 흡입제

respiratory stimulants

호흡질환 및 천식치료용 약제

inhaled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respiratory
diseases and disorders
pharmaceutical products for treating
respiratory diseases and asth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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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질환 치료용 약제
혼합 비타민제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treating respiratory diseases
mixed vitamin preparations

혼합 항생물질제제

mixed antibiotic preparations

혼합 호르몬제

mixed hormone preparations

화상 완화용 약제

burn relief medications

화상 치료제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burns
epidermal growth factor preparations
for the treatment of burns
disinfectants for chemical toilets

화상치료용 표피성장인자제
화학세정용 소독제
화학요법용 약제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use
in chemotherapy

화학요법제
화학적 장애 치료용 약제

chemotherapeutics

화학적 좌약

chemical pessaries

화학적 피임약

chemical contraceptives

환자식용 가공된 시리얼

cereals prepared for use as invalids'
foods
fumigating stick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chemical disorder treatment

훈증 소독봉
훈증 소독정제
흡연억제용 약제

fumigating pastilles

동물용 미네랄 식이보충제

mineral dietary supplements for
animals

동물용 식이보충제
동물용 항식품보조제

dietary supplements for animals

드링크믹스 식이보충제
레시틴 식이보충제
로얄젤리 식이보충제
루테인 식이보충제
마그네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식이보충제
맥아 식이보충제
맥주효모 식이보충제
미네랄 보충식품
미네랄 식이보충제

dietary supplement drink mixes

미네랄 식품보충제

food supplements consisting of
minerals

미네랄을 주재료로 한 건강식품
보충제
미량영양소 식이보충제

health food supplements made
principally of minerals

antibiotic food supplements for
animals
lecithin dietary supplements
royal jelly dietary supplements
lutein dietary supplements
dietary supplements consisting
primarily of magnesium
wheat germ dietary supplements
brewer's yeast dietary supplements
mineral supplements to foodstuffs
dietary supplements consisting of
minerals

dietary supplements consisting of
trace elements
food supplements consisting of
trace elements
dietary supplements with a cosmetic
effect

미량영양소 식품보충제

흡입마취제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use
in discouraging the smoking habit
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inhalers
inhalant anesthetics

밀 식이보충제

wheat dietary supplements

흰곰팡이 제거제

mildewcides

보충식품

food supplements

mildew (Chemical preparations to
treat -)
hydrastinine

비타민 및 미네랄 식이보충제

vitamin and mineral dietary
supplements

비타민 및 미네랄 식품보충제

vitamin and mineral food supplements

hydrastine

비타민 식이보충제

dietary supplements consisting of
vitamins

비타민을 주재료로 한 건강
식품보충제

health food supplements made
principally of vitamins

수의과용 식이보충제

dietary supplements for veterinary
purposes

수의과용 식이요법식품

dietetic food adapted for veterinary
use

수의과용 식품보충제

food supplements for veterinary
purposes

식이보충제

dietary supplements

식이보충제용 건강기능식품

nutraceuticals for use as a dietary
supplement

식이요법 보충식품

dietetic food supplements

아마인 식이보충제

flaxseed dietary supplements

아마인기름 식이보충제

linseed oil dietary supplements

아미노산 식이보충제

dietary supplements consisting of
amino acids

아미노산 식품보충제

food supplements consisting of
amino acids

아미노산/미네랄/미량영양소
식이보충제

아사이 분말 식이보충제

dietary supplements consisting of
amino acids, minerals and trace
elements
food supplements consisting of
amino acids, minerals and trace
elements
acai powder dietary supplements

아연 식이보충제

zinc dietary supplements

알긴산염 식이보충제

alginate dietary supplements

흡입기용 약제

흰곰팡이 치료용 화학제
히드라스티닌
히드라스틴

[제5류/G1004, G1009] 식이보충제, 건강기능식품
상품의 범위
◦ 일상적인 식사를 보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식이보충제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는 건강기능
식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가공된 구기자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제29류/G0204,
G1009)
- 해초를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제29류/G0802, G1009)

포함되는 상품(예시)
간식 형태의 애완동물용 식이
보충제
꽃가루 식이보충제

dietary supplements for pets in the
form of treats

난(卵)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
기능식품
단백질 식이보충제

nutraceutical preparations mainly
based on egg

당뇨병 환자용 식품

foodstuffs for diabetics [specially
mad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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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len dietary supplements

protein dietary supplements

미용효과가 있는 식이보충제

아미노산/미네랄/미량영양소
식품보충제

5류 G1006
알부민 식이보충제
애완동물용 분말 형태의
드링크믹스 식이보충제
애완동물용 식이보충제
유청 단백질 식이보충제
의료용 균질화식품

albumin dietary supplements

의료용 동결건조식품

lyophilized food adapted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동물식품 영양첨가제

nutritional additives to foodstuffs for
animal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동물용 식품보조제

medicated supplements for
foodstuffs for animals

의료용 무글루텐식품

gluten-free foods adapted for
medical purposes
dietary and nutritionally fortified food
products adapted for medical
purposes
food supplements for medical
purposes
dietetic foods adapted for medical
purposes
medicated food supplements

의료용 식이 및 영양강화식품
의료용 식이보충제
의료용 식이요법 식품
의료용 식품보충제
의료용 알부민성 식품
의학적으로 제한된 식이요법
식품
이스트 식이보충제
인체섭취용 식이보충제
인체용 미네랄 식이보충제
인체용 식이보충제
임상영양용 식이요법식품
철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식이
보충제
초유식이보충제
치료용 건강기능식품

dietary supplements for pets in the
nature of a powdered drink mix

[제5류/G1005] 섬유용 탈취제, 방취제(인체용 또는
동물용 제외)
상품의 범위

dietary supplements for pets
whey protein dietary supplements
homogenized food adapted for
medical purposes

albuminous foodstuffs for medical
purposes
food for medically restricted diets
yeast dietary supplements
dietary supplements for human
consumption
mineral dietary supplements for
humans
dietary supplements for humans
dietetic foods for use in clinical
nutrition
dietary supplements consisting
primarily of iron
colostrum dietary supplements
nutraceuticals for therapeutic
purposes

치료용 또는 의료용 건강기능식품

nutr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rapeutic or medical purposes

카세인 식이보충제
칼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식이
보충제
코엔자임큐텐 식이보충제

casein dietary supplements

콜레스테롤 조절용 식이보충제

dietary supplements for controlling
cholesterol

콩단백질 식이보충제
클로렐라 식이보충제
특수식이요법용 건강식품보조제

soy protein dietary supplements

폐소공포증 치료용 천연식이
보충제
포도당 식이보충제

natural dietary supplements for
treatment of claustrophobia

프로폴리스 식이보충제

propolis dietary supplements

항산화 식품보충제

anti-oxidant food supplements

환자전용 식이요법식품

dietetic foods adapted for invalids

효소식이 보충제

enzyme dietary supplements

dietary supplements consisting
primarily of calcium
coenzyme q10 dietary supplements

chlorella dietary supplements
health food supplements for persons
with special dietary requirements

glucose dietary supplements

◦ 섬유용 탈취제, 방취제(인체용 또는 동물용 제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인체용 방취제(제3류/G1201, S120907, S128302)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정용 애완동물 배변통용
탈취제
가정용 탈취제
가정용/상업용 또는 공업용
다용도 탈취제
가정용/상업용 또는 공업용
탈취제
공기정화제
공기탈취 스프레이
공기탈취제
공업용 탈취제
방취제(인체용 또는 동물용
제외)
비데용 탈취제(비공업용)
섬유 탈취제
섬유용 탈취제
신발 탈취제
신발용 탈취제
실내용 탈취제
실내용 탈취제 합성물
쓰레기처분용 탈취제
악취 제거제
애완동물 대소변통용 탈취제
애완동물 배변통용 탈취제

deodorizers for household pet litter
boxes
household deodorants
all purpose deodorizing
preparations for household,
commercial or industrial use
deodorizing preparations for
household, commercial or industrial
use
air purifying preparations
air deodorizer sprays
air deodorisers
deodorizer for industrial purposes
deodorants, other than for human
beings or for animals
deodorants for bidet (not for
industrial purposes)
fabric deodorizers
deodorants for clothing and textiles
shoe deodorizers
deodorizers for shoes
room deodorants
room deodorizing compositions
deodorizers for garbage disposals
odor removers
deodorisers for litter trays
deodorizing preparations for pet
litter boxes

의류용 탈취제
의복 및 직물용 방취제

deodorants for clothing

자동차용 탈취제
직물 탈취제
직물용 탈취제
카펫용 탈취제
탈취용 룸스프레이
화장실용 방향 탈취제

automobile deodorizers

clothing (Deodorants for -) and
textiles
fabric deodorisers
deodorants for textiles
deodorizing preparations for carpets
deodorizing room sprays
aromatic deodorizers for toilets

[제5류/G1006]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미생물제제
상품의 범위
◦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미생물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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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미생물제제(의료용 및 수의과용은 제외)(제1류/G1006)
- 효모(제30류/G0207)

포함되는 상품(예시)
수의과용 배양균
수의과용 생물학적 조직 배양물

cultures for veterinary use

수의과용 세균제제

bacterial preparations for veterinary
purposes

수의과용 세균학적제제

bacteriological preparations for
veterinary purposes

의료 및 수의과용 미생물제제

microorganisms (Preparations of -)
for medical and veterinary use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미생물제제

preparations of microorganisms for
medical or veterinary use

의료용 및 수의과용 미생물배양균

cultures of microorganisms for
medical or veterinary use

의료용 및 수의과용 세균제제

bacterial preparations for medical
and veterinary use

의료용 및 수의과용 세균학적
제제
의료용 배양균
의료용 생물학적 조직 배양물

bacteriological preparations for
medical and veterinary use

의료용 세균제제
의료용 세균학적제제
의료용 우레아제

biological tissue cultures for
veterinary purposes

cultures for medical use
biological tissue cultures for medical
purposes
bacterial preparations for medical
purposes
bacteriological preparations for
medical purposes
urease for medical purposes

[제5류/G110101] 응급의료상자
상품의 범위
◦ 주로 자기(磁氣)의 성질을 이용한 간이의료용구
◦ 약이 채워진 구급상자
◦ 위에 준하는 간이의료용구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DNA 칩, 투약용 디스펜서(제9류/G110101)
- 의료용 핀셋, 의료기기(치과용 제외)(제10류/G110101)
- 치과용 기기(제10류/G110102)
- 치과용 오븐(제11류/G110102)
- 휠체어(제12류/G110101)

포함되는 상품(예시)
1. 주로 자기(磁氣)의 성질을 이용한 간이의료용구 (예시)
심전계전극용 화학전도체
워트 펜슬

chemical conductors for use with
electrocardiograph electrodes
wart pencils

2. 약이 채워진 구급상자 (예시)
내용물이 채워진 휴대용 약품상자
약이 채워진 구급상자
휴대용 구급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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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ine cases, portable, filled
filled first aid kits
portable first-aid kits

3. 기타 (예시)
동맥이식편
살아있는 재료로 이루어진
뼈충전재
생체조직으로 구성된 이식물
생체조직으로 이루어진 뼈
빈공간 충전재
생체조직으로 이루어진 외과
수술용 이식물
세포성장촉진용 주입용 섬유
재료
연조직대체용 기증된 인체
가공스킨
외과수술용 이식물(생체조직)
외과용 생체 장기 및 조직
외과용 이식물(생체조직)
의료용 모유 검사용 진단 스트립
의료용 진단검사스트립
이식물(생체조직)
인체 동종이식조직
조직유도재생용 이식물

bone fillers consisting of living
materials
implants comprising living tissue
bone void fillers comprised of living
tissues
surgical implants comprising living
tissue
implantable textile material to
encourage the growth of tissue
processed human donor skin for the
replacement of soft tissue
surgical implants comprised of living
tissues
live organs and tissues for surgical
purpose
implants (Surgical -) [living tissues]
diagnostic strips for testing breast
milk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diagnostic test strips
transplants [living tissues]
human allograft tissue

조직유도재생용 이식재료
줄기세포에서 성장한 외과용
이식물(생체조직)
줄기세포에서 추출한 외과용
이식물
찰과상지혈용 용해스트립
체외 성별예측 진단키트
피부이식편
혈관이식편(생체조직)
혈당검사용 스트립

arterial grafts

implants for guided tissue
regeneration
implantable materials for use in
guided tissue regeneration
surgical implants grown from stem
cells [living tissues]
surgical implants grown from stem
cells
dissolvable strips to stop bleeding
from minor cuts and grazes
in vitro gender prediction test kit
skin grafts
vascular grafts [living tissue]
test strips for measuring blood
glucose levels

[제5류/G110301] 의료용 솜, 의료용 붕대, 의료용 반창고,
생리대, 수유용(授乳用) 패드
상품의 범위
◦ 의료용 솜, 의료용 붕대, 의료용 반창고
◦ 수유 및 생리용품
◦ 의료용 접착 밴드
◦ 위에 준하는 의료 보조용품 또는 그 재료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치과용 재료(제5류/G110302)
- 유아용 기저귀, 종이제 기저귀, 실금용 기저귀(제5류/G110303)
- 의료기기(치과용 제외)(제10류/G110101)
- 치과용 기기(제10류/G110102)
-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봉합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제10류/G110301)
- 치실(제21류/G1302)

5류 G110301
포함되는 상품(예시)
1. 의료용 솜 (예시)
살균탈지면
소독면
약제용 탈지면

disinfectant swabs

외과용 탈지면
의료용 거즈
의료용 마개솜
의료용 막대형 탈지면

cotton wool for surgical use

의료용 봉형 탈지면
의료용 솜
의료용 알코올솜
의료용 탈지면
탈지면
탈지면 충전재

antiseptic cotton

접착용 붕대

adhesive bandages

하지정맥류용 테이프

tapes for varicose veins

화상용 붕대

burn dressings

3. 의료용 반창고 (예시)
반창고
발가락 염증용 패드
액체형 점착성 창상피복재
의료용 반창고

court plaster

plasters incorporating a magnet

cotton wool in the form of buds for
medical use

자석이 부착된 밴드
피부상처용 밴드
피부상처용 접착밴드

cotton for medical purposes

4. 위생용품 (예시)

cotton wool for pharmaceutical
purposes
gauze for medical purposes
wadding for medical purposes
cotton wool in the form of sticks for
medical use

alcohol swabs for medical purposes
cotton wool for medical purposes
absorbent cotton
absorbent cotton wadding

2. 의료용 붕대 (예시)
거즈압착포
구강용 붕대
깁스용 붕대
드레싱 유지용 재료
드레싱용 거즈
멸균 처리된 붕대
붕대
붕대 대용 압착포
붕대용 거즈(가제)
붕대용 마개솜
붕대용 살균 플라스틱 필름

gauze compresses

붕대재료
살균붕대
살균액체형 점착성 피복재
상처용 드레싱
상처용 붕대
상처용 붕대재료
수포 예방용 붕대

materials for dressings

외과용 견갑붕대
외과용 붕대
위생붕대
응급치료용 붕대
의료붕대용 면포

scapulars for surgical purposes

의료용 린트천

lint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면포

moleskin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및 외과용 붕대

medical and surgical dressings

의료용 붕대

medical dressings

의료용 상처붕대

medical wound dressings

의료용 접착붕대

adhesive dressings

자가접착붕대

self adhesive dressings

bandages for the oral cavity
bandages for making casts
dressing retention materials
gauzes for use as dressings
sterilized dressing
bandages for dressings
compresses for use as dressings
gauze for dressings
wadding for dressings
sterile plastic films for use as
bandaging
disinfectant dressings
antiseptic liquid bandages
wound dressings
dressings for wounds
materials for dressing wounds
bandages for the prevention of
blisters
surgical dressings
bandages (Hygienic -)
first aid dressings
moleskin for use as a medical
bandage

bunion pads
liquid bandages for skin wounds
adhesive plasters for medical
purposes
bandages for skin wounds
adhesive bandages for skin wounds

보호용 팬티라이너
생리대
생리용 냅킨
생리용 니커즈
생리용 타월
생리용 탐폰
생리탐폰
위생 탐폰
위생용 팬티라이너
위생팬티
의료용 생리대
탐폰
팬티라이너
피임용 스펀지

protective panty liners
sanitary pads
sanitary napkins
menstruation knickers
sanitary towels
tampons [sanitary]
menstruation tampons
sanitary tampons
panty liners [sanitary]
sanitary panties
tampons for medical purposes
tampons
pantyliners
contraceptive sponges

5. 기타 의료용 보조재료(5류에 해당하는 상품에 한함) (예시)
곤충 퇴치 태그
깁스제작용 합성물

insect repelling tags

동물 발굽용 시멘트
모기퇴치용 방충밴드
모유샘방지용 모유패드

hooves (Cement for animal -)

발에 사용하는 티눈링
방충제 처리 티슈

corn rings for the feet

방충제가 주입된 팔찌

bracelets impregnated with insect
repellent

부상치료용 스펀지재료
분변잠혈검사 검출용 화학
처리용지
살균티슈
상처용 스펀지
생체조직으로 이루어진
외과용 망
수술후 상처관리용 시트

sponge material for healing wounds

수유용 패드
수의과용 시약용지

breast-nursing pads

synthetic material for use in producing
casts
mosquito-repellent bands
breast pads for preventing breast
milk leakage
tissues impregnated with insect
repellents

chemically treated papers for use in
the detection of fecal occult blood
sanitizing wipes
sponges for healing wounds
surgical mesh comprised primarily
of living tissue
adhesive skin patches for use in
post-operative wound care
reagent paper for veterinary purposes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185

5류 G110301
수의과진단용 니트로셀룰
로오스 막
수의과진단용 니트로셀룰
로오스 종이
약제 처리된 패드

nitrocellulose membrane for
veterinary diagnostic purposes

약제로션이 첨가된 물수건

moist wipes impregnated with a
pharmaceutical lotion

약제용 로션 및 크림 처리된
티슈 및 물수건
약제용 로션 처리된 종이제
물수건
약제용 로션 처리티슈

tissues and wipes impregnated with
pharmaceutical lotions and creams

약품처리된 면봉
약품처리된 물수건
약품처리된 물티슈
약품처리된 패드
오블라투(제약용 웨이퍼)
외과 및 정형외과용 뼈접합제

impregnated medicated swabs

외과용 뼈시멘트
외과용 시멘트
외과용 접착제
외과용 플라스터
외상용 스펀지
위생용 살균처리된 세정용 천

bone cements for surgical purposes

의료용 고무
의료용 내부조직 고정용 접착제
의료용 냉각 겔 시트

medical cooling gel sheets

의료용 냉각용 시트

medical cooling sheet

의료용 면봉

cotton stick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뼈접합제

bone cement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상처바인딩용 접착제

medical adhesives for binding
wounds

의료용 시약용지
의료용 아이패드
의료용 안대(眼帶)
의료용 유지
의료용 이대(耳帶)
의료용 접착테이프
의료용 접착패치

reagent paper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접착필름
의료용 접착합성물

adhesive films for medical use

[제5류/G110302] 치과용 연마제, 치과용 충전재료
상품의 범위

nitrocellulose paper for veterinary
diagnostic purposes
pads impregnated with medicated
preparation

moist paper hand towels impregnated
with a pharmaceutical lotion
tissues impregnated with
pharmaceutical lotions
pre-moistened medicated wipes

◦ 의치용 재료 및 치과용 접합재료
◦ 치과용 충진 및 몰딩재료
◦ 위에 준하는 치과치료용 재료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유아용 기저귀, 종이제 기저귀, 실금용 기저귀(제5류/G110303)
- 의료기기(치과용 제외)(제10류/G110101)
- 치과용 기기(제10류/G110102)
-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제10류/G110301)
- 치실(제21류/G1302)

pre-moistened medicated tissues

포함되는 상품(예시)

impregnated medicated pads

색변화 알긴산염 치과용 인상
(印象)재료
의치 고정용 접착제
의치 기초재료
의치보강용 세라믹

chromatic alginate dental impression
material

porcelain for dental prostheses

gum for medical purposes

의치용 도자기재
의치용 시멘트
의치용 재료
의치용 접착제
의치재보강용 세라믹

medical adhesives for binding
internal tissue

치과 및 치과기술용 접착제

adhesives for dentistry and dental
technical purposes

치과 및 치과기술용 치관 및
치교용 재료

material for tooth crowns and tooth
bridges for dental and dental
technical purposes

치과 및 치과기술용 치면열구
전색제(실란트)
치과 및 치과기술용 합성재료

fissure sealant for dental and dental
technical purposes

치과 및 치의학용 접착제

adhesives for dental and dentistry
use

치과 충전용 합성재료

synthetic materials for use as dental
fillings

치과복원용 화합물
치과용 경질석고
치과용 고무
치과용 광택제
치과용 귀금속 및 귀금속합금

dental restoration compounds

adhesive compositions for medical
use

치과용 귀금속합금

alloys of precious metals for dental
purposes

의료용 피부접착패치

adhesive skin patches for medical
use

metal primers for dental purposes

일회용 살균 물티슈
정형외과용 뼈시멘트

disposable sanitizing wipes

착유용 수지
티눈용 패드
항균제처리 티슈

milking grease

치과용 금속프라이머
치과용 금속합금
치과용 금아말감
치과용 도자기재
치과용 래커
치과용 레진
치과용 모델링왁스
치과용 밀봉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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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

oblato (pharmaceutical wafers)
bone cement for surgical and
orthopedic purposes
surgical cements
surgical glues
surgical plasters
vulnerary sponges
cleaning cloths impregnated with
disinfectant for hygiene purposes

eye pads for medical use
eye bandages for medical purposes
oiled paper for medical purposes
ear bandages for medical purposes
adhesive tapes for medical purposes
adhesive patches for medical
purposes

bone cements for orthopaedic
purposes
corn pads
tissues impregnated with antibacterial
preparations

adhesives for affixing prostheses
denture base materials
ceramics for the construction of
dentures
cements for dental prostheses
materials for artificial teeth
dentures (Adhesives for -)
ceramics for use in the
reconstruction of dentures

composite materials for dental and
dental technical purposes

dental stone
rubber for dental purposes
dental polish
precious metals and precious metal
alloys for dentistry use

metal alloys for dental use
gold amalgam for dental purposes
dental porcelain materials
lacquer (Dental -)
dental resins
modeling wax for dental purposes
materials for dental sealing purposes

5류 G110303
치과용 밀봉제
치과용 및 치과기술용 삽입용
재료
치과용 바탕금속 및 합금
치과용 베니어
치과용 브리지재료
치과용 블랭크
치과용 삽입재료
치과용 석고
치과용 성형금속
치과용 세라믹
치과용 세라믹재료
치과용 세라믹제 재료
치과용 시멘트
치과용 아말감
치과용 에칭재료
치과용 연마액
치과용 연마제
치과용 연마패드
치과용 열구봉전색제(실란트)
치과용 왁스
치과용 유향수지
치과용 응고재료
치과용 의치 제조용 재료

sealing agents for dental purposes

치석검출용 치과재료

embedding material for dental and
dental technical purposes

dental preparations for disclosing
plaque

치아 및 의치복원용 재료

materials for repairing teeth and
dental prostheses

치아 충전용 재료
치아 충전용 치과재료
치아 치료용 재료
치아 표면 처리용 부식제

materials for tooth fillings

치아모형복제용 치과재료

dental materials for duplicating
models of teeth

shaped metals for dentistry

치아모형제작용 치과재료

dental ceramics

dental materials for making models
of teeth

치아밀봉용 치아니스
치아복원용 재료
치아복원용 치아베니어

dental varnishes for sealing teeth

치아용 금아말감
치아용 라이닝재
치아주형재용 치아왁스

gold (Dental amalgams of -)

치의용 몰딩왁스

moulding wax for dentists

base metals and alloys for dentistry
use
dental veneers
material for dental bridges
dental blanks
embedding material for dental
purposes
gypsum for dental purposes

dental ceramic material
ceramic materials for dental use for
fillings
dental cements
amalgam for dental purposes
dental etching materials
abrasive fluids for dental use
abrasives (Dental -)

dental materials for packing the teeth
material for repairing teeth
corrosive agents for the surface
treatment of teeth

materials for tooth restoration
dental veneers for use in dental
restoration
lining materials for dental use
dental wax for the preparation of
dental moulds

abrasive pads for dental purposes
fissure sealants for dental purposes
dental waxes
dental mastics
fixing materials for dental use
materials for making dental
impressions

치과용 의치재료용 치열교정
알긴산염
치과용 인상(印象)재료
치과용 임시 치교/치관 및
베니어레진
치과용 전도성 래커

orthodontic alginate for dental
impressions

치과용 접착제
치과용 접합 및 프라이머용 재료

adhesives for dental use

치과용 접합재료

dental bonding material

치과용 충전재

materials for dental fillings

치과용 충전재료

teeth filling material

치과용 크라운재료

material for dental crowns

치과용 표시재료

lining materials for dental purposes

치과용 합금

dental alloys

치과용 합성수지

synthetic resins for use in dentistry

치과용 합성재료

dental composite materials

치과충전용 세라믹제 재료

ceramic materials for use as dental
fillings

치과충전재용 시멘트
치과충전재용 합성물질

dental cement for fillings

치관/치교용 재료 및 치면
세마용 재료
치관/치교용 재료 및 치아
수리용 재료
치관용 세라믹합금

materials for crowns and bridges for
dental use and for oral prophylaxis

dental impression materials
dental resin for temporary bridges,
crowns and veneers
conductive lacquer for dental
purposes
bonding and primer materials for
dental purposes

synthetic materials for dental use for
fillings

material for repairing teeth and for
dental crowns and bridges
ceramic alloys used in dental crowns

[제5류/G110303] 유아용 기저귀, 의료용 기저귀
상품의 범위
◦ 실금용 기저귀 등 의료용 기저귀
◦ 유아용 및 일회용 기저귀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종이제 턱받이(제16류/G450401)
- 비종이제 턱받이, 목도리, 넥타이, 숄, 스카프, 발싸개(제25류/
G450401)

포함되는 상품(예시)
강아지용 기저귀
기저귀용 라이너
기저귀용 밴드
기저귀용 벨트
기저귀용 종이제 라이너
성인용 기저귀
성인용 일회용 기저귀
셀룰로오스제 기저귀
셀룰로오스제 일회용 기저귀
실금기저귀용 일회용 라이너
실금용 기저귀
실금용 기저귀 팬츠
실금용 셀룰로오스제 일회용
기저귀
실금용 의류
실금용 일회용 기저귀
실금용 일회용 패드
실금용 종이제 기저귀
실금용 종이제 일회용 기저귀

diapers for dogs
diaper liners
diaper bands
diaper belts
paper liners for diapers
adult diapers
disposable adult diapers
diapers made of cellulose
disposable diapers of cellulose
disposable liners for incontinence
diapers
diapers for incontinence
nappy pants for incontinents
disposable diapers of cellulose for
incontinence
incontinence garments
disposable diapers for incontinence
disposable pads for incontinence
nappies of paper for incontinents
disposable diapers of paper for
inconti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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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금용 패드
실금용 흡수성 팬츠
애완동물용 기저귀
애완동물용 셀룰로오스제 기저귀

incontinence pads

애완동물용 일회용 기저귀
애완동물용 종이제 기저귀
어린이 및 유아용 일회용 수영장
기저귀
용변 연습용 팬츠(기저귀)
용변연습용 일회용 종이 및
셀룰로오스제 팬츠
유아기저귀 제자리 고정용
셀룰로오스제 일회용 팬츠
유아기저귀 제자리 고정용
종이제 일회용 팬츠
유아기저귀용 일회용 라이너
유아수영장용 기저귀
유아용 기저귀
유아용 기저귀팬츠
유아용 셀룰로오스 또는 종이제
기저귀
유아용 셀룰로오스제 성형
기저귀
유아용 셀룰로오스제 일회용
기저귀
유아용 수영기저귀
유아용 용변연습용 팬츠
유아용 일회용 기저귀
유아용 일회용 기저귀 갈이 매트

disposable diapers for pets

유아용 일회용 기저귀 팬츠
유아용 일회용 셀룰로오스제
기저귀팬츠
유아용 일회용 수영장 기저귀
유아용 일회용 종이 및 셀룰
로오스제 기저귀
유아용 일회용 종이 및 셀룰
로오스제 기저귀 팬츠
유아용 일회용 종이제 기저귀
팬츠
유아용 재사용 가능한 수영장
기저귀
유아용 종이 또는 셀룰로오스제
기저귀
유아용 종이제 기저귀
유아용 종이제 삼각기저귀

disposable babies' diaper-pants

유아용 종이제 성형기저귀
유아용 종이제 일회용 기저귀

shaped napkins of paper for babies

유아용 종이제 일회용 용변
연습용 팬츠
유아용 직물제 기저귀
의료용 기저귀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기저귀 라이너

infants' disposable training pants of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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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ts, absorbent, for incontinence
diapers for pets
absorbent diapers of cellulose for
pets
absorbent diapers of paper for pets
disposable swim diapers for children
and infants
disposable training pants [diapers]

재사용 가능한 아기기저귀용
직물제 삽입물
재사용 가능한 유아기저귀용
마이크로파이버제 삽입물
재사용 가능한 유아기저귀용
삼제 삽입물
재사용 가능한 유아기저귀용
죽제 삽입물
종이제 기저귀
직물제 기저귀

inserts made of cloth specially
adapted for reusable babies' diapers
inserts made of microfibre specially
adapted for reusable babies' diapers
inserts made of hemp specially
adapted for reusable babies' diapers
inserts made of bamboo specially
adapted for reusable babies' diapers
paper diapers
textile diapers

disposable training pants of paper or
cellulose
disposable pants of cellulose for
holding a babies' nappies in place

[제5류/G1812] 파리잡이용 점착제, 파리잡이용 종이

disposable pants of paper for holding
a babies nappies in place

상품의 범위

disposable liners for babies' diapers
swim diapers for babies
babies' diapers

◦ 바퀴벌레나 파리를 잡는 데 쓰이는 점착제
◦ 파리잡이용 종이
◦ 위에 준하는 구충용 재료

babies' nappy-pants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babies' diapers of cellulose or paper
shaped nappies of cellulose for
babies
disposable diapers of cellulose for
babies
babies' swim diapers
disposable training pants for infants
disposable baby diapers
nappy changing mats, disposable,
for babies

- 방충지(제5류/G210101)
- 파리채, 포충기(제21류/G1812)
- 곤충채집용 채(제28류/G1812)

포함되는 상품(예시)
파리잡이 끈끈이
파리잡이용 점착제
파리잡이용 종이
해충방지용 끈이 코팅된 점착제

fly paper
fly catching adhesive
fly catching paper
glue coated strips for use against
vermin

babies' disposable diaper pants of
cellulose
disposable swim diapers for babies
disposable babies' diapers of paper
and cellulose
disposable babies' diaper-pants of
paper and cellulose

[제5류/G210101] 방충지
상품의 범위
◦ 벌레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해 화학 처리한 종이

babies' disposable diaper pants of
paper
reusable swim diapers for babies
babies' nappies [paper or cellulose]
paper diapers for babies
triangular-shaped nappies[paper]
for babies
disposable diapers of paper for
babies

babies' diapers of textile
medicated diapers
disposable nappies
disposable liners for diapers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화학시험지(제1류/G210101)
- 부활절 달걀 착색용지(제2류/G210101)
- 종이(제16류/G210101)
- 석면지(제17류/G210101)
- 벽지(제27류/G210102)

포함되는 상품(예시)
방충지

mothproof paper

제

6류

일반금속 및 그 합금, 광석; 금속제 건축 및 구축용 재료; 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전기용 일반금속제 케이블 및 와이어; 소형금속제품; 저장 또는
운반용 금속제 용기; 금고
(Common metals and their alloys, ores; metal materials for building and
construction; transportable buildings of metal; non-electric cables and wires
of common metal; small items of metal hardware; metal containers for
storage or transport; safes)

본류에는 주로 광석을 포함한 미가공 및 반가공의 일반금속 및 일반금속제품이 포함
된다.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추가 가공용(예: 3D 프린터용) 금속박 또는 금속분
금속제 건축재료(예: 철도선로용 금속재료, 금속관)
금속제 소형 제품(예: 볼트, 나사, 못, 가구용 바퀴, 창문 잠금쇠)
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또는 구조물(예: 조립식 주택, 수영장, 야생동물우리,
스케이트장)
-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달리 분류되지 않는 특정 일반금속 제품(예: 모든 용도의
일반금속제 상자, 일반금속제 상(像), 흉상 및 조각품)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공업용 또는 화학적 성질 관련 과학연구용 화학제로 사용되는 금속 및 광석
(예: 보크사이트, 수은, 안티몬, 알칼리 및 알칼리토류금속(제1류))
- 도장용, 장식용, 인쇄용 및 예술용 금속박(箔)과 금속분(粉)(제2류)
- 전기케이블(제9류) 및 비전기용 금속제 케이블 및 로프(제22류)
- 위생설비의 부품인 파이프(제11류), 비금속제 신축파이프, 튜브 및 호스(제17류)
및 비금속제 경질관(제19류)
- 애완동물용 우리(제21류)
-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 특정 일반금속 제품(예: 수동식 수공구(제8류),
종이집게(제16류), 가구(제20류), 주방용품(제21류), 가정용 용기(제21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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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비철금속의 광석(가공하지 않은 원석)

6류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포괄상품명칭 목록】
포괄상품명칭
금속제 기념물
(monuments of metal)

유사군코드 (구)포괄코드
G2607,
G5203

N06004

협의의 포괄명칭

비귀금속제 기념물
(monuments of non-precious metal)
3D 프린터용 금속박 또는 금속분
(metals in foil or powder form for 3D
printers)

금속광석
G3201,
G3202

마찰방지 금속
(anti-friction metal)
미가공 또는 반가공 일반금속
(common metals, unwrought or
semi-wrought)
발화성 금속
(pyrophoric metals)
일반금속 및 그 합금
(common metals and their alloys)
일반금속제 잉곳
(ingots of common metal)

금속관 및 그 부속품
(metal pipes and fittings therefor)

G3201,
G3202,
G3303

metal ores

N06002

금속 및 금속합금
(metals and metal alloys)

공업용 금속관
(metal tubes for industrial use)

- 고령토, 공업용 돌로마이트, 마그네사이트, 맥반석(제1류/G1601)
- 보석의 원석(제14류/G1601)
- 미가공 또는 반가공 운모(제17류/G1601)
-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함)
(제19류/G1601)
- 미가공 산호, 미가공 해포석, 미가공 호박(제20류/G1601)

N06001

금속관
(metal pipes and tubes)
금속제 관(管)
(tubes of metal)
금속제 주름관
(bellow pipes of metal)
금속제 파이프
(pipes of metal)

포함되는 상품(예시)
갈철광 광석
금광석
납광석(연광석)
니켈 광석
동광석
망간광석
몰리브덴 광석
방연광(方鉛鑛)
방연광(方鉛鑛) 광석
수은광석
아연광석
안티몬광석
우라늄광석
유화철광석
은광석
주석광석
지르콘광석
창연(蒼鉛)광석
철광석
코발트광석
크롬광석
크롬철광석
텅스텐광석
토륨광석

limonite
gold ores
lead ores
nickel ores
copper ores
manganese ores
molybdenum ores
galena
galena [ore]
mercury ores
zinc ores
antimony ores
uranium ores
iron pyrites
silver ores
tin ores
zirconium ores
bismuth ores
iron ores
cobalt ores
chrome ores
chrome iron ores
tungsten ores
thorium ores

[제6류/G1801] 금속제 냄비고리

금속제 파이프관
(pipe tubes of metal)

상품의 범위

케이블접속용 금속제 슬리브
(cable junction sleeves of metal)

[제6류/G1601] 금속광석

G3828,
G3905,
G5001

N06003

◦ 금속제 냄비고리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비전기식 요리용 냄비, 비전기식 압력솥, 비전기식 주전자,
비전기식 프라이팬(제21류/G1801)

상품의 범위
◦ 철광석(가공하지 않은 원석)

포함되는 상품(예시)
금속제 냄비 고리

pot hooks of metal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191

6류 G1803

[제6류/G1803] 금속제 바구니
상품의 범위
◦ 금속제 바구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국자, 숟가락, 채소용 강판(제8류/G1803)
- 가스그릴,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요리용 석쇠장치, 요리용
번철 (제11류/G1803)
- 은박지, 주방용 호일(제16류/G1803)
- 비금속제 바구니(제20류/G1803)
- 차주전자용 보온 커버(제21류/G1801)
- 가정용 식음료준비기구(전기식은 제외), 식품저장용기(제21류/
G1803)
- 주방용 직물제 수건(제24류/G1803)

포함되는 상품(예시)
금속제 바구니
금속제 바구니용 라이너
금속제 쟁반
일반금속제 바구니

baskets of metal
fitted liners for metal baskets
trays of metal
baskets of common metals

[제6류/G1808] 금속제 간판, 금속제 표지판, 금속제 표찰
상품의 범위
◦ 금속으로 만든 간판 또는 광고용 판
◦ 금속으로 만들어진 인식표(표찰)
◦ 주로 광고물이나 간판으로 쓰이는 금속제 숫자 또는 문자
◦ 위에 준하는 금속제 표지판 또는 그 보조재료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표지판(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제6류/G1808)
- 발광식 또는 기계식 신호판(제9류/G3608)
- 발광성 가옥번호판(제11류/G1808)
- 종이제 또는 판지제 간판(제16류/G1808)
- 비금속제 광고기둥(제19류/G1808)
- 목제간판, 플라스틱제 간판, 비금속제 표찰(제20류/G1808)
- 자기제 간판, 유리제 간판(제21류/G1808)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방용 금속제 접착태그

adhesive tags of metal for bags

가축용 금속제 귀 태그

metal ear tags for livestock

간판용 금속제 홀더

metal holders for signboards

금속제 가옥번호판

metal house numbers

금속제 간판

signboards of metal

금속제 게시판

placards of metal

금속제 과속방지턱

metal speed bumps

금속제 광고기둥

advertisement columns of metal

금속제 광고판

advertising boards of metal

금속제 기관번호표시용 표찰

labels of metal for institute numb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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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제 등록번호판
금속제 등록판
금속제 명패
금속제 명패 및 문패

numberplates of metal

금속제 문자 및 숫자(활자는
제외)
금속제 문패
금속제 번호판
금속제 비발광식 가옥번호판

letters and numerals of common
metal, except type

금속제 스트링 판
금속제 식물명찰
금속제 식별용 태그
금속제 식별팔찌
금속제 인식표
금속제 자전거 경주 번호판

stringboard of metal

금속제 조작방법표시용 표찰

labels of metal for displaying
operational method

금속제 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금속제 표지판(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금속제 표찰
금속제 피켓
병원용 금속제 식별팔찌

signs, non-luminous and
non-mechanical, of metal

새(鳥) 식별용 일반금속제 밴드

common metal bands for the
identification of birds

수송기계기구용 금속제 등록판
애완동물 식별용 일반금속제
밴드
의류용 금속제 바느질 부착형
태그
일반금속제 인식표
채혈시스템용 금속제 식별밴드

vehicle registration plates of metal

registration plates of metal
nameplates of metal
metal nameplates and door
nameplates

doorplates of metal
metal license plates
house numbers of metal,
non-luminous
plant markers of metal
identification tags of metal
identification bracelets of metal
identity plates of metal
bicycle racing number plates made
of metal

signalling panels, non-luminous and
non-mechanical, of metal
labels of metal
metal pickets
identification bracelets of metal, for
hospitals

common metal bands for the
identification of pet animals
sew-on tags of metal for clothing
identity plates of common metal
metal identification bands for blood
collection systems

[제6류/G1809] 금속제 깃대(구조물)
상품의 범위
◦ 금속제 깃대(구조물)
◦ 위에 준하는 용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종이제 기(旗)(제16류/G1809)
- 비금속제 깃대(구조물)(제19류/G1809)
- 직물제 또는 플라스틱제 기(旗)(제24류/G1809)

포함되는 상품(예시)
금속제 깃대(구조물)

flagpoles [structures] of metal

금속제 수동식 깃대

hand-held flagpoles of metal

6류 G1819

[제6류/G1810] 금속제 기념컵, 금속제 기념패
상품의 범위
◦ 금속으로 만든 기념물(귀금속제는 제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기념물(제6류/G5203)
- 귀금속제 기념컵, 귀금속제 기념패, 주화, 구리토큰(제14류/
G1810)
- 귀금속제 기념메달(제14류/G4509, G4401, G4510)
- 비금속제 기념컵, 비금속제 기념패(제20류/G1810)

포함되는 상품(예시)
금속제 기념컵
금속제 기념판
금속제 기념패
비귀금속제 기념조각컵

memorial cups of metal

비귀금속제 기념컵

commemorative cups made of
non-precious metal

일반금속제 기념조각컵

commemorative statuary cups of
common metal

일반금속제 우승컵
일반금속제 트로피
일반금속제 트로피 컬럼

prize cups of common metal

memorial plaques of metal
memorial tablets of metal
commemorative statuary cups
made of non-precious metal

trophies of common metal
trophy columns of common metal

[제6류/G1814] 금속제 야생동물용 덫
상품의 범위
◦ 금속으로 만든 야생동물 포획용 기구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쥐덫(제21류/G1814)
- 그물형 덫(제22류/G1814)

포함되는 상품(예시)
금속제 야생동물용 덫
금속제 풍력작동식 새퇴치기
야생동물용 덫

wild animal traps of metal
wind-driven bird-repelling devices
made of metal
traps for wild animals

[제6류/G1815] 초목용 금속제 지지목

포함되는 상품(예시)
금속제 토마토용 케이지
초목용 금속제 지지목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초목용 비금속제 지지목(제20류/G1815)
- 화분받침대(가구) (제20류/G2601)

stakes of metal for plants or trees

[제6류/G1817] 가축용 체인, 금속제 닭장, 동물용 방울
상품의 범위
◦ 조류 사육을 위한 금속제 구조물
◦ 동물용 금속제 사슬, 동물용 금속제 방울
◦ 위에 준하는 금속제 동물용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동물용 목걸이, 애완동물용 의류(제18류/G1817)
-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제19류/G1817)
- 애완동물용 집(구조물과 새장은 제외), 애완동물용 침대
(제20류/G1817)
- 새장, 애완동물용 우리(제21류/G1817)
- 애완동물용 장난감(제28류/G1817)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금류용 금속제 우리
가축용 금속제 조립식 우리
가축용 체인
금속제 가금류 우리
금속제 가축용 활송장치
금속제 개줄
금속제 고정식 개 배변봉투용
디스펜서
금속제 닭장
금속제 돼지우리
금속제 마구간
금속제 모듈식 마구간
금속제 새(鳥)욕조(구조물)
금속제 야생동물우리
금속제 이동식 마구간
금속제 조류 사육장(구조물)
금속제 조립식 닭장
금속제 조립식 동물우리
금속제 조립식 돼지우리
금속제 조립식 마구간
동물용 방울

poultry cages of metal
modular animal houses of metal for
farm animals
cattle chains
modular poultry houses of metal
cattle chutes of metal
metal chains for dogs
dispensers for dog waste bags,
fixed, of metal
chicken-houses of metal
pigsties of metal
stables of metal
modular stables of metal
bird baths [structures] of metal
metal cages for wild animals
transportable stables of metal
aviaries [structures] of metal
modular chicken houses of metal
modular animal houses of metal
modular pig houses of metal
pre-fabricated metal stables
bells for animals

[제6류/G1819] 금속제 사다리

상품의 범위
◦ 금속재질로 만든 초목용 지지목

metal tomato cages

상품의 범위
◦ 금속제 사다리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비금속제 사다리(제20류/G1819)
- 줄사다리(제22류/G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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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류 G1819
포함되는 상품(예시)
금속제 발판 사다리
금속제 발판사다리 및 사다리
금속제 발판의자
금속제 벽사다리
금속제 사다리
금속제 스텝(사다리)
바퀴달린 금속제 사다리
서고용 금속제 사다리

step ladders made of metal
metal stepladders and ladders
step stools of metal
wall ladders of metal
ladders of metal
steps [ladders] of metal
ladders of metal with wheels
metal ladders for libraries

[제6류/G1825] 금속제 욕조가로대
상품의 범위
◦ 금속제 욕조가로대

포함되는 상품(예시)
샤워실용 금속제 손잡이바
욕조용 금속제 레일
욕조용 금속제 손잡이바

shower grab bars of metal
bathtub rails of metal
bathtub grab bars of metal

[제6류/G2501] 금속제 열차 및 버스 티켓 홀더
상품의 범위
◦ 금속제 열차 및 버스 티켓 홀더

포함되는 상품(예시)
금속제 열차 및 버스 티켓 홀더

metal train and bus ticket holders

[제6류/G2502] 금속제 통(탱크/컨테이너)
상품의 범위
◦ 주로 물이나 기름, 가스 등과 같이 액체나 기체를 저장 또는 운반
하기 위한 원형의 금속제 용기
◦ 주로 액체나 기체를 저장, 운반하기 위한 대형 금속제 용기(탱크/
컨테이너)
◦ 형태가 분명하지 않은 금속제 용기, 용기의 부품 및 부속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상자(제6류/G2503)
- 종이제 크림용기(제16류/G2502)
- 석제 통(제19류/G2502)
- 비금속제 통(석제는 제외)(제20류/G2502)

협의의 포괄명칭
금속제 통

barrels of metal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정용 금속제 물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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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tanks of metal for household
purposes

고압가스용 금속제 통 하역 및
운반전용 커버

covers specially made for handling
and transport of metal bottles for
compressed gas

공업용 수탱크(금속제)
금속제 LPG용기
금속제 LPG용기 벨트
금속제 LPG용기 수납고
금속제 가스 저장탱크
금속제 가스 카트리지
금속제 가축사료 용기
금속제 간이 가스레인지용
가스용기
금속제 고압가스용기

industrial water tank of metal

금속제 공업용 물저장탱크
금속제 공업용수 탱크
금속제 급수조
금속제 깡통
금속제 드럼통
금속제 물탱크
금속제 방향제용기
금속제 빈 기름통
금속제 산(酸)저장용기
금속제 산업용 포장 컨테이너
금속제 액체 저장탱크
금속제 액체가스용기
금속제 액체비료 저장용기
금속제 액화가스 저장탱크
금속제 연료탱크
금속제 연무제용 용기(빈것)
금속제 오일 배출용기
금속제 오일저장통
금속제 운반 분뇨탱크
금속제 운반 유류탱크
금속제 음료캔
금속제 일반저장용기
금속제 일반저장통
금속제 재활용 통
금속제 저장용 드럼통
금속제 저장용기
금속제 저장탱크
금속제 저장탱크 및 그 지붕
금속제 저장통
금속제 제리캔
금속제 캔
금속제 컨테이너
금속제 큰 통
금속제 탱크
금속제 통
금속제 통받침대

LPG containers of metal
LPG container belts of metal
LPG container storages of metal
gas storage tanks of metal
metal gas cartridges
containers of metal for stock feed
gas container for metal gas range
containers of metal for compressed
gas
industrial water storage tanks of
metal
industrial water tanks of metal
reservoirs of metal
tin cans
metal drums
water tanks of metal
containers of metal for aromatics
metal oil cans sold empty
containers of metal for storing acids
industrial packaging containers of
metal
metal fluid storage tanks
containers of metal for liquid gas
containers of metal for liquid
fertilizers
liquefied gas storage tanks of metal
metallic fuel tanks
aerosol containers of metal sold
empty
oil drainage containers of metal
containers of metal for oil (storage)
manure tanks of metal (transport)
oil tanks of metal (transport)
beverage cans of metal
general purpose storage containers
of metal
general purpose storage bins of
metal
recycling bins of metal
storage drums of metal
storage containers of metal
metal storage tanks
metal storage tanks and roofs
therefor
storage bins of metal
jerrycans of metal
cans of metal
packaging containers of metal
vats of metal
tanks of metal
casks of metal
cask stands of metal

6류 G2601
금속제 통테
금속제 화학품/압축가스 및
액체용 용기
납제 컨테이너
드럼통(빈것)
보관/운반용 금속제 컨테이너

cask hoops of metal

비의료용 금속제 쓰레기 수거통

waste dumpsters of metal, other
than for medical use

빈 깡통
상품의 저장 및 운송용 금속제
컨테이너
수송용 금속제 컨테이너
알루미늄제 드럼통
알루미늄제 운반분뇨탱크
압축가스 또는 액체공기용
금속제 용기
압축가스 또는 액체공기용
금속제 컨테이너
압축가스 또는 액체용 금속제
실린더(빈것)
액체연료용 금속제 컨테이너
저장용 금속제 빈 전선홈통

metal cans, sold empty

컨테이너용 금속제 스페이서
선반받이
통조림용 깡통

spacer brackets of metal for containers

가스 또는 액화가스 저장탱크용
알루미늄제 내부부유뚜껑

preserve tins

공업용 포장용기용 금속제 마개

containers of metal for chemicals,
compressed gases and liquids
lead container

금속제 일반저장상자
금속제 장식 상자
금속제 저장상자
일반금속제 상자

general purpose metal storage bins
decorative boxes of metal
bins of metal
boxes of common metal

steel drums, sold empty
containers of metal [storage,
transport]

containers of metal for the storage
and transportation of goods
containers of metal for transport

[제6류/G2506] 금속제 마개, 금속제 밀봉캡
상품의 범위
◦ 금속제 마개(뚜껑)
◦ 금속제 봉인용 재료

aluminium drums
manure tanks of aluminium (transport)
containers of metal for compressed
gas or liquid air
metal containers for compressed
gas or liquid air
metal cylinders for compressed gas
or liquids, sold empty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고무제 마개, 고무제 뚜껑(제17류/G2506)
- 비금속제 마개(제20류/G2506)
- 유리제 마개, 유리제 병마개(제21류/G2506)

협의의 포괄명칭
금속제 마개

containers of metal for liquid fuel
empty wire troughs of metal for
storage

[제6류/G2503] 금속제 상자(박스)
상품의 범위
◦ 주로 고체의 물건을 저장 또는 운반하기 위한 금속제 용기로 그
형태가 사각인 것(상자/박스)
․ 상자(박스)라고 하더라도 대형용기는 통(탱크/컨테이너)로 분류함
◦ 위에 준하는 금속제 상자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액체/기체의 보관 또는 운반용 금속제 용기, 컨테이너(제6류/
G2502)
- 종이제 상자, 판지제 상자(제16류/G2503)
- 가죽제 상자, 경화섬유제 상자(제18류/G2503)
- 목제 상자, 플라스틱제 상자(제20류/G2503)
- 유리제 상자, 캔디 상자(제21류/G2503)

plugs of metal

포함되는 상품(예시)
internal floating lids of aluminium for
use with gas or liquefied gas storage
tanks
metal stoppers for industrial
packaging containers

금속제 밀봉캡
금속제 벽 플러그
금속제 병뚜껑
금속제 병마개
금속제 용기마개
금속제 통꼭지마개
깡통용 금속제 뚜껑
맥주통용 금속제 탭
병용 금속제 돌려막는 마개
봉인납
샤워기용 금속제 마개
싱크대용 금속제 마개
욕조용 금속제 마개
코르크 있는 금속제 병뚜껑
포대밀봉용 금속제 클립
포장용 금속제 뚜껑

sealing caps of metal

포장용 금속제 마개

plugs of metal for packing

wall plugs of metal
bottle caps made of metal
bottle fasteners of metal
closures of metal for containers
taps of metal for casks
lids of metal for cans
metal taps for beer kegs
screw tops of metal for bottles
lead seals
stoppers of metal for showers
stoppers of metal for sinks
stoppers of metal for baths
cork caps of metal of bottles
clips of metal for sealing bags
lids of metal for packaging
containers

협의의 포괄명칭
금속제 상자

boxes of metal

포함되는 상품(예시)
금속제 공구상자
금속제 대형상자
금속제 문서 보관함
금속제 빈 공구상자
금속제 수납상자

tool boxes of metal
metal chests
metal document box
tool chests of metal, empty
chests of metal

[제6류/G2601] 금속제 또는 비금속제 금고, 금속제 가구
부속품
상품의 범위
◦ 금속제 또는 비금속제 금고, 금속제 가구 부속품
◦ 위 용도에 준하는 금속제 부품 또는 부속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
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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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류 G2601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볼트, 금속제 너트, 금속제 못(제6류/G3001)
-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제11류/G2601)
- 보석상자, 귀금속제 상자(제14류/G2601)
- 가구(제20류/G2601)
- 쌀통(제21류/G1803)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구 전도 방지용 금속제 고정금구
가구용 금속제 바퀴
가구용 금속제 받침다리
가구용 금속제 브래킷
가구용 금속제 손잡이
가구용 금속제 핸드휠
금속제 가구 부속품
금속제 가구용 경첩
금속제 가구용 나사
금속제 가구용 너트
금속제 가구용 레일
금속제 가구용 힌지
금속제 가방걸이
금속제 거울걸이
금속제 고정식 타월디스펜서
금속제 또는 비금속제 금고
금속제 또는 비금속제 현금금고
금속제 방화금고
금속제 사진걸이
금속제 서랍트림
금속제 식물걸이
금속제 은행금고실
금속제 자물쇠 상자
금속제 캐비닛 문손잡이
금속제 캐비닛고정기
금속제 타월디스펜서
금속제 현금금고
서적 형태의 금속제 금고
안전 현금금고
일반금속제 서랍손잡이
전자식 금고
침대용 금속제 바퀴
침대용 금속제 부속품

fasteners of metal for prevention of
transfer of furniture
furniture casters of metal
feet of metal for furniture
brackets of metal for furniture

구두흙털이용 금속매트
일반금속제 케이크 토퍼

door scrapers
cake toppers of common metal

hand wheels of metal for furniture
fittings of metal for furniture
hinges for metal furniture
screws for metal furniture
nuts for metal furniture
rails for metal furniture
hinge for metal furniture
bag hangers of metal
metal mirror hangers
towel dispensers, fixed, of metal
strongboxes [metal or non-metal]
cashboxes [metal or non-metal]
fire-resistant safes of metal
picture hangers of metal
metal drawer trims
plant hangers of metal
bank vaults of metal
lock boxes of metal
cabinet door catches of metal
metal cabinet stops
towel dispensers of metal
cash deposit boxes of metal
metal safes in the shape of a book
safety cashboxes
drawer pulls of common metal
safes, electronic
bed casters of metal
fittings of metal for beds

상품의 범위
◦ 구두흙털이용 금속제 매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종이제 식탁장식품, 실비맞춤식 종이제 가구커버(제16류/
G2602)

유사상품 심사기준

포함되는 상품(예시)

furniture knobs of metal

[제6류/G2602] 구두흙털이용 금속제 매트, 일반금속제
케이크 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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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용 가죽제 커버(제18류/G2602)
- 동물박제, 실내용 블라인드, 비직물제 벽면장식(제20류/
G2602)
- 직물제 식탁장식품, 직물제 소파덮개(제24류/G2602)
- 러그훅(제26류/G2602)
- 매트, 비직물제 벽걸이, 카펫(제27류/G2602)
-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조명용품과 과자류는 제외)
(제28류/G2602)
- 살아있는 나무로 만든 크리스마스트리(제31류/G2602)

[제6류/G2605] 금속제 바람개비, 금속제 우편함, 옥외용
금속제 블라인드
상품의 범위
◦ 금속제 바람개비, 금속제 우편함, 옥외용 금속제 블라인드
◦ 주로 옥외장식용으로 쓰이는 소형금속제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자동차용 차양(제12류/G3705)
-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제19류/G2605)
- 비금속제 바람개비, 장식용 윈드차임, 풍경(風磬)(제20류/
G2605)
- 천막(캠핑용은 제외)(제22류/G2605)
- 등산 또는 캠핑용 텐트(제22류/G430302)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이딩 라이트용 금속제 외관
롤블라인드
금속제 바람개비
금속제 벨
금속제 비전기식 도어벨용
버튼
금속제 스프링 작동식 옥외용
블라인드
금속제 우편물 투입구
금속제 우편물 플레이트
금속제 우편함
금속제 장식 풍향계
금속제 장식천
금속제 클러치 작동식 옥외용
블라인드
금속제 풍향계
비전기식 문 차임
옥외용 강철 롤블라인드
옥외용 금속제 롤블라인드
옥외용 금속제 블라인드

metal exterior roller blinds for guiding
light
weather vanes of metal
metal bells
non-electric door bell push buttons of
metal
metal spring-operated outdoor blind
metal mail slots
mail plates of metal
letter boxes of metal
wind indicators of metal (decoration)
metal valances
metal clutch-operated outdoor blind
wind vanes of metal
non-electric door chimes
roller blinds of steel
roller outdoor blinds of metal
outdoor blinds of metal

6류 G3001
옥외용 금속제 블라인드용
가이드레일
옥외용 금속제 블라인드용
금속제 도르래
옥외용 금속제 블라인드용
금속제 바텀레일
옥외용 금속제 블라인드용
금속제 밸브
옥외용 금속제 블라인드용
금속제 헤드레일
옥외용 금속제 블라인드용 롤러
옥외용 금속제 블라인드용 추
옥외용 금속제 블라인드용
회전고리
옥외용 금속제 수직 블라인드
옥외용 금속제 수평 블라인드
옥외용 금속제 햇빛가리개
옥외용 블라인드용 금속제 줄
정원장식용 금속제 바람개비
정원장식용 벨

guide rails for outdoor blinds of metal
pulleys of metal for outdoor blinds of
metal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비금속제 신발은못(제20류/G270101)
- 신발용 금속제 부품, 신발뒤축(제25류/G270101)

bottom rails of metal for outdoor
blinds of metal
valves of metal for outdoor blinds of
metal
headrail of metal for outdoor blinds
of metal
roller for outdoor blinds of metal
weight for outdoor blinds of metal

포함되는 상품(예시)
금속제 신발 은못
금속제 신발고정쇠

shoe dowels of metal
shoe pegs of metal

[제6류/G2704] 지팡이용 금속제 테

swivel for outdoor blinds of metal
venetian outdoor blinds of metal
horizontal outdoor blinds of metal
metal sunshades for outdoor blinds
metal chains for outdoor blinds of
metal
weather or wind vanes of metal for
garden decoration
bells for garden decoration

상품의 범위
◦ 지팡이용 금속제 테
◦ 주로 지팡이에 쓰이는 소형금속제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지팡이(제18류/G2704)

포함되는 상품(예시)
지팡이용 금속제 테

[제6류/G2607] 금속제 묘비, 금속제 묘표
상품의 범위
◦ 금속제 묘비, 금속제 묘표
◦ 주로 묘지나 장제용품에 쓰이는 소형금속제품
(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비금속제 묘비(제19류/G2607)
- 묘 또는 기념비용 석재(제19류/G3302)
- 관, 봉안단지(제20류/G2607)
- 제기, 향로(제21류/G2607)
- 수의(제24류/G2607)

포함되는 상품(예시)
금속제 관(棺) 부속품
금속제 묘비
금속제 묘비 받침판
금속제 묘표
금속제 묘표 및 묘비명판
묘지용 금속제 비석
비귀금속제 표석
청동제 묘비

fittings of metal for coffins

ferrules of metal for canes and
walking-sticks
ferrules of metal for walking sticks

지팡이용 금속제 페룰

[제6류/G2801] 난로용 장작받침쇠
상품의 범위
◦ 난로용 장작받침쇠
◦ 주로 난방기구에 쓰이는 소형금속제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난방장치, 난로(제11류/G2801)

포함되는 상품(예시)
금속제 벽난로용 쇠살대
난로용 금속제 안전철망
벽난로 장작 받침쇠

fireplace grates of metal
furnace fireguards of metal
firedogs [andirons]

tombstone stelae of metal
grave slabs of metal
tombs of metal
metal tombs and metal tomb plaques
monuments of metal for tombs
grave markers of non-precious
metal
monuments of bronze for tombs

[제6류/G3001] 금속제 나사, 금속제 너트, 금속제 못,
금속제 볼트, 금속제 쐐기
상품의 범위
◦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기계부품이나 금속물, 목재 등을 죄거나 연
결하기 위해 쓰이는 소형금속제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제6류/G270101] 금속제 신발은못
상품의 범위
◦ 금속재질로 만든 신발은못과 신발고정쇠

- 금속제 도어 볼트(제6류/G3002)
- 수도꼭지용 좌금(座金)(제11류/G3001)
- 고무제 좌금, 경화섬유제 좌금(제17류/G3001)
- 비금속제 못, 비금속제 볼트, 비금속제 너트, 비금속제 쐐기, 비금
속제 리벳(제20류/G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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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류 G3001
포함되는 상품(예시)
강철제 체인
건축 또는 산업용 금속제 철침

steel chains

건축 또는 산업용 철침

staples for construction or industrial
use

건축용 금속제 나사봉
건축용 금속제 너트홀더
금속제 걸쇠
금속제 고정용 걸쇠
금속제 고정용 나사
금속제 고정용 너트
금속제 고정용 리벳
금속제 고정용 볼트
금속제 고정용 쐐기
금속제 꺾쇠
금속제 나사
금속제 나사고정구
금속제 나사링
금속제 나사못
금속제 냉간 성형 볼트
금속제 너트

metal screw rod for construction

금속제 너트캡

metal nut cap

금속제 대갈못

nails with a big head of metal

금속제 덮개못

metal upholstery tacks

금속제 락킹 리벳

metal locking rivet

금속제 락킹 볼트

metal locking bolt

금속제 로그 견인 체인

metal log haul chains

금속제 리벳
금속제 못

rivets of metal

금속제 무두정(無頭釘)

brads of metal

금속제 문 걸쇠

metal door latches

금속제 볼트

bolts of metal

금속제 볼트스냅

bolt snaps of metal

금속제 블라인드 리벳 너트

metal blind rivet nuts

금속제 비전기식 걸쇠

non-electric latches of metal

금속제 삭구체인

rigging chains of metal

금속제 상자 파스너

box fasteners of metal

금속제 쇠사슬

metal chains

금속제 스키드 체인

skid chains of metal

금속제 스터드

studs of metal

금속제 스테이플

staples of metal

금속제 쐐기

pegs of metal

금속제 안전체인

safety chains of metal

금속제 육각볼트

metal hexagon head bolt

금속제 장부촉

metal dowels

금속제 좌금(座金)

washers of metal

금속제 차량 고정용 너트

metal nut for fastening cars

금속제 체인

chains of metal

금속제 턴버클

turnbuckles of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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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 staples for construction or
industrial use

metal nut holder for construction
latches of metal
metal fastening latches
metal fastening screws
metal fastening nuts

금속제 플랜지붙이용 나사
금속제 휠 볼트
무두정(無頭釘)
산업용 금속제 볼트
아이볼트
일반금속제 버클(철물)
자동차용 금속제 볼트
창틀용 볼트
케이블용 금속제 결합나사
편자못
평형볼트
핀(철물제품)

metal flange screws
metal wheel bolts
tacks [nails]
metal bolts for industry
eye bolts
buckles of common metal [hardware]
metal bolts for cars
window casement bolts
binding screws of metal for cables
horseshoe nails
bolts, flat
pins [hardware]

metal fastening rivets
metal fastening bolts
metal fastening pegs
cramps of metal [crampons]
screws of metal
metal threaded fasteners
screw rings of metal
screw nails of metal
metal cold-forming bolts
nuts of metal

nails

[제6류/G3002] 금속제 고리, 금속제 자물쇠(전기식은 제외)
상품의 범위
◦ 금속제 자물쇠(전기식/전자식은 제외)
◦ 금속제 고리
◦ 위에 준하는 형태 또는 용도로 쓰이는 소형금속제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전기식 자물쇠(제9류/G3002)
- 자기식 열쇠카드(제9류/G3002)
- 커튼용 링, 커튼용 레일, 커튼용 훅, 비금속제 자물쇠(전기식은
제외), 플라스틱제 열쇠카드(인코딩 및 자기식 제외)(제20류/
G3002)
- 커튼상단부용 테이프(제26류/G3002)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방용 금속제 자물쇠
금속제 U자형 고리
금속제 가구용 도어록
금속제 가방 잠금구
금속제 고리
금속제 고리-링크 조립부품
금속제 기계식 다이얼 자물쇠
(전기식은 제외)
금속제 데드볼트
금속제 도어볼트
금속제 로프고리
금속제 록 세트
금속제 링형 부속품
금속제 맹꽁이자물쇠
금속제 먼지막이소켓
금속제 모자고리
금속제 문 자물쇠
금속제 미가공 열쇠
금속제 밑둥 갈고리
금속제 받침줄용 고리
금속제 볼록핀

locks of metal for bags
shackles of metal
door locks for metal furniture
bag closures of metal
hooks [metal hardware]
metal hook-and-link assemblies
metal mechanical dialing locks
(other than electric)
metal deadbolts
door bolts of metal
rope thimbles of metal
locksets of metal
ring-shaped fittings of metal
padlocks of metal
dust proof strikes of metal
hat-hanging hooks of metal
locks of metal for doors
metal key blanks
butt hooks of metal
guy line hooks of metal
ball lock pins of metal

6류 G3201
금속제 비전기식 락실린더
금속제 비전기식 맹꽁이 자물쇠
금속제 비전기식 자물쇠
금속제 비전기식 자물쇠덮개
금속제 스노보드 자물쇠
금속제 스플라이스 링크
금속제 안전자물쇠용 실린더
금속제 열쇠
금속제 열쇠 실린더
금속제 열쇠형 자물쇠 해정구
금속제 오토바이 열쇠
금속제 자물쇠
금속제 자물쇠 및 관련 열쇠
금속제 자물쇠 볼트
금속제 자물쇠 실린더
금속제 잠금클립
금속제 창문 자물쇠
금속제 컵고리
금속제 클레비스 파스너
도어용 및 창문용 금속제 자물쇠
로프용 금속제연결고리
비전기식 금속제 기계식 다이얼
자물쇠
비전기식 금속제 기계식 번호
자물쇠
비전기식 금속제 기계식 자물쇠
수갑
수송기계기구용 금속제 자물쇠
열쇠용 금속제 링
열쇠용 일반금속제 고리
열쇠용 일반금속제 분할링
옷걸이 레일용 금속제 훅
옷걸이용 금속제 고리
용수철자물쇠
자동차용 금속제 도어자물쇠
해정구
자물쇠볼트
자물쇠용 금속제 범프키
자물쇠용 금속제 열쇠
자전거 자물쇠
자전거용 금속제 자물쇠
자전거용 와이어 자물쇠
타월용 금속제 고리

non-electric lock cylinders of metal
padlocks of metal, other than
electronic
locks of metal, other than electric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드라이버, 렌치, 몽키, 스패너, 집게, 해머(제8류/G3103)

non-electric lock covers of metal
snowboard locks of metal
splice links of metal
security lock cylinders of metal
keys of metal
key cylinders of metal

포함되는 상품(예시)
모루
바이스용 금속제 조임구
벌집틀
휴대용 모루(鐵床)

anvils
vice claws of metal
swage blocks
anvils [portable]

key locks release of metal
metal key of cycles
locking mechanisms of metal

[제6류/G3106] 금속제 줄밥

metal locks and keys therefor

상품의 범위

lock bolts of metal
lock cylinders of metal
metal catch clips

◦ 금속제 줄밥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locks of metal for windows
cup hooks of metal
clevis fasteners of metal
metal locks for doors and windows

- 끌, 대패, 톱(제8류/G3106)
- 목수용 자(尺)(제9류/G3106)
- 나무작업대(제20류/G3106)

thimbles of metal for rope
non-electric metal mechanical
dialing locks
non-electric metal mechanical
combination locks
non-electric metal mechanical locks
handcuffs
locks of metal for vehicles

포함되는 상품(예시)
금속제 줄밥

filings of metal

[제6류/G3201] 미가공 또는 반가공 철(鐵), 미가공 또는
반가공 강(鋼)

metal rings for keys
rings of common metal for keys
split rings of common metal for keys
hooks of metal for clothes rails
clothes hooks of metal
spring locks of metal, other than
electric
door locks release of metal for
automobile
lock bolts
metal bump keys for locksmithing
metal keys for locks
bicycle locks
bicycle locks of metal
wire locks for bicycles
towel hooks of metal

[제6류/G3103] 모루, 바이스용 금속제 조임구
상품의 범위
◦ 모루, 바이스용 금속제 조임구
◦ 수동공구의 이용과 관련된 소형금속제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상품의 범위
◦ 철(鐵)과 강(鋼)의 미가공 또는 부분가공품
․ 주로 가공하지 않았거나 특정용도로 사용하기 쉽도록 1차
가공한 철강제품을 의미하며, 완제품은 주된 용도에 따라 분류함
◦ 위에 준하는 철강 기초제품 또는 그 부스러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철광석(제6류/G1601)
- 미가공 또는 반가공 비철금속(제6류/G3202)

협의의 포괄명칭
미가공 또는 반가공 강(鋼)
미가공 또는 반가공 철(鐵)

steel, unwrought or semi-wrought
iron, unwrought or semi-wrought

포함되는 상품(예시)
CNT(탄소나노튜브) 함유
금속제 빌렛
CNT(탄소나노튜브) 함유 탄소강

metal billets containing CNT

강(鋼) 주름관 호스
강(鋼) 주름관 호스 연결구
강(鋼) 호스
강관(鋼管)
강구(鋼球)
강선(鋼線)

steel bellows hose

carbon steels containing CNT
steel bellows hose connections
steel hose
steel pipes
balls of steel
steel wire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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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류 G3201
강제 레일
강철
강철봉
강철제 압연/표면이 연마된
또는 지상관
강판(鋼板)
고속도강
고장력강
공동 봉강
광봉강
광택 봉강
금속분
금속제 빌렛
금속제 앵글강(鋼)
금형강
깡통용 강철
내마모강 표면의 강철판
냉간 압연강판
단조강
단조강관
단조강구
대강(帶鋼)
대철(帶鐵)
도금강판
도금된 강철
띠판
몰리브덴 철
미가공 강철
미가공 또는 반가공 주철

steel rails

미가공 또는 반가공 합금강

steel alloys unwrought or
semi-wrought

배관용 탄소강관
봉강(棒鋼)
분말합금 금형강
비닐코팅된 강판
빌렛 형태 및 완성된 타일
형태로 판매되는 강철
선철
순철지금
스켈프
스테인리스 주름관
스테인리스 주름관 호스
스테인리스 주름관 호스 연결구

carbon steel pipes for plumbing

스테인리스 호스
스테인리스강
스테인리스강 관
스테인리스제 관
시트/봉/바 또는 빌렛 형태의
강철
시트/봉/바/빌렛 형태의 강철

stainless hose

시트/플레이트/박(箔) 및
릴형태의 강철

steel in the form of sheets, plates,
foils and r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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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steel rods
rolled and peeled or ground tubes of
steel
steel plates and sheets
high speed steel
high tension steel
hollow steel bars
bright steel bars
cold-finished steel bars
metals in powder form
metal billets
angle irons of metal
mould steel
steel for cans
abrasion resistance steel sheet
cold rolling steel sheets
steel forgings
forging steel sheet
forging balls of steel
hoop steel
iron strip
coated steels
plated steels
tie plates
molybdenum iron
unwrought steel
cast iron, unwrought or
semi-wrought

blooms [metallurgy]
powder alloy die steels
vinyl coated steel sheets
steel sold as billets and finished tiles
pig iron
pure iron ingots
skelps
stainless bellows
stainless bellow hose
stainless bellow hose connections
stainless steel
stainless steel pipes
tubes of stainless steel
steel in sheet, rod, bar or billet form
steel in sheet, rod, bar and/or billet
form

시트/플레이트/포일 및 릴
형태의 강철
시트/플레이트/포일 및 코일
형태의 강철
실리콘철
아연도금된 강관
아연도금된 강봉
아연도금된 강판
아연코팅강판
알루미늄 강관
알루미늄 강봉
알루미늄 강판
알루미늄-아연합금 강관
알루미늄-아연합금 강판
압연강
양철판
연강
연철
열연봉강
유압/위생/로드시스템 및
건설용 주철
인발 및 연마된 금속바
일반금속합금
재압연강
저(低)구리/탄소강 파편
주강(鑄鋼)
주강관
주강판
주석용 강철
주철
주철 주름관 호스 연결구
주철관
착색된 아연도금강관
착색된 아연도금강판
착색된 알루미늄강관
착색된 알루미늄강판
착색된 알루미늄-아연합금강관
철 또는 강 파편
철 및 강철
철 주름관
철 주름관 호스 연결구
철 호스
철관
철금속제 내열합금
철금속제 마모방지합금
철금속제 부식방지합금
철도선로용 주철재료
철선
철코일
컬러코팅 강판
크롬철

steels in the form of sheets/plates/
foils and reels
steel in the form of sheets, plates,
foils and coils
silicon iron
galvanized steel pipe
galvanized steel rods
galvanized steel sheets
zinc-coated steel sheets
aluminum steel pipe
aluminum steel rods
aluminum steel sheets
aluminum-zinc alloy steel pipes
aluminum-zinc alloy steel sheets
rolled steels
tinplate
mild steel
wrought iron
hot-rolled steel bars
cast iron for use in hydraulics,
sanitation, road systems and
buildings
drawn and polished metal bars
alloys of common metal
rerolled steels
low copper carbon-steel scraps
cast steel
cast steel pipes
cast steel sheets
steel for tins
cast iron
cast iron bellow hose connections
cast iron pipes
tinted iron coating steel pipes
tinted iron coating steel sheets
tinted aluminum steel pipes
tinted aluminum steel sheets
tinted aluminum-iron alloy steel
pipes
iron or steel scraps
iron and steel
iron bellows
iron bellow hose connections
iron hose
iron pipes and tubes
heat-resistant ferrous alloys
wear-resistant ferrous alloys
corrosion-resistant ferrous alloys
cast iron material for railroad tracks
iron wire
steel coils
color coating steel sheets
chrome iron

6류 G3202
클래딩된 강판
탄소강
텅스텐철
티타늄철
펠리트처리된 철
표면이 연마된 금속바
플라스틱금형강
합금강
합금강 파편
합금강판
합금철
해면철

clad steel plates and sheets
carbon steels
tungsten iron
titanium iron
pelletized iron
peeled metal bars
plastic moulding steel
steel alloys
alloy steel scraps
alloy steel sheets
alloyed iron
sponge iron

[제6류/G3202] 미가공 또는 반가공 비철금속
상품의 범위
◦ 미가공 또는 반가공된 비철금속
․ 주로 가공하지 않았거나 특정용도로 사용하기 쉽도록 1차 가공한 비철
금속제품을 의미하며, 완제품은 주된 용도에 따라 분류함
◦ 위에 준하는 비철금속 기초제품 또는 그 부스러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도장용/미술용/장식용 알루미늄 분(제2류/G1502)
- 금속광석(제6류/G1601)
- 강철(제6류/G3201)
- 금/은/백금(제14류/G4402)

협의의 포괄명칭
미가공 또는 반가공 비철금속

unwrought or semi-wrought
non-ferrous metals

포함되는 상품(예시)
CNT(탄소나노튜브) 함유 니켈
및 니켈합금
CNT(탄소나노튜브) 함유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합금
CNT(탄소나노튜브) 함유
미가공 또는 반가공 구리
CNT(탄소나노튜브) 함유
알루미늄
CNT(탄소나노튜브) 함유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합금의
주물
CNT(탄소나노튜브) 함유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CNT(탄소나노튜브) 함유
알루미늄 박(箔)
CNT(탄소나노튜브) 함유 텅스텐
CNT(탄소나노튜브) 함유 티타늄
CNT(탄소나노튜브) 함유
티타늄합금
게르마늄
구리 또는 그 합금으로 만든
케이싱/박(箔)/분말 및 압연/
인발 또는 압출조제품

nickel and its alloy containing CNT
magnesium and its alloy containing
CNT
unwrought or semi-wrought cooper
and its alloy containing CNT
aluminum containing CNT
castings of aluminium or its alloys
containing CNT
aluminium and its alloy containing
CNT
aluminium foil containing CNT
tungsten containing CNT
titanium containing CNT
titanium alloy containing CNT
germanium
castings, foils, powder, and rolled,
drawn or extruded semi-finished
articles of copper or its alloys

구리합금
글루시늄
납 또는 그 합금으로 만든 케이싱/
박(箔)/분말 및 압연/인발 또는
압출조제품
니오비움
니켈
니켈 또는 그 합금으로 만든
케이싱/박(箔)/분말 및 압연/
인발 또는 압출조제품
니켈 및 니켈합금
니켈 조제품

copper-base alloy

니켈 지금
니켈합금
니켈합금 지금
니켈합금제 관
동 또는 동합금의 주물
동관(銅管)
동박
동조제품

nickel ingots

동지금
동판
동합금 주물
동합금 지금
동합금 판
동합금의 박
동합금제 관
마그네슘
마그네슘 또는 마그네슘합금의
주물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합금
마그네슘 조제품

copper ingots

마그네슘 지금
마그네슘합금 지금
망간
몰리브덴
미가공 또는 반가공 구리
미가공 또는 반가공 구리의
합금
미가공 또는 반가공 납
미가공 또는 반가공 비철금속
및 그 합금
미가공 또는 반가공 비철금속분

magnesium ingots

미가공 또는 반가공 알루미늄

unwrought or semi-wrought
aluminium

미가공 또는 반가공 알루미늄
합금
미가공 또는 반가공 티타늄

unwrought or semi-wrought
aluminium alloys

미가공 또는 반가공 황동
미가공 코발트
바나듐

brass, unwrought or semi-wrought

glucinium
castings, foils, powder, and rolled,
drawn or extruded semi-finished
articles of lead or its alloys
niobium
nickel
castings, foils, powder, and rolled,
drawn or extruded semi-finished
articles of nickel or its alloys
nickel and its alloys
semi-finished articles of unrefined
nickel
nickel alloys
nickel alloy ingots
tubes of nickel alloys
castings of copper or its alloys
copper pipes
copper foils
semi-finished articles of unrefined
copper
copper plates and sheets
castings of copper alloys
copper-base alloy ingots
copper alloy sheets
copper alloy foils
tubes of copper alloys
magnesium
castings of magnesium or its alloys
magnesium and its alloys
semi-finished articles of unrefined
magnesium
magnesium alloy ingots
manganese
molybdenum
copper, unwrought or semi-wrought
unwrought or semi-wrought copper
alloys
lead, unwrought or semi-wrought
unwrought or semi-wrought
nonferrous metals and their alloys
unwrought or semi-wrought
nonferrous metal powders

titanium, unwrought or
semi-wrought
cobalt, raw
vana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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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류 G3202
반가공 구리
베릴륨
베릴륨(글루시늄)
비절연동선
비철 금속 및 그 합금
산화몰리브덴
서멧
셀티움
아연
아연 또는 아연합금의 주물
아연 및 아연합금
아연조제품

semi-wrought cooper

아연지금
아연판
아연합금 지금
안정된 알루미늄 폼제
알루미늄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합금의
주물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알루미늄 박(箔)
알루미늄 박지
알루미늄 압출재
알루미늄 와이어
알루미늄 조제품

zinc ingots

알루미늄 지금
알루미늄으로 만든 반가공제품
알루미늄합금
알루미늄합금 지금
양은(洋銀)
연 또는 연합금의 주물
연 및 연합금
연조제품

aluminium ingots

연지금
연판
연합금 지금
연합금가루
연합금판
우라늄합금
은도금된 주석합금
인듐
자전거 프레임 제조용 알루미늄
합성관
주석
주석 또는 그 합금으로 만든
케이싱/박(箔)/분말 및 압연/
인발 또는 압출조제품
주석 또는 주석합금의 주물
주석 및 주석합금
주석 박(箔)
주석 조제품

lead ing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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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yllium
beryllium [glucinium]
copper wire, not insulated
non-ferrous metals and their alloys
molybdic oxide
cermets
celtium [hafnium]
zinc
castings of zinc or its alloys
zinc and its alloys
semi-finished articles of unrefined
zinc
zinc plates and sheets
zinc alloy ingots
stabilized aluminum foam
aluminium
castings of aluminium or its alloys
aluminium and its alloys
aluminium foil
aluminum foil paper
extrusions of aluminium
aluminium wire
semi-finished articles of unrefined
aluminium
semi-finished products of aluminium
aluminum alloy
aluminium alloy ingots
nickel silver
castings of lead or its alloys
lead and its alloys

주석 지금
주석봉
주석합금 지금
지르코늄
청동
추가가공용 시트/플레이트
및 호일형태의 다른 금속이
접착된 몰리브덴
축전지 포장용 금속박
카드뮴
코일형태의 주석바
크롬
크롬합금
탄탈륨
탄탈륨 및 탄탈륨합금
텅스텐
톰백
틀분기용 납
티타늄
티타늄 또는 티타늄합금의 주물
티타늄 및 티타늄합금
티타늄 와이어
티타늄 조제품

tin ingots

티타늄 지금
티타늄합금
티타늄합금 지금
페로티타늄
포장용 금속박(箔)

titanium ingots

하프늄
화이트메탈
회로기판 제조용 금속제 필름
및 시트

hafnium

tin bars
tin alloy ingots
zirconium
bronze
molybdenum bonded with other
metals in the form of sheets, plates
and foils for further manufacture
metal foils for packaging accumulators
cadmium
tin bars in coil
chromium
chromium alloys
tantalum [metal]
tantalum and its alloys
tungsten
tombac
lead for pouring of figures
titanium
castings of titanium or its alloys
titanium and its alloys
titanium wire
semi-finished articles of unrefined
titanium
titanium alloy
titanium alloy ingots
ferrotitanium
foils of metal for wrapping and
packaging
white metal
films and sheets made from metal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ircuit
boards

semi-finished articles of unrefined
lead
lead plates and sheets

[제6류/G3203] 땜납, 용접용 금속봉

lead alloy ingots

상품의 범위

lead alloy powder
lead alloy plate
uranium alloy
silver-plated tin alloys
indium
aluminum composite tubing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bicycle frames
tin
castings, foils, powder, and rolled,
drawn or extruded semi-finished
articles of tin or its alloys
castings of tin or its alloys
tin and its alloys
tinfoil
semi-finished articles of unrefined tin

◦ 땜납
◦ 용접용 금속봉
◦ 위에 준하는 용접용 금속재료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전기아크용접장치, 전기용접장치(제7류/G3801)

포함되는 상품(예시)
경땜납
금땜납
납땜 및 용접용 금속봉(합금강
및 티타늄을 포함)
납땜용 금속제 부속품

hard solder
gold solder
rods of metal for brazing and welding
including those from alloy steel and
titanium
fittings of metal for soldering

6류 G3303
납땜용 금속제 와이어
납땜용 금속제 이음보
납땜용 금속제 클립
납땜용 은납봉
납땜용 페이스트
땜납
연납
용접봉
용접용 금속봉
용접용 와이어
용접용 합금
은땜납
전자산업용 납프리 땜납

soldering wire of metal

파우더 형태의 금땜납
파우더 형태의 땜납
표면강화 및 용접용 금속분말

gold solder of powder form

표면강화 및 용접용 금속제 봉

rods of metal used in hardfacing and
welding

합금강 및 티타늄제를 포함한
용접용 금속봉

rods of metal for brazing and welding,
including those made from alloy steel
and titanium

sleepers of metal for soldering
clips of metal for soldering
silver lead rods for soldering
solder pastes
solder
soft solder
brazing rods
rods of metal for welding
welding wire
brazing alloys
silver solder
lead-free solders for the electronics
industry
solder of powder form
metal powders used in hardfacing
and welding

[제6류/G3303] 금속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상품의 범위
◦ 금속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 주로 건축 또는 구축용으로 쓰이는 소형금속제품(다른 류에 속
하는 것은 제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타일(제6류/G3304)
- 금속제 건축물(제6류/G3305)
-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제11류/G3303)
- 석면제 건축재, 건축용 방습재, 방음재, 보온용 단열재, 틈막이용
조성물(제17류/G3303)
-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재료(제19류/G3303)
- 비금속제 경첩, 비금속제 문 부속품(제20류/G3303)
- 인조잔디(제27류/G3303)

협의의 포괄명칭
금속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materials of metal for exclusive use
in building or construction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시철사
강선(鋼線) 돌망태
거푸집 구성물용 강철제
연결부품
거푸집 구성물용 강철제 월바
거푸집 설치용 금속제 훅
건축 또는 구축용 금속제
주물금형

barbed wire
gabions of steel wire
connecting parts of steel for
formwork elements
steel wall bars for formwork elements
metal hook for forming work
metalic foundry moulds for building
or construction purposes

건축 또는 구축전용 금속제
파이프제품
건축용 강철프레임
건축용 금속제 골조
건축용 금속제 기둥
건축용 금속제 기초보강재
건축용 금속제 낙수홈통
건축용 금속제 라이닝
건축용 금속제 몰딩
건축용 금속제 미장벽판
건축용 금속제 방호망
건축용 금속제 벽면 라이닝
건축용 금속제 벽외장재료
건축용 금속제 보강재료

pipework of metal for exclusive use
in building or construction
steel frames for building
framework of metal for building
pillars of metal for buildings
basic reinforcing materials of metal
for construction
flashing of metal for building
linings of metal for building purposes
mouldings of metal for building
plastering siding of metal for building
metal protective screen for building
wall linings of metal for building
wall claddings of metal for building
reinforcing materials of metal for
buildings

건축용 금속제 부속품
건축용 금속제 빈 전선관
건축용 금속제 사면보강재

fittings of metal for building

건축용 금속제 선반받이
건축용 금속제 슬라브
건축용 금속제 장갑판
건축용 금속제 지반보강제

brackets of metal for building

건축용 금속제 칸막이
건축용 금속제 트랜치 커버
건축용 금속제 트림
건축용 금속제 패널
건축용 금속제 포치
건축용 금속제 표면마감재
건축용 금속제 피복재료
건축용 금속제 현관
건축용 및 데킹조립용 금속제
선반받이

empty metal wireway for building
surrounded reinforcing materials of
metal for building
slabs of metal for building
armour-plating of metal for building
ground reinforcing materials of
metal for building
metal partitions for building
metal trench cover for building
metal trims for buildings
building panels of metal
porches of metal for building
cladding for building of metal
cladding of metal for building
porches [structures] of metal
metal brackets for use in the
construction and assembly of
decking

건축용 및 데킹조립용 금속제
조립식 선반받이

pre-fabricated metal brackes for use
in the construction and assembly of
decking

건축용 연제 바닥재
건축용 철강프레임
계단 부품용 금속제 스트링거

lead floor for building

계단용 금속제 발판
계단용 금속제 발판 논슬립
고속도로용 금속제 바리케이드
공기조절장치용 금속제 도관

stair treads of metal

교량건설용 금속제 앵커볼트

anchor bolts of metal for use in bridge
construction

교량용 금속제 받침대
교량용 철구조물
굴뚝용 금속제 통풍관
금고실용 금속제 문
금속와이어 울타리
금속제 가로등 기둥
금속제 가스배관

stands of metal for bridges

frames of metal for building
stringers [parts of staircases] of
metal
stair treads of metal (non-slip)
metal barricades for highways
ducts of metal for air-conditioning
installations

steel structures for bridges
chimney pots of metal
metallic doors for strongbox
metal wire fences
street lamps of metal
gas pipe of metal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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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제 가시설 앵커체(건설/
건축 및 토목공사용에 한함)

anchor of metal for temporary facility
(limited to those for building/
construction and civil engineering
works)

금속제 갱도용 재료
금속제 거리물받이
금속제 건널판
금속제 건식벽 코너 비드
(건축재료)
금속제 건축용 압륜
금속제 건축용 이음관(접륜)
금속제 건축재료
금속제 격자
금속제 경첩
금속제 경첩밴드
금속제 계단
금속제 고압송수배관
금속제 고정기
금속제 골조
금속제 공기조절용 도관
금속제 교량건설용 빔
금속제 교량받침
금속제 교량용 고정정착구

mine materials of metal

금속제 교량용 교좌장치
금속제 교량용 면진장치
금속제 교량이음용 앵커볼트
금속제 구축물의 이음매용
연결자
금속제 굴뚝
금속제 굴뚝 갓
금속제 굴뚝 꼭대기부분
금속제 그레이팅 여과기
금속제 기둥
금속제 낙석방지책
금속제 난간
금속제 난간용 바
금속제 내리닫이창
금속제 내화성 건축재료

street gutters of metal
duckboards of metal
drywall corner bead of metal
[building materials]
press wheel of metal for construction
pipe fittings of metal for construction
building materials of metal
latticework of metal
metal hinges
hinges bands of metal
stairs of metal
high pressure water pipes of metal
stops of metal
frameworks of metal
metal air conditioning ducts
beam of metal for bridge construction
bridge bearings of metal
fastening anchorage of metal for
bridges
bridge seat apparatus of metal for
bridges
base-isolation apparatus of metal for
bridges
anchor bolts of metal for bridge
connection
structural joint connectors of metal
chimneys of metal
chimney cowls of metal
chimney shafts of metal
grating filters of metal
posts of metal
rockslide retention units of metal
balustrades of metal
bars for metal railings
sash windows of metal
refractory construction materials of
metal

금속제 내화성 물질(건축재료)

fired refractory materials of metal
[building materials]

금속제 너와판
금속제 노크장치
금속제 대문
금속제 덧문
금속제 도관
금속제 도로중앙분리대
금속제 도어 경첩
금속제 도어레버
금속제 도어캐치
금속제 도어트림
금속제 도어패널

metal shi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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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 knockers
gates of metal
outer doors of metal
metal conduits
median strip of metal
door hinges of metal
door lever of metal
door catches of metal
metal door trim
door panels of metal

금속제 도어홀더
금속제 도어힌지
금속제 드로핸들
금속제 들보
금속제 라스
금속제 럼블스트립
금속제 레일
금속제 롤러도어
금속제 롤링 창문셔터
금속제 롤셔터
금속제 마룻장
금속제 마이크로 파일
금속제 맨홀뚜껑
금속제 묘지울타리
금속제 문
금속제 문 노크장치
금속제 문 및 울타리
금속제 문 및 울타리 패널
금속제 문 및 창문
금속제 문 및 창문용 경첩
금속제 문 부속품
금속제 문걸고리
금속제 문고정기
금속제 문설주
금속제 문손잡이
금속제 문용 챌판
금속제 문용 훅 및 아이
금속제 문의 동그란 손잡이
금속제 문잠금쇠
금속제 문틀
금속제 물받이
금속제 물받이 파이프
금속제 물받이 홈통
금속제 미늘살 창문
금속제 바닥재
금속제 바닥판
금속제 바닥패널
금속제 바리케이드
금속제 반회전문
금속제 받침대
금속제 발판
금속제 발판타워
금속제 방호문
금속제 방화문
금속제 배관 파이프
금속제 배수관
금속제 배수용 거름망
금속제 벽난로장식
금속제 벽널
금속제 벽판
금속제 벽판자

door holders of metal
metal door hinges
draw handles of metal
girders of metal
laths of metal
rumble strips of metal
rails of metal
roller doors of metal
rolling window shutters of metal
roll shutters of metal
metal decking
steel micro pile
manhole covers of metal
enclosures of metal for tombs
metal gates
door knockers of metal
metal gates and fences
metal gates and fencing panels
doors and windows of metal
hinges of metal for doors and
windows
door fittings of metal
Korean traditional door fasteners of
metal (Moongeolgory)
door stops of metal
door jambs of metal
door handles of metal
door kick plates of metal
gate hooks and eyes of metal
circle door handles of metal
door fasteners of metal
door frames of metal
gutters of metal
metal gutter pipes
eave gutters of metal
jalousies of metal
floors of metal
floor boards of metal
metal floor panels
barricades of metal
swing doors of metal
metal stanchions
scaffolding of metal
scaffolding towers of metal
armoured doors of metal
metallic fire doors
pipework of metal
metal drain pipes
filter nets of metal for plumbing
mantlepieces of metal
wall panels of metal
metal siding
metal wallboards

6류 G3303
금속제 보안문
금속제 부유식 바닥판
금속제 브래킷
금속제 비막이 판자
금속제 비자기식 도어뷰어
금속제 비전기식 도어벨
금속제 비전기식 도어스프링
금속제 비전기식 문 닫힘장치
금속제 비전기식 문 열림장치
금속제 비전기식 창문 닫힘장치
금속제 비전기식 창문 열림장치
금속제 빔
금속제 빗장
금속제 빙형(氷型)
금속제 상인방(上引枋)
금속제 선로교차로
금속제 선반받이
금속제 셔터
금속제 손잡이
금속제 수도관
금속제 수압관(水壓管)
금속제 스트라이크 플레이트
금속제 스트랩 경첩
금속제 스페이서
금속제 스페이서 선반받이
금속제 슬라브(합금강 및
티타늄 포함)
금속제 슬랫셔터
금속제 시트
금속제 시트 및 플레이트
금속제 시트(합금강 및 티타늄
포함)
금속제 시트파일
금속제 안문
금속제 안전문
금속제 암거배수관
금속제 압출튜브
금속제 애완동물용 문
금속제 여닫이창
금속제 옥외 관람석
금속제 온실 프레임
금속제 와이어 울타리
금속제 외벽
금속제 외팔날개 선반받이
금속제 울타리
금속제 울타리 기둥
금속제 울타리 지주(支柱)
금속제 울타리 패널
금속제 음향 패널
금속제 자동미닫이문
금속제 자동식 문
금속제 자동회전문
금속제 잔디밭 테두리

security gates of metal
floating floor boards of metal
brackets of metal
weatherboards of metal
metal door viewers [non-magnified]
door bells of metal, non-electric
door springs of metal, non-electric
door closers of metal, non-electric
door openers of metal, non-electric
window closers of metal, non-electric
window openers of metal, non-electric
beams of metal
latch bars of metal
ice moulds of metal
lintels of metal
railway crossovers of metal
shelf brackets of metal
shutters of metal
metal knobs
water-pipes of metal
metal penstock pipes
strike plates of metal
strap-hinges of metal
spacers of metal
spacer brackets of metal
slabs of metal including those from
alloy steel and titanium
slatted shutters of metal
sheets of metal
sheets and plates of metal
sheets of metal including those from
alloy steel and titanium
sheet piles of metal
inner doors of metal
safety doors of metal
underdrainage pipes of metal
collapsible tubes of metal
pet doors of metal
casements of metal
bleachers of metal
greenhouse frames of metal
metal wire fencing
curtain walls of metal
cantilevered brackets of metal
fences of metal
metal fence posts
fence stays of metal
fence panels of metal
acoustic panels of metal
metal automatic sliding doors
metal automatic swinging doors
metal automatic revolving doors
lawn edgings of metal

금속제 장갑판
금속제 장지
금속제 절연파이프 지지대
금속제 접이식 문
금속제 조경 테두리
금속제 조립식 건축 기둥

armor-plating of metal

금속제 조립식 스페이서
선반받이
금속제 조립식 외팔날개
선반받이
금속제 조이스트
금속제 주차 연석
금속제 지붕
금속제 지붕귀마루
금속제 지붕널
금속제 지붕덮개
금속제 지붕물받이
금속제 지붕용 방수판
금속제 지붕재료
금속제 지붕틀
금속제 지붕패널
금속제 지역난방 배관

pre-fabricated spacer brackets of
metal

금속제 지주
금속제 징두리널
금속제 징두리벽판
금속제 차고문
금속제 차고문 롤러
금속제 차양(건축재료)
금속제 창 문설주
금속제 창 크랭크
금속제 창문
금속제 창문 경첩
금속제 창문 고정기
금속제 창문 도르래
금속제 창문 레일
금속제 창문 및 문용 경첩

props of metal

금속제 창문 섀시
금속제 창문 손잡이
금속제 창문 잠금쇠
금속제 창문 토대
금속제 창문 트림
금속제 창문용 크랭크
금속제 창문틀
금속제 창살
금속제 창셔터
금속제 창틀 손잡이
금속제 창호시스템
금속제 창호시스템 유닛
금속제 채광창
금속제 천장장식품

window sashes of metal

metal sliding doors
insulated pipe supports of metal
accordion doors of metal
landscape edgings of metal
pre-fabricated metal architectural
columns

pre-fabricated cantilevered brackets
of metal
joists of metal
parking curbs of metal
metal roofing
roofing hips of metal
shingles of metal
roof coverings of metal
roof gutters of metal
metal roof flashing
roofing of metal
roof trusses of metal
roofing panels of metal
district heating plumbing pipes of
metal
metal wainscotting
wainscoting of metal
garage doors of metal
garage door rollers of metal
awnings of metal [building materials]
metal window jambs
metal window cranks
metal windows
window hinges of metal
window stops of metal
sash pulleys of metal
windows rails of metal
hinges of metal for windows and
doors
window handles of metal
window fasteners of metal
window sills of metal
metal window trim
window cranks of metal
window frames of metal
gratings of metal
metal window shutters
sash lifts of metal
window frame systems of metal
window frame system unit of metal
skylights of metal
ceiling decorations of metal for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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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제 천장지지대
금속제 천장판
금속제 체인 도어가드
금속제 체인고리 울타리
금속제 충격흡수 발판(건축재료)
금속제 충돌방지벽
금속제 충돌방지장벽
금속제 칸막이
금속제 케이싱
금속제 코니스
금속제 콜드프레임
금속제 태양광전지 지붕

ceiling supports of metal
ceilings of metal
chain door guards of metal
metal chainlink fences
shock-absorbing footstools of metal
(building materials)
crash barriers of metal
guard barriers of metal
partitions of metal
casings of metal
cornices of metal
cold frames of metal
roofing of metal, incorporating
photovoltaic cells

금속제 토대
금속제 통풍문
금속제 파이프 스트랩
금속제 파이프(합금강 및 티타늄
포함)
금속제 파이프제품(합금강 및
티타늄 포함)
금속제 파티오 문
금속제 페룰(쇠테두리)
금속제 플로어힌지
금속제 하수관
금속제 환기구 커버
금속제 회전문
금속제 회전문 개폐기
금속제 후미바닥
난방/환기 및 공기 조절(HVAC)
도관용 금속제 환기구 커버
난방용 금속제 도관
논슬립이 마련된 계단용 금속제
발판
다리용 금속제 난간
데킹 및 들보데킹용 금속제 연결자

sills of metal

도로용 금속제 바리케이드
도로용 금속제 방음벽

barricades of metal for roads

도로용 금속제 방호책
도로용 금속제 중앙분리대
도로용 금속제 차량충격 흡수대

safety fence of metal for roads

도로용 금속제 충돌방지장벽
도로용 금속제 펜스
도로포장용 금속제 슬라브
레일용 금속제 고정구
레일용 금속제 이음판
모르타르혼합용 금속제 반죽
그릇
문용 철제부품
미닫이문용 금속제 도르래
미닫이문용 금속제 프레임
바닥 및 벽용 금속제 확장 이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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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rs of metal for ventilation
pipe straps of metal
pipes of metal including those from
alloy steel and titanium
pipework of metal including those
from alloy steel and titanium
patio doors of metal
ferrules of metal
floor hinges of metal
metal sewer pipes
vent covers of metal
revolving doors of metal
rotary window fasteners of metal
cove bases of metal
metal vent covers for HVAC ducts
heating ducts of metal
non-slip stair footstools of metal
railings of metal for bridges
metal connectors for decking and
decking joists
soundproofing walls of metal for
roads
median strip of metal for roads
shock-absorbing fence of metal for
roads
crash barriers of metal for roads
fence of metal for roads
paving slabs of metal
rail fastenings of metal
fish plates [rails]
troughs of metal for mixing mortar
ironwork for doors
runners of metal for sliding doors
metallic frames for sliding doors
metal expansion joints for floors and
walls

발코니용 금속제 난간
방냉방용 금속제 문틀
배관용 금속제 호스
배열용 금속 파이프
보행지역 교통안전용 금속제
장벽
비계용 금속재료
비계용 금속제 난간
비계용 금속제 벽이음

railings of metal for balconies
metal door frames for refrigerating
rooms
metal hoses for plumbing use
pipes of metal using arrangements
barriers of metal for pedestrian traffic
control
materials of metal for scaffolds
rails of metal for scaffoldings
wall connections of metal for
scaffoldings

비계용 금속제 브래킷
비계용 금속제 조인트
비계용 금속제 지주
비계용 금속제 폭목
비기계식 금속제 호퍼
비기계용 금속제 도르래

brackets of metal for scaffoldings

비자동식 금속제 회전막대
출입구
빌딩건설용 강철앵글

non-automatic turnstiles of metal

수송기계기구용 금속제 경사
계단
수영장용 금속제 호스
슬레이트용 금속제 훅
시멘트제품 성형용 금속주형

metal ramps for use with vehicles

시트금속제 라이닝
실내용 금속제 문
실내용 금속제 셔터
알루미늄 창틀
알루미늄제 격자
알루미늄제 난간
알루미늄제 문
알루미늄제 벽판
알루미늄제 셔터
알루미늄제 접이식문
알루미늄제 창문틀
알루미늄제 천장 지지대
압출성형된 알루미늄제 천장
장식품
압출성형된 알루미늄제 천장판
액체 및 가스 운송용 금속제
파이프
와이어 울타리
울타리용 금속제 난간
원예용 금속제 프레임
유정용(油井用) 금속제 케이싱
일반금속제 문 손잡이
일반금속제 벽 장식판
일반금속제 벽면 장식품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의 금속제
옥상 통기관
주로 금속제인 버팀목

sheet metal linings

joints of metal for scaffoldings
props of metal for scaffoldings
toe boardof metal for scaffoldings
hoppers of metal, non-mechanical
pulleys of metal, other than for
machines

steel angles for use in building
construction

metal hoses for swimming pools
hooks of metal for roofing slates
metal moulds for forming cement
products
doors of metal for indoor use
interior metal shutters
window sashes of aluminium
grilles of aluminium
rails of aluminium
aluminium doors
aluminium siding
aluminium roll shutters
aluminium folding doors
window frames of aluminium
ceiling supports of aluminium
extruded ceiling decorations of
aluminium
extruded ceiling boards of aluminium
metal pipes for liquid and gas
transfer
wire fences
railings of metal for fences
horticultural frames of metal
casings of metal for oilwells
door knobs of common metal
common metal wall plaques
common metal wall decorations
roof vents of metal for residential and
commercial buildings
wheel chocks made primarily of
metal

6류 G3304
주차시설용 금속제 문

gates of metal for car parking
facilities

주차장용 금속제 문

gates of metal for car parks or
parking lots
ducts and pipes of metal for central
heating installations
pipes of metal, for central heating
installations
metal fixing anchor for ground
reinforcement works

중앙난방설비용 금속제 도관
중앙난방설비용 금속제 파이프
지반보강공사용 금속제 고정
앵커
지반보강공사용 금속제 지중
매립정착기구
지붕용 금속제 방수판
지하 공동구 내측 모서리 보강용
강재
지하 전력구 내측 모서리 보강용
강재
지하방수시스템 건설용 금속
제 배수관
지하실방수시스템 구축용
금속제 배수관

metal buried anchorage for ground
reinforcement works
roof flashing of metal
reinforcing materials for interior
corner of utility-pipe conduit
reinforcing materials for interior
corner of underground electric ditch
metal drains for use in construction
of basement waterproofing systems
drains of metal for use in the
construction of basement
waterproofing systems

창문섀시용 금속제 고정구
창문용 금속제 부속품
창문용 금속제 섀시
창문용 철제부품
창문틀용 활차
천장용 금속제 격자
천장용 금속제 덮개
천장용 금속제 도르래
천장용 금속제 서스펜션 시스템

sash fasteners of metal for windows

천장용 금속제 스플라이스

splices of metal for ceilings

천장용 금속제 측면도

sideview of metal for ceilings

천장용 금속제 클립

clips of metal for ceilings

천장용 금속제 트림

trim of metal for ceilings

철도 및 철도선로용 금속부품
및 부속품
철도노선용 금속제 레일건축용
재료
철도레일 금속제 체결구
철도선로용 금속재료
철도용 금속재료

metal parts and fittings for railways
and railway tracks

철도용 금속제 가드레일
철도용 금속제 건널목 가드
철도용 금속제 이음보
철도용 금속제 침목
철도차량용 금속제 트랙
철슬라브
철제 돌출부
철제 문
철제 및 강철제 조이스트
철판 고정용 금속제 이음고리

guard rails of metal for railways

케이블카궤도용 금속제 재료

materials of metal for funicular
railway permanent ways

fittings of metal for windows
metal sash for windows

코니스용 금속제 몰딩
콘크리트용 금속제 거푸집널
콘크리트용 금속제 보강재료

mouldings of metal for cornices

콘크리트용 금속제 주물형
토목공사용 금속제 흙막이판

metal casting forms for concrete

파이프용 금속제 압륜
합금강 및 티타늄제를 포함한
금속제 슬라브
합금강 및 티타늄제를 포함한
금속제 시트
핸들용 금속제 페룰
화물운반용 금속제 레일건축용
재료
화재 방지 기능을 갖는 금속제
맨홀뚜껑
환기 및 공기조절장치용 금속제
도관
환기설비용 금속제 도관

press wheel of metal for pipes

환기용 금속제 도관
환기조절용 금속제 도관

ventilating ducts of metal

shuttering of metal for concrete
reinforcing materials, of metal, for
concrete
metal sheathing plates for civil
engineering works
slabs of metal, including those made
from alloy steel and titanium
sheets of metal, including those
made from alloy steel and titanium
ferrules of metal for handles
rail building materials of metal for
palletization
manhole covers of metal for fire
prevention
ducts of metal for ventilating and
air-conditioning installations
ducts of metal for ventilating
installations
air-conditioning ducts of metal

ironwork for windows
pulley for window frame

[제6류/G3304] 금속제 타일

grilles of metal for ceilings

상품의 범위

metal coverings for ceilings
pulleys of metal for ceilings
suspension system of metal for
ceilings

metal rain building materials for
railroad
metal fastener for railroad
metallic materials for railway tracks
materials of metal for railway
construction
check rails of metal for railways
railway sleepers of metal
railroad ties of metal
metal tracks for rail vehicles
iron slabs
bick-irons
iron gates
joists of iron or steel
collars of metal for fastening sheet
iron

◦ 금속제 타일
◦ 금속제 블록
◦ 위에 준하는 소형금속제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비금속제 타일, 벽돌(제19류/G3304)
- 반사경 타일(제20류/G3304)

협의의 포괄명칭
금속제 타일

tiles of metal

포함되는 상품(예시)
건축용 금속제 벽타일
건축용 금속제 타일
금속제 걸침기와
금속제 내화성 벽돌
금속제 내화성 블록
금속제 데코타일
금속제 마루타일
금속제 바닥타일
금속제 반내화성 벽돌
금속제 벽타일
금속제 지붕타일
금속제 천장타일
도로포장용 금속제 블록
압출성형된 알루미늄제 벽타일

wall tiles of metal for building
tiles of metal for building
pantiles of metal
refractory bricks of metal
refractory blocks of metal
metal decotiles
floor tiles of metal
tile floorings of metal
semi-refractory bricks of metal
wall tiles of metal
roofing tiles of metal
metal ceiling tiles
paving blocks of metal
extruding aluminium walltiles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207

6류 G3305

[제6류/G3305] 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상품의 범위
◦ 금속제 이동식 또는 조립식 건축물
◦ 금속제 이동식 또는 조립식 구축물
◦ 위에 준하는 금속제 건축 또는 구축물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페인트분무용 금속제 부스(제6류/G3821)
- 금속제 조립식 로켓 발사대(제6류/G4202)
- 금속제 다이빙 보드(제6류/G430301)
- 이동식 간이화장실(제11류/G3305)
-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제19류/G3305)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정용 금속제 사당
가정용 금속제 이동식 온실

domestic shrines of metal

강철 건축물
건물토대용 조립식 금속제
부속품
건축용 금속제 조립식 플랫폼

steel buildings

공연용 금속제 이동식 수직면
교량진단 및 보수용 금속제
가설물
금속구조물 스케이트장
금속을 주재료로 하는 이동식
정자
금속제 간이 자동차 차고
금속제 건축물
금속제 건축물 조립세트
금속제 대피호 구조물
금속제 사일로
금속제 사일로용 부품
금속제 수영장(구조물)
금속제 연안 드릴링 플랫폼
금속제 온실
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금속제 이동식 대피호
금속제 이동식 방음부스

transportable greenhouses of metal
for household use
fabricated metal components for
building foundations
prefabricated platforms of metal for
construction
portable metal risers for public
performances
metal temporary constructions for
bridge diagnosis and repair
skating rinks [structures] of metal
gazebos, portable, primarily of metal
prefabricated garages of metal
buildings of metal
prefabricated building kits of metal
metal shelter structures
silos of metal
swimming pools [structures] of metal
offshore drilling platforms of metal
metal greenhouses
buildings, transportable, of metal
transportable shelters of metal
soundproof booths of metal,
transportable
transportable booth of metal

금속제 자전거 보관용 랙
금속제 자전거용 주차시설
금속제 저장 대피호
금속제 저장용 창고
금속제 전화박스

bicycle storage racks of metal

유사상품 심사기준

garden sheds of metal
gazebos of metal
arbours [structures] of metal
prefabricated metal buildings
pre-fabricated bridges of metal

금속제 조립식 부스
금속제 조립식 사일로
금속제 조립식 온실
금속제 조립식 주택
금속제 조립식 플랫폼
금속제 지하 토네이도 대피호
금속제 지하봉안실
금속제 차양(건축구조물)

prefabricated soundproof cabins of
metal
prefabricated booth of metal
modular silos of metal
prefabricated greenhouses of metal
pre-fabricated houses of metal
platforms, prefabricated, of metal
underground tornado shelters made
of metal
burial vaults of metal
awnings [building structures] of
metal

금속제 창고용 건축물
금속제 캐노피(건축구조물)

metal constructions for warehouses

금속제 탈의실
금속제 트랠리스
금속제 퍼걸러
금속제 폭풍우 대피호
금속제 하역장 대피호
사전제작된 금속제 건축조립
키트
음악공연용 금속제 무대

cabanas of metal

주로 금속재료로 구성된 음악
공연용 무대
주로 금속제인 노점

stages for musical performances
composed of primarily metal materials

주로 금속제인 정자
해상 해안라인 확장용 금속제
이동식 교각

gazebos primarily of metal

canopies [building structures] of
metal
trellis of metal
pergolas of metal
storm shelters of metal
loading dock shelters of metal
pre-fabricated metal building
assembly kits
stages of metal for musical
performances

vendor booths made primarily of
metal
metal portable piers which extend
from a shore line out over water

parts for silos of metal

금속제 이동식 부스
금속제 이동식 사무실
금속제 이동식 온실
금속제 이동식 정자
금속제 이동식 제방물
금속제 이동식 흡연부스(구조물)

208

금속제 정원창고
금속제 정자
금속제 정자(구조물)
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금속제 조립식 교량
금속제 조립식 방음객실

portable mobile metal office buildings
greenhouses of metal, transportable
portable gazebos of metal
portable metal levees
transportable smoking booth of
metal (buildings)
bicycle parking installations of metal
storage shelters of metal
storage sheds of metal
telephone booths of metal

[제6류/G3306] 금속제 말뚝, 금속제 전주
상품의 범위
◦ 금속제 말뚝, 금속제 전주
◦ 위 용도에 준하는 금속제 건축 또는 구축재료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제19류/G3306)

포함되는 상품(예시)
금속제 말뚝
금속제 수목보호대(保護臺)
금속제 수목보호물
금속제 수목지주
금속제 전신주
금속제 전주(電柱)
금속제 정원용 말뚝

palings of metal
metal woody plant protector
tree protectors of metal
metal woody plant prop
utility poles of metal
posts of metal for power lines
garden stakes of metal

6류 G3702
토목용 금속제 기초말뚝

metal foundation pile for civil
engineering

[제6류/G3608] 금속제 교통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상품의 범위
◦ 금속제 교통안내용 표지(발광식/기계식은 제외)
․ 교통안내를 위한 금속제 표지가 주로 해당하며, 광고용 간판이나
발광식 또는 기계식 교통표지판은 따로 분류
◦ 위에 준하는 금속제 교통안내용 표지

와이어용 신장구
인장링크
철도용 전차대(轉車臺)
철도화차용 금속제 적하계측봉

wire stretchers [tension links]

케이블용 신장구 및 금속제 벨트
신장구
하역용 금속제 턴테이블

cable stretchers and cincture
stretchers of metal [clamp links]

포함되는 상품(예시)
금속제 경고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금속제 교통신호기(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금속제 교통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금속제 비발광식 항로표지
금속제 비발광식 항로표지
(타워 구조)
수송기계기구용 금속제 표지
전철기(轉轍機)

turntables [railways]
loading gauge rods of metal for
railway wagons

turntables of metal for handling loads

[제6류/G370102] 하역용 금속제 팰릿
상품의 범위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간판(제6류/G1808)
- 발광식 교통신호기, 기계식 교통신호기(제9류/G3608)
-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제19류/
G3608)

tension links

◦ 화물이나 사람이 이동하는데 사용하는 금속제 판(팰릿)
◦ 위와 관련하여 쓰이는 소형금속제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 위와 관련한 금속제 부품 및 부속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non-luminous and non-mechanical
traffic signals of metal

- 하역기계, 승강기계, 리프트 조작장치, 엘리베이터 조작장치(제7
류/G370101)
-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제12류/G370101)
- 덤프카, 사다리차, 지게차(제12류/G3705)
- 하역용 비금속제 팰릿(제20류/G370102)

non-luminous and non-mechanical
traffic signs of metal

포함되는 상품(예시)

non-luminous and non-mechanical
warning signs of metal

road signs, non-luminous and
non-mechanical, of metal
beacons of metal, non-luminous
non-luminous metal beacons
[tower-like structures]
badges of metal for vehicles
railway switches

수송용 금속제 팰릿
저장용 금속제 팰릿
하역용 금속제 팰릿

transport pallets of metal
storage pallets of metal
loading pallets of metal

[제6류/G3702] 금속제 계선부표, 금속제 마스트
상품의 범위

[제6류/G370101] 와이어용 신장구, 철도용 전차대
상품의 범위
◦와이어용 신장구, 강철밴드용 신장구
◦철도용 전차대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하역용 금속제 팰릿(제6류/G370102)
- 하역기계, 승강기계, 리프트 조작장치, 엘리베이터 조작
장치(제7류/G370101)
-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제12류/G370101)
- 덤프카, 사다리차, 지게차(제12류/G3705)
- 하역용 비금속제 팰릿(제20류/G370102)

포함되는 상품(예시)
강철밴드용 신장구
금속밴드용 신장구(인장고리)
승객용 금속제 이동식 탑승계단

stretchers for iron bands [tension
links]
stretchers for metal bands [tension
links]
boarding stairs of metal, mobile, for
passengers

◦ 금속제 계선부표, 금속제 마스트
◦ 위 용도에 준하는 소형금속제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선박용 자동 사각 갈고리(제7류/G3702)
- 소방선, 구명보트(제9류/G3702)
- 선박용 냉난방장치, 선박용 조명기기(제11류/G3702)
- 선박(보트 및 배) (제12류/G3702)
-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제19류/G3702)
- 비금속제 계선부표(제20류/G3702)
- 선박용 돛(제22류/G3702)

포함되는 상품(예시)
강철제 돛대
계선용 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금속제 정박주
금속제 계선부표
금속제 계선주(繫船柱)
금속제 도크 밧줄걸이

steel masts
floating docks of metal, for mooring
boats
mooring bollards of metal
mooring buoys of metal
metal bollards
dock cleats of metal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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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류 G3702
금속제 마스트
금속제 부유도크
금속제 부유콘테이너
금속제 스크류 앵커
금속제 앵커
선박용 닻
앵커
앵커용 정착판(定着板)

masts of metal
floating docks of metal
floating containers of metal
screw anchors of metal
anchors of metal
marine anchors
anchors

- 도장(塗裝)기계(제7류/G3821)
- 페인트분무용 비금속제 부스(제19류/G3821)

포함되는 상품(예시)
페인트 분무용 금속제 부스

booths of metal for spraying paint

anchor plates

[제6류/G3801] 금속제 주물금형
상품의 범위
◦ 금속제 주물금형
◦ 주로 금속가공에 쓰이는 소형 금속제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가공기계, 전기아크 절단장치, 전기 용접기(제7류/G3801)

포함되는 상품(예시)
금속의 주조 주형
금속제 주물금형
금속제 주물금형(건축 또는
구축용 제외)
금속제 주조용 금속주형
금속제 총포탄 주형
세라믹재료 주물용 금속제 주형
야금용 주형

casting moulds of metal
foundry molds of metal
foundry moulds of metal(except for
building or construction purposes)
metallic moulds for metal casting
bullet molds of metal
molds of metal for casting ceramic
materials
chill-moulds [foundry]

[제6류/G3809] 금속제 인공어초(人工魚礁)
상품의 범위
◦ 금속으로 만든 인공어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어업용 기계(제7류/G3809)
- 비금속제 인공어초(제19류/G3809)
- 어망용 부자(제22류/G3809)

포함되는 상품(예시)
금속제 인공어초(人工魚礁)
바닷말용 금속제 인공어초

artificial fish reefs of metal
artificial reefs of metal for marine
algae

[제6류/G3821] 페인트분무용 금속제 부스
상품의 범위
◦ 페인트분무용 금속제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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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유사상품 심사기준

[제6류/G3828] 비기계용 금속제 파이프 밸브, 비기계용
금속제 파이프 커플링, 비기계용 금속제
플랜지(Flange), 비기계용 금속제 스프링
상품의 범위
◦ 주로 밸브나 파이프 연결에 쓰이는 금속제 기계요소(기계부품은
제외)
◦ 위와 관련한 금속제 부품 및 부속품(기계부품은 제외)
◦ 위 용도에 준하는 소형금속제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기계부품용 링(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부품용 밸브(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부품용 스프링(육상차량용은 제외)(제7류/G3828)
- 수도조절용 장치, 가스조절 및 안전용 장치(제11류/G3828)
- 육상차량용 축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제12류/G3828)
- 개스킷, 고무제 링, 고무제 패킹, 플라스틱제 패킹, 석면제 패킹
(제17류/G3828)
- 가죽제 밸브, 스프링용 가죽제 케이싱(제18류/G3828)
- 급배수용 밸브(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제19류/G3828)
- 급배수용 플라스틱제 밸브(기계부품은 제외)(제20류/G3828)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스배관용 금속제 밸브
(기계부품은 제외)
강철제 호스 연결구
거푸집 설치용 금속제 보강핀
거푸집 설치용 금속제 웨지핀
건설용 또는 무대장치용 금속제
클램프
경질관용 금속제 부속품
고압가스용기용 금속제 밸브
구리제 링
그리이스 니플
금속제 고온밸브(기계부품은
제외)
금속제 고정용 링
금속제 고정용 파이프커플링
금속제 노즐
금속제 릴리이프밸브
(기계부품은 제외)
금속제 링
금속제 멈춤고리
금속제 배수트랩

valves of metal for gas piping (other
than parts of machines)
steel hose connections
reinforcing pins of metal for formwork
wedge pin of metal for formwork
clamps of metal for construction or
stage scenery
metal fittings for rigid pipes
metal valves for containers for
compressed gas
copper rings
grease nipples
high-temperature valves of metal
(other than parts of machines)
metal fastening rings
metal pipe couplings for fastening
nozzles of metal
relief valves of metal (other than
parts of machines)
rings of metal
stop collars of metal
metallic drain traps

6류 G3828
금속제 밸브(기계의 부품은
제외)
금속제 벨트인장기
금속제 분기관(分岐管)
금속제 비전기식 케이블 접속구

valves of metal, other than parts of
machines

금속제 스프링 클립
금속제 스프링(기계의 부품은
제외)
금속제 스프링회수식 호스 릴
금속제 슬리브
금속제 적층 판 스프링
(기계부품은 제외)
금속제 짚타이
금속제 커넥터
금속제 케이블 고정용 끈
금속제 케이블 고정지지구
금속제 케이블 연결고리
금속제 케이블 클램프
금속제 케이블 클립
금속제 케이블타이
금속제 코터
금속제 코터핀
금속제 콕(기계의 부품은 제외)
금속제 클램프
금속제 파이프 스탠드
금속제 파이프 연결자

clamps of metal

금속제 파이프 접속구
금속제 파이프 커플링 및 조인트

pipe joints of metal

금속제 파이프 클램프
금속제 파이프용 실링
금속제 파이프용 엘보
금속제 파이프용 유니온
금속제 파이프용 캡
금속제 파이프커플링
금속제 플랜지
금속제 플랜지 어댑터
금속제 플렉시블 호스용 커플링

pipe clamps of metal

금속제 플렉시블호스 연결구
금속제 호스클램프
금속제 휠클램프
기계벨트용 금속제 고정구
기계벨트용 금속제 보강재료
나사 부착용 금속제 확장 슬리브
도관용 금속제 고정지지구
도관용 금속제 연결구
배관 및 도관용 금속제
신축접속구
배관용 금속제 링 연결구
배관용 금속제 소켓
배관용 금속제 연결구

t of metal for plumbing

spring clips of metal

배관용 금속제 티
배관용 금속제 플러그
비계용 금속제 클램프
비기계식 신축호스권상용
금속제 스풀
비기계식 신축호스용 금속제 릴

springs of metal (other than parts of
machines)

비기계용 금속제 게이트밸브

spring-retracted hose reels of metal

비기계용 금속제 글로브밸브

gate valves of metal (other than for
machines)
globe valves of metal (other than for
machines)
valves of metal (other than for
machines)
butterfly valves of metal (other than
for machines)
ball valves of metal (other than for
machines)
springs of metal (other than for
machines)
check valves of metal (other than for
machines)

belt stretchers of metal
branching pipes of metal
cable joints of metal, non-electric

sleeves [metal hardware]
metal laminated leaf-springs [not
machine elements]
zip ties of metal
metal connectors
metal cable ties for fastening
cable supports of metal
cable thimbles of metal
cable clamps of metal
cable clips of metal
cables ties of metal
cotters of metal
cotter pins of metal
cocks of metal (except parts of
machines)
metal pipe stands
metal pipe joints / Metal pipe
connectors
pipe couplings and joints of metal
metal seals for pipes
elbows for pipes of metal
pipe unions of metal
pipe caps of metal
pipe coupling of metal
flanges of metal [collars]
metal flange adapters
couplings for flexible hose muffs of
metal
flexible hose muffs of metal
metal hose clamps
wheel clamps of metal
machine belt fasteners of metal
reinforcing materials of metal for
machine belts
metal expanding sleeves for affixing
screws
conduit supports of metal
conduit connectors of metal
metal expansion joints for piping and
ducting
ring connectors of metal for plumbing
sockets of metal for plumbing
connectors of metal for plumbing

비기계용 금속제 밸브
비기계용 금속제 버터플라이밸브
비기계용 금속제 볼밸브
비기계용 금속제 스프링
비기계용 금속제 체크밸브

plugs of metal for plumbing
clamp of metal for scaffoldings
winding spools of metal,
non-mechanical, for flexible hoses
reels of metal, non-mechanical, for
flexible hoses

비기계용 금속제 파이프 커플링

pipe couplings of metal (other than
for machines)

비기계용 금속제 플랜지

flanges of metal (other than for
machines)

소방호스용 금속제 커플링
수도관용 금속제 밸브
수도관용 금속제 부속품
수동식 금속밸브(기계부품은
제외)
수동식 정원호스용 금속제 릴

couplings of metal for fire hoses

스테인리스제 관이음쇠
스테인리스제 호스 연결구
스프링(기계의 부품은 제외)
압축공기도관용 금속제 부속품

stainless pipe collars

양철제패킹
유연관용 금속제 부속품
주철제 호스 연결구
줄용 금속제 커플링
철 호스 연결구
철관이음새
케이블 및 파이프용 금속제 클립
케이블용 금속제 클립
코터
파이프 결합용 금속제 튜브 및
튜브 커플링
파이프 고정용 금속제 이음고리

tinplate packings

파이프라인용 금속제 분기관
(分岐管)
파이프용 금속제 고리
파이프용 금속제 리듀서
파이프용 금속제 벽걸쇠
파이프용 금속제 보강재료

manifolds of metal for pipelines

파이프용 금속제 부속품
파이프용 금속제 부속품(접속구)

pipe fittings of metal

valves of metal for water pipes
metal fittings for water-pipes
manually operated metal valves,
other than parts of machines
hand-operated metal garden hose
reels
stainless hose connectors
springs (except parts of machines)
fittings of metal for compressed air
lines
fittings of metal for flexible pipes
cast iron hose connectors
couplings of metal for chains
iron hose connectors
iron pipe and tube joints of metal
clips of metal for cables and pipes
clips of metal for cables
cotters
tubing and tubing couplings of metal
for joining and terminating pipes
collars of metal for fastening pipes

pipe collars of metal
reducers of metal for pipes
wall hooks of metal for pipes
reinforcing materials of metal for
pipes
fittings of metal for pi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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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류 G3828
파이프용 금속제 분기관
(分岐管)
파이프용 금속제 압입식 연결구
파이프용 금속제 압입식 접속구

manifolds of metal for pipes

파이프용 금속제 압축부속품
파이프용 금속제 엘보
파이프용 금속제 연결구
파이프용 금속제 연결자
파이프용 금속제 접속구
파이프용 금속제 커플링
파이프용 금속제 커플링 및
조인트
파이프용 금속제 클립
파이프용 금속제 티
파이프용 금속제 플러그
파이프용 금속제 회전식 접속구
합금강 및 티타늄을 포함한
금속제 분기관(分岐管)
합금강 및 티타늄을 포함한
파이프용 금속제 엘보
합금강 및 티타늄제를 포함한
금속제 밸브(기계부품은 제외)

compression fitting of metal for pipes

합금강 및 티타늄제를 포함한
금속제 분기관(分岐管)

branching pipes of metal, including
those made from alloy steel and
titanium

합금강 및 티타늄제를 포함한
파이프용 금속제 엘보

elbows of metal for pipes, including
those made from alloy steel and
titanium

합금강 및 티타늄제를 포함한
파이프용 금속제 접속구

junctions of metal for pipes, including
those made from alloy steel and
titanium

호스용 금속제 파이프커플링
휠 부츠
휠 클램프

pipe coupling of metal for hose

pressed to fit pipe muffs of metal
pressed to fit junctions of metal for
pipes
elbows of metal for pipes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텐트팩, 등산용 아이젠(제6류/G430302)
- 골프벙커 정리용 써레(제8류/G430304)
- 다이빙 및 수영용 노즈클립(제9류/G430301)
- 비금속제 다이빙보드(제19류/G430301)
- 스포츠용 매트(제27류/G430301)

pipe muffs of metal

포함되는 상품(예시)

pipe connectors of metal
junctions of metal for pipes
couplings of metal for pipes

금속제 다이빙보드
금속제 다이빙플랫폼

diving boards of metal
diving platforms of metal

couplings and joints of metal for
pipes
clips of metal for pipes
tees of metal for pipes

[제6류/G430302] 금속제 텐트팩, 등산용 아이젠(eisen)
상품의 범위

plugs of metal for pipes
rotating junctions of metal for pipes
branching pipes of metal including
those from alloy steel and titanium

◦ 금속제 텐트팩, 등산용 아이젠
◦ 등산용으로 쓰이는 소형금속(다른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elbows of metal for pipes including
those from alloy steel and titanium
valves of metal, other than parts of
machines, including those made
from alloy steel and titanium

wheel boots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등산용 피켈(얼음도끼)(제8류/G430302)
- 골프벙커 정리용 써레(제8류/G430304)
- 다이빙 및 수영용 노즈클립(제9류/G430301)
- 금속제 다이빙 보드(제6류/G430301)
- 비금속제 다이빙보드(제19류/G430301)
- 비금속제 텐트팩(제20류/G430302)
- 코펠(제21류/G430302)
- 등산 또는 캠핑용 텐트(제22류/G430302)
- 침낭(제24류/G430302)
- 스포츠의류(제25류/G430301)
- 스포츠용 매트(제27류/G430301)
- 신체단련기구, 신체재활기구(제28류/G430301)

wheel clamps [boots]

[제6류/G4202] 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상품의 범위
◦ 금속제 조립식 또는 로켓발사대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제13류/G4202)
-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제19류/G4202)

포함되는 상품(예시)
금속제 아이스 피턴
금속제 카라비너
금속제 텐트 팩
금속제 텐트용 기둥
금속제 피턴
눈용 아이젠
등산용 금속제 피턴

ice pitons of metal

등산용 아이젠(Eisen)
등산용 하켄

crampons [climbing irons]

metal karabiners
tent pegs of metal
tent poles of metal
pitons of metal
crampons for snow
pitons of metal (mountaineering
equipment)
metal hooks for climbing

포함되는 상품(예시)
금속제 로켓발사대

rocket launching platforms of metal

[제6류/G4305] 박차
상품의 범위

[제6류/G430301] 금속제 다이빙 보드
상품의 범위
◦ 금속제 다이빙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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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차(拍車)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마구, 채찍(제18류/G4305)

6류 G5203
포함되는 상품(예시)
박차

spurs

[제6류/G5001] 금속제 로프
상품의 범위

포장용 또는 결속용 금속제 밴드
하역용 금속끈
하역용 금속제 끈
하역용 금속제 밧줄
하역용 금속제 벨트

- 철선, 강선(제6류/G3201)
- 알루미늄 와이어(제6류/G3202)
- 고무끈, 석면제 끈(제17류/G5001)
- 가죽끈(제18류/G5001)
- 노끈, 비금속제 로프, 비금속제 케이블, 포장용 끈(제22류/G5001)

포함되는 상품(예시)
강철제 와이어로프
결속용 금속제 끈
결속용 금속제 밴드
금속제 결속끈
금속제 결속용구
금속제 로프
금속제 빨랫줄 와이어
금속제 스트랩
금속제 얇은 밴드
금속제 케이블 와이어
농업용 금속제 결속끈

steel wire rope

다목적 금속제 스트랩
레이저 와이어
리프팅 및 삭구용 와이어 로프
본딩와이어
비전기식 다중가닥 와이어
비전기식 외가닥 와이어
비전기식 일반금속제 와이어

all-purpose metal straps

비전기식 일반금속제 케이블

non-electrical cables of common
metal

비전기용 금속제 케이블
비전기용 일반금속제 케이블
및 와이어
와이어 로프 사슬
와이어 뭉치
와이어로프
일반금속제 비전기식 와이어
일반금속제 와이어
일반금속합금제 와이어

cables of metal, non-electric

텔퍼용 케이블
포장용 금속제 결속스트립

telpher cables

sheaf binders of metal
bands of metal for tying-up purposes
thread of metal for tying-up purposes
bindings of metal
ropes of metal
metal clothesline wire
metal straps

straps of metal for handling loads
harness of metal for handling loads
slings of metal for handling loads
belts of metal for handling loads

[제6류/G5002] 금속제 망(網)

◦ 주로 물건을 포장/연결/결속하는데 쓰이는 금속제 로프(끈/밴드)
◦ 위 형태와 용도에 준하는 소형금속제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wrapping or binding bands of metal

상품의 범위
◦ 금속제 방충망, 철망
◦ 위에 준하는 금속제 망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구명용 안전망(제9류/G3605)
- 석면제 망(제17류/G5002)
- 비금속제 방충망(제19류/G5002)
- 요리용 석쇠(주방용품)(제21류/G1803)
- 비금속제 망(석면제는 제외)(제22류/G5002)

포함되는 상품(예시)
구멍이 육각형인 철조망
금속제 망(網)
금속제 방충망
금속제 창문 방충망
낙석방지용 와이어망
철망

chicken wire
metal nets
insect screens of metal
window screens of metal
rockslide retention wire nets
wire cloth

thin bands of metal
metal cable wire
binding thread of metal for agricultural
purposes
razor wire
wire rope used for lifting and rigging
bonding wires
non-electric multi-strand wire
non-electric single strand wire
non-electrical wires of common
metal

non-electric cables and wires of
common metals
wire rope slings
baling wire
wire ropes
non-electric wires of common metal
wire of common metal
wire of common metal alloys, except
fuse wire
metal binding strips used on
packaging

[제6류/G5203] 금속제 조각품(귀금속제는 제외)
상품의 범위
◦ 귀금속제를 제외한 금속제 조각품
◦ 예술성이 가미된 금속제 기념물(기념탑)
◦ 위에 준하는 금속제 예술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기념컵, 금속제 기념패(제6류/G1810)
- 귀금속제 조각품(제14류/G5203)
- 혼응지제 조각품(제16류/G5203)
- 석제 조각품, 콘크리트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제19류/G5203)
- 목제 조각품, 밀랍제 조각품, 플라스틱제 조각품(제20류/G5203)
- 자기제 조각품, 테라코타제 조각품, 유리제 조각품
(제21류/G5203)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공 강철제 장식용 조각품
금속제 마리아상
금속제 불상
금속제 예수상
금속제 조각

wrought iron decorative artwork
metal statues of the Virgin Mary
metal statues of Buddha
metal statues of Jesus
sculptures of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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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류 G5203
금속제 조각품(귀금속제는 제외)
백랍제 소입상(小立像)
브론즈 조각품
비귀금속제 상(像)
비귀금속제 소입상(小立像)
비귀금속제 조각
비귀금속제 종교상(像)
비귀금속제 탁상용 조상
일반금속제 상(像)
일반금속제 소입상(小立像)
일반금속제 십자가상(장신구는
제외)
일반금속제 자동차 소입상

works of art of metal (not of precious
metal)
pewter figurines
bronzes [works of art]
statues of non-precious metal
figurines of non-precious metal
sculptures of non-precious metal
statues of non-precious metal of
religious icons
desktop statuary made of
non-precious metal
statues of common metal
figurines of common metal
crucifixes of common metal, other
than jewellery
figurines of automobiles made of
common metal

일반금속제 자동차 조각상

statues of automobiles made of
common metal

일반금속제 조각
일반금속제 조각품
일반금속제 축제장식품(나무
장식품은 제외)
일반금속제 흉상
청동제 조각
청동제 축제장식품(나무장식
품은 제외)

sculptures of common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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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 of art of common metal
holiday ornaments of common
metal, not tree ornaments
busts of common metal
sculptures of bronze
bronze holiday ornaments, not tree
ornaments

제

7류

기계, 공작기계, 전동공구; 모터 및 엔진(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 커플링
및 전동장치 부품(육상차량용은 제외); 농기구(수동식 수공구는 제외);
부란기(孵卵器); 자동판매기
(Machines, machine tools, power-operated tools; motors and engines,
except for land vehicles; machine coupling and transmission components,
except for land vehicles; agricultural implements, other than hand-operated
hand tools; incubators for eggs; automatic vending machines)

본류에는 주로 기계 및 공작기계, 모터 및 엔진이 포함된다.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모든 종류의 모터 및 엔진용 부품(예: 모터 및 모든 종류의 엔진용 스타터,
소음기 및 실린더)
- 전기식 청소 및 광택 장치(예: 전기식 구두 닦는 기계, 전기식 양탄자세척장치
및 기계 및 진공청소기)
- 3D 프린터
- 로봇(기계)
- 비운송 목적의 특정 특수 수송기계기구(예: 도로청소용 기계, 도로건설용 기계,
불도저, 제설기(除雪機) 및 수송기계 크롤러에 사용되는 고무트랙)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수동식 수공구 및 기기(제8류)
- 실험실용 로봇, 교육용 로봇, 보안감시용 로봇, 과학연구용 인공지능이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제9류), 수술용 로봇(제10류), 로봇식 자동차(제12류), 로봇식
드럼(제15류), 장난감 로봇(제28류)
- 육상차량용 모터 및 엔진(제12류)
- 수송기계기구용 트레드, 또한 모든 종류의 수송기계기구 휠용 타이어(제12류)
- 특정 특수 기계(예: 자동현금인출기(제9류), 인공호흡장치(제10류), 냉각장치 및
기계(제11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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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류

제

7류

모터 및 엔진(육상차량용은 제외)
(motors and engines [except for land
vehicles])

유사군코드 (구)포괄코드

부유식 원유생산저장 하역 설비장치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FPSO] units)

G370101,
G3702,
G381001

조각기
(engraving machines)

G3801,
G3803,
G3813

기계부품용 탭
(taps [machine tools])

G3801,
G3828

모터 및 엔진용 연료절약장치
(fuel economisers for motors and
engines)
모터 및 엔진용 팬
(fans for motors and engines)
모터용 및 엔진용 오염방지장치
(anti-pollution devices for motors and
engines)

N07005

수력엔진 및 수압모터
(hydraulic engines and motors)

꼭지(기계/엔진 또는 모터 부품)
(faucets [parts of machines, engines
or motors])

전기생산용 엔진 및 모터
(engines and motors for the
generation of electricity)

탭(기계/엔진 또는 모터 부품)
(taps [parts of machines, engines or
motors])

기계 커플링 및 전동장치 부품(육상차량용은 G3825,
G3828
제외)
(machine coupling and transmission
components except for land vehicles)

공업용 분류기계
(sorting machines for industry)
체(기계부품)
(sieves [machines or parts of
machines])

N07001
G3802,
G380401,
G381001,
G381002,
G3812

낙농기계
(dairy machines)

G380401, N07003
G3806

껍질 벗기는 기계
(peeling machines)

G380401,
G3812

비수동식 커피 분쇄기
(coffee grinders, other than
hand-operated)

G3812,
G390601

N07007

가정용 인공지능이 탑재된 청소 및 세탁 로봇 G3830,
G390601
(household cleaning and laundry
robot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건습 진공청소기
(wet and dry vacuum cleaners)
다목적 스팀청소기
(multi-purpose steam cleaners)
로봇 진공청소기
(robotic vacuum cleaners)

스팀 몹걸레 청소기
(steam mops)
스팀 몹걸레 청소기 형태의 스팀청소기
(steam cleaning machines in the
nature of steam mops)

전기식 만두 제조기계
(dumpling making machines, electric)
전기식 소금 그라인더
(electric salt grinders)

스팀청소기
(steam cleaning machines)

전기식 후추 그라인더
(electric pepper grinders)

모터 및 엔진용 냉각라디에이터
(radiators [cooling] for motors and
engines)

N07002

로봇 청소기계
(robotic cleaning machines)

비수동식 후추 제분기
(pepper mills, other than
hand-operated)

모터 및 엔진용 소음기
(mufflers for motors and engines)

N07004

모터 및 엔진용 실린더
(cylinders for motors and engines)

【포괄상품명칭 목록】
포괄상품명칭

G3823,
G390101

G3823,
G390101

N07004

습/건식 청소기
(wet-dry vacuum cleaners)
전기 진공청소기
(electric vacuum cleaners)
전기식 청소기
(electric sweepers)

모터 및 엔진용 라디에이터
(radiators for motors and engines)

증기를 이용한 청소기구
(cleaning appliances utilizing steam)

모터 및 엔진용 배기장치
(exhausts for motors and engines)

진공청소기
(vacuum clea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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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류
진공청소기용 먼지필터
(dust filters for vacuum cleaners)

G3830,
G390601

진공청소기용 먼지필터 및 백
(dust filters and bags for vacuum
cleaners)
진공청소기용 백
(vacuum cleaner bags)

기계부품인 전동브러시

electrically operated brushes, being
parts of machines
rotary brushes for machines

기계용 회전 브러시

[제7류/G3601] 스탬프 날인기계, 라벨 부착기
상품의 범위

진공청소기용 브러시
(brushes for vacuum cleaners)
진공청소기용 전기팬장치
(electric fan units for vacuum
cleaners)
진공청소기용 호스
(vacuum cleaner hoses)
진공청소기용 흡입노즐
(suction nozzles for vacuum cleaners)
휴대용 진공청소기
(hand-held vacuum cleaners)

◦ 스탬프 날인기계, 라벨 부착기
◦ 주로 사무용도로 쓰는 기계나 장치 중에서 제7류에 속하는 것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스탬프 날인기계, 라벨 부착기(제7류/G3601)
- 동전삽(제8류/G3601)
- 측정용 제도기기, 금전등록기, 시간기록장치, 화폐계수 및 분류기계
(제9류/ G3601)
-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타자기, 제도기, 주소인쇄기, 잉크 리본
(제16류/G3601)
- 제도대(제20류/G3601)

포함되는 상품(예시)

[제7류/G1816] 수족관용 공기펌프
상품의 범위
◦ 수족관용 공기펌프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공기압축기, 압축공기펌프(제7류/G3824)
-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용 히터(제11류/G1816)
- 구조물로 된 수족관(제19류/G1816)
- 실내용 수족관(구조물은 제외)(제21류/G1816)

포함되는 상품(예시)
수족관용 공기돌(펌프)
수족관용 공기분배기

aquarium air stones [pumps]

수족관용 공기펌프

aerating pumps for aquaria

수족관용 기포분산기

apparatus for dispersing air bubbles
for aquariums
electric pumps for aquariums

air distributors for aquariums

수족관용 전기펌프
수족관용 파도 생성 펌프

wave-making pumps for aquariums

기계식 스탬프 날인기

mechanical stamping machines

기계식 접착테이프 디스펜서

adhesive tape dispensing machines

라벨 부착기

labellers [machines]

라벨제거기

label remover

스탬프 날인기계
장부구멍뚫는기계
휴대용 레이저 각인기

stamping machines

◦ 기계부품용 전동브러시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전동식 브러시(기계의 부품은 제외)(제21류/G3104)

포함되는 상품(예시)
기계부품용 전동브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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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ally operated brushes [parts
of machines]

portable laser imprinters

[제7류/G3602] 자동판매기
상품의 범위
◦ 자동판매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동전작동식 세탁기(제7류/G3830)
- 동전작동식 기계장치(제9류/G3602)
- 동전작동식 오락기구(제28류/G4302)

포함되는 상품(예시)

[제7류/G3104] 기계부품용 전동브러시
상품의 범위

mortising machines

껌볼기계
냉장 자동판매기

gumball machines

동전작동식 판매기계

coin-operated vending machines

음료 또는 식품용 전기식
판매기계

electric vending machines for
beverages or foods

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s

재활용 빈 병 및 깡통용 회수기

reverse vending machines for
recycling empty bottles and cans

재활용 빈 음료용기용 회수기

reverse vending machines for
recycling empty beverage containers

refrigerated vending machines

7류 G370101

[제7류/G3603] 연료펌프용 자동조절장치, 주유소용
연료분배펌프, 주유기기

[제7류/G3613] 기계부품용 공압식 문 개폐장치, 기계부품용
수압식 문 개폐장치, 전기식 문 개폐장치

상품의 범위

상품의 범위

◦ 기름(Oil)이나 가스를 넣기 위한 기계나 장치
◦ 위에 준하는 주유용품

포함되는 상품(예시)
계량 가솔린 펌프
연료펌프용 자동조절장치
주유기기
주유소용 가솔린펌프
주유소용 급유펌프
주유소용 수소분배펌프

◦ 기계부품용 공압식 또는 수압식 문개폐장치
◦ 전동식 커튼 당김장치
◦ 위에 준하는 자동식 문개폐기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metered gasoline pumps
self-regulating fuel pumps

- 전자응용자동문 개폐장치(제9류/G390803)

gas pumps (gas station equipment)

포함되는 상품(예시)

gasoline pumps for service stations
petrol pumps for service stations
hydrogen dispensing pumps for
service stations
fuel dispensing pumps for service
stations
fuel pumps for service stations

주유소용 연료분배펌프
주유소용 연료펌프
주유소용 장치
주유펌프

gasoline station equipment
lubricating pumps

[제7류/G3612] 잔디 깎는 기계(수동식은 제외)
상품의 범위
◦ 잔디 깎는 기계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제초기, 건초기(제7류/G380401)
- 잔디 깎는 기구(수공구)(제8류/G380402)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솔린식 잔디깎는 기계
기계식 잔디깎는 기계
생울타리 절단기(기계)
석유식 잔디깎는 기계
스트링 트리머
잔디 가장자리 트리머(기계)
잔디 깎는 기계(수동식은 제외)
잔디제거기
전기식 생울타리 전단기
전기식 잔디 갈퀴
전기식 잔디 깎는 기계
전기식 잔디 통풍기
전기식 잔디 트리머
전기식 잔디가장자리 정리기
전동식 생울타리 트리머
전동식 잔디 제거기
정원용 스트링 트리머
충전식 생울타리 절단기
탑승식 잔디깎는 기계
트랙터견인 풀베는 기계

gasoline lawn mowers
mechanical lawn mowers
hedge trimmers [machines]
petrol lawn mowers
string-trimmers
lawn edge trimmers [machines]
lawnmowers [machines]
dethatchers [machines]
electric hedge shears
lawn scarifiers [machines]

공압식 문개폐기(기계부품)
공압식 문닫힘장치
공압식 문열림장치
공압식 창문닫힘장치
공압식 창문열림장치
빌딩 문개폐용 와인딩 구동장치
수송기계기구 문개폐용
구동장치
수송기계기구 문개폐용
전기기계식 구동장치
수송기계기구 문개폐용
전자공기식 구동장치
수송기계기구 창문용 전기식
열림장치
수압식 문 닫힘장치
수압식 문 열림장치
수압식 문개폐기(기계부품)
수압식 창문 닫힘장치
수압식 창문 열림장치
자동 커튼 제어 장치
전기식 문 개폐장치
전기식 문 닫힘장치
전기식 문 열림장치
전기식 창문 닫힘장치
전기식 창문 열림장치
전동식 커튼 당김장치
커튼 당김장치

pneumatic door openers and closers
[parts of machines]
door closers, pneumatic
door openers, pneumatic
window closers, pneumatic
window openers, pneumatic
winding drives for opening and
closing building openings
drive devices for opening and closing
vehicle doors
electromechanical drive devices for
opening and closing vehicle doors
electropneumatic drive devices for
opening and closing vehicle doors
electric opening mechanisms for
vehicle windows
door closers, hydraulic
door openers, hydraulic
hydraulic door openers and closers
[parts of machines]
window closers, hydraulic
window openers, hydraulic
automatic curtain controllers
electric door opening and closing
apparatus
door closers, electric
door openers, electric
window closers, electric
window openers, electric
curtain drawing devices, electrically
operated
curtain drawing devices

electric lawn mowers
lawn aerators [machines]
electric grass trimmers
electric lawn edgers
power operated hedge trimmers
power-operated dethatchers
string trimmers for garden use
rechargeable hedge cutters
ride-on lawn mowers
tractor-towed mowers

[제7류/G370101] 하역기계, 승강기계, 리프트 조작장치,
엘리베이터 조작장치
상품의 범위
◦ 제한된 지역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기계나 장치
․ 공중에 매달리거나 궤도를 이용하는 것은 제외
◦ 리프트 조작장치
◦ 엘리베이터조작장치
◦ 위에 준하는 사람 또는 화물 운반용 기기, 수송기계용 조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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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류 G370101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하역용 금속제 팰릿(제6류/G370102)
-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제12류/G370101)
- 덤프카, 사다리차, 지게차(제12류/G3705)
- 하역용 비금속제 팰릿(제20류/G370102)

포함되는 상품(예시)
1. 크레인 (예시)
갠트리 크레인(브리지크레인)
격자기둥용 크레인
고정 크레인
고정식 및 이동식 크레인
독 크레인
부유식 크레인
선박 부착식 부두용 크레인
이동식 부두용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지브크레인
천장주행 크레인
철도크레인
케이블 크레인
크레인
크롤러크레인
타워 크레인
트럭크레인
하역용 크레인

gantry cranes [bridge cranes]
lattice mast cranes
fixed cranes
fixed and mobile cranes
dock cranes
floating cranes
marine mounted dock cranes
mobile dock cranes
mobile cranes
jib cranes
overhead travelling cranes
locomotive cranes
cable cranes
cranes
crawler cranes
tower cranes
truck cranes
unloading cranes

2. 컨베이어 (예시)
공압 컨베이어
공압식 튜브 컨베이어
기계식 레일이 깔린 리프팅
컨베이어
기계식 컨베이어
나사 컨베이어
롤러컨베이어
리프트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
스테이지 및 분할 컨베이어
유압컨베이어
조립라인 컨베이어기계
철망 컨베이어벨트
체인컨베이어
컨베이어(공중컨베이어는 제외)
컨베이어라인
컨베이어용 벨트
트랜스미션 컨베이어

pneumatic conveyors

팰릿 컨베이어

pallet conveyors

tube conveyors, pneumatic
mechanical railed lifting conveyors
conveyors [machines]
screw conveyors
roller conveyors
lift conveyors
belt conveyors
staged and segmented conveyors
hydraulic conveyors
assembly line conveyor machinery
wire mesh conveyor belts
chain conveyors
conveyors (except aerial conveyors)
conveyor lines
belts for conveyors
transmission conveyor

3. 운송장치(육상, 항공, 해상 또는 철도를 통해 이동하는
수송수단 제외) (예시)
계단 리프트
고체 운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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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ir lifts
machines for conveying solids

곡물 엘리베이터
공압식 수송장치
공압식 잭
공압식 호이스트
기계 및 유압식 리프트
기계식 리프트
기계식 리프팅장치
기계식 및 공압식 호이스트장치

grain elevators

기계식 승강장치
기계식 잭
기계식 호이스트
농업용 엘리베이터
데릭
랙구동잭
레버 블록
로딩램프
롤러브리지
리프트 조작장치
리프트(스키리프트 및 체어
리프트는 제외)
리프트용 구동장치
리프트용 전기드라이버
리프트용 케이블
리프팅 잭(수동식은 제외)

mechanical elevating apparatus

무빙워크
물체 이동용 선형 이동 기계
벨트 샌딩기계
보트 리프트
사람 및 제품 운송용 리프팅설비
선박용 하역기계
선적/하역기계의 크롤러에
사용되는 고무 트랙
스키드스티어 로더
승강 또는 리프팅용 플랫폼
(이동식 포함)
승강기 조작장치
승강기 주변기기
승강기(스키리프트는 제외)
승강기계
승강기용 벨트
승강작업용 플랫폼
승강장치
업무용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및 그 부품
엘리베이터 조작장치
엘리베이터용 문
엘리베이터용 벨트
와이어 코일링기계

pneumatic transporters
pneumatic jacks
pneumatic hoists
mechanical and hydraulic lifts
mechanical lifts
mechanical lifting apparatus
mechanical and pneumatic hoisting
apparatus
jacks [machines]
mechanical hoists
agricultural elevators
derricks
rack and pinion jacks
lever block
loading ramps
roller bridges
lift operating apparatus
lifts (except ski-lifts and chair-lifts)
driving devices for lifts
electric drivers for lifts
cables for lifts
lifting jacks other than
hand-operated
moving walkways
linear motions machines for moving
objects
belt sanding machines
boat lifts
lifting installations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and goods
ship unloaders and ship loaders
rubber tracks being parts of crawlers
on loading-unloading machines and
apparatus
skid-steer loaders
elevating or lifting work platforms
[including mobile]
lift manipulators
lift peripheral devices
lifts, other than ski-lifts
lifting machines
lift belts
elevating work platforms
lifting apparatus
service elevators
moving staircases [escalators]
elevators [lifts]
elevators and parts thereof
elevator operating apparatus
elevator doors
elevator belts
wire-coiling machines

7류 G3705
와이어 호이스트
윈들러스
윈치
유압 잭용 스탠드
유압식 리프트
유압식 리프팅장치
유압식 승강장치
유압식 승강테이블
유압식 호이스트
유압잭
육상차량의 이동/주차 및
보관용 기계식 리프트
이동식 승강작업용 플랫폼
자동차리프트
적재용 기계
전기동력식 윈들러스
전기식 및 공압식 호이스트
전기식 잭
전기식 풀리블록
전기식 호이스트
전동식 보트 리프트
전동식 잭
철도화차용 리프트
체인블록
캡스턴
크롤러트랙 하역기
트레일러 장착식 유압 잭
트롤윈치
하역기계
호이스트
호이스트용 고리
화물이동용 공기완충장치
휠체어 리프트

wire hoists
windlasses

상품의 범위

winches
stands for hydraulic jacks
hydraulic lifts
hydraulic lifting apparatus
hydraulic elevating apparatus
hydraulic lift tables
hydraulic hoists
hydraulic jacks
mechanical lifts for moving, parking
and storing land vehicles
mobile elevating work platforms
vehicle lifts
machines for loading

◦ 굴착기, 불도저, 제설기
◦ 위에 준하는 건설용 중기 차량
․ 수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중기 차량은 제12류로 분류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착암기, 착정기, 채굴기(제7류/G3802)
- 도로공사기계, 도로포장기계(제7류/G3803)
- 소방차(제9류/G3705)
- 자동차용 냉난방장치, 자동차용 조명기기(제11류/G3705)
- 자동차, 자동차의 부품 및 부속품(제12류/G3705)
- 전차(제13류/G3705)

electrically powered windlasses
electric and pneumatic hoists
electric jacks
electric pulley blocks
electric hoists
power-operated boat lifts
power operated jacks
railway wagon lifts
chain blocks
capstans
crawler-tracked loaders
trailer-mounted hydraulic jacks
trawl winches
loading and unloading machines
hoists
hooks for hoists
air cushion devices for moving loads
wheelchair lifts

[제7류/G3702] 선박용 자동사각갈고리
상품의 범위
◦ 선박용 자동 사각갈고리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계선부표, 금속제 마스트(제6류/G3702)
- 소방선, 구명보트(제9류/G3702)
- 선박용 냉난방장치, 선박용 조명기기(제11류/G3702)
- 산업용 증기 보일러(제11류/G3823)
- 선박(보트 및 배) (제12류/G3702)
-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
스트(제19류/G3702)
- 비금속제 계선부표(제20류/G3702)
- 선박용 돛(제22류/G3702)

포함되는 상품(예시)
선박용 자동 사각 갈고리

[제7류/G3705] 굴착기, 불도저, 제설기

automatic grapnels for marine
purposes

포함되는 상품(예시)
굴착기
굴착기 버킷텀브
굴착기 부품
굴착기 커플러
굴착기(토공(土工)기계)
굴착기용 고무트랙
굴착기용 그라플
굴착기용 그래브 투스
굴착기용 리퍼
굴착기용 버킷
굴착기용 브레이커
굴착기용 아이들러
굴착기용 어태치먼트
굴착기용 유압분배기

excavating machines

굴착기용 유압식 분쇄기

hydraulic crusher for excavators

굴착기용 유압식 브레이커

hydraulic breaker for excavators

굴착기용 유압식 액추에이터

hydraulic actuators for excavators

굴착기용 유압식 절단기

hydraulic shear for excavators

굴착기용 유압식 집게

hydraulic grapple for excavators

굴착기용 유압식 커플러

hydraulic coupler for excavators

굴착기용 유압식 펄버라이저

hydraulic pulverizer for excavators

굴착기용 유압퀵플러

hydraulic quickcoupler for backhoe
loaders

그레이더
그레이더(토공(土工) 기계)
기계식 삽
도랑 굴착기
도로용 롤러
도로청소기용 기계
벌크차
분사식 제설기
불도저
불도저용 궤도
오토바이용 시동대(始動臺)
유압굴착기

graders

excavator bucket thumbs
excavator parts
excavator couplers
backhoes [earth moving machines]
rubber tracks for backhoe loaders
grapple for backhoe loaders
tooth for backhoe loaders
rippers for excavators
loader buckets for excavators
brakers for excavators
idlers for excavators
attachment for excavators
hydraulic distributors for backhoe
loaders

graders [earth moving machines]
shovels, mechanical
trench diggers
road rollers
road sweepers
bulk cars
snow blowers
bulldozers
tracks for bulldozers
kick starters for motorcycles
hydraulic excav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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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류 G3705
자체추진식 도로청소용 기계

road sweeping machines,
self-propelled

전동 삽
정빙기
제설기(除雪機)
제설기의 크롤러에 사용되는
고무 트랙
제설차
페이로다
프론트 앤드 로더
휠로더
휠로더 부품

power shovels
ice-resurfacing machines
snow ploughs
rubber tracks being parts of crawlers
on snow ploughs
snow ploughs
payloaders
front-end loaders
wheel loader
wheel loader fittings

[제7류/G3801] 금속가공기계, 전기아크 절단장치, 전기 용접기
상품의 범위
◦ 형틀, 압출 등을 통해 정형화된 금속기초제품(선, 봉, 관, 판 등)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나 장치
◦ 1차 생산된 금속기초제품을 가공 또는 변형하기 위한 기계나 장치
◦ 금속을 용접 또는 용단하기 위한 기계나 장치
◦ 동력이 부착된 금속용 공구(전기동력을 포함, 수공구는 제외)
◦ 위에 준하는 금속가공용 기기(수동기구는 제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주물금형(제6류/G3801)
- 수공구 및 수동기구(제8류/유사군은 용도에 따라 분류)

포함되는 상품(예시)
3차원 모형 제작용 금속가공
기계
SCR CO2 용접기
가공용 면취기의 자동이송장치
가스 동작 발염장치
가스 용접기
가스 용접기용 가스역화 방지기
가스 절단기계
가스작동식 납땜인두
가스작동식 납땜장치
가스작동식 용접용 토치
가스작동식 용접인두
가스작동식 용접장치
가열창(기계)
건(폭발에 사용하는 공구)
고철 압축기
고철 절단기
공구(기계부품)
공구(기계부품)가방
공구연마기계
공구이송대(기계부품)
공기식 래치트 렌치
공압식 그리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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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working machines for
manufacturing 3d model
SCR CO2 welding machines
automatic transfer apparatus of
deburring machine for processing
gas-operated blow torches
gas welding machines
gas back fire arresting folding
apparatus for gas welding machines
gas cutting machines
soldering irons, gas-operated
soldering apparatus, gas-operated
gas-operated welding torches
gas-operated welding irons
gas-operated welding machines
thermic lances [machines]
guns [tools using explosives]
scrap metal compressors
scrap metal cutters
tools [parts of machines]
tools(parts of machine) bags
tool grinding machines
slide rests [parts of machines]
air ratchet wrenches
pneumatic grease guns

공압식 네일건
공압식 네일러
공압식 네일링건
공압식 래치트 렌치
공압식 리벳
공압식 샌더
공압식 스크류드라이버
공압식 스테이플러
공압식 임팩트 렌치
공압식 전단기
공압해머
공업용 기계프레스
공업용 슬로팅 머신
공업용 프레스

pneumatic nail guns

공작기계
공작기계 홀더
공작기계용 고정장치
공작기계용 리머
공작기계용 바이스
공작기계용 접합된 카바이드제
팁
구멍뚫는 기계
구멍뚫는 기계용 펀치
굴곡기
그라인더
그라인더용 절단석
금속 성형기계
금속 압출프레스
금속 절단기
금속가공기계
금속가공기계용 공구홀더
(기계부품)
금속가공기계용 기계식 나선형
가이드
금속가공기계용 기계식 편향
기어가이드
금속가공기계용 기계식 평기어
가이드
금속가공기계용 분체처리장치

machine tools

금속가공기계용 여과기

filters for metal processing
machines

금속가공기계용 유압식 편향
기어가이드
금속가공기계용 유압식
평기어가이드
금속가공기계용 유체디스펜서

hydraulic inclined gear guides for
metal processing machines

금속가공기계용 유체디스펜서용
노즐
금속가공기계용 인덱싱테이블

nozzle for fluid dispensers for metal
processing machines

금속가공기계용 자동인덱싱
장치
금속가공기계용 재료반송장치

automatic indexing apparatus for
metal processing machines

pneumatic nailers
pneumatic nailing guns
pneumatic ratchet wrenches
pneumatic rivets
pneumatic sanders
pneumatic screwdrivers
pneumatic staplers
pneumatic impact wrench
pneumatic shears
pneumatic hammers
industrial machine presses
slotting machine for industrial use
presses [machines for industrial
purposes]
machine tool holders
holding devices for machine tools
reamers being machine tools
vices for machine tools
cemented carbide tips for use with
machine tools
punching machines
punches for punching machines
bending machines
grinders
cutting stones for grinders
metal forming machines
metal extrusion presses
metal cutting machines
metalworking machines
toolholders for metalworking
machines (machine parts)
mechanical spiral guides for metal
processing machines
mechanical inclined gear guides for
metal processing machines
mechanical spur gear guides for
metal processing machines
particle processing apparatus for
metal processing machines

hydraulic spur gear guides for metal
processing machines
fluid dispensers for metal processing
machines

indexing tables for metal processing
machines

materials transmission apparatus
for metal processing mach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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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가공기계용 절단석

cutting stones for metal processing
machines

기계용 전동식 스크류드라이버

power-operated screwdrivers for
machines

금속가공기계용 툴비트
금속가공용 공작기계
금속가공용 기계공구
금속가공용 기계식 프레스
금속가공용 드릴링머신
금속가공용 라우터
금속가공용 라우터 비트
금속가공용 래핑머신
금속가공용 레이저 가공기

tool bits for metalworking machines

기계용 테이블
기계작동식 수동 크림퍼

tables for machines

기계작동용 수동기구

hand-held tools, other than handoperated
machine presses

금속가공용 레이저 절단기

laser cutting machine for
metalworking

기계프레스
기어 절단기 및 마무리 가공기
기어커터(기계공구)
나사 절삭기
나사연삭기
나사절삭 밀링커터(기계공구)
나선형 베벨기어가 있는 연삭기

금속가공용 레이저 조각기

laser engraving machine for
metalworking

involute grinding machines

금속가공용 머시닝센터
금속가공용 밀링머신
금속가공용 벤딩기
금속가공용 보링머신
금속가공용 브로치반

machining centers for metal working

나선형 연삭기
나칭머신
낙하단조기
납땜용 가스작동식 토치
납땜용 램프
내부 연삭기
너트탭핑머신
눈 및 얼음제거용 프로판 토치

금속가공용 선반
금속가공용 수직절삭기
(垂直切削機)
금속가공용 압연기
금속가공용 연삭기
금속가공용 원형톱날
금속가공용 유압프레스
금속가공용 전기식 가위
금속가공용 전기식 칼
금속가공용 전단기
금속가공용 절단기
금속가공용 제관기
금속가공용 천공기
금속가공용 펀칭프레스
금속가공용 평삭반
금속가공용 형삭반
금속가공용 호닝머신
금속기계톱
금속성형용 프레스형(形)
금속압연용 압연기
금속인발기(金屬引拔機)
금속제 마개 또는 뚜껑 제조기계
금속표면 박막 증착장치
금속홈파기용 기계
기계가공장치
기계공구용 다이스
기계공구용 탭
기계부품용 칼
기계용 공구비트
기계용 끌
기계용 받침대

machine tools for working metals
metalworking machine tools
mechanical presses for metalworking
drilling machines for metalworking
routers for metalworking
router bit for metalworking
lapping machines for metalworking
laser processing machines for
metalworking

milling machines for metalworking
bending machines for metalworking
boring machines for metalworking
broaching machines for
metalworking
lathes for metalworking
slotting machines for metalworking
rolling mills for metalworking
grinding machines for metalworking
circular saw blades for metalworking
hydraulic presses for metalworking
electric scissors for metalworking
electric knives for metalworking
shearing machines for metalworking
cutting machines for metalworking
tubing mills for metalworking
perforating machines for
metalworking
punching presses for metalworking
planing machines for metalworking
shaping machines for metalworking
honing machines for metalworking
metal sawing machines
press dies for metal forming
rolling machines for rolling metals
metal drawing machines
manufacturing apparatus for lids or
caps of metal
metal surface film deposition
apparatus
metal chamfering machines
apparatus for machining
dies for use with machine tools
taps being machine tools
knives being parts of machines
tool bits for machines
chisels for machines
stands for machines

눈금기계
다이스탬핑 머신
다이아몬드 절단공구(기계부품)
다이아몬드 절단휠(기계부품)
다이아몬드 절삭 바이트
다이아몬드 휠 포인트(기계부품)

mechanically operated hand-held
crimpers

gear cutting and finishing machines
gear cutters [machine tool]
threading machines
screw grinding machines
thread milling cutters [machine tool]
grinding machines with spiral bevel
gears
notchers [machine tools]
drop-forging machines
soldering blow pipes, gas-operated
soldering lamps
internal grinding machines
nut-tapping machines
propane torches for clearing snow
and ice
dividing machines
die-stamping machines
diamond cutting tools (parts of
machines)
diamond cutting wheels (parts of
machines)
diamond cutting bites
diamond wheel point (parts of
machines)

다이아몬드날 금속 절단기

diamond-pointed metal-cutting
tools

다이절삭 및 탭핑머신
다이절삭머신
단조기(緞造機)
단조주형
동력공구용 콜릿
동력구동 그라인더용 플랩디스크

die-cutting and tapping machines

동력기계기구용 드릴링바이트

drilling bites for power operated
machines

동력기계기구용 밀링바이트

milling bites for power operated
machines

동력기계기구용 분할바이트

parting bites for power operated
machines

동력기계기구용 선삭바이트

turning bites for power operated
machines

동력기계기구용 절삭바이트

cutting bites for power operated
machines

동력식 연마기
드릴링머신
드릴링머신 및 그 부품
드릴링머신용 다결정 다이아
몬드 소형 드릴비트
드릴비트(기계부품)
드릴샤프닝기계

power driven polishers

die-cutting machines
forging machines
forging moulds
collets for power tools
flap discs for power-operated
grinders

drilling machines
drilling machines and parts therefor
polycrystalline diamond compact
[PDC] drill bits for drilling machines
drilling bits [parts of machines]
drill sharpening mach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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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척(기계부품)
드릴프레스(기계)
드릴헤드(기계부품)
라켓줄 매는 기계
래디얼 드릴
래머
래핑머신
레이저 가공기

drill chucks [parts of machines]

레이저 광택기
레이저 마킹기
레이저 용접기
레이저 용접장치
리머(기계부품)
리벳 박는 기계
리벳건(전동공구)
마무리 가공기
마찰압접기
머시닝 조각부품 고정용 클램핑
공구
머시닝센터
머시닝센터용 공작물 및 공구
고정장치
머시닝센터용 드릴
머시닝센터용 레이저가공기

laser polishing machines

머시닝센터용 밀링커터
머시닝센터용 선반
못박는기계
밀링기계기구용 초경인서트

milling cutters for machining centers

밀링-드릴링머신
밀링머신
밀링머신용 밀링커터
밀링커터(기계공구)
밀링커터(기계부품)

milling-drilling machines

바늘 제조기계
방전가공기
방전가공기용 필터
방전가공용 가이드다이스
버티컬셰이퍼
보링머신
부각기
분철 압축기
브로치(기계공구)
블랭킹프레스
사출 성형기
산소 절단기
산소아세틸렌 용접기
산소아세틸렌 절단기
산업용 마킹기
선반(기계공구)
선반(旋盤)(목공용은 제외)

needle making mach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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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ll presses [machines]
drilling heads [parts of machines]
racket stringing machines
radial drills
rammers [machines]
lapping machines

선삭기계기구용 초경인서트
세라믹 및 금속처리용 밀링머신
세라믹 및 금속처리용 연마기계
센터링 드릴링비트(기계부품)

indexable carbide inserts for turning
tools
milling machines for the treatment of
ceramics and metal
grinding machines for the treatment
of ceramics and metal
centering drilling bits being parts of
machines

소형 마운티드 그라인더
소형 마운티드 샌더
수동식 진동 해머드릴
수압프레스
숫돌(기계부품)

small mounted grinders

smoothing presses

embossing machines

스무딩프레스
스웨이징머신
스크롤척
스탬핑프레스
압연기
압연기용 실린더
압착롤러
압축가공기
압축조형용(造型用) 기계
압출조형용 기계
얼음낚시용 동력식 얼음천공기
에어 스크류드라이버
에어드릴
에어해머
에이프런(기계부품)
엔드밀(기계)
연마기계
연삭공구(기계부품)
연삭기
연삭기용 연마공구
연속 금속 주조기
연속 주조기
열쇠 절단기계
열쇠 제조기계
와이어 성형기
와이어 압출기
용접용 가스작동식 토치
용접용 토치
원심 연삭기
유리절삭용 다이아몬드조각
(기계부품)

file compressors

유압프레스

oil hydraulic presses

broaches [machine tool]

유압해머

hydraulic hammers

blanking presses

인버터 CO2 용접기

inverter CO2 welding machines

injection moulding machines

인버터 MIG용접기

inverter MIG welding machines

oxygen cutting devices

인버터 TIG용접기
인버터 디지털용접기
인버터 에어 프라즈마 절단기
인선기(引線機)
임팩트 렌치
자동스탬핑머신

inverter TIG welding machines

laser processing (working)
machines
laser marking machines
laser welding machines
laser welding devices
reamers [parts of machines]
riveting machines
rivet guns [power tools]
apparatus for dressing
friction pressure welders
clamping tools for holding piece
parts during machining
machining centers
holding devices for work pieces and
tools for machining centers
drill for machining centers
laser beam apparatuses for machining
centers
turning tools for machining center
nailing machines
indexable carbide inserts for milling
tools
milling machines
milling cutters for milling machines
milling cutters [machine tool]
milling cutters being parts of
machines
discharge machines
filters for discharge machines
guide dice for discharge machining
vertical shapers
boring machines

oxyacetylene welding machines
oxyacetylene cutting machines
industrial marking apparatus
lathes [machine tools]
lathes (except for woodworking)

small mounted sanders
hand-held percussion hammer drills
hydraulic presses
sharpening wheels [parts of
machines]
swaging machines
scroll chuck
stamping presses
rolling mills
rolling mill cylinders
mangles
compressing machines
compression moulding machines
extrusion moulding machines
power ice augers used in ice fishing
air screwdrivers
air drills
air hammers
aprons [parts of machines]
end mills [machines]
machines for burnishing
grinding tools [parts of machines]
grinding machines
grinding tools for grinding machines
continuous metal casting machines
continuous casting machines
key cutting machines
key making machines
wire forming machines
wire extruding machines
gas-operated soldering blow pipes
welding torches
centrifugal grinding machines
glaziers' diamonds [parts of machines]

inverter digital welding machines
inverter air plasma cutters
wire drawing machines
impact wrenches
automatic stamping mach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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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타더 브레이크 성형용
금속가공기계
자동차 리타더 브레이크 제조용
금속가공기계
자동차 리타더 브레이크용
금속가공기계
자동차 브레이크패드 성형기
자동차 브레이크패드 성형용
트리밍기
자생 용접기
자전거 조립 기계
전기 용접기
전기 용접장치
전기드릴
전기식 그라인더
전기식 납땜인두
전기식 납땜장치
전기식 네일건
전기식 네일링건
전기식 래치트 렌치
전기식 못뽑이
전기식 샌더
전기식 스크류드라이버
전기식 스키날 연마기구
전기식 아크 용접기
전기식 용접용 토치
전기식 전단기
전기식 칼 연마기
전기식 평삭기
전기아크 용접장치
전기아크 절단기
전기아크 절단장치
전기아크식 용접인두
전기회전식 해머
전동 드릴
전동 드릴비트
전동공구용 익스텐션 바
전동그라인더용 연마 휠
전동그라인더용 연마디스크
전동드릴용 척
전동샌더용 연마디스크
전동샌더용 연마벨트
전동식 그라인더용 와이어 휠
전동식 네일링 건
전동식 렌치
전동식 스크류드라이버
전동식 스키 연마기계
전동식 스테이플건
전동식 전단기
전동해머

metal processing machines for
forming automobile retarder brake
metal processing machines for
manufacturing automobile retarder
brake
metal processing machines for
automobile retarder brake
forming machines for automobile
brakepad
trimming machines for forming
automobile brakepads
autogenous soldering machines
bicycle assembling machines
welding machines, electric
electric welding apparatus
electric drills
electric grinders
soldering irons, electric
soldering apparatus, electric
electric nail guns
electric nailing guns
electric ratchet wrenches
nail extractors, electric
sanders, electric
electric screwdrivers
ski edge sharpening tools, electric
electric arc welding machines
electric welding torches
shears, electric
knife sharpeners, electric
electric planers
electric arc welding apparatus
electric arc cutting machines
electric arc cutting apparatus
electric welding irons
electric rotary hammers
electrical drills
bits for power drills
extension bars for power tools
abrasive wheels for power-operated
grinders
abrasive disks for power-operated
grinders
chucks for power drills
abrasive disks for power-operated
sanders
abrasive belts for power-operated
sanders
wire wheels for power-operated
grinders
power-operated nailing guns
power-driven wrenches
power-operated screwdrivers
power-operated ski sharpening
machines
power-operated staple guns
power-operated shears
electric hammers

전동핸드드릴
전자빔 가공기

electric hand drills

전자빔 용접기
절단용 가스작동식 토치
절단용 토치
접합된 카바이드제 공작기계
접합된 카바이드제 절단기
정밀공작기계용 볼 선형 이동
가이더
제강용 전로(轉爐)
제관기
조형용(造型用) 기계
주조기
주조기계
주형(기계부품)
지붕재료용 프로판 토치

electronic beam processing
machines
electron beam welding machines
gas operated cutting blow pipes
cutting torches
cemented carbide machine tools
cemented carbide cutting tools
ball linear motion guide for precision
machine tools
converters for steelworks
tubing mills
molding machines
casting machines
foundry machines
molds [parts of machines]
propane torches for use with roofing
materials

지퍼 제조기계
진동 해머드릴
척(기계부품)
체이서(기계공구)
초목제거용 프로판 토치

zipper making machines

초음파 용접기
초음파 접합장비
칼 연삭기
칼가는 기계
칼날 가는 기계

ultrasonic welding machines

칼날 지지대
코어드릴링 비트
콘투어머신
타이어 자동 탈착기

blade holders [parts of machines]

타출 성형기(打出成形機)
탭핑머신
트렌치커터
트루잉머신
트리밍머신
틸트해머
파워드릴비트
파워해머
평삭반
풀무(기계부품)
프라즈마 용접기
프레이즈반
프리폼 단조기(緞造機)
플라즈마 절단기
피이더(기계부품)
핫러너 사출성형기(기계부품)

beating machines

핫멜트 글루건
핫멜트 분사기
해머(기계부품)

percussion hammer drills
chucks [parts of machines]
chasers [machine tool]
propane torches for clearing
vegetation
ultrasonic jointing apparatus
knife grinding machines
knife sharpening machines
blade sharpening(stopping)
machines
core drilling bits
contouring machines
automatic tire removing and
installing devices
tapping machines
trench cutters
trueing machines
trimming machines
tilt hammers
power drill bits
power hammers
planing machines
bellows [parts of machines]
plasma welding machines
fraises (milling machine)
free-form forging machines
plasma cutting machines
feeders [parts of machines]
hot runner injection moulds -parts of
machines
hot melt glue guns
hot melt sprayer
hammers [parts of mach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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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머드릴
핸드 공압 드릴
혁지연마기계

hammer drills

[제7류/G3803] 토목기계, 석재가공기계

pneumatic drills, hand-held
blade sharpening [stropping]
machines
shaping machines

형삭반
호빙 머신
홈 파는 기구(기계공구)
화이버디스크(기계부품)
환형 샌딩 기계
회전 연석(硏石)(기계부품)
회전 파일드릴
회전석 연삭기

hobbing machines
routers [machine tools]
synthetic fibre discs (parts of machine)
orbital sanding machines
grindstones [parts of machines]
rotary pile drills
rotary grinding machines

상품의 범위
◦ 주로 건물, 도로, 교량, 항만, 제방, 상하수도 등을 건설하거나 유
지, 관리하기 위한 기계나 장치
◦ 채광된 석재를 가공하기 위한 기계나 장치
◦ 위에 준하는 토목 및 석재가공용 기기(수공구와 수동기구는
제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굴착기, 불도저, 제설기(제7류/G3705)

협의의 포괄명칭

[제7류/G3802] 광산기계
상품의 범위
◦ 주로 광석을 채취, 추출, 운반, 처리하기 위한 기계나 장치
◦ 위에 준하는 광산용 기기(수공구, 수동기구는 제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굴착기, 불도저, 제설기(제7류/G3705)

협의의 포괄명칭
광산기계

mining machines

포함되는 상품(예시)
건설기계의 크롤러에 사용되는
고무 트랙
골재 분쇄기
골파기
광물추출기
광산기계용 디깅날 어댑터
광산기계용 호우 버킷
광산기계의 크롤러에 사용되는
고무 트랙
광산업용 드릴
광산용 드릴연마기
광산용 비트
광산용 작업기계
광산용 천공기
광산용 추출기
광산용 트럭분쇄기
광석처리기계
시굴기
암석 및 광물 분쇄기
암석드릴링용 드릴비트
착암기
착정기(鑿井機)
채광용 운반장치
채굴기
채탄기
콘 크러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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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ber tracks being parts of crawlers
on construction machines
aggregate crushers
ditching machines
mineral extraction machines
digging tooth adapters for mining
machines
hoe buckets for mining machines
rubber tracks being parts of crawlers
on mining machines
drills for the mining industry
mining drill sharpeners
mining bits
mineworking machines
mine borers
extractors for mines
truck mills [for mining purposes]
ore treating machines
trenching machines
rocks and ores crushers
drill bits for rock drilling
rock drills
well drilling machines
haulage apparatus [mining]
diggers [machines]
coalcutting machines
cone crusher

토공(土工) 기계
토목기계

earth moving machines
civil engineering machinery

포함되는 상품(예시)
건설기계용 방진(防振)마운트

dust protective mounts for
construction machines

굴착장치
그라우팅기계
노면파쇄기
노면파쇄기(토공(土工) 기계)
도로건설용 기계
도로건설용 절단기(기계)

drilling rigs

도로건설용 콤팩터
도로공사기계
도로보수기계
도로포장기계
도로표면 분해기계
땅 천공기
레일부설용 기계
로더(토공(土工) 기계)
바닥샌더
부유식과 비부유식 굴착장치
산업용 진동기
석재 분쇄기
석재 파쇄기
석재가공기계
석재가공용 레이저 가공기
석재가공용 레이저 드릴링머신
석재가공용 레이저 절단기
석재가공용 레이저 조각기
아스팔트 믹서기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기계)
아스팔트 포장기
역청 제조기계
유압식 플라이어(건설기계용
부품)

grouting machines
scarifiers
scarifiers [earth moving machines]
road making machines
cutters (machines) for road
construction
compactor for road construction
road construction machines
road repairing machines
roadway paving machines
machine tools for breaking up road
surface material
earth augers
rail-laying machines
loaders [earth moving machines]
floor sanders
drilling rigs, floating or non-floating
vibrators [machines] for industrial
use
stone crushers
stone shredders
stone working machines
laser processing (working)
machines for stone working
laser drilling machines for stone
working
laser cutting machine for stone
working
laser engraving machine for stone
working
asphalt mixers
asphalt mixing plants (machines)
asphalt paving machines
bitumen making machines
hydraulic pliers (parts of
constructing machines)

7류 G380401
전기식 콘크리트 진동기
준설기계
증기롤러
지반공사기계
진흙준설기계
진흙처리기(기계)

electric concrete vibrators

철도노선부설용 기계
콘크리트 건축용 기계
콘크리트 마무리 가공기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믹서(기계)
콘크리트 믹싱 플랜트
콘크리트 분쇄기
콘크리트 진동기
콘크리트 파쇄기
콘크리트 포장기계
타일톱(전동공구)
타정총
토공기계용 버킷
토공기계용 칼날
토목기계용 분체처리장치

railroad constructing machines

항타기
흙다짐 기계
흙이기는기계

pile-drivers

dredging machines
steamrollers
foundation work machines
mud dredging machines
mud catchers and collectors
[machines]
concrete construction machines
concrete finishing machines
concrete mixers
concrete mixers [machines]
concrete mixing plants
concrete crushers
concrete vibrators

건초기
건초묶는 기계
결속기계
경운기
경운기용 트레일러
고랑파는 기계
곡물가공기계
곡물껍질 벗기는 기계
곡물등급선별기
곡물용 이물질선별기

tedding machines
trussing apparatus for hay
sheaf-binding machines
power tillers
trailers for cultivators (machines)
ditchers [ploughs]
cereal processing machines
grain husking machines
grain grade separators
separators of foreign substances for
grains
manure spreading machines

구비살포기
기계식 파종기
기계식 파종기용 궤도

hoppers [mechanical discharging]
tracks for hoppers (mechanical
discharging)
binders for agricultural machines

blades for earth moving machines

농기계용 바인더
농기계용 윈드로어
농기계용 칼날
농기계용 파종기
농기계의 크롤러에 사용되는
고무 트랙
농산물 신선도 유지제 배출기

particle processing containers for
civil engineering machinery

농약살포기

mechanical spreaders for agricultural
chemicals

농업용 경작기계
농업용 교반기
농업용 발아기

tilling machines for agricultural use

concrete shredders
concrete placing machines
tile saws [power tools]
tack drivers
buckets for earth moving machines

earth compacting machines
puddling machines

상품의 범위
◦ 주로 농작물을 파종, 관리, 수확, 저장하기 위한 기계나 장치
◦ 가축의 사육, 관리, 도축하기 위한 기계나 장치(착유기기는 제외)
◦ 위에 준하는 농업 또는 축산용 기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착유기, 착유기용 흡착 컵(제7류/G3806)
- 부란기, 병아리 암수감별기, 육추기(제7류/G3808)
- 수동식 농기구, 축산용 수공구(제8류/G380402)
- 낫자루(제8류/G380402)
- 전기울타리(제9류/G380403)
- 농업용 건조기, 농업용 살수장치(제11류/G380401)
- 농업용 트랙터(제12류/G380401)
- 사료선반(제20류/G380402)
- 구유, 동물용 빗(애완동물용은 제외)(제21류/G380402)

협의의 포괄명칭
농기계
비수동식 농기구

농업용 베일러
농업용 보행트랙터
농업용 비닐피복기
농업용 비닐회수기
농업용 수경용 양액 공급기

rubber tracks being parts of crawlers
on agricultural machines
ejectors of agricultural product
fresh-keeping agents

walking tractors for agricultural
purposes
vinyl-covering machines for
agricultural purposes
vinyl recovery machine for agricultural
purposes
nutrient solution supplying machines
for hydroponic plant for agricultural
purposes

농업용 수경용 양액 저장기

nutrient solution stroage machines
for hydroponic plant for agricultural
purposes

농업용 스크레이퍼
농업용 스키드 스티어 로더

scrapers for agricultural purposes

농업용 야채이식기

vegetable implantation machines for
agricultural purposes

농업용 작물 재배기

crop planting machines for
agricultural purposes
wicker shredders for agricultural
purposes
planting machines for agricultural
purposes
grading machines for agricultural
purposes
decomposition indicators for
agricultural purposes
tractor-towed rakes for agricultural
purposes
agricultural seed planting machine

농업용 잔가지파쇄기
농업용 재배기계기구

agricultural implements, other than
hand-operated

농업용 정지기계(整地機械)
농업용 퇴비부숙도 판정기

1. 농업용 기계기구 (예시)

농업용 트랙터 부착형 써레

건초 베일러

농업용 파종기

hay balers

seed drills for agricultural machines

sprouting machines for agricultural
purposes
prevention machines and implements
for agricultural purposes
balers for agricultural use

agricultural machines

포함되는 상품(예시)

blades for agricultural machines

agitators for agricultural purposes

농업용 방제기계기구

[제7류/G380401] 농기계, 축산기계(착유기기는 제외)

windrowers for agricultural machines

skid steer loaders for agricultural
purposes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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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류 G380401
농업용 풍력선별기

wind power sorting machines for
agricultural purposes

농업용 호스릴
농작물 육묘용 기계

hose reel for agricultural purposes

농작물 이식용 기계

machines for implanting crops for
agricultural purposes

농작물 트레이 적재장치
농작물 파종장치
농작물재배용 트랙터부착형
비닐피복기
모터 경운기
바인더
볏짚 절단기
병충해 방제기계
비료 살포기
비수동식 농업용 분무기

stacking machines for crops tray

살충제용 전동식 분무기
수확결속기
수확기
수확탈곡기
시비용(施肥用) 기계기구
쌀눈을 분리해내는 기계기구
쌀선별기
쌀탈곡기
써레차
씨앗 파종기
예초기
옥수수 껍질 및 곡물 껍질 벗기는
기계
옥수수 껍질 벗기는 기계
원예 부산물 분쇄기
원예용 경운기
원판 써레
이앙기
잔디 이식용 쟁기
쟁기
쟁기용 보습
전기식 정원용 분쇄기
전기식 정원용 치퍼
전기식 짚 써는 기계
전동식 경운기
전동식 소형 경운기
전동식 정원 호스릴
제경기(除梗機)
제승기
제초기
줄기분쇄기
중경기계
집초(集草) 기계
집초기계용 갈퀴
짚단 조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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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s for raising seedlings for
agricultural purposes

sowers for crops
tractor-towed vinyl-covering
machines for agricultural purposes
motorized cultivators
mowing and reaping machines
straw [chaff] cutters
blight prevention machines
fertilizer distributing machines
agricultural spraying machines
equipment other than hand-operated
power-operated sprayers for
insecticides
reapers and binders
reapers
reapers and threshers
fertilizer distributing machines and
implements
seperators for embryo bud of rice
rice grain sorting machines
rice husking machines
harrows
seeding machines
brushcutters
corn and grain husking machines
corn husking machines
machines for shredding horticultural
waste
garden tilling machines
disc harrows
rice planting machines
turf removing ploughs
ploughs
ploughshares
electric garden shredders
electric garden chippers
electric chaff-cutters
power operated cultivators
power-operated mini cultivators
power-operated garden hose reels
stalk separators [machines]

짚써는 기계용 칼날
차(茶)잎 가공기
차(茶)잎 로스팅기
차(茶)잎 선별기
차(茶)잎 정선기
차량용 쟁기날
찻잎 수확용 기계
채소 결속기
채소 수확기
채소용 그라인더
채소재배기(가정용 제외)

chaff cutter blades
tea leaves processing machines
tea leaves roasting machine
tea leaves sorting machines
tea leaves screeners
plow blades for vehicles
machines for harvesting tea leaves
vegetable sheaf-binding machines
vegetable harvesting machines
vegetable grating machines

콤바인 수확기
크리퍼(기계)
탈곡기
트랙터 견인 비료 분배기
트랙터 견인식 써레차
트랙터견인 건초 갈퀴
트랙터견인 건초 포장기
트랙터견인 구비 살포기
트랙터견인 보습
트랙터견인 수확기
트랙터견인 파종기
파종기
파종기계
풀베는 기계용 트리머 헤드
풀베는 기계의 칼
풍구
현미 분리기
회전 경작기

vegetable cultivation machines
(other than for household purposes)
combine harvesters
clippers [machines]
grain separators
tractor-towed fertilizer distributors
tractor-towed harrows
tractor-towed hay rakes
tractor-towed hay balers
tractor-towed manure spreaders
tractor-towed plows
tractor-towed harvesters
tractor-towed broadcast seeders
broadcast seeders
sowers [machines]
trimmer heads for mowing machines
knives for mowing machines
winnowers
rough rice separating machines
rotary tillers

2. 축산용 기계기구 (예시)
기계식 말 워커
동물용 전자식 사료 공급장치
동물용 털깎는 기계
사료 압착기
사료 자동 공급기
사료 절단기
사료 파쇄기
사료배합기
사료분쇄기
사료운반용 전동운반차
전기식 털깎는 기계
축산기계(착유기기는 제외)

mechanized horse walkers
electronic feeders for animals
shearing machines for animals
fodder presses
mechanized livestock feeders
fodder cutting machines [feed cutters]
fodder breaking machines
fodder mixing machines [feed mixers]
cake-fodder crushing machines
[feed mills]
electric transporters for conveying
fodders
electric shearing machines
machines for use in livestock farming
(except milking machines)

straw rope making machines
weeding machines
stem crushing machines
intertillage machines
raking machines
rakes for raking machines
straw bale tightening machines

[제7류/G3806] 착유(搾乳)기기
상품의 범위
◦ 가축의 젖을 짜는 데 사용하는 기계나 장치
◦ 위에 준하는 착유기용 기기

7류 G381001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제7류/G381001] 산업용 화학기계, 전기도금장치
상품의 범위

- 축산 기계(착유기기는 제외)(제7류/G380401)

협의의 포괄명칭
착유기기(搾乳機機)

◦ 주로 화학품을 제조, 가공하기 위한 산업용 기계나 장치
◦ 위에 준하는 산업용 화학기기(수공구와 수동기구는 제외)

milking machines

포함되는 상품(예시)
우유여과기
착유기용 유두컵

milk filtering machines
teat cups for milking machines

[제7류/G3808] 부란기(孵卵器), 육추기(育雛器)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쓰레기 압축기계, 하수 오물 분쇄기(제7류/G381002)
- 이온화장치(공기 및 물 처리용은 제외)(제9류/G381001)
- 증류장치, 정수장치, 가스정화장치, 공기건조기, 공기 및 물
처리용 이온화장치(제11류/G381001)

협의의 포괄명칭
산업용 화학기계

chemical machines for industrial
purposes

상품의 범위
◦ 병아리를 인공부화, 감별, 사육하는데 사용하는 기계나 장치
◦ 위에 준하는 기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누에암수감별기(제7류/G4602)
- 검란기(제9류/G3808)

포함되는 상품(예시)
달걀 육추기
병아리 암수 감별기
부란기(孵卵器)
육추기(育雛器)

egg brooders
chicken sex discriminators
incubators for eggs
chick brooders

[제7류/G3809] 어업용 기계
상품의 범위
◦ 어업용 그물견인기계장치
◦ 위에 준하는 어업용 기계기기(수공구 및 수동기구는 제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인공어초(제6류/G3809)
- 어선(제12류/G3702)
- 비금속제 인공어초(제19류/G3809)
- 어망용 부자(제22류/G3809)
- 어망(제22류/G5002)

협의의 포괄명칭
어업용 기계

fishing machines

포함되는 상품(예시)
그물 견인기계장치
동력 권양기
어업용 그물견인기계장치
오징어 권양기
주낙줄 감개

net hauling machines
power winches
net hauling machines [fishing]
squid winches
line haulers

포함되는 상품(예시)
LPG 공기혼합기
가스분리기
가스혼합기
가황(加黃)장치
공기응축기
공기흡입기계
공업용 과망간산 재생처리용
전해장치

LPG air mixing machines

공업용 교반기(攪拌機)
공업용 무필터 집진기

agitators for industrial purposes

gas separating equipment
gas mixing machines
vulcanization apparatus
air condensers
air suction machines
electrolysis apparatus for recycling
permanganic acid for industrial
purposes
non-filter dust collector for industrial
purposes
crushing machines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분쇄기
공업용 액화천연가스 재기화
플랜트
공업용 여과장치

lng regasification unit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재료 분리용 진동체질기

vibratory screeners for partitioning
materials in industrial applications

공업용 파쇄기계

shredders [machines] for industrial
use

공업용 흡입기

suction machines for industrial
purposes

공장유증기 액화장치 및 오일
회수기
교반기(攪拌器)
금속표면 아연 도금장치
급수용 공기분리기
냉각공기 응축기
니켈 도금기계
모래 선별기
무전해 도금장치
물분리기
부스러기 제거용 진공분쇄기
사이클론 분리기
선별기계
수중교반기
습식 여과집진기

liquefiers and apparatus for
recovering oil for plant oil mist

filtering apparatus for industrial
purposes

agitators
metal surface galvanizing apparatus
de-aerators for feedwater
air-cooled condensers
nickel plating machines
sand sorting machines
electroless plating apparatus
water separators
vacuum shredders for clearing debris
cyclone separators
sifting machines
water agitators
wet filtering dust coll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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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류 G381001
습식 전기집진기
아세틸렌 정제장치
아연도금장치
압축여과기
액체매개물 순환용 교반기
(攪拌機)
여과기용 카트리지
여과용 기계
열교환기(기계부품)
오일 분리기
오일원 심분리기
원심분리기
응축장치
재거르는 체
재활용물질 분리용 기계

wet electric dust collectors

전기도금용 전기분해장치

electrolysis apparatus for
electroplating purposes

전기도금장치
전기식 교반기(攪拌器)
정유기(精油機)
주유소 유증기 액화장치 및
오일회수기
증기/오일 분리기
탈지기계
화학공업용 전자기계

electroplating machines

화학공정용 교반기
화학공정용 반응기

agitators for chemical processing
reaction vessels for chemical
processing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계

화학공정용 반죽기

kneading machines for chemical
processing
separating machines for chemical
processing
grinding mills for chemical processing

가정용 전기식 음식물 쓰레기
압착기
공업용 전기식 쓰레기분쇄기

화학공정용 분리기
화학공정용 분쇄기
화학공정용 분축기
화학공정용 선별기
화학공정용 소결기(燒結機)
화학공정용 소성기

acetylene cleaning apparatus
galvanizing machines
filter presses
agitators for circulating liquid media
cartridges for filtering machines
filtering machines
heat exchangers [parts of machines]
oil centrifuges
centrifugal machines

화학공정용 흡착기

absorbing machines for chemical
processing

흡연실용 매립형 집진기

dust collectors for burying for smoking
rooms

흡연실용 이동식 집진기

transportable dust collectors for
smoking rooms

흡연실용 집진기
흡착식 집진장치

dust collectors for smoking rooms
absorbing dust collector

[제7류/G381002] 쓰레기 압축기계, 하수 오물 분쇄기

condensing installations

상품의 범위

cinder sifters [machines]
machines for separating recyclable
materials

beaters, electric
oil refining machines
liquefiers and apparatus for recovering
oil for service stations
steam/oil separators
degreasers [machines]
electromechanical machines for
chemical industry

partial condensers for chemical
processing
sorting machines [for chemical
processing]
sintering machines for chemical
processing
calcining machines for chemical
processing
dust collecting machines for chemical
processing

화학공정용 압착기
화학공정용 여과기

presses for chemical processing

화학공정용 용해기

dissolving machines [for chemical
processing]

화학공정용 유화기

emulsifying machines for chemical
processing

화학공정용 조립기(造粒機)

granulating machines for chemical
processing

화학공정용 추출기

extracting machines for chemical
processing

화학공정용 파쇄기
화학공정용 필터프레스
화학공정용 혼합기

disintegrators for chemical processing

유사상품 심사기준

water absorbers for chemical
processing

oil separators

화학공정용 수진기(收塵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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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정용 흡수기

filtering machines for chemical
processing

filter presses for chemical processing
blending machines for chemical
processing

◦ 사업장에서 오수나 폐기물을 정화, 처리하기 위한 기계나 장치
◦ 압축 또는 회전과 같은 기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사물을 건조 하는
장치
◦ 이에 준하는 폐기물처리기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제11류/G381002)
- 산업용 화학기계, 전기도금장치(제7류/G381001)
- 이온화장치(공기처리용은 제외)(제9류/G381001)
- 증류장치, 정수장치, 가스정화장치, 공기건조기, 공기 및 물 처리용
이온화장치(제11류/G381001)

포함되는 상품(예시)

공업용 전기식 쓰레기압축기
공업용 전기식 쓰레기처리기
쓰레기 분리기
쓰레기 분쇄기
쓰레기 압축기계
쓰레기 운반기
쓰레기 제거용 기계기구

food waste disposal machines for
domestic purposes
electric food waste compressing
apparatus for domestic purposes
electric food waste crushing
apparatus for industrial purposes
electric food waste compressing
apparatus for industrial purposes
electric food waste processing
apparatus for industrial purposes
waste separators
waste crushing machines
waste compacting machines
waste material conveying machines
machines tools for removing waste
and trash

쓰레기 처리기
쓰레기 처리용 교반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기
음식물 쓰레기 분해기용 혼합기

waste disposal units

음식물 쓰레기 압축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장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food waste compressors

음식물 쓰레기분쇄기
음식물 폐기물 감량처리기
전기식 폐기물 처리장치
퇴비화기계

electric Crushers for food waste

agitators for waste treatment
seperators for food waste
mixers for food waste disintegrating
machines
food waste recycling apparatus
food waste disposals [garbage
disposals]
food waste reducing processors
waste disposal units, electric
composting machines

7류 G3811
폐기물 선별기
폐기물 압축기
폐기물 제거용 기계

waste sorting machines
trash compactors
machine tools for removing waste
material
sewage pulverizers

하수 오물 분쇄기

[제7류/G3811] 섬유기계
상품의 범위
◦ 섬유를 가공하여 실이나 직물을 만드는 기계나 장치
․ 생산된 직물을 가공하는 것은 재봉기계(재봉틀)로 분류
◦ 위에 준하는 섬유제조 또는 가공용 기기(수공구나 수동기구는
제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재봉틀(제7류/G3817)
- 소모기용 바늘, 어망제조용 북(제26류/G3811)
- 재봉틀 바늘 및 바늘통(제26류/G3817)

협의의 포괄명칭
섬유기계

textile machines

포함되는 상품(예시)
개방형 회전자 방적기용
스피닝박스
공업용 크기 조절 절단기
권사기
기모기(起毛機)
끈 제조기
날염기(捺染機)
다림질 프레스
다림질기계
디지털 날염 발색기
디지털 날염 수세기
디지털 날염 스팀기
디지털 날염 전사기

spinning boxes for open-end rotor
spinning machines
size adjustment cutting machines for
industrial purposes
yarn winding machines
raising machines for textile treating
braiding machines
printing machines [for textile]
ironing presses
ironing machines
digital printing color tones
digital printing rinsing machines
digital printing steam machines
digital printing transferring
machines

레이스 제조기
레이스 제조기 및 그 부품

lace making machines

로프제작기
모시바킹머신
모시브러싱기
물레
바킹머신
박피기계
방사기(紡絲機)
방적기
방적기(紡績機)
방직기계
사이징 적용 기계
산업용 자동 의류 접이식 기계

rope making machines

lace making machines and parts
thereof
ramie barking machines
ramie brushing machines
spinning wheels
barking machines
debarking machines
chemical fiber spinning machines
yarn spinning machines
spinning machines
spinning and weaving machines
machines for the application of sizing
automatic clothes folding machines
for industrial purposes

생사 가공기계
생사(生絲) 검사기
생사(生絲) 묶음장치
섬유 절단기
섬유공업용 기계
섬유송풍 및 타면기

raw silk processing machines

섬유송풍기
섬유직기용 기어
섬유타면기
세탁물 프레스
세틴마무리기계
소면기(梳綿機)
수직기
습윤기(濕潤機)
실 방적기계
실(絲) 그슬리는 기계
실(絲) 절단 및 빗질용 기계
실크스크린 인쇄기계
역직기
연사기
연속 세척 및 표백기

fiber blowing machines

silk yarn testing machines
silk yarn bundling machines
fiber cutting machines
machines for the textile industry
fiber blowing and scutching
machines

연신기
연조기
염색기
옷단감치는 기계
자동직기
자수기(刺繡機)
자수기계용 자수틀
자수기용 밑실감지장지

gears for weaving looms
fiber scutching machines
laundry presses
satinizing machines
carding machines
hand weaving looms
moisteners for textile
yarn spinning machine
yarn singeing machines
yarn slivering and combing machines
silk screen printing machines
power looms
twisting machines
continuous scouring and bleaching
machines
yarn stretching machines
yarn drawing frames
dyeing machines
hemming machines
automatic looms
embroidery machines
tambours for embroidery machines
apparatus for detecting the lower
thread for embroidering machine

전기식 의류 다림질기계
정경기(整經機)
정방기(精紡機)
제망기계기구
조방기
조사기(繰絲機)
조인기
증융기
증포기계
직기
직기용 릴
직기용 보빈
직물 압착기계
직물산업용 기계기구

clothing pressing machines, electric

직물산업용 타면기

scutching machines for the textile
industry

직물염색기계
직물용 분무제동기

machines for dyeing textiles

직물용 윤전기
직물용 인쇄기

rotary presses [for textiles]

yarn warping machines
spinning frames
fish-netting machines
roving machines
silk yarn reeling machines
plaiting machines
wet decatizing machines
decatizing machines
looms
reels for weaving looms
bobbins for weaving looms
textile calendering machines
machines and apparatus for the
textile industry

spray damping machines [for textile
treatment]
printing machines for text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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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류 G3811
직물용 휴대식 회전증기프레스

rotary steam presses, portable, for
fabrics

짜깁기기계
짧은 섬유 절단기
천 전단기계
침염기계
침포(소면기계부품)

darning machines

캘린더(광택기)
코드 제조기
타면기
털 세우는 기계
털 추출기
펠트용 소모기(梳毛機)
펠트용 축직기
편물기계
편물기용 슬라이드
편물기용 운반대
폭출기
표백기
합사기
호부기
호저리 직기

calenders

staple fiber cutting machine
cloth shearing machines
dip-dyeing machines
card clothing [parts of carding
machines]
cord making machines
textile scutching machines
friezing machines
pile-extractors
felt carding machines
felt milling machines
knitting machines
slides for knitting machines
sliders for knitting machines
textile tentering machines
bleaching machines
yarn twisting machines
glue machines
hosiery looms

[제7류/G3812] 산업용 식음료가공기계

과일 세척기계
과일용 전기식 주스추출기
과자 제조기계
교유기(攪乳機)
근채류(根菜類) 슬라이서
다시마 가공기
달걀 슬라이싱 기계
도정기
동력식 고기 절단기
동력식 제분기
된장 제조기계
맷돌
미소 제조기계
바스켓 프레스
반죽기계
버터 제조기
보리 분쇄기
보리가공기계용 롤러
분유 제조기
비가정용 비수동식 커피분쇄기

fruit washing machines

비가정용 전기식 강판

electric graters (other than for
household purposes)

비가정용 전기식 과일 압착기

electric fruit presses (other than for
household purposes)

비가정용 전기식 식품가공기

electric food processors (other than
for household purposes)

비가정용 전기식 음료 조제기

electromechanical beverage
preparation machines (other than for
household purposes)

비가정용 전기식 튀김기계

electric deep-fat fryers (other than
for household purposes)

빵 절단기
사이다 제조기
산업용 과일 압착기(전기식)

bread cutting machines

산업용 또는 비가정용 슬러시
기계
산업용 전기믹서
산업용 전기식 감자 절단기

slush makers for non-household or
industrial purposes

상품의 범위
◦ 주로 식음료를 제조 또는 가공하기 위한 산업용 기계나 장치
◦ 위에 준하는 식음료 제조 또는 가공용 기기(수공구와 수동기구는
제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음료 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제11류/G3812)
- 가정용 전기식 식음료가공기기(제11류/G390601)
- 가정용 식음료준비기구(전기식은 제외)(제21류/G1803)

협의의 포괄명칭
산업용 식음료가공기계

food and drink processing machines
for industrial purposes

포함되는 상품(예시)
간장 및 된장양조기계기구
간장소스 제조기계
간장양조기계
건어물용 조각기계
고기 슬라이싱 기계
고기가공기계
고기저미는 기계
공업용 전기식 대추씨 제거기계
과일 및 야채용 전기식 압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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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wing machines and apparatus for
soybean sauce and soybean paste
soy sauce making machines
machines for making soya sauce
machines for flaking dried fish meat
(kezuri-bushi making machines)
meat slicing machines
meat processing machines

산업용 전기식 과일 압축기
산업용 전기식 식품 믹서기
산업용 전기식 식품 반죽기계
산업용 전기식 식품 분쇄기
산업용 전기식 식품 절단기계
산업용 전기식 식품 혼합기
산업용 전기식 식품가공기

fleshing machines

산업용 제빵기

electric date pit removing machines
for industrial use

상업용 식품 껍질 벗기는 기계

electric squeezers for fruit and
vegetable

상업용 식품 배합기

electrical juice extractors for fruit
machines for making confectionery
churns
root slicing machines
tangle processing machines
egg slicing machines
rice swipper
power-operated meat mincers
power-operated flour mills
miso making machines
millstones
machines for making miso
basket presses
kneading machines
butter machines
barley splitting machines
rollers for barley processing machines
powdered milk making machines
coffee grinders (other than handoperated and not for household
purposes)

soda-pop making machines
electric fruit presses for industrial
purposes

electric mixers for industrial purposes
electric potato chipping machines
for industrial purposes
electric fruit compressors for
industrial purposes
electric food mixers for industrial
purposes
electric dough for food for industrial
purposes
electric food grinders for industrial
purposes
electric food choppers for industrial
purposes
electric blenders for food for industrial
purposes
electronic food processors for
industrial purposes
bread making machines for industrial
purposes
food peeling machines for commercial
use
food mixing machines for commercial
use

7류 G3813
상업용 식품 슬라이스기계
상업용 식품 절단기계
생선묵 제조기
소시지 제조기
순무 절단기계
식용 다시마 처리기계
식용 반죽기계
식용수 무기물화용 기계

food slicing machines for commercial
use
food chopping machines for
commercial use
fish paste making machines
sausage making machines
turnip cutting machines
edible kelp processing machines

coffee extracting machines
cream/milk separators
apparatus for aerating water
aerated beverage making machines
pasta making machines
wine presses
rice huskers

edible paste making machines
machines for the mineralisation of
drinking water

식품 자동코팅기(비가정용)

automatic food coating machines
(other than for household purposes)

식품 정제용 압축 성형기
(비가정용)
압맥기
양조기계
연유 제조기
연유가공기계

extruding machines for refining food
(other than for household purposes)

우유 균질기
원심 제분기(製粉機)
음료가공기계
전기기계식 요리기계

커피 추출기계
크림/우유 분리기
탄산수 제조장치
탄산음료 제조기계
파스타 만드는 기계
포도 압착기계
현미기

barley press rollers
brewing machines
condensed milk making machines
machines for processing condensed
milk
milk homogenizing machines

[제7류/G3813] 제재기계, 목공기계
상품의 범위
◦ 나무를 자르거나 잘린 나무를 가공하기 위한 기계나 장치
◦ 목재를 각목이나 판목 등으로 형태를 바꾸기 위한 기계나 장치
◦ 동력이 부착된 제재 또는 목공용 기기(수공구는 제외)
․ 금속가공기계기구와 기능이 중복되는 것은 목공용으로 한정하여
인정
◦ 위에 준하는 제재 또는 목공용 기기(수동기구는 제외)

centrifugal mills
beverage processing machines
food preparation machines,
electromechanical

전기기계식 음료조제기

beverage preparation machines,
electromechanical

전기식 고기저밈기
전기식 고기절단기
전기식 분쇄 믹서기(비가정용)

meat mincers, electric

전기식 빙삭기
전기식 식품가공기
전기식 식품가공기용 날
전기식 주스 추출기
전기식 채소 슬라이서
전기식 채소용 강판
전기식 커피 분쇄기
전기식 파스타 제조기계
전기식 피자 절단기
전기식 후추제분기
전동 강판
정맥기(精麥機)
정미기(精米機)
제과기계기구
제다(製茶)기계
제당(製糖)기계
제면기
제분기계
제유기계
주류양조기계기구

electric ice shaving machines

채소 세척기계
치즈 슬라이서(기계)
치즈 슬라이싱 기계
치즈 제조기

vegetable washing machines

meat choppers, electric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동력이 부착된 금속용 공구(제7류/G3801)
- 목수용 수공구(제8류/G3813)

협의의 포괄명칭
목공기계
제재기계

elcetric crushing mixers (other than
for household purposes)
food processors, electric
blades for electric food processors
juice extractors, electric
vegetable slicers, electric
vegetable shredders, electric
electrical coffee grinders
pasta making machines, electric
electric pizza cutters
electric pepper mills
electric graters
barley polishing machines
rice polishing machines
confectionery making machines
tea processing machines
sugar making machines
noodle making machines
mills [machines]
oil processing machines
brewing machines and apparatus for
alcoholic drinks

woodworking machines
lumbering machines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는톱(기계톱)
가이드바(전동식 체인톱의 부품
및 부속품)
그루터기 절단기계
기계톱
나무 절단기계
나무그루터기 절단기
동력식 톱
둥근톱반
띠톱
띠톱반
모터구동식 톱
목공 대패반(盤)
목공보오르반
목공선반
목공용 둥근톱반
목공용 라우터
목공용 비트(기계부품)
목공용 샌딩머신
목공용 오거비트(기계부품)
목공용 전기식 칼

hand saws (machines)

목공용 톱니세팅기

guide bar (parts and fittings of eletric
chain saws)
stubble cutting machines
saws [machines]
tree pruning machines
tree stump cutters
power saws
circular saws
band saws
lumbering band saws
motor driven saws
wood planing machines
wood drilling machines
woodturning lathes
circular saws [for woodworking]
routers for woodworking
bit for woodworking (parts of machine)
sanding machines [for woodworking]
wood auger bits (parts of machine)
electric knives for woodworking

cheese slicing machines

목공프레스반

woodworking saw-tooth setting
machines
wood milling machines

cheese making machines

목재 수확기계

timber harvesting machinery

cheese slicers [mach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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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류 G3813
목재 절단기
목재 타출 성형기
목재가공용 기계
목재가공용 레이저 가공기
목재가공용 레이저 드릴링머신

wood chipping machines

목재가공용 레이저 절단기
목재가공용 레이저 조각기

laser cutting machine for woodworking

목재연삭기
목재용 기계톱
목재용 전기식 기계톱
베니어 가공기계
베니어 절단기
베니어 접착기
베니어 접합용 기계
베니어 제조기계
베니어 제조용 프레스
성냥 제조기계
실톱(기계)
일본식 나막신(게타) 성형기계

wood grinding machines

장부가공기
장작용 절단 및 분쇄기용
동력기계
전기식 대패
전기식 미니 톱
전기식 체인톱
전기톱
전동식 실톱
전동식 톱
전동톱날
제재 또는 목공용 톱용 톱니
세팅기
제재용 톱
체인톱
톱 지지대(기계부품)

tenoning machines

톱날(기계부품)
휴대용 제재용 톱

blades [parts of machines]

wood beating machines
machines for woodworking
laser processor for woodworking
laser drilling machine for woodworking
laser engraving machines for
woodworking
wood sawing machines
electric wood saw machines
plywood finishing machines
plywood clipping machines
plywood gluing machines
plywood jointing machines
veneer manufacturing machines
match making machines
scroll saws [machines]

power machines for cutting and
splitting logs for firewood
electric mini saws
electric chain saws

판지상자 제조기계

machines for making cardboard
boxes

펄프 제조기계
펄프 제조기계기구

pulp making machines

펄프정제기
포대 제조기계

pulp refining machines

paper reeling machines
paper calendering machines
paper cutting machines
machines for making paper boxes
paper diaper manufacturing
machines
paper-working machines and
apparatus

pulp making machines and apparatus
paper bag making machines

[제7류/G3815] 인쇄기계, 제본기계
상품의 범위
◦ 인쇄나 제본을 하기 위한 기계나 장치
◦ 위에 준하는 인쇄 또는 제본용 기기(수공구 및 수동기구는 제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등사기, 등사판(제16류/G3601)
- 인쇄활자, 제본재료, 프린팅 블록(제16류/G3815)

electric saws

협의의 포괄명칭

power-operated jig saws
power-operated saws
blades for power saws

인쇄기계
제본기계

saw-tooth setting machines [for
lumbering or woodworking saws]
sawmills
chainsaws
saw benches being parts of
machines

◦ 펄프를 가공하거나 종이를 생산하기 위한 기계나 장치
◦ 위에 준하는 펄프가공 또는 제지용 기기

협의의 포괄명칭
papermaking machines
pulp processing machines

포함되는 상품(예시)

유사상품 심사기준

paper coating machines

electric planes

상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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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코팅기
지공기계기구

Japanese style wooden clogs [Geta]
shaping machines

[제7류/G3814] 펄프가공기계, 제지(製紙)기계

골판지 제조기계

paper box making machines

plywood presses

portable saw mills

제지(製紙)기계
펄프가공기계

상자 제조기계
종이 감는 기계
종이 압착기계
종이 절단기계
종이상자 제조기계
종이제 기저귀 제조용 기계

corrugated cardboard manufacturing
machines

printshop machines
bookbinding machines

포함되는 상품(예시)
UV 프린터(인쇄기계)
공업용 나선철기계

UV printer (printing machines)

공업용 인쇄기

industrial printing machines

공업용 제본기계

bookbinding machines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제본장치 및 기계

bookbinding apparatus and
machines for industrial purposes

교정기계

collating machines

그라비어 인쇄기
사진식자기계

photogravure printing presses

사진제판기계

phototypesetting or composing
machines

사진조판기계
산업용 잉크젯 인쇄 기계
세라믹 재료용 인쇄기용 프레스

photo-engraving machines

세라믹용 인쇄기

printing machines for use with
ceramics

양각판 인쇄기계
엠보싱 인쇄기

machines for embossed printing

연판 인쇄기계

stereotype machines

spiral binding machines for industrial
use

type-setting machines
[photocomposition]

industrial inkjet printing machines
printing presses for ceramic material

embossing printing machines

7류 G3820
옵셋인쇄용 아연판
옵셋인쇄용 판
요(凹)판인쇄기
윤전기
인쇄기용 압지틀
인쇄기용 잉크도포장치

offset printing zinco plates

인쇄기용 종이공급장치

paper feeders for printing presses

인쇄기용 프레스

printing presses

인쇄기용 회전식 롤러

rollers for rotary printing machines

인쇄식자기계

type-setting machines [printing]

인쇄용 롤러
인쇄용 실린더

printing rollers for machines

인쇄용 자모(字母)

matrices for use in printing

인쇄용 자모(字母)상자
인쇄용 종이공급장치

boxes for matrices [printing]

인쇄판

printing plates

철(凸)판인쇄기
판금속용 인쇄기기

typographic presses

평판인쇄기
프린팅블록용 잉크도포장치
활자주조기

planographic printing machines

[제7류/G3818] 가죽가공기계

offset printing plates

상품의 범위

intaglio printing machines
rotary printing presses
tympans [parts of printing presses]
inking apparatus for printing
machines

printing cylinders

paper feeders [printing]

printing machines for use on sheet
metal

◦ 가죽을 가공하거나 구두를 제조하기 위한 기계나 장치
◦ 위에 준하는 가죽가공용 기기(수공구와 수동공구는 제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구두 제조용 구두(型)(수공구)(제8류/G3818)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죽 마감기계
가죽 연마기계
가죽가공기계
가죽벗기는 기계
게타(일본식나막신) 제조기계
구두 제조기계
구두수선용 기계
구두틀(기계부품)
제혁기계

leather finishing machines
leather polishing machines
leather-working machines
leather paring machines
machines for shaping geta
[Japanese-style wooden clogs]
shoe making machines
shoe mending machines
shoe lasts [parts of machines]
leather tanning machines

inking apparatus for printing blocks
typecasting machines

[제7류/G3819] 담배가공기계
상품의 범위

[제7류/G3817] 재봉기계
상품의 범위
◦ 주로 사업장에서 직물이나 가죽 등을 바느질하기 위한 기계
◦ 위에 준하는 재봉용 기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바늘통(제26류/G1824)
- 재봉틀용 바늘(제26류/G3817)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정용 재봉틀
가정용 재봉틀용 밑실 공급장치

sewing machines for household
purposes
yarn feeding devices for sewing
machine for household purposes

◦ 엽연초를 가공하거나 담배를 제조하기 위한 기계나 장치
◦ 위에 준하는 담배가공 또는 제조용 기기(수공구와 수동공구는
제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담배용 냉각장치, 담배 로스터(Roaster)(제11류/G3819)

포함되는 상품(예시)
공업용 담배 제조기
담배 제조기계
담배가공기계
담배필터로드 제조기계

공업용 재봉기

sewing machine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재봉틀
공업용 재봉틀용 밑실 감지장치

industrial sewing machines

공업용 재봉틀용 밑실 공급장치

yarn feeding devices for sewing
machine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재봉틀용 보빈케이스

bobbin cases for sewing machine for
industrial purposes

스티칭머신

stitching machines

재봉기계

sewing machines

재봉틀용 보빈

bobbins for sewing machines

도공용 물레
동력식 도공용 휠
세라믹 고속가공기

재봉틀용 페달식 구동장치

pedal drives for sewing machines

세라믹가공기계

yarn sensing devices for sewing
machine for industrial purposes

cigarette machines for industrial
purposes
cigarette making machines
tobacco processing machines
machines for making cigarette filter
rods

[제7류/G3820] 유리가공기계
상품의 범위
◦ 유리기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기 위한 기계나 장치
◦ 위에 준하는 유리가공용 기기(수공구와 수동기구는 제외)

포함되는 상품(예시)
potters' wheels
power-operated potters' wheels
ceramic high-speed processing
apparatus
ceramics working mach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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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류 G3820
유리가공기계
유리가공용 레이저 용접기

glass-working machines
laser welding machines for
glassworking

공업용 밀봉기계

유리가공용 레이저가공기

laser processing (working)
machines for glassworking

유리가공용 레이저드릴링머신

laser drilling machines for
glassworking

공업용 베일러

sealing machines for industrial
purposes
balers for industrial use

깡통뚜껑 부착기

can capping machines

유리기구 제조기계

glassware manufacturing machines

담배용 파우치 포장기계

pouch packing machines for tobacco

뚜껑 부착기

capping machines

로켓용 밀봉기계

sealing machines for rockets

묶음기계

bundling machines

물품 이송공급기(포장기계의
부품)

feeders [parts of packaging machines]

물품 핸들링장치(포장기계의
부품)

product handling units (parts of
packaging machines)

병 밀봉기계

bottle sealing machines

병 충전기계

bottle filling machines

병뚜껑 부착기계

bottle capping machines

병조림기계

bottling machines

봉투 공급장치

envelope feeders

봉투 봉인 및 삽입기계(포장기계)

envelope stuffing and inserting
machines [packaging machines]

hot adhesive guns

봉투 삽입기계

envelope inserting machines

painting machines

산업용 전기식 식품 충전기계기구

electric food charges for industrial
purposes

수축필름용 터널(포장 및
밀봉기계의 부품)

tunnel for shrink film (parts of packing
and sealing machines)

atomisers [machines]

수축필름용 히트탱크(포장 및
밀봉기계의 부품)

heat tank for shrink film (parts of
packing and sealing machines)

whitewashing machines

식음료 병뚜껑 부착기

bottle capping machines for food and
beverages

pulverisers [machines]

식품용 포장기계

packaging machines for food

colour-washing machines

식품용기 밀봉장치

sealing apparatus for food container

machinery for spray coating

식품용기 포장장치

packing apparatus for food container

dosing injecter for epoxy glues

식품자동포장기계

automatic packing machines for
food

식품진공포장기계

vacuum packing machines for food

약병포장용 병뚜껑 부착기

bottle capping machines for packing
medicine bottles

glue guns, electric

약병포장용 설명서 부착기

automatic sprayers for electrostatic
painting
tarring machines

guide bonding machines for packing
medicine bottles

약병포장용 액체 자동포장기

automatic liquid packing machines
for packing medicine bottles

paint spray guns

약병포장용 약 복용량 분류기계

medicine dosing sorting machines
for packing medicine bottles

용기용 액체 충전기계

machines for filling containers with
liquid

전기식 포장용 플라스틱 봉합
장치

electrical apparatus for sealing
plastics [packaging]

진공포장기계

vacuum packing machines

채소 포장기

vegetable packing machines

충전기계

filling machines

통조림기계

canning machines

포장기계
포장용 봉함기

packaging machines

[제7류/G3821] 도장(塗裝)기계
상품의 범위
◦ 도료(페인트)를 칠하기 위한 기계나 장치
◦ 위에 준하는 도장용 기기(수공구/수동기구/브러시는 제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페인트분무용 금속제 부스(제6류/G3821)
- 장식도공용 브러시(제16류/G3104)
- 페인트분무용 비금속제 부스(제19류/G3821)

포함되는 상품(예시)
고온접착제 분무기
도장(塗裝)기계
도장(塗裝)용 에어 브러시
도장기계용 분체처리장치

air brushes for applying colour

도장용 분무기
도장용 분무기계
백색도료 도장기계
분말코팅용 분사기
분무기계
수성컬러도료 도장기계
스프레이 코팅기
에폭시 접착제 정량주입기
자동 정전식 도장용 분무기
자동차 브레이크패드 성형용
분체도장기
전기식 글루건
정전기식 도장용 자동분무기
타아르도장용 기계
페인트 분무기(페인트 분무용 총)
페인트용 에어브러시
회반죽의 공압식 분무기

particle processing apparatus for
painting machines
spray guns for paint

powder coating spray guns

automatic electrostatic paint
sprayers
particle painting machines for
forming automobile brakepad

air brushes for applying paint
compressed air guns for the extrusion
of mastics

[제7류/G3822] 포장기계, 전기식 포장용 플라스틱봉함
장치
상품의 범위
◦ 물건을 싸서 꾸리거나 봉인하기 위한 기계나 장치
◦ 위에 준하는 포장용 기기(수공구/수동기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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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는 상품(예시)

sealing machines for packing

7류 G3823

[제7류/G3823] 동력기계(육상차량용은 제외)
상품의 범위
◦ 풍력, 수력 등을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기 위한 기계나 장치
(육상차량용은 제외)
◦ 동력용 증기보일러(육상차량용은 제외)
◦ 위에 준하는 동력발생용 기기(육상차량용은 제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은 제외)(제7류/G3825)
- 난방장치, 난방용 보일러(수송기계용은 제외), 증기보일러
(기계의 부품은 제외)(제11류/G2801)
- 육상차량용 동력기계(제12류/G3823)
-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제12류/G3825)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스분사식 발전용 엔진
가스터빈(비육상차량용)
공기부양선용 엔진
과급기(過給機)
과열기(過熱機)
기계 엔진용 팬
기계보일러용 물때수집기
기계부품용 온수기
기계용 실린더
기계용 유압식실린더
기계용 터보차저
기화기
내연기관 배기시스템용 마운팅
브래킷
내연기관 배기시스템용 마운팅
행거
내연기관 배기시스템용
미립자공기필터
내연기관 배기시스템용
산화질소트랩
내연기관 부품용 연료 및 공기
혼합조절기
내연기관용 배기용 매니폴드
내연기관용 연료인젝터
내연기관용 연료전화(轉化)
장치
내연기관용 연료주입기기
내연기관용 유체활성화장치
내연기관용 점화장치
내연기관용 점화코일
내연기관용 점화플러그
내연기관용 팬
내연기관용 플랜지(내연기관
부품임)

gas spraying generating engines
gas turbines, other than for land
vehicles
engines for air cushion vehicles
superchargers
superheaters
fans for machine engines
scale collectors for machine boilers
water heaters being parts of machines
cylinders for machines
hydraulic cylinders for machines
turbochargers for machines

내연기관용 피스톤
내연기관용 흡기 매니폴드
내연기관용 히트라이저
동력기계(육상차량용은 제외)

pistons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s
Intake manifolds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s
heat risers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s
motive power machines (other than
for land vehicles)

동력용 증기보일러(육상차량용은
제외)
디젤엔진용 가열플러그
디젤엔진용 배기가스 처리시스템

steam boilers for power generation
(other than for land vehicles)

디젤엔진용 점화플러그
모델 차량용 엔진
모터 및 엔진용 오일여과기
모터 및 엔진용 촉매 변환기

glow plugs for diesel engines

모터 및 엔진용 필터
모형보트용 엔진
모형항공기용 엔진
미립자필터(엔진부품)
밀봉조인트(엔진부품)
보일러관(기계부품)
보트용 엔진
비수송기계기구 엔진냉각용
엔진오일쿨러
비수송기계기구 엔진냉각용 팬

diesel-engine heating plugs
exhaust gas treatment systems for
diesel engines
engines for model vehicles
oil filters for motors and engines
catalytic converters for motors and
engines
filters for motors and engines
engines for model boats
engines for model aircraft
particulate filters [parts of engines]
sealing joints [parts of engines]
boiler tubes [parts of machines]
engines for boats
engine oil coolers for cooling
engines other than for vehicles
pans for cooling engines other than
for vehicles

비수송기계기구 엔진용
공기필터
비수송기계기구 엔진용
실린더블록
비수송기계기구 엔진용
실린더헤드
비수송기계기구 엔진용
연료필터
비수송기계기구용 가솔린엔진

air filters for engines for other than for
vehicles

비수송기계기구용 디젤엔진

diesel engines (other than for
vehicles)

비수송기계기구용 램제트기관

ram jet engines (other than for
vehicles)

exhaust manifold for engines

비수송기계기구용 압축공기기관

fuel injectors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s

compressed-air engines (other than
for vehicles)

비수송기계기구용 증기기관

steam engines (other than for
vehicles)

비수송기계기구용 증기기관
보일러
비수송기계기구용 터보프롭기관

steam engine boilers other than for
vehicles

carburetors
mounting brackets adapted for
exhaust systems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s
mounting hangers adapted for
exhaust systems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s
particulate air filters for exhaust
systems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s
nitrogen oxide traps for exhaust
systems being parts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s
fuel and air mixture regulators being
parts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s

fuel conversion apparatus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s
fuel injection devices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s
hydraulic active apparatus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s
igniting devices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s
ignition coil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s
sparking plugs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s
pans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s
flanges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s (parts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s)

비육상차량용 가솔린엔진
비육상차량용 공기터빈
비육상차량용 동력발생용
내연기관
비육상차량용 디젤엔진
비육상차량용 로켓엔진
비육상차량용 스팀선박기관

cylinder blocks for engines other
than for vehicles
cylinder head for engines other than
for vehicles
fuel filters for engines for other than
for vehicles
gasoline engines (other than for
vehicles)

turbo prop engines (other than for
vehicles)
gasoline engines not for land
vehicles
air turbines, not for land vehicles
internal combustion engines for
power generation, other than for land
vehicles
diesel engines not for land vehicles
rocket engines not for land vehicles
steam marine engines [not for land
vehicles]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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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육상차량용 엔진
비육상차량용 엔진 마운트
비육상차량용 제트엔진
비육상차량용 증기기관
비육상차량용 증기터빈
비육상차량용 터보프롭기관
비육상차량용 터빈
비육상차량용 터빈휠
비행기구용 엔진
선박 또는 항공기용 램제트기관
선박 또는 항공기용 수력터빈
선박 또는 항공기용 압축공기기관
선박 또는 항공기용 증기기관
선박 및 항공기용 터보프롭기관
선박 엔진용 오일여과기
선박엔진용 매니폴드
선박엔진용 실린더헤드
선박엔진용 인젝터
선박엔진용 피스톤
선박엔진의 부품 및 부속품
선박용 과급기(過給機)
선박용 내연기관
선박용 실린더용 피스톤
선박용 엔진
선박용 오일필터
수력터빈
수송기계기구 배기장치 부품용
헤더
수송기계기구 배기장치용 소음기
수송기계기구 배기장치용
촉매변환기
수송기계기구 엔진용 배전기
수송기계기구 엔진용 연료필터
수송기계기구 엔진용 점화와이어
수송기계기구 엔진용 캠축
수송기계기구 엔진용 피스톤
수송기계기구용 엔진 실린더
수송기계기구용 전자식
점화장치
실린더용 피스톤
압축공기엔진
엔진냉각용 라디에이터
엔진보일러 급수장치
엔진보일러용 부속품
엔진보일러용 연관(煙管)
엔진부품용 고무업소버
엔진부품용 라이너 오링
엔진부품용 메인라인필터
엔진부품용 멤브레인필터
엔진부품용 배기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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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s, not for land vehicles
engine mounts, other than for land
vehicles
jet engines, other than for land
vehicles
steam engines [not for land vehicles]
steam turbines, not for land vehicles
turboprop engines [not for land
vehicles]
turbines, other than for land vehicles
turbine wheels (not for land vehicles)
engines for aerostats
ram jet engines for ships or aircrafts
hydraulic turbines for ships or aircrafts
compressed air engines for ships or
aircrafts
steam engines for ships or aircrafts
turboprop engines for ships and
aircrafts
oil filters for engines for ships
manifold for engines for ships
cylinder heads for engines for ships
injectors for engines for ships
pistons for engines for ships
parts and fittings for engines for ships
superchargers for ships
internal combustion engines for
boats
pistons for cylinder for ships
engines for marine vessels
oil filters for ships
hydraulic turbines
headers being parts of vehicle
exhaust systems
silencers as part of vehicle exhaust
systems
catalytic converter units for vehicle
exhausts
distributors for vehicle engines
fuel filters for vehicle engines
ignition wires for vehicle engines
camshafts for vehicle engines
pistons for vehicle engines
engine cylinders for vehicles
electronic ignitions for vehicles
pistons for cylinders
compressed air engines
engine cooling radiators
feeding apparatus for engine boilers
fittings for engine boilers
flues for engine boilers
rubber absorbers for engine parts
liner o-ring (parts of engines)
main line filter (parts of engines)
membrane filters (parts of engines)
exhaust valves (parts of engines)

엔진부품용 실린더라이너
엔진부품용 실린더헤드
엔진부품용 액체필터
엔진부품용 어셈블리 연료필터
엔진부품용 연료여과기
엔진부품용 주입밸브
엔진부품용 처리라인 여과기
엔진부품용 캔들필터
엔진부품용 크랭크샤프트
엔진부품용 크랭크핀 베어링
엔진부품용 통풍필터
엔진부품용 플라스틱 멜트 필터
엔진부품용 피스톤링
엔진부품용 필터
엔진용 공기청정기
엔진용 로커암
엔진용 배기소음기
엔진용 배기장치
엔진용 벨로시티 스택스
엔진용 실린더
엔진용 실린더헤드
엔진용 압력인젝터
엔진용 연료절감장치(육상
차량용은 제외)
엔진용 연료절약장치
엔진용 오염방지장치
엔진용 오일쿨러
엔진용 인젝터
엔진용 파워증강장치(육상
차량용은 제외)
엔진용 푸시로드
엔진용 피스톤
엔진용 필터
엔진용 흡입매니폴드
엔진의 냉각공기청정용 여과기
오일 여과기
우주항공기용 엔진
원자력 원동기
육상차량 및 선박 엔진용 연료
주입기 부품
육상차량 엔진용 배기파이프

cylinder liner (parts of engines)
cylinder head (parts of engines)
liquid filter (parts of engines)
assembly fuel filters (parts of engines)
Fuel filters [parts of engines]
injection valves (parts of engines)
process line filters (parts of engines)
candle filters (parts of engines)
crank shaft (parts of engines)
crank pin bearings (parts of engines)
aerating filter (parts of engines)
plastic melt filter (parts of engines)
piston rings being engine parts
filters (parts of engines)
air cleaners [parts of engines]
rocker arms for engines
exhaust silencers for engines
exhausts for engines
velocity stacks for engines
cylinders for engines
cylinder heads for engines
pressure injector for engines
fuel economisers for engines (other
then for land vehicles)
fuel economisers for engines
anti-pollution devices for engines
oil coolers for engines
injectors for engines
power increasing apparatus for
engines (other then for land vehicles)
push rods for engines
pistons for engines
filters for engines
intake manifolds for engines
filters for cleaning cooling air, for
engines
oil filters
aeronautic engines
nuclear prime movers
fuel injector parts for land and water
vehicle engines
exhaust pipes for land vehicle
engines

육상차량엔진용 연료펌프
육상차량용 기계식 엔진부품

fuel pumps for land vehicle engines

육상차량용 배기파이프
육상차량용 액화연료분사기

exhaust pipe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엔진실린더
육상차량용 엔진용 피스톤
자동차 엔진용 오일필터
자동차 엔진용 점화코일
자동차 엔진용 필터
자동차용 배기파이프

mechanical engine parts for land
vehicles
liquefied fuel injectors for land
vehicles
engine cylinders for land vehicles
pistons for land vehicle engines
oil filters for automobile engines
ignition coils for automotive engines
filters for automobile engines
automotive exhaust pipes

7류 G3824
자동차용 엔진공기필터
자동차용 엔진블록
전기식 배관스네이크
전동식 배관 스네이크
점화플러그(비육상차량용)
점화필터(엔진부품)
조인트(엔진부품)
증기기관
증기기관보일러
증기응축기(기계부품)

air filters for automobile engines

증기트랩
지게차용 배기장치
지게차용 소음기
촉매 변환기
카뷰레터
캠스프로켓(엔진타이밍 부품)

steam traps

캬뷰레터피이더
풍력발전용 터빈
플런저 피스톤
피스톤(기계부품)
피스톤(엔진부품)
피스톤링
피스톤세그먼트
항공기용 엔진

carburetter feeders

automotive engine blocks
plumbing snakes, electric
power-operated plumbing snakes
sparking plugs not for land vehicles
ignition coils [parts of engines]
joints [parts of engines]
steam engines
steam engine boilers
steam condensers [parts of
machines]
exhausts for forklift trucks
mufflers for forklift trucks
catalytic converters
carburetters
engine timing components, namely,
cam sprockets
wind turbines
plunger pistons
pistons [parts of machines or engines]
pistons(parts of engine)
piston rings
piston segments
aeroplane engines

[제7류/G3824] 펌프, 압축기, 송풍기
상품의 범위
◦ 펌프, 압축기, 송풍기
◦ 위에 준하는 액체 또는 기체 압축용 기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수차(水車), 풍차(제7류/G3829)
- 수동식 펌프(제8류/G3824)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스 운송용 진공펌프
가스의 압축/배출 및 운송용
송풍기

gas-transfer vacuum pumps

가압펌프
곡물의 압축/흡입 및 운송용
송풍기

pressure boosting pumps

곡물의 압축/흡입 및 운송용
팬
공기압축기
공기펌프(주차장 설비)
공압식 펌프
공압식 폐오일 수집기
공업용 열풍송풍기

fans for the compression, sucking
and carrying of grain

blowing machines for the
compression, exhaustion and
transport of gases
blowing machines or fans for the
compression, sucking and carrying
of grain

air compressors
air pumps [garage installations]
pneumatic pumps
pneumatic waste oil drainers
hot air blowers for industrial purposes

관수펌프
굴착기용 유압펌프
그라인더펌프
급수펌프
기계/모터 및 엔진용 압축기
기계/모터 및 엔진용 펌프
기계/엔진 또는 모터용 펌프
기계용 압축기
기계용 펌프
기어식 진공펌프
난방설비용 펌프
냉각기용 압축기
냉매 회수 및 재생용 압축기

water supply pump
hydraulic pumps for excavators
grinder pump
pumps for water supply
compressors as parts of machines,
motors and engines
pumps as parts of machines, motors
and engines
pumps [parts of machines, engines
or motors]
compressors for machines
pumps [machines]
gear operated vacuum pump
pumps for heating installations
refrigerator compressors
compressors for recovering and
recycling refrigerant gases

냉매 회수 펌프
다단계 나사펌프
다이아프램 진공펌프
단조용 송풍기
도로건설용 펌프
동력발생용 오일 및 가스산업용
가스압축기 오일펌프

refrigerant recovery pumps

동력발생용 오일 및 가스산업용
가스압축기 축

shafts for gas compressors for the oil
and gas industry and for power
generation

동력발생용 오일 및 가스산업용
가스압축기 파이프라인

pipelines for gas compressors for the
oil and gas industry and for power
generation

맥주펌프
모터 및 엔진용 양수기
물여과장치용 양수기
배수용 기계
배출기
배출펌프
분자 진공펌프
분진 배출용 송풍기

beer pumps

비수송기계기구 엔진냉각용
워터펌프
사류펌프
산업기계용 유압펌프

water pumps for cooling engines
other than for vehicles

diaphragm vacuum pumps
forge blowers
pump for road construction
oil pumps for gas compressors for
the oil and gas industry and for power
generation

water pumps for motors and engines
water pumps for water filtering units
drainage machines
ejectors
sump pumps
molecular vacuum pumps
blowing machines for exhaustion of
dust

세정설비용 고압 펌프
세척장치 및 설비용 고압펌프
송풍기
수송기계기구용 공기압축기
수압펌프
수영장용 양수기
수영장용 전기식 양수기
수영장용 전기펌프
수중펌프
수직 터빈 펌프
순환펌프

multi-phase screw pumps

mixed flow pumps
hydraulic pumps for industrial
machines
high-pressure pumps for washing
installations
high-pressure pumps for washing
appliances and installations
blowing machines
air compressors for vehicles
hydraulic pumps
water pumps for swimming pools
electric water pumps for swimming
pools
electric pumps for swimming pools
submersible pumps
vertical turbine pumps
circulating pu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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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류 펌프
스크류식 진공펌프
슬러지 펌프
실트 펌프
압력식 맥주퍼올리는 장치

screw pumps

압축공기 기계
압축공기펌프
압축기
양수기
에어컨디셔너용 압축기
엔진냉각용 펌프
역삼투 펌프
역전류식 수영장용 펌프
오일드레인 펌프
온천욕용 욕조용 양수기
온천욕용 욕조용 전기식 양수기
왕복 진공 펌프
왕복압축기
왕복펌프
욕조용 양수기
욕조용 전기식 양수기
용적식 펌프
원심계량펌프
원심송풍기
원심압축기
원심펌프
유압펌프
유정(油井)용 펌프기
육상차량 엔진용 오일펌프
육상차량 엔진용 워터펌프

compressed air machines

육상차량 엔진용 펌프
음료 산업용 펌프(기계)

pumps for land vehicle engines

이젝터펌프
자동차용 워터펌프
자동차용 유압펌프
잔디찌꺼기용 동력식 송풍기
전기식 압축기
전기펌프
전동식 송풍기
정량 펌프
제습기용 압축기

ejector pump

진공펌프
진공펌프기계
진공펌프기계용 진공패드

vacuum pumps

축류 송풍기
축류 압축기
축류 펌프
컨베이어시스템용 송풍기

axial flow bl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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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w vacuum pumps
sludge pumps
silt pumps
apparatus for drawing up beer under
pressure
compressed air pumps
compressors
water pumps
compressors for air conditioners
pumps for cooling engines
reverse osmosis pumps
pumps for counter-current swimming
oil drain pumps
water pumps for spa baths
electric water pumps for spa baths

터보 송풍기
터보 압축기
펄프 제조기계용 펌프
펌프 및 압축기(기계/모터 및
엔진부품)
펌프용 다이아프램
펌프용 임펠러
풍차 펌프
확산펌프
회전 송풍기
회전 압축기
회전 펌프
회전식 로브펌프
회전진공 펌프
횡형 다단 펌프
흡입 펌프

turbo blowers
turbocompressors
macerator pumps
pumps and compressors as parts of
machines, motors and engines
pump diaphragms
pump impellers
windmill pumps
diffusion pumps
rotary blowers
rotary compressors
rotary pumps
rotary lobe pumps
rotary vacuum pumps
horizontal multi-stage pumps
suction pumps

reciprocating vacuum pumps
reciprocating compressors
reciprocating pumps

[제7류/G3825]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은 제외)
상품의 범위

water pumps for baths
electric water pumps for baths
positive displacement pumps
centrifugal metering pumps
centrifugal blowers
centrifugal compressors
centrifugal pumps
hydraulic pressure pump
oil-well pumping machines

◦ 엔진이나 모터 등에서 발생한 동력을 필요한 부분에 전달하기 위
한 기계나 장치(육상차량용은 제외)
◦ 위에 준하는 동력전달용 기기(육상차량용은 제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동력기계(증기보일러와 육상차량용은 제외)(제7류/G3823)
- 육상차량용 동력기계(제12류/G3823)
-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제12류/G3825)

oil pumps for land vehicle engines
water pumps for land vehicle
engines
pumps [machines] for the beverage
industry
water pumps for automobiles
hydraulic pumps for automobiles
power blowers for lawn debris
electric compressors
electrical pumps
power operated blowers
controlled volume pumps
compressors for dehumidifying
machines
vacuum pumps [machines]
vacuum pads for vacuum pump
machines
axial flow compressors
axial flow pumps
blowers for use with conveying
systems

포함되는 상품(예시)
감속기어(기계부품)
공업용 기계/모터 및 엔진용
전동벨트
공업용 모터용 타이밍벨트
굴착기용 유압제어장치
기계 및 기어용 톱니바퀴장치
기계 및 원동기용 공기제어장치
기계 및 원동기용 유압제어장치
기계/모터 및 엔진용 공압식
제어기
기계/모터 및 엔진용 수압식
제어기
기계/모터 및 엔진용 연접봉
(連接捧)
기계/모터 및 엔진용 캠스프라켓
기계/모터 및 엔진용 크랭크
케이스
기계/모터 및 엔진용 텐셔너
기계/모터 및 엔진용 텐션가이드

reduction gears being parts of
machines
power transmission belts for
machines, motors and engines used
in industrial applications
timing belts for industrial motors
hydraulic controls for excavators
wheelwork machines and gears
air control device for machine and
prime movers
hydraulic controls for machine and
prime movers
pneumatic controls for machines,
motors and engines
hydraulic controls for machines,
motors and engines
connecting rods for machines,
motors and engines
cam sprockets for machines/motors
and engines
crankcases for machines, motors
and engines
tensioners for machines/motors and
engines
tension guides for machines/motors
and engines

7류 G3825
기계/모터 및 엔진용 플라이휠
기계/엔진 또는 모터용 제어장치
기계/엔진 또는 모터용 제어
케이블
기계/엔진 및 모터용 속도조절기
기계/엔진 및 모터용 유압식
동력제어기
기계식 감는장치
기계용 공압식 제어기
기계용 기어
기계용 벨트
기계용 속도조절기
기계용 수압식 제어기
기계용 연접봉
기계용 전동기어
기계용 전동벨트
기계용 크랭크케이스
기계용 클러치
기계용 타이밍벨트
기계용 톱니바퀴장치
기계용 트랜스미션
기계용 플라이휠
기계용 휠
농기계용 벨트
동력발생용 오일 및 가스산업용
가스압축기 연접봉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은
제외)
로봇용 기어
롤러체인(기계부품)
릴(기계부품)
모터 및 엔진용 공압식 제어기
모터 및 엔진용 벨트
모터 및 엔진용 속도조절기
모터 및 엔진용 수압식 제어기

flywheels for machines/motors and
engines
control mechanisms for machines,
engines or motors
control cables for machines, engines
or motors
speed governors for machines,
engines and motors
hydraulic power controllers for
machines/engines and motors
reeling apparatus, mechanical
pneumatic controls for machines
gears for machines
belts for machines
speed governors for machines
hydraulic controls for machines
connecting rods for machines
transmission gears for machines
power transmission belts for machines
crankcases for machines
clutches for machines
timing belts for machines
machine wheelwork

비수송기계기구용 기어
비수송기계기구용 기어박스
비수송기계기구용 롤러체인
비수송기계기구용 변속기

gears other than for vehicles

비수송기계기구용 전동체인

transmission chains other than for
vehicles

비수송기계기구용 전동축

transmission shafts other than for
vehicles

비수송기계기구용 캠
비수송기계기구용 클러치
비수송기계기구용 톱니바퀴
비수송기계기구용 트랜스미션
비수송기계기구용 피혁벨트
비육상차량용 감속기어

cams other than for vehicles

비육상차량용 구동체인

drive chains other than for land
vehicles

비육상차량용 기계동력전도장치

power transmissions and gearing for
machines [not for land vehicles]
gears, other than for land vehicles

비육상차량용 기어
비육상차량용 기어박스
비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

transmissions for machines
machine fly-wheels

gear boxes other than for vehicles
roller chains other than for vehicles
speed change gears other than for
vehicles

clutches other than for vehicles
wheelwork other than for vehicles
transmissions other than for vehicles
leather belts other than for vehicles
reduction gears, other than for land
vehicles

gear boxes, other than for land
vehicles
power transmissions and gearings
for machines (other than for land
vehicles)

비육상차량용 랙구동 기어

rack and pinion gear other than for
land vehicles

비육상차량용 롤러체인

roller chains, other than for land
vehicles

비육상차량용 유성기어

planetary gears, other than for land
vehicles

비육상차량용 유압식 토크컨버터

hydraulic torque converters, other
than for land vehicles

비육상차량용 전동벨트

transmission belts [not for land
vehicles]

비육상차량용 전동체인

transmission chains, other than for
land vehicles

비육상차량용 전동축

transmission shafts, other than for
land vehicles

비육상차량용 정유압식 트랜스
미션
비육상차량용 중공 감속기

hydrostatic transmissions for other
than land vehicles

비육상차량용 추진장치

propulsion mechanisms, other than
for land vehicles
clutches, other than for land vehicles

timing belts for motors and engines

비육상차량용 클러치
비육상차량용 토크 트랜스
미션장치

fan belts for motors and engines

비육상차량용 토크컨버터

torque converters other than for land
vehicles

비육상차량용 트랜스미션
기계장치

transmission mechanisms, other
than for land vehicles

선박 또는 항공기용 고무벨트

rubber belts for ships or aircrafts

선박 또는 항공기용 구동체인

driving chains for ships or aircrafts

선박 또는 항공기용 기어

gears for ships or aircrafts

machine wheels
belts for farm vehicle machines
connecting rods for gas
compressors for the oil and gas
industry and for power generation
power transmissions and gearings
(other than for land vehicles)
gears for robot
roller chains being parts of machines
reels [parts of machines]
pneumatic controls for motors and
engines
belts for motors and engines
speed governors for motors and
engines
hydraulic controls for motors and
engines

hollow reduction gear other than for
land vehicles

모터 및 엔진용 연접봉(連接捧)

connecting rods for motors and
engines

모터 및 엔진용 크랭크케이스
모터 및 엔진용 타이밍벨트
모터 및 엔진용 팬벨트
모터용 공압식 제어기
모터용 속도조절기
모터용 수압식 제어기
모터용 크랭크케이스
발전기용 벨트
변속기(기계부품)

crankcases for motors and engines

선박 또는 항공기용 기어박스

gear boxes for ships or aircrafts

비수송기계기구용 고무벨트
비수송기계기구용 구동체인
비수송기계기구용 구동축
(기계부품)

rubber belts other than for vehicles

선박 또는 항공기용 롤러체인

roller chains for ships or aircrafts

driving chains other than for vehicles

선박 또는 항공기용 변속기

drive shafts other than for vehicles
(machine parts)

speed change gears for ships or
aircrafts

선박 또는 항공기용 연결기

couplers for ships or aircrafts

pneumatic controls for motors
speed governors for motors
hydraulic controls for motors
crankcases for motors
dynamo belts
speed change gears being parts of
machines

torque transmission devices (except
for land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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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또는 항공기용 전동체인

electric chains for ships or aircrafts

선박 또는 항공기용 전동축

electric transmission shafts for ships
or aircrafts

선박 또는 항공기용 캠

cams for ships or aircrafts

선박 또는 항공기용 클러치

clutches for ships or aircrafts

선박 또는 항공기용 토크컨버터

torque converters for ships or
aircrafts

선박 또는 항공기용 트랜스미션

transmissions for ships or aircrafts

선박 또는 항공기용 피혁벨트

leather belts for ships or aircrafts

수압식 토크컨버터(비육상
차량용 기계요소)

hydraulic torque converters [machine
elements not for land vehicles]

신축호스용 기계식 릴

reels, mechanical, for flexible hoses

엔진 및 모터용 공압식 제어기

pneumatic controls for engines and
motors

엔진 및 모터용 속도 조절기

speed governors for engines and
motors

엔진 및 모터용 수압식 제어기

hydraulic controls for engines and
motors

엔진 및 모터용 크랭크케이스

crankcases for engines and motors

엔진 및 모터용 타이밍벨트

timing belts for engines and motors

엔진용 공압식 제어기

pneumatic controls for engines

엔진용 벨트

belts for engines

엔진용 속도조절기

speed governors for engines

엔진용 수압식 제어기

hydraulic controls for engines

엔진용 연접봉

connecting rods for engines

엔진용 크랭크케이스

crankcases for engines

엔진용 타이밍벨트

timing belts for engines

엘리베이터 기어

elevator gears

엘리베이터용 체인(기계부품)

elevator chains [parts of machines]

육상차량엔진용 연접봉(連接捧)

connecting rods for land vehicle
engines

육상차량용 엔진용 타이밍 벨트

timing belts for engine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엔진용 팬벨트

fan belts for land vehicle engines

전동 벨트

transmission belts

정원호스용 전기식 릴

electric reels for garden hoses

캠(기계부품)

cams being parts of machines

크랭크(기계부품)
클러치 및 동력전도장치(육상
차량용은 제외)

cranks [parts of machines]

협의의 포괄명칭
shock absorbers for machine (other
than for vehicles)

기계용 완충기기(수송기
계용은 제외)

포함되는 상품(예시)
금속제 플런저 팁(기계부품)

metal plungers tips (parts of
machines)

기계용 스프링완충기기

spring shock absorbers for machines

기체완충장치(기계부품)

hydraulic accumulators being parts
of machines

비수송기계기구용 나선용수철

spiral springs other than for vehicles

비수송기계기구용 레일완충
기(기계부품)

shock absorbing rails, other than for
vehicles[parts of machines]

비수송기계기구용 스프링완충기

spring buffers other than for vehicles

비수송기계기구용 스프링
유압완충기

spring hydraulic buffers other than
for vehicles

비수송기계기구용 에어스프링

air springs other than for vehicles

비수송기계기구용 판스프링

lamellar springs other than for
vehicles

완충기 플런저(기계부품)

dashpot plungers [parts of machines]

[제7류/G3827, G3712] 기계용 제동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
상품의 범위
◦ 기계요소 중에서 바퀴의 회전을 늦추거나 멈추게 하기 위한 장
치(수송기계용은 제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수송기계용 제동장치(제12류/G3712)

포함되는 상품(예시)
기계용 브레이크
기계용 제동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

brakes for machines

디스크브레이크(기계부품)

disc brakes being parts of machines

비수송기계기구용 디스크브
레이크

disk brakes other than for vehicles

비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
라이닝

brake linings, other than for vehicles

비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슈

brake shoes other than for vehicles

상품의 범위

비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편

brake segments, other than for
vehicles

◦ 충격을 흡수 또는 완화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중에서 기계부품으로
쓰이는 것(수송기계용은 제외)
◦ 위에 준하는 완충용 기구(수송기계용은 제외)

비수송기계기구용 원추브레이크

conical brakes other than for vehicles

비육상차량용 밴드브레이크

band brakes, other than for land
vehicles

비육상차량용 블록브레이크

block brakes [machine elements not
for land vehicles]

산업기계용 브레이크

brakes for industrial machines

수송용 이외의 브레이크 패드

brake pads, other than for vehicles

원뿔 브레이크(기계부품)

cone brakes being parts of machines

clutches and apparatus for power
transmission, other than for land
vehicles

[제7류/G3826, G3711] 기계용 완충기기(수송기계용은 제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자동차용 완충기(제12류/G3711)
- 고무제 완충기(제17류/G3826, G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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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king devices for machine (other
than for vehicles)

7류 G3828

[제7류/G3828] 기계부품용 링(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부품용 밸브(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부품용 베어링(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부품용 스프링(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부품용 커플링(육상차량용은 제외)
상품의 범위
◦ 기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동력전도장치, 완충기, 제동장
치에 속하지 않는 일반 부품(육상차량용은 제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비기계용 금속제 밸브, 비기계용 금속제 파이프 커플링, 비기계용 금
속제 플랜지, 비기계용 금속제 스프링(제6류/G3828)
- 수도조절용 장치, 가스조절 및 안전용 장치(제11류/G3828)
- 육상차량용 축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제12류/G3828)
- 개스킷, 고무제 링, 탄성고무제 또는 경화섬유제 밸브, 고무제 패킹, 플
라스틱제 패킹, 석면제 패킹(제17류/G3828)
- 가죽제 밸브, 스프링용 가죽제 케이싱(제18류/G3828)
- 급배수용 밸브(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제19류/G3828)
- 급배수용 플라스틱제 밸브(기계부품은 제외)(제20류/G3828)

포함되는 상품(예시)
LPG 감압기(기계부품)
가스 및 액체 유량 조절용 제어
밸브(기계부품)

LPG pressure reducers (parts of
machines)
control valves for regulating the flow
of gases and liquids [parts of
machines]

가스압력조정기(기계부품)

gas pressure regulator (parts of
machines)

감압기(기계부품)

pressure reducers as parts of
machines

개스킷(엔진부품)
공기압축기 배출구용 언로딩
체크밸브
공압식 액츄에이터(기계부품)

gaskets (engine parts)

공정기술 설치용 또는 공정기술
제공용 진공챔버(기계부품)

vacuum chambers for mounting and
providing processing technologies
(parts of machines)

그리이스 링(기계부품)
그리이스 상자(기계부품)
금속제 도르래(기계부품)
금속제 필터하우징(기계부품)

grease rings [parts of machines]

기계부품용 O-링
기계부품용 게이트밸브(육상
차량은 제외)
기계부품용 글로브밸브(육상
차량은 제외)
기계부품용 링(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부품용 메인라인필터
기계부품용 멤브레인필터

O-rings being parts of machines

기계부품용 배압밸브

back pressure valves as parts of
machines
valves other than for land vehicles
(parts of machines)

기계부품용 밸브(육상차량용은
제외)

unloading check valves for the
outlets of air compressors
pneumatic actuator (parts of
machines)

grease boxes [parts of machines]
metal pulleys being parts of machines
filter housings of metal (parts of
machines)
gate valves for parts of machine
other than for land vehicles
globe valves for parts of machine
other than for land vehicles
rings other than for land vehicles
(parts of machines)
main line filters for parts of machines
membrane filters for use as parts of
machines

기계부품용 베어링(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부품용 브러시
기계부품용 스프링(육상차량
용은 제외)
기계부품용 스핀온필터
기계부품용 액체필터
기계부품용 에어여과기
기계부품용 여과기
기계부품용 연료여과기
기계부품용 윤활제여과기
기계부품용 처리라인 여과기
기계부품용 캔들필터
기계부품용 커플링(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부품용 통풍필터

bearings other than for land vehicles
(parts of machines)
brushes being parts of machines
springs other than for land vehicles
(parts of machines)
spin-on filters for parts of machines
liquid filters for parts of machines
air filters (parts of machines)
filters (parts of machines)
fuel filters (parts of machines)
lubricant filters (parts of machines)
process line filters (parts of
machines)
candle filters for parts of machines
couplings other than for land vehicles
(parts of machines)
filler- and venting filters for parts of
machines

기계부품용 플라스틱 멜트 필터
기계부품용 플리스 필터 엘리먼트

plastic melt filters for parts of machines

기계부품용 필터용 엘리먼트
기계부품용 활송장치
기계식 씰(기계부품)
기계용 롤러베어링
기계용 마찰방지 베어링
기계용 마찰방지 패드
기계용 베어링 삽입구
기계용 베어링 하우징
기계용 베어링브래킷
기계용 온도조절밸브

filter elements for parts of machines

기계용 유도장치
기계용 차축
기계용 커플링
기계용 필터
기계용 히트싱크
기계의 위험방지용 방호구
(防護具)
나비형 밸브(기계부품)

guides for machines

내연기관용 개스킷

gaskets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s

덮개(기계부품)
도르래
도르래(기계부품)
도르래용 접착밴드
드럼(기계부품)
디스펜싱 밸브(기계부품)

hoods [parts of machines]

램(기계)
레귤레이터(기계부품)
로봇 용접에 이용 하기 위한
전기식 서보액츄에이터
롤러베어링
롤러스케이트용 볼베어링

rams [machines]

fleece filter elements for parts of
machines
chutes being parts of machines
mechanical seals [machine parts]
roller bearings for machines
anti-friction bearings for machines
anti-friction pads for machines
bearing inserts for machines
bearing housings for machines
bearing brackets for machines
thermostatic control valves for
machines
axles for machines
couplings for machines
filters for machines
heat sinks for use in machines
guards [parts of machines]
butterfly valves being parts of
machines

pulleys
pulleys [parts of machines]
adhesive bands for pulleys
drums [parts of machines]
dispensing valves being machine
parts
regulators [parts of machines]
electric servo actuators for use in
robotic welding
roller bearings
ball bearings for roller skates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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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및 엔진용 배기재순환
(EGR) 밸브
모터 및 엔진용 포지티브 크랭크
케이스 벤틸레이션(PCV) 밸브
배수용 콕
배압밸브(기계부품)

exhaust gas recirculation [EGR]
valves for motors and engines

압력 변환기(기계부품)

positive crankcase ventilation [PCV]
valves for motors and engines

압력 스위치(기계부품)

밸브(기계부품)
밸브(펌프부품)
베어링(기계부품)
베어링용 롤링부품
베어링용 밀봉파트(펌프부품)

valves [parts of machines]

베어링용 볼
베어링용 볼링
벨트 풀리(기계부품)
볼밸브(기계부품)
볼베어링
부싱(기계부품)
분류기계용 O-링

ball for bearings

브러시(기계부품)
비례유량밸브(기계부품)
비수송기계기구용 가요성
스퍼드 운반기(기계 부품)
비수송기계기구용 밸브
(기계부품)
비수송기계기구용 베어링
(기계부품)
비수송기계기구용 스프링
(기계부품)
비수송기계기구용 축(기계부품)

drain cocks
back pressure valves being parts of
machines
valves [parts of pumps]
bearings [parts of machines]
rolling elements for bearings
sealing parts for bearings (parts of
pump)
ball rings for bearings
belt pulleys being parts of machines
ball valves being parts of machines
ball-bearings
bushings [parts of machines]
O-rings being parts of sorting
machines
brushes [parts of machines]
proportional flow valves being parts
of machines
flexible spud carriers other than for
vehicles (parts of machine)
valves other than for vehicles (parts
of machines)
bearings other than for vehicles
(parts of machines)
springs other than for vehicles (parts
of machines)
shafts other than for vehicles (parts
of machines)

비수송기계기구용 커플링
(기계부품)
비수송기계기구용 콕(기계부품)

couplings other than for vehicles
(parts of machines)

비육상차량용 커플링
비육상차량용 프리휠

couplings, other than for land vehicles

서보 밸브
선박 또는 항공기용 베어링
선박 또는 항공기용 축

servo-valves

선박 또는 항공기용 커플링
선박용 커플링
셔틀(기계부품)
수력증압기(기계부품)

couplings for ships or aircrafts

수송기계기구용 금속제 엔진
개스킷
수송기계기구용 비금속제
엔진개스킷
스케이트보드용 볼베어링
스터핑박스(기계부품)
십자형 롤러베어링
압력 밸브(기계부품)

metal engine gaskets for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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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ks other than for vehicles (parts
of machines)
freewheels, other than for land
vehicles
bearings for ships or aircrafts
transmission shafts for ships or
aircrafts
couplings for ships

압력조정기(기계부품)
액추에이터(기계부품)
앵글밸브(기계부품)
엔진베어링
엔진용 베어링
와이어 브러시(기계부품)
왕복 공기압축기용 자동 입구
제어밸브
용수철(기계부품)
유니버설조인트(카르단조인트)
유동 도르래(기계부품)
유압식 밸브(기계부품)
유체 커플링(기계부품)
윤활장치(기계부품)
인라인스케이트용 볼베어링
자동주유베어링
자동차용 금속제 엔진개스킷
저널(기계부품)
저널박스(기계부품)
적층 판(板)용수철
전동축용 베어링
정량밸브(기계부품)
직기용 축
축 베어링(기계부품)
축 커플링(기계)
카울링(기계부품)
캠축
크랭크 축
클랙밸브(기계부품)
팽창탱크(기계부품)
펌프부품용 밸브
펌프용 제어밸브
펌프용 축
포장기계용 O-링
하우징(기계부품)
행거(기계부품)

pressure transducers being parts of
machines
pressure switches being parts of
machines
pressure regulators [parts of
machines]
actuators (parts of machines)
angle valves being parts of machines
engine bearings
bearings for engines
wire brushes [parts of machines]
automatic inlet control valves for
reciprocating air compressors
springs [parts of machines]
universal joints [cardan joints]
idling pulleys being parts of machines
hydraulic valves being parts of
machines
fluid couplings being parts of
machines
lubricators [parts of machines]
ball bearings for in-line skates
self-oiling bearings
metal engine gaskets for automobiles
journals [parts of machines]
journal boxes [parts of machines]
laminated leaf-springs being parts of
machines
bearings for transmission shafts
dosing valves [parts of machines]
loom shafts
shaft bearings [parts of machines]
shaft couplings [machines]
cowlings [parts of machines]
cam shafts
crank shafts
clack valves [parts of machines]
expansion tanks [parts of machines]
valves being parts of pumps
pump control valves
shafts for pumps
O-rings being parts of packaging
machines
housings [parts of machines]
hangers [parts of machines]

shuttles [parts of machines]
hydraulic intensifiers being parts of
machines

[제7류/G3829] 수차(水車), 풍차
상품의 범위

gaskets, not of metal, for vehicle
engines
ball bearings for skateboards
stuffing boxes [parts of machines]
crossed roller bearings
pressure valves [parts of machines]

◦ 수차, 풍차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비육상차량용 공기터빈, 선박용 수력터빈(제7류/G3823)
- 육상차량용 수력터빈(제12류/G3823)

7류 G3832
포함되는 상품(예시)
수차
풍차

water mills
windmills

[제7류/G3830] 세척기계
상품의 범위
◦ 주로 업무용으로 쓰이는 세척용 기계나 장치
◦ 위와 준하는 세정용 기기(수공구/수동기구는 제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가정용 전기세탁기, 가정용 전기식 진공청소기(제7류/G390601)
- 세탁 및 청소용구(전기식은 제외)(제21류/G1401)

포함되는 상품(예시)
고압수를 이용한 표면세척기계

machines for cleaning surfaces
using high pressure water

고압용 세정기
공업용 그릇 세척기계

high pressure washers

공업용 모래 세척기계
공업용 세탁기
공업용 유선청소기
공업용 전기식 광택기
공업용 직물 세척기계
공업용 진공청소기
공업용 초음파 이물질세척기
농기계용 세척기계
동전작동식 세탁기
드라이클리닝 기계
먼지 분리기
모래 분사기
모래 분사장치
모래 세척기계
바닥광택기
바닥연마기
병 세척기계
브레이크 세척용 기계
비접촉식 고정 진공청소기
산업용 먼지제거장치
산업용 전기 바닥청소기
산업용 전기식 세척기계
상업 및 공업용 진공청소기
세정(洗淨)장치
세척기계
세탁소용 세탁기

dish washing machines for industrial
purposes
industrial machines for cleaning
sand
industrial laundry washing machines
wired cleaners for industrial purposes
electric wax-polishing machines for
industrial purposes
textile washing machines for industrial
purposes
vacuum cleaners for industrial
purposes
ultrasonic foreign washing
apparatus for industrial purposes
washing machines for agricultural
machines
coin-operated washing machines
dry-cleaning machines
dust separators
sand blasting machines
sand-blasting apparatus
sand cleaning machines
floor buffing machines
floor scrubbing machines
bottle washing machines
brake flushing machines
touchless stationary vacuums
dust removing machines for
industrial purposes
electric floor cleaning machines for
industrial purposes
electric washing machines for
industrial purposes
commercial and industrial vacuum
cleaners
washing apparatus
rinsing machines
washing machines [laundry]

세탁소용 탈수기
수송기계기구용 세차기계
수송기계기구용 세차설비
수질정화작업을 위한 분말 또는
액상약재 살포기
신발먼지흡입기
신발에어샤워기
압력식 세정기
연못청소기계
자동바닥세척기
자동세차기

wringing machines for laundry

전기식 광택장치 및 기계

electric machines and apparatus for
polishing

전기식 마루왁스광택기
전기식 바닥광택장치 및 기계

parquet wax-polishers, electric

전기식 왁스광택기
전기식 청소장치 및 기계

vehicle washing machines
washing installations for vehicles
powder or liquid medicine spreaders
for water purification
suction machines for shoes dust
shoes air shower
pressure washers
cleaning machines for ponds
automatic floor scrubbers
automatic washing machines for
vehicles

electric floor polishing machines and
apparatus
wax-polishing machines, electric
machines and apparatus for
cleaning, electric

중앙 집중 청소장치
중앙식 진공청소설비
지폐 청소기계
청소용 먼지배출장치

centralised cleaning apparatus

청소용 먼지제거장치

dust removing installations for
cleaning purposes

캔 세척기계
파이프 세척용 피그
항공기엔진용 청소기계

can washing machines

향수 및 살균제 살포용 진공청
소기부속품

vacuum cleaner attachments for
disseminating perfumes and
disinfectants

central vacuum cleaning installations
machines for banknote cleaning
dust exhausting installations for
cleaning purposes

pigs for cleaning pipes
cleaning machines for aviation
engines

[제7류/G3831] 기계식 주차시스템
상품의 범위
◦ 주차설비 또는 주차된 차량을 관리하기 위한 기계나 장치(전자응
용식은 제외)
◦ 위에 준하는 주차용 기기

포함되는 상품(예시)
기계식 주차시스템
자동주차설비
주차관리기(전자응용식은 제외)

mechanical parking systems
automatic parking installations
machines for parking management
(except for electric applications)

[제7류/G3832] 고무가공기계, 플라스틱가공기계
상품의 범위
◦ 플라스틱 또는 고무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을 위한 기계나 장치
◦ 위에 준하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가공용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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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류 G3832
포함되는 상품(예시)
고무 절단기
고무 제조기
고무가공기계
고무경화장치
고무성형기
고무혼합기
고무혼합기계의 부품인
고무혼합 롤
스티로폼 성형기
스티로폼 제조기
스티로폼 혼합기
주입식 플라스틱 조형기계
플라스틱 가공기계
플라스틱 가공용 레이저 절단기

rubber cutting machines

플라스틱 압출기계
플라스틱 제조기
플라스틱 주형장치
플라스틱가공기
플라스틱가공용 레이저용 접기

extrusion machines for plastic

플라스틱가공용 레이저형삭반
플라스틱가공용 펠레타이저
플라스틱제트 성형기계

rubber manufacturing machines
rubber processing machines
rubber vulcanizing apparatus
rubber forming machines
rubber mixing machines
rubber mixing rolls being parts of
rubber mixing machines
foam forming machines
foam manufacturing machines
foam mixing machines
injection plastic molding machines
plastic processing machines
laser cutting machine for plastic
working
plastic manufacturing machines
apparatus of moulding plastics
machines for processing plastics
laser welding machines for plastic
working
laser shaping machines for plastic
working
pelletizer for plastic working
plastic jet moulding machines

[제7류/G3833] 3D 프린터
상품의 범위
◦ 3D 프린터

포함되는 상품(예시)
3D 바이오프린터
3D 인쇄펜
3D 제품 제조용 인쇄기계

3D bioprinters
3D printing pens
printing machines for manufacturing
of three-dimensional products

[제7류/G390101] 발전기, 모터(육상차량용은 제외)
상품의 범위
◦ 수력이나 화력, 원자력 따위를 이용해 전기를 일으키는 기계나 장
치(풍차와 수차는 제외)
◦ 전기에너지를 회전에너지로 바꾸는 기계나 장치
◦ 위에 준하는 발전용 기기 또는 모터류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전기에너지(제4류/G3903)
- 풍차, 수차(제7류/G3829)
- 배전기기, 전기제어기기, 전기변압기(제9류/G390102)
- 축전지(제9류/G3903)
- 육상차량용 모터(제12류/G3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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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는 상품(예시)
AC 서보모터 드라이버(육상
차량용은 제외)
가스작동식 발전기
가정용 발전기
고압 발전기
고정자(기계부품)
교류모터
교류발전기
교류서보모터
굴착기용 유압모터
기계용 전기모터
기동기(起動器)
기동기(起動器)용 교류발전기
기동모터
다이나모
디지털 서보 드라이브 제어기가
장착된 기계용 전기모터
모터(육상차량용은 제외)
모터용 로커암
모터용 배기소음기
모터용 소음기
모터용 오일쿨러
모터용 푸시로드
모터용 흡입매니폴드
모형보트용 모터
모형차량용 모터
모형항공기용 모터
밀링연삭용 모터
발전기
발전기용 브러시
발전용 수력설비

AC servo motor driver (other than for
land vehicles)

발전용 풍력설비

wind-powered installations for
generating electricity

보조모터
보트용 모터
비상 발전기
비상용 전기 발전기

servomotors

비수송기계기구용 교류발전기
비수송기계기구용 교류전동기
비수송기계기구용 구동모터
비수송기계기구용 서보모터
비수송기계기구용 전동모터
비수송기계기구용 직류전동기

aC generators other than for vehicles

비육상차량용 공압식 또는
수압식 선형 작동기

pneumatic or hydraulic linear
actuators, other than for land
vehicles

비육상차량용 구동모터

driving motors, other than for land
vehicles

비육상차량용 모터
비육상차량용 전기식 모터 및
그 부품

motors, other than for land vehicles

gas operated power generators
generators for houshold purposes
high-voltage generators
stators [parts of machines]
alternating current motors
ac generators [alternators]
alternating current servo motors
hydraulic motors for excavators
electric motors for machines
starters for motors and engines
starter alternators
starter motors
dynamos
electric motors for machines with a
digital servo drive controller
motors (except for land vehicles)
rocker arms for motors
exhaust mufflers for motors
mufflers for motors
oil coolers for motors
push rods for motors
intake manifolds for motors
motors for model boats
motors for model vehicles
motors for model aircraft
milling grinding motors
generators
dynamo brushes
hydroelectric installations for
generating electricity

motors for boats
emergency power generators
electric power generators for
emergency use
aC motors other than for vehicles
driving motors other than for vehicles
servo motors other than for vehicles
electric motors other than for vehicles
DC motors other than for vehicles

electric motors, and their parts, not
for land vehicles

7류 G390601
비육상차량용 전동모터

motors, electric, other than for land
vehicles

산업기계용 유압모터

hydraulic motors for industrial
machines

선박 또는 항공기용 교류전동기

AC motors for ships or aircrafts

선박 또는 항공기용 서보모터
선박 또는 항공기용 전동모터
선박 또는 항공기용 직류전동기
선박용 발전기
선형 작동기
선형모터
수중모터
스팀작동식 발전기
심정용 모터
엔진용 점화 자석 발전기
엘리베이터용 모터
윈치 모터
유성기어 모터
육상차량 모터용 점화장치

servomotors for ships or aircrafts

- 가정용 전기마사지기(제10류/G390602)
- 가정용 전기식 식기소독기, 가정용 전기식 정수기, 냉장고, 전기식
압력솥, 전기식 주전자(제11류/G390601)
- 가정용 비전기식 식음료가공기기(제21류/G1803)
- 전기빗, 전기칫솔(제21류/G390602)

포함되는 상품(예시)

electric motors for ships or aircrafts
DC motors for ships or aircrafts
electric power generators for ships
linear actuators
linear motors
submersible motor
steam operated power generators

1. 가정용 전기식 식음료가공기기 (예시)
가정용 과일 전기믹서
가정용 비수동식 소금 및 후추
제분기

electric fruit mixer for household
purposes
salt and pepper mills for household
purposes (other than
hand-operated)

가정용 비수동식 제분기

mills for household purposes, other
than hand-operated

가정용 비수동식 커피분쇄기

coffee grinders for household
purposes (other than hand-operated)

가정용 비수동식 후추 제분기

pepper mills for household purposes
(other than hand-operated)

planetary gear motors

가정용 수동식 전동혼합기

ignition devices for motors of land
vehicles

electric hand-held mixer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저속식 전기주서기

이동식 전기 발전기
자동차용 발전기
자전거용 발전기
재봉틀용 서보모터
전기식 기동모터
전동댐퍼용 소형모터
점화 자석 발전기
정전 발전기
직류 발전기
직류모터
탄소브러시
태양광 추적식 태양광 발전기

mobile electric power generators

electric low-speed juicer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믹서

electric mixer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가위
가정용 전기식 감자 절단기

electric scissors

가정용 전기식 강판

electric grater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거품기

whisks, electric,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고기분쇄기

electric meat grinder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과일 압착기

fruit presses, electric,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과일압착기

electric fruit squeezers for household
purposes

태양광발전장치
터보 발전기
풍력 발전기
풍력 터빈용 발전기
항공기용 모터
항공기용 콘덴서
휴대용 발전기

solar power generators

가정용 전기식 과즙기

electric juicer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그라인더

electric grinder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녹즙기

electric squeezer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대추씨 제거기계

electric date pit removing machines
for household use

가정용 전기식 도정기

electric milling machine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믹서
가정용 전기식 반죽기

electric mixer for household use

가정용 전기식 분쇄기

crushers, electric,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블렌더

electric blender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빙수기

electric ice crusher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생즙기
가정용 전기식 슬라이서(기계)

electric juicer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식품가공기

electric food processor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식품분쇄기

food grinders, electric, for domestic
use

deep well motors
ignition magnetos for engines
elevator motors
winch motors

current generators for automobiles
dynamos for bicycle
servo motors for sewing machines
electric starter motors
small motors for motor damper
igniting magnetos
electrostatic generators
DC generators
direct current motors
carbon brushes [electricity]
solar photovoltaic power generators
using solar trackers
turbogenerators
wind-powered electricity generators
generators for wind turbines
airplane motors
aerocondensers
portable electric power generators

[제7류/G390601] 가정용 전기믹서, 가정용 전기세탁기,
가정용 전기식 진공청소기
상품의 범위
◦ 가정용 전기식 식음료가공기기
◦ 가정용 전기식 세탁 또는 청소기기
◦ 제7류에 속하는 가정용 전기기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다리미(제8류/G1824)
- 전기면도기, 전기 손톱깎이, 전기이발기(제8류/G390602)

electric potato cutters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kneading machines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slicers for household
purposes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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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식 식품혼합기

electric food blenders [for household
purposes]

식기세척기용 바구니

utensil baskets for dishwashing
machines

가정용 전기식 어류 절단기

electric fish cutting machine for
household purposes

dishwasher racks [parts of
dishwashers]

가정용 전기식 우유거품기

electric milk frother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정미기

electric rice milling machince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채소 슬라이싱기계

electric vegetable slicer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채소 압착기

electric vegetable compressors for
household purposes

식기세척기용 선반(식기세척
기부품)
압력 세탁기
원심분리식 탈수기(가열되지
않은 것)
의류세탁기
전기세탁기
휴대용 초음파 세탁기

가정용 전기식 칼연마기

electric knife sharpeners for
household purposes

3. 가정용 전기식 청소기 (예시)

가정용 전기식 파스타 제조기

pasta makers, electric,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스팀청소기

가정용 전기식 혼합기

blenders, electric,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스팀물걸레청소기

온도조절제어식 식음료 분배기
(판매기계)

temperature-controlled food and
beverage dispensing units in the
nature of vending machines

가정용 전기식 스팀청소기

electric steam cleaners for household
purposes

전기식 가위
전기식 과즙기(가정용)
전기식 깡통따개
전기식 빗자루
전기식 주방기계
전기식 채소 스파이럴라이저
전동 칼
주방용 전기식 그라인더
주방용 전기식 믹서

scissors, electric

가정용 전기식 왁스광택기

electric wax-polishing machine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진공청소기

electrical domestic machines for
vacuuming

가정용 전기식 창문 청소기

electric window cleaner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진공청소기

vacuum cleaning machines for use
in households

knives, electric

전기식 구두닦는 기계

shoe polishers, electric

kitchen grinders, electric

전기식 양탄자세척장치 및 기계

machines and apparatus for carpet
shampooing, electric

주방용 전기식 분쇄기

crushers for kitchen use, electric

electric juicers
tin openers, electric
electric brooms
kitchen machines, electric
vegetable spiralizers, electric

electric kitchen mixers

2. 가정용 전기세탁기, 가정용 전기식 세척기 (예시)
가정용 세탁기
가정용 소스팬용 세척기

washing machines for household
purposes
washing machines for sauce pan for
household use

가정용 식기세척기

dishwashing machine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원심분리식 탈수기

spin dryers for household purposes
(not heated)

가정용 전기세탁기

electric washing machine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로봇 세척기

robotic washing machines, electric,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양탄자 및 러그
세척장치
가정용 전동식 바닥 세정기

electric carpet and lug cleaner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초음파 곡물세척기

electric ultrasonic grain washing
machine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초음파 과일세척기

electric ultrasonic fruit washing
machine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초음파 야채세척기

electric ultrasonic vegetable
washing machine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초음파 어패류세척기

electric ultrasonic fish and shellfish
washing machine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초음파 이물질세척기

electric ultrasonic foreign substances
washing machine for household
purposes

식기세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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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 floor cleaner for household
purposes

dishwashers

pressure washing machines
spin dryers [not heated]
clothes washing machines
electric washing machines
portable ultrasonic washing devices
for laundry

steam cleaners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steam wet floor cloth cleaners
for household purposes

[제7류/G390801] 로봇, 자동조종기계, 반도체가공기계
상품의 범위
◦ 로봇, 자동조종기계
◦ 반도체 또는 반도체 관련 제품을 제조, 가공하기 위한 기계나 장치
◦ 위에 준하는 전자응용기기의 제조, 가공용 기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방송용 비디오카메라(제9류/G3402, G3404)
- 전기코일, 전기코일용 홀더, 전자기코일(제9류/G390102)
- 배전반 표시등, 전기어댑터, 초킹코일(제9류/G390102)
- 전기측정기기, 자기측정기기, 전파측정기기(제9류/G3904)
- 전기음향영상기기(제9류/G390701)
- 전기통신기기(제9류/G390702)
- 데이터 처리용 컴퓨터소프트웨어(제9류/G390802)
- 컴퓨터, 전자관, 태블릿 컴퓨터(제9류/G390803)
- 반도체(제9류/G390804)

포함되는 상품(예시)
1. 로봇, 자동조종기계 (예시)
가정용 가사도우미로봇

robots for helping with daily chores
for household purposes

공업용 로봇
공업용 로봇 팔
공연전시용 로봇

industrial robots
robotic arms for industrial purposes
robots for art exhibitions

7류 G390801
관로조사로봇
군용 로봇
기계공구용 로봇
도료분사용 로봇
로봇 외골격 슈트(의료용은
제외)
로봇 자동조종 기계장치

pipeline inspection robots

로봇식 화물운반대 모듈시스템

module system for consisting of
robotic palletization carriers

로봇식 화물운반대를 구성하는
반자동 또는 전자동 모듈시스템

semi or full automatic module
system for consisting of robotic
palletization carriers

로봇용 공압식 제어장치
로봇용 구동장치
로봇용 모션 컨트롤러

pneumatic controls for robots

로봇용 액추에이터
로봇용 컨트롤러
로봇의 선형 운동 가이드용
슬라이드형 씰
물품홍보용 로봇
산업 로봇용 제어기계장치

actuators for robots

산업용 로봇
석재가공용 로봇
수지가공작업용 로봇
오락용 로봇(기계)
자동조종기계

paint-spraying robots

LED 사파이어 그라인더 가공기
LED 사파이어 웨이퍼 가공기
LED 와이어소 가공기
LED 제조용 스퍼터링장치

robotic exoskeleton suits, other than
for medical purposes

LED 제조용 식각장치

robots for military purposes
robots for machine tools

automatic control mechanisms for
robots

driving devices for robots
motion control mechanisms for
robots
control mechanisms for robots
slide style seals being parts for linear
motion guide of robots
robots for promoting products
control mechanisms for industrial
robots
robots for industrial use
robots for processing stone
robots for processing resins
robots for games (machine)
handling machines, automatic
[manipulators]

재봉용 로봇
전자회로 조립용 로봇

sewing robots

채혈관 이송로봇

robots for transporting tube for blood
test

하역 조종장치

handling apparatus for loading and
unloading

하역용 로봇 기계장치

robotic mechanisms [machines] for
loading

robots for assemblying electronic
circuit

2. 반도체가공기계 (예시)
LCD 가공기계
LCD 가공장치

LCD processing machines

LCD/PDP/반도체/액정디스
플레이/태양전지 및 LED
제조용 다극 스퍼터링 장치

multipolar sputtering apparatus for
manufaturing LCD/PDP/
semiconductor/LCD/solar cells and
LED

LCD/PDP/반도체/액정디스
플레이/태양전지 및 LED
제조용 레이저 승화 증착장치

laser evaporation/sublimation for
manufaturing LCD/PDP/
semiconductor/LCD/solar cells and
LED

LCD/PDP/반도체/액정디스
플레이/태양전지 및 LED
제조용 롤 증착장치

roll evaporation apparatus for
manufaturing LCD/PDP/
semiconductor/LCD/solar
cells/LED

LCD/PDP/반도체/액정디스
플레이/태양전지 및 LED
제조용 이온빔 스퍼터 증착장치

ion beam sputter evaporation
apparatus for manufaturing
LCD/PDP/semiconductor/LCD/solar
cells and LED

LCD/PDP/반도체/액정디스
플레이/태양전지 및 LED
제조용 전자빔 결정화 장치

electronic beam crystallizing
apparatus for manufaturing
LCD/PDP/semiconductor/LCD/sol
ar cells and LED

liquid crystal display processing
equipment

LED 제조용 원자층 증착장치
(ALD)
LED 제조용 증착장치
OLED 제조용 식각장치
OLED 제조용 원자층 증착장치
(ALD)
OLED 제조용 증착장치
OLED 제조장치
가스 분배판(반도체 제조장비의
부품에 해당함)
기판처리장치
디스플레이 부품제조장치
디스플레이 제조기계
디스플레이 제조용 라미네이터
장치
디스플레이 제조용 레이저
가공기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식각
장치
디스플레이가공용 라미네이터
장치
디스플레이막 열처리장치

LED sapphire grinder processors
LED sapphire wafers processors
LED wiresaw processors
LED manufacturing sputtering
apparatus
etching apparatus for manufacturing
LED
atomic layer deposition (ALD) for
manufacturing LED
evaporation apparatus for
manufacturing LED
etching apparatus for manufacturing
OLED
atomic layer deposition (ALD) for
manufacturing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OLED)
evaporation apparatus for
manufacturing OLED
OLED manufacturing apparatus
gas distributing plate (parts of
apparatus for manufacturing
semiconductor)
substrates processing apparatus
apparatus for manufacturing parts of
display
apparatus for manufacturing display
laminator apparatus for
manufacturing display
laser processing apparatus for
manufacturing display
etching apparatus for use in
manufacturing display panels
laminator apparatus for processing
display
apparatus for heat treating display
membrane

디스플레이막 형성장치

machines for forming display
membrane

리드프레임용 오토로우더
리드프레임용 웰딩머신
리드프레임용 자동몰딩머신

auto loaders for lead frames

리드프레임용 트리밍머신
리드프레임용 포오밍머신
반도체 가공기계
반도체 가공용 스퍼터링 장치

treaming machines of lead frames

반도체 가공용 진공증착 장치

vapor deposition apparatus for
semiconductor processing machines

반도체 리드프레임용 레이저
마킹기계
반도체 리드프레임용 레이저
클리닝기계
반도체 리드프레임용 자동
몰딩기계
반도체 리드프레임용 트리밍기계

laser marking machines for
semiconductor lead frame

반도체 리드프레임용 포밍기계

forming machines for semiconductor
lead frame

반도체 세정장비
반도체 제조용 기계

semiconductor washing equipment

welding machines of lead frames
automatic molding machines of lead
frames
forming machines for lead frames
semiconductor processing machines
sputtering apparatus for
semiconductor processing machines

laser cleaning machines for
semiconductor lead frame
automatic molding machines for
semiconductor lead frame
trimming machines for semiconductor
lead frame

machines for manufacturing
semicondu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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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류 G390801
반도체 제조용 라미네이터장치

laminator apparatus for
manufacturing semiconductors

유기전계발광디스플레이
제조용 이온빔 증착장치

ion beam deposition apparatus for
manufacturing organic
electroluminescence display

반도체 제조용 레이저 가공기

laser processors for manufacturing
semiconductors

반도체 제조용 마킹 장비

marking apparatus for
manufacturing semiconductors

유기전계발광디스플레이
제조용 전자빔어닐링장치

electronic beam annealing
apparatus for manufacturing organic
electroluminescence display

반도체 제조장치

apparatus for manufacturing
semiconductors

유기전계발광디스플레이
제조용 증발식 증착장치

반도체가공기계용 리니어모션
가이드웨이

linear motion guideway for
semiconductor processing
machines

vacuum deposition apparatus for
manufacturing organic
electroluminescence display

유기전계발광디스플레이
제조용 플라즈마 화학 증착장치

반도체가공기계용 유체디스펜서

fluid dispensers for semiconductor
processing machines

plasma chemical deposition
apparatus for manufacturing organic
electroluminescence display

3. 기타 (예시)

반도체가공기계용 유체디스펜서
노즐

nozzle for fluid dispensers for
semiconductor processing
machines

반도체가공기계용 유체디스펜서
분사기

sprays for fluid dispensers for
semiconductor processing
machines

반도체가공기계용 유체디스펜서
카트리지
반도체가공기계용 유체디스펜서
플런저
반도체가공기계용 유체디스
펜서용 니들 어댑터

cartridges for fluid dispensers for
semiconductor processing machines

반도체가공기계용 유체디스
펜서용 캡
반도체가공기계용 유체디스
펜서용 팁
반도체가공용 라미네이터장치

caps for fluid dispensers for
semiconductor processing machines

반도체기판 제조기계

PCB 회로 코팅기계
PCB용 노광기
PDP 가공기계
레이저 에칭기
마이크로 전자기계시스템
제조 및 가공용 레이저 스테퍼
마이크로 전자기계시스템
제조 및 가공용 마스크 얼라이너
메모리칩 제조기계

PCB circuit coating machines

선박용 자동조종기계

automatic handling machines
(manipulators) for use in ships

인쇄회로기판용 가공기계

printed circuit board processing
machines

인쇄회로기판용 노광장치

exposure equipment for printed
circuit boards

인쇄회로기판용 드릴링머신

drilling machines for printed circuit
boards

semi-conductor substrates
manufacturing machines

태양전지 제조기계

apparatus for manufacturing solar
battery

반도체물질처리용 진공챔버

vacuum chambers for processing
semiconductor substances

quick thermal treating appratus for
manufacturing solar battery

반도체소자 시험용 펠릿

pellets for testing semiconductor
elements

반도체소자시험용 지그

jigs for testing semiconductor
elements

태양전지 제조용 급속열처리
장치
태양전지 제조용 원자층증착
장치(ALD)
태양전지 제조용 증착기

반도체소자시험용 챔버

chamber for testing semiconductor
elements

태양전지기판 열처리장치

반도체소자에이징시험설비

semiconductor elements aging
testing equipments

apparatus for thermal treating solar
battery membrane

태양전지기판 제조장치

반도체소자운송기구

apparatus for transporting
semiconductor elements

apparatus for manufacturing solar
battery membrane

태양전지기판 형성장치

반도체웨이퍼 가공기계

semiconductor wafer processing
machines

apparatus for forming solar battery
membrane

semiconductor wafer processing
equipment

반도체제조용 레이저 절단기

laser cuttuers for manufacturing
semiconductors

플라즈마 에칭기계
플라즈마 표면처리장비
회로기판 제조 및 가공기계

plasma etching machines

반도체웨이퍼 가공장비

세라믹 다층기판(반도체제조
장비의 부품에 해당함)

ceramic multi layer boards (limited to
parts of apparatus for manufacturing
semiconductors)

circuit board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laser steppers

세라믹기판 절단선표시 및
절단용 가공장치
유기전계발광디스플레이
제조용 결합형 스퍼터링장치

working machines for ceramic
substrates for scribing and breaking

회로기판 제조 및 가공용 레이저
스테퍼
회로기판 제조 및 가공용 마스크
얼라이너

유기전계발광디스플레이
제조용 식각장치

etching apparatus for manufacturing
organic electroluminescence
display

유기전계발광디스플레이
제조용 이온빔 에칭장치

ion beam etching apparatus for
manufacturing organic
electroluminescence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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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

plungers for fluid dispensers for
semiconductor processing machines
needle dadprers for fluid dispensers
for semiconductor processing
machines

tips for fluid dispensers for
semiconductor processing machines
laminator apparatus for
semiconductor processing
machines

combination sputtering apparatus
for manufacturing organic
electroluminescence display

PCB Exposure equipment
PDP processing machines
laser etching machines
laser stepper for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mems
mask aligner for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mems
memory chip manufacturing
machines

atomic layer deposition (ALD) for
manufacturing Solar battery
deposition machines for
manufacturing solar battery

plasma surface treating machines
circuit board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machines

circuit board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mask aligner

[제7류/G3909] 용접기계용 전극
상품의 범위
◦ 용접기계용 전극

7류 G4602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전기단자, 전기 콘덴서(제9류/G390102)
- 전기플러그, 전기소켓, 자석(제9류/ G3909)
- 기폭용 플러그(제13류/G4202)
- 전기절연재료(제17류/G3909)

포함되는 상품(예시)
용접기계용 전극
용접용 전극

electrodes for welding machines
welding electrodes

[제7류/G4602] 양잠기계
상품의 범위
◦ 누에를 기르거나 관리하기 위한 기계나 장치
◦ 위에 준하는 양잠용 기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누에고치(제22류/G4601)

포함되는 상품(예시)
누에 사육 상자
누에 암수감별기
누에씨 세척기계
누에씨 침산기

silkworm rearing boxes or trays

뽕 절단기
산란 수용기(散卵收容器)
산란 염수 선별기(散卵鹽水
選別器)
산란대지(産卵臺紙)
양잠기계
양잠기계용 누에섶(잠박)

mulberry leaf chopping machines

양잠기계용 잠망(蠶網)

silkworm rearing nets (parts of
sericultural machines)

잠종검사용 기계기구

pebrine inspection machines

silkworm sex discriminators
silkworm egg washing machines
hydro-chloridizing machine for
silkworm egg
silkworm egg containers
mechanical salt water selectors for
silkworm egg
silkworm egg paper for laying
sericultural machines
silkworm rearing straw mats (parts of
sericultural mach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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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류

수동식 수공구 및 수동기구; 커틀러리; 휴대무기(화기는 제외); 면도기
(Hand tools and implements, hand-operated; cutlery; side arms, except firearms;
razors)

본류에는 주로 드릴링, 가공, 절단 및 피어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동식 공구 및
기구가 포함된다.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수동식 농업용, 원예용 및 조경용 공구
목수, 화가 및 기타 장인용 수동식 공구(예: 해머, 끌 및 조각칼)
칼, 낫과 같은 수동식 수공구용 손잡이
개인적인 몸단장 및 보디아트용 전기식 및 비전기식 수동기구(예: 면도기, 헤어
컬링, 문신 및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용 기기)
- 수동식 펌프
- 귀금속제를 포함한 나이프, 포크 및 스푼과 같은 식탁용 기구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모터로 작동되는 기계공구 및 도구(제7류)
외과수술용 칼붙이(제10류)
자전거 타이어용 펌프(제12류), 게임볼용 전용 펌프(제28류)
휴대무기(화기)(제13류)
페이퍼 나이프 및 사무용 서류절단기(제16류)
그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다양한 류에 분류된 물건의 손잡이(예: 지팡이손잡이,
우산손잡이(제18류), 빗자루 손잡이(제21류))
- 서빙용품(예: 각설탕집게, 얼음집게, 파이용 국자 및 서빙용 국자) 및 주방용품
(예: 음식물혼합용 스푼, 절구공이 및 절구, 호두까기용 기구 및 주걱(제21류))
- 펜싱용 무기류(제28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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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류 G1803

제

8류

전기식 및 비전기식 이발기
(hair clippers for personal use, electric
and non-electric)
전기식 및 비전기식 털뽑기 기구
(electric and non-electric depilation
appliances)

【포괄상품명칭 목록】
포괄상품명칭
손톱손질 도구세트
(manicure sets)

유사군코드 (구)포괄코드
G120401, N08006
G3107,
G390602

발톱손질 도구세트
(pedicure sets)
가위
(snips)
가위(수공구)
(snips [hand operated tools])
다용도 가위
(multi-purpose shears)
가죽제 칼집
(leather sheaths for knives)
나이프백
(knife bags)

G1803,
N08001
G1824,
G2202,
G310101,
G3107,
G380402

N08002
G1803,
G2202,
G310101,
G3107,
G380402

세라믹 칼
(ceramic knives)
칼
(knives)

G1811,
N08003
G3601,
G380402

휴대용 다기능 수공구
(portable multi-function hand tools)

G310101, N08005
G3103

휴대용 접이식 다기능 수공구
(portable pocket multi-function hand
tools))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손톱다듬줄
(nail buffers, electric or non-electric)
전기식 및 비전기식 면도기
(razors, electric or non-electric)
전기식 및 비전기식 문신기구
(electric and non-electric apparatus
for tattooing)

◦ 오렌지 스틱(매니큐어 기구)
◦ 위에 준하는 화장용 수공구 또는 수동식 기구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매니큐어(제3류/G1201. S120907, S128302)
- 인조손톱, 인조속눈썹, 화장용 접착제, 화장용 면봉(제3류/
G120401)
- 휴대용 화장품 케이스(내용물이 없는 것)(제18류/G120401)
- 비전기식 화장용 솔, 향수분무기, 빗, 화장용 콤팩트(제21류/
G120401)
- 비누갑(제21류/G1825)
- 화장제거용 천(제24류/G120401)
- 가발 고정용 접착제(제3류/G120402)
- 가발, 장식용 수염(제26류/G120402)
- 비전기식 헤어롤러(제26류/G120401)

오렌지 스틱(매니큐어 기구)
전기식 매니큐어세트

삽
(shovels)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손톱깎이
(nail clippers, electric or non-electric)

상품의 범위

포함되는 상품(예시)

칼집
(knife holders)

유아용 이발기
(hair clippers for babies)

털뽑기 기구
(depilation appliances)

[제8류/G120401] 오렌지 스틱(매니큐어 기구)

다용도 칼
(multi-tool knives)

면도기
(razors)

G3107,
N08004
G390602

orange sticks [manicure implements]
manicure sets, electric

[제8류/G1803] 국자, 숟가락, 채소용 강판
상품의 범위
◦ 국자, 숟가락, 채소용 강판
◦ 주로 주방이나 식탁에서 사용하는 날이 있거나 뾰족한 수공구 또는
수동식 기구(이기(利器)류)

G3107,
N08004
G390602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바구니(제6류/G1803)
- 수동식 렌치(제8류/G3103)
- 가스그릴,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요리용 석쇠장치(제11류/
G1803)
- 은박지, 주방용 호일(제16류/G1803)
- 차 주전자용 보온커버(제21류/G1801)
- 가정용 식음료준비기구(전기식은 제외), 식품저장용기, 음료용 빨대
(제21류/G1803)
- 주방용 직물제 수건(제24류/G1803)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금용 가위

poultry scissors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255

8류 G1803
가정용 가위
가정용 칼
감자 껍질 벗기는 기구(수공구)

scissors for household use

감자 껍질 벗기는 기구(칼)
감자튀김 커터
건조된 가다랑이 박편용 비전
기식 대패(가다랑이포용 대패)
고기 써는 큰 칼
고기다지기용 칼(수공구)
고기다지는 칼
고기를 써는 칼
고기분쇄용 갈라진 기구 형태의
미트 텐더라이저

potato peelers [knives]

고기비늘제거용 칼
고기용 클로
고기절단용 칼(수공구)
과도
과일 껍질 벗기는 칼
과일 조각분리기
과일심 제거기
과일용 칼
국자(수공구)
굴따개
귀금속제 스푼
귀금속제 식탁용 칼통
귀금속제 커틀러리
귀금속제 포크
그레이프프루트용 칼
그물 국자(수공구)
기념품 수집용 숟가락
껍질 벗기기용 칼
달팽이 포크
등산용 숟가락
등산용 주걱(수공구)
등산용 포크
딸기 꼭지 제거기
랍스터 분해용 수동식 기구
마늘 박피기
마늘 분쇄용 절구
머들러
밥주걱
버터 컬러
버터나이프
벌크형 설탕 숟가락
벌크형 쌀 숟가락
베이글 슬라이서(칼)
분쇄용 절구(수공구)
뷔페식당용 숟가락
비늘 떨개
비전기식 감자칼
비전기식 과일 껍질 벗기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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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hold knives
potato peelers [hand implements]
french fry cutters
non-electric planes for flaking dried
bonito blocks (katsuo-bushi planes)
cleavers
meat choppers [hand tools]
choppers [knives]
meat choppers [cleavers]
meat tenderizers in the form of
pronged instruments for pounding
meat
scaling knives
meat claws
fleshing knives [hand tools]
paring knives
zesters
fruit segmenters
fruit corers
fruit knives
ladles [hand tools]
oyster openers
spoons made of precious metal
canteens of cutlery made of precious
metal
cutlery of precious metals
forks made of precious metal
grapefruit knives
skimmers [hand-operated tools]
souvenir collector spoons
peeling knives
snail forks
spoon for climing
spatulas (hand tools) for climing
fork for climbing
strawberry hullers
implements (Hand operated -) for
cracking lobsters
garlic peeler
mortars for pounding garlics
muddlers
rice scoops
butter curlers
butter knives
bulk sugar scoops
bulk rice scoops
bagel slicers [knives]
mortars for pounding [hand tools]
spoons for buffet
fish scalers
non-electric potato peelers
fruit peelers, non-electric

비전기식 달걀 슬라이서
비전기식 마늘 세절기
비전기식 마늘 절단기
비전기식 야채 껍질 벗기는 기구
비전기식 오렌지 껍질 벗기는
기구
비전기식 주방용 칼
비전기식 치즈 슬라이서
비전기식 치즈 플레인
비전기식 통조림 따개
비전기식 피자용 칼
빵칼
사과 씨 빼는 도구
살코기용 칼
새우 내장 빼는 기구
생분해성 스푼
생분해성 칼
생분해성 포크
생선 껍질 벗기는 수동 긁개
생선 껍질 벗기는 칼
생선 껍질 벗기는 플라이어
생선 슬라이싱용 식칼
생선용 스쿱
생선용 주걱
서빙용 칼
선디 스푼
설탕 숟가락
설탕주걱
수동식 과일 슬라이서
수동식 깡통따개
수동식 다짐기
수동식 빵 슬라이서
수동식 빵칼
수동식 슬라이서
수동식 식품 가공기
수동식 야채 껍질 벗기는 기구
수동식 야채 씨빼는 도구
수동식 야채용 칼
수동식 옥수수대 탈립기
수동식 와인병 호일 커터

non-electric egg slicers
non-electric garlic choppers
non-electric garlic cutters
non-electric vegetable peelers
non-electric orange peelers
kitchen knives (non-electric -)
non-electric cheese slicers
cheese planes, non-electric
can openers [non-electric]
Non-electric pizza cutters
bread knives
apple corers
filleting knives
shrimp deveiners
biodegradable spoons
biodegradable knives
biodegradable forks
hand-operated scrapers for skinning
fish
knives for skinning fish
pliers for skinning fish
fish slicing kitchen knives
fish scoops
fish slices
serving knives
sundae spoons
sugar spoons
sugar scoops
hand-operated fruit slicers
tin openers (Hand-operated -)
hand-operated choppers
bread slicers [hand-operated]
bread knives [hand operated]
slicers, hand-operated
food processors, hand-operated
vegetable peelers, hand-operated
vegetable corers (Hand-operated -)
vegetable choppers (Hand-operated -)
hand-operated corn cob strippers
wine bottle foil cutters,
hand-operated

수동식 채소 스파이럴라이저

vegetable spiralizers,
hand-operated

수동식 채소 슬라이서
수동식 채소식품 절단기
수동식 채소용 강판
수동식 치즈 슬라이서
수동식 파스타 절단기
수동식 파인애플 눈 제거기

vegetable slicers, hand-operated

수동식 프렌치 후라이용 절단기
순무 절단기(수공구)
순무용 커터(칼)
순은제 식탁용 스푼

food dicers, hand-operated
vegetable shredders, hand-operated
cheese slicers [hand-operated]
pasta cutters, hand-operated
hand-operated pineapple eye
removers
french fry cutters, hand-operated
turnip cutters [hand-operated tools]
turnip cutters [knives]
sterling silver table spoons

8류 G1824
순은제 식탁용 칼
순은제 식탁용 포크
숟가락
스테이크용 나이프
스프레더(커틀러리)
식칼
식탁용 기구(나이프/포크 및
스푼)
식탁용 은제기구(나이프/포크
및 스푼)
식탁용 칼통
식탁용 포크
식탁용 플라스틱제 칼/포크
및 스푼
식품 다이싱용 수동기구

sterling silver table knives

식품 슬라이싱용 수동기구

hand-operated implements for
slicing food

식품 절단용 수동기구

hand-operated implements for
chopping food

액체를 따르는 수기구

implements for decanting liquids
[hand tools]

야채 껍질 벗기는 기구(수동식
나이프)
야채 슬라이스용 만돌린
야채용 칼
얇은날 식칼
양식용 나이프
양식용 스테인리스강제 스푼
양식용 스테인리스강제 칼
양식용 스테인리스강제 포크
유아용 식탁용 칼/포크 및 스푼

vegetable peelers [hand operated
knives]

육류 세절기(수공구)
일본식 다지기용 칼
일회용 스푼
일회용 칼
일회용 포크
자몽 트리머
자몽용 스푼
조각용 포크
주걱(수공구)
주방용 가위
주방용 나무 메 형태의 미트
텐더라이저
주방용 만돌린
주방용 칼
채소 슬라이싱용 강판
채소 씨 빼는 도구
채소용 칼
체리씨 제거기
치즈용 칼세트
케이크용 칼
티스푼

mincing knives [hand tools]

sterling silver table forks
spoons
steak knives
spreaders [cutlery]
kitchen knives
table cutlery [knives, forks and
spoons]
silver plate [knives, forks and spoons]
canteens of cutlery

파스타용 서버
포크 및 스푼
포크(칼붙이)
푸드 커터기
피자용 가위
피자용 슬라이서
피자용 칼
호박용 칼
호박자르기용 수공구
호일용 절단기

pasta servers
forks and spoons
forks [cutlery]
food cutters
scissors for pizzas
pizza slicers
pizza cutters
pumpkin knives
hand tools for carving pumpkins
foil cutters

forks being tableware
table knives, forks and spoons of
plastic

[제8류/G1811] 부삽, 부젓가락

hand-operated implements for
dicing food

mandolins for slicing vegetables
vegetable knives
thin-bladed kitchen knives

상품의 범위
◦ 부삽, 부젓가락
◦ 주로 난로에서 사용하는 수공구 또는 수동식 기구

포함되는 상품(예시)
난로용 철물기구
난로용 풀무(수공구)
벽난로용 집게
부삽
부젓가락

fire irons
fireplace bellows [hand tools]
fireplace tongs
fireplace shovels
fire tongs

table knives
stainless steel table spoons
stainless steel table knives
stainless steel table forks

[제8류/G1824] 다리미, 비전기식 재봉인두
상품의 범위

table knives, forks and spoons for
babies
Japanese kitchen knives for chopping

◦ 다리미, 비전기식 재봉인두
◦ 직물의 수선이나 바느질, 다림질에 사용하는 수동식 기구

disposable spoons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disposable knives
disposable forks
grapefruit trimmers
grapefruit spoons

- 비전기식 납땜인두(제8류/G3103)
- 가열다리미용 히터(제11류/G1824)
- 다림질대(제21류/G1824)

carving forks
spatulas [hand tools]
scissors for kitchen use
meat tenderizers in the form of
kitchen mallets
kitchen mandolines
chef knives
mandolines for slicing vegetables
vegetable corers
vegetable choppers
cherry pitters
cheese knife sets
cake cutters
spoons for tea

포함되는 상품(예시)
다리미
바느질용 가위

flat irons

비전기식 다리미(수공구)

irons [non-electric hand tools]

비전기식 재봉인두
실가위
실뜯개
온도제어식 전기다리미

non-electric flat irons

일본식 그립가위(일본식 실자르는
가위)
자수용 가위
재단사용 초크깎이
재단용 가위

Japanese grip scissors (Japanese
thread clippers)

needle work scissors

thread snips
seam rippers
temperature controlled electric flat
irons

embroidery scissors
tailors' chalk sharpeners
tailors' sh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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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봉사용 초크깎이
재봉용 가위
전기다리미
전기식 스팀다리미
주름잡기용 다리미

dressmakers' chalk sharpeners
sewing scissors
electric flat irons
electric steam irons
goffering irons

[제8류/G2202] 팔레트 나이프
상품의 범위
◦ 팔레트 나이프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미술용 그림물감(제2류/G2202)
- 주판, 계산자(제9류/G2202)

포함되는 상품(예시)
문방구용 가위
사무용 가위
아동용 가위
예술가용 주걱
제도용 칼
팔레트 나이프

scissors(stationery)
scissors for office
scissors for children
spatulas for use by artists
drawing knives
palette knives

[제8류/G310101] 도끼, 송곳, 작살
상품의 범위
◦ 도끼, 송곳, 작살
◦ 예리한 날이 있거나 끝이 뾰족하여 주로 물체를 깎고 자르거나 찌
르는데 사용하는 비전기식 수공구 또는 수동식 기구
․ 가위, 칼, 톱 등 그 용도가 다양한 것은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분류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식칼, 식탁용 기구(나이프/포크 및 스푼)(제8류/G1803)
- 자수용 가위(제8류/G1824)
- 단검, 도검, 총검(제8류/G310102)
- 문신기구, 이발용 가위(제8류/G3107)
- 페이퍼 나이프(제16류/G2202)
- 펜싱용 칼(제28류/G430301)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공용 칼
가위날
가정용 수동식 조각도
갈고리
고기잡이용 작살
고기잡이용 칼
금속절단용 가위
꽃꽂이용 가위
나사송곳(수공구)
나사실 절단기(수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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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knives
blades for shears
carving knives (Hand operated -) for
household use
gaffs
harpoons for fishing
fishing knives
metal-cutting scissors [tin shears]
ikebana shears
augers [hand tools]
screw-thread cutters [hand tools]

나사용 이실(수공구)

thread formers (screw -) [hand
operated tools]

낚시용 갈고리
낚시줄 가위
낚시줄 절단기
너트 탭핑용 도구(수공구)
넘버링펀치
눈접칼
니블러(수공구)
다다미 매트 절단기
다용도 부착용 포켓 나이프

fishing gaffs

다이 고정구(수공구)
다이스(수공구)
도끼
드릴척(수공구 부품)
드릴홀더(수공구)
등산용 칼
띠근 절단기(수공구)
로터리 다이스(수공구)
리머
리머(수공구)
리이머소켓
매뉴얼드릴
머체티칼
모직물용 가위
목공용 송곳(수공구)
목수용 송곳
미터 커터(수공구)
밀링커터(수공구)
박리용 칼
박스커터
벽지용 비전기식 가위
보링 도구(수공구)
볼트 절단기(수공구)
브레스트드릴
블록 절단기(수공구)
비트(수공구)
사냥칼
사진용 가위
상업낚시용 작살
새기기용 칼
생울타리 재단기(수공구)
생울타리 절단기(수공구)
손도끼(공구)
손도끼(수공구)
송곳
송곳 회전구
수공구용 다이 고정구
수공구용 다이스
수공구용 다이아몬드 드릴비트

fishing line scissors
fishing lines cutters
nut-tapping tools [hand-operated]
numbering punches
budding knives
nibblers [hand operated tools]
tatami mat choppers
pocket knives with multi-purpose
attachments
die holders [hand tools]
dies [hand tools]
broadaxes
drill chucks [parts of hand-operated
tools]
drill holders [hand tools]
knife for climbing
hoop cutters [hand tools]
rotary dies [hand-operated tools]
reamers
reamers [hand tools]
reamer sockets
manual drills
machetes
woolen shears
gimlets [hand tools]
carpenters' augers
miter cutters being hand tools
milling cutters [hand tools]
stripping knives
box cutters
scissors (non-electric -) for wallpaper
boring tools [hand-operated tools]
bolt cutters [hand tools]
breast drills
block cutters [hand-operated tools]
bits [parts of hand tools]
hunting knives
photograph croppers
harpoons for commercial fishing
whittling knives
hedge trimmers [hand-operated
tools]
hedge cutters [hand-operated tools]
adzes [tools]
adzes [hand tools]
borers
bit braces
die holders for use with hand
operated tools
dies for use with hand operated tools
diamond drill bits for hand-operated
tools

8류 G310101
수공구용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수공구용 드릴비트
수공구용 석재용 드릴
수공구용 오거비트
수공구용 원뿔형 구멍 파는 도구
수공구용 절삭 디스크
수공구용 절삭 인서트
수공구용 절삭용 다이스

diamond cutting tools for handoperated tools
drill bits for use in hand tools
masonry drills for hand operated
tools
auger bits for use with hand-operated
tools
countersinking tools for hand
operated tools
cutting discs for use with hand
operated tools
cutting inserts for use with hand tools
cutting dies for use with hand
operated tools

수동공구용 절단가이드

cutting guides for use with handoperated tools

수동식 긴 강삭
수동식 나뭇가지 절단기
수동식 나사깎개
수동식 드릴용 휴대용 드릴
받침대
수동식 드릴프레스
수동식 리드 절단기
수동식 리머
수동식 밀링커터
수동식 봉 절단기
수동식 손가위
수동식 스크류드라이버용
스크류드라이버 비트
수동식 와이어 박피 및 절단
결합기
수동식 유리칼
수동식 주석 절단가위
수동식 철망 절단기
수동식 케이블 절단기
수동식 타일 절단기
수동식 타일용 절단 공구
수동식 파이프 커터
수동식 핸드드릴
스크라이버(수공구)
스포츠용 칼
심지자르는 가위
양초심지 자르는 가위
얼음깨는 송곳
얼음낚시용 수동식 얼음송곳

plumbing snakes, hand-operated

와이어 절단기
원판 절단기(수공구)
유리용 다이아몬드(수공구부품)

wire cutters

유리칼

glass cutters

유틸리티 나이프

utility knives

융단 천용 칼

carpet knives

임팩트 드릴(수공구)

impact drills [hand-operated tools]

자귀
작살

hatchets

branch cutters [hand-operated]
threaders [hand operated tools]
portable drill stands for hand-operated
drills
drill presses (Hand operated -)
lead cutters (Hand operated -)
reamers [hand-operated]
hand-operated milling cutters
bar cutters, hand-operated
hand shears (Hand operated -)
screwdriver bits for hand operated
screwdrivers
combined wire strippers and cutters
[hand-operated]
glass cutters (Hand operated -)
hand-operated tin snips
wiremesh cutters (Hand operated -)
cable cutters (Hand-operated -)
tile cutters, hand-operated
cutting tools for tiles (Hand operated -)
pipe cutters, hand-operated
hand drills, hand-operated
scribers [hand tools]
sport knives
wick trimmers [scissors]
candle wick trimmers being scissors
ice picks
hand-operated ice augers used for
ice fishing
stencil cutters [hand-operated tools]
glaziers' diamonds [parts of hand
tools]

harpoons

잠수용 칼
잠수용 칼홀더
장붓구멍 도끼
잭나이프
전단기 날
절단기(수공구)
절삭용 다이스(수공구)
절삭용 디스크(수공구)
접목용 칼
접이식 칼
제화용 송곳
조각기(수공구)
조각도
조각용 펜(수공구)
조각용구(수공구)
조각침
종이 전단기
주머니칼
주석가위
천공기(수공구)
천공용 송곳(수공구부품)
천공용 수동식 공구
철사 절단기(수공구)
취미용 칼
침봉(針峰)
칼날(수공구)
칼자루
커터(수공구)
커터칼
타일 절단기(수공구)
탭(수공구)
통나무 스플리터(수공구)
튜브 리머(수공구)
튜브 절단기(수공구)
튜브 절단기구
트리밍 나이프
티켓 펀치기구
퍼티용 칼
펀치(수공구)
펀칭다이스
편자공용 칼
포켓 가위
핀상펀치
핑킹가위
핸드 드릴용 드릴비트
핸드드릴용 비트
핸드탭
회전식 공구비트(수공구)
회전식 금속절삭 공구(수공구)

diving knives

회전식 밀링커터(수공구)

rotary milling cutters [hand-operated
tools]

회전식 천공기(수공구)

rotary drills [hand-operated tools]

diving knife holders
mortise axes
jack knives
shear blades
cutting tools [hand tools]
cutting dies [hand operated tools]
cutting discs [hand operated tools]
grafting knives
folding knives
awls
engravers [hand tools]
carving knives
engraving pens [hand tool]
graving tools [hand tools]
engraving needles
paper shears
pocket knives
tin snips
perforating tools [hand tools]
hollowing bits [parts of hand tools]
hand-operated tools for drilling
wire cutters [hand tools]
knives for hobby use
frogs
edge tools [hand tools]
knife handles
cutters [hand operated tools]
utility knife
tile cutters [hand operated tools]
taps being hand tools
log splitters [hand-operated tools]
tube reamers [hand-operated tools]
tube cutters [hand tools]
tube cutting instruments
trimming knives
instruments for punching tickets
putty knives
punches being hand tools
punching dies
farriers' knives
pocket shears
pin punches
pinking shears
drill bits for hand drills
bits for hand drills
hand taps
rotary tool bits [hand-operated tools]
rotary metal cutting tools
[hand-operated tools]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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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류 G310102

[제8류/G310102] 단검, 도검, 총검
상품의 범위
◦ 도검, 단검, 총검
◦ 너클더스트 등 휴대용 무기류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식칼, 식탁용 기구(나이프/포크 및 스푼)(제8류/G1803)
- 칼자루(제8류/G310101)
- 이발용 가위(제8류/G3107)
- 페이퍼 나이프(제16류/G2202)
- 펜싱용 칼(제28류/G430301)
- 자수용 가위(제8류/G1824)
- 문신기구(제8류/G3107)
- 도끼, 송곳, 작살(제8류/G310101)

포함되는 상품(예시)
군도(軍刀)
날이 있고 뭉툭한 무기
너클더스터
단검
도검(刀劍)
도검집
사브르(도검)
일본도검
죽장검(竹杖劍)
창(수공구)
총검
총검(도검)
칼날(무기)
투척용 칼
펀치링
펀치링(너클더스터)
휴대 무기(화기는 제외)

sabres
edged and blunt weapons
knuckle dusters
daggers
swords
sword scabbards
sabres [sword]
Japanese swords
sword canes
pikes [hand tools]
bayonets
bayonets [swords]
blades [weapons]
throwing knives
punch rings
punch rings [knuckle dusters]
side arms, other than firearms

[제8류/G3103] 렌치, 몽키, 스패너, 니퍼, 해머(비전기식
수공구 또는 수동기구에 한한다)
상품의 범위
◦ 비전기식 스크류드라이버, 렌치, 몽키, 스패너, 니퍼, 해머
◦ 주로 금속가공/건축/토목/광산용으로 쓰이는 수공구 또는
수동식 공구로서 이기(利器)류에 속하지 않는 것
․ 연마용/목공용/농축산용/구두제조용 등과 같이 제8류에서 따
로 분류한 것은 각각의 용도에 따라 분류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모루, 바이스용 금속제 조임구(제6류/G3103)
- 전기식 또는 동력 장착식 수동공구(제7류/G3801)
- 연마용 수공구 및 수동기구(제8류/G3105)
- 목공용 수공구 및 수동공구(제8류/G3106)
- 농축산용 수공구 및 수동기구(제8류/G3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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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

포함되는 상품(예시)
고리모양 나사판
고무롤러(수공구)
곡괭이해머
골프화 스파이크용 렌치
공구 벨트
공구 소지용 벨트
공구걸이
공구벨트 부착용 연장주머니
공구소지용 앞치마
공구용 빗
관확장기(수공구)
굴삭(掘削)용구(수공구)
금속띠 신장구(수공구)
금속제 바이스
금속제 바이스 조
금속제 와이어용 신장구
(수공구)
금속판 매질용 해머
나사 돌리개
나사 렌치
나사뽑는 기구(수공구)
나사용 봉재(棒材)(수공구)
낙인용 쇠도장
낚시용 플라이어
너트 드라이버(수공구)
너트용 렌치
니키커(수공구)
니퍼
니퍼(수공구)
니퍼(수동공구)
다이 렌치
드라이버 비트
드라이버 헤드
드로우 와이어(수공구)
땅고르는 메(수공구)
라켓용 장력장치(수공구)
래치트
래치트 공구
래치트 렌치
래치트 렌치(수공구)
래치트 핸들(수공구)
래치트(수공구)
래치트손잡이
렌치
렌치(수공구)
로킹 클램프(수공구)
로킹 플라이어
리드 정렬기(수공구)

annular screw plates
squeegees [hand-operated tools]
pickhammers
golf shoe spike wrenches
tool belts
tool belts [holders]
tool holders
tool pouches for attachment to tool
belts
tool aprons
hackles [hand tools]
expanders [hand tools]
ditchers [hand tools]
metal band stretchers [hand tools]
metal vices
metal vice jaws
metal wire stretchers [hand tools]
panel beating hammers
tommy bars
screw wrenches
screw extractors [hand operated
tools]
screw stocks [hand tools]
branding irons
fishing pliers
nut drivers [hand tools]
nut wrenches
knee kickers [hand tools]
nippers
nippers [hand tools]
nippers [hand operated tools]
die wrench
driver bits
head of drivers
fish tapes [hand tools]
earth rammers [hand tools]
string tensioning device for rackets
[hand tools]
ratchets
ratchet tools
ratchet wrenches
ratchet wrenches [hand tools]
ratchet handles [hand-operated
tools]
ratchets [hand tools]
ratchet handles
wrenches
wrenches [hand tools]
locking clamps [hand tools]
locking pliers
lead straighteners [hand operated
tools]

8류 G3103
리벳터
리벳터(수공구)
리벳해머(수공구)
리핑 바(수공구)
링 스패너
말린 스파이크
망치(수공구)
메(수공구)
목공용 렌치
목공용 렌치세트
목공용 배척
못빼는 기구(수공구)
못뽑이
못펀치
몽키렌치
몽키렌치(수공구)
물품 고정용 죔쇠
미장용 흙손
미터 바이스(수공구)
미터 박스(수공구)
미터 샌더(수공구)
바닥 및 창문용 스크레이퍼
바이스
바이스 작업용 고정기
박피기(수공구)
배수관 청소용 봉
벤치바이스(수공구)
벽돌 조이너
벽돌용 흙손
벽지손질용 가이드(수공구)
벽지용 누르개(수공구)
벽지용 접합롤러(수공구)
보청기 배터리 제거용 수공구
볼엘렌치
부시해머
부시해머(쇄석용 해머)
분필선 릴(수공구)
비상 망치
비전기식 납땜인두
비전기식 소형 스크류드라이버
비전기식 스크류드라이버
비전기식 신축 스크류드라이버
비전기식 정밀 스크류드라이버
비전기식 코킹건
비트 드라이버
사금채취용 팬
석고판 흙받기(수공구)
석공용 해머
석공용 흙손
센터펀치(수공구)
셀프센터링 척(수공구 부품)

riveters
riveters [hand tools]
riveting hammers [hand tools]
ripping bars [hand-operated tools]
ring spanners
marline spikes
gavels [hand tools]
pestles for pounding [hand tools]
wood working wrenches
wood working wrench sets
wood working wrecking bars
nail drawers [hand tools]
carpenters' pincers [nail pullers]
nail punches
monkey wrenches
monkey wrenches [hand-operated
tools]
cramps for use in holding workpieces
trowels
miter vises being hand tools

소켓 렌치(수공구)

socket wrenches [hand operated
tools]
socket spanner

소켓 스패너
소켓세트(수공구)
쇄석기(수공구)

socket sets [hand-operated tools]
stone crushers [hand-operated
tools]
stone hammers

쇄석용 해머
쇄석용 해머(수공구)

stone hammers [hand-operated
tools]

쇠망치
수공구용 물림쇠
수공구용 익스텐션 바
수공구용 확장기
수동 밀봉기(수공구)
수동식 그리스건
수동식 렌치
수동식 리벳터
수동식 리프팅 잭
수동식 못뽑이
수동식 세팅용 포지셔닝 공구

mitre boxes [hand tools]

수동식 수공구용 손잡이

miter sanders being hand tools

수동식 술제조공구
수동식 스탬핑 롤러
수동식 스테이플 건(수공구)
수동식 스테이플 건(외과용
또는 문방구용은 제외)

scrapers for floors and windows
vices
vice workpiece stops
strippers [hand operated tools]
drain rods
bench vices [hand implements]
brick joiners
brick trowels
wallpaper trim guides [hand tools]
wallpaper smoothers [hand tools]
wallpaper seam rollers [hand tools]
hand tools for removing hearing aid
batteries
ball l wrench
bushhammers
bushhammers [stone hammers]
chalk line reels [hand tools]
emergency hammers
non-electric soldering irons
miniature screwdrivers (non-electric -)
screwdrivers, non-electric
flexible screwdrivers (non-electric -)
precision screwdrivers (non-electric -)
non-electric caulking guns
bit drivers for hand tools
pans for panning for gold
drywall hawks [hand tools]
masons' hammers
masons' trowels
centre punches [hand tools]
self-centring chucks [parts of
hand-operated tools]

수동식 시멘트 혼합기
수동식 압정 박는 기구
수동식 압착공구
수동식 잭 스탠드
수동식 차량용 트롤리 잭
수동식 코킹건
수동식 탭 래치트
수동식 탭 렌치
수동식 토크 멀티플라이어
수동식 토크렌치
수동식 해머
스크레이퍼(수공구)
스크레이핑 기구(수공구)
스크류 렌치
스크류 탭 손잡이용 연장부품
스파이크 롤러(수공구)
스파크 플러그 소켓(수공구)
스파크렌치
스패너
스패너(수공구)
스풀 언와인더(수공구)
시멘트 가장자리 정리기(수공구)
시멘트용 흙손
신축 헤드스패너
아이스해머
엠보싱기(수공구)

iron hammers
chucks for hand-operated tools
extension bars for hand tools
extensions for hand tools
hand seamers [hand tools]
grease guns, hand-operated
wrenches [hand-operated]
hand-operated riveting tools
hand operated lifting jacks
nail extractors, hand-operated
positioning tools for setting (Hand
operated -)
handles for hand-operated hand
tools
tufting tools (Hand-operated -)
tamping rollers (Hand-operated -)
hand-operated staple guns
stapling guns (hand-operated -)
[other than for surgical or stationery
use]
hand operated cement mixers
tackers (Hand operated -)
crimping tools (Hand operated -)
stands for hand jacks
vehicle trolley jacks [hand-operated]
hand-operated caulking guns
tap ratchets (Hand operated -)
tap wrenches (Hand operated -)
torque multipliers, hand-operated
torque wrenches [hand-operated]
hammers [hand-operated]
scrapers [hand tools]
scraping tools [hand tools]
screw wrench
extension pieces for braces for
screw taps
spiked rollers [hand operated tools]
spark plug sockets being hand tools
spark wrenches
spanners
spanners [hand tools]
spool unwinders [hand-operated
tools]
cement edgers [hand tool]
cement trowels
flexible head spanners
ice hammers
embossers [hand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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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류 G3103
연결용 흙손
오일 필터 렌치
와이어 니퍼(수공구)
와이어 박피기
와이어 브러시(수공구)
와이어 풀링 그립(수공구)
와이어용 신장구 (수공구)
유리 스크레이퍼(수공구)
이음매용 흙손
자기식 공구용 손목밴드
자동차 시트금속제 덴트 수리용
수공구
장도리
전단기(손기구)
접목공구(수공구)
조임기(수공구)
조정식 스패너
죔쇠용 쐐기
주조용 국자(수공구)
주조용 철제기구
지렛대
지붕널 제거용 수공구
진주캐처(수공구)
철사 크림퍼(수공구)
철제 브러시(수공구)
축융용 도구(수공구)
충전용 흙손
카펫 및 바닥 제침기(수공구)
커터바(수공구)
커팅플라이어
케이블 뽑기용 피쉬 테이프
코크 건
코킹 기구(수공구)
코킹 커터(수공구)
코킹공구
콘크리트용 흙손
콤비네이션 플라이어
크로우바
크림핑 플라이어
큰 나무망치(수공구)
큰해머
클램프(수공구)
클램핑부싱
타이어 레버
타이어 제거기(수공구)
타이어용 지렛대
타출기(打出機)(수공구)
탠셔너(수공구)
탭렌치
터미널 크럼퍼(수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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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ing trowels
oil filter wrenches
wire nippers [hand tools]

토크렌치
파이프 벤딩장치(수공구)

torque wrenches

filling trowels

파이프렌치
퍼티 압출용 스프레이 건
(수공구)
펀치플라이어
페인트 스크레이퍼(수공구)
페인트혼합용 휘젓는 막대
펜치
편조기(編組機)(수공구)
평삭반(수공구)
풀러(수공구)
프라이밍 철(수공구)
플라이어
플랜지 개방용 플랜지 스프레더
(수공구)
플랜지 분리용 플랜지 스프레더
(수공구)
플랜지 연결부 분리용 플랜지
스프레더(수공구)
플레어링 공구(수공구)
피쉬 테이프(수공구)
피톤 해머
해머(수공구)
핸드 잭(수공구)
헥스 키
회반죽용 흙손
회전심봉축(수공구 부품)

carpet and flooring staple removers
[hand tools]
cutter bars [hand tools]

회전천공기(수공구)
흙받기(수공구)

wire strippers
wire brushes [hand-operated tools]
wire pulling grips [hand-operated
tools]
wire stretchers (hand tools)
glass scrapers [hand tools]
pointing trowels
wristbands for magnetic tool
automobile sheet metal dent repair
tools [hand tools]
claw hammers
shearers [hand instruments]
grafting tools [hand tools]
tighteners [hand-operated tools]
adjustable spanners
clamping wedges
foundry ladles [hand tools]
molding irons
levers
hand-operated tools for removing
shingles
pearl catchers [hand-operated tools]
wire crimpers [hand tools]
brushes (steel -) [hand-operated
tools]
fulling tools [hand tools]

pipe bending apparatus
[hand-operated tool]
pipe wrenches
spray guns [hand-operated tool] for
extruding putty
punch pliers
paint scrapers being hand tools
stirring sticks for mixing paint
pincers
braiders [hand tools]
planers [hand tools]
fullers [hand tools]
priming irons [hand tools]
pliers
flange spreaders [hand tools] for use
in opening flanges
flange spreaders [hand tools] for use
in separating flanges
flange spreaders [hand tools] for use
in separating flange joints
flaring tools [hand tools]
draw wires [hand tools]
piton hammers
hammers [hand tools]
hand jacks [hand tools]
hex keys
plaster trowels
spindle shafts [parts of hand-operated
tools]
punch pliers [hand tools]
hawks [hand tools]

cutting pliers [linemans' pliers]
fish tape for pulling cables
caulk guns
caulking irons [hand tools]

[제8류/G3105] 숫돌, 연마용 강철

caulking cutters [hand tools]

상품의 범위

caulking irons
concrete trowels
combination pliers
crow bars
crimping pliers
mauls [hand tools]
sledgehammers
clamps [hand tools]
clamping bushings
tyre levers

◦ 숫돌, 연마용 강철
◦ 주로 금속/보석/유리/돌 등의 표면을 갈고 닦는데 사용하는 수
공구 또는 수동식 기구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살균성 면도석, 살균성 명반석(제3류/G1201, S120907,
S128302)
- 연마재(제3류/G3105)
- 금속가공/토목/건축용 수공구 및 수동기구(제8류/G3103)

tyre removers [hand operated tools]
tire irons
stamping-out tools [hand tools]
tensioners [hand-operated tools]
tap wrenches
terminal crimpers [hand operated
tools]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죽 숫돌
광택용 원반(수공구)
금강사보드
금강사제 연삭숫돌차
낚시 바늘 연마기

razor strops [leather strops]
polishing discs [hand operated tools]
emery boards
emery grinding wheels
fishing hook sharpeners

8류 G3106
날 연마기구(수공구)
샌딩블록(수동구)
수공구용 연마용 휠

blade sharpening instruments

수공구인 샌딩 스펀지
수동식 가위 연마기
수동식 광택용 도구
수동식 드릴연마기
수동식 면도날 연마기

sanding sponges [hand tools]

수동식 샌더
수동식 샌더용 샌딩패드

hand-operated sanders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sanding blocks [hand tools]
abrasive wheels for use with hand
tools
scissor sharpeners (Hand operated -)
polishing tools (Hand operated -)
drill sharpeners (Hand operated -)

- 금속제 줄밥(제6류/G3106)
- 제재/목공기계 및 비수동식 기구(제7류/G3813)
- 얼음깨는 송곳(제8류/G310101)
- 수동식 렌치(제8류/G3103)
- 목수용 자(尺)(제9류/G3106)
- 나무작업대(제20류/G3106)

manually-operated razor blade
sharpeners
sanding pads for hand-operated
sanders
ski edge sharpening tools,
hand-operated
hand-operated ski sharpening
instruments
hand-operated ski files

수동식 스키날 연마기구
수동식 스키용 연마기구
수동식 스키용 줄
수동식 호닝공구
수동식 회전 숫돌

honing tools [hand-operated]
hand-operated sharpening tools
and instruments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로 켜는 톱날
가지절단용 톱
건축업자용 직각자(수공구)
끌
눈이거친 줄(수공구)
대패
대패날
대패용 공구(수동식)
대패용 날
둥근끌(수공구)
라우터(수공구)
라이트 앵글 클램프
먹줄
먹통
목수용 또는 통제조업자용 클램프
목수용 클램프
목재용 스레딩공구(수공구)
바퀴살 대패(수공구)
박스형 톱(수공구)
베니어시트용 스코어링 나이프
쇠톱
쇠톱 날
수공구용 톱 가이드 레일

crosscut saw blades
saws for cutting branches
builders' squares [hand tools]
chisels
rasps [hand tools]
planes
plane irons
planing tools [hand-operated]
planing blades

숫돌
숫돌 받침대
스키 및 스노보드 날 수동연마기

whetstones [sharpening stones]

양초 연마기
연마기구
연마기구(수동기구)

candle sharpeners

연마봉
연마용 강철
연마용 디스크(수공구용 부품)

sharpening rods

연마용 숫돌(수공구)

abrasive stones [hand-operated
tools]

연마용 철제 숫돌
인조 숫돌

polishing irons [glazing tools]

칼 및 날용 회전숫돌

sharpening wheels for knives and
blades

수공구용 톱날

saw blades for use with
hand-operated tools

칼 연마기
칼갈이(수공구)

knife sharpeners

hand-operated chisels

칼용 강지(鋼砥)
큰낫용 숫돌
해머 연마기
혁지
혁지(革砥)
혁지연마기구
회전숫돌(수공구)

knife steels

수동식 끌
수동식 리벳 톱
수동식 쇠톱
수동식 쇠톱용 쇠톱 프레임
수동식 쇠톱용 쇠톱날

hacksaw blades for hand operated
hacksaws

수동식 실톱
수동식 전정톱
수동식 줄
슬라이딩 직각자(수공구)

hand-operated jigsaws

실톱
실톱 날(수공구용 부품)

jig-saws

장붓구멍 끌
전정톱(수공구)
절단용 금속제 톱
조각용 끌

mortise chisels

whetstone holders
manually operated edge sharpeners
for skis and snowboards
sharpening instruments
abrading instruments [hand
instruments]
sharpening steels
abrasive discs [parts for hand
operated tools]

artificial whetstones (sharpening
stones)

knife sharpeners [hand operated
tools]
scythe stones
hammer sharpeners
leather strops
razor strops
stropping instruments
sharpening wheels [hand tools]

[제8류/G3106] 끌, 대패, 톱
상품의 범위
◦ 끌, 대패, 톱
◦ 주로 목재 가공에 사용하는 수공구 및 수동식 기구

gouges [hand tools]
routers [hand-operated tools]
right angle clamps
inked strings
Chinese style carpenters' inkpots
clamps for carpenters or coopers
carpenters' clamps
threading tools
spokeshaves [hand tools]
box saws [hand-operated tools]
scoring knives for veneer sheets
hack saws
hacksaw blades
saw guide rails for use with
hand-operated tools

rivet saws (Hand operated -)
hand-operated hack saws
hacksaw frames for hand operated
hacksaws

pruning saws [hand-operated]
files [hand-operated]
sliding squares [hand-operated
tools]
jigsaw blades [parts for
hand-operated tools]
pruning saws [hand tools]
metal cutting saws
sculptors' chi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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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류 G3106
줄(공구)
줄(수공구)
직각자(수공구)
철근콘크리트 절단용 줄톱
(수공구)
침상줄
큰 내릴톱
키홀용 톱(수공구)
톱(수공구)
톱날
톱자루
톱지지구
페이스 클램프
핸드용 톱 마운트
홈대패
홈밀이용 대패(수공구)
활톱
활형 톱(수공구)

files [tools]
files (hand tools)
squares [hand tools]
wire saws for cutting reinforced
concrete (hand tools)
needle files
pit saws
keyhole saws [hand operated tools]
saws [hand tools]
saw blades
frames for handsaws
saw holders
face clamps
handsaw mountings
rabbeting planes
fillister planes [hand tools]
bow saws
bow saws [hand-operated tools]

[제8류/G3107] 면도날, 비전기식 이발기, 비전기식
손톱깎이
상품의 범위
◦ 면도날, 비전기식 이발기, 손톱깎이, 이발용 가위
◦ 주로 이미용에 쓰이는 수동식 기구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전기 손톱깎이, 전기면도기(제8류/G390602)
- 비전기식 헤어롤러(제26류/G120401)
- 전기식 헤어컬러(수동식은 제외)(제26류/G390602)

포함되는 상품(예시)
각질제거용 풋파일(페디큐어
기구)
개인용 비전기식 제모기

foot files [pedicure implements]

굳은살 깎이
굳은살 다듬줄
귀 뚫는 바늘
귀 뚫는 총
귀뚫는 기구
면도기 케이스
면도날
면도날 케이스
면도날용 디스펜서
면도날이 포함된 카트리지
면도칼
모발제거용 족집게
문신기구
문신바늘
비전기식 고데기

callus cu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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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ilators for personal use
(non-electric)

비전기식 눈썹 정리기
비전기식 레그쉐이프롤러
비전기식 면도기
비전기식 손톱 광택기
비전기식 손톱 다듬줄
비전기식 손톱깎이
비전기식 이발기
비전기식 제모기
비전기식 코털 정리기
살균된 바디 피어싱 기구
속눈썹 인두
손톱 가위
손톱 깎는 가위
손톱 다듬줄
손톱 밑살 깎이
손톱깎는 가위(수공구)
손톱깎이
손톱밑살 족집게
손톱밑살용 푸셔
손톱피부 처리용 가위
수동식 이발기
안전면도기
안전면도기 날용 디스펜서
안전면도날
에머리 파일
이발용 가위
일본식 면도기
일회용 면도기
작은 톱용 날
족집게
칼집에 접어 넣는 면도칼
컬용 인두
콧수염 및 턱수염 깎는 가위
큐티클 가위
턱수염깎는 가위
틴닝 가위
헤어컬링용 수동기구

non-electric eyebrow trimmers
non-electric leg shape roller
non-electric razors
nail polishers (Non-electric -)
nail files, non-electric
non-electric nail clippers
non-electric hair clippers
depilation appliances(non-electric)
non-electric nasal hair trimmers
sterile body piercing instruments
eyelash curlers
nail scissors
nail nippers
nail files
cuticle nippers
nail nippers [hand tools]
nail clippers
cuticle tweezers
cuticle pushers
nail skin treatment trimmers
manual clippers
safety razors
safety razor blades (Dispensers for -)
safety razor blades
emery files
hair cutting scissors
Japanese razors
disposable razors
blades for hand saws
tweezers
straight razors
crimping irons
mustache and beard trimmers
cuticle scissors
beard clippers
thinning scissors
hand implements for hair curling

callus rasps
ear-piercing needles
ear-piercing guns

[제8류/G3601] 동전삽

ear piercing apparatus

상품의 범위

cases for razors
shaving blades
razor cases
dispensers for razor blades
cartridges containing razor blades
razor knives
hair-removing tweezers
apparatus for tattooing
tattoo needles
curling irons, non-electric

◦ 동전삽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스탬프 날인기계, 라벨 부착기(제7류/G3601)
- 측정용 제도기기, 금전등록기, 시간기록장치, 화폐계수 및 분류기계
(제9류/ G3601)
-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타자기, 제도기, 주소인쇄기, 잉크 리본
(제16류/G3601)
- 제도대(제20류/G3601)

8류 G380402
포함되는 상품(예시)
동전삽

money scoops

[제8류/G3605] 경찰봉
상품의 범위
◦ 경찰봉, 호신봉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구명장치, 안전망, 방탄조끼(제9류/G3605)
- 낙하산(제12류/G3605)
- 리듬체조용 곤봉(제28류/G430301)

포함되는 상품(예시)
경찰봉
호신봉

police batons
bludgeons

[제8류/G380402] 수동식 농기구, 축산용 수공구
상품의 범위
◦ 수동식 농기구
◦ 수동식 축산기구
◦ 위에 준하는 농축산용 수공구 또는 수동식 기구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착유기, 착유기용 흡착 컵(제7류/G3806)
- 부란기, 병아리암수감별기, 육추기(제7류/G3808)
- 전기울타리(제9류/G380403)
- 농업용 건조기, 농업용 살수장치(제11류/G380401)
- 농업용 트랙터(제12류/G380401)
- 사료선반(제20류/G380402)
- 동물용 빗(애완동물용은 제외)(제21류/G380402)

포함되는 상품(예시)
1. 농업용 수공구 (예시)
가래(수공구)
가지치기용 가위(수공구)
갈퀴(수공구)
경작도구(수공구)
고지가위(수공구)
고체 비료 스파이크 토양 주입용
원예용 수동공구

spades [hand tools]

곡괭이
곡괭이(수공구)
과일 따는기구(수공구)
관목용 낫(수공구)
괭이(수공구)
구근재배용 수공구

pickaxes

pruners [hand tools]
lawn rakes [hand-operated ones only]
tillers [hand-operated tools]
tree pruners [hand tools]
manually operated tools for injecting
solid fertilizer spikes into the soil
[gardening tools]
picks [hand tools]
fruit pickers [hand tools]
bush hooks [hand tools]
hoes [hand tools]
hand-operated tools for planting
bulbs

나무 메(수공구)
나무전정(剪定)가위
낫
낫자루
농업용 갈퀴(수공구)
농업용 분무기(수공구)

mallets [hand instruments]

농업용 브로드 포크
농업용 살충제 살포용 분무기
(수공구)

broadforks for agricultural purposes

농업용 수동 분무기

hand-operated sprayers for
agricultural purposes

도랑제방용 날(수공구)
땅파는 기구(수공구)
레이크(수공구)
마스틱 압출용 수동식 분무기

ditch bank blades [hand tools]

tree pruners
sickles
scythe handles
agricultural forks [hand tools]
sprayers for use in agriculture [hand
tool]

밀낫
비료용 삽
뿌리 캐는 곡괭이
삽(수공구)
쇠스랑
수동식 갈퀴
수동식 경작도구
수동식 괭이
수동식 농기구

sprayers [hand-operated tool] for
agricultural use in spraying
insecticides

diggers [hand tools]
rakes [hand tools]
guns, hand-operated, for the
extrusion of mastics
bill-hooks
fertilizer scoops
mattocks
shovels [hand tools]
pitchforks
lawn rakes, hand-operated
hand-operated tiller
hoes [hand-operated]

수동식 농업용 분무기
수동식 디버
수동식 비료 살포기
수동식 소드리프터
수동식 원예용 세 갈래 경작기
수동식 이식기
수동식 잔디가장자리 정리기
수동식 잔디뿌리 제거기
수동식 잡초 뽑는 기구
수동식 잡초 절단기
수동식 제초공구
수동식 큰낫
수동식 파종기
수확용 낫(수공구)
엉겅퀴뿌리제거기(수공구)
원예용 가위
원예용 모종삽
원예용 분무기(수공구)

agricultural implements, handoperated
agricultural sprayers [hand operated]
dibbers, hand-operated
fertiliser spreaders [hand-operated]
sod lifters, hand-operated
hand-powered, three-prong
cultivators for gardening
transplanters, hand-operated
hand-operated lawn edgers
hand-operated lawn aerators
weed diggers, hand-operated
weed cutters, hand-operated
weeding tools [hand operated]
scythes (Hand-operated -)
seed drills (Hand-operated -)
reaping hooks [hand-operated tools]
thistle extractors [hand tools]
border shears
trowels [gardening]
sprayers for use in horticulture [hand
tool]

원예용 수동식 경운기

hand-powered cultivators for
gardening

원예용 수동식 공구
원예용 큰가위
잔디 깎는 기구(수공구)
잔디 휩(수공구)
잔디뿌리 제거기(수공구)
잔디뿌리 제거기(수동공구)

garden tools, hand-operated
gardening shears
lawn clippers [hand instruments]
grass whips [hand tools]
lawn aerators [hand tools]
lawn aerators [hand-operated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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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류 G380402
잔디용 갈퀴(수공구)
잔디용 롤러(수공구)
전정(剪定)가위
전정용(剪定用) 칼
전지가위
정원사용 나이프
정원용 가위
정원용 롤러
정원용 살충제 살포용 분무기
(수공구)
정원용 제초제 살포용 분문기
(수공구)
정원용 포크
제초용 포크(수공구)
조경 가위
조경 가위(수공구)
채굴용 갈퀴
큰낫
큰낫용 링
토양통기용 스파이크 롤러
(수공구)
포크형 삽
풀 베는 낫(수공구)
핸드훅
호미
휴대용 소형 괭이

lawn rakes [hand-operated tools]

수동식 소 이표장착기
수동식 소가죽 벗기는 도구

cattle marking tools [hand-operated]

hand-operated cattle prods

garden rollers [hand-operated]

수동식 소몰이 막대
수동식 소털깎이
애완동물용 수동식 손톱깎이
전기식 동물발톱 연마기
정육용 톱(수공구)

sprayers [hand-operated tool] for
garden use in spraying insecticide

3. 기타 (예시)

lawn rollers [hand-operated tools]
pruning scissors
pruning knives
secateurs
gardeners' knives
gardening scissors

sprayers [hand-operated tool] for
garden use in spraying weedkillers
garden forks
weeding forks [hand tools]
shears
shears [hand operated tools]
digging forks
scythes
scythe rings
spiked rollers [hand operated tools]
for use in soil aeration
digging forks [spading forks]
grass hooks [hand tools]
hand hooks

가축 이표장착기
가축용 털깎는 가위
강아지용 털깎이
도살 및 도축용 기구

electric animal nail grinders
butchers saws [hand-operated
tools]

sprayers [hand-operated tool] for
household use in spraying insecticide

수동식 식물기생체 구제장치

apparatus for destroying plant
parasites, hand-operated

sprayers [hand-operated tool] for
household use in spraying weedkillers
snow shovels
sprayers (knapsack -) [non-electric]
for carrying on the back
sprays [hand-operated tools]
syringes for spraying insecticides
insecticide atomizers [hand tools]
guns [hand tools]
hand-operated sprayers for
insecticide

[제8류/G3818] 구두제조용 구두형(수공구)
poultry declawers [hand-operated
tools]
livestock marking tools
cattle shearers
dog clippers
animal slaughtering and butchering
implements
slaughtering butchers' animals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

도살용 칼
동물가죽 벗기는 수동 스크레이퍼

slaughtering knives

동물가죽 벗기는 칼
동물가죽 벗기는 플라이어
동물용 가죽벗기는 기구나 공구
동물용 수동식 털 절단기

hair clippers for animals [hand
instruments]

동물용 전기식 털깎이 기구
(수동기구)
말굽깎는 칼
말굽깎는 칼(수공구)
배터리 구동식 동물발톱 연마기
비전기식 정육용 칼
소 이표장착기
소도살용 기구
수동식 동물용 털 절단기

electric hair clippers for animals
[hand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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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operated nail clippers for pets

hand-held hoes

도살용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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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tle shearers [hand-operated]

가정용 살충제 살포용 분무기
(수공구)
가정용 제초제 살포용 분무기
(수공구)
눈삽
등에 메는 비전기식 배낭형
분무기
분무기(수공구)
살충제 살포기
살충제용 분무기(수공구)
수동식 분무기
수동식 살충제용 분무기

weeding hoes

2. 축산용 수공구 (예시)
가금류 발톱 제거기(수공구)

cattle skinning instruments [handoperated]

상품의 범위
◦ 구두제조용 구두형(수공구)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가죽가공기계(제7류/G3818)

포함되는 상품(예시)
구두 제조용 구두형(型)
(수공구)

lasts for shoe-making (hand tools)

knives for skinning animals

구두 제조용 수동식 구두형

hand-operated lasts for shoe-making

pliers for skinning animals

구두틀(수공구)

shoe lasts being hand tools

instruments and tools for skinning
animals

구둣골(신발 제조용 수공구)
신발제조용 구둣골(수공구)

lasts [shoemakers' hand tools]

hand-operated scrapers for skinning
animals

paring irons

[제8류/G3824] 수동식 펌프

paring irons [hand tools]

상품의 범위

battery-powered animal nail grinders
butchers' knives (non-electric -)
cattle marking tools
stunning apparatus (Cattle -)
clippers for use on animals
[hand-operated]

lasts for shoe-making [hand-operated
ones only]

◦ 수동식 펌프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펌프, 압축기, 송풍기(제7류/G3824)

8류 G430302
포함되는 상품(예시)
수동식 공기펌프
수동식 액체용 펌프
수동식 펌프

air pumps, hand-operated
pumps for liquids [hand-operated]
hand pumps

[제8류/G390602] 전기면도기, 전기손톱깎이, 전기이발기
상품의 범위

전기식 헤어 매직기

hair straighteners, electric

전기식 헤어 브레이더

hair braiders, electric

전기식 헤어 스트레이트너

electric hair straighteners

전기식 헤어 아이론

electric hair crimper

전기식 헤어스트레이트용 아이론

electric hair straightening irons

전기식 헤어컬링 아이론

electric hair curling irons

전기이발기

electric hair trimmers

진동식 날면도기

vibrating blade shavers

헤어스타일링용 전기식 아이론

electric irons for styling hair

◦ 전기에 의해 작동하는 이발, 미용, 면도용 수동도구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산업용 전기식 세척기계(7류/G3830)
- 가정용 전기믹서, 가정용 전기세탁기, 가정용 전기진공청소기
(제7류/G390601)
- 다리미(제8류/G1824)
- 지압요법용 장치(제10류/G110101)
- 가정용 전기마사지기(제10류/G390602)
- 욕조용 히터, 전기식 난방장치, 전기식 라디에이터(제11류/
G2801)
- 가정용 식음료준비기구(전기식은 제외)(제21류/G1803)
- 전기빗, 전기칫솔(제21류/G390602)

[제8류/G430301] 스키용 스크레이퍼
상품의 범위
◦ 스키용 스크레이퍼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도끼, 송곳, 작살(제8류/G310101)
- 스크레이퍼(수공구)(제8류 /G3103)
- 페이퍼 나이프(제16류/G2202)
- 가정용 스크레이퍼(제21류/G1401)

포함되는 상품(예시)

포함되는 상품(예시)
스키용 스크레이퍼

scrapers for skis

개인용 전기식 제모기
비의료용 레이저 제모 기구

electric depilators for personal use

인체용 전기식 이발기(수동기구)

electric hair clippers for personal use
[hand instruments]

전기 손톱깎이

electric nail clippers

전기면도기

electric shavers

전기면도기용 날

blades for electric razors

전기분해장치(제모기)

electrolysis apparatus [depilatory]

전기식 각질제거용 다듬줄

electric buffer for exfoliating

전기식 각질제거용 풋파일

electric foot files

전기식 굳은살제거구
(각질제거기)

electric callus removers (exfoliating
machines)

전기식 귀털정리기

electric ear hair trimmers

전기식 문신기구

electric apparatus for tattooing

전기식 및 배터리작동식 이발기

hair clippers, electric and
battery-powered

전기식 속눈썹 고데기

electric eyelash curlers

전기식 손톱 다듬줄

nail files, electric

전기식 이발기(수동기구)

electrically operated hair clippers
[hand instruments]

전기식 제모기

electric epilators

전기식 캘러스 래스프(전기식
굳은살 제거기)

electrical callus rasps

전기식 코털 정리기

electric nasal hair trimmers

전기식 턱수염 깎는 가위

beard trimmers, electric

등산용 피켈(얼음도끼)

mountaineering pickels [ice axes]

전기식 턱수염 트리머

electric beard trimmers

쇄빙(碎氷) 도끼

ice axes

laser hair removal apparatus, other
than for medical purposes

[제8류/G430302] 등산용 피켈(얼음도끼)
(Mountaineering pickels (ice axes))
상품의 범위
◦ 등산용 피켈(얼음도끼)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다이빙 보드(제6류/G430301)
- 금속제 텐트팩, 등산용 아이젠(제6류/G430302)
- 골프벙커 정리용 써레(제8류/G430304)
- 다이빙 및 수영용 노즈클립(제9류/G430301)
- 비금속제 다이빙보드(제19류/G430301)
- 비금속제 텐트팩(제20류/G430302)
- 코펠(제21류/G430302)
- 등산 또는 캠핑용 텐트(제22류/G430302)
- 침낭(제24류/G430302)
- 스포츠의류(제25류/G430301)
- 스포츠용 매트(제27류/G430301)
- 신체단련기구, 신체재활기구(제28류/G430301)

포함되는 상품(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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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류 G430304

[제8류/G430304] 골프벙커 정리용 써레
상품의 범위
◦ 골프벙커 정리용 써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다이빙 보드(제6류/G430301)
- 금속제 텐트팩, 등산용 아이젠(제6류/G430302)
- 등산용 피켈(얼음도끼)(제8류/G430302)
- 다이빙 및 수영용 노즈클립(제9류/G430301)
- 비금속제 다이빙보드(제19류/G430301)
- 비금속제 텐트팩(제20류/G430302)
- 코펠(제21류/G430302)
- 등산 또는 캠핑용 텐트(제22류/G430302)
- 침낭(제24류/G430302)
- 스포츠의류(제25류/G430301)
- 스포츠용 매트(제27류/G430301)
- 신체단련기구, 신체재활기구(제28류/G430301)

포함되는 상품(예시)
골프벙커 정리용 써레
골프코스용 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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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 trap rakes
golf course rakes

제

9류

과학, 연구, 항법, 측량, 사진, 영화, 시청각, 광학, 계량, 측정, 신호, 탐지,
시험, 검사, 구명 및 교육용 기기; 전기 분배 또는 전기 사용의 전도, 전환,
변형, 축적, 조절 또는 통제를 위한 기기; 음향/영상 또는 데이터의 기록/전송
/재생 또는 처리용 장치 및 기구; 기록 및 내려받기 가능한 미디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빈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기록 및 저장매체; 동전작동식 기계장치;
금전등록기, 계산기; 컴퓨터 및 컴퓨터주변기기; 잠수복, 잠수마스크, 잠수용
귀마개, 다이버 및 수영용 노즈클립, 잠수용 장갑, 잠수용 호흡장치; 소화기기
(Scientific, research, navigation, surveying, photographic, cinematographic,
audiovisual, optical, weighing, measuring, signalling, detecting, testing,
inspecting, life-saving and teaching apparatus and instruments;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conducting, switching, transforming, accumulating,
regulating or controlling the distribution or use of electricity;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recording, transmitting, reproducing or processing
sound, images or data; recorded and downloadable media, computer
software, blank digital or analogue recording and storage media; mechanisms
for coin-operated apparatus; cash registers, calculating devices; computers
and computer peripheral devices; diving suits, divers' masks, ear plugs
for divers, nose clips for divers and swimmers, gloves for divers, breathing
apparatus for underwater swimming; fire-extinguishing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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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류에는 주로 과학 또는 연구용 장치 및 기구, 시청각 및 정보기술장치와 안전 및
구명장치가 포함된다.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실험실용 과학연구 장치 및 도구
- 훈련장치 및 시뮬레이터(예: 응급처치용 마네킹, 수송기계기구조종 및 제어용
시뮬레이터)
- 항공기/선박/무인 수송기계기구 제어 및 모니터링용 장치 및 기구(예: 항법기구,
송신기, 컴퍼스, GPS 장치, 수동기계기구용 자동조종장치)
- 안전 및 보안용 장치 및 기구(예: 안전망, 신호등, 교통신호등, 소방차, 음향
경보기, 암호화 장치화된 보안토큰)
-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방지용 피복(예: 사고/방사선조사(照射) 및
화재대비용 피복, 방탄복, 보호헬멧, 스포츠용 헤드가드, 스포츠용 마우스가드,
비행용 보호복, 작업용 무릎보호대)
- 광학기기(예: 안경, 콘택트렌즈, 확대경, 검사작업용 거울, 핍홀)
- 자석
- 스마트워치, 착용 가능한 활동 추적기
- 컴퓨터용 조이스틱(비디오게임용은 제외), 가상현실용 헤드셋, 스마트안경
- 안경 케이스, 스마트폰용 케이스, 사진기기용 케이스
- 자동현금인출기(ATM), 송장(送狀)작성기계, 재료시험용 기구 및 기계
- 전자담배용 배터리 및 충전기
- 악기용 전기식 및 전자식 효과장치
- 실험실용 로봇, 교육용 로봇, 보안감시용 로봇, 과학연구용 인공지능이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게임기 이외의 기계부품용 조이스틱(제7류), 수송기계기구용 조이스틱(제12류),
비디오게임용 조이스틱, 장난감용 및 게임콘솔용 제어기(제28류)
- 기능 및 용도에 따라 다양한 류로 분류되는 동전작동식 장치(예: 동전작동식
세탁기(제7류), 동전작동식 당구대(제28류)
- 공업용 로봇(제7류), 수술용 로봇(제10류), 장난감 로봇(제28류)
- 맥박계, 심장박동수 모니터링장치, 체성분모니터(제10류)
- 실험실용 램프, 실험실용 버너(제11류)
- 잠수용 조명기구(제11류)
- 폭발식 무중신호(霧中信號,) 신호용 로켓탄(제13류)
- 교육용 생물체 조직, 교재용 현미경관찰용 생물견본(제16류)
- 특정 스포츠의 연습용 의류 및 장비(예: 보호대(스포츠 슈트의 부품), 펜싱용
마스크, 복싱용 글러브(제28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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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류

【포괄상품명칭 목록】
포괄상품명칭
화상회의시스템장치
(apparatus for video conference
system)
화상회의장치
(video conferencing apparatus)

유사군코드 (구)포괄코드
G3402,
N09014
G3404,
G390701,
G390702

카메라 및 모니터용 마운트(고정)장치
(mounting devices for cameras and
monitors)

G3402,
N09011
G3404,
G390702,
G390803

반사방지렌즈
(anti-reflective lenses)

G3402,
G3405

홈시어터시스템
(home theater systems)

G3402,
N09015
G390701

시청각 교육장치
(audiovisual teaching apparatus)

N09007
G3402,
G390701,
G390803

보일러 제어기구
(boiler control instruments)

G3403,
N09005
G390102,
G390702,
G390803

계산기
(calculating machines)

G3601,
N09001
G390803

N09013

라디오 송수신기
(radio transceivers)

G390701, N09016
G390702

PDA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스마트워치
(smartwatches that communicate
data to PDAs)

G390701, N09017
G390702,
G390803

손목 스마트폰
(wrist-mounted smartphones)
스마트 반지
(smart rings)
스마트안경
(smartglasses)
스마트워치
(smartwatches)
스마트폰
(smartphones)
스마트폰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스마트워치
(smartwatches that communicate
data to smartphone)
시계 모양의 스마트폰
(smartphones in the shape of a
watch)
안경 형태의 스마트폰
(eyewear type smart phone)
웨어러블컴퓨터
(wearable Computers)
접이식 스마트폰
(foldable smartphones)
화면확장이 가능한 스마트폰
(expandable screen smartphones)

계산기/데이터처리장비 및 컴퓨터
(calculating machines,
data-processing equipment and
computers)

모니터
(monitors)

복사기
(photocopiers [photographic,
electrostatic, thermic])

G390701, N09009
G390803

음향 및 신호 재생용 무선 모니터
(radio monitors for reproduction of
sound and signals)

복사용 기구
(reprographic instruments)

음향/데이터 또는 영상의 방송/기록/송신
또는 재생용 장치
(apparatus for broadcasting, recording,
transmission or reproduction of
sound, data or images)

복제용 기기
(replicating apparatus)
지불단말기/화폐분배 및 정렬기기
(payment terminals, money
dispensing and sorting devices)
N09010

음향/영상 또는 데이터의 기록/전송/처리
및 재생용 장치
(apparatus for recording, transmission,
processing and reproduction of sound,
images or data)

철도수송용 안전기구
(railway traffic safety appliances)

G3605,
G3607,
G3608

버저
(buzzers)

G3607,
N09019
G3608,
G390601

도난방지장치
(theft prevention apparatus)

G3607,
N09012
G390803

음향/영상 및 데이터의 기록/송신 또는
재생용 장치
(apparatus for recording, transmission
or reproduction of sound, images and
data)

태양광 모듈
(solar modules)

G390102, N09018
G3903

전기 및 전자식 비디오 감시설비
(electric and electronic video
surveillance instal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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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크박스
(juke boxes)

G390701, N09009
G390803

칼러 모니터
(colour monitors)
텔레비전 및 컴퓨터 모니터용 방현필터
(anti-glare filters for televisions and
computer monitors)
CD
(CDs)

diagnostic chips for inspecting blood
plasma [laboratory apparatus]

혈장분석용 진단칩

diagnostic chips for analyzing blood
plasma [laboratory apparatus]

[제9류/G120402] 헤어드레싱 연습용 머리(교육 장치)
G390701, N09004
G390803,
G510101,
G520101

CD-RW
(CD-RWs)

혈장검사용 진단칩

DVD
(DVDs)

상품의 범위
◦ 헤어드레싱 연습용 머리(교육 장치)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가발 고정용 접착제(제3류/G120402)
- 비전기식 헤어롤러(제26류/G120401)
- 가발(제26류/G120402)

대화형 콤팩트디스크(CD-Is)
(CD-Is [compact disc interactive])

포함되는 상품(예시)

디스크
(discs)

헤어드레싱 연습용 머리
(교육 장치)

테이프 카세트
(tape cassettes)
내려받기 가능한 멀티미디어 파일
(downloadable multimedia file)

G510101, N09020
G520101,
G5206

hairdressing training heads
[teaching apparatus]

[제9류/G1701] 광학유리
상품의 범위
◦ 주로 광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공한 유리

[제9류/G110101] DNA 칩(Chip), 투약용 디스펜서
(Dispenser)
상품의 범위
◦ DNA 칩
◦ 투약용 디스펜서
◦ 의료기기 중에서 제9류에 속하는 것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의료기기(치과용 제외), 의료용 집게(제10류/G110101)
- 치과용 기기(제10류/G110102)
- 치과용 오븐(제11류/G110102)
- 휠체어(제12류/G110101)

포함되는 상품(예시)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광학 렌즈(제9류/G3402)
- 자동차용 앞유리(제12류/G3705)
- 건축용 유리(제19류/G1701)
- 비건축용 강화유리(제21류/G1701)

포함되는 상품(예시)
광학유리

optical glass

[제9류/G1817] 동물훈련용 전자목걸이
상품의 범위
◦ 동물훈련용 전자목걸이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DNA 마이크로어레이
DNA 칩
바이오칩
바이오칩 분석장치
바이오칩 센서
분배량 측정용 액체투약장치

DNA microarrays

liquid dosage devices that measure
the amounts to be dispensed

가축 유도용 동물 신호 래틀

세포칩 검사기
유전자 증폭기
유전자 칩
자동 투약기
투약용 디스펜서

cellchip inspectors

개호출용 호각
동물훈련용 전자 목걸이
반려동물 위치 추적 목걸이
비둘기 훈련용 호각
전기식 비둘기 훈련용 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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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chips
biochips
biochip analyzing apparatus
biochip sensors

gene amplifiers
gene chips
automatic dosage apparatus
dosage dispensers

- 가축용 체인, 동물용 방울, 금속제 닭장(제6류//G1817)
- 동물용 목걸이, 고양이용 목걸이(제18류/G1817)

포함되는 상품(예시)
animal signalling rattles for directing
livestock
dog whistles
electronic collars to train animals
GPS necklaces for pets
pigeon training whistles
pigeon training whistles, electronic

9류 G3106

[제9류/G2202] 주판, 계산자(尺)
상품의 범위
◦ 계량, 측정기기 중에서 통상적으로 문방구점에서 판매하는 것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미술용 그림물감(제2류/G2202)
- 팔레트 나이프(제8류/G2202)
- 곡척(曲尺), 부척(副尺) (제9류/G3106)
- 권척(卷尺), 측량용 줄(제9류/G3403)
- 문방구(제16류/G2202)

포함되는 상품(예시)
계산자(尺)
주판

slide-rules
abacuses

[제9류/G270102] 방호용 신발
상품의 범위
◦ 방사선, 화재 등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특수목적의 신발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방화 피복, 잠수복(제9류/G4507)
- 신발(제25류/G270101)

포함되는 상품(예시)
방호용 산업신발
방호용 신발
사고 또는 부상대비용 산업용
안전화
사고 또는 부상방지용 보호신발

protective industrial boots

사고/방사선조사 및 화재용
부츠
사고/방사선조사(照射) 및
화재용 보호신발
사고/화재용 보호신발

boots for protection against accidents,
irradiation and fire

protective shoes
safety boots for use in industry [for
protection against accident or injury]
protective footwear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 or injury

shoes for protection against accidents,
irradiation and fire
shoes for protection against accidents
and fire

[제9류/G3002] 전기식 자물쇠
상품의 범위
◦ 전기에 의해 작동되는 자물쇠

포함되는 상품(예시)
금고용 디지털자물쇠
디지털 도어록
디지털식 도어용 전기자물쇠
디지털식 전기자물쇠
무선작동자물쇠 제어장치
무선주파수 제어자물쇠
사물함용 전자자물쇠
생체인식 자물쇠
수송기계기구용 전기자물쇠
암호화된 열쇠
얼굴인식 시스템을 결합시킨
디지털 도어록 장치
열쇠로 사용되는 전자태그
자기식 암호화된 열쇠카드
자기식 열쇠카드
자기식으로 코드화된 열쇠카드
전기기계식 잠금장치
전기식 금속제 번호자물쇠
전기식 금속제 자물쇠
전기식 기계다이얼자물쇠
전기식 데드볼트 자물쇠
전기식 비금속제 번호자물쇠

digital lock for safes

전기식 안전잠금장치
전기식 알람자물쇠
전기식 자물쇠
전기식 자물쇠작동기
전기식 해제가능한 잠금장치
전자기식 자물쇠
전자식 도어록
전자식 디지털 자물쇠
전자식 맹꽁이자물쇠
전자식 열쇠
전자식 열쇠카드
전자식 자물쇠
전자식 자물쇠장치
지문인식 도어록
지문인식 맹꽁이자물쇠
지문인식 자물쇠
출입통제용 유무선 도어록장치

safety locking devices [electric]

카드작동식 전자 자물쇠
카메라가 일체로 부착된 전기
자물쇠
코드화된 열쇠카드
홍채인식용 도어록

card operated electronic locks

digital door locks
digital electric locks for doors
digital electric lock
radio operated door lock controls
radio-frequency controlled locks
electonic lock for lockers
biometric locks
electric locks for vehicles
encoded key
digital door lock apparatus incorporating
facial recognition systems
electronic tag for using as a key
magnetic encoded keycard
magnetic key cards
magnetically encoded key cards
electromechanical locking devices
combination locks (metal -) [electric]
metal locks [electric]
mechanical dialling locks [electric]
electric deadbolt locks
combination locks (non-metallic -)
[electric]
locks [electric] with alarms
locks, electric
operators for electric lock
releasable locking devices [electric]
electromagnetic locks
electronic door locks
electronic digital lock
padlocks, electronic
electronic keys
electronic key cards
electronic locks
electronic lock assemblies
fingerprint door locks
fingerprint padlocks
fingerprint recognition locks
wired/wireless door locks apparatus
for access control
electric lock incorporating cameras
encoded key cards
door locks for iris recognition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고리, 금속제 자물쇠(전기식은 제외)(제6류/G3002)
- 커튼용 링, 커튼용 레일, 커튼용 훅, 비금속제 자물쇠(전기식은
제외), 플라스틱제 열쇠카드(인코딩 및 자기식 제외)(제20류/
G3002)
- 커튼상단부용 테이프(제26류/G3002)

[제9류/G3106] 목수용 자(尺)
상품의 범위
◦ 주로 목공작업에서 쓰이는 측정용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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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류 G3106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줄밥(제6류/G3106)
- 끌, 대패, 톱(제8류/G3106)
- 제도용 T자, 직각 자, 제도용 컴퍼스(제16류/G2202)
- 나무작업대(제20류/G3106)

포함되는 상품(예시)
목수용 자(尺)
목수용 접는자
부척(副尺)
측정용 T자
턱촌목

carpenters' rules
carpenters' folding rules
verniers
T-squares for measuring
marking gauges for joinery purposes

[제9류/G3401] 실험실용 이화학기기
상품의 범위
◦ 주로 자연과학의 연구나 실험용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중에서
제어계측기기 또는 전자응용기기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 것
◦ 자연과학의 연구나 실험에 사용되는 모형이나 알코올로
소독된 표본
◦ 위에 준하는 실험실용 이화학기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농도계, 산용(酸用) 비중계(제9류/G3403)
- 이온화장치(공기 및 물 처리용은 제외)(제9류/G381001)
- 실험실용 가열기기(제11류/G3401)
- 모형제작용 재료, 건축모형(제16류/G5205)
- 마네킹(제20류/G5205)

협의의 포괄명칭
실험실용 이화학기기

physical and chemical laboratory
apparatus and instruments

포함되는 상품(예시)
DNA 분석용 기기에 사용되
는 시료 보관용 카트리지
DNA 분석용 기기에 사용되는
시약용 카트리지
DNA 분석용 기기에 사용되는
시약용기
DNA 분석장치
DNA 서열 분석기기
가스분석기구
감압챔버
게놈 분석기

cartridges for storing specimen used
for DNA analysis apparatus

게놈정보 분석용 기기

devices for analyzing genome
information

공기 분석장치
공기분석장치용 디스플레이
공정제어 실험장치

air analysis apparatus

과학 또는 실험실용 색층렬
(色層列) 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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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

reagent cartridges used for DNA
analysis apparatus

과학 또는 실험실용 색층분석
장치
과학 또는 실험실용 에어가스
발생기
과학 또는 실험실용 인큐베이션
플레이트
과학 또는 실험실용 크로마토
그래프
과학 또는 연구용 해부용 기구
전용 용기

chromatography instruments for
scientific or laboratory use

과학 및 연구용 해부용 기구

dissecting instruments for scientific
or research purposes

과학교구 실험실습장비

laboratory equipment for science
educational apparatus and
instruments

과학연구용 세포배양용 생물
반응기
과학용 레이저
과학용 면역염색기

bioreactors for cell culturing for
scientific research

과학용 심장활동 기록기기

instruments for recording heart
activity [for scientific purposes]

과학용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인젝터
과학용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컬럼
과학용 여과막
과학용 열교환도가니

liquid chromatography injectors for
scientific use

과학용 유리관
과학용 유리기구
과학용 유리병
과학용 자기분리기
과학용 증류장치

air-gas producers for scientific or
laboratory use
incubation plates for scientific or
laboratory use
chromatographs for scientific or
laboratory use
cases fitted with dissecting
instruments for scientific or research
purposes

lasers for scientific use
immunostaining instruments [for
scientific purposes]

liquid chromatography columns for
scientific use
membranes for filtration [scientific]
heat exchange crucibles for
scientific use
glass tubes for scientific purposes
glassware for scientific use
[specifically adapted]
vials for scientific purposes
magnetic separators for scientific
use
distillation apparatus for scientific
purposes

과학용 진공탐침
과학용 진단기기

vacuum probes for scientific use

과학용 튜브(피펫)
과학용 폐활량계
과학용 핵산배열기

tubes [pipettes] for scientific use

instruments for diagnosis [for
scientific use]
spirometers for scientific use
nucleic acid sequencers for scientific
purposes
nanoparticle size analyzers

reagent containers used for DNA
analysis apparatus

나노입자 크기 분석기
다중핵산 분석용 기기

DNA analysis apparatus

다중핵산서열 분석기기

devices for analyzing polynucleic
acid sequence

다중핵산서열 분석용 장치

apparatus for analyzing polynucleic
acid sequence

단백질 및 펩타이드 합성장치

apparatus for synthesizing protein
and peptide

단백질분석용 기기
단백질분석용 기기에 사용되는
시료보관용 카트리지
단백질분석용 기기에 사용되는
시약용 카트리지
단백질분석용 기기에 사용되는
시약용기
레토르트

devices for analyzing protein

DNA sequencing devices
apparatus for analysing gases
decompression chambers
genome analyzer machines and
related computer operating software

display for air analyzing apparatus
laboratory apparatus for controlling
process
chromatogram analyzers for
scientific or laboratory use

devices for analyzing polynucleic
acid

cartridges for storing specimen used
for protein analysis apparatus
reagent cartridges used for protein
analysis apparatus
reagent containers used for protein
analysis apparatus
retorts

9류 G3401
레토르트 받침대
미세배열 슬라이드
미세적정(微細滴定) 기기
(의료용은 제외)
베타트론
분광 비색계(의료진단용은 제외)

retorts' stands

분별 수집기(分別蒐集器)
분자분석용 기기
뷰렛
비의료용 고압산소실

fraction collectors

비의료용 해부용기구 전용용기

cases fitted with dissecting
instruments not for medical use

산도 분석기
산소 운반장치
산업용 베타트론
산업용 입자분광이물분석기

acidity analysers

산업용 입자이물검출기

particle substances detectors for
industrial purposes
particle substances analyzing
apparatus for industrial purposes
chromatography columns

산업용 입자이물분석기
색층분석 컬럼
생물용 안전캐비닛
생물용 유리기구
생물표본
생물학 약품분석용 기기에 사용
되는 시약용 카트리지
생물학 약품분석용 기기에 사용
되는 시약용기
생물학적 약품분석용 실험장치
석유제품내 수분함량 측정용
과학 장치
세균배양기
세포배양 관찰장치
세포배양기
세포배양용 생물반응장치
세포배양용 일회용 플라스틱제
생물반응기
순환장치
스펙트럼 분석기(의료용은 제외)
시험관
시험관용 홀더
식품분석장치
실시간 가스 분석기기
실험기기(의료용은 제외)
실험기기용 초여과막
실험실 또는 과학용 혐기성
(嫌氣性) 챔버
실험실 연구용 페트리 접시
실험실 피펫

microarray slides
microtitration instruments [other
than for medical use]
betatrons
spectrocolorimeters, other than for
medical diagnostic use
devices for analyzing molecular
burettes
hyperbaric oxygen chambers, not
for medical purposes

oxygen transvasing apparatus
industrial betatrons
devices for analyzing particle
spectrum substances for industrial
purposes

biological safety cabinets
biological glassware
biological specimens
reagent cartridges used for biological
pharmaceutical analysis apparatus
reagent containers used for biological
pharmaceutical analysis apparatus
laboratory apparatus for analyzing
biological pharmaceuticals
scientific apparatus for determining
the water content in petroleum
products
incubators for bacteria cultures
apparatus for observating cell culture
incubators for cell culture
bioreactor for cell culturing
disposable plastic bioreactors for
cell culture
circulators
spectrum analyzers, other than for
medical use
test tubes
holders for test tubes
food analysis apparatus
realtime gas analyzing devices
laboratory instruments [other than
for medical use]
ultra filtration membranes for
laboratory apparatus
anaerobic chambers for laboratory
or scientific use
petri dishes used in laboratory
research
laboratory pipettes

실험실내 과학실험용 에어가스
발생기
실험실용 가스믹서
실험실용 가스화장치
실험실용 가습기
실험실용 가열로(加熱爐)
실험실용 건조오븐
실험실용 과학견본
실험실용 광학기기
실험실용 광화학 반응기
실험실용 교반기
실험실용 노(爐)
실험실용 도가니
실험실용 동물 정액 분석기

air-gas producers for scientific
experiments in laboratories
gas mixers for laboratory use
gasifiers for laboratory use
humidifiers for laboratory use
heating furnaces specifically
adapted for laboratory experiments
drying ovens for laboratory use
scientific specimens for laboratory
use
laboratory optical apparatus
laboratory photochemical reactors
agitators for use in a laboratory
furnaces for laboratory use
crucibles [laboratory]
animal sperm analyzers for
laboratory use

실험실용 디스펜서
실험실용 면봉(실험기기)

laboratory dispensers

실험실용 모세관
실험실용 바이알
실험실용 바이오 분석장치

capillary tubes for laboratory use

실험실용 바이오칩 검사장치
실험실용 바이오칩 분석장치
실험실용 바이오칩 제조장치
실험실용 발효장치
실험실용 배기장치
실험실용 배양기
실험실용 배합기
실험실용 분리장치

laboratory swabs [laboratory
instruments]
vials for laboratory use
apparatus for analyzing bio for
laboratory use
apparatus for inspecting biochips for
laboratory use
apparatus for analyzing biochips for
laboratory use
apparatus for manufacturing
biochips for laboratory use
fermentation apparatus for
laboratory use
exhausts for laboratory use
incubators for laboratory use
laboratory mixers
separating apparatus for laboratory
use
analysis apparatus for laboratory
use
crushers for laboratory use

실험실용 분석장치
실험실용 분쇄기
실험실용 분액깔때기
실험실용 비커
실험실용 삼각석쇠
실험실용 세균배양기

separatory funnel for laboratory use
beakers [laboratory glassware]
triangles for laboratory use
incubators for bacteria culture for
laboratory use
cell culture apparatus for laboratory
use
pure water manufacturing
equipment for laboratory use

실험실용 세포배양기
실험실용 순수제조장치
실험실용 시약 분석기

reagent analyzing apparatus for
laboratory use

실험실용 시약보관대

reagent storage stands for laboratory
use

실험실용 실험대
실험실용 액체 분석장치

laboratory tables for laboratory use

실험실용 여과막

filtration membranes for laboratory
use

실험실용 여과장치
실험실용 오븐
실험실용 오실로스코프

filtering units for laboratory use

liquid analysis apparatus for
laboratory use

ovens for laboratory use
laboratory oscillosco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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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류 G3401
실험실용 원심 농축기
실험실용 원심 분리기
실험실용 유리건조장치
실험실용 유리기구
실험실용 유리병 밀봉기

centrifugal evaporator for laboratory
use
centrifuges used as laboratory
apparatus
glass driers for laboratory purposes

실험실용 항습기
실험실용 항온기

glassware for laboratory use

실험실용 항온수조
실험실용 항온순환수조

glass bottle sealing machines for
laboratory use

실험실용 핵산증폭장치

constant humidity incubators for
laboratory use
constant temperature incubators for
laboratory use
temperature baths for laboratory use
temperature circulatory baths for
laboratory use
nucleic acid amplification apparatus
for laboratory use
laboratory chemical reactors

실험실용 유리여과기

glass filtering machines for laboratory
use

실험실용 유해물질 검사기

hazardous substance detectors for
laboratory use

실험실용 이온화장치

ionization apparatus for laboratory
use

실험실용 인큐베이터(의료용은
제외)
실험실용 자동색층분석장치

laboratory incubators [other than for
medical use]

실험실용 화학 반응기
실험실용 회분접시
실험실용 회전교반기
실험실용 흄후드
실험실용 히팅블록
실험용 가스 색층분석장치

apparatus for automatic
chromatography for laboratory use

실험용 도자기제기구

실험실용 자동이온교환 색층
분석장치

automatic ion-exchange
chromatography apparatus for
laboratory use

porcelain ware for scientific
experiments in laboratories

실험용 모형

models for scientific experiments in
laboratories

실험실용 자석교반기

magnetic agitators for laboratory
use

beaker for laboratory use

실험실용 작업대
실험실용 쟁반
실험실용 저장 튜브
실험실용 저장관
실험실용 전기분해장치

laboratory countertops

실험용 비커
실험용 색층분석장치
실험용 색층분석장치용 검출기

detector for chromatography
apparatus for laboratory use

실험용 색층분석장치용 시료
전처리장치

specimen pre-treatment apparatus
for chromatography apparatus for
laboratory use
specimen injector for chromatography
apparatus for laboratory use

실험실용 절연병(플라스크)
실험실용 절연용기
실험실용 정온배양기
실험실용 중공형 유리용기
실험실용 중공형 유리제품
실험실용 증류기
실험실용 증류기구
실험실용 증류탑
실험실용 진공병
실험실용 진공장치
실험실용 진공증류탑
실험실용 진공탐침
실험실용 진동분리기
실험실용 진탕기
실험실용 진탕배양기
실험실용 초음파 세척기

laboratory trays
laboratory storage tubes
storing pipes for laboratory use
electrolysis apparatus for laboratory
use
insulated bottles [flasks] for
laboratory use
insulating vessels for laboratory use
positive temperature incubators for
laboratory use
hollow glass containers for laboratory
use
hollow glassware for laboratory use
stills for laboratory experiments
fume cupboards for laboratory use
distillation columns for laboratory
use
vacuum flasks for laboratory use
vacuum apparatus for laboratory
use
vacuum distillation apparatus for
laboratory use
vacuum probes for laboratory use
vibrating separators [laboratory
apparatus]
shakers for laboratory use
shaking incubators for laboratory
use
ultrasonic cleaning instruments for
laboratory use

실험용 색층분석장치용 시료
주입장치
실험용 색층분석장치용 추출기

gas chromatography apparatus for
laboratory use

chromatography apparatus for
laboratory use

extractors for chromatography
apparatus for laboratory use

column for chromatography
apparatus for laboratory use
chromatography columns for
laboratory use
biological safety cabinets for
laboratory use
bioreactors for laboratory use

실험용 색층분석컬럼
실험용 생물 안전캐비닛
실험용 생물반응기
실험용 스토브
실험용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장치
실험용 연소 숟가락
실험용 유리관
실험용 유리기구
실험용 유리제 건조용 튜브
실험용 유리제 목이 긴 깔때기
실험용 유리제 측정용 피펫

실험실용 층류캐비닛

laminar flow cabinets for laboratory
use

실험용 인쇄회로기판 받침대

실험실용 특수비품

furniture especially made for
laboratories

실험용 일회용 디스펜서 주사기

실험실용 플라스크
실험실용 필터
실험실용 필터 다이아프램

flasks for laboratory use

실험용 입자레이저광회절분석기

유사상품 심사기준

heating block for laboratory use

실험용 색층분석장치용 컬럼

실험용 이화학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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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me hood for laboratory use

filler for chromatography apparatus
for laboratory use

ultrasonic diagnostic apparatus for
laboratory use

filter diaphragms for laboratory use

orbital shaker for laboratory use

실험용 색층분석장치용 충진제

실험실용 초음파 진단장치

filters for laboratory use

cupels [laboratory]

실험용 입자분광이물분석기

stoves for use in experiments
liquid chromatography apparatus for
laboratory use
combustion spoons for laboratory
use
glass tubes for laboratory use
glassware for scientific experiments
in laboratories
glass drying tubes for laboratory use
long neck funnels made of glass for
laboratory use
measuring pipettes of glass for
laboratory use
physical and chemical machines for
laboratory use
printed circuit board stand for
laboratory use
disposable dispenser syringes for
laboratory use
particle laser light diffraction analytic
apparatus for laboratory use
analytical laboratory apparatus for
particle spectrum substances

9류 G3402
실험용 입자이물검출기
실험용 입자이물분석기
실험용 재활용 디스펜서 주사기
실험용 쟁반
실험용 페트리접시
실험용 플라스틱제 기구
실험용 피펫랙
실험용 피펫팁
실험용 화학기기

particle foreign substances detectors
for laboratory use
particle foreign substances analytic
apparatus for laboratory use
reusable dispenser syringes for
laboratory use
test trays
petri dishes for laboratory use
plastic devices for laboratory use

핵산샘플 준비용 실험기기

laboratory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preparing nucleic
acid samples

혈액 및 기타 체액 측정/시험/
분석용 연구 실험실용 분석기

research laboratory analyzers for
measuring, testing and analyzing
blood and other bodily fluids

화학반응기
환경시험챔버(온도시뮬레이션
장비)

chemical reactors
environmental test chamber
(temperature simulation equipment)

pipette racks for laboratory use
pipette tips for laboratory use
chemistry apparatus and
instruments

실혐실용 단백질서열 분석기

devices for analyzing protein
sequence used as laboratory
apparatus

연구 목적의 세포의 유전자
변경용 전기식 장치

electrical equipment for the genetic
modification of cells for research
purposes

연구용 생물반응기
연구용 생물학적 견본 독 및
병원균탐지용 실험기구

bioreactors for research use

연소숟가락
용해조
유동층 건조기
유리병 플러그
유전자 분석 및 추출기기

combustion spoons

유전자 분석용 이화학장치

physical and chemical apparatus for
analyzing genes

유전자 분석용 튜브
유전자 분석용 튜브 받침대
유전자 분석용 플레이트
유전자 서열 탐지용 실험장치

tubes for analyzing genes

유전자 정보분석용 기기

devices for analyzing gene
information

유전자 조사분석장치
이화학장치 및 기구

genetic probe assay apparatus

이화학장치용 격막
입자가속기
입자검출장치
입자발생기
입자분류장치
입자탐지기
자동색층분석장치

diaphragms for scientific apparatus

적정셀
적정제어기
전자빔 가속기
초고속 액체크로마토그래프장치
테스트벤치
페트리 접시(세균배양접시)
피펫병
피펫팁
핵산배열기 및 핵산합성장치

titration cells

laboratory instrument for the detection
of pathogens and toxins in a biological
sample for research use
bath melts
fluidized bed dryers

[제9류/G3402] 광학기기(안경과 사진기기는 제외), 영화기기
상품의 범위
◦ 렌즈를 이용한 광학기기(안경/사진기기는 제외), 그 부품 및
부속품
◦ 주로 영화의 촬영/현상/녹음/편집에 사용되는 기기, 그 부품 및
부속품
◦ 위에 준하는 광학기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사진기기(제9류/G3402, G3404)
- 핵자기공명 단층촬영장치(제10류/G110101)

vial plugs
gene analyzing and extracting
devices

협의의 포괄명칭
광학기기(안경 및 사진기기는
제외)

포함되는 상품(예시)

tube rack for analyzing genes
plate for analyzing genes
laboratory devices for detecting
genetic sequences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physics
particle accelerators
particle detecting apparatus
particle generators
particle classifying apparatus
particle detectors
apparatus for automatic
chromatography
titration controllers
electron beam accelerators
quick liquid chromatograph apparatus
test benches
petri dishes
pipet jars
pipette tips
nucleic acid sequencing devices and
nucleic acid synthetic apparatus

opt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except for glasses and photographic
apparatus

3D 감상용 입체경장치
3D 시청 영사기용 입체 필터
3D 영사기
LCD 프로젝터
LED 현미경
LED 확대경
LED용 대물렌즈
USB 전원식 디지털 현미경
X-선 전자현미경
검사용 거울
검사작업용 거울
검사작업용 보스코프
공구용 현미경
광도파관
광반사막
광뷰잉 스크린
광섬유 렌즈(의료용은 제외)
광섬유 뷰어(의료용은 제외)
광섬유 수용체
광섬유 잠망경
광학 이미지 강화장치
광학 이미지 생성장치
광학거울

stereoscopic equipment for 3D
viewing
3D filter for 3D watching projector
3D projection equipment
LCD projectors
LED microscopes
magnifying lenses for LED
objectives (lenses) for LED
USB-powered digital microscopes
electronic X-ray microscopes
inspection mirrors
mirrors for inspecting work
borescopes for inspecting work
toolmakers' microscopes
optical waveguides
optical reflectors
optical viewing screens
fibrescopes, other than for medical
use
fibre optic viewers [not for medical
purposes]
fibre optic receptors
fibre optic periscopes
optical image enhancing apparatus
optical image creating apparatus
optical mi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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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류 G3402
광학기계기구용 반사경
광학기구용 미동측정나사
광학기기용 파우치
광학렌즈
광학빔 편향기
광학상이동기
광학식 조준경
광학식 표적감시기
광학식 표적추적장치
광학식 표적탐지기
광학식 환등기
광학용 대물렌즈
광학용 보정렌즈
광학용 아퍼토메터
광학용 프리즘
광학용 확대경
광학장치용 필터
광학테이블
광현미경
교환식 렌즈
군함무기용 망원조준장치
굴절망원경
금속류 현미경
대물 광학렌즈
대포용 망원조준기
대포용 망원표적조준기
데이터 프로젝터
돋보기 렌즈
돋보기 집
돋보기 홀더
돋보기용 줄
디지털 영사기
디지털 판독식 망원측정기

reflectors for microscopes
micrometer screws for optical
instruments
pouches for optical apparatus
optical lenses
optical beam deflectors
optical phase shifters
sight glasses [optical]
target surveillance apparatus
[optical]
target trackers [optical]
target location apparatus [optical]
optical lanterns
objectives [lenses] [optics]
correcting lenses [optics]
apertometers [optics]
prisms [optics]
magnifying glasses [optics]
filters for optical devices
optical tables
photomicroscopes
interchangeable lenses
sight devices [telescopic] for naval
weapon use
refractors
metallurgical microscopes
objective lenses (optical)
telescopic sights for artillery
target sights for artillery [telescopic]
data projector
magnifier lenses
magnifier cases
magnifier holders
chains for magnifiers
digital projectors
telescopic measures with a digital
read out

라이플총 망원조준기
레이저 대포용 표적조준기
레이저 총용 표적조준기
마이크로 프로젝터
마이크로톰
망원 조준기
망원가늠자
망원경
망원경 체관(렌즈원통)

riflescopes

망원경식 조준기
망원경용 렌즈
망원경용 반사경
망원경용 삼각대
망원경용 자동시준의(儀)
망원경용 프리즘
망원식 표적감시기

telescopic bow 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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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sights for artillery [laser]
target sights for guns [laser]
micro projector
microtomes
telescopic riflescopes
telescopic rules
telescopes
body-tubes for telescopes
[lens-barrels]
lenses for telescopes
reflectors for telescopes
tripods for telescopes
autocollimators
prisms for telescopes
target surveillance apparatus
[telescopic]

망원식 표적추적장치
망원식 표적탐지기
매크로 현미경
멀티미디어 영사기
문에 장치하는 핍홀
문용 광뷰잉 글라스(핍홀)
문용 확대핍홀
미니빔 프로젝터
보석 세공인용 확대경
보석측정 광학기기
보스코프
분광기
분석용 직교영사기
비디오스크린
비디오영사기
사냥용 쌍안경
생물 현미경
성좌 투영기(星座投影機)
수술용 현미경
스마트폰용 망원경
스마트폰용 현미경
스마트폰용 확대경
스캔이온전도 현미경 장치 및
기구
스크린용 광필터
스탠드형 LED 확대경
스트로보스코프
스파이글라스(작은 망원경)
슬라이드 또는 사진 영사장치
슬라이드 투사렌즈
슬라이드박스
슬라이드영사기
시계 기술자용 확대경
시준기
실로스탯
실물화상기
실물환등기
쌍안경
쌍안경용 삼각대
쌍안경용 케이스
안과 수술용 현미경
액정프로젝터
양궁용 망원조준기
영사 스캐너를 포함한 영사기
영사기
영사스크린
영상투사장치
영화 스크린
영화 재생장치
영화 제작기기

target trackers [telescopic]
target location apparatus
[telescopic]
macroscopes
multimedia projectors
peepholes [magnifying lenses] for
doors
optical viewing glasses [peep holes]
for doors
magnifying peepholes for doors
mini beam projectors
jewelers loupes
opt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measuring jewelry
borescopes
spectroscopes
analytical orthoprojectors
video screens
video projectors
hunting binoculars
biological microscopes
planetarium projectors
microscopes for operations
telescopes for smartphones
microscopes for smartphones
magnifying lenses for smartphones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scanning ion conductance
microscopy
optical filters for screens
stand magnifying lenses for LED
stroboscopes
spyglasses
slide or photograph projection
apparatus
slide projection lenses
slide boxes
slide projectors
watchmakers loupes
collimators
coelostats
video presenter
epidiascopes
binoculars
tripods for binoculars
cases adapted for binoculars
microscope for ophthalmic surgery
liquid crystal projectors
telescopic bow sights for archery
projectors including projecting
scanners
projection apparatus
projection screens
image projectors
motion picture screens
film reproducing apparatus
film production apparatus

9류 G3402
영화 처리기기
영화 촬영기
영화 촬영용 반사경
영화기기
영화기기용 파우치
영화녹음장치
영화용 녹음기
영화용 녹음기계기구
영화용 렌즈
영화용 릴
영화용 영사기
영화용 장치 및 기구
영화촬영용 카메라
영화촬영용 카메라 고정장치
영화촬영용 카메라케이스
영화편집용 영사기
영화필름 영사스크린
영화필름 현상기계
영화필름용 편집기
영화필름용 편집기구
오락산업용 영사기

film processing apparatus

주사형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
주사형 레이저 현미경
주사형 전자현미경
주사형 프로브 현미경
줌렌즈
줌현미경
지문인식기용 렌즈
지상무기용 망원조준장치

scanning confocal laser microscopes

집광기(集光器)
천체망원경
천체측정용 분광사진장치
초마이크로톰
초현미경
총강조준기(화기조준용 얼라인
먼트 장치)
카드형 돋보기
카메라용 망원경
카메라용 현미경
카메라용 확대경
투과형 전자현미경
편광필터
편광현미경
포탄 조준기
프로젝터
프로젝터용 렌즈
프로젝터용 스크린
프리즘
플라네타륨
필름 조정기
필름건조기
필름매트릭스
필름현상기기
항공기에 장착되는 야간 투시경
항공기에 장착되는 야간 투시용
망원경
항공무기용 망원조준장치

optical condensers

microscopes

aiming telescopes

현미경
현미경 검사용 회절장치
(回折裝置)
현미경 및 관련부품
현미경 및 그 부품
현미경 받침대
현미경 영상처리기(映像處理器)
현미경 집광장치
현미경슬라이드용 용기
현미경용 램프
현미경용 렌즈
현미경용 슬라이드
현미경용 장치 및 기구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scanning ion microscopy

현미경용 조명장치

microscope illuminating devices

cinematographic machines
reflectors for photographing
cinematographic machines and
apparatus
pouches for cinematographic
apparatus
film recording apparatus
film recorders
sound recording apparatus and
instruments (cinematographic
apparatus)
film lenses
reels for films
cinematographic projectors
cinematographic apparatus and
instruments
cinematographic cameras
holding devices for cinematographic
cameras
cinematographic camera cases
movie editing projectors
projection screens for movie films
movie film developing machines
editing machines for movie films
apparatus for editing
cinematographic film
projectors for the entertainment
industry

오버헤드 프로젝터용 슬라이드
원자현미경용 장치 및 기구

slides for overhead projectors

위상변환기
윤곽투영기
의료용 현미경
입체 영상용 영사기
입체 영상용 영사스크린

phase shifters

입체 현미경을 포함한 현미경

microscopes (including
stereomicroscopes)
stereoscopes

입체경
입체경장치
자동초점식 영사기
자이로 안정기에 의해 안정된
조준기
잠망경
적도의식 망원경(赤道儀式
望遠鏡)
적외선 광학기기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
전자식 대포용 표적조준기
전자식 총용 표적조준기
전자현미경
접안렌즈
접안렌즈를 포함한 기구
조준용 망원경
주사이온 현미경검사용 장치
및 기구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scanning probe microscopy
profile projectors
microscopes for medical use
projectors for stereoscopic image
projection screens for stereoscopic
image

stereoscopic apparatus
self-acting focussing projectors
gyrostabilized aiming sights
periscopes
equatorial telescopes
infrared optical apparatus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 (sem)
target sights for artillery [electronic]
target sights for guns [electronic]
electron microscopes
eyepieces
instruments containing eyepieces

scanning laser microscopes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
scanning probe microscope
zoom lenses
zoom microscopes
leses for finger print sensors
sight devices [telescopic] for
terrestrial weapon use
astronomical telescopes
astronomical spectrographs
ultramicrotomes
ultramicroscopes
boresighters [alignment apparatus
for firearm sights]
card magnifiers
telescopes for cameras
microscopes for cameras
magnifying lenses for cameras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s
polarization filters
polarizing microscopes
bomb sights
projectors
lenses for projectors
screens for projectors
prisms
planetariums
film splicers
film dryers
film matrices
film developing apparatus
night vision glass with built-in airlines
night vision telescopes with built-in
airlines
sight devices [telescopic] for
aeronautical weapon uses
diffraction apparatus [microscopy]
microscopes and parts thereof
microscopes and their parts
operating microscope stands
microscope video processors
microscope condensers
containers for microscope slides
microscope lamps
lenses for microscopes
microscope slides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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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류 G3402
현미경용 체관(렌즈원통)

body-tubes for microscopes
[lens-barrels]

현미경용 프리즘
형광스크린
홈시어터용 프로젝터
화기용 망원조준기
화기용 조준망원경
화면 영사기
확대경
환등기
회절장치(정밀측정장치)

prisms for microscopes
fluorescent screens
home theater projectors
telescopic sights for firearms
sighting telescopes for firearms
picture projectors
magnifying glasses
magic lanterns
diffraction apparatus (precision
measuring apparatus)

[제9류/G3402, G3404] 사진기기
상품의 범위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광학기기(안경/사진기기는 제외), 영화기기(제9류/G3402)

포함되는 상품(예시)
35MM 카메라
3D 카메라 리그 제어 모듈

35mm cameras

CCD 카메라
CCTV IR 돔카메라

CCD cameras

CCTV 렌즈
CCTV 카메라
CCTV용 카메라 제어기
CCTV용 카메라 하우징
DSLR 카메라

CCTV lense

TV 카메라
감광판을 사용하는 카메라
감시 카메라
계기판 카메라
골프공 궤적 분석용 카메라

TV cameras

골프스윙 분석용 비디오카메라

video cameras for analyzing golf
swing

골프스윙 분석용 카메라
공업용 디지털카메라
광셔터
노출계
다목적 카메라
다중프레임 뷰카메라
동영상 카메라
동작 활성화 카메라
디지털 비디오카메라
디지털 스틸 및 동영상 카메라

cameras for analyzing golf swing

유사상품 심사기준

디지털 카메라 고정장치
디지털 카메라 및 캠코더용
어댑터
디지털 카메라 및 캠코더용
커넥터
디지털 카메라몸체
디지털 카메라용 노출계
디지털 카메라용 디스플레이
디지털 카메라용 렌즈
디지털 카메라용 렌즈캡
디지털 카메라용 모니터
디지털 카메라용 방수파우치
디지털 카메라용 보디캡
디지털 카메라용 보호슬리브

◦ 사진기기
◦ 사진기기의 부품 및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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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스틸 및 동영상 카메라
제어 모듈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LCD 보호필름

electronic control modules for 3D
camera rigs
infrared rays dome cameras for
CCTV
cameras for CCTVs
CCTV camera control units
CCTV camera housing
digital single-lens reflex (DSLR)
cameras
plate cameras
surveillance cameras
dashboard cameras
cameras for analyzing the trajectory
of golfballs

digital cameras for industrial use
optical shutters
exposure meters [light meters]
multiple purpose cameras
multiframe view cameras
motion picture cameras
motion-activated cameras
digital video cameras
digital still and motion cameras

디지털 카메라용 스킨
디지털 카메라용 스탠드
디지털 카메라용 액정
디지털 카메라용 전자 도킹
스테이션
디지털 카메라용 커버
디지털 카메라용 플래시
디지털 카메라의 LCD후드 커버
디지털 캠코더
디지털카메라용 액세서리슈커버

digital still and motion camera
control modules
digital cameras
LCD protective film for digital
cameras
digital camera holding devices
adapters for digital cameras and
camcorders
connectors for digital cameras and
camcorders
digital camera body
exposure meters for digital cameras
displays for digital cameras
lenses for digital cameras
lens cap for digital cameras
monitors for digital cameras
waterproof pouches specially
adapted for digital cameras
bodycap for digital cameras
protective sleeves for digital
cameras
skin for digital cameras
stand for digital cameras
display screens for digital cameras
electronic docking station for digital
cameras
cover for digital cameras
flash for digital cameras
LCD hood cover for digital cameras
digital camcorder
accessory shoe cover for digital
cameras

디지털카메라용 액정모니터커버

liquid crystal monitor cover for digital
cameras

라이트 박스
래피드스캔 카메라
렌즈셔터
렌즈후드
망막 카메라(의료용은 제외)

light boxes

모니터링용 비디오카메라
모니터용 다목적 카메라
무선 CCTV 카메라
무인감시용 CCTV 카메라
방송용 비디오카메라
방수 캠코더 케이스
보안카메라
분광사진장치
분리형 카메라
비디오 감시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하우징
비디오레코더가 장착된 휴대
용 비디오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스탠드

rapid scan cameras
lens shutters
lens hoods
retinal cameras [other than for
medical use]
video cameras adapted for
monitoring purposes
multi function monitoring cameras
wireless CCTV cameras
unmanned observation CCTV
cameras
video cameras for broadcasting
waterproof camcorder cases
security cameras
spectrograph apparatus
detachable cameras
video surveillance cameras
video camera housing
portable video cameras with built-in
videocassette recorders
video cameras
video camera stands

9류 G3402, G3404
비디오카메라(캠코더)
비디오카메라용 렌즈
비디오카메라용 이미지 센서
사진 복제기
사진 분석용 기기
사진 처리기
사진 측량기
사진감광판용 가대
사진광택기
사진기 운반용 가방
사진기계기구
사진기구용 가방
사진기구용 가방 및 케이스
사진기구용 노출계
사진기구용 렌즈
사진기구용 케이스
사진기기
사진기기 운반용 가방
사진기기용 렌즈캡
사진기기용 마운트어댑터용 링
사진기기용 배터리실 커버
사진기기용 보디캡
사진기기용 스트랩
사진기기용 아이피스
사진기기용 아이피스캡

videocameras [camcorders]
lenses for video cameras
image sensors for video cameras
photographic duplicating apparatus
instruments for analysing photographs
photographic processing apparatus
photographic surveying instruments
carriers for dark plates
[photography]
photographic glazing apparatus
carrying cases for cameras
photographic machines and
apparatus
photography appliance bags
photography appliance bags and
cases
exposure meters for photographic
devices
lenses for photographic apparatus
cases for photographic apparatus
photographic apparatus and
instruments
bags adapted for carrying
photographic apparatus
lens cap for photographic devices
ring for mount adapter for
photographic devices
cover for battery seal for
photographic devices
body cap for photographic devices
strap for photographic devices
eyepiece for photographic devices
eyepiece cap for photographic
devices

사진기기용 액정모니터 커버

lquid crystal monitor cover for
photographic devices

사진기기용 이미지 센서

image sensor for photographic
devices

사진기기용 접안 아이컵

ocular eye cup for photographic
devices

사진기기용 파우치
사진기용 셔터
사진기용 셔터릴리즈
사진기용 조리개
사진기용 케이스
사진슬라이드용 위치조정장치

pouches for photographic apparatus

사진슬라이드용 프레임

frames for photographic
transparencies

사진암실
사진암실용 등
사진암실용 램프
사진암실용 전구
사진암실용 필터
사진용 건조대
사진용 광원(섬광등)

darkrooms [photography]

사진용 기기 전용 용기

shutters [photography]
shutter releases [photography]
diaphragms [photography]
cases for cameras
centering apparatus for photographic
transparencies

photographic darkroom lighting
darkroom lamps [photography]
darkroom lights
darkroom filters
photography drying racks
light sources [flashlamps] for
photographic use
cases especially made for
photographic apparatus and
instruments

사진용 노출계
사진용 드레이너
사진용 렌즈 브러시

photographic exposure meters
drainers for use in photography
lens brushes adapted for
photographic use
unsensitised photographic plates

사진용 미감광판
사진용 선반
사진용 섬광전구
사진용 세척쟁반
사진용 속도 측정장치

photographic racks
flash-bulbs [photography]
washing trays for photography
speed measuring apparatus
[photography]
screens [photography]

사진용 스크린
사진용 슬라이드
사진용 앵글파인더
사진용 자외선 필터

photographic slides
angle viewfinder
filters for ultraviolet rays, for
photography

사진용 장비
사진용 카메라
사진용 파인더
사진용 플래시라이트
사진용 필터
사진용 확대장치
사진용품용 스풀
사진인화기
사진인화용 건조장치

photographic equipment
photographic cameras
viewfinders, photographic
flashlights for use in photography
photographic filters
enlarging apparatus [photography]
spools [photography]
photo printers
drying apparatus for photographic
prints
carrying bags for photographic
equipment
stands for photographic apparatus

사진장비용 운반 가방
사진장치용 받침대
사진제작용 기기
사진제판용 스크린
사진조판기
사진현상/인화/확대 또는
끝손질용 기계
사진현상기
사진확대기
산업용 검사장비 카메라
선형이미지센서가 부착된
카메라
섬광전구
셔터 센서
수중 카메라
스마트폰용 셀카링 조명
스마트폰용 카메라
스마트폰용 플래시 램프
스틸카메라용 렌즈
슬라이드 프레이밍장치
슬라이드 필름용 마운트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
열상카메라
열영상 화재감지 카메라
열전사카메라
영상회의용 IP 카메라
오토바이용 캠코더 거치대

instruments for producing
photographs
screens for photoengraving
photographic print-making apparatus
photo-developing/printing/enlargin
g or finishing machines and
apparatus
photographic developing apparatus
enlargers
inspection cameras for industrial
purposes
camera containing a linear image
sensor
flash bulbs
shutter sensors
underwater cameras
selfie ring lights for smartphones
cameras for smartphones
flash lamps for smartphones
lenses for use with still cameras
slide framing apparatus
slide film mounts
face recognition thermal imaging
cameras
thermal imaging cameras
thermal camera for fire detection
thermal transfer camera
IP cameras for video conference
camcorder mounts for use on
motorcycles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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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류 G3402, G3404
원자력발전소 감시 및 검사장
비용 카메라
웹 카메라 거치대
웹캠
인화용 광택기구
일회용 카메라
자동차용 사각지대 카메라
자동차용 캠코더
자동현상필름식 동영상카메라

cameras for monitoring and
inspecting equipment in a nuclear
power station
web camera mounts
webcams
glazing apparatus for photographic
prints
disposable cameras
blind spot cameras for cars
car camcorders
motion-picture cameras for
self-developing film

자동현상필름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전자식 감시용 텔레비전 카메라

cameras for self-developing film

접사렌즈
조리개게이지
즉석사진제작용 카메라

close-up lenses

차량용 블랙박스 카메라
차량용 카메라
차량용 후방카메라
차량인식카메라
천체사진용 렌즈
침입자감시용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가죽끈용 고정줄

black box camera for cars

카메라 가죽끈용 포켓
카메라 렌즈 마개
카메라 렌즈 어댑터링
카메라 렌즈 캡용 버클
카메라 렌즈후드
카메라 마개
카메라 및 사진기구용 가방

infrared cameras
electronic television monitoring
cameras
aperture gauges
photographic cameras for the instant
production of pictures
cameras for vehicles
rearview cameras for vehicles
car recognizing cameras
lenses for astrophotography
cameras for monitoring intruder
cameras
fixing ropes for camera leather
leashes
pockets for camera leather leashes
camera lens caps
adapter rings for attaching objectives
on cameras
buckles for camera lens caps
camera lens hoods
camera closures
bags for cameras and photographic
equipment

카메라 받침대
카메라 보호용 플라스틱 필름커버

camera stands

카메라 전용 가방

cameras (Bags adapted or shaped
to contain -)

카메라 줄
카메라 케이스
카메라 후드
카메라가방
카메라렌즈
카메라렌즈용 케이스
카메라용 가방
카메라용 가죽끈
카메라용 거리계
카메라용 광필터
카메라용 노출계
카메라용 라이트장치
카메라용 렌즈
카메라용 렌즈 변환 어댑터

camera str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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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tic film cover for protecting
cameras

camera cases
camera hoods
camera bags
camera lenses
cases for camera lens
bags for cameras
camera leather leashes
range finders [for cameras]
light filters for cameras
exposure meters for cameras
lighting devices for taking pictures
lenses for cameras
lens transporting adapter for cameras

카메라용 렌즈셔터
카메라용 렌즈필터
카메라용 렌즈후드
카메라용 리그
카메라용 마운트
카메라용 매거진
카메라용 멜빵
카메라용 모노포드
카메라용 방수케이스
카메라용 보호캡
카메라용 뷰파인더
카메라용 삼각대
카메라용 셀프타이머
카메라용 셔터
카메라용 셔터릴리즈
카메라용 스트랩
카메라용 스풀
카메라용 아이피스
카메라용 아이피스캡
카메라용 액세서리슈커버
카메라용 액정모니터커버

lens shutters for cameras

카메라용 야간식별장치
카메라용 접사링
카메라용 조리개
카메라용 주름상자
카메라용 클로즈업 렌즈
카메라용 틸팅헤드
카메라용 플래시
카메라용 플래시건
카메라용 플래시라이트
카메라용 플래시라이트장치

night vision detectors for cameras

캠코더
캠코더 거치대
캠코더 고정장치
캠코더 보호용 플라스틱 필름
커버
캠코더 화면용 보호필름

camcorders

캠코더용 스탠드
캠코더용 커버
캠코더용 케이스
콤팩트 디지털카메라
태양사진장치
텔레비전 카메라 튜브
텔레비전용 카메라
텔레비전카메라
텔레컨버터
투명 유기발광 다이오드가
탑재된 디지털카메라

stands for camcoders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
프린트 건조기(사진기기)

closed circuit television cameras

lens filters [for cameras]
lens hoods [for cameras]
rig for cameras
camera mounts
film magazines for cameras
slings for cameras
camera monopod
waterproof cases for camera
protective caps for cameras
viewfinders [for cameras]
tripods for cameras
self-timers [for cameras]
shutters [for cameras]
shutter releases [for cameras]
straps for cameras
spools for cameras
eyepiece for cameras
eyepiece cap for cameras
accessory shoe cover for cameras
liquid crystal monitor cover for
cameras
close-up ring for cameras
diaphragms for cameras
bellows for cameras
close-up lenses for cameras
tilting heads [for cameras]
camera flashes
flash guns [for cameras]
flash lamps [for cameras]
photographic flash units [for
cameras]
camcoder mounts
camcoder stand
plastic film cover for protecting
camcoder
protective films adapted for
camcoder screens
covers for camcoders
cases for camcoders
compact digital cameras
heliographic apparatus
television camera tubes
television cameras
telecameras
teleconvertors
digital cameras incorporating
transparent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print dryers [photographic
apparatus]

9류 G3403
프린트 절단기(사진기기)
플래시라이트 기기
필름 스트립 뷰어
필름감는장치
필름용 카메라
필름절단장치
항공기에 장착되는 야간 투시용
적외선 카메라
화상 카메라
화상회의용 카메라
후방영상저장용 카메라

print cutters [photographic apparatus]
flashlight apparatus
film strip viewers
film advancing winders
film cameras
film cutting apparatus
night vision infrared cameras with
built-in airlines
webcam
videoconferencing cameras
cameras for storing the images of
rear sides

GPS 기능이 있는 수정온도센서

quartz temperature sensor using
GPS functions

GPS 기능이 있는 압력센서

pressure sensor using GPS
functions
temperature sensor using GPS
functions
gyro sensors using GPS functions

GPS 기능이 있는 온도센서
GPS 기능이 있는 자이로센서
LED 동작인식 센서
LED 포지션 센서
LVDT 센서 컨트롤러
pH 측정기
X선 검사장비가 부착된 유해
물질 검사용 정밀측정기기
가변식 속도조절기
가속도 확인센서

[제9류/G3403] 기본단위계량기기, 유도단위계량기기, 정밀
측정기기, 재료실험기기
상품의 범위
◦ 자, 저울, 되, 말 등 기본단위를 측정하는 기기(기본단위계량기기)
◦ 움직이는 기체나 고체의 상태를 측정하는 기기(유도단위계량기)
◦ 복잡한 기능과 구조를 통해 높은 정밀도를 측정하는 기기(정밀측
정기기)
◦ 금속/시멘트/콘크리트/목재/섬유/고무/플라스틱 등 재료의
생태, 성능 따위를 측정하기 위한 기기(재료실험기기)
◦ 습도/열량/압력 등을 알맞게 자동 조절하는 장치(자동조절기기)
◦ 위에 준하는 측정용기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전기측정기기, 자기측정기기(제9류/G3904)
- 원격측정제어기계기구(제9류/G390702)
- 초음파응용측심기(제9류/G390803)
- 의료용 검사기기(제10류/G110101)

협의의 포괄명칭
기본단위계량기기

weighing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standard unit
weighing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derived unit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testing material
precision measuring apparatus

유도단위계량기기
재료실험기기
정밀측정기기
측정기구
측정장치

measuring instruments
measuring apparatus

포함되는 상품(예시)

LED motion recognition sensor
LED position sensors
LVDT sensor controller
pH meters
precision measuring devices for
inpecting hazardous substances
with built in X-ray inspector
variable speed control apparatus
sensors for determining
acceleration

가속도계
가속센서
가솔린 계기
가스/고체물질의 온도 및 습도
측정장치

accelerometers

가스/액체 및 고체 검사용 장치

apparatus for testing gas, liquids and
solids

가스계량기
가스농도 측정장치

gasometers [measuring instruments]

가스미터
가스센서
가스시험기구
가스압력계
가정용 온도계
가정용 온도모니터

gas meters

가정용 온도측정기

temperature measuring apparatus
for household use

각도게이지
각도계
각도기
각도자(측정기기)
각도측정용 기기
간섭계
감광센서
감마계수기
감열식 에너지측정기

angle gauges

acceleration sensors
petrol gauges
measuring apparatus for
temperature and humidity levels in
gases and solid substances

apparatus for measuring the
concentration of gas
gas sensors
gas testing instruments
gas pressure indicators
household thermometers
temperature monitors for household
use

goniometers
protractors [measuring instruments]
bevels [measuring apparatus]
instruments for measuring angles
interferometers
photosensors
gamma counters
thermal energy measuring
apparatus
thermal controls

GPS 기능을 내장 또는 이용한
고도계

altimeters with built in or using GPS
functions

감열식 제어기
감열온도 측정용 사각형 종이

GPS 기능을 내장 또는 이용한
기압계
GPS 기능을 내장 또는 이용한
방위컴퍼스
GPS 기능을 내장 또는 이용한
보수계(步數計)
GPS 기능을 내장 또는 이용한
속도계
GPS 기능이 있는 관성센서

barometers with built in or using GPS
functions

개인용 계량저울
개인용 전자계량저울

directional compasses with built in or
using GPS functions

거리 및 치수 측정기기

distance and dimension measuring
instruments

거리 측량기
거리 측정기
거리기록장치
거리센서

distance measuring apparatus

pedometers with built in or using
GPS functions
speed indicators with built in or using
GPS functions
inertial sensors using GPS functions

thermosensitive temperature
indicator strips
personal weighing scales
electronic weighing scales for
personal use

range finders
distance recording apparatus
distance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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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게이지
게이지
게이지 블록
경도계
경도시험기
경사 지시계
경사 측정기
경사계
경사도 측정기
경위의(經緯儀)
계량기
계량기 테스트기기
계량기기
계량대
계량용 분리탑(分離塔)
계량저울용 저울추
계량컵
계산저울
계수기
계수기 균형추
고/노고 플러그게이지
고/노고게이지
고도계(高度計)
고도측정기
고링게이지
고무시험기
고압 압력계
고온계
고음계(高音計)
골프샤프트 계측기
골프스윙 속도측정장치
골프용 거리측정기
골프클럽게이지
공구 측정장치
공기 오염 측정장치
공기 온도 센서
공기 측정기
공기 포집기
공기조절기용 측정 및 제어장치
공업용 또는 군사용 금속탐지기
공업용 온도측정기
공연비게이지
공진기
과급기용 자동조절기기
과급압력계
과립계량기
과학용 분리탑(分離塔)
과학용 온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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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gauges
gauges
gauge blocks
rheometers
hardness testing machines
slope indicators
slope measuring devices
inclinometers
apparatus for measuring the percent
of slope
theodolites
meters
meter testing apparatus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weighing
weighbridges
separation columns for weighing
purposes
weights for use with weighing scales
measuring cups
calculating scales
counters
counter balance weights
go/no-go plug gauges
go/no-go gauges
altimeters
height measuring instruments
go ring gauges
rubber testing machines
high-pressure manometers
pyrometers
acoustic meters
meters for golf shaft
apparatus for measuring the speed
of golf swing
range finders for golf
golf club gauges
tool measuring instruments
air pollution measuring devices
air temperature sensors
air measuring apparatus
air samplers
measuring and control devices for
air-conditioning technology
metal detectors for industrial or
military purposes
temperature measuring apparatus
for industrial use
air/fuel ratio gauges
resonators
automatic controlling devices for
superchargers
boost gauges
granular meters
separation columns for scientific
purposes
temperature meters for scientific use

과학용 온도모니터
과학용 온도민감성 시험장치
과학용 온도센서기
과학용 온도측정기
과학용 탐침
관성센서
관측기구
광도계(光度計)
광도분석기(의료용은 제외)
광도측정기(의료용은 제외)
광디스크 시험기
광량계(光量計)
광섬유 온도탐침기(의료용은
제외)
광센서
광속계
광측정기
광파기
광학센서
광학속도센서
광학식 형상 측정장치
광학장비점검용 측정기구

temperature monitors for scientific
use
temperature sensitive testing
apparatus for scientific use
temperature sensing apparatus for
scientific use
temperature measuring apparatus
for scientific use
probes for scientific purposes
inertial sensors
observation instruments
photometers
photometric analyzers [other than
for medical use]
photometric apparatus [other than
for medical use]
optical disc testers
actinometers
optical fibre temperature probes,
other than for medical use
light sensors
luminoflux meters
light measuring devices
theodolite
optical sensors
optical speed sensors
optical profilers
testing apparatus for checking
optical devices

광학적 전자센서기
광학측정기기
광학측정부품
구경측정기
구경측정용 링
구면계(球面計)
구조시험기

electronic optical sensors

굴절도계(屈折度計)
권척(卷尺)
균형시험기
균형장치
그립사이즈게이지
근사치 탐지기
근접센서
금속강도시험기
금속경도시험기
금속분석측정기기

refractometers

금속시트의 표면결함시험 및
검사장치
금속실험기기
금속압축시험기
금속재료 시험기
금속제 기계식 방향지시계 패널
금속제 발광식 방향지시계 패널

optical measurement apparatus
optical measuring components
calibrating apparatus
calibrating rings
spherometers
apparatus for measuring the
strength of concrete structures
tape measures
balance testers
balance installations
grip size gauges
approximation detectors
proximity sensors
metal strength testing machines
metal hardness testing machines
measuring machines and
instruments for analyzing metals
apparatus for testing and inspecting
surface defects of metal sheets
instruments for testing metals
metal compression testing
machines
metallic material testers
metal direction indicator panels
[mechanical]
metal direction indicator panels
[lumin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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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제 전기식 방향지시계 패널
금속탐지기
금형내 수지의 온도계(비의료용)
금형내 수지의 유속계
금형사출기 온도감시장치
급수설비용 수위계
급수설비용 액체자동조절기
기계공구용 센서
기계식 온도계
기계실 온도조절장치
기계용 온도제한기
기계용 온도조절장치
기계용 온도조절장치(전기식
스위치)
기상관측용 기계
기상관측용 기구(氣球)
기상관측용 제기계 자침
기상관측용구
기상용 센서
기상정보장치
기압계
기전기
기체유량계(氣體流量計)
기체측량계
기포 수준기
길이 측정기구
길이게이지
깊이 측정용 센서
깊이측정장치
나사산게이지
나사측정기계기구

metal direction indicator panels
[electric]
metal detectors
thermometers of resins within molds
(not for medical purposes)
current meters of resins within molds
temperature monitoring device for
injection moulding machines
water level indicators for water
supplying instruments
automatic liquid controllers for water
supplying instruments
sensors for use with machine tools
technical thermometers
mechanical room thermostats
temperature limiters for machines
temperature controlling apparatus
for machines
temperature control apparatus
[electric switches] for machines
meteorological machines and
apparatus
weather balloons
magnetic needles for meteorological
observation instruments
meteorological instruments
sensors used in meteorology
weather information apparatus
barometers
vibration exciters
gas flow meters
aerometers
bubble levels
instruments for measuring length
length measuring gauges
sensors for measuring depth
depth gauges
threading gauges
screw-thread measuring machines
and instruments

나사태핑용 게이지
나침반
난방용 계량기
내구시험(耐久試驗)기
내비게이션용 항해장치
내연기관(內燃機關) 시험기기

screw-tapping gauges

내후검사기
냉각제 온도 감지기
노고링게이지
논리 탐사기
농도계
높이 조절기
뇨비중계
누설센서
누수측정기기
누수탐지기

weathering testers

compasses
heating meters
endurance testing machines
marine apparatus used for navigation
internal combustion engine testing
apparatus
coolant-temperature sensors
no-go ring gauges
logic probes
concentration meters
height controls
urinometers
leak sensor
leak testing apparatus
leak detectors

누수탐지장치
눈 굴절도계(屈折度計)
눈금 측정장치

leak detection apparatus
eye refractometers

눈금이 매겨진 유리기구
눈금자
눈금측정용 가스발생장치
눈사태 탐침
뉴턴 동력측정계
다이얼게이지장치
다축 지향성 탐지기
달걀홀더에 내장된 신선도
측정용 센서
당과용 온도계
당도계
대들보 깊이 측정기
대저울(수평저울)
도시미터
동력측정계
동작 감지 센서
동작인식 센서
동작탐지용 근접센서
동축선 공진기
되
두께 측정기
디젤분사노즐시험기
디젤유 방출시험기
디지털 pH 측정기
디지털 고기 온도계
디지털 기상대
디지털 센서(의료용은 제외)

graduation checkers [calibration
checkers]
calibrated glassware
graduated rulers
apparatus for generating gas for
calibration purposes
avalanche probes
newton dynamometers
dial gauge instruments
multiaxis directional detectors
freshness measuring sensors
incorporating egg tray
candy thermometers
saccharometers
cross beam depth gauges
steelyards [lever scales]
dosimeters
dynamometers
motion detecting sensors
motion recognizing sensors
approach sensors for detecting
motions
coaxial resonators
Korean volume measure (Doe)
thickness gauges
diesel injector testers
diesel oil emission testers
digital pH meters
digital meat thermometers
digital weather stations
digital sensor apparatus, other than
for medical use

디지털 수화물 저울
디지털 온도계(의료용은 제외)

digital luggage scale

디지털 지시계
디지털 진공센서(의료용은 제외)

digital indicators

디지털 측정기기
디지털 타코미터
디지털 토크게이지
디지털 판독게이지
디지털 패널용 미터
디지털 포스 측정기
디지털 함수발생기
레벨 게이지
레벨 계측기
레벨 센서
레벨 스위치
레벨 측정기
레이더 고도계
레이저 거리 측정기
레이저 레벨 측정기
레이저 변위센서계측기

digital measuring apparatus

digital thermometers, other than for
medical purposes
digital vacuum sensors apparatus,
other than for medical use
digital tachometer
digital torque gauges
gauges with digital readout
digital panel meters
digital force gauges
digital functional generators
level guages
level measuring instrument
level sensors
level switches
level meters
ladar altimeters
laser range finders
laser level measuring apparatus
laser displacement sensor det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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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센서
레이저 속도 측정기
레이저 스캐닝 농도계
레이저 측정장치
레이트 자이로
로그
링게이지
링사이즈측정기
마스터링 게이지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 계기
마이크로웨이브 감지장치
마이크로파 센서
말(계량기)
면적계
모래시계
모형센서
목욕탕용 저울
목재 시험기
무게 측정기기
무선통신 기능이 있는 음주측정기

laser sensor

물 저장 기능을 갖는 물음용량
측정기기

measuring devices for the amount of
drinking water having water storing
functions

물꼭지용 전자측정장치

electronic metering devices for
faucets

물리분석기(의료용은 제외)

physical analyzers [other than for
medical use]

물리분석장치(의료용은 제외)

physical analysing apparatus [other
than for medical use]

laser speed detectors
laser scanning densitometers
laser measuring systems
rate gyros
logs [measuring instruments]
ring gauges
ring sizers
master ring gauges
micrometers
micrometer gauges
microwave sensing apparatus
microwave sensor
planimeters
sandglasses
dummy sensors
bathroom scales
lumber testing machines
weight measuring instruments
alcohol meters with wireless
communication function

instruments for surveying physical
data

물온도 게이지
물음용량 정밀측정기기

water temperature gauges

물음용량 측정을 위한 수위계
물음용량 측정을 위한 액면계
물음용량 측정을 위한 액체수준
센서
물음용량 측정을 위한 저울
물체감지센서
미소경도시험기(微小硬度試
驗機)
미터 변환기
밀도계
바람 측정장치
바람자루(풍항계)
바리오미터
바이오센서
바이오칩 검사기
반사율계
발광 측정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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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ght path controls for projectiles

방사선 튜브
방사선량계
방사선입자 탐지용 원자탐지기

radiation tubes

방위 측정기
방적사 계수기
방향지시나침판
배기가스 온도게이지
밸브압력지시계용 플러그
변위 센서 계측기
변위 측정기

azimuth instruments

변형게이지
보수계(步數計)
보일러 온도 자동조절장치

strain gauges

부동액 시험기
부하 측정기계기구

antifreeze testers

분광 광도계(分光光度計)
분광형광 광도계
분량계
분진 측정기
불쾌지수계
불투명도 측정기
브레이크 시험기기
브레이크 패드용 센서
브레이크액 검사장치
비교측정기
비의료용 뇨비중계
비의료용 산소센서
비의료용 시험장치

spectrophotometers

비의료용 안압측정기

tonometers for measuring [not for
medical purposes]

비의료용 온도계

thermometers, not for medical
purposes

비의료용 온도계 겸용 습도계

combined thermometers and
hygrometers not for medical purposes

비의료용 온도지시라벨

temperature indicator labels, not for
medical purposes

비의료용 온도측정장치

temperature measuring apparatus
(not for medical purposes)

비의료용 자기공명영상 진단
장치
비의료용 적외선온도계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apparatus, not for medical purposes

Korean volume measure (Mal)

물리적 데이터 측량기기

물음용량 측정용 컵

발사체용 비행경로제어기
발전소제어용 센서
방사능 측정기구
방사능 측정장치
방사선 감지장치
방사선 검출기용 센서
방사선 측정기구
방사선 측정장치
방사선 측정장치용 센서

precision measuring devices for the
amount of drinking water
measuring cups for the amount of
drinking water
water level indicators for measuring
the amount of drinking water
level indicators for measuring the
amount of drinking water
liquid level sensors for measuring
the amount of drinking water
scales for measuring the amount of
drinking water
object detecting sensors
microhardness testers
metric converters
densimeters
wind measurement apparatus
wind sleeves [wind indicators]
variometers
bio-sensors
biochip inspectors
reflectometers
luminescence measuring devices

sensors used in plant control
radioactivity measuring instruments
radioactivity measuring apparatus
radiation sensing apparatus
sensors for radiation detectors
radiation measuring instruments
radiation measuring apparatus
sensor for radiation measuring
apparatus
radiation dosemeters
nuclear detectors for detecting
radiation particles
yarn counters
directional compasses
exhaust gas temperature gauges
pressure indicator plugs for valves
displacement sensor meters
displacement measurement
instruments
pedometers
automatic controlling devices for the
temperature of boilers
load measuring apparatus and
instruments
fluorescence spectrophotometer
quantity indicators
dust measuring apparatus
gauges for discomfort index
opacimeter
brake testing apparatus
brake pad wear sensors
brake fluid testers
comparators
urinometers, not for medical purposes
oxygen sensors, not for medical use
testing apparatus not for medical
purposes

infrared thermometers, not for
medical purposes

9류 G3403
비의료용 진단기구
비의료용 체성분 분석기가
부착된 체중계
비의료용 체중계
비의료용 체지방계
비의료용 체지방분석기가
부착된 체중계
비의료용 초음파 탐지기
비의료용 초음파 탐침
비의료용 측정용 센서
비의료용 호흡모니터
비접촉식 광센서
비접촉식 측정기기
비중계
비틀림 시험기
비파괴 시험기
비행 시험장비
비행 제어장치
비행파라미터 검사용 장치
사진측량용 분석기구

diagnostic apparatus, not for medical
purposes
weight scales with built in body
composition analyzers not for medical
purposes
weight scales not for medical purposes

속도 검사장치
속도 센서
속도 측정기기
속도 측정용 센서
속도 측정장치
속도계
속도계 시험기
속도확인 센서
손가락 사이즈 측정기
수도 계측기
수량미터
수맥탐지봉
수송기계기구 브레이크 시험용
장치
수송기계기구 트랜스미션
시험용 장치
수송기계기구용 계량봉
수송기계기구용 속도검사장치

speed checking apparatus

수송기계기구용 수위계
수송기계기구용 온도 제어 장치

water level indicators for vehicles

flight controlling apparatus
apparatus for checking flight
parameters
analysis instruments for
photogrammetric purposes

수송기계기구용 온도조절장치
수송기계기구용 자동운전장치

thermostat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주차 센서
수송기계기구용 주행거리
기록계
수송기계기구용 진단장치
수송기계기구용 타이어의
저압자동표시기
수심 측정기
수심측정장치 및 기계
수온센서
수온조절기
수위게이지
수위계
수위탐지장치
수은수준기
수은온도계(의료용은 제외)

parking sensors for vehicles

수정온도센서
수준계
수준기(水準器)
수준의
수준표척
수중음파 탐색장치

quartz temperature sensor

수중음향 탐지장치

underwater acoustic detecting
apparatus

수질 계측기
수질 측정기
수질분석측정기기

water quality meters

수치 계수기

numerical counters

body-fat scales not for medical
purposes
weight scales with built in body-fat
analyzers not for medical purposes
ultrasonic detectors [non-medical]
ultrasonic probes, other than for
medical use
sensors [measurement apparatus],
other than for medical use
respiratory monitors [non-medical]
non-contact optical sensors
non-contact measuring apparatus
gravimeters
torsion testers
machines for non-destructive testing
in-flight testing equipment

사진측정기
산(酸)용 비중계
산도 적외선 센서
산도계
산소 센서
산업용 금속탐지기

photogrammetric machines

산업용 변위센서

displacement sensor for industrial
purposes

산업용 압력센서

pressure sensor for industrial
purposes

산업용 온도모니터

temperature monitors for industrial
use

산업용 온도민감성 시험장치

temperature sensitive testing
apparatus for industrial use

색채계(色彩計)
샤프트 식별게이지
석영유리 온도계
석유화학 분석기
선박 엔진 베어링 마모측정장치

colorimeters

섬유재료시험기
세라믹 공진기
세포측정기
센서 컨트롤러
소음 및 진동 제어장치

textile testing machines

소음계(騷音計)
소음레벨 측정기
소음센서
소음제어장치
속도 감지기

noisemeters

acid hydrometers
active infra-red sensors
acidity meters
oxygen sensors
metal detector for industrial
purposes

shaft identification gauges
quartz glass thermometers
petrochemical analyzers
abrasive measuring apparatus for
bearing of ship engines
ceramic resonators
cell measuring apparatus
sensor controllers
noise and vibration controlling
apparatus
noise level meters
noise sensors
noise cancelling apparatus
speed sensors

velocity sensors
speed measuring instruments
sensors for measuring speed
speed measuring apparatus
speed indicators
speedometer testers
sensors for determining velocity
finger sizers
water scales
water meters
rods for water diviners
apparatus for testing vehicle brakes
apparatus for testing vehicle
transmissions
vehicle dipsticks
speed checking apparatus for
vehicles
temperature controlling apparatus
for vehicles
apparatus for driving vehicles
automatically
mileage recorders for vehicles
diagnostic apparatus for vehicles
automatic indicators of low pressure
in vehicle tyres
marine depth finders
sounding apparatus and machines
water temperature sensor
water temperature regulators
water level gauges
water level indicators
water level detection apparatus
mercury levels
mercury thermometers [other than
for medical use]
level gauges
spirit levels
levelling instruments
rods [surveying instruments]
underwater sonar surveying
apparatus

water quality measuring apparatus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measuring and analyzing water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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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위치 표시장치
수치제어장치
수침탐촉자(水浸探觸子)
수평위치결정용 수평레벨기
수평저울
스냅게이지
스캐닝 탐침(의료용은 제외)
스터드탐지기
스트레스 게이지
스파크 플러그 갭게이지
스파크 플러그 필러게이지
스피드 리피터
스피드센서기가 부착된 스피드
측정장치
스피드측정 및 표기장치
스피릿메져
슬라이드캘리퍼스
습도 자동제어기계기구
습도계
습도센서
습도스위치
시각센서
시멘트시험기
시추공 시험기기
시추공 측량기기
시험용 탐침(의료용은 제외)

numerical position indicating
apparatus
numerical control apparatus

알코올 센서

alcohol sensors

알코올 시험장치

alcohol testing apparatus

알코올 측정장치

alcohol measuring appratus

알코올분계량기

alcoholmeters

암모니아 측정센서

ammonia measuring appratus

압력 자동제어기계기구

automatic pressure control
machines and instruments

압력 지시계
압력계

pressure indicators

압력계측앰프

pressure metering ampe

압력기록계

pressure recorders

spark plug feeler gauges

압력변환기(壓力變換器)

pressure transducers

speed repeaters

압력센서

pressure sensors

speed measuring apparatus with
built in speed sensors

압력저울

pressure scales

압력전달기

pressure transmitters

압력제어계

pressure controllers

압력조절기(게이지)

pressure controllers [gauges]

slide calipers

압력조절용 주행시험대

test rigs for manometer adjustments

automatic humidity control
machines and instruments
hygrometers

압력진공센서

pressure vacuum sensors

압력측정기계기구

humidity sensors

pressure measuring apparatus and
instruments

압력측정장치
압축시험기

pressure measuring apparatus

액면계
액면계(수준기)
액면모니터 장치
액면스위치
액면자동조절기계기구

level indicators

액체감지센서
액체비중계
액체수준센서
액체자동조절기계기구

liquid detecting sensors

앨리데이드

alidades

앵글센서

angle sensors

야드자

yardsticks

양장점용 자
에그타이머
에어로졸 스프레이를 이용한
연기탐지기 시험장치
에어로졸 스프레이를 이용한
열탐지기 시험장치
에어로졸 스프레이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탐지기 시험장치
엔진분석기
엔진용 센서
엔진제어용 센서

dressmakers' measures

immersion probes
levels [instruments for determining
the horizontal]
balances [steelyards]
snap gauges
scanning probes, other than for
medical use
stud detectors
stress gauges
spark plug gap gauges

speed measuring and displaying
equipment
spirit measures

humidity switches
vision sensors
cement testing machines
bore testing instruments
borehole surveying apparatus
testing probes, other than for medical
purposes

식물용 계측기
식물용 생장량 조절장치

meters for plants

식물용 생장량 측정장치

apparatus for measuring the growth
of plants

식물용 일조량 및 온도제어기

sunshine and temperature
controllers for plants

식물용 자동급수기

automatic water supplying
apparatus for plants

식물용 자동급수제어기

automatic water supplying
controllers for plants

식육온도계
식품검사용 진단기구
실계수기
실내용 광도측정기
실내용 디지털 온도조절장치
실시간 가스 측정기기
실험실용 온도계
실험용 온도계
싱크로감지기
아크측정장치
아황산정량계
악취 측정장치
안전하중 지시계
안정회전의(回轉儀)
알코올 농도 측정기

meat thermo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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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apparatus for controlling
the growth of plants

diagnostic apparatus for testing food
thread counters
photometry apparatus for room
climate control digital thermostats
realtime gas measuring apparatus
thermometer for laboratory use
thermometers for laboratory use
synchro sensors
arc measuring appratus
sulfitometers
odor measuring appratus
safe load indicating apparatus
stabilizing gyroscopes
alcohol degree measuring appratus

엔진진단기기
연결된 팔찌형태의 측정기구
연도(煙道)가스분석기
연료계

pressure gauges

compression testers
level indicators [spirit levels]
liquid level monitoring apparatus
liquid level switches
automatic liquid level control
apparatus
hydrometers
liquid level sensors
automatic liquid-flow control
apparatus

egg timers [sandglasses]
apparatus for testing smoke
detectors using an aerosol spray
apparatus for testing heat detectors
using an aerosol spray
apparatus for testing carbon monoxide
detectors using an aerosol spray
engine analyzers
sensors for engines
sensors for use in the control of
engines
engine diagnostic apparatus
connected bracelets [measuring
instruments]
flue gas analyzers
fuel gauges

9류 G3403
연료소비 미터
연료소비량(燃料消費量) 측정기

fuel consumption meters

연료수평지시제어기
연료조절장치
연성시험기
연소가스탐지기
연추선
연추선의 추
열감지기(온도조절장치)
열감지식별계
열량 자동제어기계기구

fuel level indicator controls

열량계
열량센서
열비중계
열습도계
열제어기(온도조절장치)
열충격시험기
염도측정기
염분계
오염 감지기
오일 계량기
오일교환 모니터
오일수준센서
오토라이트 센서
온도 모니터기
온도/위치 및 거리 결정용 센서
온도게이지
온도매트릭스 조절기
온도변위센서계측기
온도센서
온도센서용 인터페이스
온도스위치
온도자동조절기계기구
온도제어용 기기
온도제어판
온도조절 제어기
온도조절 제어장치
온도조절기
온도조절장치
온도조절장치(전기식 스위치)
온도지시기
온도측정계
온도측정기
온도측정장치
온도피드백 장치
온도확인센서
와이어게이지
용수철 저울
용수철 캘리퍼스

fuel consumption measuring
apparatus
fuel regulating apparatus
ductility testers
combustion gas detectors
plumb lines
plumb bobs
thermal sensors [thermostats]
heat sensing identification indicators
automatic heat control machines
and instruments
calorimeters
thermal mass sensor
thermohydrometers
thermo-hygrometers
thermal controls [thermostats]
autoclave for thermal shock test
salt meters
salinometers
pollutant sensors
oil meters
oil change monitors
oil level sensors
auto light sensors
temperature monitoring devices
sensors for the determination of
temperatures, positions and distances
temperature gauges
temperature matrix regulators
measuring instruments for
temperature displacement
temperature sensors
interface for temperature sensors
temperature switches
automatic temperature control
machines and instruments
instruments for temperature control
temperature control panels
thermostat controllers
thermostat control apparatus
thermostats
heat regulating apparatus
temperature control apparatus
[electric switches]
temperature indicators
thermography apparatus
temperature logging apparatus
apparatus for measuring temperature
temperature feedback units
sensors for determining temperature
wire gauges
spring balances
spring callipers

용적 측정기
용적식 유량계(容積式流量計)
우량계
우유품질 파라미터 측정용 기구
우주구조학기구
우편용 저울
운행기록계
위성신호계측기
위조지폐감지기

volumetric measuring apparatus
positive displacement meters
rain gauges
instruments for measuring milk
quality parameters
cosmographic instruments
postage scales
tachographs
satellite finder meters

위치/속도/가속도 및 온도확인
센서
위치고정센서
위치센서
위치측정 및 제어센서

counterfeit money detecting
apparatus
sensors for determining position,
velocity, acceleration and
temperature
position fixing apparatus
position sensors
position measuring and controlling
sensors
sensors for determining position

위치확인센서
유량감지기
유량게이지
유량계
유량센서
유량측정용 기기

mass flow sensors
flow gauges
flow meters
flow sensor
instruments for measuring levels of
fluids

유리눈금식 저울
유면계
유속계(流速計)
유수(油水) 수준센서
유아용 체중계
유압시스템 시험장치
유즙 비중계
유체면 판독용 원격지시계
유해물질검사용 정밀측정기기

glass graduated scales

유해물질분석용 정밀측정기기

precision measuring apparatus for
analyzing hazardous substances

육분의
육상차량용 타이어 균형장치
음료 제조업자용 자동 타이머

sextants

음주측정기
음향측정장치
의료용 계량저울

breathalyzers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을 제외한
모유측정장치

apparatus for testing breast milk,
other than for medical or veterinary
use

이동량계수기
이슬점센서
이온게이지 튜브
이온분석측정기기

trip counters

인공기상장치

artificial meteorological instruments
(apparatus)

인장시험기
인체감지센서
일반 장애 분석기

tension testers

oil level indicators
current-meters
oil-water level sensors
baby scales
hydraulic system testing units
lactometers
remote reading fluid level indicators
precision measuring apparatus for
testing hazardous substances

tire balancing units for land vehicles
automatic timers for use with
beverage makers
sound measuring apparatus
weighing scales for medical
purposes

dewing sensors
ion gauge tubes
ion analyzing and measuring
apparatus

motion sensors
universal disturbance analyz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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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타이머
일본식 상자형 부피측정기(마수)
일조계
자기(磁氣) 센서
자기식 벽 간주(間柱)측정기
자기온도계(의료용은 제외)
자기컴퍼스
자동 차량속도제어장치
자동고도계
자동식 선박용 조타기어
자동액체수위제어기계기구
자동액체유동제어기계기구
자동액체합성제어기계기구
자동연소조절기계기구
자동온도조절밸브
자동장치용 타이머
자동차용 가속도 측정센서
자동차용 미터 디스플레이
자동차용 속도계
자동차용 운행기록 자가진단
장치
자동차용 유량측정기기

universal timers
Japanese style box-shaped volume
measure (masu)
sunshine recorders
magnetic sensors
magnetic wall stud finders
thermographic apparatus, other
than for medical use
magnetic compasses
automatic vehicle speed control
apparatus
automatic altitude indicators
ships' steering gear [automatic]
automatic liquid-level control
machines and instruments
automatic liquid-flow control
machines and instruments
automatic fluid-composition control
machines and instruments
automatic combustion control
apparatus
thermostatically controlled valves
timers for automatic apparatus
acceleration measuring sensors for
automobiles
digital panel meters for use in
automobiles
speed meters for automobiles
self diagnostic apparatus for
operation record of automobiles
fluid level measuring apparatus for
use in motor vehicles

자동차용 자가진단장치

OBD (On-Board Diagnosis) appratus
for automobiles

자속(磁束)센서
자오의
자외선 탐지 장치
자이로미터
자이로자기컴퍼스
자이로컴퍼스
자전거 속도계
자전거용 스피드 전자측정장치

magnetic flux sensors

자전거용 파워측정장치

power-measuring apparatus for
bycicles

잠수용 압력계
장식용 자동온도조절기용 다이얼
재료시험용 기구 및 기계

pressure gauges for diving

재료시험용 기구 및 장비
저온터빈미터
저울
저울추
저항발진온도계
저항온도측정기(抵抗溫度測
定器)
적외선 센서
적외선 온도계
전기 또는 전자 부품용 순환장치

material testing tools and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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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dian transit telescopes
ultraviolet detection apparatus
gyrometers
magnetic gyrocompasses
gyrocompasses
bicycle speedometers
electronic speed measuring appratus
for bycicles

decorative dials for thermostats
material testing instruments and
machines
cyrogenic turbine meters
scales
weights
resistance oscillator thermometers
resistance temperature detectors
infrared sensors
infra-red thermometers
circulators [electric or electronic
components]

전기광학센서
전기미터용 검출기
전기시험장치
전기식 계량기기
전기식 비교측정장치
전기식 스위치 타이머
전기식 온도 조절기(電氣溫
度調節器)
전기식 유량계
전기식 유속계
전기식 일산화탄소탐지기
전기식 주시험기
전기식 측정장치
전기식 타이머
전기식 테이프지그(측정기기)

electro-optical sensors

전기저울
전기화학 가스센서
전선의 직경측정장치
전자 데이터 로그(측정기)

electrical scales

전자기 방사선 검출기
전자기계식 진동계
전자기구점검용 시험장치

electromagnetic radiation detectors

전자부품용 시험장치
전자센서
전자식 각도측정제어기

testing devices for electronic parts

전자식 거리측정기
전자식 광도계(光度計)
전자식 동력측정계
전자식 색상분석기
전자식 속도기록기
전자식 슬라이딩 캘리퍼
전자식 압력센서
전자식 온도계(의료용은 제외)
전자식 온도기록기(의료용은
제외)
전자식 온도모니터(의료용은
제외)
전자식 우량계
전자식 이산화탄소 기록계(의
료용은 제외)
전자식 타이어압력계
전자식 택시미터
전자장비 측정기구
전자저울
전자저울자
전자측정센서
전자표시게이지
전지용 산(酸)정량계
전지팩 검사장치

detectors for electric meters
electrical test apparatus
electric weighing apparatus
electric comparator devices
electrical switch timers
electric thermostats
electric flow meters
electric current meters
electric carbon monoxide detectors
mains testers (Electric -)
measuring devices, electric
electric timers
electrical tape jigs [measuring
instruments]
electrochemical gas sensors
wire diameter measuring devices
electronic data logs (measuring
instruments)
electrotechnical vibration meters
testing apparatus for checking
electronic devices
electronic sensors
electronic angle measuring
controllers
electronic distance meters
electronic photometers
electronic dynamometers
electronic colour analyzers
electronic speed recorders
electronic sliding callipers
electronic pressure sensors
electronic thermometers, other than
for medical use
electronic temperature recorders,
other than for medical use
electronic temperature monitors,
other than for medical use
electronic rain gauges
electronic carbon dioxide recorders
[other than for medical purposes]
electronic tire pressure gauges
electronic taximeters
testing apparatus for electronic
equipment
electronic scales
electronic scale rules
electronic measurement sensors
electronic marking gauges
acidimeters for batteries
appratus for inspecting battery
packs

9류 G3403
전차선로 모니터링 검측 장치
점도계(粘度計)
점화스파크 탐지기
접는자
접이식 자
정밀 경위의(經緯儀)
정밀저울
정밀측봉
정밀측정기기용 센서
정전용 용량형 변위센서계측기
정전용 용량형 센서
조도계(照度計)
조인트 계측기
좌표측정계
주방용 온도계
주방용 저울
주방용 전자식 타이머
주방용 타이머
주차미터기
주행거리기록계
주행계
주행기록계
준위계
줄자
중량선별기
중앙난방라디에이터용 온도
모니터(밸브)
지그
지뢰 매설물 탐지기
지뢰 제거 장치
지뢰 탐지기기
지뢰 회피 장치
지뢰탐지용 전자장비
지중온도계
지진계
진공 기후시험기
진공자동조절기계기구
진공측정기
진단용 초음파기기(의료용은
제외)
진동계
진동센서
진동진단기
진동측정기
진동탐지기
진동해석기
질량분석계
질량유량계(質量流量計)
차량 난방시스템용 온도조절장치
차량 속도 측정기기

appratus for measuring electric car
line monitoring
viscosimeters
ignition spark detectors
folding rules
folding rulers

차량엔진용 온도조절기
차량엔진용 온도조절장치
차량용 온도조절장치

sensors for precision measuring
appratus
measuring apparatus of capacitive
displacement sensor

차량용 주차미터기
차량용 측방거리센서
차량용 측방안전센서
차량진동측정기기
차압 지시계
차압조정기
차압지시제어기

capacitive sensor

차압지시조절기

precision theodolites
precision balances
precision measuring rods

illuminometers
joint meters
coordinate measuring instruments
thermometers for kitchen
kitchen scales
kitchen timers, electronic
kitchen timers
parking meters
milage recorders
cyclometers
odometers
level gauging poles
measuring rules

lateral distance sensor for cars
lateral safety sensor for cars
car vibration measuring apparatus
differential pressure indicators
differential pressure regulators

차압측정센서
차압트랜스미터
차축 측정기기
차트레코더
착용 가능한 유아용 체온계
천문학기기
천정의(天頂儀)
천체측정기계기구
체중 분석용 저울
초음파 비선형 탄성 검사장치

checkweighers

초음파 비파괴 검사장치

temperature monitors [valves] for
central heating radiators

초음파 선형 탄성 검사장치

jigs [measuring instruments]
mine detecting apparatus
mine removing appratus
minesweeping [detecting]
apparatus
mine dodging appratus
electronic equipment for mine
detection
earth thermometer
seismographic apparatus
vacuum climatic testing apparatus
automatic vacuum control apparatus
vacuum gauges
diagnostic ultrasound apparatus,
other than for medical use
vibration meters
vibration sensors
vibration diagnostic devices
vibration measurement apparatus
and instruments
vibration detectors
vibration analysis apparatus
mass spectrometers
mass flow meters
temperature controllers apparatus
for use in vehicle heating systems
apparatus for metering car speed

초음파 유체측정기
초음파 측정기
초전기 적외선센서
초측미계(超測微計)
축상간격 시험기
충격 측정기
충격기록계
충격센서
충격시험기
충돌실험용 인체모형
충전량 감지기
측량기구
측량기구용 삼각대
측량기기
측량용 기계기구
측량용 나침반
측량용 수준기
측량용 수준의
측량용 유리기구
측량용 자기컴퍼스
측량용 줄
측량용 타깃
측량용 트란싯

temperature regulators for vehicle
engines
temperature controllers apparatus
for use in vehicle engines
temperature control apparatus
[thermostats] for vehicles
vehicle parking meters

differential pressure indicator
controllers
differential pressure indicator
regulators
differential pressure measuring
sensors
differential pressure transmitters
axle measuring apparatus
chart recorders
wearable baby thermometers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astronomy
zenith telescopes
astrometric apparatus and
instruments
scales with body mass analyzers
non-linear ultrasonic elastic
inspecting apparatus
non-destructive ultrasonic testing
apparatus
linear ultrasonic elastic inspecting
apparatus
ultrasonic fluid measuring apparatus
ultrasonic measuring apparatus
pyroelectric infrared sensors
ultramicrometers
testers for axle clearance
shock calibrators
shock recorders
impact sensors
impact testers
crash test dummies
filling level detectors
surveying instruments
tripods [for surveying machines]
surveying apparatus and
instruments
surveying machines and
instruments
surveying compass needles
surveyors' levels
level measuring machines [for
surveying]
graduated glassware
magnetic compasses [for surveying]
surveying chains
targets for surveying
transits [for surve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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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류 G3403
측량용 폴
측량용 표척
측량용 플레이트
측량컴퍼스용 바늘
측력계
측연(測鉛)
측연선(測鉛線)
측정기구용 센서
측정기구용 포고핀
측정기기용 하우징
측정된 양의 향수분사용 측정장치
측정용 곱자
측정용 드로퍼(의료용 또는
가정용은 제외)
측정용 변환기
측정용 분리탑(分離塔)
측정용 삼각자
측정용 센서
측정용 숟가락
측정용 스탠드
측정용 유리기구
측정용 자
측정용 줄자
측정용 중공형 유리컨테이너
측정용 직각자
측정용 컴퍼스
측정용 케이블
측정용 테이프
측정용 튜브
측정용 휠
측정의
측한(측봉)
치마단용 표지
치수측정기
카운트다운 타이머
카트리지 교정용 각도기
캘리퍼스
컴퓨터화된 차량엔진 분석기
케이블 위치탐지기
케이블 탐지기
콘덴서 검사장치
콘크리트시험기
콘크리트용 시험기
콘텐츠게이지
크롭미터
킬로미터 레코더
타이머
타이어 공기압 테스팅용 장치
타이어 압력 측정기
타이어 압력게이지
타이어 압력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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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ing poles
levelling rods [for surveying]
base plates for surveying purposes
needles for surveying compasses
ergometers
sounding leads
sounding lines
sensors for measuring instruments
pogo pin for measuring instruments
housings for measuring apparatus
metering apparatus for dispensing
perfumes in measured quantities
squares for measuring
droppers for measuring, other than
for medical or household purposes
measuring transducers
separation columns for measuring
purposes
set squares [measuring]
measuring sensors
measuring spoons
measuring stands
measuring glassware
measuring rulers
steel rules for measuring
hollow glass containers for measuring
square rulers for measuring
compasses for measuring
measuring cables
measuring tapes
measuring tubes
measuring wheels
logs (measuring machines)
rod-floats for measuring velocity of
water current
hemline markers
size measuring instruments
countdown timers
cartridge alignment protractors
calipers
computerized vehicle engine
analyzers
cable locators
cable detectors
condensor inspecting apparatus
concrete testing machines
testers for concrete
contents gauges
crop meters
kilometre recorders
timers
apparatus for testing tire air pressure
tyre-pressure measurers
tire pressure gauges
tire pressure sensor

타이어 온도센서
타이어 저압 자동 표시계
타이어 트레드깊이게이지
타이어용 디지털 압력 측정기
타코미터
태양 복사열 측정용 전자 센서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온도제어
장치
태양광설비 검사장치
태양복사 측정용 전자센서
택시미터
터빈미터
토양수분계
토크계
토킹저울
투명 유기발광 다이오드가
탑재된 거리측정기

tire temperature sensor
automatic indicators of low pressure
in tyres
tire tread depth gauges
digital pressure testers for tyre
tachometers
electronic sensors for measuring
solar radiation
inverter temperature controlling
apparatus for solar power generation
apparatus for inspecting solar power
generating facilities
electronical sensors for measuring
solar radiation
taximeters
turbine meters
soil moisture meters
torque meters
talking scales
distance measuring apparatus with
built in transparent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투명도 측정기
파생단위측정기계기구

transparency measuring apparatus

팔분의
편광계
편지저울
평면도 검사기
평면도 측정기구
평판(측량기구)
평형장치
폴리에틸렌 측정컵
표면거칠기측정기

octants

표척(측량기구)
풍동(風洞)
풍속계
풍차설치용 진동센서

levelling staffs [surveying instruments]

풍향 및 강도용 바람자루

wind socks for indicating wind
direction and intensity

풍향계

wind socks for indicating wind
direction

프로그램조절기계기구
프린트 계수기
플라스틱 시험기
플러그게이지
피부두께측정기

program control apparatus

피토관(管)
피혁두께측정기구

pitot tubes

필러게이지
하이브리드 센서
하중표시기
한란계
함수발생기

feeler gauges

derived-unit measuring machines
and apparatus
polarimeters
letter scales
flatness testers
flatness testing apparatus
plane tables [surveying instruments]
balancing apparatus
polyethylene measuring cups
surface roughness testing machines
and instruments
wind tunnels
anemometers
vibration sensors for installation in
windmill housings

print counters
plastic testing machines
plug gauges
apparatus for measuring the
thickness of skins
appliances for measuring the
thickness of leather
hybrid sensors
load indicators
thermometers
functional generators

9류 G3405
항공기 조작 및 정비용 속도
검사 장치
항공기 조작 및 정비용 시험 장치

apparatus for inspecting speed for
manipulating and checking airlines

항공기 조작 및 정비용 타이어
저압 자동 표시기

automatic low pressure tire indicators
for manipulating and checking
airlines
navigating apparatus [compasses]

항법장치(나침반)
항법장치(육분의)
항해기기
항해용 나침판
해상용 센서
핵공명(核共鳴) 분광계
(의료용은 제외)
화이버센서
회전계
회전수계수기
회전의(回轉儀)
회전측정 및 제어센서

testing apparatus for manipulating
and checking airlines

navigating apparatus [sextants]
naut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marine compasses
sensors used in oceanography
nuclear resonance spectrometers
[other than for medical use]
fiber sensors
revolution indicator
revolution counters
gyroscopes
rotation measuring and controlling
sensors

회전형 가스미터
휠 평형장치
휠얼라인먼트 측정기
휴대용 디지털 수하물 저울
휴대용 디지털 전자저울
휴대용 보안 봉
휴대용 저울
휴대용 초미세먼지 측정기
휴대용 측정기기
휴대용 측정테이프

rotary gas meters
wheel balancing apparatus
wheel alignment measuring apparatus
portable digital luggage scales
portable digital electronic scales
hand-held security wands
pocket scales
portable ultrafine dust meters
portable test apparatus
portable gauging tapes

[제9류/G3405] 안경, 콘택트렌즈
상품의 범위
◦ 안경, 콘택트렌즈
◦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광학기기(안경 및 사진기기는 제외), 영화기기(제9류/G3402)
- 사진기기(제9류/G3402, G3404)

협의의 포괄명칭
안경
콘택트렌즈

spectacles [optics]
contact lenses

포함되는 상품(예시)
3D 안경
골프용 고글
공 콘택트렌즈
공렌즈
광학식 사격용 안경
광학안경
광학안경 필터

3D spectacles
goggles for golf
contact lens blanks
lens blanks
shooting glasses [optical]
optical glasses
optical glass filters

극장용 안경
금속 및 플라스틱 결합제 안경테

theatre glasses

금속 및 합성물질제 안경테

glass frame made from metal and
synthetic materials

금속제 또는 금속 및 플라스틱
합성물질제 안경테
금속제 또는 금속 및 플라스틱
합성제 안경테
금속제 및 합성물질제 안경테

spectacle frames made of metal or a
combination of metal and plastics

금속제 안경테
단안경
단안경용 테
돋보기 안경
디지털 비디오용 안경
레저용 안경
무선통신 기능이 있는 골전도
선글라스
미장착된 안경테
반가공 선글라스렌즈
반가공 안경렌즈
반가공 안경알
반사 방지 안경
반사방지용 코팅안경
방진안경
방현(防眩)안경
보안경
보정 안경렌즈
보정용 안경
보호안경
보호용 접안경
사이클용 안경
산업용 안경
색맹보정용 안경
서클 렌즈
선글라스
선글라스 다리
선글라스 렌즈
선글라스 및 보호안경용 케이스
선글라스 안경테
선글라스 줄
선글라스용 광학렌즈
선글라스용 렌즈
선글라스용 줄
선글라스용 체인 및 줄
선글라스용 케이스
선글라스용 코패드
선글라스집
손잡이 안경
손잡이 안경테
수영용 안경
수중안경

spectacle frames made of a
combination of metal and plastics

spectacle frames made of metal or of
a combination of metal and plastic
spectacle frames made of metal and
of synthetic material
spectacle frames made of metal
monoculars
monocular frames
reading glasses
digital video eyewear
glasses for leisure
bone conduction sunglasses with
wireless communication function
unmounted spectacle frames
semi-finished sunglass lenses
semi-finished spectacle lenses
semi-finished eyeglass lenses
anti-reflective spectacles
antireflection coated eyeglasses
dustproof glasses
anti-glare glasses
safety glasses
corrective spectacle lenses
corrective glasses
protective eyeglasses
protective eye pieces
cyclists' glasses
spectacles for industrial purposes
spectacles for correcting color
blindness
circle lenses
sun glasses
sunglass temples
sunglass lenses
cases for sunglasses and protective
eyewear
frames for sunglasses
straps for sunglasses
optical lenses for sunglasses
lenses for sunglasses
chains for sunglasses
sunglass chains and cords
cases adapted for sunglasses
sunglass nose pads
cases for sunglasses
lorgnettes
lorgnette frames
spectacles and eyeglasses for
swimming
swimming gog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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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류 G3405
스노 고글
스노 고글용 케이스
스노보드 고글용 케이스
스쿠버다이빙용 고글
스키 고글용 케이스
스키용 고글
스키용 안경
스키용 안경렌즈
스키용 안경줄
스키용 안경케이스
스키용 안경테
스키용 안경홀더
스포츠용 고글
스포츠용 안경
스포츠용 안경렌즈
스포츠용 안경케이스
스포츠용 안경테
스포츠용 안경홀더
시력보정용 공렌즈
시력보정용 안경
시력보정용 안경렌즈
시력보호용 보안경
아동안경용 케이스
안경 및 선글라스용 줄
안경 및 선글라스용 체인
안경 및 선글라스용 케이스
안경 줄
안경 케이스
안경 휴대용 가방
안경다리
안경렌즈
안경렌즈대
안경알
안경용 바
안경용 부품
안경용 실드
안경용 실리콘 코패드
안경용 안전대
안경용 줄
안경용 측면보호대
안경용 코드
안경용 코팅렌즈
안경용 코패드
안경용 테
안경용 홀더
안경주머니
안경테
안경테 및 선글라스테
안경홀더
애완동물용 선글라스
야간투시고글
어린이용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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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

snow goggles
cases for snow goggles
cases for snowboard goggles
goggles for scuba diving
cases for ski goggles
ski goggles
ski glasses
ski spectacle lenses
ski spectacle chains
ski spectacle cases
ski spectacle frames
ski spectacle holders
goggles for sports

얼음안경
오페라 글라스
외알안경
유리안경렌즈
작업용 비산방지 안경

glacier eyeglasses

잠수용 고글
잠수용 안경
차광안경
초음파 세척 기능을 내장한
콘텍트렌즈 케이스
코안경
코팅된 안경렌즈
콘택트렌즈 세척기

diving goggles

콘택트렌즈 케이스
콘택트렌즈 홀더
콘택트렌즈용 블랭크
콘택트렌즈용 용기
콘택트렌즈용 휴대케이스 및
용기
클립온 선글라스
텔레비전 수신기용 3D 안경
패러데이 회전안경
편광안경
편광안경렌즈
플라스틱제 안경테
필드용 안경
확대안경

contact lens cases

opera glasses
monocles
glass ophthalmic lenses
working spectacles for preventing
arsenate

glasses for sports
spectacle lenses for sports
spectacle cases for sports
spectacle frames for sports
spectacle holders for sports
lens blanks for eyesight correction
vision correction spectacles
vision correction spectacle lens
safety glasses for protecting the
eyes
cases for children's eye glasses
chains for spectacles and for
sunglasses
chains for spectacles and sunglasses
cases for eyeglasses and sunglasses
eyeglasses chains

diving glasses
anti-dazzle spectacles
contact lens cases incorporating
ultrasonic cleaning functions
pince-nez
coated spectacle lenses
cleaning apparatus especially
adapted for contact lenses
holders for contact lenses
blanks for contact lenses
containers for contact lenses
carrying cases and containers for
contact lenses
clip-on sunglasses
3D spectacles for television receivers
faraday rotator glass
polarizing spectacles
polarized spectacle lenses
spectacle frames made of plastic
field-glasses
magnifying eyeglasses

eyeglass cases
carrying bags for spectacles
spectacle temples
spectacle lenses
spectacle lens stands

[제9류/G3601] 측정용 제도기기, 금전등록기, 시간
기록장치, 화폐계수 및 분류기계

eyeglass lenses
bars for spectacles
parts for spectacles
eyeglass shields
silicone nose pads for eyeglasses

상품의 범위
◦ 측정용 제도기기, 금전등록기, 시간기록장치, 화폐계수 및 분류
기계
◦ 제9류에 속하는 사무용기기

safe stands for spectacles
spectacle chains
side guards for eyeglasses
spectacle cords
coated lens for spectacles
nose pads for eyewear
eyeglass frames
holders for spectacles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스탬프 날인기계, 라벨 부착기(제7류/G3601)
- 동전삽(제8류/G3601)
- 팩시밀리, 텔레타이프라이터(제9류/G390702)
-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타자기, 제도기, 주소인쇄기, 잉크 리본
(제16류/G3601)
- 제도대(제20류/G3601)

포함되는 상품(예시)

eyewear pouches
frames for spectacles
frames for spectacles and sunglasses
spectacle holders
sunglasses for pets
night vision goggles
children's eye glasses

가격계산기
가산기(加算器)
계산기 작동식 기계장치
계산용 원반
금전등록기

price calculating machines
adding machines
mechanisms for counter-operated
apparatus
calculating disks
cash registers

9류 G3605
동전감별기
동전감별장치
동전계수 및 분류기계
동전교환기
사무용 펀치카드 기계
사진복사기
산업공정기기용 시한장치
송장(送狀)작성기계
수동 계산기
시간기록 장비
시간기록기계
시간기록장치
시간기록장치 및 장비

coin validators
coin validation units
coin counting or sorting machines
coin changers
punched card office machines
photocopying machines
timing devices for industrial
processing apparatus
invoicing machines
manual calculators

표수(票數)계산기
현금 교환기
현금 자동분류 집계기

voting machines

화폐 분류기
화폐계수 및 분류기계
환율 인증용 장치 및 장비

money sorting apparatus

환율인식기
환전기

currency recognition machines

cash changers
automatic cash sorting and counting
machines
money counting and sorting machines
currency authentication apparatus
and equipment
money-changing machine

time recording equipment
time clocks [time recording devices]
time recording apparatus

[제9류/G3602] 동전작동식 기계장치, 티켓디스펜서

time recording apparatus and
instruments

시간데이터 생성기
시간보정필터
시간조절장치
시간지연 생성기
시간축교정장치(時間軸矯正
裝置)
시간측정기
시간측정기(시계는 제외)

time data generators

시간코딩장치
요금수집기기
우표 첨부 확인장치
원형계산자
위조동전검출기
자동금전등록기
자동지폐분류기

time coding apparatus

자동현금인출기(ATM)
작업기록기
전자식 시한장치
전자식 타임테이블
지로 입금기
지문인식용 컴퓨터화된 시간
기록기계
지폐 계수기
지폐 진품확인용 장치

automated teller machines (atm)

청사진기계
청사진장치
총액계산기
측정용 제도기기
크로노그래프(시간기록장치)

blueprinting machines

타이밍 다이얼
타임 프로그래머
타임레코더
타임스탬프
타임스탬프 및 날짜스탬프
타임코드생성기
택배용지(送狀)작성기기

timing dials

time correction filters

상품의 범위
◦ 동전작동식 기계장치, 티켓디스펜서

time regulating apparatus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time delay generators
time base correctors

- 자동판매기(제7류/G3602)

timing apparatus
time measuring instruments (not
including clocks and watches)
fare collecting machines
apparatus to check stamping mail
circular slide rules
counterfeit coin detectors
automatic cash registers
automated bank note sorting
machines
job performance recorders
electronic timing apparatus
timetables (Electronic -)
giro deposit machines
computerized time clocks with
fingerprint recognition

포함되는 상품(예시)
동전교환 디스펜서
동전작동식 기계장치

coin change dispensers
mechanisms for coin-operated
apparatus
coin-operated prize selection
machines

동전작동식 상품뽑는 기계
복권 분배기
자동 티켓분배기

lottery ticket dispensing apparatus
automatic ticket dispensing
machines
automatic ticket dispensers

자동티켓 디스펜서
자동판매기용 동전작동식
기계장치
재진접수 및 접수표발행기

coin-operated mechanisms for
vending machines

주차장용 동전작동식 게이트
토큰 판매기
티켓디스펜서

repeat register receits and register
receits issuing machines
coin-operated gates for car parks or
parking lots
tocken selling machines
ticket dispensers

banknote sorting machines
apparatus for checking the
authenticity of banknotes

[제9류/G3605] 구명장치, 방탄조끼, 안전망
상품의 범위

blueprint apparatus
totalizators
mathematical instruments

◦ 사람의 생명을 구하거나 안전을 위한 기기나 장치
◦ 위에 준하는 구명 안전용품

chronographs [time recording
apparatus]
time programmers
time recorders
time stamping machines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경찰봉(제8류/G3605)
- 낙하산(제12류/G3605)
- 구명보트(제9류/G3702)
- 자동차좌석용 안전벨트(제12류/G3705)

time and date stamping machines

포함되는 상품(예시)

time-code generators
courier paper writing machines

개용 구명조끼

lifesaving vests for use by dogs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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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류 G3605
개인용 사고대비장구
고속도로용 신호기
구명망(求命網)
구명벨트
구명부표
구명용 담요
구명용 슈트
구명용 하네스
구명장치
구명재킷
구명재킷용 밸브
구조용 레이저신호기
기계식 구명기기
대피용 의자
반사식 안전조끼
방탄복
방탄조끼
배낭 형태의 방탄 개인 보호용
실드
부상대비용 복부보호구(스포츠
수트의 부분 또는 특별한 스포츠
활동용은 제외)
부상대비용 정강이 보호대
(스포츠 용품 또는 운동복 부품
제외)
부상으로부터의 신체보호용
실드
부양 조끼
부양복
비상용 눈세척기
비상탈출좌석 연습기
비폭약식 및 비불꽃식 구조용
신호기
사고 또는 부상대비용 발광 암밴드
사고 또는 부상대비용 안전장치
사고 및 부상대비용 안전장치
사고대비용 보호망
사고대비용 추락 방지장치
사고방지용 팔꿈치보호대
(스포츠용품 제외)

protection devices for personal use
against accidents
highway flares
life nets
lifebelts
life-buoys
survival blankets
survival suits
life saving harnesses
life-saving apparatus and
equipment
life jackets
valves for inflating lifejackets
rescue laser signalling flares
mechanical life saving apparatus
evacuation chairs

인명구조용 부양기기

inflatable apparatus for life-saving
purposes

인명보호기구
자동발신기
자연재해용 구명캡슐

lifesaving equipment

작업용 무릎보호대
조난신호기

knee-pads for workers

추락 방지용 안전용 에어백

airbags for safety purposes for fall
protection

추락방지기구
탈출용 슈트
탈출용 슬라이드
피난용 슈트(구명기기)

fall arrest apparatus

electrical transmitters
life-saving capsules for natural
disasters
transmitters for emitting distress
signals

escape chutes
escape slides
evacuation chutes [life saving
apparatus]

bullet-proof clothing
bullet-proof waistcoats
bullet-proof personal protection
shields in the form of a backpack
abdomen protectors for protection
against injury [other than parts of
sports suits or adapted for use in
specific sporting activities]
shin guards for protection against
injury [other than sports articles or
parts of sports suits]
shields for protecting the body against
injury
flotation vests
flotation clothing
emergency eyewash station

[제9류/G3606] 소화(消火)기기, 화재 대피용 사다리, 소방용
호스
상품의 범위
◦ 불을 끄거나 예방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 위에 준하는 소화용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소방선(제9류/G3702)
- 소방차(제9류/G3705)
- 방화피복(제9류/G4507)
- 석면제 소방용구(제17류/G3606)

ejector seat training apparatus
rescue flares, non-explosive and
non-pyrotechnic
armbands [luminous] for protection
against accident or injury
safety apparatus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 or injury]
safety apparatus for for protection
against accidents/injuries
nets for protection against accidents
fall protection equipment for
protection against accidents
elbow protectors (protective -) for
use against accidents [other than
sports articles]
safety vests for water-skiing

안전망
안전방수포
안전벨트(수송기계기구좌석
및 스포츠 장비용은 제외)
안전용 수영부낭
애완동물용 구명재킷

safety nets

유사상품 심사기준

resuscitation mannequins [teaching
apparatus]

reflective safety vests

수상스키용 안전조끼
수상조난 무선표지
수평 구명줄
스키장 사고대비용 에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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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교육용 마네킹

water distress beacons
horizontal life lines
airbags for protection against
accidents in ski resorts
safety tarpaulins
safety restraints, other than for
vehicle seats and sports equipment
swim floats for safety purposes
life jackets for pets

협의의 포괄명칭
자동 소화기기

automatic fire extinguishing
apparatus
fire escapes

화재 대피용 사다리

포함되는 상품(예시)
비상용 드렌치샤워기
소방용 발포 블록
소방용 발포 시트
소방용 석면제 방호물
소방용 펌프
소방용 호스
소화기
소화설비
소화용 살수장치
소화용 자동 스프링클러장치

emergency drench showers

소화용(消火用) 공
소화용(消火用) 기기
소화용(消火用) 두들기는 기구
소화용(消火用) 모포
소화용(消火用) 스프링클러장치

fire-extinguishing balls

foam block for fire-fighting
foam sheet for fire-fighting
asbestos screens for firemen
fire pumps
fire hose
fire extinguishing apparatus
fire extinguishing systems
sprinkler devices for fire protection
sprinkler apparatus [automatic] for
fire extinguishing
fire protection apparatus
fire beaters
fire blankets
sprinkler systems for fire protection

9류 G3607
소화탄
소화호스
소화호스용 노즐
자동소화장치

fire extinguishing bombs

자동차용 소화기

fire extinguishing apparatus for
automobiles

화재용 비상사다리(안전장비)

fire escape ladders [safety
equipment]

화재용 질식소화포

smothering extinguishment blankets
for fire
fire control apparatus

fire hoses
fire hose nozzles
automatic fire extinguishing
equipment

화재제어기기
화재탈출용 사다리

fire escape ladders

[제9류/G3607] 경보기
상품의 범위
◦ 화재, 도난 등을 감지/전달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 위에 준하는 경보용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전기식 도어벨(제9류/G390601)
- 전자도난방지기(제9류/G3607)
- 자동차용 도난방지경보기(제12류/G3705)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스경보기
가스누출 감지기
가스누출 경보기
가스누출 경보시스템
가스차단기
가스탐지기
가청식 안전신호기(차량용은
제외)
경고용 램프(표지)
경보기
경보기 및 경고 장비
경보기(차량용은 제외)

gas alarms

경보벨
경보설비 및 경보기
경보용 금속제 벨
경보용 벨
경보장치
경보장치(차량용은 제외)

alarm bells

경보장치용 패널
경보지시기
경보표시장치(차량용은 제외)

gas leak detectors
gas leak alarms
gas leak alarm systems
gas shut-off apparatus
gas detecting apparatus
safety signals [audible], other than
for vehicles
warning lamps [beacons]
alarms
alarms and warning equipment
warning alarms [other than for
vehicles]
alarm installations and alarms
metal bells for alarms
bells [warning devices]
alarm systems
warning apparatus [other than for
vehicles]
alarm panels
annunciators
warning indicating apparatus [other
than for vehicles]

긴급구조대 차량의 지붕위
장착용 경고용 확성기 장치

warning loud speaker apparatus for
mounting on the roof of emergency
services vehicles

누수탐지경보기
누유경보기

water leakage detection alarms
oil leak alarms

누출탐지용 증기 모니터링 장치

vapour monitoring apparatus for the
detection of leaks

대시보드경고 램프
도난경보기
도난경보기(수송기계기구용은
제외)
도난방지경보장치용 동작감지
센서
도난방지용 경보장치
마이크로웨이브형 침입자 센서
무선 경보기기
방사능 감지기
보안 및 화재경보기
보안감시장치
보안경고장치
보안경보기
보안경보기용 제어판
보안경보기용 키패드
보안경보시스템(차량용은 제외)

dashboard warning lamps

보안등용 동작감지기
부호 및 경보발생기
불꽃 감시장치
불꽃 감지기
비상경고등
비상경보 송신기
비상경보 수신기
비상버튼
사이렌
선박용 경보 감시장치
소방용 경보기기
수영장용 경보기
스피드 경보기
신호용 나팔
안전경보기(차량용은 제외)
압전버저
액체누출검지기
연기 감지기
연기 경보기
연기 탐지기
연기용 전기식 경보기
연기탐지기용 성형된 장식용
커버
열감지기
열검출기
열탐지기
온도경보기
원격경보기(차량용 도난방지
기는 제외)
위험 경보기
유아용 경보기
유증기 검출기
유해가스 경보기 작동 테스트용
스프레이

motion sensors for security lights

burglar alarms
anti-theft alarms not for vehicles
motion detecting sensor for anti-theft
alarm apparatus
anti-theft warning apparatus
microwave type intruder sensors
wireless alarm systems
radiation detectors
security and fire alarms
security surveillance apparatus
security warning apparatus
security alarms
control panels for security alarms
keypads for security alarms
security alarm systems [other than
for vehicles]
symbol and alarm generators
flame monitors
flame sensors
emergency warning lights
alarm signalling transmitters
alarm signalling receivers
panic buttons
sirens
alarm monitoring devices for ships
alarms for fire fighting
pool alarms
speed alarms
horns for signalling
safety alarms [other than for vehicles]
piezo electric buzzer
liquid leak detectors
smoke sensors
smoke alarms
smoke detectors
electric alarms for smoke
decorative covers, shaped, for smoke
detectors
heat sensors
heat detecting apparatus
heat detectors
temperature alarms
remote alarms [other than anti-theft
for vehicles]
risk alarms
baby alarms
oil mist detectors
testing spray for running toxic gas
al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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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류 G3607
유해가스 측정기 테스트용
스프레이
음향경보기
음향경보기(차량용은 제외)
이산화탄소 감지기
인화성 가스 검출용 경보기

testing spray for running toxic gas
measuring apparatus

일산화탄소 감지기
일산화탄소 및 연기 통합감지기

carbon monoxide detectors

자동 보안 방벽
자동차용 엔진 가상 음향 경고장치

automatic security barriers

전기 및 전자식 도난경보기
전기식 경보벨
전기식 도난방지 경보기
(차량용은 제외)
전기식 도난방지장치
전기식 연기센서
전방추돌경보장치
전자도난방지기
전자식 감시용 도난경보기

[제9류/G3608] 발광식 교통신호기, 기계식 교통신호기
상품의 범위

acoustic alarms
sound alarms, other than for vehicles
carbon dioxide detectors
alarms for the detection of inflammable
gases

◦ 발광식 또는 기계식 신호기(신호등/신호판)
․ 차량, 선박, 항공기 등에 부착된 표시등은 용도에 따라 별도 분류
◦ 위에 준하는 교통신호 기기 또는 그 장치
◦ 위에 준하는 교통신호용품

combination carbon monoxide and
smoke detectors
warning apparatus for engine virtual
sound of automobiles
electrical and electronic burglar
alarms
alarm bells, electric
electrical alarm instruments
(anti-theft -) [other than for vehicles]
theft prevention installations, electric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간판(제6류/G1808)
- 금속제 교통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제6류/G3608)
- 선박용 방향표시등(제11류/G3702)
- 항공기용 방향표시등(제11류/G3703)
- 비금속제 광고기둥(제19류/G1808)
-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제19류/G3608)

포함되는 상품(예시)

전자식 감시용 동작탐지기

electronic motion detectors for
monitoring

LED 헤드랜턴(신호용 랜턴)
경고용 램프(섬광식 라이트)
경고용 삼각표지
경적
고속도로용 안전콘
교통모니터링 기기
교통사고 방지용 착용 반사용구

전자식 감시용 소음탐지기

electronic noise detectors for
monitoring

교통사고 방지용 착용 반사판

전자식 감시용 진동탐지기

electronic vibration detectors for
monitoring

교통신호등

전자식 감시용 침입경보기

electronic invader alarms for
monitoring
electronic warning bells

전자식 경고벨
전자식 도난경보기
창문개폐감지센서
창문도어경보기
창문열림경보기
창문용 경보기
초음파 침입자 감지센서
초음파형 침입자 센서
충돌 경보장치
침입 감지기
침입경보기
침입자감지기(차량용은 제외)
침입자방지센서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시스템용
경보기
호신용 경보기
화염감지센서
화재 및 연기 탐지기
화재감지기
화재검출기(火焰檢出器)
화재경보기
화재센서
화재용 전기식 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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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 smoke sensors
forward collision warning apparatus
electronic theft prevention apparatus
electronic burglar alarms for
monitoring

electronic burglar alarms
window opening and closing
detecting sensors
window door alarms
window open alarms
window alarms
ultrasonic invader detecting sensors
ultrasonic wave type intruder
sensors
collision alarms
invader sensors
anti-intrusion alarms
intruder detecting apparatus [other
than for vehicles]
intruder preventing sensors
alarms for 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alarms for self-protection
fire detecting sensors
fire and smoke detectors
fire detectors
flame detectors
fire alarms
fire sensors
electric alarms for fire

교통신호용 반사기
기계식 가로표지판
기계식 교통신호기
기계식 교통제어장치
기계식 교통지도장치
기계식 금속제 교통표지
기계식 도로표지
기계식 도로표지판
기계식 비금속제 교통정보 패널
기계식 비금속제 교통표지
기계식 안전신호기
기계식 안전표시판
기계식 표지
기계식 휴대용 도로위험 경고
표시
네온등(신호기)
도로 경고 랜턴
도로 경고 램프
무선 부표(浮漂)
무선표지
발광 표지판
발광식 가로표지판
발광식 경고표지
발광식 교통신호기
발광식 교통제어장치

LED head lantern (signal lanterns)

reflecting discs for wear, for the
prevention of traffic accidents
traffic-light apparatus [signalling
devices]
reflectors for traffic signals

warning lights [flashing beacons]
warning triangles
whistle alarms
highway safety cones
instruments for monitoring traffic
reflective articles for wear,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s

roadside display boards [mechanical]
mechanical traffic signals
traffic control apparatus [mechanical]
traffic guidance apparatus
[mechanical]
traffic signs of metal [mechanical]
mechanical road signs
road signs, mechanical
traffic information panels
(non-metallic -) [mechanical]
traffic signs (non-metallic -)
[mechanical]
safety signals [mechanical]
sign boards [mechanical]
mechanical signs
portable road hazard warning cones
[mechanical]
neon lights [signals]
road warning lanterns
road warning lamps
radio buoys
radio beacons
bulletin boards (Illuminated -)
roadside display boards [luminous]
warning signs [luminous]
luminous traffic signal devices
traffic control apparatus [luminous]

9류 G3609
발광식 금속제 교통표지
발광식 도로표지
발광식 또는 기계식 교통신호기
발광식 또는 기계식 교통신호판

traffic signs of metal [luminous]

발광식 또는 기계식 금속제 디
스플레이 표지
발광식 또는 기계식 도로표지
발광식 또는 기계식 방향표시기

display signs of metal [luminous or
mechanical]

발광식 또는 기계식 신호기
발광식 또는 기계식 안전표시판

signals, luminous or mechanical

발광식 또는 기계식 표지판

signalling panels, luminous or
mechanical

발광식 비금속제 교통표지
발광식 신호용 부표
발광식 안전신호기
발광식 안전신호판
발광식 안전표지
발광식 안전항로표지
발광식 전기표지
발광식 조립표지판
발광식 출구등
발광식 표지
발광식 표지판
발광식 플라스틱 도로표지
발광식 항로표지
발광식 휴대용 도로위험경고표시

traffic signs (non-metallic -) [luminous]

발광신호식 교통지도장치

traffic guidance apparatus
[luminous sign]

발광신호식 비금속제 교통정보
패널
방향표지
비전기식 조난신호등
비폭발식 무중신호(霧中信號)
섬광식 신호
섬광식 안전신호
수송기계기구용 비상조명 바

traffic information panels
(non-metallic -) [luminous signs]

식별 및 신호용 부표
식별용 부표
신호경적기
신호용 LED 랜턴
신호용 랜턴
신호용 램프
신호용 벨
신호용 부표
신호용 회전등
신호표시등
안전 또는 경고용 발광식 항로표지

marking and signalling buoys

안전용 원뿔형 도로표지
원뿔형 도로표지

safety traffic cones

luminous road signs
luminous or mechanical traffic signals
luminous or mechanical traffic
signalling panels

road signs, luminous or mechanical
directional signage [luminous or
mechanical]
luminous or mechanical safety
display panels

luminous signaling buoys
safety signals [luminous]
luminous safety signalling panels
safety signs [luminous]
luminous safety beacons
luminous electric signs
modular sign panels [luminous]
illuminated exit signs

자전거용 반사판
재난구조용 손전등
전기버저
전자식 교통제어장치
전자식 교통지도장치
차량 고장 경고용 램프
차량 고장 경고용 발광식 삼각표지

reflecting disc for bicycles

차량 고장 경고용 삼각표지
차량용 경고램프
착용 반사스트립
착용 반사판
철도용 신호기
항로표지 경고용 램프
항로표지 경고용 섬광전구
항로표지 경고용 스트로보

vehicle breakdown warning triangles

항로표지 램프
항로표지 수신기
항로표지등(안전장비)
해상용 신호장치
후광식 표지
후면광 표지

beacon lamps

hand lamps for disaster relief
electric buzzers
traffic control apparatus [electronic]
traffic guidance apparatus [electronic]
vehicles breakdown warning lamps
luminous vehicle breakdown warning
triangles
warning lamps for vehicles
reflecting strips for wear
reflecting discs for wear
railway signals
lamps for use as warning beacons
strobe lights [warning beacons]
stroboscopic lamps [warning
beacons]
beacon receivers
beacon lights [safety equipment]
naval signalling apparatus
backlit signs
back light beacons

signs, luminous
luminous signalling panels
plastic road cones [illuminated]

[제9류/G3609] 잠수마스크, 잠수용 귀마개, 잠수용 호흡장치

beacons, luminous
portable road hazard warning cones
[luminous]

direction beacons
non-electrical distress beacons
fog signals, non-explosive

상품의 범위
◦ 주로 수중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기기나 장치
◦ 위에 준하는 잠수용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잠수용 장갑(제9류/G450403)
- 잠수복(제9류/G4507)

포함되는 상품(예시)

flashing lights [luminous signals]
flashing safety lights
emergency light bars for vehicles
[luminous signals]
marking buoys
signaling horn
LED Signal lanterns
signal lanterns
signalling lamps
signal bells
signalling buoys
rotating lights [signalling]
signal lights
luminous beacons for safety or
warning purposes
traffic cones

다이빙용 수중 호흡기
다이빙용 스노클
다이빙용 압축공기 배출장치

rebreathers for diving

수상용 코마개

nose plugs for water

수영용 안면마스크
수영용 코마개
수중호흡장치
스노클
스쿠버 마스크
스쿠버다이빙용 공기탱크
스쿠버다이빙용 마스크
스쿠버다이빙용 중량벨트
스킨다이빙용 마스크
잠수 장비
잠수마스크

swimming face masks

diving snorkels
compressed air bailout units for
diving

nose plugs for swimming
underwater breathing apparatus
snorkels
scuba masks
air tanks [for scuba diving]
scuba diving masks
weight belts for scuba diving
skin diving masks
diving equipment
divers' m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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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류 G3609
잠수부용 중량벨트
잠수용 귀마개
잠수용 인양백
잠수용 추
잠수용 호흡기
잠수용 호흡장치

weight belts for divers

[제9류/G3705] 소방차

ear plugs for divers

상품의 범위

lift bag for diving
diving weights
aqualungs

호흡장치(인공호흡용은 제외)

breathing apparatus for underwater
swimming
breathing apparatus, except for
artificial respiration

◦ 소방용 차량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굴착기, 불도저, 제설기(제7류/G3705)
- 자동차, 자동차의 부품 및 부속품(제12류/G3705)
- 전차(제13류/G3705)

[제9류/G3702] 소방선, 구명보트
상품의 범위

포함되는 상품(예시)
소방차
차량용 공기센서(감지기)

fire trucks
air sensor for vehicles

◦ 소방과 긴급구난을 목적으로 한 선박
◦ 위에 준하는 선박류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계선부표, 금속제 마스트(제6류/G3702)
- 선박용 자동사각갈고리(제7류/G3702)
- 선박용 냉난방장치, 선박용 조명기기(제11류/G3702)
-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제12류/G3702)
-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비금속제 마스트(제19류/G3702)
- 비금속제 계선부표(제20류/G3702)
- 선박용 돛(제22류/G3702)

포함되는 상품(예시)
구명뗏목
구명보트

life-saving rafts

부양구명보트
부양보트(구명보트)
소방선
응급용 구명래프트

inflatable lifeboats

[제9류/G380403] 전기울타리
상품의 범위
◦ 전기울타리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농기계, 축산기계(착유기기는 제외)(제7류/G380401)
- 수동식 농기구, 축산용 수공구(제8류/G380402)
- 낫자루(제8류/G380402)
- 농업용 건조기, 농업용 살수장치(제11류/G380401)

lifeboats
inflatable dinghies [lifeboats]

포함되는 상품(예시)
전기울타리

electrified fences

fire boats
rafts (Life -) for emergency use

[제9류/G3808] 검란기
상품의 범위

[제9류/G3703] 인공위성
상품의 범위
◦ 인공위성

◦ 검란기(檢卵器)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부란기, 육추기(제7류/G3808)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항공기용 냉난방장치, 항공기용 조명기기(제11류/G3703)
- 항공기, 항공기용 구조부품(제12류/G3703)
- 로켓탄 발사기(제13류/G4202)

포함되는 상품(예시)
과학용 인공위성
관측로켓
상호통신 인공위성
신호전송용 인공위성
위성장치
인공위성
통신용 인공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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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ellites for scientific purposes
observation rockets
intercommunication satellites
satellites for signal transmission
satellite apparatus
satellites
satellites for communication
purposes

포함되는 상품(예시)
검란기(檢卵器)

egg-candlers

[제9류/G381001] 이온화장치(공기 및 물처리용은 제외)
상품의 범위
◦ 이온화장치(공기 및 물 처리용은 제외)
◦ 제9류에 속하는 화학용 기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증류장치, 정수장치, 가스정화장치, 공기건조기, 공기 및 물
처리용 이온화장치(제11류/G381001)

9류 G390102
- 산업용 화학기계, 전기도금장치(제7류/G381001)
- 쓰레기 압축기계, 하수 오물 분쇄기(제7류/G381002)

포함되는 상품(예시)
오존모니터(의료용은 제외)
오존발생기
오존발생기(의료용은 제외)
이온빔 공급장치
이온주입장치
이온화장치(공기 및 물 처리용은
제외)

ozone monitors, other than for
medical use
ozonisers [ozonators]
ozonators [not for medical purposes]
ion beam supply apparatus
ion implanters
ionization apparatus not for the
treatment of air or water

[제9류/G390102] 배전기기, 전기제어기기, 전기변압기
상품의 범위
◦ 배전기기, 전기제어기기, 전기변압기
◦ 축전기, 회전전기기기
◦ 위에 준하는 전기기기 및 그 용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발전기, 모터(육상차량용은 제외)(제7류/G390101)
- 축전지(제9류/G3903)
- 전기측정기기, 자기측정기기(제9류/G3904)
- 전선 및 케이블(제9류/G3905)

협의의 포괄명칭
배전기기
전기제어기기
전기제어장치

electric power distribution machines
electrical controllers
electrical controlling devices

포함되는 상품(예시)
CCTV용 어댑터
LED 전용 누전차단기
LED 조명용 제어장치
LED등 기구용 컨버터
PDA용 충전기
USB 자동차 충전기
USB 충전기
가감저항기
가변 저항기
가변 축전기
가스방전램프용 안정기
가정용 전기스위치
감쇠기
감열식 스위치
감열식 접점
감열퓨즈
건식 변압기(乾式變壓器)
계전기

closed circuit television adapters
earth leakage breakers for LED
controlling apparatus for led
lightings
converters for LED lighting apparatus
chargers for PDAs
USB battery chargers for use in
automobiles
USB chargers
rheostats
variable resistances
variable capacitors
ballasts for gas discharge lamps
domestic switches [electric]
attenuators
thermal switches
thermal contacts
thermal cutoffs
dry-type transformers
relays, electric

고장전류 차단기
고장전압 차단기
고전압 리액터
고전압 변압기
고전압 전원공급장치
고전압 축전기
고정식 축전기
고조파 필터
고주파 교환 전원공급장치
고주파 교환 전원스위치
고주파 스위치
고주파 코일
과급기용 전기제어장치

급승압 방지기
기계식 접촉 스위치
난방 및 에너지관리용 전기
제어장치
난방관리용 전기제어장치

도파관
동기 콘덴서
동력제어기

fault voltage breakers
high voltage reactors
high-voltage transformers
high-voltage power supplies
high voltage capacitors
fixed capacitors
harmonic filter
high-frequency switching power
supplies
high frequency exchanging power
switches
high frequency switches
high frequency coils

과부하 계전기
과역률보상장치
과전류보호장치
과전압보호계전기
관개용 스프링클러 시스템용
전기제어기
광감도계전기
광섬유 커플링
광섬유 패널
광스위치
광전 모듈
광전 인버터
광학식 접속연결장치
교류/직류 전원 공급장치
교류발전용 정류기
교류용 어댑터
교환 전원공급장치
구리 변성기(變成器) 커넥터
코일
귀금속제 전기접점
귀선 변압기
근접 스위치
금속제 전기접지단자
급수설비용 동력제어기

누전차단기
다이악
단권(單捲) 변압기
단로기
대용량전지 충방전기

fault current breakers

electric controlling apparatus for
superchargers
overload relays
over power compensators
overcurrent protectors
overvoltage protection relays
electrical controls for irrigation
sprinkler systems
light sensitive relays
fibre optic couplings
fibre optic panels
optical switches
photovoltaic modules
photovoltaic inverters
splice connectors [optical]
AC/DC power supplies
alternator rectifiers
alternating current adaptors
switching power supply apparatus
copper balun connector coils
contacts, electric, of precious metal
flyback transformers
proximity switches
metal electric earth terminals
power controllers for water supplying
system
surge protectors
mechanical contact switches
electric control devices for heating
and energy management
electric control devices for heating
management
earth leakage breakers
diacs
autotransformers
electric circuit closers
charging/discharging machines for
high capacity batteries
waveguides
synchronous capacitors
power control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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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제어반
동축 감쇠기
동축 릴레이
동축 스위치
동축 어댑터
동축 커넥터
디지털 메트릭스 인터콤용
전원공급장치
디지털 비디오레코더플레이어용
충전기
디지털 오디오레코더용 충전기

power control panels

디지털 음악/비디오 플레이어용
배터리충전기
디지털 카메라용 전기 전원 어댑터

battery chargers for digital music and
video players

디지털식/전자식 태블릿용
충전기
디케이드 스위치
디텐트 스위치
라디오용 배터리 충전기
라이트스위치
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레벨 컨트롤러(전기장치)

accessories for digital or electronic
tablets in the nature of chargers

로봇식 전기제어장치
리드 접점스위치
리밋 스위치
릴레이 소켓
멀티탭
메인 충전기
모놀리식 세라믹 콘덴서
모바일 전기통신기기용 배터리
충전기
모바일폰용 카 충전어댑터

robotic electrical control apparatus

모터보호 릴레이
모터차량용 배터리 충전장치
무대조명조절기
무대조명조절용장치
무선 배터리 충전기
무선이동전화기용 축전지 충전기
무선충전기
무전기용 전원공급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방전등작동용 전자안정기
배선용 차단기
배선함
배전기용 전기스위치
배전반
배전반 표시등
배전용 접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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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xial attenuators
coaxial relays
coaxial switches
coaxial adaptors
coaxial connectors
power supplies for digital matrix
intercom
chargers for use with digital video
recorders and players
chargers for use with digital audio
recorders

electric power adapters for digital
cameras

decade switches
detent switches
battery chargers for radios
light switches
electronic ballasts for lamps
level controllers [electrical
apparatus]
reed contact switches
limit switches
relay sockets
power strips with moveable sockets
mains chargers
monolithic ceramic capacitors
battery chargers for use with mobile
telecommunication devices
car charging adapter for mobile
phones
motor protection relays
battery charging devices for motor
vehicles
stage lighting controls
stage lighting regulators
wireless battery chargers
charging devices for accumulators
for wireless mobile phones
wireless charging devices
power supplies for walkie-talkie
uninterruptible electrical power
supplies
electronic ballasts for operating
discharge lamps
circuit breakers for wiring
connection boxes
electric switches for electric power
distribution machines
switchboards
indicating lamps for switchboards
connectors for power distribution

배전제어판
배전판
배전함
배전함(전기)
배터리 스타터
배터리 어댑터
벨용 푸쉬버튼
벽등용 부속품(스위치)
변류기
변성기용 전원공급기
변압기
변압기용 전원장치
변압기용 전원함
변압기용 차단기
변압기용 탭 교환기
변환기용 에너자이저
보안용 전기제어판
부하차단 절연체
분기 단말기
분기 스위치
분기함(分岐函)
분로 리액터
분배변압기
분압기(分壓器)
분전 제어판
분전반
분전반 케이스
불꽃 방지구
블랙박스 전원차단기
비상전원 절환장치
비접지 전원공급장치
비접촉 전력공급 시스템 장치
사진 전위차계
산업용 온 오프 스위치
상업용 누전 차단기 콘센트
서보모터용 제어기
선박용 분전반
선반운영 동력제어기
선형 트랜스듀셔
섬광등
세라믹 축전기
세라믹 퓨즈
센서 스위치
셀 스위치
셀레늄 전압 급승압 방지기
소규격 DC/DC 변압기
소켓 충전장치
소형 차단기
소형전지 방전기

distribution consoles [electricity]
distribution boards [electricity]
distribution boxes [electricity]
switchboxes [electricity]
battery starters
battery adapters
push buttons for bells
wall lights (fittings for -) [switches]
current transformers
power supplies for electrical
transformers
transformers
power units [transformers]
power packs [transformers]
circuit breakers for transformers
tap changers for electric transformers
transducer energisers
electric control panels for security
purposes
load break isolators
branch terminals
branch switches
branch boxes [electricity]
shunt reactors
distribution transformers
voltage dividers
electrical distribution control panels
electrical distribution boards
electrical distribution board cases
spark-guards
blackbox circuit breakers
switchover apparatus for emergency
power supply
non-grounding power supplies
non-contact power supply system
apparatus
photo potentiometers
on-off switches for industrial purposes
earth leakage breaker sockets for
industrial purposes
controllers for servo motors
electrical distribution boards for
ships
power controllers for operating ships
linear transducers
local switches (signalling lights)
ceramic capacitors
ceramic fuses
sensor switches
cell switches [electricity]
selenium voltage surge protectors
low profile DC/DC converters
socket chargers
miniature circuit breakers
discharging machines for small
batt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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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전지 충전기방전기
솔라시스템 변환정류기
솔레노이드
솔레노이드 밸브(전자기적스위치)
솔레노이드 작동식 밸브
솔레노이드밸브용 분배변압기
솔레노이드밸브용 전기변압기
솔레노이드밸브용 정류기
솔레노이드밸브제어기
솔리드 스테이트 계전기
수동식 정류기
수배전반
수송기계기구용 전압조정기
수송기계기구용 휴대폰
배터리충전기
수은스위치
수정진동자
순간 차단용 코일
스마트폰용 무선충전패드
스마트폰용 살균기능이 내장된
무선충전기
스마트폰용 전원공급기
스마트폰용 충전기
스마트폰용 태양광 충전기
스탑램프 스위치
스트립 단자
스파크 플러그용 고압커넥터
스파크갭 튜브
승압 변압기
승압계전기
신축성 전선관 연결용 커넥터
신호용 혼합데스크
실리콘 제어 정류기
써멀릴레이
안정화 전원공급장치
안테나 소켓
압전기 센서
압전기 연소기
압전릴레이
압전변환기
압전스위치
에너지관리용 전기제어장치
에너지저장용 대용량 축전기
엔진용 전기제어장치
역률 개선장치
역률 보상장치
연동릴레이
열 차단 전기접촉단자

charging machines for small batteries
inverted rectifiers as parts of solar
systems
solenoids
solenoid valves [electromagnetic
switches]
solenoid operated valves
distribution transformers for solenoid
valves
electrical transformers for solenoid
valves
rectifiers for solenoid valves
solenoid valve controllers
solid-state relays
manual rectifiers
swithboards
voltage regulators for vehicles
cell phone battery chargers for use
in vehicles
mercury switches
quartz crystal units
transient suppression coils
wireless charging pads for
smartphones
wireless chargers with microbicidal
function for smart phone
power supplies for smart phones
chargers for smartphones
solar chargers for smart phones
stop lamp switches
strip terminals
high tension connectors for spark
plugs
spark gap tubes
step-up transformers
step relays
connectors for connecting flexible
wire pipes
mixing desks [signal]
silicon controlled rectifiers
thermal relay
regulated power supply apparatus
aerial sockets
piezoelectric sensors
piezoelectric igniters
piezoelectric relay
piezoelectrical transducers
piezoelectric switches
electric control devices for energy
management
ultracapacitors for energy storage
electrical controlling devices for
engines
power factor renovators
power factor compensators
interlock relay
electric contact terminals for heat
protecting

열이온 전기밸브
열전대(熱電對) 블록
열전대(熱電對) 시스
열전대(熱電對) 케이블
열전대(熱電對) 헤드
오동작 방지형 누전차단기
오일압력 스위치
오토리턴 스위치
옥내케이블 연결용 조인트박스
온도센서용 전기스위치
용접 변압기
원격멀티스위치
원터치 방수기능을 가지는
전선용 커넥터
원형 플러그 커넥터
유도자
유도전압조정기
육상차량용 인버터
이중층 축전기
인덕턴스 용량 필터
인버터
인버터 컨트롤러
인터콤용 전원공급장치
임피던스 변성기
자기(磁氣) 스위치
자기식 및 전자기식 코일
자기식 코일
자동배전기
자동배전반
자동밸브조절용 전기제어기
자동전압조정기
자동차 담배 라이터 소켓용
USB 충전기
자동타임스위치
잔류전류장치
장난감 기차용 전기변압기
재충전장비용 충전기구

electric valves [thermionic]
thermocouple blocks
thermocouple sheaths
thermocouple cables
thermocouple heads
earth leakage breakers for
preventing malfunction
oil pressure switches
auto return switches
joint boxes for housing cable joints
electric switches for temperature
sensor
welding transformers
remote multi switches
connectors for wires having one
touch waterproof properties
round plug connectors
inductors [electricity]
induction voltage regulators
inverter for land vehicles
double layer capacitors
inductance capacitance filters
inverters
invertor controllers
power supplies for intercom
impedance transformers
magnetic switches
magnetic and electromagnetic coils
magnetic coils
automatic electrical distribution
apparatus
automatic switchboards
valves (Electric controls for
automatically operating -)
automatic voltage regulators
usb chargers adapted for car
cigarette lighter sockets
time switches, automatic
residual current apparatus
electric transformers for toy trains
charging appliances for rechargeable
equipment

저항기
저항박스
전기 감량용 변압기
전기 광학변환기
전기 교환기기

resistors

전기 단자커넥터
전기 리듀서
전기 리액터
전기 배전 및 전기제어기기

electrical terminal connectors

전기 변환기기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transforming electricity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conducting electricity

전기 전도기기

resistance boxes
electrical reducing transformers
electro-optic transducers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switching electricity
reducers [electricity]
electric reactors
electricity distribution/control
apparatus and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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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전압변압기
전기 접점보드
전기 접점블록
전기 접점퓨즈
전기 집진기
전기 축적 및 저장용 기기
전기 축적용 기기
전기기기 고정용 캐비닛
전기기기용 초킹코일
전기단자
전기단자대
전기단자블록
전기릴레이
전기배선 및 전기스위치판용
커버
전기배선설비
전기배선용 박스
전기배선용 케이스
전기배선함
전기배전용 부스바
전기배전용 블록
전기배전용 상자
전기배전함
전기변압기
전기변환기
전기분류함
전기분배기
전기분배용 패널
전기수신기
전기스위치
전기스위치판
전기승압기
전기식 개폐기
전기식 계기패널
전기식 도어제어스위치
전기식 로터리 스위치
전기식 모터 제어기
전기식 미늘창살 블라인드
제어기
전기식 선형 작동기
전기식 수송기계기구용 충전장치
전기식 스켈레톤 스위치
전기식 슬리브드 레일
전기식 신호감쇠기
전기식 신호기기
전기식 안전계전기
전기식 안정화모듈
전기식 어댑터 커넥터
전기식 연결슬리브
전기식 점멸등스위치
전기식 접속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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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 voltage transformers
contact boards (Electric -)
contact blocks (Electric -)
contact fuses (Electric -)
electrostatic precipitators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accumulating and storing electricity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accumulating electricity
cabinets adapted to hold electrical
apparatus
choking coils for use in electrical
apparatus
terminals [electricity]
electric terminal stands
electrical terminal blocks
electric relay
covers for electricity wire and
electricity switch board
electrical wiring installations
box for electricity wire
cases for electricity wire
electrical connection boxes
electrical distributing busbars
electrical power distribution blocks
distribution boxes for electrical power
power distributing boxes
transformers [electricity]
electrical transducers
electric shunt boxes
electrical distributors
panels for the distribution of electricity
electrical receivers
switches, electric
electric switch plates
electric boosters
switchgear [electric]
instrument panels [electric]
electric door controlling switches
rotary switches (Electric -)
electric motor controllers
slatted blind controls [electric]
linear actuators [electric]
charging stations for electric vehicles
skeleton switches [electric]
sleeved rails, electric
electrical signal attenuators
electrical signalling apparatus
safety relays [electric]
regulating modules (Electric -)
adapter connectors (Electric -)
electrical coupling sleeves
electric flasher switches
splice boxes [electric]

전기식 접속연결장치
전기식 접속제어기기
전기식 제어장비
전기식 조광기(調光器)
전기식 조명스위치
전기식 조절장치
전기식 주동력 유닛
전기식 주변압기
전기식 촉각스위치
전기식 커플링
전기식 터미널컨트롤러
전기식 토글스위치
전기식 플러그 박스
전기식 플러그인 카트리지
전기어댑터
전기에너지 공급제어장치
전기에너지 관리용 전기제어장치

splice connectors [electric]

전기연결 단자블록

terminal blocks (Electrical
connecting -)
panels for the connection of electricity

전기연결용 패널
전기용 배선판
전기용 스위치
전기용 스위치 어셈블리
전기용 스위치 캐비닛
전기용 스위치패널
전기용 스위치포인트
전기용 인버터
전기용 접속장치
전기용 제어판
전기용 커넥터 소켓
전기용 푸쉬 스위치
전기용 푸쉬리프 스위치
전기용 푸쉬버튼 스위치
전기용 푸쉬버튼 패널
전기용량 제어기기
전기용량계기용 변압기
전기울타리 에너자이저
전기울타리 컨트롤러
전기인덕터
전기자
전기장치용 자

electrical access control apparatus
control installations (Electric -)
light regulators [dimmers], electric
electric light switches
regulating apparatus, electric
mains power units (Electric -)
mains transformers (Electric -)
tactile switches [electric]
electric couplings
terminal controllers [electric]
toggle switches [electric]
plug boxes [electric]
plug-in cartridges [electric]
electrical adapters
electricty energy supply controller
electricty controller for managing
electricity energy

connection boards [electric]
switched spurs [electric]
electrical switch assemblies
electrical switch cabinets
switch panels [electric]
switch points [electric]
inverters [electricity]
connection units (Electric -)
control panels [electricity]
connector sockets (Electric -)
push switches (Electrical -)
push leaf switches (Electrical -)
push button switches (Electrical -)
push button panels (Electrical -)
flow control installations [electric]
capacitive voltage transformers
electric fence energisers
electric fence controllers
electrical inductors
armatures [electricity]
armatures for use in electrical
apparatus

전기장치용 하우징
전기저항기
전기저항코일
전기전환기
전기접속구
전기접점
전기접점용 연결장치
전기정류기
전기제어기용 연결모듈

housings for electrical apparatus

전기제어밸브

electric control valves

resistances, electric
electrical resistance coils
converters, electric
connections, electric
contacts, electric
joining units [electrical contacts]
electrical rectifiers
connecting modules for electric
controls

9류 G390102
전기제어용 밸브조작기
전기제어판
전기제어함
전기조명기구용 형광등 안정기

valve operators [electric controls]

전기조명부품용 안정기
전기조절기기

ballasts for electrical lighting fittings

전기종단기
전기주전원기기
전기차단기(스위치)
전기처리기기
전기충전제어기
전기커넥터
전기컨넥터
전기케이블용 접속구
전기케이블용 케이블 스플라이스
전기코일
전기코일 제어기
전기코일용 홀더
전기터미널 러그
전기통신기구용 퓨즈

electrical terminators

전기통신용 배전반
전기퓨즈
전기퓨즈함
전기플러그용 변환기
전기플러그용 여행 어댑터
전기헤더커넥터
전기회로 단속기
전기회로 차단기
전기회로용 부품
전도체 봉
전등용 스타터
전력 배전/제어 기기

telecommunications switchboards

전력 배전/제어용 트랜스듀서
전력 보상 장치
전력계전기
전력공급소켓
전력공급장치
전력모듈
전력배송 시스템 장치
전력배전반
전력배전장치
전력변압기
전력변환기
전력분배기
전력분할기
전력선 보호장치
전력선 필터
전력용 전압조정기
전력유닛

electric control panels
control boxes (Electric -)
fluorescent lamp ballast for electric
lights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regulating electricity
electricity mains apparatus
electric breakers [switches]
devices for treatment using electricity
electrical charge controllers

전력제어용 기계기구

electric power controlling apparatus
and instruments
electric power controllers

전력컨트롤러
전력효율 개선장치
전류리액터
전류변압기
전류변환기
전류분로기
전류스위치
전류용 퓨즈
전류의 전달/분배/변환/저장/
조절 또는 제어용 기기

electric connectors
connectors [electricity]
connections for electric cable
cable splices for electric cables
coils, electric
electric coil controlling apparatus
holders for electric coils
electric terminal lugs
fuses [for telecommunication
apparatus]
electrical fuses
electrical fuse boxes
converters for electric plugs
travel adaptors for electric plugs
electrical header connectors
electric circuit interrupters
electrical circuit breakers
components for electric circuits
conductor bars
starters for electric lights
electric power distribution/control
machines
electric power distribution/control
transducer
electric power compensators
power relays
electric power supply sockets
electronic power supplies
power modules
electricity transporting system
apparatus
electric power distribution board
electric power distribution apparatus
electronic power transformers
electric power converters
power distributors [electrical]
power dividers [electric]
power line protectors
powerline filters
voltage regulators for electric power
electric power units

전류정류기
전류제어기
전류제한기
전류제한로
전류차단기
전류컨버터
전류플러그
전선관 커플링
전선용 스플라이스

electric current transformers
current converters
current shunts
electric current switches
fuses [for electric current]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conveying, distributing, transforming,
storing, regulating or controlling
electric current
electric current rectifiers
electric current control devices
current limiters
current limiting reactors
current breakers
current convertors
current plugs
conduit couplings [electric]
splices for electrical transmission
lines

전선용 접속구
전선용 접속기
전선용 커넥터
전압검진기
전압급승압 방지기
전압모니터용 모듈
전압변압기
전압변환기
전압안정 전원공급장치
전압안정장치
전압제한기
전압조정기
전원 공급용 인버터
전원공급장치
전원스위치
전원어댑터
전원조절기
전원조절장치
전원커넥터
전자 커넥터
전자감응 스위치
전자개폐기
전자계전기(電磁繼電器)
전자교환기용 전원장치
전자기적 스위치
전자기적 스타터
전자기코일
전자달력 전용 배터리충전기
전자담배용 충전기

electrical and electronic control
apparatus for improving power
efficiency
commutation reactors

connections for electric lines
connectors for electric lines
wire connectors [electricity]
voltage detectors
voltage surge protectors
voltage monitor modules
voltage transformers
voltage converters
voltage stabilizing power supply
voltage stabilizers
voltage limiters
voltage regulators
inverters for power supply
electrical power supplies
power switches
power adapters
power regulating apparatus
power conditioning apparatus
power connectors
electronic connectors
electronic touch sensitive switches
electronic openers and closers
electromagnetic relays
power supplies for electronic
exchangers
electromagnetic switches
starter electromagnets
electromagnetic coils
battery chargers specially adapted
for use with electronic calendars
chargers for electronic cigaret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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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용 충전케이스
전자서적 리더기전용 배터리
충전기
전자스위치
전자식 동력제어반
전자식 모터용 제어기
전자식 변압기
전자식 서보모터 제어기
전자식 소형계전기
전자식 스켈레톤 스위치
전자식 플러그인 카트리지
전자접촉기
전지 점프스타터
전지용 충전기
전지활성화 장치
전화기용 배전반
전화기용 전지충전기
절연된 전기커넥터
절연저항계(絶緣抵抗計)
절전기
접지기기
접지단자
접지봉
정류기
정류기 모듈
정류용 전기장치
정류자
정전기 제어용 장치
정지전력 변환장치
정지형무효 전력발생장치
조광기
조광스위치
조도조절장치
조명기구안정기
조명용 전기스위치
조명제어장치
조상기
중간압력퓨즈
증폭기용 전원공급장치
증폭용 전기변압기
직류 입력 전원공급장치
직류/직류 전환기
진공콘덴서
진동 압전기 자이로스코프
진상역률보상장치
집전(集電) 장치
차단기
차단스위치
차동스위치
차량용 퓨즈
초크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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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ing case for electronic cigarettes
battery chargers specially adapted
for use with electronic book readers
electronic switches
electronic power controllers
electronic controls for motors
electronic transformers
electronic servo motor controllers
electronic miniature relays
skeleton switches [electronic]
plug-in cartridges [electronic]
electronic contactors
battery jump starters
battery chargers
apparatus for activating batteries
telephone switchboards
battery chargers for use with
telephones
insulated electrical connectors
insulation testers
power-saving apparatus
earthing apparatus
earth terminals
earth bars

초킹코일
축전기
축전기(콘덴서)
축전지 충전기
축전지용 충전기
충방전기용 전극단자

choking coils [impedance]

충전소켓
충전장치
카메라/디지털카메라용 전지
충전장치
캠코더용 AC어댑터
커플링 축전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코인 충전기(가산기)
코일 변성기
타이머기능을 부착한 전기스위치

charging sockets

타임스위치
태양광 나노-인버터
태양광발전에 사용되는 전력
변환기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electric apparatus for commutation
commutators
apparatus for controlling static
electricity
static power convertors
static VAR compensator
light dimmers
dimmer switches
illumination regulators
lighting ballasts
electric switches for lights
lighting control apparatus
phase modifiers
medium pressure fuses
power supply units for amplifiers
power transformers for amplification
DC input power supplies
DC/DC converters
vacuum capacitors
piezoelectric vibratory gyroscopes
leading power factor compensators
current collectors
circuit breakers
cut-out switches
differential switches
vehicle fuses
choke coil

capacitors
rechargers for electric accumulators
chargers for electric accumulators
electrode terminals for
charging/discharging electricity
battery charge devices
battery charging apparatus for
camera/digital camera
AC adapter for camcoders
coupling capacitors
power supply for computers
coin accumulators [totalisers]
coil transformers
electric switches having timer
properties
time switches
solar power nano inverter
power converters used in solar
power generation
inverter used in solar power
generation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제어장치

inverter controllers used in solar
power generation

태양에너지 관련 전류변환기

current converters concerning solar
energy

탭 박스
터미널 블록
터보압축기용 전기제어장치

tap boxes

터치 스위치
텀블러 스위치
토크 변환기
통신기구용 체인지오버스위치

touch switches

트랜지스터 소켓
트리머 저항기
트리머 콘덴서
패널미터
펄스작동 래치계전기
편향(偏向)코일
편향요크
평형 불평형 변성기(變成器)
폐쇄배전반
퓨즈
퓨즈계
퓨즈박스
퓨즈블록
퓨즈선
퓨즈연결장치
퓨즈홀더
플러그 커넥터
플러그인 전기커넥터
플러그판

transistor sockets

current rectifiers
rectifier modules

electric capacitors

terminal blocks
electricity controlling apparatus for
turbo compressors
tumbler switches
torque transducers
change-over switches [for
telecommunication apparatus]
trimmer resistors
trimmer capacitors
panel meters
pulse operated latching relays
deflecting coils
deflection yokes
baluns
closed switchboards
fuses
fuse indicators
fuse boxes
fuse blocks
fuse wire
fused connection units
fuse holders
plug connectors
plug-in electrical connectors
plugboards

9류 G3903
피뢰기
피뢰설비(避雷設備)
피뢰침
할로겐등 안정기
할로겐램프용 안정기
항공기 전기 제어 기기 모듈

lightning arresters

항공기 전기 제어판

electric control board for airline
cockpit

헤드라이트 조절장치
형광 광도계
형광램프용 스타터
혼선방지장치
회로차단기
회전변류기
회전캠 리밋스위치
훅스위치
휴대용 전력충전기
휴대용 충전기
휴대폰 배터리충전기
휴대폰용 충전기
힘변환기

apparatus for adjusting headlights

lightning arrester equipment
lightning conductors
ballasts for halogen lights
ballasts for halogen lamps
electric controller module for airline
cockpit

fluorometers
starters for fluorescent lamps
anti-interference devices [electricity]
circuit closers
rotary converters
rotary cam limit switches
hook switches

가정용 태양전지
갤바니전지
건전지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전지
고압전지
광전 솔라모듈
광전지
광전지 및 모듈
눈금이 매겨진 참고광전지

solar batteries for domestic use

니켈 카드뮴 축전지
니켈수소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대형 전지 팩
디지털 카메라 및 캠코더용 배터리

nickel-cadmium storage batteries

디지털 캠코더용 전지
디지털식/전자식 태블릿용
전지
디지털카메라용 전지
리튬 이차전지 팩
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 이차전지용 분리막

batteries for digital camcoders

portable power chargers
portable rechargers
cell phone battery chargers
mobile phone chargers
force transducers

[제9류/G3902] 네온사인
상품의 범위
◦ 네온사인
◦ 스포트라이트 설치용 대전(帶電) 레일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제11류/G3902)

포함되는 상품(예시)
LED 사인
네온사인
비상구 유도등
스포트라이트설치용 대전
(帶電)레일

LED signs
neon signs
emergency exit warning lights
electrified rails for mounting spot
lights

[제9류/G3903] 전지
상품의 범위
◦ 전지(電池)
◦ 전지용 부품 및 부속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전기에너지(제4류/G3903)

협의의 포괄명칭
전지

포함되는 상품(예시)

electric batteries

리튬이온 이차전지용 양극재
리튬이온 이차전지용 음극재
리튬이온전지
리튬이차전지
리튬이차전지 모듈

galvanic batteries
dry cells
crystalline silicon solar cells
high tension batteries
photovoltaic solar modules
photovoltaic cells
photovoltaic cells and modules
calibrated photovoltaic reference
cells
nickel-hydrogen batteries
nickel-cadmium batteries
large battery pack
batteries for digital cameras and
camcorders
batteries for digital or electronic
tablets
batteries for digital cameras
lithium secondary battery pack
lithium-ion secondary batteries
separator for lithium-ion secondary
batteries
anodes for lithium-ion secondary
batteries
cathodes for lithium-ion secondary
batteries
lithium ion batteries
lithium secondary batteries
modules for lithium secondary
batteries

리튬전지
모바일 전기통신기기용 배터리

lithium batteries

무전기용 배터리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배터리)

batteries for walkie-talkie

발전용 태양전지판
배터리
배터리 발열감소 패치

solar panels for electricity generation

배터리 분리막
배터리 케이스
배터리 파우치

battery separators

배터리로 구성된 에너지저장
장치
배터리용 금속섬유
배터리용 금속직물
배터리용 금속파우더
배터리팩
보안등용 광전지

energy storage apparatus
comprised of batteries

보조 배터리팩

auxiliary battery packs

batteries for use with mobile
telecommunication device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apparatus [battery]
batteries
patches for decreasing the heat
generation of batteries
cases for batteries
pouches specially adapted for
batteries

metal fiber for batteries
metal textiles for batteries
metal powders for batteries
battery packs
photocells for use with security
l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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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류 G3903
보청기용 전지
부하전지(負荷電池)
산업용 태양전지
손전등 건전지
솔라셀 모듈
수송기계기구용 전지
수송기계기구용 축전지
스마트폰용 보조전지
습전지
알칼리 축전지
양극전지
연료전지
연료전지용 개질기
연료전지용 전해질판
이동전화기용 전지
이차전지
자동차 및 디프사이클용 납축전지
자동차용 배터리
재충전 가능한 전지
전기발전용 태양에너지 수집기
전기발전용 태양전지
전기발전용 휴대용 태양전지판

batteries for use in hearing aids
load cells
solar batteries for industrial use
batteries for flashlight
solar cell modules
batteries for vehicles
accumulators, electric, for vehicles
sub batteries for smart phones
wet cells
alkaline accumulators
anode batteries
fuel cells
reformers for fuel cells
electrolyte board for fuel cells
mobile telephone batteries
lead acid battery for automotive and
deep-cycle application
batteries for automobiles
solar energy collectors for electricity
generation
solar cells for electricity generation
portable solar panels for generating
electricity

전기저장장치
전기차량용 배터리
전기차량용 전지

electricity storage apparatus

전기화학전지
전원장치(배터리)
전원함(배터리)
전자담배용 배터리
전지 및 배터리
전지용 그리드
전지케이스
점화용 전지
중대형전지팩
축전지
축전지 및 전지
축전지상자
축전지용 극판
축전지조
충전식 전지
충전지
카메라/디지털카메라용 전지
카메라용 배터리
태양 복사열의 전기 에너지
변환용 광전지 기구

electro-chemical cells and batt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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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전지
태양전지기판
태양전지용 유리기판
태양전지용 커버 유리
태양전지판
태양전지판 어레이
푸쉬온 축전지
회중전등용 전지

solar cells

solar energy storage devices
solar sub batteries
photovoltaic apparatus and
installations for generating solar
electricity
solar cell plates
glass plates for solar cells
cover glass for solar cells
solar cell panels
solar panel arrays
push-on accumulators
batteries for pocketlamps

[제9류/G3904] 전기측정기기, 자기측정기기, 전파측정기기
상품의 범위

rechargable batteries

solar panels for the production of
electricity

태양광 수집기
태양광용 축전지

photovoltaic apparatus for converting
solar radiation to electrical energy

secondary cells

전기생산용 태양전지판

태양광 발전용 광전지 장치

태양복사 전기에너지 전환용
광전지장치
태양에너지저장장치
태양열 보조전지
태양열 전기 생산용 광전지장치
및 설비

batteries for electric vehicles

◦ 전기, 자기 또는 전파의 양을 측정하는 기기나 장치
◦ 위에 준하는 측정용 기기
◦ 위와 관련된 부품 또는 부속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광도계, 편광계, 회전계(제9류/G3403)
- 초음파 응용측심기, 초음파응용탐상기(제9류/G390803)

electric batteries for powering electric
vehicles
power units [batteries]
power packs [batteries]
batteries for electronic cigarettes
electrical cells and batteries
grids for batteries
battery cases
ignition batteries
medium and large size battery packs
electrical storage batteries
accumulators and batteries
battery boxes
plates for batteries

포함되는 상품(예시)
2차 전지 충전 검사장비
검류계
공중선 측정기

rechargeable batteries
batteries for camera/digital camera
batteries for cameras
photovoltaic cell instruments for
converting solar-thermal into
electricity
photovoltaic cell apparatus for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solar collectors
accumulators for photovoltaic power

antenna parameter measuring
apparatus

광대역 위상각 전압계
광주파수 계측장치
누전검출장치
누전분석기
누전센서
디지털 멀티미터
디지털 발진기
디지털 전위차계
모니터링용 정전기 탐지검사기

wideband phase-angle voltmeters

밀리 전압계
발진기
솔라셀 측정장치
수정발진기
알파파 측정기
예열플러스 테스터
오실로그래프
온도 보상 수정발진기(溫度
補償水晶發振器)
위상각 측정기

millivolt meters

battery jars
rechargeable electric batteries

inspectors for charging secondary
batteries
galvanometers

optical frequency metrology devices
earth leakage detector
earth leakage analyzing apparatus
earth leakage sensor
digital multi-meters
digital oscillators
digital potentiometers
static electricity detection/testing
apparatus for monitoring
oscillators
solar cell measuring apparatus
quartz crystal oscillators
alpha wave measuring apparatus
glow plug testers
oscillographs [oscilloscopes]
temperature compensated crystal
oscillators
phase angle meters

9류 G3905
위상계
자기(磁氣) 저항센서
자기측정기
자기측정기기
저항계
저항측정기
저항테스트기
적산전력계
적산전류계
전기 또는 자력 측정기
전기 지시계
전기기록계
전기량 표시계
전기발진기
전기손실지시계
전기식 전압시험기용 펜
전기에너지 소비량 측정장치
전기용량계(容量計)
전기용량박스
전기자기측정기
전기자기측정용 검출기
전기측정기기
전기회로계
전도율 측정기
전력계
전력분석기
전력설비진단기
전력설비진단기계기구
전력소비량 측정/감시/분석을
위한 측정장치
전류검측장치
전류계
전류센서
전압계
전압시험기
전원시험기
전자미터
전지시험기
전파측정기기
절연저항측정기
점프 측정봉
접이식 멀티미터
접지측정기(接地測定器)
정전하 측정장치
주파수 지시기(周波數指示器)
주파수계
진공관 특성 검사기

phase indicators
magnetic resistance sensors
magnetic meters and testers
magnetic measuring apparatus and
instruments
ohmmeters
resistance measuring instruments

태양광 효율 및 전류 측정기

apparatus for measuring solar cell
efficiency and electric current

트랜지스터 시험기
회로계

transistor testers
circuit testers

[제9류/G3905] 전선, 전기케이블, 광섬유

resistance testing apparatus

상품의 범위

watt hour meters
ampere-hour meters
electricity or magnetic force
measuring apparatus
electricity indicators
electrical recorders
indicators of electric quantities
electric oscillators
electric loss indicators
electrical voltage tester pens
apparatus for measuring electric
energy consumption
capacitance meters
capacitance boxes
electric or magnetic meters and
testers
electromagnetic measuring detectors
electricity measuring apparatus and
instruments
electrical circuit testers
conductivity meters
electricity meters
electric power analyzers
apparatus for diagnosing electrical
power installations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diagnosing electrical power
installations
apparatus for measuring/monitoring/
analyzing electricity consumption
apparatus for inspecting electric
current
ammeters
current sensors
voltmeters
voltage testers
power testers
electronic meters
battery testers
wavemeters
insulation resistance meters
jump gauge rods
folding multimeters
earth testers
apparatus for measuring electrostatic
charge
frequency indicators
frequency meters
vacuum tube characteristic testers

◦ 전선, 전기 또는 통신용 케이블
◦ 광섬유, 광섬유케이블
◦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전선용 접속기, 혼선방지장치(제9류/G390102)

포함되는 상품(예시)
HDMI 케이블
IT/AV 및 통신용 신호 케이블
MHL 케이블
MP3 플레이어용 데이터 케이블
PDA용 데이터 케이블
USB 접속 케이블
USB 케이블
가정용 텔레비전 게임기용
AV 케이블
고무피복된 전선
고전력 빔 전송용 도파관
고전류용 안테나케이블
광섬유
광섬유 접속슬리브
광섬유 케이블용 시스
광섬유커넥터
광섬유케이블
광신호 전송용 케이블

HDMI cables
signal cables for IT, AV and
telecommunication
MHL cables
data cables for MP3 players
data cables for personal digital
assistant (PDA)
USB connection cables
USB cables
AV cable for television games for
household purposes
rubber covered electrical wires
waveguides for high power beam
delivery
aerial cables for heavy currents
optical fibres
junction sleeves for fibre optics
sheaths for optical fibre cable
optical fiber connectors
optical fiber cables

광전도 필라멘트
광전도 필라멘트(광섬유)
광커넥터
광케이블
금속섬유 케이블
금속제 나사형 케이블커넥터
금속합금제 전선
기타 케이블
나선(裸線)
네트워크 케이블
누유감지 케이블
데이터 송신 케이블
데이터동기화 케이블
데이터케이블
동력케이블
동축 케이블 커넥터

cables for optical signal
transmission
light conducting filaments
light conducting filaments (optical
fibers)
optical connectors
optical cables
metal fiber cable
threaded cable connectors of metal
wires (Electric -) of metal alloys
guitar cables
bare wires
network cabling
oil leak detecting cable
data transmission cables
data synchronization cables
data cables
power cables
coaxial cable conn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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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류 G3905
디지털 오디오레코더용 케이블
디지털 전자 멀티미디어 장치용
케이블
디지털 카메라 및 캠코더용 케이블
디지털 카메라용 케이블
디지털식/전자식 태블릿용
케이블
라디오중계용 케이블
리본 케이블
마이크로폰 케이블
모바일 전기통신기기용 케이블
모선(母線)
미네랄 절연 전기케이블
미디 케이블
방전가공용 전극선
배전선
배터리 리드선
배터리 부스터 케이블
변형교정 케이블그랜드
부스바 클립
부스터케이블
분산천이 광섬유
비선형 광섬유
섬조형태의 전기케이블 커넥터
송전선용 재료

cables for use with digital audio
recorders
cables for digital electronic
multi-media devices

음향 및 영상 송신용 케이블 및
섬유
음향 및 영상 전송용 전기케이블

cables for digital cameras and
camcorders
cables for digital cameras

음향 및 영상 전송용 전선 및
섬유
음향 및 영상 전송용 케이블

accessories for digital or electronic
tablets in the nature of cables
radio relay cables
ribbon cable
microphone cables
cables for use with mobile
telecommunication devices
bus bars
mineral insulated electric cables
midi cable
electrode wire for discharging
process
feeder cables
battery leads
battery booster cables
strain relief cable glands
busbar clip
booster cable
dispersion shifted optical fibres
nonlinear optical fibres
threaded electrical cable connectors
materials for electricity mains [wires,
cables]

수중전력케이블
스마트폰용 데이터 케이블
스마트폰용 데이터 통신 케이블

underwater power cables

스마트폰용 충전케이블
스마트폰용 케이블
스피커선
시험용 리드선
신축성 전선관
신축성 플랫 케이블 커넥터
안테나 전송선
압력계선(의료용은 제외)

charging cable for smart phones

업무용 텔레비전 게임기용
AV 케이블
에나멜 전선
연장코드
열저항 전선
열전대(熱電對) 전선
영상케이블
온도조절장치용 와이어
와인딩 와이어 (감는 전선)
용접용 전선
유선텔레비전 송수신용 케이블
음향 및 영상 송신용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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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cable for smart phones
data communication cable for smart
phones
cable for smart phones
wires for speakers
test leads
flexible ducts (electricity)
flexible flat cable connector
antenna transmission wire
manometer lines, other than for
medical use
AV cable for television games for
work
enamelled electric wires
extension cords
heat resistant electric wires
thermocouple wires
video cable
thermostat wires
winding wires [electricity]
welding wires
cables for transmitting and receiving
cable television signals
fibres for the transmission of sounds
and images

음향케이블
음향케이블 커넥터
이더넷 케이블
인터콤용 정션 박스
자기선
자기식 전화선
자동차시동장치용 케이블
자동차용 부스터 케이블
자동차용 전선 하네스
잭케이블
저항선
전기 리드선
전기 및 광학케이블
전기 케이블 및 와이어
전기도관
전기도체
전기도체 식별용 태그
전기도체용 가변형 시스
전기도체용 종단함
전기도체용 표지
전기동축케이블
전기배선관
전기설비용 절연케이블
전기식 금속관
전기식 금속선
전기식 금속케이블
전기식 마운트 코드
전기식 어댑터 케이블
전기식 종단함
전기식 충전 케이블
전기신호 또는 광신호 전송용
케이블
전기신호 및 광신호 전송장치용
케이블
전기신호 송신용 케이블

cables and fibres for the
transmission of sounds and images
electric cables for the transmission
of sounds and images
electric cables and fibers for the
transmission of sounds and images
cables for the transmission of sounds
and images
audio cables
audio cable connectors
ethernet cables
junction boxes for intercom
magnetic wires
magnetic telephone wires
starter cables for motors
automotive booster cables
electric wire harnesses for
automobiles
jack cables
resistance wires
electric leads
electrical and optical cables
electric cables and wires
electricity conduits
electric conductors
tags for identifying electric
conductors
flexible sheaths for electric conductors
terminal boxes for electric conductors
markers for electrical conductors
coaxial cables
electrical raceways
insulated cable for electrical
installations
metal ducts [electric]
metallic wires [electric]
metallic cables [electric]
mounting cords [electrical]
electric adapter cables
terminal boxes [electrical]
electric charging cables
cables for electrical or optical signal
transmission
cables for electrical and optical
signal transmission systems
cables for electrical signal
transmission

전기신호 전송용 케이블

cables for electrical signal
transmission systems

전기용 인터페이스 케이블
전기용 전화선
전기용 지연선(遲延線)
전기용 케이블 박스
전기용 케이블 채널
전기저항선(抵抗線)
전기전원 확장용 코드
전기중계선

interface cables [electric]
electrical telephone wires
electrical delay lines
cable boxes (Electric -)
cable channels (Electric -)
electrical resistance wire
electrical extension cords
junctions [electrical]

9류 G390601
전기케이블
전기케이블 식별용 태그
전기케이블 커넥터
전기케이블/전선/전기도체
및 관련 접속부품
전기케이블용 가변형 시스
전기케이블용 덕트
전기케이블용 도관
전기케이블용 수커넥터
전기케이블용 시스
전기케이블용 연결블록
전기케이블용 접속슬리브
전기케이블용 케이블 식별표지
전기케이블용 케이블 접속구
전기케이블용 클램프
전기코드
전력케이블
전선
전선 및 케이블
전선 식별용 시스

electrical cables
tags for identifying electric cables
electric cable connectors
electric cables, wires, conductors
and connection fittings therefor
flexible sheaths for electric cables
ducting for electric cables
conduit for electric cables
male connectors for electrical cables
sheaths for electric cables
connection blocks [electric cable]
junction sleeves for electric cables
cable identification markers for
electric cables
cable junctions for electric cables
clamps for electric cables
electric cords
electric power cables
electric wires
electric wires and cables
identification sheaths for electric
wires

전선관
전선식별용 섬조(纖條)

ducts [electricity]

전선식별용 태그
전선용 시스
전선용 접속함(接續函)
전선용 표지
전선용 하네스
전송장치용 케이블
전신선
전신용 전선
전열선
전자기도관
전자식 도파관
전자용 케이블
전지용 케이블
전화기 연장 리드선
전화선
전화용 케이블헤드
절연동선
절연전기케이블
점퍼 케이블
점프스타트용 케이블
점화케이블
접속용 전기케이블
접속케이블
접속함(接續函)
접지클램프
종단함
직선 광도파로
철도차량용 동력케이블
철도차량용 전기케이블

tags for identifying electric wires

identification threads for electric
wires
sheaths for electrical wires
junction boxes for electric wires
markers for electric wire
electric wiring harnesses
cables for transmission apparatus
telegraph wires
electrical telegraph wires
electrothermal wire
electromagnetic conduits
waveguides (Electronic -)
electronic cables
battery cables
phone extension leads
telephone wires

철도차량용 전선
철도차량용 전선 및 케이블
철도차량용 피복전선
철도차량용 확장케이블
충전데이터케이블
충전용 케이블
컴퓨터 케이블
케이블 고정용 타이
케이블 보호관 및 튜브의 단부
연결을 위한 연결구
케이블 보호관 및 튜브의 단부에
사용되는 고정구
케이블 보호관에 사용되는
케이블 마감처리용 컨넥터
케이블 인터페이스장치
케이블 점프 리드선
케이블 커버(도관)
케이블 하네스
케이블그랜드
케이블어셈블리
케이블커넥터
태블릿PC용 충전용 케이블
태블릿PC용 케이블
통신케이블
편광유지 광섬유
플라스틱 코팅된 전선
플러그인 커넥터
피복전선
필터 일체형 전기동축케이블
하이브리드 전기 케이블
확성기용 케이블
확장케이블
회선 구동기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용
데이터 케이블
휴대폰용 TV 케이블
휴대폰용 USB케이블

electric wires for railway vehicles
electric wires and cables for railway
vehicles
covered electric wires for railway
vehicles
extension cables for railway vehicles
charging data cables
battery charging cables
computer cables
ties for fixing cables
fasteners connecting edges of cable
protective pipe and tube
fasteners used in edges of cable
protective pipe and tube
connector for finishing cables used
in cable protective pipes
cable interface apparatus
cable jump leads
cable covers [conduits]
cable harnesses
cable gland
cable assemblies
cable connectors
battery charging cables for tablet PC
cables for tablet PC
telecommunications cables
polarisation maintaining optical
fibres
plastic coated wire [electric]
plug-in connectors
covered electric wires
coaxial cables incorporating filters
electric hybrid cables
loudspeaker cables
extension cables
line drivers
data cables for portable multimedia
player (PMPs)
TV cables for cell phones
USB cables for cellphones

telephone cable heads
copper wire, insulated
insulated electrical cables

[제9류/G390601] 전기식 도어벨

jumper cables
jump start cables
ignition cables
electrical cables for use in connections
connection cables
junction boxes [electricity]
earthing clamps
terminal boxes
optical straight line waveguide
power cables for railway vehicles
electric cables for railway vehicles

상품의 범위
◦ 전기식 도어벨
◦ 위에 준하는 전기기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다리미(제8류/G1824)
- 전기면도기, 전기 손톱깎이, 전기이발기(제8류/G390602)
- 가정용 전기마사지기(제10류/G390602)
- 가정용 전기식 정수기, 가정용 전기냉장고(제11류/ G390601)
- 가정용 식음료준비기구(전기식은 제외)(제21류/G1803)
- 전기빗, 전기칫솔(제21류/G3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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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는 상품(예시)
전기식 도어벨
전기식 도어벨 손잡이
전기식 도어차임
전기식 초인종
전자식 무선 초인종

electric door bells
electric doorbell knobs
electric door chimes
call bells, electric
electronic wireless calling bell

[제9류/G390701] 전기음향영상기기
상품의 범위
◦ 라디오 수신기, 텔레비전 수신기
◦ 음향녹음기기, 음향재생기기, 확성기기
◦ 위에 준하는 음향, 주파기기
◦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전기측정기기, 자기측정기기, 전파측정기기(제9류/G3904)
- 전기통신기기, 무선라디오통신장치(제9류/G390702)
- 로봇, 반도체가공기계(제7류/G390801)
- 데이터 처리용 컴퓨터소프트웨어(제9류/G390802)
- 컴퓨터, 전자관, 태블릿 컴퓨터(제9류/G390803)
- 반도체(제9류/G390804)

협의의 포괄명칭
전기음향영상기기

electric audio and visual apparatus
and instruments
wireless broadband radios

무선광대역 라디오

포함되는 상품(예시)
3D 컨버터 박스
AV 플레이어
CCTV 레코더
CCTV 영상 장애 관리용
기계기구
CCTV 카메라 녹화장치
CCTV용 단자반
CCTV용 비디오 레코더
CCTV용 시스템 컨트롤러
CCTV용 연결박스
CCTV용 영상기록장치
CCTV용 음향증폭기
CCTV용 이미지 디스트리뷰터
CCTV용 전기식 회전대
CCTV용 회전대 제어기
CD 플레이어용 케이스
DLP 프로젝션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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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converter boxes
AV palyers
CCTV recorders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handling CCTV video malfunction
apparatus for recording CCTV
cameras
closed circuit television terminal
boards
closed circuit television video
recorders
closed circuit television system
controllers
closed circuit television relay boxes
closed circuit television image
recording devices
closed circuit television sound
amplifiers
closed circuit television image
distributors
closed circuit television electric
rotating platform
closed circuit television rotating
platform controllers
cases adapted for compact disc
players
DLP projection TV

DMB 방송수신기
DMB 텔레비전
DMB 플레이어
DVD 기록기
DVD 기록장치
DVD 레코더
DVD 플레이어
DVD 플레이어 및 레코더
DVD 플레이어용 케이스
DVD-ROM 플레이어
IP 텔레비전
LCD TV
LP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보호필름
MP3 플레이어 표면 보호용
필름
MP3 플레이어 홀더
MP3 플레이어용 가방
MP3 플레이어용 도킹 스탠드
MP3 플레이어용 도킹 스테이션
MP3 플레이어용 디스플레이
MP3 플레이어용 마운트
MP3 플레이어용 받침대
MP3 플레이어용 방수케이스
MP3 플레이어용 보호케이스
MP3 플레이어용 스크래치
방지 및 보호필름
MP3 플레이어용 스킨/커버
및 스탠드
MP3 플레이어용 스탠드
MP3 플레이어용 스피커
MP3 플레이어용 액정필름
MP3 플레이어용 오디오/
비디오수신기
MP3 플레이어용 운반케이스
MP3 플레이어용 전자도킹
스테이션
MP3 플레이어용 케이스
MP3 플레이어용 투명 보호커버

DMB broadcast receivers
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televisions
DMB players
DVD burners
DVD recording apparatus
DVD recorders
DVD players
DVD players and recorders
cases adapted for DVD players
DVD-ROM players
internet Protocol televisions
LCD TV
LP players
MP3 players
protect film on an MP3 player
surface protection films for a new
MP3 player
holders for MP3 players
bags for MP3 players
accessories for MP3 players in the
nature of docking stands
docking stations for MP3 players
display for MP3 players
mounts for MP3 players
accessories for MP3 players in the
nature of cradles
waterproof cases for MP3 players
protective cases for MP3 players
scrach preventing and protecting
film for MP3 players
skins/covers and stands for MP3
players
stands for MP3 players
accessories for MP3 players in the
nature of speakers
liquid crystal film for MP3 players
audio/video receiver for MP3 players
carrying cases for MP3 players
electronic docking station for MP3
players
cases adapted for MP3 players
clear protective covers adapted for
MP3 players

MP3 플레이어용 홀더

accessories for MP3 players in the
nature of holders

MP3 플레이어용 화면 보호필름

accessories for MP3 players in the
nature of screen protectors

MP4 플레이어
PDP TV
TV 모니터
TV 위성방송 수신기

MP4 players

TV용 스피커
UHD 텔레비전

speakers for TV

PDP TV
TV monitors
TV satellite broadcast receiving
apparatus
UHD (Ultra High Definition)
Televisions

9류 G390701
VCD 플레이어
VCR
가정용 비디오장치 전용 선반
가정용 오디오 스피커
가정용 오디오장치 전용 선반
감열식 영상장치(의료용은 제외)
개인용 비디오레코더(PVR)
고전압 멀티플라이어
고주파 음향신호송신기
고화질 텔레비전
공(空) 비디오테이프
공(空) 오디오테이프
공(空) 테이프
공개연설용 스피커 시스템
광디스크 플레이어
광학수신기
광학식 녹음용 기판
구술(口述)녹음기
그래픽 레코더
그래픽 이퀄라이저
기타 및 베이스용 전자식 음향
픽업장치
기타용 와우와우 페달
기타용 이펙트 페달
기타용 증폭기
기타용 픽업
노래방 기기
노래방 장비
녹음기
녹음기 또는 VTR 헤드청소용
테이프
녹음기계기구
녹음디스크
녹음디스크 청소장치
녹음매체
녹음장치
녹음재생기구

video compact disc players
video cassette recorder (VCR)
racks adapted to house video
apparatus
audio speakers for home
racks adapted to house audio
apparatus
thermal imaging apparatus [other
than for medical use]
personal video recorders (PVRs)
high voltage multipliers
high-frequency sound signal
transmitters
HD (High Definition) televisions
blank video tapes
blank audio tapes
blank tapes
public address speaker systems
optical disc players
optical receivers
recording substrates [optical]
dictating machines
graphic recorders
graphic equalizers
electronic sound pickups for guitars
and basses
wah-wah pedals for guitars
effects pedals for guitars
guitar amplifiers
picks-ups for guitars
karaoke machines
karaoke equipment
tape recorders
head cleaning tapes [recording]
sound recording apparatus and
instruments
sound recording discs
cleaning apparatus for sound
recording discs
sound recording carriers
recording apparatus
apparatus for reproduction of
recorded messages

녹음테이프
다중채널 수신기
단거리용 라디오
단방향 증폭기
단일채널 수신기
동력출력 증폭기
동시통역 수신기

sound recording strips

동전작동식 자동 음악 연주장치
(주크박스)
디스크플레이어가 부착된
텔레비전 세트
디지털 녹음 매체

coin-operated musical automata
[juke boxes]

multi-channel receivers
short range radios
single way amplifiers
single-channel receivers
power and power output amplifiers
simultaneous interpretation
receivers

television sets combined with disc
players
digital recording media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 플레이어
디지털 데이터레코더
디지털 레코더
디지털 매트릭스 인터콤용
마이크로폰 프리앰프
디지털 매트릭스 인터콤용
스피커 스테이션
디지털 매트릭스 인터콤용
패시브 스피커
디지털 뮤직 플레이어
디지털 믹싱 데스크
디지털 방송수신기
디지털 방식의 영상저장장치
디지털 보이스레코더
디지털 비디오 재생/녹음기
디지털 비디오디스크플레이어
디지털 비디오레코더(DVR)
디지털 비디오뷰어
디지털 비디오플레이어
디지털 사인
디지털 영상 녹화 및 재생용 장치
디지털 오디오 및 비디오 레코더
디지털 오디오 및 비디오 레코더
및 플레이어
디지털 오디오 신시사이저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치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용 가방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용
보호슬리브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용
전자기기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용 커버

digital versatile disc player
digital data recorders
digital recorders
microphone pre-amplifiers for digital
matrix intercom
speaker station for digital matrix
intercom
passive speaker for digital matrix
intercom
digital music players
digital mixing desks
digital broadcasting receivers
image storing apparatus in digital
way
digital voice recorders
digital video players and recorders
digital video discs players
digital video recorders
digital video viewers
digital video players
digital signs
digital video recording and
reproducing apparatus
digital audio and video recorders
digital audio and video recorders and
players
digital audio synthesizers
digital audio interface apparatus
bags for digital audio players
protective sleeves for digital audio
players
electronic apparatus and devices for
use with digital audio players
cover for digital audio players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용 케이스

cases for digital audio players

디지털 오디오레코더
디지털 오디오레코더용 어댑터

digital audio recorders

디지털 오디오테이프
디지털 오디오테이프 레코더
디지털 오디오테이프 플레이어
디지털 오디오플레이어
디지털 음악 및 비디오 플레이어용
보호커버
디지털 음악 및 비디오 플레이어용
스탠드
디지털 음악 및 비디오 플레이어용
케이스
디지털 음악 재생기기
디지털 음악재생기용 케이스
디지털 음악플레이어용 도킹
스테이션
디지털 음향처리장치
디지털 증폭기
디지털 콤팩트디스크용 레코
드플레이어
디지털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디지털 텔레비전

digital audio tapes

adapters for use with digital audio
recorders
digital audio tape recorders
digital audio tape players
digital audio players
protective covers for digital music
and video players
stands for digital music and video
players
cases for digital music and video
players
apparatus for reading digital music
cases for digital music players
docking stations for digital music
players
digital audio processing devices
digital amplifiers
record players for digital compact
disks
digital compact disc players
digital tel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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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형태의 오디오 플레이어
디지털식 오디오 및 비디오 수신기

digital format audio players

디지털식/전자식 태블릿용
스피커
라디오
라디오 및 텔레비전 장치
라디오 세트
라디오 수신 장치
라디오 수신기
라디오 수신기 및 라디오 신호
튜너
라디오 수신튜너
라디오 에코사운더
라디오 장치
라디오 카세트테이프 레코더
라디오 케이스
라디오 튜너
라디오 혼선차단용 필터

accessories for digital or electronic
tablets in the nature of speakers

라디오방송용 수신기

receiving apparatus for radio
broadcasting

라디오와 CD 플레이어가
결합된 콤비네이션 플레이어
라디오와 DVD 플레이어가
결합된 콤비네이션 플레이어
라디오용 마운트 부속품
라디오용 보호커버
라디오용 스탠드
라디오용 오디오 증폭기
라디오용 케이스
라디오용 페이스플레이트
라디오카세트레코더
레코드 원반
레코드 재생장치 및 기구

combination players comprised of
radios and CD players

레코드 청소장치

cleaning apparatus for phonograph
records

레코드덱
레코드플레이어
레코드플레이어용 바늘
레코드플레이어용 바늘교환장치

record decks

레코드플레이어용 속도조절기
레코드플레이어용 스피커
레코드플레이어용 턴테이블
슬립매트
레코드플레이어용 톤암
마이크로폰 믹서
멀티채널 분석기
메가폰
모니터용 스피커
무선 벽부착식 스피커
무선 오디오 수신기
무선 확성기
무선스피커

speed regulators for record p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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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audio/video receivers

radios
radio and television apparatus

무선신호튜너
무선주파수 수신기
무선주파수 증폭기
무선통신 네트워크용 라디오

radio signal tuners

뮤직전자기기

electronic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recording and/or reproducing
music

미니디스크 플레이어
미처리 콤팩트디스크
박막 스피커
반도체를 이용한 비디오레코더
반사필터
반향제거기
발광다이오드 텔레비전
발광다이오드 텔레비전장치

mini-disc players

radio sets
radio receiving apparatus
radio receivers
radio receivers and radio signal
tuners
radio receiving tuners
radio echo sounders
radio apparatus
radio cassette tape recorders
radio cases
radio tuners
filters for radio interference
suppression

combination players comprised of
radios and DVD players
mounting fittings for radios
protective covers for radios
stands for radios
audio amplifiers for radios
cases for radios
faceplate for radios
radio cassette recorders
blank record disks
record playing apparatus and
instruments

record players
needles for record players
apparatus for changing record
player needles
speakers for record players
turntable slipmats for record players
tone arms for record players
microphone mixers
multichannel analyzers
megaphones
monitor speakers
wireless wall-mounted speakers
wireless audio receivers
wireless loudspeakers
wireless speakers

베이스기타용 증폭기
벽걸이 타입 스피커
보이스레코더
보코더
볼륨 제어기
분배증폭기
분자증폭기(마이크로파 증폭기)
블랙박스(데이터레코더)
비디오 그래픽 가속장치
비디오 그래픽 제어장치
비디오 기록기구
비디오 믹서
비디오 믹싱 데스크
비디오 신호 광 수신기
비디오 신호수신기
비디오 영상송신기
비디오 장치
비디오 재생기구
비디오 재생장치
비디오 주파수 증폭기
비디오 증폭기
비디오 증폭장치
비디오 튜너
비디오 편집장치
비디오 플레이어
비디오 효과장치
비디오기기 운반용 가방
비디오디스크
비디오디스크 녹화기
비디오디스크 플레이어
비디오레코더
비디오레코더 및 비디오 재생장치

radio frequency receivers
radio frequency amplifiers
radio for radio communication
networks

blank compact discs
thin film speakers
solid-state video recorders
reflection filters
echo cancellers
light-emitting diode [LED] televisions
light-emitting diode television
apparatus
amplifiers for bass guitars
wall hanging type speaker
voice recorders
vocoders
volume controllers
distribution amplifiers
masers [microwave amplifiers]
black boxes [data recorders]
video graphics accelerator
video graphics controller
video recording apparatus and
instruments
video mixers
video mixing desks
optical receivers for video signals
video signal receivers
video transmitters
video devices
video playback apparatus
video reproducing apparatus
video frequency amplifiers
video enhancers
video amplifying apparatus
video tuners
video editing apparatus
video players
video effects apparatus
bags adapted to carry video apparatus
video disks
videodisc recorders
video disk players
video recorders
video recorders and video
reproducing apparatus

비디오레코더용 헤드청소 테이프

head cleaning tapes for video
recorders

비디오수신기
비디오용 디코더
비디오카세트
비디오카세트 레코더

video receivers
decoders for video
video cassettes
video cassette rec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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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카세트 플레이어
비디오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레코더
비디오테이프 편집기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
비디콘
빈 DVD
빈 디지털오디오테이프
빈 비디오 카세트
빈 오디오 디스크
빈 오디오 카세트
사운드 믹서기
사운드 프로젝터 및 증폭기
서보모터용 증폭기
서브우퍼
소음억제기(전기부품)
소음억제장치
소음필터
송파기
수동 축음기
수송기계기구용 라디오
수송기계기구용 서브우퍼
수송기계기구용 오디오 장치
수중 음향 변환기
수퍼슬림 TV
스마트폰용 스피커
스테레오
스테레오 신호발생장치
스테레오 증폭장치
스테레오 튜너
스피커 스위치
스피커 외관 장식 부품
스피커 인클루저
스피커 장치
스피커 캐비닛
스피커시스템
스피커용 거치대
스피커용 마운팅브래킷
스피커하우징(수송기계기구용
오디오 장치)
시계가 내장된 라디오
신호감쇄장치
신호연결기
신호증폭기
신호지연장치
신호튜너
쌍방향 비디오 기기
아기감시용 청취장치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 컨트
롤러(오디오 인터페이스)
악기용 전기식 및 전자식 효과장치
악기용 전기증폭기

video cassette players
videotapes
videotape recorders
video tape editing controllers
video tape players
vidicons
blank DVDs
blank digital audio tapes
blank video cassettes
blank audio discs
blank audio cassettes
sound mixers
sound projectors and amplifiers
amplifiers for servo motors
sub-woofers
noise suppressors [electrical
components]
noise suppression apparatus
noise filters
sound projectors
hand-operated phonographs
vehicle radios
subwoofers for vehicles
audio apparatus for vehicles
underwater sound converters
superslim TV
smart phone speakers
personal stereos
stereo signal generator apparatus
stereo amplifying apparatus
stereo tuners
speaker switches
speaker exterior ornament fittings
speaker enclosures
speaker units
speaker cabinet
speaker systems
mounts for speakers
speaker mounting brackets
speaker housing (audio apparatus
for vehicles)
radios incorporating clocks
signal attenuation apparatus
signal couplers
signal amplifiers
signal delay apparatus
signal tuners
interactive video apparatus
listening devices for monitoring
babies
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
controllers being audio interfaces
electric and electronic effects units
for musical instruments
electrical amplifiers for use with
musical instruments

악기용 증폭기
압전스피커
액정디스플레이 텔레비전
야간시력용 감열식 영상장치
열영상장치
영사용 텔레비전 장치
영상 기록용/전송용 또는
재생용 장치
영상기록장치
영상녹화장치
영상변환관
영상분석기
영상수신기
영상음향(AV)수신기
영상의 기록/전송 및 재생용
장치
영상재생장치
영상증강관
영상증폭기
영상화 장치
오디오 노래방시스템용 그래
픽디코더
오디오 더빙 장치
오디오 디지털 디스크
오디오 믹서
오디오 믹싱 데스크
오디오 믹싱 장치
오디오 믹싱기
오디오 및 비디오 믹싱 데스크
오디오 및 비디오수신기
오디오 비디오 수신기
오디오 송수신용 어댑터
오디오 인터페이스
오디오 주파수 장치
오디오 주파수 증폭기
오디오 카세트 및 CD 플레이어
오디오 컨버터
오디오 컴포넌트
오디오디스크
오디오레코더
오디오수신기
오디오스피커
오디오스피커 인클로저
오디오스피커용 신호처리기
오디오용 선반
오디오장비
오디오장치 및 라디오 수신기
오디오장치용 스피커
오디오전자기기
오디오증폭기
오디오처리장치
오디오카세트

amplifiers for musical instruments
piezoelectric speakers
liquid crystal display (LCD) televisions
thermal imaging apparatus for night
vision
thermal imagers
television apparatus for projection
purposes
apparatus for recording,
transmission or reproduction of
images
video recording apparatus
apparatus for recording images
image converter tubes
image analyzers
image receivers
audiovisual receivers
apparatus for recording,
transmission and reproduction of
images
apparatus for reproducing image
image intensifier tubes
image intensifiers
imaging apparatus
graphic decoders for use with audio
karaoke systems
audio dubbing apparatus
audio digital discs
audio mixers
audio mixing desks
audio mixing apparatus
audio mixing consoles
audio and video mixing desks
audio- and video-receivers
audio-video receivers
adapters for audio transmiter/
receivers
audio interfaces
audio frequency apparatus
audio frequency amplifiers
audio cassette and CD players
audio converters
audio components
audio discs
audio recorders
audio receivers
audio speakers
audio speaker enclosures
signal processors for audio speakers
audio racks
audio equipment
audio devices and radio receivers
speakers [audio equipment]
audio electronic apparatus
audio amplifiers
audio processing apparatus
audio casset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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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카세트레코더
오디오카세트레코더용 헤드
청소용 테이프
오디오카세트플레이어
오디오타이머
오디오테이프 레코더
오디오테이프 플레이어
오디오테이프용 카세트 헤드
클리너
오디오헤드 클리너
오토바이용 영상기록장치
와우와우 페달
완전평면 TV
우퍼
위성방송수신 및 디코딩기기
위성방송수신기
위성수신기
위성수신장치
위성텔레비전 수신기
유기발광다이오드 텔레비전

audio cassette recorders
head cleaning tapes for audio
cassette recorders
audio cassette players
audio timers
audio tape recorders
audio tape players
cassette head cleaners for audio
tapes
audio head cleaners
video recording apparatus for
motorcycles
wah-wah pedals
super flat TV
woofers
satellite broadcast receiving and
decoding apparatus and instruments
satellite broadcast receivers
receivers for satellites
satellite receiving apparatus
satellite TV receivers
organic light-emitting diode [OLED]
televisions

유선 카팩
음량조절 페달
음성 기록 및 재생용 장치

wire car packs

음성 신시사이저
음성 처리기
음성 처리시스템
음성 학습기
음성 확대기
음성기록기기
음성독서기
음성신호기록시스템 소음감소기

speech synthesizers

음성신호전송용 전자기기

electronic units for transmitting
audio signals

음성신호처리용 보안장치

security apparatus for processing
audio signals

음성작동식 코더
음악용 주크박스
음향 교환기
음향 기록 또는 재생 장치용 음향막

voice operated coders

음향 기록 및 재생용 기기

apparatus and equipment for
recording and reproducing sound

음향 기록 및 재생용 장치

sound recording and reproducing
apparatus

음향 기록/송신/증폭/재생용
장치

apparatus for the recording,
transmission, amplification and
reproduction of sound

음향 기록기구
음향 기록용/전송용 및 재생용
장치
음향 녹음 및 재생기기

audio recording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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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 control pedals
apparatus for recording and
reproducing speech
speech processing equipment
voice processing systems
sound learning apparatus
sound enlargers
dictation machines
audio book readers
instruments for the reduction of
noise in systems for recording audio
signals

juke boxes, musical
audio switching apparatus
acoustic membranes used in sound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apparatus for recording, transmission
and reproduction of sound
sound recording and sound
reproducing apparatus and
instruments

음향 또는 영상 기록/송신/
재생용 기기
음향 또는 영상 기록용 장치
음향 또는 영상 송신용 장치
음향 또는 영상 재생용 장치
음향 또는 영상의 기록/송신
또는 재생용 장치
음향 또는 영상의 방송/기록/
전송 또는 재생용 장치
음향 또는 영상의 전송 및 재생용
장치
음향 및 비디오의 기록 및 재생
기구
음향 및 신호재생용 라디오
수신기 및 모니터
음향 및 영상 기록/송신 및
재생용 장치
음향 및 영상 기록/저장/송신
및 재생용 장치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recording, transmission or
reproduction of sound or images
apparatus for the recording of sound
or images
apparatus for the transmission of
sound or images
apparatus for the reproduction of
sound or images
electric apparatus for recording,
transmission or reproduction of
sound or images
apparatus for broadcasting,
recording, transmission or
reproduction of sound or images
apparatus for transmitting and
reproducing sound or images
sound and video recording and
playback machines
radio receivers and monitors for the
reproduction of sound and signals
devices for the recording,
transmission and playback of sound
and images
apparatus for recording, storage,
transmission and reproduction of
sounds and images

음향 및 영상기록장치

sound and picture recording
apparatus

음향 및 영상매체용 기록 및
재생장치
음향 및 영상매체용 기록장치

recording and playing devices for
sound and image carriers

음향 및 영상매체용 재생장치

playing devices for sound and image
carriers

음향 및 영상의 기록과 전송/
재생용 장치

apparatus for the recording,
transmission and reproduction of
sound and images

음향 증폭기
음향녹음기(錄音器)
음향녹음장치
음향도관
음향반향장치
음향변성기
음향송신장치
음향수집기
음향시험기
음향신호용 전기증폭기

sound amplifiers

음향의 기록/전송 및 재생용
장치
음향재생장치
음향전송장치
음향증폭기용 전자식 효과페달
음향증폭수신기
음향처리장치
음향커플러
음향커플링장치
음향합성기
이동식 기타용 증폭기
이동식 미디어 플레이어

recording devices for sound and
image carriers

sound recorders
sound recording apparatus
acoustic conduits
sound reverberation units
acoustic transformers
sound transmitting apparatus
sound samplers
audio testing apparatus
electrical amplifiers for sound
signals
apparatus for recording,
transmission or reproduction of
sound
sound reproduction apparatus
apparatus for transmitting sound
electronic effect pedals for use with
sound amplifiers
sound amplifying receivers
sound processing apparatus
acoustic couplers
acoustic coupling devices
sound mixing apparatus
transportable guitar amplifiers
portable media p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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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미디어 플레이어용
보호케이스
이동식 미디어 플레이어용
확성기
이동식 스피커
이동식 오디오 스피커
이동용 DVD 플레이어
이미지 재생기기
이중 증폭기
이퀄라이저(오디오장치)
인터콤용 마이크로폰 프리앰프
입체 텔레비전 모니터
입체 텔레비전 수신기
입체음향재생장치
자기식 녹음용 기판
자기식 데이터캐리어용 녹음
디스크
자기식 테이프 레코더
자기테이프 클리너
자기헤드 클리너
자동디스크교환기
자동차 부착식 수송기계기구용
라디오
자동차 부착식 위성수신기
자동차 스테레오용 어댑터
자동차용 CD 플레이어
자동차용 DMB 거치대
자동차용 MP3 유선어댑터
자동차용 MP3 플레이어
자동차용 MP3 플레이어 어댑터
자동차용 디지털오디오플레이어
자동차용 라디오
자동차용 미디어 플레이어
자동차용 방송튜너
자동차용 비디오레코더
자동차용 스피커
자동차용 영상재생장치
자동차용 오디오 스피커
자동차용 오디오/비디오장치
자동차용 오디오기기
자동차용 오디오장비
자동차용 오디오장치
자동차용 오디오카세트플레이어
자동차용 텔레비전
자전거용 영상기록장치
잔류광이미지 증폭기
적외선 수신기
전기사운드증폭기
전기식 및 전자식 음악효과장비
전기식 악기용 픽업

protective cases for portable media
players
speakers for portable media players
portable speakers
transportable audio speakers
transportable DVD players
apparatus for the reproduction of
images
dual amplifier balancers
equalisers [audio apparatus]
microphone pre-amp for intercom
3D television monitor
3D television receiver
stereophonic apparatus
recording substrates [magnetic]
recording discs for magnetic data
carriers
magnetic tape recorders
magnetic tape cleaners
magnetic head cleaners [apparatus]
automatic disc changers
vehicle radio attached to cars
satellite receiver attached to cars
automobile stereo adapters
automotive CD players
DMB holders specially adapted for
automobiles
automotive MP3 wire adapter
automotive MP3 players

전기식 증폭기
전기식 포노모터
전기음향 앰퍼사이저
전기음향 영상기기용 전기신호
필터
전기음향 증폭기
전기음향 트랜스듀서
전기음향영상기기 보관용 가방

adapters for electric audio and visual
apparatus and instruments

전기음향영상기기용 전자파
차단장치

electromagnetic wave breakers for
electric audio and visual apparatus
and instruments

전기음향영상기기용 햅틱장치

haptic devices for electric audio and
visual apparatus and instruments

전기음향영상기기용 햅틱
컨트롤러
전기축음기
전자 증폭기
전자식 튜너
전자오디오장비용 방진구

haptic controllers for electric audio
and visual apparatus and instruments

전자음향기기용 오디오 믹서
전자음향기기용 휴대용 레코더

pick-ups for electrical musical
instruments

초음파 선형 영상화 장치

apparatus for reproducing image for
cars
audio speakers for automobiles
audio/video apparatus for cars
car audio apparatus
audio equipment for use in
automobiles
audio systems for cars
audio cassette players for
automobiles
car televisions
apparatus for recording image for
bicycles
residual light image amplifiers
infrared receiver
electric sound amplifiers

bags for storing electric audio and
visual apparatus and instruments

전기음향영상기기용 어댑터

electric and electronic musical
effects equipment

car speakers

electroacoustic transducers

multiple speakers for electric audio
and visual apparatus and instruments

제어증폭기
주방용 TV
주방용 텔레비전
증폭기(앰프)
증폭기(앰프) 분배기
증폭기용 선반
증폭기용 튜너
증폭용 확성기
진동판
진폭 변조 튜너
진폭제한기
차량 증폭기
차량용 MP3 플레이어 거치대
차량용 비디오레코더
차량용 영상기기 거치대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차량용 카세트플레이어
착용 가능한 스피커
천 재질의 라디오장치용
음향필터
청각 모니터 장치
초음파 비선형 영상화 장치

video recorders for automobiles

filters of electric signals for electric
audio and visual apparatus and
instruments
electroacoustic amplifiers

전기음향영상기기용 복합 스피커

digital audio players for automobiles

car broadcasting tuners

electroacoustic emphasisers

cases for storing electric audio and
visual apparatus and instruments

전자음향영상기기

media players for automobiles

electrical phonomotors

전기음향영상기기 보호용 케이스

automotive MP3 player adapter
car radios

electrical amplifiers

electric phonographs
electronic amplifiers
electronic tuners
vibration dampeners for electronic
audio equipment
audio mixers for electric audio and
visual apparatus and instruments
recorders for cellphones for electric
audio and visual apparatus and
instruments
electronic audio and visual
apparatus and instruments
control amplifiers
TV for kitchen
television for kitchen
amplifiers
amplifier dispenser
racks for amplifiers
amplifier tuners
loudspeakers with built in amplifiers
diaphragms [acoustics]
amplitude modulation tuners
limiters [electricity]
amplifiers for cars
in-car mounts for MP3 players
car video recorders
mounts for car image devices
video recording apparatus for vehicles
car cassette players
wearable speakers
sound filters made of cloth, for radio
apparatus
aural monitoring apparatus
ultrasonic non-linear imaging
apparatus
ultrasonic linear imaging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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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류 G390701
축음기
축음기 픽업
축음기용 바늘
카세트레코더
카세트플레이어
컴퓨터용 스피커
컴퓨터용 콤팩트디스크 플레이어

gramophones

케이블 수신기
케이블텔레비전 수신기
케이블텔레비전용 수신기
콤팩트디스크 레코더
콤팩트디스크 플레이어
크리스탈 필터
태블릿PC용 스피커(증폭기)
태양광식 MP3 플레이어
태양열발전 라디오
테이프 및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
테이프 플레이어
테이프레코더용 공(空)자기
테이프
텔레비전

cable receivers

텔레비전 거치대

stands for televisions

텔레비전 녹음기

television recorders

텔레비전 모니터

television monitors

텔레비전 모니터링 장치

television monitoring apparatus

텔레비전 모니터용 월마운트

wall mountings adapted for television
monitors

텔레비전 수신기
텔레비전 수신접시
텔레비전 신호증폭기
텔레비전 위성방송수신장치
텔레비전 표준 변환기
텔레비전세트용 필터
텔레비전스크린용 필터
텔레비전용 디스플레이스크린용
필터
텔레비전용 디코더

television receivers [TV sets]

텔레비전용 방현필터

anti-glare filters for televisions

텔레비전장치

television apparatus

토킹머신

talking machines

톤 패드

tone pads

통합오디오증폭기

integrated audio amplifiers

통합증폭기가 내장된 사운드
믹서기
통합형 비디오플레이어레코더

sound mixers with integrated
amplifiers

투명 유기발광 다이오드가
탑재된 텔레비전
파워 믹서(오디오장치)
파워증폭기
평면스크린 텔레비전세트
설치용 브래킷

television with built in transparent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318

유사상품 심사기준

phonograph pick-ups
phonograph needles
cassette recorders
cassette players
speakers for computers
compact disc players for use with
computers
receivers for receiving cable television
cable television receivers
compact disc recorders
compact disc players
crystal filters
speaker (amplifier) for tablet PC
solar MP3 player
solar powered radios
tape and videotape players
tape players
blank magnetic tapes for tape
recorders
televisions

television receiving dishes
television signal amplifiers
satellite television receiving apparatus
television standards converters
filters for television sets
filters for television screens
display screen filters adapted for use
with televisions
television decoder

평판표시패널(PDP) 텔레비전

plasma display panel (PDP)
televisions

폐쇄회로 TV
폐쇄회로 TV용 DVR
폐쇄회로 텔레비전 기기
폐쇄회로 텔레비전 모니터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
플라즈마 텔레비전
픽업 암
하이파이 오디오기기
하이파이기기
항공기용 영상재생장치

closed-circuit TV

항공용 라디오

radio for airlines

혼선 차단용 필터

filters for interference suppression

홈시어터용 DVD 플레이어
홈시어터용 스피커
확성기
확성기 스피커전용 스탠드
확성기 유닛
확성기 캐비닛
확성기용 나팔
확성기용 선반
확성기용 스피커
확성시스템(PA시스템)
확성시스템(PA시스템) 및 기구

DVD player for home theater

휴대용 DVD 플레이어
휴대용 MP3플레이어
휴대용 라디오
휴대용 라디오카세트 플레이어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PMP)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용
도킹 스테이션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용
보호필름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용
케이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용 보호
커버
휴대용 음향기록장치
휴대용 음향재생장치

portable DVD players

휴대용 진동스피커
휴대용 확성기

portable vibration speakers

DVR for closed-circuit TV
closed circuit television apparatus
closed-circuit television monitors
plasma display apparatus
plasma televisions
pick-up arms
high fidelity audio apparatus
high fidelity apparatus
image reproducing apparatus for
airlines

speakers for home theater
loudspeakers
loudspeaker stands [adapted for]
loudspeaker units
cabinets for loudspeakers
horns for loudspeakers
racks for loudspeakers
speaker for loudspeakers
public address systems
public-address systems and
instruments
portable MP3 players
portable radios
portable radio cassette players
portable multimedia players [PMPs]
docking stations for portable
multimedia players [PMPs]
protective film for portable
multimedia players
cases for portable multimedia
players [PMPs]
handheld media players
protective covers for portable media
players
portable sound recording apparatus
portable sound reproducing
apparatus
bullhorns

combination video players and
recorders

power mixers [audio apparatus]
power amplifiers
brackets for setting up flat screen
television sets

[제9류/G390701, G390799] 이어폰, 헤드폰
상품의 범위
◦ 음향영상기기용 이어폰, 헤드폰

9류 G390702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전기음향영상기기(제9류/G390701)
- 이어셋, 헤드셋(제9류/G390702,G390799)
- 스마트폰 방진 플러그(제09류/G390702)

포함되는 상품(예시)
MP3 플레이어용 이어폰

accessories for MP3 players in the
nature of earphones

PDA용 이어폰

accessories for PDAs in the nature
of earphones

골전도 이어폰
디지털식/전자식 태블릿용
이어폰
모바일 전기통신기기용 이어폰

bone conduction earphones

무선이어폰
스마트폰용 이어폰
스마트폰용 이어폰 캡
스마트폰용 헤드폰
스테레오 헤드폰
오디오 이어폰
워키토키용 헤드폰
유선 헤드폰
음악용 헤드폰
음향전송기구용 개인용 헤드폰

wireless earphones

음향전송장치용 개인헤드폰

personal headphones for sound
transmitting apparatuses

이어버드
이어폰
이어폰 젠더
이어폰선 정리기
전기음향 헤드폰

earbuds

전자음향기기용 이어폰
전자음향기기용 헤드폰
핸드폰용 이어폰
헤드폰
헤드폰 증폭기
헤드폰 콘솔
헤드폰용 양방향 플러그
헤드폰용 이어패드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로봇, 반도체가공기계(제7류/G390801)
- 방송용 비디오카메라(제9류/G3402, G3404)
- 배전반 표시등, 전기어댑터, 초킹코일(제9류/G390102)
- 전기측정기기, 자기측정기기, 전파측정기기(제9류/G3904)
- 전기음향영상기기(제9류/G390701)
- 데이터 처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제9류/G390802)
- 컴퓨터, 전자관, 태블릿 컴퓨터(제9류/G390803)
- 반도체(제9류/G390804)

포함되는 상품(예시)

accessories for digital or electronic
tablets in the nature of earphones

1. 전화기 (예시)

earphones for use with mobile
telecommunication devices

가죽제 핸드폰줄
개인휴대통신 단말기

earphones for smart phones
earphone caps for smart phones
headphones for smart phones
stereo headphones
audio earphones
headphones for walkie-talkie
wire headphones
music headphones
personal headphones for use with
sound transmitting systems

earphones
gender changers for earphones
earphone holders
electric audio and visual
headphones
earphones for electric audio and
visual apparatus and instruments
headphones for electric audio and
visual apparatus and instruments
earphones for cellular telephones
headphones
headphone amplifiers
headphone consoles
two-way plugs for headphones
ear pads for headphones

[제9류/G390702] 전기통신기기
상품의 범위
◦ 유선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 무선응용기기
◦ 원격측정기기, 원격제어기기
◦ 반송중계기기, 방송용 기기
◦ 위에 준하는 전기통신기기
◦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cellphone straps made of leather
personal handheld communication
terminals
fixed location telephones

고정식 전화기
공중 전화기
도어용 비디오전화장치
디지털 전화기
디지털 휴대폰
레이더 시스템
멀티포트 제어기
모바일 디지털 전기통신기기
모바일 전기통신기기용 어댑터
모바일 전기통신기기용 케이스
모바일 전화기용 스탠드
모바일폰
모바일폰용 보안장치
모바일폰용 젠더
모바일폰용 카어댑터
모바일폰용 터치스크린 펜
무선전화기
무선전화기 홀더
무선전화기용 단말기
무선전화기용 단말기 거치대
무선전화기용 단말기 보호케이스
무선전화기용 단말기 차량용
거치대
무선전화기용 단말기를 차량
내 모니터에 연결하기 위한 인
터페이스장치
무선전화기용 케이스
무선전화기용 휴대 단말기
보호케이스
무선전화기용 휴대 단말기
실리콘커버
무선전화기용 휴대 단말기
차량용 거치대
무선전화기용 휴대용 케이스
무선전화장치

public telephones
video door telephone apparatus
digital telephones
digital cellular telephones
radar systems
multiport controllers
electric mobile digital
communication devices
adapters for use with mobile
telecommunication devices
cases for use with mobile
telecommunication devices
stands adapted for mobile phones
mobile phones
security apparatus for mobile
phones
gender changers for mobile phones
mobile phone adapters for use in
automobiles
touch screen pens for mobile phones
radiotelephony sets
wireless phone holders
terminals for radiotelephones
terminal rests for wireless phones
terminal protective cases for wireless
phones
terminal rests for cars for wireless
phones
interface apparatus for connecting
terminal for wireless phones to
monitors in cars
cases for wireless phones
protective cases for portable
terminal for wireless phones
silicone cover for portable terminal
for wireless phones
mobile phone cradles for use in
automobiles
portable cases for wireless phones
cordless telephone apparat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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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류 G390702
비귀금속제 스마트폰줄
비귀금속제 핸드폰줄
비디오폰
세가지 주파대 전화기
셀카 렌즈
스마트폰 USB 커넥터
스마트폰 거치 확대경
스마트폰 거치대
스마트폰 렌즈 전용 보호 필름
스마트폰 방진 플러그
스마트폰 벨트클립
스마트폰 보호패널
스마트폰 암밴드
스마트폰 액정보호 강화글라스
스마트폰 케이스용 줄
스마트폰 화면에 적합한 보호
필름
스마트폰용 3D 뷰어장치
스마트폰용 도킹 크래들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용 랜야드
스마트폰용 메인보드
스마트폰용 반사지
스마트폰용 받침대
스마트폰용 방수케이스
스마트폰용 배터리 커버
스마트폰용 보호케이스
스마트폰용 보호필름
스마트폰용 스크린 확대기
스마트폰용 스타일러스
스마트폰용 스타일러스펜
스마트폰용 안테나
스마트폰용 액정보호스티커
스마트폰용 전자도킹 스테이션
스마트폰용 전자펜
스마트폰용 젠더
스마트폰용 젠더케이스
스마트폰용 지갑형 케이스
스마트폰용 충전기 거치대
스마트폰용 카드 수납이 가능한
케이스
스마트폰용 카메라 그립
스마트폰용 커버
스마트폰용 케이스
스마트폰용 키보드
스마트폰용 키보드 케이스
스마트폰용 키패드
스마트폰용 터치 윈도우 글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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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p for smart phones (not of
precious metal)
strap for cellphones (not of precious
metal)
video telephones
tri-band telephones
selfie lenses
smart phone USB connector
smart phone rest magnifying lenses
smartphone mounts
protective films adapted for
smartphone lenses
dustproof plugs for smartphones
belt clip for smart phones
protective panel for smart phones
armband for smart phones
reinforced glass specially adapted
for use as smartphone screens
smart phone case straps
protective films adapted for
smartphone screens
3D viewer apparatus for smart
phones
docking cradle for smart phones
display for smart phones

스마트폰용 터치스크린 펜
스마트폰용 투명 보호커버
스마트폰용 플립커버
스마트폰용 핸드스트랩
스마트폰용 홀더
스마트폰용 화면 클리너
스마트폰용 휴대끈
스마트폰용 휴대용 케이스
스크린 및 키보드가 장착된 전화기
시력장애가 있거나 민첩성이
약한 사람을 위한 대형 키/
숫자로 된 휴대폰
액정디스플레이 장치가 부설된
휴대폰용 케이스
유선전화기
이동식 전화기 및 스마트폰
고정용 대시보드 매트
이동식 전화기 및 스마트폰용
홀더
이동식 전화기 키보드
이동전화기
이동전화기 잭용 방진플러그

protective cases for smart phones

이동전화기용 거치대
이동전화기용 도킹 스테이션
이동전화기용 줄
이동전화기용 커버
이동전화기용 케이스
이동전화기용 키보드
이동전화기용 투명 보호커버

protective films adapted for
smartphones
smartphone screen magnifiers

이동전화기용 파우치
이동전화기용 핸즈프리장치

lanyards for smart phones
mainboard for smart phone
reflective paper for smart phones
stand for smart phones
waterproof cases for smart phones
battery covers for smart phones

stylus for smart phones
stylus pen for smart phones
antennae for smart phones
sticker for protecting liquid crystal for
smart phones
electronic docking station for smart
phones
electronic pen for smart phone
gender changers for smartphones
gender changer cases for
smartphones
purse type case for smart phones
charging stand for smart phones
cases for storing cards adapted for
smart phones
camera grips for smart phones
covers for smartphones
cases for smartphones
keyboards for smartphones
keyboard cases for smartphones
smart phone keypads
touch window glass for smart
phones

이동전화기용 홀더
이동통신용 단말기
이동통신용 핸드셋
인터넷 전화기
인터넷전화(VOIP) 폰
인터콤
인터콤용 네트워크 카드
인터콤용 스피커 스테이션
인터콤이 내장된 전화기
인터콤장치
인터폰
자동전화 다이얼러
자동전화다이얼
자동차 전화핸드셋용 거치대
자동차용 전화기
자동차용 휴대폰 충전식 거치대
전자식 전화다이얼
전화 녹음기
전화 단말기

touch screen pens for smart phones
clear protective covers adapted for
smartphones
flip covers for smart phones
hand strap for smart phones
holder for smart phones
screen cleaner for smart phones
hand held strap for smart phones
portable case for smart phones
telephone sets with screen and
keyboard
cellular telephones having large
keys and numbers that assist users
having impaired vision or dexterity
cellphone case with liquid crystal
display apparatus
corded telephones
dashboard mats adapted for holding
mobile telephones and smartphones
holders adapted for mobile telephones
and smartphones
transportable telephone keyboard
mobile telephones
dustproof plugs for jacks of mobile
phones
stand for mobile telephones
docking stations for mobile telephones
mobile phone straps
covers for mobile telephones
cases adapted for mobile phones
keyboards for mobile phones
clear protective covers adapted for
mobile telephones
pouches for mobile telephones
devices for hands-free use of mobile
phones
holders for mobile telephones
mobile communication terminals
mobile telecommunications
handsets
internet telephones
VOIP phones
intercoms
network cards for intercom
speaker station for intercom
telephones incorporating
intercommunication systems
intercom equipment
interphones
automatic telephone dialers
automatic telephone diallers
in-car telephone handset cradles
car telephones
mobile phone rechargeable holders
for vehicles
electronic telephone dialers
telephone recorders
telephone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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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송화기
전화 수화기
전화 집중기
전화기
전화기 인터콤 장치
전화기 전용 커버
전화기용 보청기연결 어댑터

telephone transmitters

전화기용 소프트케이스
전화기용 커넥터
전화기용 케이스
전화기용 하드케이스
전화기용 핸즈프리키트
전화선 배선함
전화수화기용 종이제 커버
전화수화기용 커버
전화자동응답기
전화자동응답장치
전화장치
전화장치 및 수신기
점자 모바일폰
종이제 핸드폰 거치대
주방용 스마트폰 거치대
주방용 휴대폰 거치대
직물제 이동전화기용 커버

soft cases for telephones

차량용 스마트폰 충전용 홀더

smartphone holders for battery
charging for use in vehicles

차량용 이동전화기
차량용 휴대폰 거치대
컴퓨터 전화통신장비
태양열발전 전화기
통화관
팩시밀리시스템 장착용 이동
전화기
프로그램 가능한 통신기기

mobile telephones for use in vehicles

핸드폰용 과열방지 냉각기
핸드폰용 보호필름
핸드폰케이스
화상전화기
휴대용 비상인터콤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통신기기
휴대전화기 부품 및 부속품
휴대전화기용 마이크
휴대전화기용 스트랩
휴대폰
휴대폰 액정 보호필름
휴대폰 케이스
휴대폰용 가죽케이스
휴대폰용 링스탠드
휴대폰용 링홀더

telephone receivers
telephone concentrators
telephone sets
telephone intercom apparatus
phone covers [specifically adapted]
adaptors for connecting telephones
to hearing aids
telephone connectors
cases for telephones
telephone hard case
hands-free kits for telephones
telephone wire connection boxes
paper covers for telephone receivers
covers for telephone receivers
telephone answering apparatus
answering machines
telephone apparatus
telephone apparatus and receivers
braille mobile phones
mobile phone holder of paper
smart phone stands for kitchen
cellphone stands for kitchen
mobile telephone covers made of
cloth or textile materials

smart phone stands for cars
computer telephony equipment
solar powered telephones
speaking tubes
mobile telephone apparatus with
built-in facsimile systems
programmable telecommunication
apparatus
coolers against overheating for
cellphone
protective films adapted for cellular
phones
mobile phone cases
conference phones
portable emergency intercoms
portable telephones
portable telecommunications
apparatus
parts and fittings for cellphones
microphone for cellphones
strap for cellphones
cellular phones
mobile phone screen protectors
cell phone cases
leather cases for mobile phones
mobile phone ring stands
mobile phone ring holders

휴대폰용 운반 케이스
휴대폰용 충전기 거치대
휴대폰용 캠코더
휴대폰용 커넥터
휴대폰용 커버
휴대폰용 터치스크린 펜
휴대폰용 핸즈프리키트
휴대폰장치
휴대폰줄

carrying cases for cell phones
cell phone cradles for battery
charging
camcoder for cellphones
cellular phone connectors
cell phone covers
touch screen pens for cellphones
hands-free kits for cellular
telephones
cellular telephone apparatus
cell phone straps

2. 전기통신기기(전화기는 제외) (예시)
3D 리모컨
CCTV-3G 광송수신장치

3D remote controlls

CCTV-HD 광송수신장치

CCTV-HD optical
transmitting/receiving apparatus

CCTV용 송신장치

closed circuit television transmitting
devices

GPS 기능을 내장 또는 이용한
방향 측정장치
GPS 내비게이션 장치
GPS 단말기
GPS 송신기

apparatus for measuring direction
with or using GPS functions

GPS 수신기
GPS 위치추적기
GPS 장치용 방해 대책 장비

GPS receivers

GPS 항법 장치용 개인 휴대
단말기
GPS용 안테나

personal handheld terminal for GPS
navigational apparatus

IP 라우터
IPTV 셋톱박스
LAN용 액세스포인트

IP router

OTT 단말기
OTT 셋톱박스
PDA폰
RFID를 이용한 자동계산시
스템(RFID 통신기계)

over the top (OTT) terminals

TV 리모컨
TV 셋톱박스
TV 송신기
TV용 셋톱박스
USB 무선공유기
VoIP 단말기

TV remote controls

가정용 텔레비전 게임기용
마이크로폰
감마방사선 검파기
개인용 무선기
검파기
검파기용 인터페이스
게이트웨이장비

microphones for television games
for household purposes

CCTV-3G optical
transmitting/receiving apparatus

GPS navigation device
GPS terminals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transmitters
GPS tracking and location devices
equipment for preventing
interference for GPS apparatus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antennas
IPTV set-top box
local area network [LAN] access
points
over the top (OTT) set-top box
PDA phones
automatic calculating system using
RFID (RFID communication
machine)
TV set-top boxes
TV transmitters
set-top boxes for TV
USB wireless routers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VoIP)
terminals

gamma radiation detectors
personal transceivers
detectors
interfaces for detectors
gateway equipment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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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치용 컨트롤러를 제외한
전자기기 성능 모니터 및 제어용
무선컨트롤러
고속전기모터용 전자식 주파
수변환기
고정국 다중 통신기계기구

wireless controllers to monitor and
control the functioning of electronic
devices, other than controllers for
gaming apparatus
electronic frequency converters for
high velocity electro motors
fixed multichannel communication
apparatus

나선반송기계기구
나선반송장치
내부모뎀
내비게이션 LCD 보호필름
내비게이션 거치대
내비게이션 거치대용 보조패드

고정국 단일 통신기계기구

fixed single channel communication
apparatus

고정국용 단일채널 무선통신기기

single-channel radio
communication machines and
apparatus for fixed stations

내비게이션 거치대용 우레탄
패드
내비게이션용 디스플레이 장치

고정국용 단일채널 무선통신장치

single-channel radio
communication apparatus for fixed
stations

고주파 무선제어기
고주파 송수신장치

high-frequency wireless controllers

내비게이션용 액정디스플레이에
적합한 보호필름

고주파 장치
고주파 컨버터
고주파 트랜스듀서
골프공 위치추적기
골프용 이동위치 확인 시스템
장치
공업용 원격제어전기설비

high-frequency apparatus

공조제어 리모콘장치
관성 항법기구
광 송수신기
광 송신기
광 스플리터
광대역 설비
광변조기(光變調器)
광섬유 모뎀
광섬유 케이블용 광송신기
광섬유 통신기기
광역통신망 라우터
광전감지기(光電感知機)
광전검지관
광커플러
광통신 비디오 송수신장치
광통신 산업용 링스위치
광통신 이중화 링스위치
광통신기기
광통신용 스위칭장비
광학네트워크
교환라우터
구내전화 교환장치
극초단파 변환장치
근거리 이동전화시스템
금속기둥(안테나)
기상 레이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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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frequency transmission and
reception apparatus
high frequency convertors
high frequency transducers
golf ball finder
mobile location identification system
for golf
electric installations for the remote
control of industrial operations
remote control apparatus for air
conditioning control
inertial navigational instruments
optical transceivers
optical transmitters
optical splitters
broadband installations
light modulators
fiber optic modems
optical transmitters for use with fibre
optic cables
fibre optic telecommunications
apparatus
wide area network (WAN) routers
photoelectric sensors
photo-sensitive tubes
opto-couplers
transmitting/receiving apparatus for
optical communication video
ring switch for optical
communication industry
dualization ring switch for optical
communication
optical communications instruments
switching apparatus for optical
communication
optical networks
switch routers
private branch exchanges
ultrahigh frequency translator
apparatus
local mobile telephone systems
metal poles [aerials]
meteorological radar apparatus

네트워크 관리제어 장치
네트워크 다이얼러
네트워크 보드
네트워크 브리지
네트워크 제어장치
네트워크 팩시밀리 서버
네트워크 허브
네트워크용 라우터
네트워크통신스위치
넷북 컴퓨터용 원격제어장치
능동 배열 레이더 기구
다기능 리모컨
다이얼
다중송신기
다중제어 신호전송기
다중채널 송신기
다채널 광통신 송수신장치
대기자용 호출기
대화형 단말기
대화형 터치스크린 단말기
대화형 텔레비전 단말기 세트
데이터 송신용 무선장치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
데이터 전송장치
데이터 통신 수신기
데이터 통신기
데이터 통신용 장치 및 기구
데이터통신장치
도어폰
동기 신호 발생기
동심원 회절판(回折板) 안테나
두 지점간 송신기
두 지점간 수신기
듀얼 심카드 폰
듀플렉서
디멀티플렉서

open-wire transmission machines
and apparatus
open-wire transmission apparatus
internal modems
LCD protect film for navigation
systems
stands for navigation systems
supporting pads for stands for
navigation systems
urethane pads for stands for
navigation systems
display apparatus for navigation
systems
protective films adapted for liquid
crystal displays for navigation
systems
network management control
apparatus
network dialers
network boards
network bridge
network controlling apparatus
network facsimile servers
network hubs
network routers
network communication switches
remote control apparatus for netbook
computers
active arrangement radar apparatus
multifunctional remote controls
dials for telecommunication
equipment
multiplexors
multiple control signal transmission
units
multi-channel transmitters
multi channel optical communication
transmiting/receiving apparatus
wireless queue buzzers
interactive terminals
interactive touch screen terminals
interactive television terminal sets
wireless apparatus for the
transmission of data
data transmission networks
data transmission devices
data communications receivers
data communications apparatus
data communication apparatus and
instruments
apparatus for the communication of
data
door phones
sync generators
zone plate antennas
point-to-point transmitters
point-to-point receivers
dual sim phones
duplexers
demultiplex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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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TV 셋톱박스
디지털 광전송기기
디지털 미디어 스트리밍 장치
디지털 및 아날로그 신호용
전기통신장치
디지털 셋톱박스
디지털 송신기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
디지털 위성방송용 셋톱박스
디지털 음향 및 영상데이터
전송장치
디지털 전기통신장치
디지털 전화교환장치
디지털 지상파방송용 셋톱박스
디지털카메라용 원격 제어장치
라디오 데이터 링크 장치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용
중계기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용 및
장거리전송용 송수신장치
라디오 및 텔레비전 송신기
라디오 및 텔레비전 안테나
라디오 송수신장치
라디오 송신기
라디오/텔레비전용 안테나
라디오방송용 송수신장치
라디오방송용 송신기
라디오신호 안테나
라디오용 리모콘
라디오용 안테나
라디오프로그램 및 라디오
중계메시지 송신장치
라디오프로그램 및 메시지
전송용 마이크로파 전송장치
랜 스위치
레이더 교란장치
레이더 디스플레이
레이더 반사기기
레이더 반사장치
레이더 송신기
레이더 수신기
레이더 안테나
레이더 커넥터
레이더기계기구
로랑 항법기계
마이크로웨이브 안테나
마이크로웨이브 연결장치
마이크로웨이브 필터
마이크로파 통신기기

digital TV set-top box
digital optical transmission apparatus
digital media streaming devices
telecommunications apparatus for
use with digital and analog signals
digital set top boxes
digital transmitters
digital-to-analog converters
set-top box for digital satellite
broadcasting
apparatus for transmission of digital
sound and image data
digital telecommunications apparatus
digital telephone switching apparatus
set-top box for digital terrestrial
broadcasting
remote control apparatus for digital
cameras
link apparatus for radio data
relays for radio and TV stations
transmitting and receiving
apparatus for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ing and for long-distance
transmission
radio and TV transmitters
radio and television aerials
radio receiving and transmitting
apparatus
radio transmitters
antennas for radio, for television
transmitting and receiving
apparatus for radio broadcasting
transmitting apparatus for radio
broadcasting
radio signal antennas
remote controls for radios
radio antennas
apparatus for transmitting radio
programmes and radio relay
messages
microwave transmission apparatus
for delivering radio programs and
messages
lan switches
radar jamming apparatus
radar displays
radar reflector apparatus
radar reflecting apparatus
radar transmitters
radar receivers
radar antennas
radar connectors
radar apparatus
loran navigation machines
microwave antennas
microwave connectors
microwave filters
microwave communications
apparatus

마이크로폰
마이크로폰 모듈
마이크로폰 버튼
마이크로폰 스탠드
마이크로폰 안테나
마이크로폰 운반용 가방
마이크로폰 운반용 파우치
마이크로폰 운반용 패드가방
마이크로폰 커버
마이크로폰 케이스
마이크로폰용 붐
마이크로폰용 헤드밴드
멀티미디어용 멀티플렉서
멀티포트 송수신기
멀티포트 중계기
모뎀
모바일네트워크용 통신장치
모바일데이터 기기
모바일데이터 통신기기
모사전송기
무선 AP
무선 IP 관리 장치
무선 LAN(근거리통신망) 장치
무선 게이트웨이
무선 고주파 전송기기
무선 네트워크 브리지
무선 라디오 통신장치
무선 방향탐지기
무선 송수신기
무선 스피커 마이크
무선 스피커폰
무선 액세스 포인트
무선 액세스 포인트 장치
무선 이더넷 브리지
무선 통신기기
무선공유기
무선송신기
무선송신기 및 수신기
무선수신기
무선안테나
무선안테나용 지주(支柱)
무선어댑터
무선전신기
무선전파전송 안테나
무선주파수 변조기
무선주파수 송신기
무선주파수 식별장치(위성
중계기)
무선주파수 안테나
무선주파수 어댑터
무선주파수 인식(RFID) 검색
시스템(RFID 통신기계)

microphones
microphone modules
microphone buttons
microphone stands
microphone antenna
carrying bags for microphones
pouches for microphones
carrying pad bags for microphones
microphone cover
microphone cases
booms for microphones
microphone headbands
multimedia multiplexers
multiport transceivers
multiport repeaters
modems
telecommunications apparatus for
use with mobile networks
mobile data apparatus
mobile data communications
apparatus
facsimile telegraphy apparatus
wireless AP
wireless IP management equipment
wireless local area network devices
wireless gateway
wireless high frequency
transmission instruments
wireless network bridges
devices for wireless radio transmission
radio direction finders
wireless transmitters and receivers
wireless speaker microphones
wireless speaker phones
wireless access point
wireless access point (wap) devices
wireless ethernet bridge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wireless routers
wireless transmitters
radio transmitters and receivers
wireless receivers
wireless aerials
masts for wireless aerials
wireless adapters
radiotelegraphy sets
radio wave transmitting aerials
radio-frequency modulators
radio frequency transmitters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s
[transponders]
radio-frequency antennas
radio frequency adapters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searching system (RFID
communication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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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주파수 인식(RFID) 안테나
무선주파수 인식(RFID) 정보
시스템(RFID 통신기계)
무선주파수 인식(RFID) 코드
등록시스템(RFID 통신기계)
무선주파수 인식(RFID)을
이용한 물류관리시스템
(RFID 통신기계)
무선주파수 인식(RFID)을
이용한 물체 트래킹을 위한
송수신장치
무선주파수 인식(RFID)을
이용한 송수신장치 어댑터
무선주파수 인식(RFID)을
이용한 위치기반 재고관리용
송수신장치
무선주파수 인식(RFID)을
이용한 자동계산을 위한 송수
신장치
무선주파수 중계기
무선주파수 컴포넌트
무선주파수 파워미터
무선주파수 필터
무선중계국
무선통신 리모트컨트롤러
무선통신 중계기(라우터)
무선통신기기용 무선랜 AP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통신모듈
무선통신용 수신기
무선통신용 신호변환기
무선통신용 안테나
무선통신장치
무선호출수신기
문 개폐용 원격제어장치
밀리미터 웨이브 안테나
반송중계장치
방송용 송신기
방송장비
방연광 광석 검파기
방향 마이크로폰
방향성 결합기
방향탐지기
변성기
변조기
보석장신구 형태의 통신장치
보안 통신 장치
보트용 내비게이션 장치
보행자 위치추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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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antenna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information system (RFID
communication machine)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code registration system (RFID
communication machine)
logistics management system using
RFID (RFID communication
machine)

복조기
분실물 위치추적기
브리지 라우터
비디오 근거리통신망 제어기
비디오 도어폰 시스템
비디오 멀티플렉서(다중송화기)
비디오 송신장치
비디오 신호 광송수신기

transmitting and receiving apparatus
for tracking objects using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비디오 신호 송수신기

transmitting and receiving apparatus
adapter using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transmitting and receiving apparatus
for inventory control based in location
using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transmitting and receiving apparatus
for automatic calculation using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radio frequency repeaters
radio-frequency components
radio-frequency power meters
radio-frequency filters

비디오 신호 송신기
비디오 인터콤 장치
비디오 통신기기
비상신호 송신기
비상용 호출기
비상통신용 송신기
비상통화장치
비상호출 신호송신기
비행완구 조작용 원격제어기
사람출입통제 원격제어장치

demodulators
GPS trackers for lost properties
bridge router
video local area network controllers
video door phone system
video multiplexers
video transmission apparatus
video signal optical
transmitting/receiving apparatus
video signal transmitting/receiving
apparatus
video signal optical transmitting
apparatus
video intercom apparatus
video communications apparatus
emergency signal transmittors
paging apparatus for emergency
transmitters for use in emergency
communications
emergency telephone apparatus
emergency paging signal transmitters
remote controls for operating flying
toys
remote controll apparatus for human
access control

사진전송기
산업용 무전기
산업자동화설비용 원격제어장치

phototelegraphy apparatus

산업자동화설비용 원격측정
제어기계기구
상호접속장치용 단말기

remote measuring controllers for
industrial automation instruments

상호통신장치
선박 원격측정 제어기계기구

intercommunication apparatus

선박과 육지를 연결하는 통신
기기
선박용 통신기계기구
선박용 통신장치
선박용 항법장치
선반운영 원격제어장치
선상 레이더 및 구성부품
셀방식 무선네트워크용 통신
기기
셀카봉(수동식 모노포드)
셋톱박스
소방용 통신발신기

ship to shore communications
apparatus

direction finders

소방용 통신수신기

instrument transformer

communication receivers for
firefighting

소형 레이저 레이더 기구
소형 핸드셋
솔로 마이크로폰
송수신기
송신기 시뮬레이터
송신용 튜브
수동전신기

small laser radar devices

radio relays
wireless communication remote
controllers
frequency repeaters for wireless
communication (router)
wireless LAN for wireless
communication machines and
apparatus
communication module using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receivers for wireless communication
signal transformers for wireless
communication
antennas for wireless
communications apparatus
wireless communication apparatus
radio-paging receivers
remote control apparatus for opening
and closing doors
millimeter wave antennas
carrier frequency repeaters
broadcast transmitters
broadcasting equipment
galena crystals [detectors]
directional microphones
directional couplers

modulators
telecommunication apparatus in the
form of jewellery
security telecommunication
apparatus
navigation apparatus for boats
location tracking apparatus for
walkers

walkie-talkie for industrial purposes
remote control apparatus for
industrial automation instruments

terminal for inter connecting
apparatus
remote measuring controllers for
ships

communications apparatus for ships
marine communication apparatus
marine navigation apparatus
remote controllers for ships
shipboard radars and components
telecommunications instruments for
use in cellular radio networks
selfie sticks [hand-held monopods]
set-top boxes
communication transmitters for
firefighting

small handset
solo microphones
transmitter receivers
transmitter simulators
transmitting tubes
manual telegraph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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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기계기구용 레이더 물체
탐지기
수송기계기구용 원격전기점
화장치
수송기계기구용 항법장치
수중음파 항법장치
스마트폰 액세서리용 셀피스틱
스테레오용 리모콘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승강기용 인터폰
승강기전용 비상통화장치
시분할(時分割) 멀티플렉서
신호발생기
신호변환기
신호분리기
신호송신기
신호용 수신단말기
신호의 원격제어용 전기역학장치
신호의 원격제어용 전자식 장치
신호전송장치
싱크대용 스마트폰 거치대
아날로그 변환기
아날로그 음성 조상기(調相機)
악성링크 차단 네트워크 장비
안테나
안테나 및 공중선 부품
안테나 변환기
안테나 부스터
안테나 위치조정기
안테나 컴바이너
안테나 필터
안테나용 구성부품
안테나용 지주
액추에이터용 주파수 변환기
양방향 데이터 전송기기
양방향 무선통신시스템
에어컨디셔닝 설비용 원격제어
장치
열차 제어 장치
영상 송신기
영상전송장치

radar object detectors for vehicles
electric igniting apparatus for igniting
at a distance for vehicles
navigation apparatus for vehicles
[on-board computers]
underwater sonar navigational
apparatus
selfie sticks used as smartphone
accessories
remote controls for stereos
emergency calling apparatus for
elevator
inter phone for elevator
emergency calling apparatus only
for elevator
time division multiplexers
generators (Signal -)
signal convertors
signal splitters
signal transmitters
receiving terminals for signals
electro-dynamic apparatus for the
remote control of signals
electronic apparatus for the remote
control of signals
signal transmission apparatus
smart phone stand for sinks
analogue convertors
analogue sound modifiers
network apparatus for stopping
malware link
aerials
antennas and aerials as
components
aerial converters
antenna boosters
antenna positioners
aerial combiners
antenna filters
component parts for antennas
masts for aerials
frequency converter for actuators
interactive data transfer apparatus
two-way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s
remote control apparatus for air
conditioning installations
train controlling apparatus
image transmitter
apparatus for the transmission of
images

오토바이용 내비게이션 받침대
오토바이용 원격제어장치

navigation stand for motocycle

오토바이용 전자키
외장모뎀
워키토키
워키토키 케이스

electronic key for motocycle

remote control apparatus for
motocycle
external modems
walkie-talkies
walkie-talkie case

원격공조제어기

remote air conditioning control
devices
remote monitoring apparatus

원격모니터링장치
원격전기점화장치
원격전자제어기
원격점화용 전기장치

electric apparatus for remote ignition
electronic remote control apparatus
igniting apparatus, electric, for
igniting at a distance
remote control transmitters

원격제어 송신기
원격제어 수신기
원격제어 잠금 장치
원격제어용 무선송신기
원격제어용 무선수신기
원격제어장치
원격제어장치 및 기구

remote control receivers
electronic remote locking apparatus
radio transmitters for remote controls
radio receivers for remote controls
remote control apparatus
remote control apparatus and
instruments

원격진입지점 제어기
원격측정 제어기계기구

remote entry point control apparatus

원격측정기기
원격측정장치
원격측정제어기구

telemetric apparatus and instruments

remote control telemetering
machines and apparatus
telemetry apparatus

원격파괴장치
웹 송신기
위성 DMB 송신기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장치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장치용
디스플레이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장치용
모니터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장치용
스킨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장치용
스탠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장치용
케이스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추적 및
위치확인용 기기
위성 이용 항법 시스템
위성 이용 항법 장치
위성 지구국
위성 통신 장치
위성 트랜스시버
위성 표적감시기

remote control telemetering
apparatus
telerupters
web transmitter
DMB transmitter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apparatus
display for satellite location
identifying system
monitor for satellite location
identifying system
skin for satellite location identifying
system
stand for satellite location identifying
system
cases for satellite location identifying
system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tracking and location devices
satellite-aided navigation systems
satellite navigational apparatus
satellite earth stations
satellite communication apparatus
satellite transceivers
target surveillance apparatus
[satellite]

위성 표적추적장치
위성방송기구
위성방송용 디지털 셋톱박스
위성방송용 수신안테나

target trackers [satellite]

위성송수신기
위성안테나
위성전송기
위성접시
위성중계기
위성텔레비전 신호 스크램블러

satellite transmitters and receivers

satellite broadcasting instruments
digital set-top boxes for satellites
receiving antennas for satellite
broadcast
satellite aerials
satellite transmitters
satellite dishes
transponders
satellite television signal scramb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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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통신용 수신장치

satellite communication receiving
apparatus

자동차 부착식 상호통신장치

위성항법기기
위치탐사 및 복구장치
위치탐지장치
유도 및 항법 보조기
유도식 송신기
유도파 인터컴
유무선 공유기
유선 통신장치
음성응답장치
음성인식 기능을 가진 리모트
컨트롤러
음성인식 기능을 가진 셋톱박스

global positioning instruments

자동차 부착식 수송기계기구용
항법장치
자동차 부착식 원격제어장치

음성주파기기
음성주파전송기계기구

sound frequency devices

음성주파전송기계기구원격
제어장치

remote control apparatus for voice
frequency transmission machines
and apparatus
boom poles for sound transmission
apparatus
apparatus for wireless transmission
of acoustic information
ethernet transceivers

음향 전송기기용 붐폴
음향정보의 무선전송장치
이더넷 송수신기
이더넷 스위치
이더넷 스위치와 라우터를
포함한 스위치
이더넷 중계기
이더넷 카드
이더넷용 어댑터
이더넷용 제어기기
이동식 무선송신기
이동식 무선수신기
이동식/휴대식 팩스기
이동전화용 캐리어
이동통신교환기
인공위성 수신 및 송신용 장치
및 기구
인공위성 통신용 위성접시
인공위성항행위치 및 지구위치
결정장치
인터넷 공유기
인터넷폰
인터페이스 네트워크 모뎀
자기식 검파기
자동다이얼기기
자동밸브조절용 원격제어기
자동유도장치
자동응답기
자동전신기
자동전화교환기
자동차 부착식 비디오 수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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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or and recovery device
position finding apparatus
induction and navigation assistant
induction transmitters
guided wave intercoms
wireless and wireline routers
wired communication apparatus
voice response equipment
remote controller having sound
recognition properties
set-top box having sound recognition
properties
voice frequency transmission
machines and apparatus

ethernet switches
switches including ethernet switches
and routers
ethernet repeaters
ethernet cards
ethernet adapters
ethernet controllers
mobile radio transmitting apparatus
mobile radio receiving apparatus
mobile or portable fax machines
carriers adapted for mobile phones
changing devices for mobile
communication
satellite receiving and transmission
apparatus and instruments
satellite dishes for satellite
transmissions
satellite navigation equipment
internet routers
internet phones
interface network modems
magnetic detectors
automatic dialling apparatus
valves (Remote controls for
automatically operating -)
homing heads
automatic answering machines
automatic telegraph apparatus
automatic telephone exchange
apparatus
car attachable video receiving
apparatus

자동차 부착식 위성이용 항법
장치
자동차 부착식 음향정보의
무선전송장치
자동차 부착식 통신장치용
마이크로폰
자동차용 GPS
자동차용 GPS 거치대
자동차용 GPS 메인보드
자동차용 내비게이션
자동차용 내비게이션 썬캡
자동차용 내비게이션 커버
자동차용 스마트폰 거치대
자동차용 안테나
자동차용 통신장비
자동차용 항법장치
자전거용 통신기계기구
장거리전송용 송수신장치
저소음 변환기
적외선 송신기
적외선 스캐너
적외선 원격제어장치
적외선 전송장치
적응적 무선 네트워크 장치
전광/광전 변환기
전기광학커플러
전기식 무선호출벨
전기식 원격제어기기
전기식 원격제어장치
전기식 주파수 변환기
전기식 표적감시기
전기식 표적추적장치
전기식 표적탐지기
전기식 항법기구
전기신호 전송용 송신기
전기통신 장치 및 기구
전기통신기기용 액정보호용
필름
전기통신기기용 케이스
전기통신기기용 패킹
전기통신기기용 햅틱컨트롤러
전기통신네트워크용 안테나
전기통신용 기계 및 기구

car attachable communication
apparatus
car attachable navigation apparatus
for vehicles
remote control apparatus attachable
to automobiles
car attachable navigation apparatus
using satellites
car attachable wireless transmitter
of sound information
car attachable microphone for
communication apparatus
GPS used in cars
GPS holders specially adapted for
automobiles
GPS mainboard used in cars
GPS navigation devices for cars
navigation sun caps for automobiles
navigation covers for automobiles
smart phone stand for automobiles
car aerials
car telephone installations
car navigators
communication apparatus and
equipment for bicycle
transmitting and receiving apparatus
for long-distance transmission
low noise converters
infrared transmitters
infrared scanners
infrared remote control apparatus
infrared signal transmission
apparatus and installations
adaptive wireless network systems
photoelectric converters
electro-optical couplers
electric radio paging bells
electrical remote control apparatus
electric remote controls
electrical frequency converters
target surveillance apparatus
[electric]
target trackers [electric]
target location apparatus [electric]
electric navigational instruments
transmitters for the transmission of
electric signals
telecommunications apparatus and
instruments
film for protecting liquid crystal for
electric communication device
case for electric communication
device
packing for electric communication
device
haptic controller for electric
communication device
antennas for telecommunications
networks
electrical communication machines
and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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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용 데이터 수신장치

data receiving apparatus for electric
communication

전기통신용 무선보안기

wireless security device for electric
communication

전기통신용 송신기
전기통신용 송신장치
전기통신장치

transmitters [telecommunication]

전화기 모뎀
전화기 연장 잭
전화기 접속코드
조명제어용 원격제어장치

transmitting sets [telecommunication]

주차위치 인식데이터 수신장치

전기통신장치용 지시등

indicator lights [for
telecommunication apparatus]

전기통신장치용 커넥터

connectors for telecommunication
apparatus

전력선 송신기
전력선 통신용 모뎀

power-line transmission apparatus

전력선 통신용 모듈
전력선 통신용 블로킹 필터

module for power line communication

전력선 통신용 비접촉식 커플러

non-contact coupler for power line
communication

전력선 통신용 상간 커플러

phase coupler for power line
communication
serial modem for power line
communication
power-line transmission machines
and apparatus

전력선 통신용 시리얼 모뎀
전력선반송기계기구

electric telecommunications
apparatus

modem for power line
communication
blocking filter for power line
communication

전송 프로토콜용 휴대폰
전술 유도미사일 장치
전신송신장치
전신장치
전자기기용 방연광 광석 검파기

cellphones for transmitting protocols

전자데이터송신기
전자서적리더기용 원격 제어장치

electronic data transmitters

전자식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
전자식 전화교환장치

electronic global positioning systems

주차위치 확인용 고주파 신호
수신장치
주차위치데이터중계기
주차장용 비상벨신호송신기
주파수 변조기
주파수 변조장치
주파수 변환기
주파수 분류가감기(分類加
減器)
주파수 스캐너
주파수 안정기
주파수 안정화장치
주파수 표시 광석
주파수 합성기
주파수측정용 신호발생기

telephone modems
phone extension jacks
telephone connecting cords
remote control apparatus for
controlling lighting
receiving apparatus for parking
location recognition data
high frequency signal receiving
apparatus for parking location
identification data
repeaters for parking location data
emergency bell signal receiving
apparatus for paking lot
frequency modulators
frequency modulation apparatus
frequency converters
frequency diverters
frequency scanners
frequency stabilising apparatus
frequency stabilizers
frequency reference crystals
frequency synthesizers
signal generators for measuring
frequency

중계교환기
중계기
증폭기가 장착된 레이더수신기
지구위치결정장치

transit switches

지적장애인 실종 방지용 위치
추적기

location tracking apparatus for
preventing missing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지점 대 지점 간 통신장비

point-to-point communications
equipment

electronic telephone exchange
apparatus

차랑경보 작동용 원격제어기

remote controls for operating vehicle
alarms

전자식 주파수 인버터
전자식 키포브(원격제어장치)

frequency invertors [electronic]

차량 탑재 전자거래용 단말기

terminals for electronic transaction
with built in cars

electronic communication
installations

전자식 통신장치

electronic telecommunications
apparatus

차량용 GPS 단말기
차량용 RV안테나
차량용 내비게이션 거치대

GPS terminal for cars

전자식 통신설비

전자식 표적감시기

target surveillance apparatus
[electronic]

shark antennae for cars

전자식 표적추적장치
전자식 표적탐지기
전자식 항법/추적/위치확인용
장치 및 기구

target trackers [electronic]

차량용 샤크안테나
차량용 안테나
차량용 위성항법장치
차량용 통신기계기구

telecommunication apparatus for
use in cars
vehicle tracking apparatus

전자식 항법기구
전자식 항법장치
전자식 호출기
전자신호 전송용 송신기

electronic navigational instruments

전자음향기기용 마이크로폰

microphone for electronic sound
devices

차량위치 추적장치
차량후진시 경보전달용 차량
호출기
착용가능한 활동 추적기
철도전철기(轉轍器)의 원격
제어용 전기역학장치
초고주파 위성 통신 장치

전화교환 네트워크용 네트워크
접속포인트
전화교환장치

network junction points for
telephone exchange networks

초음파 트랜스듀서
초음파를 이용한 스마트폰용
정보 입력 장치

ultrasonic transducers

tactical guided missile apparatus
telegraphic transmitting apparatus
telegraphs [apparatus]
galena crystal detectors for use in
electronics
remote control apparatus for e-book
readers

electronic key fobs being remote
control apparatus

target location apparatus [electronic]
electronic navigational, tracking and
positioning apparatus and
instruments
navigating apparatus (Electronic -)
electronic pagers
transmitters for the transmission of
electronic signals

telephone exchange apparatus

repeaters
radar receivers with amplifiers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device)

RV antennae for cars
mounts for GPS navigation devices
for use in automobiles
car antennae
satellite navigation apparatus for
cars

bleepers for vehicles to give audible
warning whilst the vehicle is reversing
wearable activity trackers
electro-dynamic apparatus for the
remote control of railway points
high frequency satellite
communication apparatus
information input apparatus for
smart phone using ultrasonic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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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실종 방지용 위치추적기

location tracking apparatus for
preventing missing people with
demantia

통신용 스위치
통신용 자동교환기

telecommunication switches

통신용 전환기
통신장비
통신장치용 마이크로폰

telecommunication converters

통신장치용 안테나 및 공중선

antennas and aerials as
communications apparatus

통신접속장치

communication interface units

통신제어기

communications controllers

통신프로세서

communications processors

통신허브

communication hubs

통화기록기기

call logging apparatus

파라볼라 안테나

parabolic antennas

파라볼라 안테나 접시

parabolic aerial dishes

팩스장치

fax devices

팩시밀리

facsimile machines

팩시밀리 송수신장치

facsimile-transmitting and receiving
apparatus

팩시밀리 통신장치

facsimile transmission machines

펄스코드 변조프로세서

pulse code modulating processors

페이저

radio pagers

포물선형 안테나

parabolic antennae

표면 탄성파 필터

surface acoustic wave filters

프로젝터용 리모콘

remote controls for projectors

플러그인 마이크로폰

plug-in microphones

automatic switching apparatus for
telecommunication

카메라/디지털카메라용 원
격제어장치
카메라용 리모컨
컴퓨터 통신망 연결장비
컴퓨터네트워크 스위치
컴퓨터네트워크 허브
컴퓨터네트워크용 허브/스위치
및 라우터
컴퓨터네트워킹 및 데이터통신
장비
케이블 TV용 디지털 셋톱박스
케이블 모뎀
케이블텔레비전 송신기
케이블텔레비전용 변환기
코딩 변조기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원격온도
제어장치

remote control apparatus for camera/
digital camera

터보압축기용 원격제어장치

remote control apparatus for
turbocompressor

텔레메틱스 단말기
텔레메틱스 장치
텔레메틱스 터미널 장치
텔레미터
텔레비전 방송용 송수신장치

telematics terminal

텔레비전 방송용 송신기

transmitting apparatus for television
broadcasting

하이패스단말기

텔레비전 송신기
텔레비전 안테나
텔레비전용 리모콘
텔레타이프라이터
텔레프롬프터
텔레프린터
통신기구용 마이크로폰

television transmitters

electronic terminals for highway toll
collection

항공 교통 관제기

air traffic control apparatus

television aerials

항공교통제어용 무선기

remote controls for televisions

air traffic control radio equipment

항공기 조작 및 정비용 항법 장치

navigation apparatus for manipulating
and repairing airplanes

teleprompters

항공기용 감시 레이더 기구

radar device for monitoring airplanes

teleprinters

항공기용 라디오 송신기
항공기용 통신기계기구

radio receiver for airplanes

통신기구용 변성기(變成器)

electrical transformers [for
telecommunication apparatus]

항공용 라디오통신기기

aeronautical radio communication
machines and apparatus

통신기구용 전기레지스터

electric resistors [for
telecommunication apparatus]

항공용 통신기

aeronautical communications
apparatus

통신기구용 축전기

electric capacitors for
telecommunication apparatus

aircraft avionic radars

통신기구용 픽업

pickups for telecommunication
apparatus

통신기구용 화면 보호기

screen protectors for
telecommunication apparatus

통신네트워크
통신모뎀
통신용 교환기
통신용 네트워크
통신용 멀티플렉서
통신용 송신기
통신용 송신장치

communications networks

항공전자공학기기용 레이더
항공전자공학기기용 송신기
항법기구
항해용 라디오
항해용 무선통신기기
해상경비용 레이더
핸즈프리가능한 전화핸드셋
장치의 확성기가 내장된 데스크
또는 자동차 장착기

maritime patrol radar

helmet communications systems

통신용 수동교환기

manual switching apparatus for
telecommunication

헬멧통신시스템
호신용 호출기
호출기
홈네트워크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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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ra remotes
computer network bridges
computer network switches
computer network hubs
computer network hubs, switches
and routers
computer networking and data
communications equipment
digital set-top boxes for cables
cable modems
cable television transmitters
cable television converters
coding modulators
inverter remote temperature
controlling apparatus for solar power
generation

telematic apparatus
telematic terminal apparatus
telemeters
transmitting and receiving apparatus
for television broadcasting

teletypewriters

microphones [for telecommunication
apparatus]

communication modems
telecommunication exchangers
telecommunications networks
telecommunications multiplexers
telecommunications transmitters
apparatus for transmission of
communication

communications equipment
microphones for communication
devices

communications apparatus for
aircraft

aircraft avionic transmitters
navigational instruments
marine radios
marine radio communication
machines and apparatus
desk or car mounted units
incorporating a loudspeaker to allow
a telephone handset to be used
hands-free
paging apparatus for self-protection
paging apparatus
home network devices

9류 G390802
홈네트워크용 전자보안시스템

electronic security system for home
network

홈오토메이션용 전자제어시스템

electronic control systems for home
automation

휴대용 무선호출신호기 케이스
휴대용 송신기
휴대용 통신기계기구
휴대용 팩스
휴대폰 부착패드

carrying cases for radio pagers

휴대폰용 필름 형태의 디스플레이
스크린 보호구

display screen protectors in the
nature of films for mobile phones

portable transmitters
portable communications apparatus
portable facsimile machines
attachable protective pads adapted
for cellular phones

[제9류/G390801] 실험실용 로봇
상품의 범위
◦실험실용 로봇, 과학연구용 인공지능이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
(제9류)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공업용 로봇 (제7류/G390801)
- 컴퓨터, 전자관, 태블릿 컴퓨터(제9류/G390803)
- 반도체(제9류/G390804)

포함되는 상품(예시)

[제9류/G390702, G390799] 이어셋, 헤드셋
상품의 범위
◦ 이어셋, 헤드셋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전기음향영상기기(제9류/G390701)
- 전기통신장치(제9류/G390702)
- 이어폰, 헤드폰(제9류/G390701, G390799)
- 스마트폰 방진 플러그(제09류/G390702)

포함되는 상품(예시)
MP3 플레이어용 헤드셋
가상현실 게임용 헤드셋
가상현실 체험용 헤드셋
디지털식/전자식 태블릿용
헤드셋
마이크로폰용 헤드폰
모바일폰용 헤드셋
목걸이형 헤드셋
무선 이어셋
무선전화기용 무선헤드셋

headsets for MP3 players

무선헤드셋
비디오게임용 헤드셋
스마트폰용 무선헤드셋
원격통신용 이어피스
이동전화기용 무선헤드셋

wireless headsets

이동전화기용 헤드셋
전화기용 무선이어셋
전화기용 이어피스
전화기용 헤드셋
컴퓨터용 헤드셋
통신용 헤드셋
헤드셋
헤드폰겸용 마이크

headsets for mobile telephones

휴대폰용 무선헤드셋
휴대폰용 헤드셋

wireless headset for cellphones

headsets for virtual reality games
virtual reality headsets
headsets for digital or electronic
tablets
microphone headphones
headsets for mobile phones
necklace type headset
wireless earset
wireless headset for wireless
phones
headsets for playing video games
wireless headsets for smartphones
earpieces for remote communication
wireless headsets for use with
mobile telephones
wireless earset for telephones
telephone earpieces
headsets for telephones
headsets for use with computers
communications head sets
headsets
headphone-microphone
combinations
headsets for cellular phones

과학연구용 인공지능이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
교육용 로봇
보안감시용 로봇
실험실용 로봇
텔레프레전스 로봇

humanoid robot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for use in scientific
research
teaching robots
security surveillance robots
laboratory robots
telepresence robots

[제9류/G390802] 소프트웨어
상품의 범위
◦ 컴퓨터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
◦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
◦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보안 소프트웨어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로봇, 반도체가공기계(제7류/G390801)
- 전기측정기기, 자기측정기기, 전파측정기기(제9류/G3904)
- 전기음향영상기기(제9류/G390701)
- 전기통신기기(제9류/G390702)
- 컴퓨터, 전자관, 태블릿 컴퓨터(제9류/G390803)
- 반도체(제9류/G390804)

포함되는 상품(예시)
1. 시스템 소프트웨어(예시)
NFC 태그 확인용 펌웨어
UPI(범용단말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그래픽 유저인터페이스 소프트
웨어
기록된 또는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화면보호기용 소프트
웨어
기록된 컴퓨터 작동프로그램

firmware for identifying NFC tag

기본 입출력 시스템 소프트웨어

BIOS [basic input/output system]
software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보안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방화벽용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보안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downloadable computer security
software

UPI [universal peripheral interface]
software
graphical user interface software
computer screen saver software,
recorded or downloadable
recorded computer operating
programs

software for network firewalls
computer software for providing
security to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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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운영시스템용 프로그램
방화벽 생성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network operating system programs

보안 소프트웨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용
컴퓨터 프로그램
암호화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자메일 보안용 소프트웨어

security software

컴퓨터 방화벽용 소프트웨어
컴퓨터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
컴퓨터 운영프로그램
컴퓨터 유틸리티 프로그램
(컴퓨터 정비 작업용 프로그램)
컴퓨터 작동소프트웨어
컴퓨터 작동프로그램
컴퓨터 주변장치용 펌웨어
컴퓨터 화면보호기용 소프트웨어
컴퓨터용 안티바이러스 소프트
웨어
타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시스템간
이동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화면 보호기

computer software for the creation of
firewalls
computer programs for user
interface design
computer software for encryption
software for ensuring the security of
electronic mail
computer firewall software
computer software to maintain and
operate computer systems
computer operating system software
computer operating programmes
computer utility programs [program
performs computer maintenance
work]
computer operating software
computer operating programs
firmware for computer peripherals
computer screen saver software
computer anti-virus software
computer software for use in migrating
between different computer network
operating systems
screen savers

2. 응용 소프트웨어(예시)
CCTV용 비디오 관리 소프트
웨어
CCTV용 컴퓨터 프로그램
GPS 항법 시스템용 소프트웨어
GPS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LAN 실행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LAN용 운영 소프트웨어
PDF 생성 및 변환용 소프트웨어

video management software for
closed circuit television
computer programs for closed circuit
television
software for GPS navigation systems
computer software for Global
Positioning Systems [GPS]
computer software for administration
of local area networks
local area network [LAN] operating
software
PDF creation and conversion
software

교육용 소프트웨어
그래픽 표현용 데이터처리
소프트웨어
근거리통신망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 다중
사용자 접속 제공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 연결용
통신 소프트웨어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로부터
내려받기 가능한 정보 디렉토리
접근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의
내려받기 가능한 정보디렉토리
접속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글로벌 통신망을 통한 상업용
소프트웨어
금융거래취급에 관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금융문제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educational software
data processing software for graphic
representations
computer programmes relating to
local area networks
computer software for use in
providing multiple user access to a
global computer information
network
communications software for
connecting global computer
networks
computer software for accessing
information directories that may be
downloaded from a global computer
network
computer software for accessing
information directories that may be
downloaded from the global
computer network
software for commerce over a global
communications network
computer software relating to the
handling of financial transactions
computer programmes relating to
financial matters

금융사에 관한 컴퓨터 소프트
웨어
기계판독식 데이터매체에
기록된 데이터처리프로그램
기록된 메신저용 소프트웨어
기록된 메신저프로그램
기록된 연락처 관리 컴퓨터
프로그램
내려받기 가능한 가상통화용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용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내려받기 가능한 연락처 관리
컴퓨터 프로그램
내려받기 가능한 의료기기용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인스턴트
메시징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메일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지갑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지갑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화폐용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화폐용
컴퓨터 프로그램

computer software relating to
financial history
data processing programs recorded
on machine-readable data carriers
software for recorded messenger
recorded messenger program
computer program for managing
recorded addresses
downloadable software for virtual
money
downloadable database
management software applications
downloadable computer program
for managing addresses
software as a medical device
[SaMD], downloadable
downloadable instant messaging
software

USB 작동 소프트웨어
가상현실 소프트웨어
개인정보 관리용 컴퓨터 소프트
웨어
건물의 환경/접근 및 보안
시스템 제어용 소프트웨어

USB operating software

건축 및 자동화 생산(CAD/
CAM)용 데이터 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

computer programs recorded on
data media (software) designed for
use in construction and automated
manufacturing (CAD/CAM)

검색가능 데이터베이스 생성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기청정기용 컴퓨터 응용
소프트웨어
공장 자동화용 소프트웨어
광역네트워크용 운영 소프트웨어

computer software for creating
searchable databases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냉장고용 컴퓨터 응용 소프트웨어

navigation software

application software for air
conditioner

네트워크관리용 컴퓨터 프로그램

computer programs for network
management

다이나믹 웹사이트 제작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대화형 멀티미디어 컴퓨터
프로그램

computer software for creating
dynamic websites

광학문자 인식용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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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reality software
computer software for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oftware to control building
environmental, access and security
systems

factory automation software
wide area network [WAN] operating
software
software for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downloadable electronic mail
software
downloadable e-wallets
downloadable computer software
for use as a digital wallet
downloadable software for
electronic money payment
downloadable computer
programmes for electronic money
payment
computer application software for
refrigerator

interactive multimedia computer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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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형 컴퓨터 소프트웨어
데이터 검색용 컴퓨터 소프트
웨어
데이터 검색이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데이터 및 문서 캡처/전송/저장/
표시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interactive computer software

데이터 자동저장용 컴퓨터 소
프트웨어
데이터 처리용 소프트웨어
데이터 처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computer software to automate data
warehousing

데이터 처리용 컴퓨터 프로그램

computer programs for data
processing

데이터 처리용 프로그램
데이터 통신 소프트웨어
데이터동기화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관련 컴퓨터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관리용 범용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관리용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관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접속권한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데이터압축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관리용 소프트웨어
디지털 무선 전기통신 소프트웨어

data processing programs

디지털 비디오 방송과 관련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지털 애니메이션 및 영상특
수효과 관련 컴퓨터 소프트웨어

computer software related to dvb
digital video broadcasting

디지털 영상 및 사진구성 및
감상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computer software for organizing
and viewing digital images and
photographs
computer software for converting
document images into electronic
formats
software for processing digital
images

디지털 영상 전자포맷 전환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지털 영상처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지털 음악파일 처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지털 이미지 파일 처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지털 전화 플랫폼 및 소프트
웨어
디지털 정보/데이터 접속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지털 컴퓨터용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로컬네트워크 컴퓨터간 통신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웨이브 엔지니어링
디자인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컴퓨터간 전달목적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시청각 기능향상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computer software to enable
searching of data
computer software to enable the
searching of data
computer software for data and
document capture, transmission,
storage and indexing

data processing software
computer software for data processing

data communications software

메타버스 콘텐츠 운영 소프트
웨어
모니터링용 컴퓨터 프로그램
모바일기기용 증강현실 소프
트웨어
몸동작 인식용 소프트웨어
무선네트워크 통신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무선주파수 인식(RFID) 미들웨어

metaverse contents operating
software

무선콘텐츠 전송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문서 관리용 컴퓨터 프로그램

computer software for wireless
content delivery

문서 전자전송 및 팩스송신용
통신 분야 컴퓨터 소프트웨어

computer software for use in the field
of telecommunications for providing
electronic transmission of
documents and facsimile
transmission

문서 제어시스템 관리용 개인용
컴퓨터 응용 소프트웨어

personal computer application
software for managing document
control systems

문서 제어시스템용 개인용
컴퓨터 응용 소프트웨어

personal computer application
software for document control
systems

문서관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computer software for document
management

반도체웨이퍼 처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방사선 치료분야의 선량측정용
소프트웨어
병행 애플리케이션 활용 및
병행연산 실행 컴퓨터 지원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computer software for use in
processing semiconductor wafers

블록체인기술에 사용되는
가상통화 거래관리용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downloadable computer software
for managing cryptocurrency
transactions using blockchain
technology

비용추정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computer software designed to
estimate costs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
사람의 식별 및 인증을 위한
생체인식 시스템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물 인터넷 구현에 사용되는
컴퓨터 응용 소프트웨어

business intelligence software

data synchronization programs
computer software for database
database management software for
general use
database management software
computer software for database
management
computer software for authorising
access to data bases
data compression software
display management software
digital wireless telecommunications
software

computer software for use in relation
to digital animation and special
effects of images

computer software for processing
digital music files
computer software for processing
digital images
digital telephone platforms and
software
computer software for digital
information and data access
simulation software for use in digital
computers
computer software for communication
between computers over a local
network
microwave engineering design
software
computer software for communicating
purposes between microcomputers
computer software to enhance the
audiovisual capabilities of
multimedia applications

사업 관리 소프트웨어
사업 절차 자동화 및 관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자 은행 계좌 정보 접속 및
은행 업무 거래 허가용 컴퓨터
통신 소프트웨어
산업 제품 디자인 및 개발용
2/3차원 시뮬레이션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공정 제어용 소프트웨어
생물정보학 소프트웨어
서체 및 글꼴 생성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서체 폰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monitors [computer programs]
augmented reality software for use in
mobile devices
gesture recognition software
computer software for wireless
network communications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middleware

computer programmes for
document management

software for dosimetry purposes in
the field of radiotherapy
computer software that assists
computers in deploying parallel
applications and performing parallel
computations

computer software for biometric
systems for the identification and
authentication of persons
computer application software for
use in implementing the internet of
things(IoT)
business management software
computer software for use in
automating and managing business
processes
computer communications software
to allow customers to access bank
account information and transact
bank business
computer software for two or
three-dimensional simulation for
use in design and development of
industrial products
industrial process control software
bioinformatics software
computer software for generation of
typefaces and fonts
typeface font computer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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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용 컴퓨터 응용 소프트웨어

computer application software for
washing machine

스캔용 소프트웨어
스포츠장비 설계지원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스프레드시트 관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시간 제어(時間制御)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장정보 분석용 컴퓨터 소프트
웨어
시장정보 처리용 컴퓨터 소프트
웨어
식기세척기용 컴퓨터 응용
소프트웨어
신용조회용 소프트웨어
실험실 자동화용 통합소프트
웨어패키지
쌍방향 비디오 소프트웨어
쌍방향 텔레비전용 소프트웨어
암호화 자산 송수신용 내려받기
가능한 암호화 키

scanning software

웹사이트 생성 및 디자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위성사진판독 소프트웨어

computer software for assisting in
the design of sports equipment

위성항법시스템용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
통합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어린이 교육 관련 컴퓨터 소프트
웨어
어린이 교육용 소프트웨어
영상/그래픽 및 텍스트 처리용
소프트웨어
영상/음성 압축 소프트웨어
영상/음향 및 비디오 편집용
컴퓨터 프로그램
영상처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영상처리용 컴퓨터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오디오 및 비디오장치 작동
제어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오디오/비디오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전송 및 방송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오디오장치의 음질제어 및
향상용 소프트웨어
온라인 메시지용 소프트웨어
워드프로세스용 컴퓨터 소프트
웨어
워드프로세싱용 데이터처리
소프트웨어
원격 모니터링 및 분석용 내려
받기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원격 컴퓨터 및 컴퓨터네트워크
연결용 컴퓨터 프로그램
원격검침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원격계측 모니터링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원격통신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웹사이트 개발용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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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 software programs for
spreadsheet management
computer software for time control
computer software for analysing
market information
computer software for processing
market information
computer application software for
dish washing machine
credit screening software
integrated software packages for
use in the automation of laboratories
interactive video software
software for interactive television
downloadable cryptographic keys
for receiving and spending crypto
assets
computer software for application
and database integration
computer software concerned with
children's education
educational software for children

음성메시지용 컴퓨터 애플리
케이션 소프트웨어
음성인식용 소프트웨어
음악 및 음향 제작 및 편집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음악 재생용 기계판독식 컴퓨터
프로그램
음악작곡용 소프트웨어
음향 및 비디오 메시지 송신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의료용 전자차트 제작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의료용 질환 진단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의류관리기용 컴퓨터 응용
소프트웨어
의학적 결정지원 시스템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동가능한 자기카드 및 전자
카드의 사용관리용 소프트웨어

computer software for use in
creating and designing websites
satellite imagery
photo-interpretation software
software for satellite navigation
systems
computer application software for
voice messages
speech recognition software
computer software for creating and
editing music and sounds
machine readable computer
programs for use in the reproduction
of music
music-composition software
computer software for transmission
of sound and video messages
computer software for making
electronic charts, for medical
purposes
computer software for diagnosing
diseases for medical purposes
computer application software for
clothes managing appratus
computer software for use in medical
decision support systems
software for the operational
management of portable magnetic
and electronic cards

software for processing images,
graphics and text

이동전화기 영상처리용 컴퓨터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software for compressing image/
sound
computer programs for editing
images, sound and video

computer programs and software for
image processing used for mobile
telephones

이동전화기로의 사진전송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computer software to enable the
transmission of photographs to
mobile telephones
computer application software for
mobile phones

computer software for image
processing
computer programs and software for
image processing
computer software for controlling the
operation of audio and video devices
computer software for transmitting/
broadcasting audio/video/multimedia
contents
software to control and improve
audio equipment sound quality
software for online messaging
computer software for word
processing
data processing software for word
processing
downloadable computer software
for remote monitoring and analysis
computer programs for connecting
to remote computers and computer
networks
computer software for use in remote
meter reading
computer software for use in remote
meter monitoring
computer software for remote
telecommunication
web site development software

이동전화기용 컴퓨터 응용
소프트웨어
이미지 및 문서 스캔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미지 처리용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턴트 메시징 및 전자우편용
내려받기 가능한 소프트웨어
인스턴트 메시징 소프트웨어
인터넷 메시징 소프트웨어
인터넷 채팅용 컴퓨터 소프트
웨어
인터넷상 콘텐츠의 배급/
모니터링을 위한 컴퓨터 소프트
웨어
자동서비스단말기 제어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재무 관리용 소프트웨어
재정모델 제작용 컴퓨터 소프트
웨어
전자계산기(컴퓨터)용 프로그램
전자금전등록기용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데이터 현실 통합용 모바일
기기용 증강현실 소프트웨어

computer software for scanning
images and documents
computer programmes for image
processing
downloadable software for instant
messaging and electronic mail
services
instant messaging software
internet messaging software
computer software for internet chatting
computer software for
distributing/monitoring content on
the internet
computer software for controlling
self-service terminals
financial management software
computer software for producing
financial models
program for electronic calculator
(computer)
computer programs used for
electronic cash register systems
augmented reality software for use in
mobile devices for integrating
electronic data with real world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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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용 컴퓨터 응용
소프트웨어
전자메일 소프트웨어
전자악기용 자동연주프로그램이
기록된 전자회로 및 CD-ROM
전자악기용 자동연주프로그램이
수록된 CD-ROM
전자악기용 자동연주프로그램이
수록된 전자회로
전자지도가 담긴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자지도의 열람 및 내려받기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자출판 분야의 컴퓨터 소프트
웨어
접속허용 또는 진입제어용
컴퓨터 프로그램
정보 및 데이터의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어 및 관리 액세스 서버 애플리
케이션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중앙난방 프로그래머
증강현실 소프트웨어
증권 전자거래용 컴퓨터 프로
그램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지도 생성용 증강현실 소프트웨어
지문 또는 손바닥 해석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지역네트워크 및 글로벌
네트워크 원격접속 및 통신 생성/
촉진/관리용 소프트웨어
진공청소기용 컴퓨터 응용
소프트웨어
차량 안전운전을 위한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채권 회수용 소프트웨어
추정자원 요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카드 판독용 소프트웨어
컴퓨터 그래픽 소프트웨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또는 컴퓨터네트워크로의
원격접속용 컴퓨터 프로그램

computer application software for
microwave ovens
electronic mail software
electronic circuits and CD-ROMs
recorded with automatic
performance programs for
electronic musical instruments
CD-ROM featuring automatic play
program for electronic instruments
electronic circuits featuring
automatic play program for
electronic instruments
recorded computer software storing
electronic map
computer software to be used for
viewing and downloading electronic
maps
computer software in the field of
electronic publishing
computer programs for the enabling
of access or entrance control
computer software for creating
searchable databases of information
and data
computer software for controlling
and managing access server
applications
central heating programmers
augmented reality software
computer programs and computer
software for electronic trading of
securities
augmented reality software for
creating maps
computer software for interpreting
fingerprints or palm prints
software for creating, facilitating,
and managing remote access to and
communication with local area
networks and global networks
computer application software for
vacuum cleaner
recorded computer software for safe
car driving
software for debt recovery
computer software designed to
estimate resource requirements
software for card readers
computer graphics software
computer databases
computer programs for connecting
remotely to computers or computer
networks

컴퓨터 및 그 운용의 가청 통제를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computer software for audibly
controlling a computer and the
operation thereof

컴퓨터 및 원격제어 컴퓨터내의
콘텐츠 탐색용 컴퓨터 프로그램

computer programs for searching
the contents of computers and
computer networks by remote
control
computer programs for searching
remotely for content on computers
and computer networks

컴퓨터 및 컴퓨터네트워크
콘텐츠용 원격검색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보조 디자인/컴퓨터
보조 제조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computer software for computeraided design/computer-aided
manufacturing [CAD/CAM]

컴퓨터 전자 상거래 소프트웨어
컴퓨터 전화통신 소프트웨어
컴퓨터 접속제어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린터용 컨트롤 소프트
웨어
컴퓨터 화이트보드 소프트웨어
컴퓨터네트워크 사용자 연결용
통신소프트웨어
컴퓨터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검색/송신용 소프트웨어

computer e-commerce software

컴퓨터용 검색엔진 소프트웨어
테이블 표시용 소프트웨어
텍스트/오디오/그래픽/정지
화상 및 동영상의 통합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응용
분야의 음성/영상 기능향상용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 처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computer search engine software

통신분야의 인터네트워크
계정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computer software for inter-network
accounting in the
telecommunications field

통신용 소프트웨어
통신용 컴퓨터 프로그램

communications software

팩시밀리 프로그래밍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팩시밀리/전자우편/음성메일/
인터넷 메시지용 컴퓨터 소프트
웨어
프라이버시 보호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계판독식
데이터매체
프로젝트관리용 컴퓨터
프로그램
프린터 스풀러 소프트웨어
프린터 프로그램
핸드폰용 컴퓨터 응용 소프트
웨어
회의수행용 소프트웨어

computer software for use in
programming facsimile machines

휴대용 또는 이동식 컴퓨터 및
호스트 컴퓨터 사이의 데이터
동기화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휴대용 컴퓨터 사용자 통신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computer software for synchronizing
data between hand-held or portable
computers and host computers

software for computer telephony
computer software for use in
computer access control
controlling software for computer
printers
computer whiteboard software
communications software for
connecting computer network users
software for searching and retrieving
information across a computer
network
table representation software
computer software to enhance the
audio-visual capabilities of
multimedia applications, namely, for
the integration of text, audio, graphics,
still images and moving pictures
communications processing
computer software

computer programmes for use in
telecommunications

computer software for facsimile,
electronic mail, voice mail or Internet
messaging
privacy protection software
machine-readable data carriers
recorded with programs
computer programs for project
management
printer spooler software
printer programmes
computer application software for
cellphones
software for conducting general
meetings

computer software for communicating
with users of hand-held computers

3. 게임 소프트웨어(예시)
가상현실 게임용 소프트웨어
개인용 컴퓨터용 양방향 오락
소프트웨어
게임이 허용된 컴퓨터 소프트
웨어
게임플레이용 대화형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 및
무선기기를 통해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virtual reality game software
interactive entertainment software
for use with personal computers
computer software that permits
games to be played
interactive multimedia software for
playing games
computer game software
downloadable via a global computer
network and wireless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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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 및
무선장치를 통해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용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금융증권거래 시뮬레이션용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소프트
웨어)
기록된 게임용 컴퓨터 프로그램

downloadable computer game
software via a global computer
network and wireless devices

기록된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
기록된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비디오 게임
프로그램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게임
프로그램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
대화형 비디오 게임 프로그램
대화형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

recorded computer game programs

대화형 컴퓨터 연예오락소프트
웨어
데이터 매체에 기록된 비디오 및
컴퓨터 게임용 컴퓨터 프로그램

interactive entertainment software
for use with computers

디스크에 기록된 비디오 게임
(컴퓨터 소프트웨어)
메타버스용 게임 소프트웨어
모바일용 기록된 게임소프트웨어

video games on disc [computer
software]

무선기기용 전자게임 소프트웨어

electronic game software for
wireless devices

비디오 게임용 내려받기 가능한
대화형 오락 소프트웨어

downloadable interactive
entertainment software for playing
video games

비디오 게임용 카트리지
(소프트웨어)
비디오 및 컴퓨터 게임용 컴퓨터
프로그램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디스크
비디오게임 프로그램
비디오게임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비디오게임프로그램이 수록
된 CD-ROM
비디오게임프로그램이 저장된
전자회로
비디오용 및 컴퓨터용 게임
프로그램
소비자용 비디오게임 프로그램

games (cartridges for video -)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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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 game software
downloadable from a global
computer network
computer games programmes for
simulating financial securities
trading [software]
computer programs for
pre-recorded games
computer game software, recorded
downloadable mobile game software
downloadable video game software
downloadable video game programs
downloadable electronic game
programs
computer game software,
downloadable
downloadable computer game
programs
interactive video game programs
interactive computer game
programs

computer programs for video and
computer games, recorded on data
carriers

game software for metaverse
recorded game software for mobile
phones

computer programs for video and
computer games
video games software
disc featuring video game software
video game programs
software programs for video games
CD-ROM featuring video game
programs
electronic circuits storing video
game programs
video and computer game programs
consumer video game programs

아케이드장치 및 게임기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액정표시장치가 장착된 휴대
게임기용 프로그램이 기록된
전자회로 및 CD-ROM

computer software for arcade
apparatus and games

액정화면이 있는 오락장치용
전자회로에 기록된 프로그램

programs recorded on electronic
circuits for amusement apparatus
with liquid crystal screens

양방향 멀티미디어 컴퓨터
게임프로그램
이동전화 및 휴대폰용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이동전화기용 전자게임 소프트
웨어
인터넷으로부터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은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소프트웨어)

interactive multimedia computer
game programs

인터액티브 게임 프로그램
인터액티브 텔레비전 및
인터액티브 게임/퀴즈용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게임 소프트웨어
전자게임 프로그램
카트리지에 내장된 프로그램 된
비디오 게임(소프트웨어)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이 수록된
전자매체
컴퓨터 게임용 내려받기 가능한
대화형 오락 소프트웨어

interactive game programs

컴퓨터 게임용 카트리지
(소프트웨어)
컴퓨터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컴퓨터용 게임프로그램을
기억시킨 자기테이프
테이프에 기록된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소프트웨어)
휴대용 전자기기용 전자게임
소프트웨어

games (cartridges for computer -)
[software]

electronic circuits and CD-ROMs
recorded with programs for
hand-held games with liquid crystal
displays

computer game software for use on
mobile and cellular phones
electronic game software for mobile
telephones
computer games programmes
downloaded via the internet
computer games programmes
downloaded via the internet
[software]
computer programmes for interactive
television and for interactive games
and/or quizzes
electronic game software
electronic game programs
programmed video games
contained on cartridges [software]
computer game programmes
electronic media featuring computer
game program
downloadable interactive
entertainment software for playing
computer games

computer video game software
magnetic tape recording computer
game program
computer games programs
recorded on tapes [software]
electronic game software for
hand-held electronic devices

[제9류/G390803] 컴퓨터, 전자관, 태블릿 컴퓨터
상품의 범위
◦ 컴퓨터, 컴퓨터 주변기기
◦ 자기테이프, 광디스크
◦ 공업용 방사선장치, 비의료용 X선 방호장치
◦ 위에 준하는 전자응용기기
◦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로봇, 반도체가공기계(제7류/G390801)
- 전기측정기기, 자기측정기기, 전파측정기기(제9류/G3904)
- 전기음향영상기기(제9류/G3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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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기기(제9류/G390702)
- 컴퓨터소프트웨어(제9류/G390802)
- 반도체(제9류/G390804)

협의의 포괄명칭
컴퓨터 하드웨어 및 컴퓨
터주변기기
프린터 및 그 부품

computer hardware and computer
peripheral devices
printers and their parts

포함되는 상품(예시)
1. 데이터처리장치 (예시)
3차원 화면 조작장치
OTP 단말기
PDA
PDA용 가방
PDA용 가방/케이스
PDA용 가죽제 및 인조가죽
가방
PDA용 도킹 스탠드
PDA용 마운트
PDA용 모니터
PDA용 목걸이 줄
PDA용 받침대
PDA용 방수케이스
PDA용 보안장치
PDA용 보호커버 및 휴대용
케이스
PDA용 보호커버 케이스
PDA용 보호필름
PDA용 부속품
PDA용 스크래치 방지 및
보호필름
PDA용 스크린 프로텍터
PDA용 스탠드
PDA용 젠더 케이스
PDA용 커버

three dimensional picture
manipulators
one-time programmable (OTP)
terminal
personal digital assistants
bag for PDAs
bags and cases for PDAs
PDA bag of leather and imitations of
leather
accessories for PDAs in the nature
of docking stands
mounts for PDAs
monitor for PDAs
necklace for PDAs
cradles for PDAs
waterproof cases for PDAs
security apparatus for PDAs

data exchange units

데이터변환장치
데이터보안장치
데이터와 비디오 표시용 컴퓨터
하드웨어
데이터처리장치용 메모리

data conversion devices

데이터처리장치용 인터페이스
카드
데이터처리장치용 전자파차단
장치
데이터처리장치용 프린트회로
형태의 인터페이스카드

data loaders
data and word processors
data buffers
data conversion apparatus
data collection terminals
apparatus for data collection
data storage apparatus
computer hardware for data storage
data encryption apparatus
data concentrator
data processors
data processing apparatus
data transformer (data processing
device)
data security apparatus
computer hardware for displaying
data and video
memories for data processing
equipment
interface cards for data processing
apparatus
electronic wave blocking apparatus
for data processing apparatus
interface cards for data processing
equipment in the form of printed
circuits
data card reader

protective cover case for PDAs

데이터카드판독기
동기화 데이터장치
두뇌개발연습용 시뮬레이터

protective films adapted for PDA

두뇌개발용 전자회로학습기

electronic circuit machines for
learning for brain development

film for preventing and protecting
scratch for PDAs

디램(DRAM)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DRAM)

screen protectors for PDAs

디지털 신호 처리장치
디지털 음성신호 처리장치
디지털 정보처리장치
디코더(데이터처리장치)

digital signal processors

레이저빔 프린터
마이크로 컨트롤러
마이크로칩카드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프로세서 카드
무기시뮬레이터
무기시스템제어 훈련운영자용
시뮬레이터
무기작동 모의시험용 시뮬레이터

laser beam printers

무선 LAN 서버
무선랜카드
무선주파수 인식(RFID) 태그

wireless LAN server

무선통신 기능이 있는 PDA

PDAs with wireless communication
function

protective covers and carrying
cases for PDAs

accessories for PDAs

stands for PDAs
gender changer cases for PDAs
covers for personal digital assistants
[PDAs]

PDA용 케이스
PDA용 투명보호커버

cases for PDAs

계기장비 시뮬레이터
골프 시뮬레이터
골프운동 연습용 시뮬레이터
공중 데이터 수집기
과학교육용 마더보드
그래픽표시단말기
기가랜카드
기타 이펙트 프로세서
네트워크 기반의 영상감시용
디지털 신호 처리장치

instrumentation simulators

대형 디스플레이를 위한 데이터
처리장치

데이터 교환장치
데이터 로더
데이터 및 워드프로세서
데이터 버퍼
데이터 변환기
데이터 수집 단말기
데이터 수집 장치
데이터 스토리지 장치
데이터 스토리지용 컴퓨터
하드웨어
데이터 암호화 장치
데이터 집중기
데이터 처리기
데이터 처리장치
데이터변환기(데이터처리장치)

clear protective covers adapted for
personal digital assistants [PDAs]
golf simulator
simulator for practicing golf
airborne data acquisition instruments
motherboard for science education
graphic display terminals
giga lan card
guitar effects processors
digital signal processing apparatus
for monitoring video based on
network
data processing apparatus for large
format display

synchronous data units
simulator for brain development
exercise

digital voice signal processors
digital information processors
decoders (data processing
apparatus)
microcontrollers
microchip cards
micro processors
microprocessor cards
weapons simulators
simulators for training operators in
weapons systems control
simulators for simulating the
operation of weapons
wireless lan cards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tags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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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인터페이스
번역기기
보안 마이크로프로세서
뷰데이터 터미널
비디오 처리기
비디오 표시장치
비디오 프린터
비행 시뮬레이터
비행 훈련 시뮬레이터
선박 모션 시뮬레이터
선박용 자동조종 시스템장치
선박용 항해기록장치

bus interfaces

선박운항 훈련용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용 마그네틱 플랫폼
소프트웨어용 자기(磁氣) 서포트
솔라셀 시뮬레이터
수면학습용 전자회로학습기

simulator for training ship sailing

수송기계기구 조종 및 제어용
시뮬레이터
수송기계기구용 자동조종장치

simulators for the steering and
control of vehicles

수치연산보조프로세서(數値
演算補助)
스마트폰용 메모리카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승마용 시뮬레이터
실시간 데이터처리기기
심카드
외부인 USB통제장치

math coprocessor

외부인가용 USB포트제어장치

USB port controlling apparatus for
outsider

운동훈련용 시뮬레이터
워드프로세스장치
육상차량운행 모의시험용
시뮬레이터
의료시뮬레이터(교구)
인터럽트 모듈
자동차 운전 연습용 시뮬레이터
자동차용 PDA 거치대

sports training simulators

전기식 프로그래밍 유닛
전자 노트패드 화면용 보호필름

programming units (Electric -)

전자계산기
전자구성부품 형태의 계산기

electronic calculators

전자노트패드
전자노트패드 전용 가방

electronic notepads

전자노트패드용 케이스
전자다이어리
전자다이어리용 가죽제 케이스

cases for electronic notepads

전자다이어리용 케이스

cases for electronic d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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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pad for electronic diary

automatic pilot system for vessels

전자다이어리용 키패드
전자다이어리용 홀더
전자달력용 디스플레이
전자달력용 스킨
전자달력용 케이스
전자달력용 키보드
전자데이터 매체
전자데이터 처리장치
전자번역기
전자사전
전자사전 화면용 보호필름

marine navigation recording
apparatus

전자사전용 방수케이스

waterproof cases for electronic
dictionary

전자사전용 방수파우치

waterproof pouches specially
adapted for electronic dictionary

전자사전용 외부보호필름

film for protecting exterior of
electronic dictionary

전자서적 단말기
전자서적 판독기 보관전용
메신저백
전자수첩
전자수첩 케이스
전자식 두뇌학습기

e-book terminal

전자식 디지털화장치
전자식 워드프로세서
전자식 터치패널
전자식 프로그래밍장치
전자식 프로세스 제어장치

electronic digitisers

translation apparatus
secure microprocessors
view data terminals
video processors
video display units
video printers
flight simulators
flight training simulator
simulator for ship motion

magnetic platforms for software
magnetic supports for software
solar cell simulator
electronic circuit machines for
learning for sleep-learning

steering apparatus, automatic, for
vehicles

memory card for smart phone
screen golf simulator
simulator for riding
real-time data processing apparatus
SIM cards
USB controlling apparatus for
outsider

전자우편터미널
전자자료처리장치
전자지불 처리용 장치

word processing equipment

전자학습기
전자회로 실험장치

simulators for simulating the
operation of land vehicles

전자회로 학습기

medical simulators [teaching aids]

전자회로 학습기 거치대

interrupting modules
vehicle drive training simulators
PDA holders specially adapted for
automobiles
protective films adapted for
electronic notepads screens
circulators in the nature of electronic
components
bags adapted or shaped to contain
electronic notepads
electronic diaries
leather case for electronic diary

전자회로카드
정보/데이터/음향 또는 영상
처리용 중앙처리장치
정보처리장치
중앙처리장치용 시계
중앙처리장치용 팬
지뢰 시뮬레이터
지진영향 모의시험용 시뮬레이터

holder for electronic diary
display for electronic calendars
skin for electronic calendars
cases for electronic calendars
keyboard for electronic calendars
electronic data carriers
electronic data processing apparatus
electronic language translators
electronic dictionaries
protective films adapted for electronic
dictionary screens

messenger bags especially adapted
for holding electronic book readers
electronic agendas
electronic agendas case
electronic machines for
brain-learning
electronic word processors
electronic touch panel
programming units (Electronic -)
process controlling apparatus
[electronic]
electronic mail terminals
electronic data processing equipment
apparatus for processing electronic
payments
electronic devices for learning
laboratory apparatus for electronic
circuit
electronic circuit machines for
learning
stand for learning device for
electronic circuit
electronic circuit cards
central processing units for processing
information, data, sound or images
data processing equipment
central processing unit [CPU] clocks
central processing unit [CPU] fans
mine simulator
simulators for simulating the effect of
earthquakes

차량운전훈련용 시뮬레이터

simulators for training personnel in
the driving of vehicles

초소형회로 데이터매체
칼러 비디오 처리기
컴퓨터 프로그래밍 유닛
탁상용 전자계산기
태양전지모듈 시뮬레이터

microcircuit data carriers
colour video processors
programming units (Computer -)
electronic desk calculators
simulator for solar cell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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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 형태의 단어스캔 번역기
프로그램화된 로직 어레이
프로그램화된 로직 컨트롤러
프로그램화된 타이머
프로세서
프로세스제어 디지털 컨트롤러
항공기용 비행시뮬레이터
항공기운항 모의시험용
시뮬레이터
항공기운항 훈련요원용
시뮬레이터
화기사용 훈련요원용 시뮬레이터
휴대용 번역기
휴대용 전기식 번역기
휴대용 전자계산기
휴대용 전자계산기용 케이스
휴대용 전자번역기
휴대용 전자사전
휴대용 정보단말기

word scanning translators in the form
of pens
programmable logic arrays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s
programmable timers
processors [central processing
units]
process control digital controllers
flight simulators for aircraft
simulators for simulating the
operation of aircraft
simulators for training personnel in
the flying of aircraft
simulators for training personnel in
the use of firearms
pocket translators
electric pocket translators
pocket-sized electronic calculators
cases for pocket calculators
pocket translators, electronic
hand-held electronic dictionaries
personal digital assistant

2. 컴퓨터 (예시)
CCTV용 컴퓨터

closed circuit television computers

JBOD (컴퓨터 데이터 저장
하드웨어)

just a bunch of disks (JBOD)
(hardware for storing computer
data)

LAN 카드
LAN 하드웨어

LAN card

LAN용 컴퓨터 카드

local area network [LAN] computer
cards

PC BOX(컴퓨터용 케이스)
PC 모니터
PC 보드
RAM 카드
USB 모뎀
USB 포트카드
가상현실 쌍방향 비디오게임용
컴퓨터
가죽제 휴대용 컴퓨터 케이스
개인용 컴퓨터
그래픽가속기
금융용 컴퓨터 단말기

PC box (cases for computer)

기계판독식 식별표지

identification labels [machine
readable]

내장컴퓨터
네트워크 관리용 서버
네트워크 방송용 서버
네트워크 카드
네트워크로 연결된 디지털
비디오 저장서버
네트워크서버
넷북 컴퓨터
넷북 컴퓨터용 스킨
넷북 컴퓨터용 스탠드

on-board computers

LAN [local operating network]
hardware

PC monitors
PC boards
RAM [random access memory] card
universal serial bus [USB] modems
USB port cards
computer featuring interactive video
games of virtual reality
portable computer case of leather
personal computers
graphics accelerators
computer terminals for banking
purposes

server for managing network
server for network broadcasting
network cards
digital video storing server connected
to network
network servers
netbook computers
skin for netbook computer
stand for netbook computer

노트북 거치대
노트북 표면보호용 필름
노트북용 케이스
노트북컴퓨터
노트북컴퓨터용 휴대케이스
데스크탑 컴퓨터
데이터 관리용 컴퓨터
데이터 버스 인터페이스 장치
데이터 스위치
데이터 입력 단말기
데이터 카트리지
데이터 통신 하드웨어
디지타이저 태블릿
디지털 미디어 서버
디지털 저작권 관리용 컴퓨터

stand for laptop
surface protection films for the laptop
laptop cases
laptops [computers]
notebook computer carrying cases
desktop computers
computers for use in data
management
data bus interface units
data switches
data entry terminals
data cartridges
data communications hardware
digitizer tablets
digital media servers
computers for 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 태블릿
디지털식/전자식 태블릿용
받침대
디지털식/전자식 태블릿용
책상용 거치대
디지털식/전자식 태블릿용
커버
디지털식/전자식 태블릿용
케이스
디지털식/전자식 태블릿용 홀더

digital tablets

디지털식/전자식 태블릿용
화면보호필름
랩톱 컴퓨터
랩톱용 가방
랩톱용 도킹 스테이션
랩톱용 받침대
랩톱용 슬리브
랩톱용 케이스
랩톱용 휴대케이스
랩톱컴퓨터용 냉각패드
마더보드
마이크로 컴퓨터
마이크로 컴퓨터용 애드인 카드
마이크로컴퓨터 장치
마이크로프로세서 코어
무선 컴퓨터 주변기기
무선 컴퓨터용 쿨링패드
무선어댑터(컴퓨터부속품)

screen protectors for digital or
electronic tablets

바인더 형태의 컴퓨터 케이스
반조립 컴퓨터
버퍼 메모리기기(컴퓨터 하드
웨어)
비디오 가속기
비디오서버
비디오카드
비디오카세트용 재킷

computer case in the form of binders

cradles for digital or electronic
tablets
digital or electronic tablet stands for
use on desks
covers for digital or electronic tablets
cases for digital or electronic tablets
holders for digital or electronic
tablets

laptop computers
bags adapted for laptops
laptop docking stations
stands adapted for laptops
sleeves for laptops
cases for laptops
laptop carrying cases
cooling pads for laptop computers
motherboards
micro-computer
add-in cards for micro computers
microcomputer apparatus
microprocessor cores
wireless computer peripherals
cooling pad for wireless computer
wireless adapters (computer
accessories)
computer sub-assemblies
buffer memory devices [computer
hardware]
video accelerators
video servers
video cards
jackets for video casset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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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카드
소형컴퓨터용 케이스
수중잠수 컴퓨터
시스템 기판(모카드)
식이요법 지원 컴퓨터 소프트
웨어가 내장된 개인용 컴퓨터
싱크대용 태블릿 PC 거치대
씬클라이언트 컴퓨터
양방향 컴퓨터 시스템
양자 컴퓨터
외부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외장형 컴퓨터 하드디스크
웨어러블 컴퓨터 주변장치
웹 호스팅용 서버
이더넷 PC카드
인터넷서버
인트라넷서버
자기식 프로그램 캐리어
자기식으로 코드화된 카드
데이터확인용 장치
자동차용 내비게이션 컴퓨터
자동차용 태블릿 컴퓨터 어댑터

sound cards

전기식 프로세스 제어장치

process controlling apparatus
[electric]
electronic computers

전자 컴퓨터
전자도킹 스테이션
전자식 노트북
전자우편서버
전자회로 레이아웃설계용
컴퓨터장치
중앙처리장치(CPU)용 냉각기
중앙처리장치(CPU)용 보드
중앙처리장치(프로세서)
중앙처리장치용 쿨러
직물제 태블릿 PC케이스
컨버터블 PC
컴퓨터
컴퓨터 가속판
컴퓨터 고정용 캐비닛
컴퓨터 그래픽카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서버
컴퓨터 도킹 스테이션
컴퓨터 도터보드
컴퓨터 디스크용 재킷
컴퓨터 마더보드
컴퓨터 마더보드 및 도터보드
컴퓨터 모니터 프레임
컴퓨터 모뎀
컴퓨터 모듈
컴퓨터 및 컴퓨터 하드웨어
컴퓨터 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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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computer cases
underwater dive computers
system boards (mother cards)
personal computers incorporating
dietary aid computer software
tablet PC stand for sink

컴퓨터 부품 및 부속품
컴퓨터 사운드 카드
컴퓨터 섀시
컴퓨터 서버
컴퓨터 스크린
컴퓨터 스크린용 보호필름

external computer hard drive

컴퓨터 인터페이스카드
컴퓨터 인테페이스장치
컴퓨터 장비용 스탠드
컴퓨터 제도용 장치 및 기구

external computer hard drives

컴퓨터 주변기기 및 액세서리

thin client computers
interactive computer systems
quantum computers

wearable computer peripherals
servers for web hosting
ethernet PC cards
internet servers
intranet servers
programme carriers (Magnetic -)
apparatus for verifying data on
magnetically encoded cards
car navigation computers
tablet computer adapter for
automobiles

electronic docking stations
electronic notebooks
electronic mail servers
computer based apparatus for
designing the layout of electronic
circuits
central processing unit coolers
central processing unit boards
central processing units
[processors]
central processing unit [CPU]
coolers
tablet PC case of textile
convertible PC
computers
computer accelerator board
cabinets adapted to hold computers
computer graphics cards
computer database servers
computer docking station
computer daughterboards
jackets for computer disks
computer motherboards
computer motherboards and
daughterboards
computer monitor frames
computer modems
computer modules
computers and computer hardware
computer mainframes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컴퓨터 지원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용 컴퓨터 하드웨어
컴퓨터 컨트롤러
컴퓨터 터미널
컴퓨터 팩스모뎀 카드
컴퓨터 플러그인 카드
컴퓨터 하드웨어
컴퓨터 하드웨어용 마운팅랙
컴퓨터 하드웨어인 통신용 서버

computer components and parts
computer sound card
computer chassis
computer servers
computer screens
protective films adapted for
computer screens
interface cards for computers
computer interface apparatus
stands for computer equipment
drawing apparatus and instruments
adapted for use with computers
computer peripherals and
accessories
computer central processing units
computer hardware for use in
computer-assisted software
engineering
computer controllers
computer terminals
fax modem cards for computers
computer plug-in cards
computer hardware
mounting racks adapted for
computer hardware
communications servers [computer
hardware]

컴퓨터 하우징
컴퓨터 화이트보드
컴퓨터 회전용 스탠드

computer housings

컴퓨터 휴대용 케이스

carrying cases adapted for
computers

컴퓨터네트워크 서버
컴퓨터네트워크 휴대용 컴퓨터
기기 연결용 LAN 컴퓨터카드

computer network server

컴퓨터네트워크를 통한 휴대용
컴퓨터장치 접속용 랜 컴퓨터
카드
컴퓨터네트워크용 어댑터
컴퓨터네트워크용 하드웨어
컴퓨터디스크용 보관선반
컴퓨터사용자 네트워크 연결용
LAN 액세스포인트

computer whiteboards
swivelling stands adapted for
computers

local area network [LAN] computer
cards for connecting portable
computer devices to computer
networks
LAN [local area network] computer
cards for connecting portable
computer devices to computer
networks
computer network adapters
computer networking hardware
storage racks for computer discs
local area network [LAN] access
points for connecting network
computer users

컴퓨터용 CD 드라이브
컴퓨터용 가속보드
컴퓨터용 내부냉각팬
컴퓨터용 도난방지장치

CD drives for computers

컴퓨터용 도킹 스테이션
컴퓨터용 먼지덮개
컴퓨터용 방열판
컴퓨터용 버퍼
컴퓨터용 병렬포트
컴퓨터용 성형된 커버
컴퓨터용 손목 지지대

docking station for computer

computer accelerator boards
internal cooling fans for computers
theft prevention apparatus for
computer
dust covers for computers, shaped
heat sinks for use in computers
computer buffers
computer parallel ports
covers (Shaped -) for computers
wrist rests for use with comp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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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용 애드온 카드
컴퓨터용 에지서버
컴퓨터용 인터페이스
컴퓨터용 인터페이스 및 주변
장치
컴퓨터용 자력식 커넥터
컴퓨터용 전자부품
컴퓨터용 조이스틱
컴퓨터용 조이스틱(비디오
게임용은 제외)
컴퓨터용 주변장치
컴퓨터용 주크박스
컴퓨터용 케이스
컴퓨터용 클록 발생기
컴퓨터용 팔지지대
컴퓨터용 확장보드
컴퓨터장비용 워크스테이션
컴퓨터주변기기
컴퓨터화된 개인용 전자수첩
콤팩트디스크용 보관선반
클라우드 서버
태블릿 PC
태블릿 PC용 거치대
태블릿 PC용 데이터처리장치

add-on-cards for computers
edge servers for computers
interfaces for computers
interfaces and peripheral devices for
computers
electromagnetic connector for
computers
electronic components for
computers
computer joysticks
joysticks for use with computers,
other than for video games
peripherals adapted for use with
computers
juke boxes for computers
cases adapted for computers
clock generators for computers
arm rests for use with computers
expansion boards for computers
work stations [computer apparatus]
computer peripheral devices
computerized personal organizers
storage racks for compact discs
cloud server
tablet PCs
stand for tablet PC
data processing apparatus for tablet
PC

태블릿 PC용 보호케이스
태블릿 PC용 소프트케이스
태블릿 PC용 지갑형케이스
태블릿 컴퓨터
태블릿 컴퓨터 화면용 보호필름

protective case for tablet PC

태블릿 컴퓨터용 도난방지장치

theft prevention apparatus for tablet
computers

태블릿 컴퓨터용 보호커버

protective covers for tablet
computers

태블릿 컴퓨터용 보호커버 및
케이스
태블릿 컴퓨터용 보호케이스

protective covers and cases for
tablet computers

태블릿 컴퓨터용 스냅식 케이스
태블릿 컴퓨터용 스탠드
태블릿 컴퓨터용 커버
통신용 컴퓨터
통신용 컴퓨터 하드웨어

snap case for tablet computers

파일서버
팜탑컴퓨터
퍼스널컴퓨터
프로세스 컴퓨터
프린터 서버
필기용 휴대 컴퓨터
하드웨어인 컴퓨터용 워크
스테이션
항공기 제어장치 관리용 컴퓨터

file servers

soft case for tablet PC
purse type case for tablet PC
tablet computers
protective films adapted for tablet
computer screens

protective cases for tablet
computers
stands adapted for tablet computers
covers for tablet computers
communications computers
computer hardware for
telecommunications
palmtop computers
personal computer
process computers
printer servers
pocket computers for note-taking
computer workstations [hardware]
computers for managing control
devices for aircraft

홈네트워크시스템용 서버
홈오토메이션용 서버
휴대용 개인컴퓨터
휴대용 컴퓨터

server for home network system
server for home automation
hand-held personal computers
portable computers

3. 데이터 입력장치 (예시)
3D 스캐너
GPS 기능을 내장 또는 이용한
태블릿 컴퓨터 입력용 터치
스크린
IC 메모리카드
PC 카드
PDA용 터치스크린 펜
POS 디스펜서 판독기 단말기
기계기구
POS 디스펜서 판독기 인코더
기계기구
USB 카드리더기
가상 키보드 투영장치
공(空) 전자칩카드
광디스크 판독기
광스캐너
광자기펜
광펜
광학식 문자판독장치(OCR)
광학식 판독기
교체용 마우스 피트
그래픽 단말기
그래픽 태블릿
기계판독식 정보매체
다기능 키보드
데이터 단말기
데이터글러브
동작인식 마우스
동작인식 키보드
디스플레이 스크린
디스플레이 키패드
디지타이저
디지타이저 패드
디지타이저(컴퓨터입력장치)용
센서보드
디지타이징 스캐너
디지털 USB 저장카드 리더기
디지털 그래픽 스캐너
디지털 메모장
디지털 보드
디지털 서적리더기
디지털 입출력 스캐너
리니어 인코더
마우스
마우스 스캐너
마우스 패드
마이크로컴퓨터 프로세서

3D scanners
touch screen for tablet computer
input with built in or using GPS
properties
integrated circuit [IC] memory cards
PC cards
touch screen pens for PDA
POS dispenser reader terminal
machine
POS dispenser reader encoder
machine
USB card readers
devices for the projection of virtual
keyboards
blank electronic chip cards [blank
smart cards]
optical disk readers
optical scanners
magneto-optical pens
light pens
optical character readers
optical readers
replacement mouse feet
graphic terminals
graphics tablets
machine readable information
carriers
multifunction keyboards
data terminals
data gloves
mouse for motion recognition
keyboard for motion recognition
display screens
display keypads
digitisers
digitiser pads
sensor board for digitizer (computer
input apparatus)
digitizing scanners
digital USB storage card readers
digital graphic scanners
digital notepads
digital boards
digital book readers
digital input and output scanners
linear encoders
mouse [computer peripheral]
mouse scanners
mousepads
microcomputer processor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339

9류 G390803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멀티 터치스크린
멀티 터치패널
메모리카드리더기
무선 컴퓨터 마우스
무선주파수 인식(RFID) 리더기
무선주파수 인식(RFID) 이벤트
관리장치
문자 인식기기
미디어 복제기
바코드 단말기
바코드 리더기
바코드 복호기
바코드 스캐너
바코드 판독기
발광 스캐너
복권생성용 전자단말기
부하전지(負荷電池) 디지타이저
비디오 디지타이저
비접촉식 전자메모리 라벨
산업자동화설비용 데이터
입출력모듈
생체 지문인증용 스캐너
생체망막 인증용 스캐너
생체인증용 스캐너
생체인증용 핸드스캐너
수동식 입력선택기
스마트카드 리더기
스마트태그 판독기
스캐너
신호해독기
오디오 디지타이저
음성인식장치
이미지 스캔장치
인쇄판 스캐너
인증용 보안단말기
인코딩 및 디코딩기기
인코딩 및 디코딩장치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입력스캐너
자기(磁氣) 스트립판독기
자기펜
자동표면제어식 스캐너
자동화 진단용 스캐너장치
자료입출력장치
전기식 터치패드
전자서적리더기
전자서적리더기 전용 보호커버
전자서적리더기 전용 스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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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film readers
multi touch screen
multi touch panel
memory card readers
wireless computer mice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readers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event managing apparatus
character recognition apparatus
media duplicator
bar code terminals
barcode reader
barcode decoder
barcode scanner
bar code readers
luminescence scanners
electronic terminals for generating
lottery tickets
load cell digitizers
video digitizers
labels with electronic memory,
contactless
data input/output module for
industrial automatic instrument
biometric fingerprint scanners
biometric retinal scanners
biometric scanners
biometric hand scanners
passive input selectors
smart card readers
smart tag readers
scanners [data processing
equipment]
signal decoders
audio digitisers
speech recognition apparatus
image scanning apparatus
printing plate scanners
security terminal for authentification
encoding and decoding apparatus
and instruments
encoding and decoding apparatus
interactive whiteboards
input scanners
magnetic strip readers
magnetic pens
scanners for automatic surface
control
scanners [apparatus] for performing
automotive diagnostics
data input/output apparatus
touch pads [electric]
electronic book readers
protective covers specially adapted
for use with electronic book readers
stands specially adapted for use with
electronic book readers

전자서적리더기 전용 케이스
전자서적리더기용 디스플레이
전자서적리더기용 벨트클립
전자서적리더기용 보호슬리브
전자서적리더기용 보호커버
전자서적리더기용 스킨
전자서적리더기용 스탠드
전자서적리더기용 어깨 줄
전자서적리더기용 전자도킹
스테이션
전자서적리더기용 커버
전자서적리더기용 핸드 스트랩
전자스캐너
전자식 쌍방향 화이트보드
전자칩카드
전자카드 단말기
전자카드 리더기
전자판독기용 케이스
전자펜
초음파를 이용한 컴퓨터용
정보입력장치
칩카드 리더기
카드 리더기
카드 판독장치
컴퓨터 및 이동전화기 특정
사용자 확인용 코드화된 전자칩
카드
컴퓨터 스타일러스
컴퓨터 키보드
컴퓨터 키보드용 키캡
컴퓨터 터치스크린
컴퓨터용 디지털 펜
컴퓨터용 마우스
컴퓨터용 무선마우스
컴퓨터용 스캐너
컴퓨터용 입력장치
컴퓨터용 키패드
컴퓨터용 터치패드
컴퓨터용 트랙볼
코드화된 전자칩카드
키보드
키보드 거치대
키보드 덮개
키보드 운반(휴대)용 가방
키보드 터미널
터치 센시티브 전자 스크린
터치스크린
터치스크린 센서
터치패널
터치패드
터치패드 보호용 필름
터치패드 액정화면 보호필름

cases specially adapted for use with
electronic book readers
display for e-book reader
belt clips for electronic book readers
protective sleeve for electronic book
readers
protective covers for electronic book
readers
skin for electronic book readers
stand for electronic book readers
shoulder straps for electronic book
readers
electronic docking station for
electronic book readers
covers for electronic book readers
hand straps for electronic book
readers
electronic scanners
electronic interactive whiteboards
electronic chip cards
electronic card terminals
electronic card readers
cases for e-readers
electronic pens
information input apparatus for
computer using ultrasonic wave
chip card readers
card readers
card reading equipment
encoded electronic chip cards for
identifying particular users of
computers and mobile telephones
computer styluses
computer keyboards
computer keyboard keycaps
computer touch screens
digital pens for computer
computer mouse
wireless computer mouses
scanners designed and adapted for
use with computers
input devices for computers
computer keypads
touch pads for computers
trackballs [computer peripherals]
encoded electronic chip cards
keyboards
keyboard stand
keyboard cover
bags for carrying keyboard
keyboard terminals
touch sensitive electronic screens
touch screens
touchscreen sensors
touch panels
touch pads
film for protecting touch pad
film for protecting the liquid crystal
screen of touch 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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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패드용 스타일러스펜
터치패드용 케이스
투명 터치스크린
투명터치 패널
투영식 정전용량 터치센서
트랙볼
트랙볼 입력장치
판독기(데이터 처리장비)

stylus pen for touch pad

프로그램 작동이 가능한 디지털
판독장치
플래시카드 판독기
휴대용 문서스캐너
휴대용 스캐너

programmable digital read-out units

cacasesse for touch pad
transplant touch screen
transplant touch panel
projected capacitive touch sensors
trackballs
track ball input devices
readers [data processing
equipment]

flash card readers
portable document scanners
hand scanner

4. 데이터 출력장치 (예시)
CCTV 카메라용 비디오 모니터
CCTV용 모니터
LCD 대형스크린 표시장치
LCD 디스플레이 스크린
LCD 모니터
LCD 모니터 화면용 보호필름
LCD 모듈
LCD 백라이트
LCD 백라이트 장치
LCD 스크린용 컬러필터

video monitors for CCTV
monitors for CCTV
LCD large-screen displays
LCD display screens
LCD monitors
protective films adapted for LCD
monitor screens
liquid crystal display (LCD) module
LCD backlight
LCD backlight apparatus
color filters for liquid crystal display
[LCD] screens

LCD 패널용 필름
LCD(액정표시장치)
LCD(액정표시장치) 패널
LCD용 광학 폴리메틸 메타크
릴레이트 시트
LCD용 광학필름
LCD용 마이크로렌즈 필름
LCD용 모듈
LCD용 복합 프리즘필름
LCD용 복합필름
LCD용 일체형 필름
LCD용 프리즘 필름
LED 검사장비
LED 광고용 패널
LED 광전관
LED 동작인식 조작장치

film for LCD panels

LED 디스플레이장치
LED 라이팅 패널형 전광판

light emitting diode [LED] displays

LED 모니터
LED 스탠드 디스플레이
LED 유리기판
LED 패널용 편광필름
LED 평판
LED 표시판
LED 핸들러

LED monitors

LCDs [liquid crystal displays]
LCD panels
polymethyl methacrylate (PMMA)
sheet for LCD
optical films for LCD
microlens films for LCD
module for LCD
complex prism films for LCD
complex films for LCD
all-in-one films for LCD
prism films for LCD
LED inspection apparatus
LED panel for advertisement
LED photoelectric tube
LED manipulator for motion
recognition
electronic display for LED lighting
panel
LED desk lamps display
glass substrates for LED
polaroid film for LED panel
LED plane tables
LED display panel
LED testing apparatus

OLED 디스플레이 패널
OLED 디스플레이용 전도성
필름
OLED 디스플레이용 투명 전극
필름
POS 프린터
X-Y 플로터
X-선 필름용 판독스크린
가상현실 안경
감열식 복사기
감열식 프린터
건식 복사기
건식 복사기기
광학프린터
그래픽카드
그래픽플로터
기계식 또는 발광식 광고용
디스플레이기기
기계식 또는 발광식 광고용
디스플레이판
내용물이 없는 복사기용 잉크
카트리지
내용물이 없는 복사기용 토너
카트리지
내용물이 없는 컴퓨터 프린터용
잉크카트리지
내용물이 없는 프린터 및
복사기용 잉크카트리지
내용물이 없는 프린터용 토너
카트리지
네트워크 기반의 영상감시용
전기식 모니터장치
넷북 컴퓨터용 모니터
대형 LED 디스플레이
대형 디스플레이 모니터
대형 디스플레이 패널
데이지휠 프린터
데이터 로거 및 레코더
데이터 출구 터미널
도안용 플로터
도트매트릭스프린터
독립모드로 복사기 및 팩시밀리
기능을 결합한 다기능장치
디스플레이 LCD 모니터
디스플레이 터미널
디스플레이 패널 드라이버
디스플레이 패널 및 관련 부품
디스플레이스크린용 필터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
디지타이징 프린터
디지털 라벨인쇄기
디지털 사이니지
디지털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패널

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display panels
conductive film for OLED display
transparent electrode film for OLED
display
POS printer
X-Y plotters
intensifying screens for X-ray films
virtual reality glasses
thermal copiers
thermal printers
xerographic copying machines
xerographic apparatus and
instruments
optical printers
graphics cards
graphical plotters
advertising display apparatus
[mechanical or luminous]
advertising display signs
[mechanical or luminous]
ink cartridges, unfilled, for
photocopiers
toner cartridges, unfilled, for
photocopiers
ink cartridges, unfilled, for computer
printers
ink cartridges, unfilled, for printers
and photocopiers
toner cartridges, unfilled, for printers
electric monitoring apparatus for
monitoring video based on network
monitor for netbook computer
large LED displays
monitor for large format display
panel for large format display
daisy wheel printers
data loggers and recorders
data exit terminals
drafting plotters
dot matrix printers
multifunctional devices which
incorporate copier and facsimile
functions in the standalone mode
LCD monitor for display
display terminals
display panel driver
display panels and parts thereof
display screen filters
optical films for displays
digitizing printers
digital label printing machines
digital signage
digital signage display pa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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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액자용 디스플레이
디지털 액자용 모니터
디지털 지도 디스플레이
디지털 컬러프린터
디코딩 기기
랩톱 및 모바일 기기용 무선
휴대용 프린터
레어저프린터 컨트롤러
레이저 컬러프린터
레이저 프린터
레이저프린터용 토너 카트리지
(내용물이 없는 것)
매트릭스 프린터
머리장착형 비디오 디스플레이
머리착용 디스플레이
메시지 표시용 전자패널
문서 출력기
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
(TFT-LCD) 패널
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복합 카드프린터
분석용 플로터
브라운관
비디오 모니터
비디오 모니터 제어장치
비디오 영상모니터
비디오유아감시용 모니터
사진인화용 프린터
산업용 프린터
산업자동화설비용 컴퓨터 모니터

display for digital photo frames
monitor for digital photo frames
digital map displays
digital colour printers
decoding apparatus
wireless portable printers for use
with laptops and mobile devices
laser printer controllers
laser color printers
laser printers
toner cartridges [empty] for laser
printers
matrix printers
head-mounted video displays
head-mounted displays
electronic panels for displaying
messages
document output devices
thin Film Transistor-Liquid Crystal
Display (TFT-LCD) panels
led displays
complex card printer
analytical plotters
cathode ray tubes
video monitors
video monitor controllers
video projection monitors
video baby monitors
printers used in photographic printing
printer for industrial purposes
computer monitor for industrial
automatic instrument

상업용 전자식 프린터

electronic printer for business
purposes

성형된 LCD(액정표시장치)용
보호필름
스마트폰 즉석 포토 프린터
실사출력기
양방향 그래픽용 스크린
영상 모니터링 장치
영상화면장치
오디오 유아감시용 모니터
웨어러블 비디오 디스플레이
모니터
유아감시용 모니터
이동거리 모니터
이미지 스캐너
잉크도포 모니터
잉크젯 컬러프린터
잉크젯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용 고체잉크
카트리지(내용물이 없는 것)
잉크젯프린터용 프린터헤드
자기식 금속탐지 모니터
자기식 식별표지

protective films adapted for liquid
crystal display screens [sha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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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phone photo printers
actual image printing apparatus
interactive graphics screens
visual monitoring apparatus
visual display units
audio baby monitors
wearable video display monitors
baby monitors
travel distance monitors
image scanners
inking monitors
ink-jet color printers
ink jet printers
solid ink cartridges [empty] for ink-jet
printers
print heads for ink-jet printers
magnetic metal detector monitors
identification labels [magnetic]

자동 티켓 프린팅 기기
자동차용 LCD 모니터 거치대
자동차용 전자식 드라이버인
터페이스 디스플레이
자동차용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계발광용 디스플레이
전계발광용 평판 디스플레이
전기식 금속제 사인보드
전기식 모니터링 제어장치
전기식 모니터링기
전기식 발광표시판 패널
전기식 발광표시패널
전기식 스코어 디스플레이 장치
전자 디스플레이 패널
전자계산기(컴퓨터)용 자기
식 기억매체 재생장치
전자발광 표시판
전자식 광고디스플레이
전자식 메시지 디스플레이
전자식 모니터링기기(의료용
은 제외)
전자식 숫자 디스플레이
전자식 스코어 디스플레이 장치
전자식 영상표시장치
전자식 원고판
전자식 이산화탄소 모니터(의
료용은 제외)
전자식 촉각 스크린
전자영상장치
전자인쇄기
전자종이 형태의 디스플레이
장치
정보 기록/송신 또는 재생용
장치
정보표시 터미널
정전 복사기(靜電複寫機)
정전기식(靜電氣式) 플로터
차량용 블랙박스 모니터
충격식 프린터
칼러 이미지 세터
컬러프린터
컴퓨터 디스플레이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용 디스플레이
스크린용 필터
컴퓨터 모니터용 방현필터
컴퓨터 스크린 필터
컴퓨터 스크린용 필터 스크린
컴퓨터 영상표시장치
컴퓨터 직렬포트
컴퓨터 프린터용 프린터 헤드
컴퓨터 프린터용 휴대 케이스

automated ticket printing apparatus
LCD monitor holders for automobiles
electronic driver-interface displays
for automobiles
head up displays for automobiles
electroluminescent diplay
flat panel electroluminescent
display
metal signboards [electric]
monitoring control apparatus
[electric]
monitoring units [electric]
electric luminescent display flat
panels
electric luminescent display panels
score display apparatus [electric]
electronic display panels
magnetic recording media
reproducing apparatus for electronic
calculator (computer)
electroluminescent display panels
electronic advertising displays
electronic message displays
electronic monitoring instruments,
other than for medical use
electronic numeric displays
score display apparatus [electronic]
electronic visual display units
electronic copy boards
electronic carbon dioxide monitors,
other than for medical purposes
tactile screens [electronic]
electronic display units
xerographic printers
display apparatus in the form of
e-paper
apparatus for recording,
transmission or reproduction of
information
information display terminals
copiers (Electrostatic -)
electrostatic plotters
black box monitor for cars
impact printers
colour image setters
colour printers
computer display monitors
display screen filters adapted for use
with computer monitors
anti-glare filters for computer monitors
computer screen filters
filter screens for computer screens
computing visual display units
computer serial ports
print heads for computer printers
carrying cases specially adapted for
computer pri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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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플로터(출력장치)
컴퓨터네트워크 공유기
컴퓨터용 LCD 모니터
컴퓨터용 가변형 평면패널
디스플레이
컴퓨터용 액정모니터 커버

computer plotters

컴퓨터용 액정표시장치
컴퓨터용 프린터
태블릿용 모니터
태블릿컴퓨터용 디스플레이
스크린용 필터
터치센서 디스플레이 및 컨트롤
스크린
터치스크린 모니터
통합출력 프린터
투명 유기발광 다이오드가
탑재된 컴퓨터용 모니터

liquid crystal displays for computers

투명 유기발광 다이오드가
탑재된 헤드업디스플레이

head up display incorporating
transplant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티켓 프린터
평면 플로터
평면패널 디스플레이 스크린
평판 전계발광 디스플레이
스크린
포트 공유 프린터
포트 공유 프린터 제어기
프로세스 모니터
프린터
프린터 공유기
프린터 및 복사기용 토너카트
리지(내용물이 없는 것)
프린터 및 플로터용 프린터헤드
프린터 버퍼
프린터 컨버터
프린터 허브
프린터용 거치대
프린터용 프린터 헤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PDP)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광학필터
플라즈마 표시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 전도성
필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 투명
전극 필름
플로터
플로터 프린터
플로터용 프린터 헤드
항공전자공학기기용 디스플레이

ticket printers

computer network routers
LCD monitor for computer
flexible flat panel displays for
computers
liquid crystal monitor cover for
computer
computer printers
tablet monitors
display screen filters adapted for use
with tablet computers
touch sensitive display and control
screens
touchscreen monitors
integrated output printers
monitor for computer incorporating
transplant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flatbed plotters
flat panel display screens
flat panel electroluminescent display
screens
port sharing printers
port sharing printer controllers
process monitors
printers
printer sharers
toner cartridges, unfilled, for printers
and photocopiers
print heads for printers and plotters
printer buffers
printer converters
printer hubs
stands for printers
print heads for printers
plasma display panel (PDP)
optical filters for plasma display
panels
plasma display panels
flexible display
conductive film for flexible display
transplant electrode film for flexible
display
plotters
plotter printers
print heads for plotters
aircraft avionic displays

5. 데이터 기억장치 (예시)
3D LED 액자

3D LED picture frame

3D 디지털 액자
CD 버너
CD-ROM
CD-ROM 드라이브
CD-ROM 라이터
CD용 바인더
DVD 드라이브
DVD-ROM

3D digital picture frame
CD burners
compact discs [read-only memory]
CD-ROM drives
CD-ROM writers
binders for CDs
DVD drives

IC 카드 부착용 발광 스티커
ROM 디스크
ROM 카트리지
USB
USB 드라이브
USB 메모리
USB 메모리카드
USB 어댑터
USB 카드
USB 포트 잠금장치
USB 플래시 드라이브
USB 허브
가정용 텔레비전 게임기용
메모리 카드
공 USB 플래시 드라이브
공(空) 광디스크
공(空) 디스크
공(空) 자기데이터매체
공(空) 자기디스크
공(空) 컴퓨터디스크
공(空) 플래시메모리카드
광디스크
광디스크 드라이브
광자기디스크
광학데이터 저장드라이브
광학데이터매체
광학메모리
광학식 기록매체
광학식 뷰잉 및 기록용 장치
네트워크 데이터 저장장치
노트북컴퓨터용 냉각패드
대화형 콤팩트디스크 및
CD-ROM
데이터 보호 백업장치
데이터 이력 기록장치
데이터 입력/출력/송신 및
저장용 장치
데이터 저장기기
데이터 저장디스크
데이터 저장매체
데이터베이스정보 처리/송신
및 저장용 장치
데이터처리장치용 기억장치
동작인식 USB 허브

digital versatile disc-read only
memory (DVD-ROMs)
luminous sticker for attaching IC
card
read only memory [ROM] discs
read only memory [ROM] cartridges
universal serial bus (USB) devices
USB drive
USB memories
USB memory card
USB adapters
USB cards
USB port locking apparatus
USB flash drives
usb hubs
memory card for home television
games
blank USB flash drives
blank optical discs
blank discs
blank magnetic data carriers
blank magnetic discs
blank computer discs
blank flash memory cards
optical discs
optical disc drives
magneto-optical disks
optical data storage drives
optical data media
optical memories
optical recording media
optical viewing and recording
apparatus
network data storing apparatus
notebook computer cooling pads
interactive compact discs and
CD-ROMs
data protection backup units
data loggers
apparatus for the input, output,
transmission and storage of data
data storage devices
data storage discs
data storage media
apparatus for processing, transmitting
and storing database information
memory devices for use with data
processing apparatus
USB herb for motion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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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켓 및 콤팩트디스크용 케이스
디스켓용 케이스
디스크 드라이브
디스크 메모리
디스크 보관용기
디스크 엔클로저 (컴퓨터
데이터 저장 하드웨어)
디지털 USB 저장카드
디지털 디스크 드라이브
디지털 카메라 및 캠코더용
메모리 카드
랜덤 엑세스 메모리
랜덤 엑세스 메모리 모듈
마이크로폼
메모리 모듈
메모리 장치
메모리 저장장치
메모리 확장모듈
메모리 확장카드
메모리카드
메모리판
모바일 전기통신기기용 SIM
카드
모바일 전기통신기기용
메모리카드
무선전화기용 메모리카드
미기록된 USB 플래시 드라이브
미니디스크 교환기
보안 디지털(SD)카드용
메모리카드
보안용 전자메모리
보안토큰(암호화장치)
비디오 게임용 공디스크
비디오게임기용 메모리카드
비디오용 콤팩트디스크
비디오카세트용 저장용기
산업자동화설비용 데이터
수집장치
선박용 블랙박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기억용
자기(磁氣)테이프
소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저장장치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신용카드 조회단말기
오디오 및 비디오용 콤팩트디스크
오디오카세트용 저장용기
외장형 컴퓨터용 디스크드라이브
외장형 하드드라이브
음향 또는 비디오 기록용
빈 CD-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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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for diskettes and compact
disks
cases for diskettes
disk drives
disc memories
disc storage containers, shaped
disk enclosure (hardware for storing
computer data)
digital USB storage cards
digital disc drives
memory cards for digital cameras
and camcorders
random access memory (ram)
random access memory (ram)
module
microforms
memory modules
memory apparatus
memory storage devices
memory expansion modules
memory expansion cards
memories cards
memory boards
SIM cards for use with mobile
telecommunication devices
memory cards for use with mobile
telecommunication devices
memory card for wireless
telephones
USB flash drives [not pre-recorded]
mini disc changers
secure Digital (SD) Memory Cards
electronic memory for security
security tokens [encryption devices]
blank disc for video games
memory cards for video game
machines
video compact discs
storage containers adapted for
video cassettes
data collecting apparatus for
industrial automatic instrument
black boxes for ships
magnetic tapes for memorising
software programs
miniature hard disk drive storage
units
solid state drives
terminal for screening credit card
compact discs [audio-video]
storage containers adapted for
audio cassettes
external computer disc drive
external hard drives
blank CD-ROMs for sound or video
recording

인증용 보안 USB 메모리
자기(磁氣) 기록매체
자기(磁氣) 데이터매체
자기디스크
자기디스크용 실드케이스
(차단케이스)
자기식 기록테이프
자기식 데이터 저장 및 기록 매체

security USB memory for
authentification
magnetic recording media
magnetic data media
disks, magnetic
shield cases for magnetic disks
magnetic recording tapes
magnetic storage and/or recording
media of data

자기식 디코더(금융서비스 및
은행용)
자기식 및 광학식 데이터매체
자기식 인코드된 카드 판독기
자기식 하드디스크
자기식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자기테이프
자기테이프용 자기제거장치
자동차용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자동차용 블랙박스
자전거용 블랙박스
전기 또는 전자식 정보저장장치

magnetic decoders (only for
financial services and banking)

전자 인증 카드
전자계산기(컴퓨터)용 광학식
기억매체 재생장치

electronic authentification card

전자계산기(컴퓨터)용 기억장치

recording apparatus for electronic
calculator (computer)

전자메모리
전자메모리기기
전자메모리카드
전자식 자기(磁氣)기록매체

electronic memories

전자음악 연주용 집적회로
메모리카드
칩카드
컴퓨터 기억장치
컴퓨터 디스크
컴퓨터 디스크 드라이브 및
드라이버
컴퓨터 메모리 하드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스크
저장용 상자

magnetic and optical data carriers
magnetic encoded card readers
magnetic hard discs
magnetic hard disc drives
magnetic tapes
magnetic tape erasers
digital car driving recording apparatus
black box for cars
black box for bicycle
information storage apparatus
[electric or electronic]
optical recording media reproducing
apparatus for electronic calculator
(computer)

electronic memory devices
electronic memory cards
electronic magnetic recording
media
integrated circuit memory cards for
use in playing electronic musical
instruments
chipcards
computer memories
computer discs
computer disk drives and drivers
computer memory hardware
boxes adapted for storing computer
software disks

컴퓨터 테이프
컴퓨터 프로그램용 저장장치

computer tapes

컴퓨터네트워크 부착식 저장
하드웨어
컴퓨터데이터용 저장장치
컴퓨터디스크드라이버
컴퓨터용 공(空) 디스크
컴퓨터용 공(空) 자기테이프
컴퓨터용 공(空) 플로피디스크
컴퓨터용 공(空) 하드디스크
컴퓨터용 디스켓

computer network-attached storage
(NAS) hardware

storage apparatus for computer
programs

storage apparatus for computer data
computer disc drives
blank discs for computers
blank magnetic computer tapes
blank floppy disks for computers
blank hard disks for computers
computer disket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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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용 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용 디스플레이
컴퓨터용 메모리카드
컴퓨터용 백업드라이브
컴퓨터용 자기테이프장치
컴퓨터용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용 하드드라이브
컴퓨터용 하드디스크
코드화된 디스크
코드화된 또는 자기식 정보매체
코드화된 테이프
콤팩트디스크 및 DVD용 홀더
및 케이스
콤팩트디스크 전용 저장용기
콤팩트디스크용 저장용 월렛
콤팩트디스크용 케이스
콤팩트디스크용 홀더
테이프 드라이브
펌웨어 메모리 장치
플래시메모리카드
플래시메모리카드 리더기
플래시메모리카드 어댑터
플로피디스크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하드디스크 제어장치
하이브리드 드라이브
휴대용 플래시메모리기기
휴대폰용 외장 메모리

disk drives for computers
display for computer
memory card for computer
backup drives for computers
magnetic tape units for computers
floppy discs drives [for computers]
hard drives for computers
hard disks for computers
encoded discs
information carriers [encoded or
magnetic]
encoded tapes
holders and cases for compact discs
and DVDs
storage containers adapted for
compact discs
storage wallets adapted for compact
discs
cases for compact discs
holders adapted for compact discs
tape drives
firmware memory devices
flash memory cards
flash memory card readers
flash memory card adapters
floppy disks
floppy disc drives
hard discs
hard disk drives
hard disk controllers
hybrid drives
portable flash memory devices
external memory for cellphones

6. 비의료용 X-선 장치 (예시)
PCB용 X-선 검사장치
X-선 감지기
X-선 다이캐스팅 검사장치

X-ray inpection apparatus for PCB

X-선 보안 검사기계
X-선 분광장치 및 기구
X-선 식품이물질검사장치

x-ray security screening machines

X-선 제약 이물질 검사장치

X-ray apparatus for inspecting
foreign substances of medicine

X-선 주물 검사장치
X-선 형광분석기
공업용 방사선장치

X-ray casting inspecting apparatus

공업용 방사선투시스크린

radiology screens for industrial
purposes

디스플레이용 X-선검사장치

X-ray inpection apparatus for
display

보안용 전신 X-선 스캐너

full-body x-ray scanners for security
purposes

비의료용 X-선
비의료용 X-선 라미노그래픽
검사장치

X-ray not for medical purposes

X-ray detectors
X-ray diecasting inspection
apparatus
X-ray spectroscopes
X-ray apparatus for inspecting
foreign substances of food

X-ray fluorescence analyzers
radiological apparatus for industrial
purposes

X-ray laminographic inspection
apparatus, other than for medical
use

비의료용 X-선 발생장치
비의료용 X-선 분광학 기구
비의료용 X-선 분석기
비의료용 X-선 사진장치
비의료용 X-선 스캐너
비의료용 X-선 장치
비의료용 X-선 필름 영상장치
비의료용 X-선 필름 프레임
비의료용 X-선 필름 프로세서
비의료용 X-선 필름 홀더
비의료용 X-선관
비의료용 X-선발생장치 및
시설
비의료용 X-선방호장치
비의료용 단층 X선 사진촬영
장치
비의료용 레이저
산업용 X-선 검사장치
산업용 X-선 기계기구
산업용 X-선 발생장치
산업용 X선 장치
산업용 X-선관
산업용 레이저
전계방출 비의료용 X-선 관
절연매체의 전도성패턴 응용
분야용 레이저 추적기
형광 X선 분석장치

X-ray producing apparatus [other
than for medical use]
X-ray spectroscopy apparatus
[other than for medical use]
X-ray analyzers [other than for
medical use]
X-ray photographic apparatus, other
than for medical use
X-ray scanners [other than for
medical use]
X-ray apparatus not for medical
purposes
X-ray film imaging apparatus, other
than for medical use
X-ray film frames, other than for
medical use
X-ray film processors, other than for
medical use
X-ray film holders, other than for
medical use
x-rays tubes not for medical use
apparatus and installations for the
production of X-rays, not for medical
purposes
protection devices against X-rays,
not for medical purposes
tomographic instruments, other
than for medical use
lasers, not for medical purposes
X-ray testing apparatus for industrial
purposes
X-ray machines and apparatus for
industrial purposes
X-ray generating apparatus for
industrial purposes
industrial X-ray apparatus
X-ray tube for industrial purposes
lasers for industrial use
field emission X-ray tube not for
medical purposes
laser tracers for application of
conduction patterns to insulation
media
fluorescent X-ray analyzing
apparatus

7. 전자관, 자기탐지기, 음파 탐지기 (예시)
광학 전자탐지기
레이더탐지기
분실한 휴대폰 및 스마트폰을
찾기 위한 전자식 탐지기
음파센서
음파탐지기
음향측심기
음향측심장치
음향탐지기구
자기식 물체감지기
자기식 물체탐지기
자기탐지기
초음파 응용 측심기
초음파 응용 탐상기
초음파 응용 탐지기

optical electronic detector
radar detectors
electronic detector for finding lost
cellphones and smart phones
sonic sensors
sonars
echo sounders
echo sounding devices
sound locating instruments
magnetic object detector
magnetic object detectors
magnetometers
ultrasonic sounders
ultrasonic flaw detectors
ultrasonic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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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전자응용기계기구 (예시)

금고용 전자식 잠금 기구

3극 진공관
3차원 뷰어
4극(진공)관
ELD 패널
LCD 검사장비
LED 램프 및 조명 설비용
전자식 조정장치
LED용 광학필름
NFC 기반의 무선 키보드
NFC 단말기
NFC 리더기
NFC 칩이 내장되어 있는
자석홀더
NFC 태그
NFC 태그 확인 데이터 제공용
컴퓨터 하드웨어
OLED 검사장비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의 이상
유무 검사장비
PCB 검사장비
PCB용 검사장치
PCB용 비파괴 검사장치

금융거래 전자이체용 암호화
카드

RFID 카드
RFID 카드부착용 발광스티커
ROM 카드
TFT-LCD 패널
TV 세트용 동전작동식 기계
장치
가상현실용 고글
가이거 계산기
감열식 프린터 헤드
고체 레이저
광섬유 센서
광이온 탐지기
광자기 및 광학 데이터매체
광전관(光電管)
광학검사장비
광학기기 시뮬레이터
광학데이터링크
광학식 인코더
광학식 지형장치
광학식 프로그램 캐리어
광학식으로 기록되거나 또는
코드화된 정보의 반송용 라벨
근접식 키 태그
근태관리용 생체인식기
근태관리용 얼굴인식기
근태관리용 정맥인식기
근태관리용 지문인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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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odes
three dimensional viewers
tetrodes
ELD display panel
LCD inspection equipment
electronic control gears [ECGs] for
LED lamps and light fixtures
LED optical film
wireless keyboard based on NFC
NFC terminal
NFC reader
magnet holder incorporating NFC
NFC tag
computer hardware for providing
NFC tag identification data
OLED inspection equipment
detectors of anomalies of OLED
display panels
PCB inpection equipment
PCB inpection apparatus
non-destructive testing apparatus
for PCB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cards
luminous sticker for attaching RFID
card
read only memory [ROM] cards
TFT-LCD panel
coin-operated mechanisms for
television sets
virtual reality goggles
geiger counters
thermal printer heads
solid-state lasers
optical fibre sensors
photoionic detectors
magneto-optical and optical data
carriers
phototubes
optical inspecting equipment
simulator for optical devices
optical data links
optical encoders
topographic apparatus [optical]
programme carriers (Optical -)
labels carrying optically recorded or
encoded information
proximity key tag
biometric identification device for
time and attendance management
face identification device for time
and attendance management
vein identification device for time and
attendance management
fingerprint identification device for
time and attendance management

기계식 코딩장치
기계용 전자제어시스템
기계판독식 데이터매체
기계판독식 코드가 장착된 라벨
기계판독식 타임카드
네트워크 기반의 영상감시용
전자신호 송신기
대화형 DVD
데이터 및 메시지 무선 수신/
저장/송신용 전자식 장치
데이터 저장장치
데이터 처리 장치용 커플러
데이터 처리단말기
도터보드
동물식별용 전자식장치
동물용 비문 인식기
디스플레이 검사장비
디스플레이 패널 검사장치
디스플레이용 검사장치
디스플레이용 비파괴검사장치
디지털 신호 모니터
디지털 액자용 스킨
디지털 액자용 스탠드
디지털 액자용 커버
디지털 액자용 케이스
디지털 액자용 키보드
디지털 전자 멀티미디어 장치용
HDMI 인터페이스
디지털 전자 멀티미디어 장치용
포트
디지털 전자제어기
디지털 컬러복사기
디지털 포토뷰어
디지털 포토프린터
디지털 플로터
디지털사진틀
라디오용 열전자관
라벨리더(디코더)
래스터 영상처리기
레벨 변환기
레이저 기기(의료용은 제외)
레이저 카드
레이저 탐지기
레이저 판독 디스크
레이저 포인터

electronic locking mechanisms for
safes
encoded cards for use in relation to
the electronic transfer of financial
transactions
mechanised coding apparatus
electronic control systems for
machines
machine-readable data carriers
labels with machine-readable codes
time cards [machine readable]
electronic signal receiving apparatus
for monitoring video based on
network
interactive DVDs
electronic apparatus for wireless
reception, storage and transmission
of data and messages
apparatus for data storage
couplers [data processing equipment]
data processing terminals
daughterboards
electronic animal identification
apparatus
nose print readers for pets
display inspecting equipment
inspection equipment for display
panel
inpection apparatus for display
non-destructive testing apparatus
for displays
digital signage monitors
fitted plastic films known as skins for
covering and protecting digital photo
frames
stand for digital photo frames
cover for digital photo frames
cases for digital photo frames
keyboard for digital photo frames
HDMI interface for digital electronic
multi-media devices
ports for digital electronic
multi-media devices
digital electronic controllers
digital colour copiers
digital photo viewers
digital photo printer
digital plotters
digital photo frames
thermionic valves [radio]
label readers [decoders]
raster image processors
level converters
laser installations, other than for
medical use
laser cards
laser detectors
laser-readable discs
laser poi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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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메스(의료용은 제외)
레이저-소결을 이용한 모델링
장치
로터리 인코더
마이크로웨이브 감지기(레이더)
마이크로파 관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기
마이크로플레이트 판독기
메타버스용 인터페이스
모바일용 동작인식 동글
무기가이드용 적외선 장치
무기조준용 적외선 장치
무선 신용카드 조회기
무선 오디오 서버
무선 진공관
무선아이씨칩이 내장된 카드
무선주파수 식별스티커
무선주파수 인식(RFID) 라벨
무인 경비시스템
문자 검증기기
바우처 판독장치
반도체용 시뮬레이터
발광 분석기
발광 전자표시판
발광식 광고판
발광식 전자포인터
발광식 포인터
발전용 태양광패널
발전용 태양열 집열기
벽걸이용 전자식 광고판
보안카드 위조방지용 홀로그램

laser scalpels, other than for medical
use
modelling apparatus using laser
sintering

생체인증용 장치
생체인증용 판독기
선박 부착형 초음파 어패류 퇴치기

rotary encoders
microwave detectors [radar]
microwave tubes
microprocessor controls
microplate readers
interfaces for metaverse
dongle for motion recognition for
mobile
infrared devices for guiding
weapons
infrared devices for aiming weapons
wireless credit card readers
wireless audio servers
vacuum tubes for radios
card incorporating rf-ic-chip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stickers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labels
unmanned security system
character verification instruments
voucher reading apparatus
simulator for semiconductor
luminescence analyzers
luminous electronic indicators
illuminated advertising signs
light-emitting electronic pointers
luminous pointers
solar power panel for generation
solar collectors for electricity
generation
electronic advertisement board for
wall hangings
encoded hologram for preventing
the fabrication of security card

비밀번호 입력기
비의료용 모니터링장치

password input devices

비의료용 전기영동장치

electrophoresis apparatus, not for
medical purposes

비의료용 폴리그래프 기계

polygraph machines, not for medical
purposes

비조명용 전기식 방전관

electric discharge tubes, other than
for lighting

비파괴 검사장치
비행 시뮬레이션 장치
사이러트론(열음극 격자제어
방전관)
사이클로트론
사진전자분광 분석기(의료용은
제외)
산업용 무선단말기
산업용 비파괴검사장치

non-destructive testing apparatus

상품용 전자꼬리표

electronic tags for goods

monitoring apparatus, other than for
medical purposes

선박 부착형 초음파 해조류
퇴치기
선박용 데이터 수집장치
수동 적외선 탐지기
수송기계기구용 초음파 물체
탐지기
수송기계기구용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치
수중청음기계기구
스마트패드
스탠드형 실시간 광고판
스탠드형 전자식 광고판
신용카드 단말기
신원확인용 보안기능화된 카드
암호화 장치
액정디스플레이 장치가 부설된
태블릿PC용 케이스
액정디스플레이용 반사판
액정디스플레이용 시트의
표면 결함 측정 및 검사장치
액정모니터 커버
얼굴(화상)인식기
얼굴인식 기능을 갖는 전자잠금
장치
얼굴인식 보안 장비
얼굴인식 판독기
얼굴인식 확인시스템 장치
얼굴인식용 보안단말기
여권 위변조인식용 광학식
판독기
연동도어용 전자접근제어장치

biometric identification apparatus
biometric readers
fish and shellfish repelling devices
using ultrasonic wave for attaching
to ships
seaweed repelling devices using
ultrasonic wave for attaching to ships
data collecting apparatus for ship
passive infrared detectors
ultrasonic object detectors for use on
vehicles
head-up display apparatus for
vehicles
hydrophones
smart pad
stand type real time advertisement
panel
stand type electronic advertisement
panel
credit card terminals
cards encoded with security features
for identification purposes
encryption apparatus
tablet PC case incorporating liquid
crystal display apparatus
reflective plates for liquid crystal
displays
apparatus for measuring and testing
the surface defects of sheet for liquid
crystal displays
liquid crystal monitor cover
face recognition devices
electronic locking apparatus having
face recognition function
security equipment for face
recognition
reader for face recognition
indentification system apparatus for
face recognition
security terminal for face recognition
optical reader for recognizing
passport fabrication
electronic access control systems
for interlocking doors
thermomagnetic cut-out devices

thyratrons

열자기(熱磁氣) 차단 장치
열전자관
영상처리기
오토바이용 블랙박스
움직임 탐지기
위성위치확인시스템 또는
셀룰러 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한
분실 문서 위치확인용 전자장치

cyclotrons

유기 발광 다이오드 표시 장치
은행권용 광학보안장치

organic light-emitting diode displays

이미지 설정장치
이미지 신시사이저
이미지 안정장치
이미지 처리기기

image setting apparatus

flight simulation apparatus

photo electron spectroscopy
analyzers, not for medical purposes
pda for industrial purposes
non-destructive testing apparatus
for industrial purposes

thermionic valves
image processors
black box for motocycle
motion detectors
electronic devices used to locate lost
articles employing the global
positioning system or cellular
communication networks
optical security devices for
banknotes
image synthesizers
image stabilisers
apparatus for the processing of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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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처리용 전자카드
인공호흡훈련 시뮬레이터
인코드된 신원확인용 자석팔찌
인코드된 접착식 보안테이프
인코드된 키보드
자금 전자이체용 암호화 카드
자기식 드라이버
자기식 식별스트립
자기식 암호화 카드가 장착된
지불기기
자기식(磁氣式) 인코더
자기식/광학식 또는 전자식으로
기록되거나 또는 코드화된 정보의
반송용 라벨
자기식으로 기록되거나 또는
코드화된 정보의 반송용 라벨
자기장 발생기(의료용은 제외)
자기점착 인코드된 라벨
자기점착 자기식 라벨
자기제거장치
자동 출입보안장치
자동 출입통제 시스템
자동 출입통제 장치
자동밸브조절용 전자제어기
자동차용 전자식 무선도어
잠금장치
자전관(磁電管)
자체 동기 디지털 암호생성기
재무기록용 전자기계
적외선 건 조준기기
적외선 탐지기
적외선 필터
전광게시판
전광판
전기 또는 전자식 정보매체
전기식 문 닫힘 시스템
전기식 베이비모니터 장치
전기식 스코어 기록계
전기식 안전모니터링 장치
전기식 주감시 장치
전기식 지형장치
전기식 출입보안장치
전기식 출입통제 장치
전기식 프로세스 제어유닛
전기식 프로세스 컨트롤러
전기영동표시장치
전열블랭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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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cards for processing
images
resuscitation training simulators
encoded identification bracelets,
magnetic
security tapes (adhesive -)
[encoded]
keys (Encoded -)
encoded cards for use in relation to
the electronic transfer of funds
magnetic disk drives
identification strips [magnetic]
apparatus for payment with
magnetically encoded cards
magnetic encoders
labels carrying magnetically, optically,
or electronically recorded or encoded
information
labels carrying magnetically
recorded or encoded information
magnetic field generators, other
than for medical use
self-adhesive labels [encoded]
self-adhesive labels [magnetic]
demagnetisers
access security apparatus
(Automatic -)
access control systems (Automatic
-)
access control installations
(Automatic -)
valves (Electronic controls for
automatically operating -)
electronic keyless entry system for
automobiles
magnetrons
self-synchronizing digital encryptors
electronic machines for recording
financial operations
infrared gun sighting apparatus
infrared detectors
infrared filters
electric lighting notice boards
electronic display
information carriers [electric or
electronic]
electric door closing systems
electric baby monitoring apparatus
score recorders [electric]
safety monitoring apparatus [electric]
mains monitoring apparatus (Electric -)
topographic apparatus [electric]
access security apparatus (Electric
-)
access control systems (Electric -)
process control units [electric]
process controllers [electric]
electrophoretic displays
electric heat blankets for electronic
machines

전용회선 네트워크 관리용
출입 인터페이스
전자 스타일러스
전자 플로터
전자강의대
전자거래용 보안단말기

access interfaces for managed
private circuit networks

전자게시판
전자계산기(컴퓨터)용 외부
디스플레이
전자관
전자광고판
전자교환기
전자디코더
전자메모판
전자복사기
전자스포츠 트레이닝 시뮬레이터
전자식 가감속도장치
전자식 감시장치
전자식 개찰기

electronic notice boards

전자식 디지털 간판
전자식 모니터장치
전자식 문닫힘 시스템
전자식 및 광학식 보안라벨
전자식 밸류 스토리지 카드
전자식 보안태그
전자식 복권장치
전자식 속도조절기
전자식 스코어 기록계
전자식 심박수 기록기(의료용은
제외)
전자식 암호화 장치
전자식 움직임감지스위치
전자식 유아감시장치
전자식 적립카드
전자식 점수판
전자식 조립카드
전자식 주행제어기기
전자식 지형장치
전자식 진각장치
전자식 철자검사기
전자식 출입시스템
전자식 코드화장치
전자식 표시판
전자식 플로터
전자식 항법 및 위치제어기기
전자식 환율변환기
전자식으로 기록되거나 또는
코드화된 정보의 반송용 라벨
전자신문용 단말기
전자신문용 모니터장치

electronic styluses
electronic plotters
electronic lecterns
secure terminals for electronic
transactions
exterior display for electronic
calculator (computer)
electron tubes
electronic advertisement boards
electronic changers
electronic decoders
memo boards [electronic]
electronic photocopiers
electronic sports training simulators
electronic variable speed units
electronic surveillance apparatus
electronic automatic ticket
examination machines
electronic digital signboard
electronic monitoring apparatus
electrical and electronic control
apparatus for closing doors
electronic and optical security labels
electronic value storage card
electronic security tags
electronic lottery apparatus
electronic speed controllers
score recorders [electronic]
electronic heart rate recorders [other
than for medical use]
electronic encryption units
electronic motion sensitive switches
electronic baby monitoring devices
electronic member cards
electronic scoreboards
cards incorporating electronic
devices
electronic cruise control apparatus
topographic apparatus [electronic]
electronic timing control instruments
electronic spell-checkers
electronic entry systems
electronic coding units
electronic indicator panels
electronic flotter
electronic navigational and
positioning apparatus and
instruments
electronic currency converters
labels carrying electronically
recorded or encoded information
terminal for electronic newspaper
monitoring apparatus for electronic
news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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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호 송수신기

transmitters and receivers of
electronic signals

전자신호 송신기
전자신호 수신기
전자액자
전자얼굴인식장치

transmitters of electronic signals

전자영상처리장치
전자제어기
전자제어시스템
전자제어장치
전자지불 단말기
전자총
전자칠판
전자코드화된 신분확인 손목밴드

electronic imaging devices

전자타이머
전자태그
전자포획탐지기
전자표시판
정류관(整流管)
정전식 복사기
정품인증용 홀로그램
주차안내 발광표시장치
주차안내 전자기기
주차위치 확인 기록장치
주차위치 확인장치
중앙경보장치
증폭용 전자관
증폭용 튜브
지문복사기
지문인식 스캐너
지문인식 판독기
지문인증장치
지진탐광기계기구
지진탐지기
진공관
진행파관
집적 무선주파수 인식(RFID)
칩이 장착된 라벨
차량 고장 기록보관용 전자제어
기계기구

receivers of electronic signals
electronic picture frame
electronic face recognition
apparatus
electronic controllers
electronic control systems
electronic control units
electronic payment terminal
electron guns
electronic blackboard
electronically encoded identity
wristbands
electronic timers
electronic tags
electron capture detectors
electronic indicator boards
rectifier tubes
electrostatic copying machines
encoded hologram for genuine
product certification
luminous display apparatus for
parking information
electronic apparatus for parking
information
apparatus for recording parking
location identification
apparatus for parking location
identification
alarm central units
amplifying valves
amplifying tubes
fingerprint imagers
fingerprint scanners
fingerprint checking reader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s
seismic exploration machines and
apparatus
seismic detectors
vacuum tubes [radio]
travelling wave tubes
labels with integrate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chips
electronic controlling machine and
device for storing car accident
records

차량용 LCD 안내문 표시장치

LCD information display apparatus
for car

차량용 LED 안내문 표시장치

LED information display apparatus
for car

차량용 내비게이션 복합 블랙
박스 장치
차량용 블랙박스 거치대
차량용 외부알림 전자 표찰

complex black box apparatus for car
navigation

차량용 운행기록장치

operation recording apparatus for
car

black box stand for cars
electronic labels for use in
automobiles

차량항법장치용 컴퓨터
철자 검정기(檢定器)
체온 측정 키오스크
초음파 두께 측정기
초음파 본딩장치
초음파 차량탐지기
출입증 위조방지용 홀로그램

navigation computers for cars

출입통제 및 근태관리용 홍채
인식기
출입통제용 얼굴인식기

iris scanner for access control and
time and attendance management

출입통제용 정맥인식기

vein recognition device for access
control

출입통제용 지문인식기

fingerprint sensors for access
control

출입통제용 홍채인식기
카드 발급기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 버스(정보 전송 회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접속용
코드화된 카드
컴퓨터 카드어댑터
컴퓨터 하드웨어용 설치용 랙

iris scanner for access control

컴퓨터제어식 종이공급장치
케이블 점검용 전기제어패널
코드화된 기계판독식 트레이딩
카드
코드화된 바코드라벨
코드화된 식별스트립
코드화된 식별표지
코드화된 자기카드 판독기
크레디트카드 위변조인식용
광학식 판독기
크레디트카드 인코딩기
(컴퓨터주변장치)
크레디트카드 판독 및 재무
기록용 전자기계
크레디트카드 판독용 전자기계
크레디트카드기계
크레디트카드용 카드리더기
키보드 증폭기
태양광 검사장비

spelling verifiers
temperature checking kiosks
ultrasonic thickness gauges
thermosonic bonding apparatus
ultrasonic vehicle detectors
encoded hologram for preventing
the fabrication of pass

face recognition device for access
control

card issuers
computer monitors
computer buses
cards encoded to access computer
software
computer card adapters
mounting racks for computer
hardware
computer-controlled sheet-feeding
apparatus
electric control panels for checking
electric cables
trading cards [encoded- machine
readable]
bar code labels, encoded
identification strips [encoded]
identification labels [encoded]
magnetic coded card readers
optical reader for recognizing credit
card fabrication
credit card encoding machines
[computer peripherals]
electronic machines for reading
credit cards and recording financial
operations
electronic machines for reading
credit cards
credit card machines
card readers for credit cards
keyboard amplifiers
apparatus for inspecting
photovoltaic power

태양광 자동 추적센서
태양광패널용 시트의 표면
결함측정 및 검사장치

automatic solar tracking sensors

터치 센시티브 제어패널
터치센서시트
투명 유기발광 다이오드가
탑재된 디지털액자

touch sensitive control panels

판매시점 관리(POS)용 기기
판매시점 관리(POS)용 단말기

apparatus for measuring and testing
the surface defects of sheet for solar
panel
touch sensor sheet
digital photo frames incorporating
transparent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point of sale apparatus
point-of-sale termi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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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류 G390803
페인트 은폐력(隱蔽力) 확인용
전자차트
편광판용 광학용 필름
폐쇄회로
폐쇄회로 TV용 서버
폴리그래프
플래시카드 어댑터
항공전자공학기기용 센서
항공전자공학기기용 신호 표시기
해양구조물부착형 초음파
해조류퇴치기

electronic charts used to identify the
hiding-power of paint

헤드 탈자기장치
형광 분석기(螢光分析器)
홀로그래픽 필름
홀로그래픽판
홀로그램
홀로그램 보안장치
홀로그램디스크
홀로그램장치
홈네트워크용 월패드

head demagnetisers

optical film for polarizer
closed loop circuit boards
server for CCTV
polygraph machines
flash card adapters
aircraft avionic sensors
aircraft avionic annunciators
seaweed repelling devices using
ultrasonic wave for attaching to
marine structures
fluorescence analyzers
holographic film
holographic plates
holograms
holographic security apparatus
hologram disc
holography apparatus
wall-pads for home network

[제9류/G390804] 반도체, 반도체 소자, 집적회로
상품의 범위
◦ 반도체, 집적회로, 집적회로 칩
◦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 반도체 검사장치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로봇, 반도체가공기계(제7류/G390801)
- 전기측정기기, 자기측정기기, 전파측정기기(제9류/G3904)
- 전기음향영상기기(제9류/G390701)
- 전기통신기기(제9류/G390702)
- 데이터 처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제9류/G390802)
- 컴퓨터, 전자관, 태블릿 컴퓨터(제9류/G390803)

반도체 부품
반도체 시험용 탐침
반도체 장치
반도체 제조용 잉곳(주괴)

LED driving devices
LED dot matrix unit

반도체소자검사설비

LED modules, other than lighting
modules

반도체소자용 금속섬유

3D 집적회로
HD 그래픽 칩셋
LED 구동장치
LED 도트 매트릭스 유닛
LED 모듈

3D integrated circuits

LED 백라이트 스크린
LED 조명장치용 전자회로기판

LED backlight screens

LED 회로
LED용 냉각기
OLED
QLED

LED circuit

결정회선(決定回線)
고전류용 회로

decision circuits

유사상품 심사기준

반도체
반도체 검사장치
반도체 광증폭기
반도체 기억장치
반도체 발광소자 칩

반도체메모리
반도체메모리장치
반도체소자
반도체소자 부착용 전자파
나노소재 차폐필름

포함되는 상품(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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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다이오드
광반도체
광소자
광소자용 에피웨이퍼
광학브레드보드
구조화된 반도체웨이퍼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컴퓨터
접속용 애드온 회로기판
논리회로
다이오드
다이오드어레이
다층프린트된 배선판
단결정 실리콘웨이퍼
단일접합 트랜지스터
대규모 집적회로(LSI)
디스플레이 소자용 금속섬유
디스플레이 소자용 금속직물
디스플레이용 구동IC 및
PMIC
디지털 신호처리장치용 집적
회로
레이저 다이오드
마이크로칩
멀티칩 모듈
멀티프로세서 칩
무선통신용 집적회로

high definition graphic chipsets

electronic circuit board for LED
lighting apparatus

반도체소자용 금속직물
반도체소자용 금속파우더

coolers for LED

반도체소자용 완충기

organic light-emitting diodes [OLED]

반도체용 X-선 검사장치

quantum dot light-emitting diodes
[QLED]

반도체용 검사장치

circuits for heavy current

반도체용 비파괴검사장치

light diodes
photo-semiconductors
photoresistor
epitaxial wafer for photoresistor
optical breadboards
structured semi-conductor wafers
add-on circuit boards for connecting
computers to networking software
logic circuits
diodes
diode arrays
multilayer printed wiring boards
single-crystal silicon wafers
unijunction transistors
large scale integrated circuits
metal fabric for display element
metal textile for display element
driving IC and power management
IC (PMIC) for display
integrated circuits for use in digital
signal processors (dsp)
laser diodes
microchips
multichip modules
multiprocessor chips
integrated circuits for use in wireless
communications
semi-conductors
semiconductor testing apparatus
optical semiconductor amplifiers
solid-state memories
chip for semiconductor luminous
element
semiconductor component
probes for testing semi-conductors
semiconductor devices
ingots being prepared substrates for
the manufacture of semi-conductors
semi-conductor memories
semi-conductor memory units
semiconductor elements
shield film made of electronic wave
nano materials for attaching
semiconductor element
semiconductor elements inpection
equipments
metal fabric for semiconductor
element
metal textile for semiconductor
element
metal powder for semiconductor
element
shock absorbers for semiconductor
element
X-ray inspecting apparatus for
semiconductor
inspecting apparatus for
semiconductor
non-destructive testing apparatus
for semiconductor

9류 G390804
반도체용 시험 기구
반도체용 탄화규소 단결정
웨이퍼
반도체용 탄화규소 웨이퍼
반도체웨이퍼
반도체웨이퍼 검사장비
반도체장치용 캐리어테이프
용 커버필름
반도체전원소자
발광다이오드
발광다이오드 패키지
방사선 검출기용 전자회로기판
방사선 측정장치용 전자회로기판
배리스터(반도체 저항소자)
보안용 디지털 컴퓨터 칩
비디오 회로기판
비디오카메라용 연결회로
사이드 뷰 발광다이오드
사이리스터
스마트카드용 집적회로칩
신축성 프린트회로(回路)
실리콘 웨이퍼
실습용 회로기판
아날로그 회로(回路)
애드온 회로기판
양극 트랜지스터
여파기
연성회로기판
오디오 회로기판
웨이퍼 검사용기계기구
웨이퍼검사장비
유수(油水) 터미스터
인쇄 회로기판
인쇄된 전기회로
인쇄된 전자회로
인쇄회로 관련 세라믹 웨이퍼
인쇄회로 확장판
인쇄회로기판 시험용 어댑터
인쇄회로기판 접촉탐침
인쇄회로기판용 시험기구

testing equipment for
semiconductor
silicon carbide single crystal wafers
for semiconductor
silicon carbide wafers for
semiconductor
semiconductor wafers
semiconductor wafer inspection
apparatus
cover films for carrier tapes for
semi-conductor devices
semiconductor power elements
light-emitting diodes [LED]
light-emitting diodes [LED] package
electronic circuit board for radiation
detector
electronic circuit board for radiation
measuring apparatus
varistors
digital computer chip for security
video circuit boards
interface circuits for video cameras
side view led
thyristors
integrated circuit chips for use in
smart cards
flexible printed circuits
silicon wafers
circuit board for practice
analogue circuits
add-on circuit boards
bi-polar transistors
wave filter
flexible circuit boards
audio circuit boards
machine and equipment for
inspecting wafers
equipment for inspecting wafers
oil-water thermistors
printed circuit boards
printed electrical circuits
printed electronic circuits
ceramic wafers bearing printed
circuits
printed circuit expansion boards
test adapters for testing printed
circuit boards
printed circuit board contact probes
testing apparatus for testing printed
circuit boards

인쇄회로기판용 시험용 핀

test pins for testing printed circuit
boards

자동차 모터 제어 회로
전기다이오드
전기식 또는 전자식 회로
전기팬용 전자제어회로

automobile motor controlling circuit

전기회로
전기회로 및 회로기판

electric diodes
circuits [electric or electronic]
electronic control circuits for electric
fans
electrical circuits
electrical circuits and circuit boards

전기회로기판
전기회로용 네온광 표시기
전기히터용 전자제어회로

electrical circuit boards
neon light indicators for use in
electrical circuits
electronic control circuits for electric
heaters

전자 집적회로
전자 트랜지스터
전자논리회로
전자메모리 집적회로 칩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전자메모리장치
전자메모리회로
전자반도체
전자부품용 실리콘 칩
전자소자 모듈
전자소자용 에피웨이퍼
전자악기용 전자제어회로

electronic memory units

전자응용 반도체 패키지 검사용
기계기구
전자제어회로
전자칩
전자회로
전자회로기판
전자회로용 세라믹필터
전자회로용 적층형 필터
전자회로용 접속구
전자회로용 커넥터
전자회로판
정전기방지회로용 소자
정전압 다이오드
제어 회로(制御回路)
제어기 회로기판
중앙처리장치로부터 또는 중앙
처리장치로의 데이터 송신용
컴퓨터 칩셋
집적전자회로
집적회로
집적회로 메모리
집적회로 모듈
집적회로 베어링 장치 및 카드용
인쇄된 전자회로
집적회로 제조용 전자칩
집적회로가 내장된 회로기판
집적회로용 단결정 니오브산
리튬
집적회로용 단결정 니오브산
리튬 웨이퍼
집적회로용 시험봉 어셈블리
집적회로용 실리콘 웨이퍼
집적회로용 웨이퍼
초발광 레이저 다이오드
초소형회로

transistors [electronic]
electronic logic circuits
electronic memory integrated circuit
chips
electronic memory circuits
electronic semi-conductors
silicon chips [electronic components]
module for electronic element
epi wafer for electronic element
electronic control circuits for
electronic musical instruments
electronic application machine and
equipment for inspecting
semiconductor package
electronic control circuits
electronic chips
electronic circuits
electronic circuit board
ceramic filter for electronic circuit
laminated filter for electronic circuit
connections for electronic circuit
connectors for electronic circuits
electronic circuit boards
element for anti-static circuit
zener diodes
control circuits
controller circuit boards
computer chipsets for use in
transmitting data to and from a
central processing unit
integrated electronic circuits
integrated circuits
integrated circuit memories
integrated circuit module
printed electronic circuits for
apparatus and cards bearing
integrated circuits
electronic chips for the manufacturer
of integrated circuits
circuit boards provided with integrated
circuits
single crystal lithium niobate for
electronic circuit
single crystal lithium niobate wafers
for electronic circuit
test probe assemblies for integrated
circuits
silicon wafers for integrated circuits
wafers for integrated circuits
super luminescent laser diodes
microcirc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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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류 G390804
초점 조정(焦點調整) 회로
칩 발광다이오드
칩(집적회로)
칩세트
컴퓨터 칩셋
컴퓨터 회로기판
컴퓨터칩
탄화규소 다이오드
탑 발광다이오드
태양 전지용 웨이퍼
태양광 웨이퍼
터미스터
터미스터 탐침
통신회로기판 유닛

focusing circuits

트랜지스터
파워 발광다이오드
포토다이오드
포토레지스터
폴리머 발광다이오드
프린트회로(回路)
플렉시블 인쇄회로기판
플렉시블 인쇄회로기판용
방열부재
플렉시블 인쇄회로기판용
보강판(스테인리스제)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하이브리드 회로
회로기판
회로기판용 구리판
회로분배기
회로시험 기기
후막(厚膜) 하이브리드 집적
회로
후막(厚膜) 하이브리드 회로

transistors

LED chips
chips [integrated circuits]
chipset
computer chipsets
computer circuit boards
computer chips
silicon carbide diodes
top led
wafers for solar cells
solar wafers
thermistors
thermistor probes
telecommunications circuit board
units
power led
photodiodes
photoresistors
polymer light-emitting diodes [PLED]
printed circuits
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s
radiant heating member for 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s
shim plate of stainless steel for
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s
hybrid integrated circuits
hybrid circuits
circuit boards
copper panels for circuit boards
circuit distributors
circuit testing instruments
thick film hybrid integrated circuits
thick film hybrid circuits

[제9류/G3909] 전기플러그, 전기소켓, 자석
상품의 범위
◦ 전기플러그, 전기소켓
◦ 자석
◦ 위에 준하는 전기용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전기단자, 축전기(콘덴서)(제9류/G390102)
- 기폭용 플러그(제13류/G4202)
- 전기절연재료(제17류/G3909)

포함되는 상품(예시)
공업용 자석
냉음극관
냉장고자석
다중콘센트용 소켓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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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

magnets for industrial purposes
cold cathode tubes
fridge magnets
multi-outlet socket blocks

대음극(對陰極)
리프팅 자석
마그네틱 배지
마그네틱 접착식 보안테이프
마그네틱 필라멘트
마그네틱 필터
마이크로폰 플러그
산업용 및 상업용 콘센트
서지보호 콘센트
소거용 자석
스토핑플러그
실험실연구용 전극
안전용 콘택트플러그
양극
어댑터플러그
연료전지용 전극
영구자석
음극
음극보호기기
음극용 부식방지장치
이산화납전극
자석
자석심
장식용 냉장고 자석
장식용 자석
잭 플러그
전극
전기 콘센트 덮개
전기 콘센트 플레이트
전기블랭킹 플러그
전기소켓
전기식 소켓덮개
전기식 쉐이버 소켓
전기플러그
전기플러그 및 소켓
전원콘센트박스
전자석
전화기용 플러그
전화소켓 콘센트
집전극
초전도 자석장치
케이블 거치용 자석
타이머콘센트
텔레비전 소켓
투명 전극
패킷교환장치
페하 전극
평면 3극관
플러그 어댑터
확장 소켓
휴대용 소켓

anticathodes
lifting magnets
magnetic badges
security tapes (adhesive -)
[magnetic]
magnetic filaments
magnetic filters
microphone plugs
electrical outlets for industrial and
business purposes
surge protecting outlet
erasing magnets
stopping plugs
electrodes for laboratory research
safety contact plugs
anodes
adapter plugs
fuel cell electrodes
magnet
cathodes
cathodic protection apparatus
cathodic anti-corrosion apparatus
lead dioxide electrodes
magnets
magnetic cores
decorative refrigerator magnets
decorative magnets
jack plugs
electrodes
covers for electric outlets
electrical outlet plates, shaped
electric blanking plugs
electrical sockets
socket outlets (Electric -)
shaver sockets (Electric -)
electric plugs
electrical plugs and sockets
electrical power outlet boxes
electromagnets
phone plugs
telephone socket outlets
collectors, electric
superconductive magnet apparatus
magnet for cable stand
timer outlet
television outlets
transplant electrodes
packet switching apparatus
pH electrodes
planar triodes
plug adaptors
expansion socket
moveable sockets

9류 G450403
흑연전극
희토류계 자석

graphite electrodes
rare-earth magnets

운동용 마우스가드
운동용 휘슬
위급신호용 휘슬
잠수부용 노즈클립

mouth guards for athletic use
sports whistles
whistles for emergency signal
divers' nose clips

[제9류/G4302] 비디오게임 카트리지
상품의 범위

[제9류/G450403] 방호용 장갑

◦ 비디오게임카트리지

상품의 범위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오락 및 놀이용구(제28류/G4302)
- 컴퓨터 게임프로그램(제9류/G390802)

포함되는 상품(예시)
비디오게임 카트리지 및 카세트
비디오게임카세트
비디오게임카트리지
전자 게임장치용 게임 카트리지

video game cartridges and cassettes

컴퓨터 게임용 카트리지

computer game cartridges

video game cassettes
video game cartridges
games cartridges for use with
electronic games apparatus

◦ 특수한 환경에서 신체보호를 위해 착용하는 장갑
◦ 특수한 환경에서 청각보호를 위한 착용하는 귀마개
◦ 위에 준하는 방호용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유아용 종이 및 셀룰로오스제 기저귀, 유아용 직물제 기저귀
(제5류/G110303)
- 방화피복, 잠수복(제9류/G4507)
- 마사지용 장갑, 의료용 장갑(제10류/G450402)
- 절연용 장갑(제17류/G450403)
- 가사용 장갑, 광택용 장갑, 원예용 장갑(제21류/G450403)
- 목도리, 넥타이, 숄, 스카프, 방한용 귀덮개, 양말, 스타킹,
비전기식 보온용 발싸개, 방한용 장갑 (제25류/G450401)

[제9류/G430301] 다이빙 및 수영용 노즈클립(Nose clip)
상품의 범위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다이빙 보드(제6류/G430301)
- 금속제 텐트팩, 등산용 아이젠(제6류/G430302)
- 등산용 피켈(얼음도끼)(제8류/G430302)
- 비금속제 다이빙보드(제19류/G430301)
- 비금속제 텐트팩(제20류/G430302)
- 코펠(제21류/G430302)
- 등산 또는 캠핑용 텐트(제22류/G430302)
- 침낭(제24류/G430302)
- 스포츠의류(제25류/G430301)
- 스포츠용 매트(제27류/G430301)
- 신체단련기구, 신체재활기구(제28류/G430301)

포함되는 상품(예시)

다이빙용 부력주머니
복싱용 마우스가드
수영용 노즈클립
스쿠버다이빙용 레귤레이터
스포츠용 마우스가드
신호용 호각

공업용 X-선 방호장갑
방화용 장갑
사고 또는 부상방지용 안전장갑

◦ 다이빙 및 수영용 노즈 클립
◦ 스포츠용 호각
◦ 제9류에 속하는 스포츠용품

경보용 호각
다이버용 노즈클립
다이빙 및 수영용 노즈클립
다이빙용 부력보정기

포함되는 상품(예시)

whistles [warning apparatus]
nose clips for divers
nose clips for divers and swimmers
buoyancy compensator devices for
divers
buoyancy bladders for diving
mouth guards for boxing
nose clips for swimming
regulators for scuba diving
mouth guards for sports
signalling whistles

gloves for protection against X-rays
for industrial purposes
fire resistant gloves
safety gloves for protection against
accident or injury

사고 또는 상해방지용 안전장갑

safe gloves for protection against
accidents or damage

사고/방사선조사 및 화재용
장갑
사고방지용 내열장갑

gloves for protection against
accidents, irradiation and fire

사고방지용 내유 및 내화학장갑

oil and chemical resistant gloves for
protection against accidents

사고방지용 논슬립장갑

non-slip gloves for protection against
accidents

사고방지용 라텍스 고무 장갑

latex rubber gloves for protection
against accidents

사고방지용 목장갑

cotton gloves for protection against
accidents

사고방지용 비닐장갑

vinyl gloves for protection against
accidents

사고방지용 석면장갑

asbestos gloves for protection
against accidents

사고방지용 장갑

gloves for protection against
accidents

산업용 방호장갑
산업용 부상방지용 장갑

protective gloves for industrial use

산업용 청각보호구

ear protectors and ear protecting
devices for industrial purposes

실험용 일회용 라텍스제 장갑

disposable latex gloves for laboratory
use

실험용 일회용 장갑
실험용 일회용 플라스틱제 장갑

disposable gloves for laboratory use

heat-stable gloves for protection
against accidents

gloves for industrial purposes for
protection against injury

disposable plastic gloves for
laboratory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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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장갑(방호용에 한함)

welding gloves limited to those for
protection
gloves for divers

잠수용 장갑

[제9류/G450502] 보호헬멧

포수헬멧
풋볼헬멧

baseball catchers' helmets
football helmets

[제9류/G450603] 방독면, 방호용 마스크
상품의 범위

상품의 범위

◦ 작업용 안면보호기구
◦ 방독면
◦ 위에 준하는 얼굴보호용품

◦ 방호용 모자[헬멧]
◦ 위에 준하는 머리보호용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수술용 모자(제10류/G450102)
- 수영모자(제25류/G430301)
- 모자(제25류/G450501)

포함되는 상품(예시)
내염성 방한모
미식축구 헬멧용 턱끈

flame-retardant balaclavas

미식축구용 헬멧
보호헬멧
보호헬멧 전용 스포츠 백

helmets for American football

보호헬멧용 헤드기어
부상대비용 두개골보호대

headgear being protective helmets

부상대비용 스포츠활동용 모자

headwear for sporting activities for
protection against injury

부상대비용 헤드기어

headgear for protection against
injury

비의료용 신경헬멧

neural helmets, not for medical
purposes

사고 또는 부상방지용 보호모자

protective headgear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 or injury

사고/방사선조사 및 화재용
방한모
사고대비용 헤드기어

balaclavas for protection against
accidents, irradiation and fire

스노보드용 헬멧
스케이트보드용 헬멧
스키용 헬멧
스포츠용 보호헬멧
스포츠용 헤드가드
스포츠용 헬멧
승마헬멧
아이스하키용 헬멧
안전 모자
야구용 타격헬멧
어린이용 보호헬멧
오토바이 운전자용 보호헬멧
오토바이 운전자용 헬멧
오토바이용 헬멧
자전거용 헬멧
잠수용 헬멧
충격방지용 헬멧

snowboard helm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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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 straps for American football
helmets
protective helmets
sport bags adapted [shaped] to
contain protective helmets
skull guards for protection against
injury

headgear for protection against
accident
skateboard helmets
ski helmets
protective helmets for sports
head guards for sports
sports helmets
riding helmets
helmets for ice hockey
safety headwear
baseball batting helmets
protective helmets for children
protective helmets for motorcyclists
helmets for motorcyclists
motorcycle helmets
helmets for bicycles
diving helmets
crash helmets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화장용 마스크(제3류/G1201, S120907, S128302)
- 의료용 호흡마스크(제10류/G450602)
- 방한용 마스크(의류) (제25류/G450601)
- 펜싱용 마스크(제28류/G430301)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스마스크
공기여과가가 내장된 방진마스크
공기여과용 마스크
김서림 방지 안전용 고글
방독면

gas masks
dust masks incorporating air
purification
respirators for filtering air
anti-fogging safety goggles
respiratory masks, other than for
artificial respiration

방진 고글
방진마스크
방호용 마스크
보호용 바이저
보호헬멧용 페이스실드(안면
보호대)
비의료용 방독마스크 필터

dust protective goggles

비의료용 방호마스크

protective masks, not for medical
purposes

사고 또는 부상방지용 안면보호대

face guards for protection against
accident or injury

사고/방사선조사 및 화재용
페이스실드
스모크후드(구명기기)
안면보호용 실드
안전용 고글
용접 마스크
용접공 보호용 바이저
용접용 고글
용접용 헬멧
용접작업용 헬멧
작업용 안면보호기구
치아보호구
헬멧용 바이저
호흡기 보호용 오염방지 마스크

face-shields for protection against
accidents, irradiation and fire

호흡마스크
호흡마스크용 여과기

dust protective masks
protection masks
protective visors
protective face-shields for protective
helmets
respiratory mask filters
[non-medical]

smoke hoods [life saving apparatus]
face-protection shields
safety goggles
welding masks
visors for the protection of welders
welding goggles
welding helmets
solderers' helmets
workmen's protective face-shields
teeth protectors
visors for helmets
anti-pollution masks for respiratory
protection
breathing masks
filters for respiratory masks

9류 G510101

[제9류/G4507] 방화 피복
상품의 범위
◦ 특수한 환경에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피복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방수용 피복(제25류/G4513)

포함되는 상품(예시)
반중력 슈트
방사선 보호피복
방탄용 방호복
방화용 비행복
방화용 석면피복
방화피복
부상방지용 방호복
부상방지용 피복
비행용 감열복
비행용 보호복
사고 또는 부상방지용 가슴
보호구(스포츠 용품 제외)
사고 또는 부상방지용 가죽옷
사고 또는 부상방지용 감열
보호기(의류)
사고 또는 부상방지용 감열복
사고 또는 부상방지용 방호복
사고 또는 부상방지용 보호슈트
사고 또는 부상방지용 전열식
피복
사고/방사선 조사 및 화재용
바지
사고/방사선 조사 및 화재용
양말
사고/방사선 조사 및 화재용
재킷
사고/방사선조사(照射) 및
화재대비용 피복
사고대비용 피복

통풍 슈트
화학물질 및 방사선 보호피복
화학물질 보호피복

anti-gravity suits
clothing for protection against
radiation
protective clothing [body armour]

diving suits
divers' life jackets
divers' boots
upper clothes for diving
shorts for diving
protective clothing made from ballistic
resistant materials
ventilation suits
clothing for protection against
chemicals and radiation
clothing for protection against
chemicals

[제9류/G510101] 음반, 음악이 수록된 전자매체

fire-resistant flying suits
asbestos clothing for protection
against fire
garments and clothes for protection
against fire
protective clothing for the prevention
of injury
clothes for protection against injury
thermal suits for aviators
protective suits for aviators
chest protectors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 or injury [other than
specifically adapted for sport]
leather clothing for protection against
accident or injury
thermal protective aids [clothing] for
protection against accident or injury
thermal suits for protection against
accident or injury
protective work clothing [for
protection against accident or injury]
protective suits [against accident or
injury]
electrically heated clothing for
protection against accident or injury
trousers for protection against
accidents, irradiation and fire
socks for protection against accidents,
irradiation and fire
jackets for protection against
accidents, irradiation and fire
clothing for protection against
accidents, irradiation and fire
clothing for protection against
accidents

사고방지 또는 부상방지용 절
연피복
사고방지용 반사피복

insulated clothing for protection
against accident or injury

사고방지용 야광복

reflective clothing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s

소방복
스쿠버다이빙용 잠수복
실험실 전용 피복

fire fighting clothing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한 사고
또는 부상방지용 보호피복

잠수복
잠수부용 구명조끼
잠수부용 부츠
잠수용 상의
잠수용 쇼츠
탄도저항소재로 만든 방호복

reflective apparel and clothing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s

wetsuits for scuba diving
clothing especially made for
laboratories
articles of protective clothing for
wear by motorcyclists for protection
against accident or injury

상품의 범위
◦ 음반(레코드판)
◦ 음악이 수록된 전자기록 매체
◦ 위에 준하는 음악용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전기축음기, 레코드플레이어, 레코드플레이어용 바늘, 레코드플레
이어용 바늘교환장치, 레코드플레이어용 속도조절기, 레코드플레이
어용 톤암(제9류/G390701)
- 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CD-ROM (제9류/G390803)
- 악기, 연주보조용품(제15류/G510102)

포함되는 상품(예시)
LP 레코드
MP3 인터넷 웹사이트로부터
내려받기 가능한 디지털 음악
MP3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내려받기 가능한
디지털 음악
기록된 광디스크 및 광자기
디스크(음악인 것)
기록된 비디오 디스크(음악인 것)
기록된 비디오 레코딩(음악인 것)
내려받기 가능한 뮤직파일
내려받기 가능한 벨소리
내려받기 가능한 벨소리 파일
내려받기 가능한 음악 파일
내려받기 가능한 음악녹음물

LP records
digital music [downloadable]
provided from MP3 Internet websites
downloadable digital music provided
from MP3 Internet websites
pre-recorded optical and magnetooptical discs (of music)
pre-recorded video discs (of music)
pre-recorded video recordings (of
music)
downloadable music file
downloadable ring tones
downloadable ringtone file
downloadable music files
downloadable musical sound
recordings

내려받기 가능한 음악이 수록된
전자엽서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악보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음향
내려받기 가능한 전화벨소리
녹음된 MP3 파일(음악인 것)
녹음된 오디오 레코딩(음악인 것)

electronic postcard featuring
downloadable music

녹음된 테이프(음악인 것)
디스크 형태의 음악녹음물

pre-recorded tape (of music)

electronic sheet music, downloadable
downloadable electronic sound
downloadable telephone ring tones
recorded MP3 file (of music)
pre-recorded audio recordings (of
music)
musical recordings in the form of
dis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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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드(음향기록물)
뮤지컬 음악녹음물
뮤직비디오 기록물
뮤직비디오가 녹화된 DVD
뮤직비디오가 녹화된 테이프
오디오레코딩용 광디스크
음반
음악 녹음물시리즈
음악 레코딩
음악 레코딩 칩
음악 및 예술행위 관련 오디오
및 비디오 기록물
음악 및 음악공연물이 수록된
CD
음악 및 음악공연물이 수록된
DVD
음악공연이 수록된 DVD

records [sound recordings]

음악공연이 수록된 MP3

MP3s featuring musical
performances

음악공연이 수록된 비디오디스크

prerecorded video disks featuring
musical performances

음악공연이 수록된 비디오카세트

video cassettes featuring musical
performances

음악공연이 수록된 비디오테이프

video tapes featuring musical
performances

음악공연이 수록된 전자매체

electronic media featuring music
performance
compact discs featuring music

음악을 기록한 콤팩트디스크
음악을 수록한 내려받기 가능한
비디오기록물
음악을 수록한 오디오기록물
음악이 기록된 DVD
음악이 기록된 광디스크
음악이 기록된 레코드판
음악이 기록된 미니디스크
음악이 기록된 비디오카세트
음악이 기록된 비디오테이프
음악이 기록된 오디오테이프
음악이 기록된 카세트
음악이 기록된 테이프
음악이 녹음된 디스크
음악이 녹음된 오디오테이프
음악이 녹음된 콤팩트디스크
음악이 수록된 비디오테이프
음악이 수록된 전자매체
음악저장용 레이저 디스크
음악카세트
음악콘서트가 수록된 전자매체
음악콘텐츠가 녹음된 DVD
음악테이프
음향 기록용 디스크
이동전화기용 내려받기 가능한
벨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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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

musical sound recordings
musical video recordings
DVD recording music video

인터넷으로부터 내려받기
가능한 디지털음악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또는
인터넷으로부터 내려받기
가능한 디지털 음악

digital music downloadable from the
Internet
digital music downloadable
provided from a computer database
or the internet

tape recording music video
optic discs carrying audio recordings
phonograph records

[제9류/G510102] 메트로놈

series of musical sound recordings

상품의 범위

music recordings
chips containing musical recordings
audio and video recordings featuring
music and artistic performances
CD featuring music and music
performances
DVD featuring music and music
performances

◦ 메트로놈(Metronomes)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전기축음기, 레코드 플레이어(제9류/G390701)
- 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CD-ROM (제9류/G390803)
- 악기, 연주보조용품(제15류/G510102)

DVDs featuring musical
performances

downloadable video recordings
featuring music
audio recordings featuring music
pre-recorded DVDs featuring music
optical disks featuring music
phonograph records featuring music
pre-recorded mini-discs of music
prerecorded video cassettes
featuring music
prerecorded music videotapes
audio tapes featuring music
pre-recorded music cassettes
tape recordings of music
recorded discs bearing sound
pre-recorded music audio tapes
pre-recorded music compact discs

포함되는 상품(예시)
메트로놈
전자식 메트로놈

metronomes
electronic metronomes

[제9류/G520101] 자기식 ID카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음악이 아닌 것이 수록된 전자
매체
상품의 범위
◦ 자기식 ID카드
◦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음악이 아닌 것이 수록된 전자매체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음악이 수록된 전자매체(제9류/G510101)
- 인쇄물(서적 및 정기간행물은 제외)(제16류/G520102)

포함되는 상품(예시)
IC 카드
IC칩이 내장된 교통카드
IC칩이 내장된 신용카드
RFIC 카드
공 IC 카드

sound registering discs

공(空) 스마트카드
기록된 광디스크 및 광자기디
스크 (음악이 아닌 것)
기록된 데이터 파일
기록된 동영상비디오
기록된 비디오 레코딩 (음악이
아닌 것)
기록된 운동 DVD
기록된 피트니스 DVD
내려받기 가능한 디지털영상물

downloadable ring tones for mobile
phones

내려받기 가능한 만화영화 파일

prerecorded video tapes featuring
music
pre-recorded music electronic media
laser discs for use in storing music
musical cassettes
electronic media featuring music
concert
pre-recorded DVDs of music
contents
music tapes

integrated circuit cards
transportation card incorporating IC
chip
credit card incorporating IC chip
RFIC card
blank integrated circuit cards [blank
smart cards]
blank smart cards
pre-recorded optical and magnetooptical discs (of non-music)
recorded data files
prerecorded motion picture videos
pre-recorded video recordings (of
non-music)
prerecorded exercise DVDs
prerecorded fitness DVDs
downloadable digital video
recordings
downloadable animation files

9류 G520101
내려받기 가능한 비디오기록물
내려받기 가능한 비디오파일
내려받기 가능한 애니메이션
내려받기 가능한 엽서
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 파일
내려받기 가능한 인쇄용 폰트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명함

downloadable video recordings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그래픽

downloadable computer graphics

내려받기 가능한 포스터
내려받기 가능한 화상
녹음된 디스크(음악이 아닌 것)
녹음된 오디오 레코딩 (음악이
아닌 것)
녹음된 카세트(음악이 아닌 것)
녹음된 콤팩트 디스크(음악이
아닌 것)
녹음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녹화된 CD(음악이 아닌 것)
녹화된 DVD(음악이 아닌 것)
녹화된 비디오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downloadable posters

드라마가 녹화된 DVD
드라마가 녹화된 전자매체

DVD recording soap opera

마그네틱 상품권
만화가 기록된 비디오카세트

magnetic gift certificates

만화영화가 녹화된 비디오
디스크 및 비디오테이프
만화영화가 녹화된 비디오
디스크
만화영화가 녹화된 비디오
테이프
모바일폰용 내려받기 가능한
이모티콘
무선전화기용 스마트카드
미기록 자기카드
보안 칩 기술을 실행하는 스마트
카드
생체인증용 신분카드
스마트칩이 내장된 신용카드
스마트카드(IC카드)
시청각 프레젠테이션 설계용
내려받기 가능한 템플릿

video disks and video tapes with
recorded animated cartoons

암호화된 자기식 직불카드
암호화된 현금인출카드
애니메이션이 기록된 비디오
테이프 및 비디오디스크
영상음향 레코딩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물\
(테니스와 관련된 것)
우편발송용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연하장

magnetically encoded debit cards

downloadable video files
downloadable animation
downloadable postcards
downloadable image files
downloadable printing fonts
downloadable electronic business
card

downloadable image
pre-recorded disc (of non-music)
pre-recorded audio recordings (of
non-music)
pre-recorded casette (of non-music)
pre-recorded compact discs (of
non-music)
pre-recorded tape (of non-music)
recorded CDs (of non-music)
recorded DVDs (not of music)
recorded videotapes (other than
music)
recorded tapes (not of music)
electronic media recording soap
opera
prerecorded video cassettes
featuring cartoons

video disks with recorded animated
cartoons
video tapes with recorded animated
cartoons
downloadable emoticons for mobile
phones
smart cards for wireless telephones
unrecorded magnetic card
smart card for conducting security
chip technology
biometric identity cards
credit card incorporating smart chip
smart cards [integrated circuit cards]
downloadable templates for
designing audiovisual
presentations
cash cards [encoded]
videotapes and video disks recorded
with animation
image/sound recordings
audio and video recordings about
tennis
downloadable electronic greeting
cards for sending by regular mail

웹캐스트 형태의 오디오북
음악이 아닌 것이 기록된 오디오
테이프
이동전화기용 내려받기 가능한
그래픽
이미지가 수록된 디스크
인쇄 활자체가 저장된 데이터
기억매체
인코드 또는 자기(磁氣)로 된
은행카드
자기 코드화된 신용카드
자기(磁氣) 스트립카드
자기띠 크레디트카드
자기식 ID카드
자기식 교통카드
자기식 기록된 데이터
자기식 밸류 스토리지 카드
자기식 선불카드
자기식 수표보증 및 데빗카드

audio book in the form of webcast

자기식 신용카드
자기식 여행 및 오락카드

magnetic charge cards

자기식 은행카드
자기식 인쇄된 은행카드
자기식 인쇄된 현금카드
자기식 인코딩된 지불카드

magnetic bank cards

자기식 전철표
자기식 전화카드
자기식 지불카드
자기식 직불카드
자기식 진료카드
자기식 철도표
자기식 코드화된 데이터반송용
카드
자기식 크레디트카드
자기식 타임카드
자기식 트레이딩 카드
자기식 현금인출카드
자기식(磁氣式) 신분카드
자기식으로 부호화된 선불식
무선 서비스 전화카드
자기식으로 암호화된 기프트카드
전자 ID카드
전자기록데이터
전자기록데이터가 기록된 카드

magnetic railroad tickets

전자식 교통카드
전자식 신용카드
전자식 크레디트카드
전자전송수단에서 제공되는
내려받기 가능한 인쇄활자

electronic transportation card

전자화폐 기능이 내장된 IC카드

IC cards incorporating functions of
electronic money payment

prerecorded non-musical audio
tapes
downloadable graphics for mobile
phones
recorded discs bearing images
data carriers containing stored
typographic typefaces
banking cards [encoded or magnetic]
magnetically encoded credit cards
magnetic strip cards
credit cards with a magnetic strip
magnetic identifying cards
magnetic transportation card
recorded data [magnetic]
magnetic value storage card
magnetic pre-paid cards
magnetic cheque guarantee and
debit cards
magnetic travel and entertainment
cards
printed bank cards [magnetic]
printed cash cards [magnetic]
payment cards being magnetically
encoded
magnetic telephone cards
magnetic payment cards
magnetic debit cards
magnetic medical card
magnetic train ticket
magnetically encoded cards for
carrying data
magnetic credit cards
time cards [magnetic]
trading cards [magnetic]
cash cards [magnetic]
identity cards, magnetic
magnetically encoded prepaid
wireless services calling cards
magnetically encoded gift cards
electronic identification cards
data recorded electronically
cards bearing electronically
recorded data
electronic charge cards
electronic credit cards
printing fonts that can be
downloaded provided by means of
electronic transmission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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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류 G520101
집적회로 신용카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버스카드
(스마트카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음악이 아닌 것이 수록된 전자
매체
코드화된 IC카드
코드화된 또는 자기식 출입통제
카드
코드화된 로열티카드
코드화된 선불형 자기식카드
코드화된 스마트카드
코드화된 신분카드
코드화된 은행카드
코드화된 인쇄된 은행카드
코드화된 인쇄된 카드
코드화된 인쇄된 현금카드
코드화된 자기카드
코드화된 전화카드
코드화된 타임카드
크레디트카드
판매거래용 암호화된 카드
플라스틱 비자기식 IC카드
학습내용이 수록된 콤팩트디스크
홀로그래픽 영상

credit card for intergrated circuit
bus cards (smart cards)
incorporating intergrated circuit chip
pre-recorded non-musical electronic
media, excluding computer software
encoded integrated circuit cards
access control cards [encoded or
magnetic]
encoded loyalty cards
encoded prepaid magnetic cards
encoded smart cards
encoded identity cards
coded bank cards
printed bank cards [encoded]
printed cards [encoded]
printed cash cards [encoded]
encoded magnetic cards
encoded telephone cards
time cards [encoded]
credit cards
encoded cards for use in point of sale
transactions
plastic non-magnetically coded IC
cards
compact disc featuring curriculums
holographic images

상품의 범위
◦ 내려받기 가능한 티켓
◦ 내려받기 가능한 쿠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티켓(제16류/G520102)

포함되는 상품(예시)

내려받기 가능한 쿠폰
내려받기 가능한 티켓

downloadable mobile gift certificates
downloadable mobile coupons
downloadable electronic gift
certificates
downloadable coupon
downloadable ticket

상품의 범위
◦ 빛에 노출된 필름(노광 필름)
◦ 영화 필름
◦ 위에 준하는 필름

유사상품 심사기준

감광미디어(노광(露光)된 필름)

photosensitive media [films, exposed]

기록된 영화용 필름
노광(露光)된 X-선필름
노광(露光)된 X-선필름
(의료용은 제외)
노광(露光)된 감광복사필름

prerecorded motion picture films

노광(露光)된 감광필름
노광(露光)된 마이크로필름
노광(露光)된 사진슬라이드
노광(露光)된 사진판
노광(露光)된 사진필름
노광(露光)된 슬라이드필름
노광(露光)된 영화필름
노광(露光)된 필름
노광된 감광복사판

sensitized films, exposed

노광된 카메라필름
만화영화
비의료용 X-선 감광필름

exposed camera film

비의료용 X-선사진

X-ray photographs, other than for
medical purposes

비의료용 노광된 X-선 플레이트

X-ray plates [exposed] other than for
medical use

사진미디어(노광(露光)된 필름)

photographic media [films, exposed]

사진용 음화
슬라이드필름
영사된 필름
영화필름
영화필름 형태의 만화영화

photographic negatives

오버헤드 프로젝터용 투명필름
(노광(露光)된 사진)
포토마스크
포토마스크 원반

transparent films [photographic,
exposed] for overhead projectors

X-ray films, exposed
exposed X-ray films, other than for
medical use
reprographic films (sensitised -)
[exposed]
sensitized microfilms, exposed
exposed photographic slides
photographic plates [exposed]
photographic film [exposed]
exposed slide films
cinematographic film, exposed
films, exposed
reprographic plates (sensitised -)
[exposed]
animated cartoons
X-ray sensitive films [other than for
medical use]

slide film
projected films
cinematographic films
animated cartoons in the form of
cinematographic films

photomasks
photomask blanks

downloadable mobile tickets

[제9류/G5204] 노광(露光)된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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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노광(未露光) 감광영화필름(제1류/G3404)
- 인화된 사진, 청사진(제16류/G5204)

포함되는 상품(예시)

[제9류/G520102] 내려받기 가능한 티켓, 내려받기
가능한 쿠폰

내려받기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
내려받기 가능한 모바일 쿠폰
내려받기 가능한 모바일 티켓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상품권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제9류/G5206]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출판물
상품의 범위
◦ 서적, 신문 등 출판/인쇄물을 전자기록매체로 수록한 것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디지털 음악파일 처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제9류/G390802)
- 내려받기 가능한 음악파일(제9류/G510101)
- 서적, 정기간행물(제16류/G5206)

9류 G5206
포함되는 상품(예시)
기록된 전자문서
내려받기 가능한 골프 교육 관련
전자서적
내려받기 가능한 도로지도
내려받기 가능한 디지털사진
내려받기 가능한 디지털서적
내려받기 가능한 유아용 서적
시리즈
내려받기 가능한 음악 및 연예
관련 브로슈어 출판물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사진첩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데이터시트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동화책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매뉴얼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문서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브로슈어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사진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서적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신문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앨범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잡지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정기간행물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지도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학습지
내려받기 가능한 출판물
인터넷으로부터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형태의 주간 출판물
잡지 형태의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출판물
전자적 형태의 컴퓨터 문서
전자전화번호부를 수록한
CD-ROM
전자형태의 지시 매뉴얼
전자형태의 훈련가이드
컴퓨터 디지털 지도
컴퓨터 프로그램 형태의 트레이닝
매뉴얼
컴퓨터매체에 기록된 전자출판물
플로피디스크 또는 CD-ROM에
저장된 운영 및 사용자지침서
(컴퓨터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용
디지털 형태)

recorded electronic documents
downloadable electronic books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downloadable road maps
downloadable digital photographs
digital books downloadable from the
Internet
downloadable series of children’s
books
downloadable electronic brochure
regarding music and entertainment
downloadable electronic photo
books
electronic publications,
downloadable
downloadable electronic technical
data sheets
downloadable electronic fairytale
books
downloadable electronic manuals
downloadable electronic
documents
downloadable electronic brochure
downloadable electronic photos
downloadable electronic books
downloadable electronic newspapers
downloadable electronic album
downloadable electronic magazines
downloadable electronic periodicals
downloadable electronic maps
downloadable electronic study
books or papers
downloadable publications
weekly publications downloaded in
electronic form from the internet
downloadable electronic publications
in the nature of magazines
computer documentation in
electronic form
CD-ROMs containing electronic
telephone directories
instruction manuals in electronic
format
training guides in electronic format
computer digital maps
training manuals in the form of a
computer program
electronic publications recorded on
computer media
operating and user instructions
stored in digital form for computers
and computer software, in particular
on floppy disks or CD-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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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용, 내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기계기구; 의지(義肢), 의안(義眼) 및
의치(義齒); 정형외과용품; 봉합용 재료; 장애인용 치료 및 재활보조장치;
안마기; 유아수유용 기기 및 용품; 성활동용 기기 및 용품
(Surgical, medical, dental and veterinary apparatus and instruments; artificial limbs,
eyes and teeth; orthopedic articles; suture materials; therapeutic and assistive
devices adapted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massage apparatus; apparatus, devices
and articles for nursing infants; sexual activity apparatus, devices and articles)

본류에는 주로 사람 및 동물의 기능 또는 질환의 진단, 치료 또는 개선을 위해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외과용, 의료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장치, 도구 및 용구가 포함된다.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지지용 붕대 및 정형외과용 붕대
- 의료용 특수의복(예: 압박복, 정맥류용 스타킹, 의료용 구속복, 정형외과용 신발)
- 월경, 피임 및 분만용 용품, 기구 및 장치(예: 월경용 컵, 페서리, 콘돔, 분만용
매트리스, 의료용 집게)
- 인공 또는 합성재료로 만든 이식용 치료 및 보철용 용품 및 장치(예: 인공물질로
구성된 외과수술용 이식물(移植物), 인조가슴, 뇌 맥박조정기, 생분해성 뼈고정
이식물)
- 의료전용비품(예: 의료용 또는 치과용 팔걸이의자, 의료용 에어매트리스, 수술대)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의료용 붕대 및 흡수성 위생용품(예: 깁스, 붕대 및 붕대용 거즈(가제), 수유용
패드, 유아용 및 실금용 기저귀, 탐폰(제5류))
- 외과수술용 이식물(생체조직)(제5류)
- 담배잎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용 권연(제5류) 및 전자담배(제34류)
- 휠체어 및 기동형 스쿠터(제12류)
- 안마대 및 병원용 침대(제20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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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기
(massage apparatus)

G110101, N10001
G390602

전기작동식 마사지기
(electrically operated massagers)

【포괄상품명칭 목록】
포괄상품명칭
고주파 전기요법 장치
(high frequency electric therapy
apparatus)

유사군코드 (구)포괄코드
G110101, N10003
G110102

고주파 전자기요법 장치
(high frequency electromagnetic
therapy apparatus)

진동안마장치
(vibromassage apparatus)

[제10류/G110101]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의료용
팔찌, 류머티즘방지 반지
상품의 범위
◦ 사람 또는 동물의 진단/수술/치료를 위해 주로 병의원에서 사용하
는 기계나 기구(검사 및 진단기구)
◦ 진단/수술/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주로 병의원에서 환자의 처
치에 사용하는 기계나 기구(수술 및 치료용 기계기구)
◦ 환자의 수술/치료를 위하여 의사에 의해 처치되거나 의사의 지
도에 따라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의료용 보조/교정 기구)
◦ 위에 속하는 의료용 기기의 부품 또는 부속품
◦ 위에 준하는 의료 또는 수의과용 기기

의료/치과 또는 수의과용 수술기기
(surg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medical, dental or veterinary use)
의료기구
(medical instruments)
의료기기
(med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의료용 및 치과용 팔걸이의자
(armchairs for medical or dental
purposes)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DNA칩, 투약용 디스펜서(제9류/G110101)
- 비의료용 레이저, 비의료용 X-선 장치(제9류/G390803)
- 치과용 기기(제10류/G110102)
- 가정용 전기마사지기(제10류/G390602)
- 치과용 오븐(제11류/G110102)
- 휠체어(제12류/G110101)

의료용 수술기기
(surg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medical use)
의료용 장치
(medical apparatus)
의지/의안 및 의치
(artificial limbs, eyes and teeth)

협의의 포괄명칭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저주파 전기요법 장치
(low frequency electric therapy
apparatus)

포함되는 상품(예시)

저주파 전자기요법 장치
(low frequency electromagnetic
therapy apparatus)

1. 검사 및 측정기구 (예시)
DNA 분석용 수의과용 기기

치과용 및 의료용 X-선 장치
(X-ray appliances for dental and
medical use)

RNA 분석용 의료기기(치과용
제외)

정형외과용품
(orthopedic articles)

G110101, N10002
G110301

마사지 볼
(massage balls)

G110101, N10001
G390602

마사지기
(massaging apparatus for personal use)
목 및 어깨용 마사지기
(massage apparatus for neck and
shoulders)
발 마사지기
(foot massagers)
신체용 안마기
(body massagers)

med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other than for dental purposes

S자 결장경
가정용 당뇨 모니터링용 의료
검사키트
각막계
간질환 측정기
감염질환 검사용 의료기구
강성내시경
검경(檢鏡)
검안경
검안용 기계기구
검안용 기구
검안용 진료대
검영기

veterinary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DNA analysis
med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RNA analysis (other than for
dental purposes)
sigmoidoscopes
medical test kits for diabetes
monitoring for home use
keratometers
liver disease measuring apparatus
medical instruments for infectious
disease testing
rigid endoscopes
speculae
ophthalmoscopes
eye testing machines and apparatus
eye testing apparatus
examining tables for eye testing
skiasco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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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이경(檢耳鏡)
검이경(檢耳鏡)용 검경
결핵 자동 진단용 의료장치
경기(鏡器)
고정 의료용 내시경
골밀도 진단기
골밀도 측정기
골반계측기(骨盤計測器)
골중미네날함량 측정용 뼈
탐지기
관절경 검사용 풍선
관절경 관주기구
광의료 검사기구
기도내 이산화탄소 탐지용
의료장치
내과용 내시경
내시경
내시경 검사용 가구
내시경 검사용 기계 테이블
내시경 검사용 기계대
내시경 검사용 카메라
내시경 검사용 화학발광식 광원
내시경 진단용 탄산가스 취입기
내시경 초음파장치
내시경 치료용 탄산가스 취입기
내시경 폐쇄 풍선
내시경용 광원장치
내시경용 의료장치
내시경용 카메라 헤드
내시경용 홀더
내시경장치
뇌 맥박조정기
뇌 산소포화도 측정기
뇌파 의료 측정기기
뇌파기록기
뇌파빈도 분석용 기기
뇌혈관 질병 진단용 기기
뇨분석기계기구
눈 동맥혈류 측정용 장치

otoscopes
specula for otoscopes
medical apparatus for automatic
diagnosis of tuberculosis
speculums
rigid medical endoscopes
bone density diagnosis
bone densitometer
pelvimeters
bone detectors for the measurement
of bone mineral content
balloons for use in arthroscopy
arthroscopy irrigation instruments
optomedical examination
instruments
medical apparatus for detecting
carbon dioxide in the airways
medical endoscopes
endoscopes
furniture for endoscopic
examination purposes
endoscopic instrument tables
endoscopic instrument stands
endoscopy cameras
chemiluminescent light sources for
use in endoscopy
co2 insufflators for endoscopic
diagnosis
endoscopic ultrasound devices
co2 insufflators for endoscopic
therapy
endoscopic occlusion balloons
endoscopic light source devices
medical apparatus for use in
endoscopy
endoscopic camera head
endoscopic holder
endoscopic equipment
brain pacemakers
cerebral oximeters
medical measuring instruments of
human head bio-signal
electroencephalographs
apparatus for analysing brain wave
frequencies
apparatus for the diagnosis of
cerebrovascular diseases
urinalysis apparatus and
instruments
apparatus for measuring arterial
blood flow in the eye

당뇨 모니터링 장치
당뇨측정기
당화혈색소 측정기

diabetic monitoring apparatus

대변의 혈색소 탐지용 진단
검사키트
대사이상 조사장치

diagnostic test kits for the detection
of haemoglobin in faeces

동공간 거리 측정용 동공측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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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

diabetes measuring apparatus
glycated hemoglobin measuring
apparatus

apparatus for use in the investigation
of metabolic disorders
pupillometers for measuring
pupillary distance (PD)

동공간 측정계
동맥경화 진단기
두개압측정용 장치
맥박 측정장치
맥박계
맥박수 측정 모니터
맥박용 옥시미터
면역 분석기
면역친화력 색층분석기
모세배액관
모세시약관
바이러스 시험용 의료용 진단
장치
바이러스 자가검사용 키트
배란 측정기구
변형프리온단백질탐지용 진단
검사실행장치
복강경 검사용 의료장치
비뇨기과 진단용 탄산가스
취입기
비뇨기과용 영상시스템
비디오 심전도 탐지기
비만측정기
색맹탐지용 분광비색계
샘플용 모세관
생리적 데이터 기록용 의료기구

interpupillometers
atherosclerosis diagnostic
apparatus
devices for measuring intracranial
pressure
pulse measuring devices
pulse meters
pulse rate monitors
pulse oximeters
immunological analysers
immune affinity chromatography
apparatus
capillary drainage tubes
capillary tubes for delivering reagents
medical diagnostic apparatus for
testing for viruses
home virus test kits
ovulation measuring instruments
apparatus used in implementing
diagnosis tests designed to detect
the abnormal prion protein
medical apparatus for use in
laparoscopy
co2 insufflators for urological
diagnosis
urological imaging systems
video electrocardiogram detectors
obesity measuring instruments for
medical purposes
spectrocolorimeters for use in the
detection of colour blindness
capillary tubes for samples
medical instruments for recording
physiological data

생리적 데이터 복제용 의료기구

medical instruments for reproducing
physiological data

생명징후 모니터링기기
생물학 파라미터 픽업용 전극

apparatus for monitoring vital signs

생체검사용 바늘
생체시료 검사용 항온기

biopsy needles

생체적합성 코팅스텐트
생체조직 검사용 겸자
설압자(舌壓子)
세균 및 바이러스검사기
소변검사기
소변검사용 유리기구
소변흐름 모니터
시력 측정기구
시력검사용 장치
신경성질환 진단장치

biocompatible coated stents

신경탐지용 기구
신장기능 검사장비
신진대사량 측정기

apparatus for nerve location

신축 의료용 내시경
심박 계산기

flexible medical endoscopes

electrodes for picking up biological
parameters
thermostat for biological sample
tests
biopsy forceps
tongue depressors
bacteria and virus testing apparatus
urine testing apparatus
urine test glasses
urinary flow monitors
optometric instruments
vision testing apparatus
apparatus for the diagnosis of
neurological diseases
kidney function test equipment
metabolic load measuring
instruments for medical purposes
heart rate calculators

10류 G110101
심박동 기록기
심박수 모니터
심박수기록기
심장박동 모니터
심장박동 측정기구
심장박동수 모니터링장치
심장신호 모니터
심장혈관계 질병 진단용 기기
심전계
심전계 기록계
심전계 모니터
심전계 모니터링 장치
심전계기
심폐 진단기구
심혈관 모니터
심혈관 모세혈관 검사기
심혈관 분석기
안과용 검경
안과용 진단기구
안압계
안압측정기
안진계
암진단용 의료측정장치
약물남용 검사용 의료기구
약품검사장치
여성생식기검사용 의료기구
연속 혈당감시기
열온도계
염증성 질환 진단장치
오존요법용 오존모니터
외과용 각도계
외과용 전자내시경

cardiographic instruments
heart rate monitors
heart rate recorders
heart monitors
heartbeat measuring apparatus
heart rate monitoring apparatus
heart signal monitors

의료검사용 거울

mirrors for medical examination
purposes

의료검사용 광스캐너

optical scanners for medical
inspection purposes

의료검사용 광학온도측정 기구

optical temperature measuring
instruments for medical inspection
purposes
nuclear magnetic resonance
installations for medical scanning
gas analyzers for medical analysis

의료검사용 핵자기공명설비

apparatus for the diagnosis of
cardiovascular diseases
electrocardiographs

의료분석용 가스측정기
의료용 DNA 추출 및 정제장치

electrocardiographic recorders

의료용 X-선 구조분석 기구

electrocardiograph monitors
electrocardiograph monitoring
apparatus
electrocardiograph instruments
cardio-pulmonary diagnostic
instrumentation
cardiovascular monitors
cardiovascular angioscopes
cardiovascular analyzers
ocular speculums
diagnostic instruments for
ophthalmology
intraocular pressure measuring
apparatus
tonometers
nystagmograph
medical measuring instruments for
cancer diagnosis
medical instruments for drug abuse
testing
medicine testing apparatus
gynecological medical instruments
for examining women' s reproductive
organs
continuous blood glucose monitor
fever thermometers
apparatus for the diagnosis of
inflammatory diseases
ozone monitors for use in
administering ozone therapy
goniometers for surgical use
electronic endoscopes for surgical
use

의료용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분리 카트리지
의료용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분리컬럼
의료용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장치

DNA extraction and purification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X-ray structure analysis instruments
for medical use
separation cartridges for medical
use in chromatography
separation columns for medical use
in gas chromatography
gas chromatography apparatus for
medical use

의료용 가스 탐지기
의료용 가스분석장치

gas detectors for medical use

의료용 건강신호측정기

medical health signal measuring
instruments

의료용 검사 및 치료용 테이블

medical tables for examination or
treatment purposes
test equipment for medical use

apparatus for analysing gases [for
medical use]

의료용 검사장비
의료용 검사클립
의료용 골밀도측정장치

test clips for medical use

의료용 광도기기
의료용 광도분석기
의료용 광학렌즈
의료용 굴절계
의료용 기체혼합물중 산소
농도측정용 휴대용 측정기

medical apparatus for measuring
bone density
photometric instruments for medical
use
photometric analyzers for medical
use
fibrescopes for medical use
refractometers for medical use
portable instruments for medical use
in monitoring oxygen levels in
gaseous mixtures

의료용 길이측정기
의료용 내뿜는 숨의 열을 들이
마시는 숨으로 교환하는 습도
교환계
의료용 단층활영기기

length gauges for medical use
moisture exchangers for medical
use in transferring the heat of
exhaled breath to inhaled breath
tomographic instruments for
medical use

외과용 채혈관

blood collection tubes for surgical
use

의료용 디지털 온도계

외과용 초음파 진단기

ultrasonic diagnostic instruments for
surgical use
heart monitors to be worn during
exercise
gastroscopes

digital thermometer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마이크프로세서 장치
가 결합된 탐색침

probes connected to
microprocessing apparatus for
medical diagnosis

의료용 맥박 계수기
의료용 맥박 모니터링기기

pulse counters [medical apparatus]

의료용 맥박계
의료용 맥박수 측정 모니터

pulse meter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면역 검사기기
의료용 면역 측정용 진단검사기

medical immunoassay apparatus

운동용 심장박동 모니터
위내시경
유전자 검사기
유전자 확인기
유전자분석 및 진단용 소형센서

gene (genetic) testing apparatus
gene (genetic) verification
miniaturized sensors for use in gene
analysis and diagnosis

heart rate monitoring devices for
medical purposes
heart rate measuring monitor for
medical purposes

의료 내시경용 광학기구

optical instruments for medical
endoscopy

의료 세포표본용 기기
의료 전용 측정기기

apparatus for medical cell sampling
measuring instruments adapted for
medical use

의료용 면역 형광 분석장치

의료 진단용 안저카메라

retinal cameras for medical
diagnosis

immunofluorescence analysis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모세관

capillary tubes for medical use

diagnostic testing instruments for
use in immunoassay procedure
[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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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무선심박 모니터링기기

wireless heart rate monitor devices
for medical use

의료용 무선심박동기록장치

radio cardiographic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물질분석장치

apparatus for analysing substances
[for medical use]

의료용 바이오리듬 측정기구

biorhythm measuring instrument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박테리아 식별용 분석기

analysers for bacterial identification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분석장치

apparatus for use in medical
analysis

의료용 비색 비교측정기

colorimetric comparators for medical
use
oxygen sensors for medical use

의료용 산소 센서
의료용 산소농도 모니터
의료용 산소농도 분석계
의료용 산소모니터
의료용 색조 고온계
의료용 색층분석 플레이트
의료용 색층분석기기
의료용 색층분석컬럼
의료용 생리모니터링 장치
의료용 생리측정장치
의료용 생물표본내 박테리아
분석장치
의료용 생체인증 데이터 측정용
착용 가능한 모니터
의료용 생체인증 측정기기
의료용 설압자(舌壓子)
의료용 섬유광학 뷰어

oxygen concentration monitors for
medical use
oxygen concentration analyzers for
medical use
oxygen monitors for medical use
colour pyrometers for medical use
chromatography plates for medical
use
chromatographic instruments for
medical use
chromatographic columns for
medical use
physiological monitoring apparatus
for medical use
physiological measuring apparatus
for medical use
apparatus for analysing bacteria in
biological samples [for medical use]
wearable monitors used to measure
biometric data for medical use
biometric measuring devices for
medical purpose
tongue depressors for medical
purposes
fibre optic viewer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압력모니터
의료용 액체 배양용 실험장치
의료용 액체 전환용 실험장치
의료용 액체 친화성 크로마토
그래피용 컬럼
의료용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기기
의료용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인젝터
의료용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컬럼
의료용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펌프
의료용 액체 투여용 실험장치
의료용 액체 혼합용 실험장치
의료용 액체 희석용 실험장치
의료용 어지럼증 검사장치
의료용 영상 분석용 기기
의료용 영상진단기
의료용 온도 기록장치
의료용 온도감지검사기
의료용 온도계
의료용 온도기록계
의료용 온도모니터

pressure monitors for medical use
lab units for the incubation of liquids
[for medical use]
lab units for the transfer of liquids [for
medical use]
columns for liquid affinity
chromatography [for medical use]
liquid chromatography instruments
for medical use
liquid chromatography injectors for
medical use
liquid chromatography columns for
medical use
pumps for use in liquid
chromatography [medical]
lab units for the dispensing of liquids
[for medical use]
lab units for the mixing of liquids [for
medical use]
lab units for the dilution of liquids [for
medical use]
testing apparatus of dizziness
symptoms for medical purposes
apparatus for analysing images [for
medical use]
medical diagnostic imaging apparatus
temperature scanners for medical
use
temperature sensitive testing
instruments for medical use
thermometers for medical purposes
thermographic instruments for
medical purposes
temperature monitors for medical
use

의료용 온도센서

temperature sensors for medical
use

의료용 온도센서장치

temperature sensing apparatus for
medical use

의료용 온도측정기

의료용 섬유광학기기

fibre optic instruments for medical
purposes

temperature measuring instruments
for medical use

의료용 운동시뮬레이션 장치

의료용 세포검사장치

cell testing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cell counting units for medical use

exercise simulating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원격 측정 장치

telemetry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telemetry devices for medical
applications
medical centrifuge tubes

의료용 세포계수장치
의료용 세포배양기
의료용 세포분리용 시험관

cell culture instruments for medical
use
test tubes for cell separation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수면상태분석기

sleep state analyzer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수은온도계

mercury thermometers for medical
use

의료용 스캐너(치과용 제외)

의료용 원격계측기
의료용 원심분리관
의료용 원심분리기(치과용 제외)

medical centrifuge (other than for
dental purposes)
medical genetic testing devices

medical scanners (other than for
dental purposes)

의료용 유전자 검사장치
의료용 유전자 단편분석기
의료용 유전자 분석기
의료용 이산화탄소 지시계

의료용 스펙트럼분석기

spectrum analyzers for use in
medical diagnosis

의료용 이산화탄소 탐지계

의료용 시료견본
의료용 시험전극
의료용 신체검사용 초음파장치

specimen samplers for medical use

carbon dioxide detectors for medical
use

의료용 인센티브 폐활량계

incentive spirometers for medical
use
particle analyzers for medical use

의료용 신체기울기측정기구

body slope measuring instrument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입자분석기
의료용 자기공명영상 기기

의료용 신체분석기

physical analyzers for medical use

의료용 자기공명영상 분광계

magnetic resonance imaging
spectrometers for medical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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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electrodes for medical use
ultrasonic apparatus for medical use
in scanning the body

medical genetic fragment analyzers
medical genetic analyzer
carbon dioxide indicators for medical
use

magnetic resonance imaging
instruments for medical purposes

10류 G110101
의료용 자세측정기
의료용 적외선 온도계
의료용 전기식 온도계
의료용 전기영동장치
의료용 전자내시경
의료용 전자내시경용 광원
의료용 전자분석기
의료용 전자식 모니터링기기
의료용 전자식 심박동수 기록계
의료용 전자식 심박동수 측정기
의료용 전자식 심장신호 모니터
의료용 전자식 온도기록계
의료용 전자식 온도모니터
의료용 전자식 이산화탄소기록계
의료용 전자식 이산화탄소모니터
의료용 전자식 점적계
의료용 전자식 혈압계
의료용 전자식 혈압기록계
의료용 전자식 혈압모니터
의료용 전자식 혈중산소농도
모니터
의료용 전자식혈중산소농도
기록계
의료용 전자체온계
의료용 정밀센서
의료용 조준위치지시장치
의료용 진단검사수행장치
의료용 진단기계기구
의료용 진단기구
의료용 진단측정장치
의료용 채혈관
의료용 청진기
의료용 체성분모니터
의료용 체액 자동분석기
의료용 체액내 알코올 분석용
기기
의료용 체액내 이물질함유
자동분석기
의료용 체액분석장치

medical posture measuring
instruments
infrared thermometers for medical
purposes
electric thermometers for medical
purposes
electrophoresis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electronic endoscopes for medical
use
light sources for electronic
endoscopes for medical purposes
electronic analyzers for medical
purposes
electronic monitoring instruments
for medical use
electronic heart rate recorders [for
medical use]
electronic heart rate monitors [for
medical use]
electronic heart signal monitors [for
medical use]
electronic temperature recorders for
medical use
electronic temperature monitors for
medical use
electronic carbon dioxide recorders
used for medical purposes
electronic carbon dioxide monitors
used for medical purposes
electronic drop counters for medical
use
electronic blood pressure meters
[for medical use]
electronic blood pressure recorders
[for medical use]
electronic blood pressure monitors
[for medical use]
electronic blood oxygen saturation
monitors [for medical use]

의료용 체온계
의료용 체지방측정기기

medical thermometer

의료용 체질량지수(BMI)
측정기기
의료용 초음파 센서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

body mass index (BMI) measuring
devices for medical use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구

ultrasonic medical diagnostic
apparatus

의료용 초음파 진단장치

medical ultrasonic diagnostic
equipment

의료용 초음파 탐촉자

ultrasonic probe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초음파 탐침

ultrasonic probe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충격측정기구

impulse measuring instruments for
medical use

의료용 측정기구

measuring instrument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친화성 크로마토그래
피용 컬럼
의료용 캡슐내시경

columns for affinity chromatography
[for medical use]

의료용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용
색층분석 컬럼

chromatographic columns for
analytical chromatography
[medical]

의료용 크로마토그램 분석기

chromatogram analyzers for
medical use

의료용 탐지기
의료용 테스트 프로브
의료용 테스트 프로브 어셈블리

detectors for medical applications

의료용 테스트장치

testing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페기능검사장치

lung function test apparatus for
medical use

electronic blood oxygen saturation
recorders [for medical use]

의료용 폐활량계
의료용 피부 진단기기

spirometers [medical apparatus]

의료용 피부두께측정기

skin thickness measuring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피부온도지시기

skin temperature indicators for
medical use

의료용 피부진단기
의료용 피펫기구

medical skin diagnostic instruments

의료용 혈압계
의료용 혈액가온기
의료용 혈액검사장치

manometers for medical use

의료용 혈액분리용 시험관

test tubes for blood separation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혈액분석장치

apparatus for blood analysis [for
medical use]

automated analyzers for body fluids
[for medical use]
apparatus for analysing alcohol in
body fluids [for medical use]

의료용 혈액원심분리기 세관
(細管)
의료용 혈액측정장치

blood centrifuging tubules [for
medical use]

automated analyzers for foreign
matter contained in body fluids [for
medical use]
body fluid analysis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혈액형 분석기

blood group analysers for medical
use

의료용 형광투시경
의료용 호흡 모니터

medical fluoroscope

electronic thermometers for medical
use
precision sensors for medical use
collimating position indicating
apparatus for medical use
apparatus for carrying-out diagnostic
tests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diagnostic apparatus and
instruments
diagnostic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diagnostic measuring apparatus for
medical use
blood collection tubes for medical
use
medical stethoscopes
medical body composition monitor

body fat measuring devices for
medical use

ultrasonic sensors for medical use
ultrasonic diagnostic instruments for
medical use

capsule endoscopes for medical
purposes

test probes for medical use
test probe assemblies for medical
use

skin diagnostic equipment for
medical purposes

pipetting instruments for medical
use
medical blood heaters
apparatus for blood tests [for
medical use]

apparatus for blood monitoring [for
medical use]

respiration monitors for medical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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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호흡유체내 알코올
분석장치
의료용 환자의 생명징후
모니터링용 센서장치
의료용 흡광도 분석 장치

apparatus for analysing alcohol in
breath fluids [for medical use]

임신검사용 진단장치

diagnostic apparatus for pregnancy
testing

sensor apparatus for medical use in
monitoring the vital signs of patients

pupillometers for measuring pupillary
reactivity to stimulus

medical absorption analysis
apparatus

자극에 대한 동공반응 측정용
동공측정계
자기공명영상 진단장치
자동혈액분리기

의료진단 분야의 의료기기

med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in the fields of clinical diagnosis

자동혈액수집기

의료진단/검사 및 감시 장비

diagnostic, examination, and
monitoring equipment

automated blood collection
instruments

의료진단용 검사기구

testing instruments for medical
diagnostic purposes

저온체중 분석기기
전자식 디지털 혈압계

hypothermia analysis instruments

의료진단용 광섬유 온도 탐침

optical fibre temperature probes for
medical diagnostic use

electronic wrist sphygmomanometers

의료진단용 광영상

optical imaging for medical
diagnostic use

의료진단용 내시경
의료진단용 네펠로메트리 분석기

endoscopes for diagnostic use

의료진단용 도구
의료진단용 램프
의료진단용 멤브레인 검광판

tools for medical diagnostics

의료진단용 면역측정장치

immunoassay apparatus for
medical diagnosis

전자식 손목 혈압계
전자의료 진단기기
전자혈압계
정형외과용 각도계
정형외과용 캘리퍼
제세동기 모니터
종양 진단장치
지혈대 모니터
직장경(直腸鏡)
진단용 기계기구

의료진단용 센서장치

sensor apparatus for medical use in
diagnosis
urine testing instruments for medical
diagnostic purposes
scanners for medical diagnosis

의료진단용 소변검사기구
의료진단용 스캐너
의료진단용 시트
의료진단용 자기장원
의료진단용 자동분석기
의료진단용 집적회로용 탐색침
의료진단용 추적물질 분석기

nephelometric analyzers for medical
diagnosis
medical examination lamps
membrane test plates for use in
medical diagnostics

진단용 임상화학 자동분석장치

sources of magnetic fields for use in
medical diagnosis
automatic analyzers for medical
diagnosis
probes for use with integrated
circuits [for medical diagnosis]
trace material analyzers for medical
use in diagnosis

진단용 타진 해머

trace organic concentrators for
medical use in diagnosis

의료진단용 타액 패드
의료진단용 타액병
의료진단용 테스트 프로브

medical diagnostic saliva pads

의심되는 심장마비 진단용 의료용
장치
의학 진단용 호흡가스 측정기

medical apparatus for diagnosing
suspected heart attacks

의학연구용 멤브레인 검광판

membrane test plates for use in
medical research

의학용 의료분석장치

medical analytical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의학용 의료진단장치

medical diagnostic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인간체액 추출용 기구

instruments for extracting human
body fluids

인공수정체용 생체측정기
일회용 검경
임상용 온도계
임상진단장치
임신 테스트용 기계기구장치

intraocular lens bio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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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손가락 싸개
진단용 요분석장치

medical examination sheets

의료진단용 추적장기관 선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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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면역흡착 컬럼

medical diagnostic saliva vials
testing probes for medical
diagnostic purposes

진단용 혈액분석장치
진료용 진공호흡기
질 검경
질(膣) 토노그래프
채혈관 롤러믹서
채혈기
청각장애 검사장치

mRI diagnostic apparatus
automated blood separation
instruments

digital electronic
sphygmomanometers
electromedical diagnostic instruments
electronic sphygmomanometers
goniometers for orthopaedic use
callipers for orthopedic purposes
defibrillator monitors
apparatus for tumour diagnosis
tourniquet monitors
proctoscopes
diagnostic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medical purposes
immunoadsorption columns for
diagnostic use
diagnostic fingerstalls
urine analysis devices for medical
diagnosis
clinical-chemical auto analysis
apparatus for medical diagnosis
percussion hammers for diagnostic
purposes
blood analysis apparatus for
diagnosis
vacuum respiratory for treatment
vaginal specula
vagino-tonographs
blood roller mixers
blood collecting devices
apparatus for use in testing hearing
disorders

청진기
체내에서 진행되는 골중무기질
함량 측정용 뼈 미네랄 탐지기

stethoscopes

체성분 분석기
체성분모니터
체액 견본 체취용 장치

body composition analyzers

체액용 계량기
체외진단기기

meters for body fluids

체지방 모니터
체지방 분석기
초음파 눈축 길이측정계
초음파 심장검진 영상장치

body fat monitors

apparatus for clinical diagnosis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pregnancy testing devices/
instruments and apparatus

ultrasound displaying diagnostic
apparatus

초음파 혈류계

ultrasonic blood flow meters

breath gas analyzers for medical
diagnostics

disposable speculums
clinical thermometers

bone mineral detectors for the in-vivo
measurement of bone mineral
content
body composition monitors
apparatus for taking body fluid
samples
in vitro diagnostic devices for medical
purposes
body fat analyzers
ultrasonic eye axis length meters
apparatus for echocardiography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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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 신체신호 분석용 기기

apparatus for analysing measured
physical signals

측정용 안압계(의료용)

tonometers for measuring [medical
purposes]
medical instruments for therapeutic
drug monitoring

치료용 의약품 모니터링용
의료기구
치료용 초음파 진단기
캡슐내시경용 의료기구

ultrasonic diagnostic instruments for
therapeutic purposes
medical apparatus for capsule
endoscopy

컴퓨터 단층촬영장치

computerised tomography
apparatus

콜레스테롤 측정기
타진 해머
태아 박동 모니터
태아심장 모니터
폐기능 검사용 폐활량계

cholesterol meters

폐기능 측정장치

percussion hammers
fetal pulse monitors
fetal heart monitors
spirometers for examining the function
of the lungs
apparatus for measuring lung
function

포도당 측정기
피부유수분측정기

glucometers

피부측정기

diagnostic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for diagnostics of skin

항문경(肛門鏡)
헤마토크릿 측정기
혈관내부 혈액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혈관촬영장치
혈구 분석용 기구
혈구계산기
혈구세포계수기
혈당 모니터
혈당검사기
혈당계
혈당모니터링 장치
혈당측정용 계량기
혈당측정용 장치
혈동태 분석기
혈류량 확인장치
혈색소 측정계
혈압 측정장치

anoscopes

혈압계

arterial blood pressure measuring
apparatus

혈압용 모니터
혈액 및 혈액성분용 필터
혈액검사기
혈액분석기
혈액분석용 기구
혈액샘플 채취용 장치
혈액용 모세관
혈액용 필터
혈액응고 측정기

blood pressure monitors

혈액진단용 의료용 전기기구

electric instruments for medical use
in the diagnosis of blood

medical devices for skin moisture
diagnostics

hematocrit measuring instruments
intra-vascular blood gas monitoring
systems
apparatus for use in angiography
blood cell analysis apparatus
haemocytometers
blood cell counters
blood glucose monitors
blood glucose testing apparatus
blood glucose meters
blood glucose monitoring apparatus
meters for measuring blood glucose
devices for measuring blood sugar
blood dynamics analyzing apparatus
apparatus for determining blood flow
haemoglobinometers
blood pressure measuring
instruments

filters for blood and blood components
blood testing apparatus
blood analysis equipment
apparatus for blood analysis
apparatus for taking blood samples
capillary tubes for blood
blood filters
blood coagulation measuring
instruments

혈액추출용 장치
혈액학 분석기
혈중 글루코스 측정장치
혈중 산소함유량 측정용 의료장치
혈중 케톤 측정장치
혈중 콜레스테롤 측정장치
혈중 포도당수치 측정용 의료장치
호흡모니터
환자 감시장치
환자 모니터링 및 부정맥 분석
장치
환자 모니터링기기
환자의 의료모니터 부착용 벨트
환자의 정도측정용 이산화탄소
모니터
후두경
휴대용 혈압계

apparatus for taking blood
haematology analysers
blood glucose measuring instruments
medical apparatus for measuring
the oxygen content of blood
blood ketone measuring instruments
blood cholesterol measuring
instruments
medical apparatus for testing the
level of glucose in the blood
respiration monitors
patient monitoring system
patient monitoring and arrhythmia
analysis apparatus
patient monitoring instruments
belts for attaching medical monitors
to patients
carbon dioxide monitors for use in
measuring levels in patients
laryngoscopes
portable arterial blood pressure
measuring apparatus

2. 수술용 기계기구 (예시)
간직틀
갈고랑이
결석기구
겸자(鉗子)
경골중심골수용 정
경막보호용 인조포
경피기관절개술용 의료기구
고리형 개구수술용 봉
고정 및 신축 의료용 내시경
고주파 수술기
골막기자(起子)
골반용 겸자
골수내 플러그
골접합 기계기구

tenaculums
hooks for medical purposes
lithotomical instruments
forceps elevators
centro-medullary nails for tibia
synthetic fabric for dural protection
medical instruments for
percutaneous tracheostomy
loop ostomy rods
rigid and flexible medical
endoscopes
high frequency operating machines
periosteal elevators
pelvic clamps
intramedullary plugs

골접합용 기구
관류용 튜브
괄약근절개기
기자(起子)
난관처치기
냉동 사마귀 제거용 의료기구
뇌수술용 의료기구
늑골절개도
대정맥 필터 주입용 유도계
대퇴골용 중심골수용 정
대퇴부용 정
드레싱 겸자
랜싯
리포지셔닝용 겸자(鉗子)
마취용 기구

bone cementation tools and
equipment
bone cementation equipment
tubes for perfusion
sphincterotomes
surgical elevators
fallopian tube instruments
medical instruments for the removal
of warts by freezing
medical instruments for brain
surgery
costotomes
introducers for implanting
vena-cava filters
centro-medullary nails for femur
femoral nails
dressing forceps
lancets
forceps for repositioning
apparatus for use in anaesth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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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용 모니터 장치
마취용 호흡장치
마취장치
마취제 전달장치
문합용 장치
미세피부박피장치
박리자(剝離子)
방광쇄석 겸자
방광쇄석용 다리 홀더
복강경
복강경 수술용 기구
복강경 수술용 로봇
본스크레이퍼
비상용 골반용 겸자(鉗子)
비침습 수술용장치
뼈 견인기
뼈 교정용 장치
뼈 수술용 끌
뼈 접합용 골판
뼈세팅용 기계기구
뼈세팅용 장치
뼈용 겸자(鉗子)
뼈용 나사
사람 또는 동물 조직 및 기관
절단용 의료용 및 외과용 절단기
사람 또는 동물 조직 및 기관
절단용 의료용 및 외과용 칼
산과용 겸자
산부인과용 겸자
산부인과용 확장기
삽입형 심장박동 발생기
상처배액용 수술용 튜빙
상처배액용 수술장치
상처배액용 의약용 장치

anaesthesia monitoring apparatus
anaesthesia respiration apparatus
anaesthetic apparatus
anaesthetic delivery apparatus
anastomosis devices
microdermabrasion apparatus
surgical raspatories
lithotomy forceps
lithotomy leg holders
laparoscopes
medical devices used in
laparoscopic surgery
medical robots used in laparoscopic
surgery
bone scrapers
emergency pelvic clamps

수술중 정맥수축용 바늘이
결합된 실리콘 레이스

bone retractors

시간프로그램이 작동가능한
정맥관류 펌프
심장 카테테르
심장내 카테테르
심장수술용 의료장치

apparatus for use in the repair of
bones
bone chisels
plates for anastomosis of bones
bone setting machines and
instruments
apparatus for setting bones
bone forceps
screws for bone
medical and surgical cutters for
cutting human or animal tissue and
organs
medical and surgical knives for
cutting human or animal tissue and
organs
obstetric forceps
obstetrical forceps
dilators for obstetrics and
gynecology
implantable cardiac pulse
generators
surgical tubing for wound drainage
apparatus for use in surgery in the
drainage of wounds
apparatus for use in medicine in the
drainage of wounds

성형수술용 링
소독용 집게
소식자(消息子)
손가락 펑처용 일회용 랜싯

annuloplasty rings

수술 및 상처 치료용 장비

surgical and wound treating
equipment

수술기구 받침용 트레이

trays for holding surgical
instruments

수술부위 봉합기구
수술용 기구 수납용기

suturing instruments

유사상품 심사기준

수술용 혈관 우회장치
수술중 동맥수축용 바늘이
결합된 실리콘 레이스

수술중 혈액 클렌징용 기기

wound drainage pou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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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용 칼붙이
수술용 헤파린 제어장치

apparatus for non-invasive surgery

상처배액용 파우치
상처배액용 피하주사 바늘

수술용 드릴

수술용 레이저
수술용 로봇
수술용 바늘
수술용 복강경
수술용 스테이플러
수술용 스티치 커터
수술용 정맥주사 백

hypodermic needles for use in wound
drainage
forceps for disinfection
bougies
disposable lancets for finger
puncture

receptacles for receiving surgical
instruments
surgical drills

심장자동제세동기
심폐관류장치
심혈관용 가이드와이어
안과 수술용 수술기계기구
안과용 레이저
안과용 슬릿램프
안과용 유닛 체어
연조직부분 분리용 초음파 흡출기
연조직부분 세척용 초음파 흡출기
예시(銳匙)
외과삽입물용 심장인조혈관
외과수술용 메쉬
외과수술용 스테이플러
외과수술용 인조분문판
외과용 X-선 필름 마운트
외과용 X-선 필름 프레임
외과용 가위
외과용 거울
외과용 견인기
외과용 겸자
외과용 경막외제통장치
외과용 기구
외과용 기기
외과용 나무망치
외과용 나사고정 공구
외과용 나이프
외과용 날
외과용 내시경

lasers for use in surgery
surgical robots
surgical needle
surgical laparoscopic instruments
surgical staplers
stitch cutters [surgical]
intravenous bags for surgical
purposes
cutlery for surgical purposes
heparin control apparatus for
surgical procedures
surgical bypass devices
silicone lace combined with a needle
for use in the retraction of arteries
during surgery
silicone lace combined with a needle
for use in the retraction of veins
during surgery
apparatus for cleansing blood during
surgical procedures
time programmable intravenous
perfusion pumps
cardiac catheters
intracardiac catheter
medical apparatus for use in cardiac
surgery
automatic heart defibrillator
cardiopulmonary perfusion apparatus
cardiovascular guidewires
surg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ophthalmic surgery
lasers for ophthalmic purposes
ophthalmic slit lamps
ophthalmic unit chair
ultrasonic aspirators for separating
soft tissue parts
ultrasonic aspirators for washing out
soft tissue parts
sharp curettes
cardiac vascular prosthesis for
surgical protheses
surgical mesh
surgical staples
cardiac valves for surgical
prostheses
X-ray film mounts for surgical use
X-ray film frames for surgical use
scissors for surgery
mirrors for surgeons
surgical retractors
surgical forceps
epidural analgesia apparatus for
surgical use
surgical instruments
surg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mallets for surgical use
screwing-in tools for surgical use
surgical knives
surgical blades
endoscopes for surgical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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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용 둔시
외과용 드릴
외과용 드릴 형판
외과용 드릴링지그
외과용 레이저
외과용 레이저 방사선 응용장치
외과용 메스
외과용 바늘
외과용 바늘홀더
외과용 백금소작기
외과용 소식자(消息子)
외과용 수동식 스테이플링 건
외과용 스크류
외과용 스크류드라이버
외과용 스킨 스테이플러
외과용 스킨마커
외과용 스테이플러
외과용 스테이플링 프레스
외과용 스테이플제거기
외과용 스테인리스강제 커틀러리
외과용 슬라이드
외과용 안구보호대
외과용 압박기
외과용 얼굴보호대
외과용 일회용 피하주사기
외과용 적외선 램프
외과용 적외선 장치
외과용 전기 드릴
외과용 전기메스
외과용 전기소작기
외과용 전기식 스테이플링 건
외과용 전동식 공기압축기
외과용 절개 포일
외과용 절개장치
외과용 절단기
외과용 조준위치지시장치
외과용 조직확장기
외과용 죔쇠
외과용 초음파 세척기
외과용 카테테르
외과용 칼
외과용 칼날
외과용 칼붙이
외과용 코킹 건
외과용 클립
외과용 탐침
외과용 톱

blunt curettes [for surgical use]
drills for surgical purposes
drilling templates for surgical use
drilling jigs for surgical applications
lasers for surgical purposes
apparatus for the application of laser
radiation for surgical purposes
scalpels
needles for surgical purposes
needle holders for surgical use
platinum cauteries [for surgical use]
surgical bougies
stapling guns (Hand-operated -) for
surgical use
surgical screws
surgical screwdrivers
surgical skin staplers
skin markers for surgical use
staplers for surgical purposes
stapling presses for surgical use
surgical staple removers

외과용 튜브
외과용 파이프
외과용 펌프
외과용 플라이어
외과용 피펫기구

tubes for surgical purposes
pipes for surgical applications
pumps for surgical purposes
surgical pliers
pipetting instruments for surgical
use
tweezers for surgical use

외과용 핀셋
외과용 핸드피스
외과전용 비품

surgical hand pieces

외과지지용 수뇨관 부목
외과지지용 스타키넷
외과처치용 겸자(鉗子)
외부제세동기
외부제세동기용 전극
요도 확장기
용기에 담긴 마취제용 캐뉼래
용종절제용 스네어
위 수술용 기구
유두종 절단기
의료 및 수술용 공기주입식 주사기

eye shields for surgical use

의료 전용 웨이트트레이닝 장치

face shields for surgical use
disposable hypodermic syringes for
surgical use
infrared lamps for surgical purposes
infrared apparatus for surgical
purposes
electric drills for surgical use
electric scalpels [for surgical
purposes]
electric cauteries for surgical use
stapling guns (Electric -) for surgical
use
electric air compressors for surgical
use
incision foils for surgical use
lancing devices for surgical use
surgical amputaters
collimating position indicating
apparatus for surgical use
tissue expanders for use in surgery
clasps for surgical use
ultrasonic cleaning instruments for
surgical use
catheters for surgical use
knives for surgical purposes
knife blades [surgical]
surgical cutlery
caulking guns for surgical use
clips, surgical
surgical probes
saws for surgical purposes

external defibrillators
electrodes for external defibrillators
urethral dilators
cannulae for anaesthetics with
receptacles
polypectomy snares

stainless steel cutlery for surgical
use
slides for surgical use
compressors [surgical]

furniture especially made for
surgical use
ureteral stents being surgical
support
stockinets for surgical support
purposes
dressing forceps [for surgical use]

의료기구 받침용 트레이
의료용 가위
의료용 겸자
의료용 고주파 절단기구
의료용 나노기기
의료용 나노로봇
의료용 나이프
의료용 내시경
의료용 내시경장치

instruments for use in gastrointestinal
surgery
papillotomes
inflation syringes for medical or
surgical use
weight training apparatus adapted
for medical use
trays for holding medical
instruments
medical scissors
forceps for medical use
high frequency cutting instruments
for medical purposes
nanites for medical purposes
nanorobots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knives
endoscope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내시경카메라
의료용 또는 수술용 해머
의료용 레이저 메스
의료용 로봇 외골격 슈트
의료용 및 외과용 복강경
의료용 봉합장치
의료용 사혈기
의료용 산소흡입기(내용물이
없는 것)
의료용 삽입 슬리브
의료용 석션튜브
의료용 스테이플러
의료용 실 삽입기
의료용 온도지시라벨
의료용 요도 결석 및 담석의 체외
제거용 기구

endoscopic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endoscopy cameras for medical
purposes
hammers for medical or surgical use
laser scalpels for medical use
robotic exoskeleton suits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and surgical laparoscopes
medical suturing devices
medical venesection
oxygen inhalers for medical
purposes sold empty
injection sleeves for medical use
medical suction tubes
medical stapler
medical thread inserter
temperature indicator labels for
medical purposes
extracorporeal removal apparatus
of urethral calculus and gallstone for
medical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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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절단기
의료용 절삭기
의료용 정맥관
의료용 주름살제거장치

medical cutting devices

의료용 천공기
의료용 칼
의료용 칼붙이
의료용 피부성형 수술기구

surgical perforators

의료용 필러기기
의료용 혈관삽입포트

medical apparatus for injecting fillers

인공항문성형용 기구
인공항문성형용 밀봉구
인공항문형성용 장치

ostomy instruments

일시적인 상처봉합용 지퍼

zippers adapted for use as
temporary wound closures

일회용 마이크로톰 날
일회용 의료용 겸자
임상용 트레드밀
자궁 확장기
자궁경부 확장기
전기골수술기
전기메스
전기소작기(燒炸機)
절개배액의 수술장치

disposable microtome blades

절개배액의 약물용 장치
절골단주위봉합법(折骨端周
圍縫合法)용 와이어
점액 추출기
정맥 천자장치
정형외과 및 척추수술용 외과
기구
정형외과 수술기구 형태의 골판

medical excision instruments
venous catheters for human use
wrinkle removal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knives for medical use
cutlery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surgical instruments for use
in dermatoplasty
vascular access ports for medical
use
ostomy seals
apparatus for use by colostomy
patients

disposable medical forceps elevators
clinical thread mills
uterine dilators
cervical dilators
electric bone operating machines
electric scalpels
electrocautery apparatus
apparatus for use in surgery in the
drainage of incisions
apparatus for use in medicine in the
drainage of incisions
cerclage wires

apparatus for use in vein puncture
surgical instruments for use in
orthopedic and spinal surgery
plates in the nature of orthopaedic
surgical instruments
lag screws in the nature of
orthopaedic surgical instruments

정형외과용 고정기
정형외과용 기구
정형외과용 수술기구

orthopaedic fixation devices

정형외과용 토우세퍼레이터

toe separators for orthopedic
purposes

조직절단용 의료기구

medical instruments for cutting
tissue

유사상품 심사기준

척추관 절개도구
척추분리증용 갈고랑이
척추수술용 외과기구
첨족교정기
코 확장기
큐렛
텅 블레이드 홀더
풍선혈관성형 팽창기구
풍선확장 카테테르용 가이드
와이어
풍선확장 카테테르용 풍선팽창
장치
피부 삽입용 트레이
피부주름살 제거기
현미안과수술용 나이프
혈관성형용 관상동맥 풍선확장
카테테르
혈관성형용 카테테르
혈관성형용 풍선 카테테르
혈관용 펀치
후두절제술용 보호구
흉강경

liposuction apparatus
rectal dilators
vaginal dilators
instruments for spine surgery
spinal fixation screw
procedure apparatus of spinal
fixation screw
rachitomes
hooks for spondylolysis
surgical instruments for use in spinal
surgery
orthopedic apparatus for talipes
nasal dilators
curettes
tongue blade holders
balloon angioplasty inflation
instruments
guide wires for use with balloon
dilatation catheters
balloon inflating devices for balloon
dilation catheters
percutaneous insertion trays
medical apparatus for skin wrinkle
removal
ophthalmic microsurgical knives
coronary balloon dilatation catheters
for angioplasty
angioplasty catheters
angioplasty balloon catheters
vascular punches
laryngectomy protectors
thoracoscopes

3. 치료용 기계기구 (예시)
mucus extractors

정형외과 수술기구 형태의
나무나사
정형외과 수술기구 형태의
압착스크류
정형외과 수술용 임플란트
형태의 골판
정형외과 수술용 임플란트
형태의 나무나사
정형외과 수술용 임플란트
형태의 압착스크류
정형외과수술용 외과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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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기구
직장 확장기
질 확장기
척추 수술용 기구
척추고정나사
척추고정나사 시술기구

compressing screws in the nature of
orthopaedic surgical instruments
plates in the nature of orthopaedic
surgical implants
lag screws in the nature of orthopaedic
surgical implants
compressing screws in the nature of
orthopaedic surgical implants
surgical instruments for use in
orthopedic surgery
orthopaedic instruments
surgical instruments for orthopedic
purposes

LED광을 이용한 피부 개선용
의료기기
가시광선 치료기
간섭파치료기
개인의료용 온열기
경장급식펌프
경추교정용 압력봉
경추보호대
경피성 전기신경자극장치

med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skin improvement with LED light
visible light treatment instruments
interference wave therapy
apparatus
electric heating devices for medical
purposes
enteral feeding pumps
pressure bar for cervical correction
cervical collars
apparatus for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경혈 마사지기
경혈 지압기
고정 전기요법장치
고주파 온열치료기

acupoint massage apparatus

골나사
골반 교정기
골반저 근육강화용 의료장치

bone screws

관장용 주입기
관장장치
관절염치료용 의료기기

enema syringes

acupoint acupressure apparatus
static electric therapy apparatus
high frequency warmer therapeutic
appliances
pelvis orthopedic apparatus
medical apparatus for strengthening
muscles of the pelvic floor
enema apparatus
med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arthritis treatment

10류 G110101
관절통증 완화기
관절통증 치료기
광대뼈 교정장치
광선요법장치
광선치료기
교정용 카테테르
귀압박 경감용 열조제 용기
귀통증 경감용 열조제 용기
극초단파치료기
근육그룹의 전기자극용 기기
근육치료 자극용 기기
근육치료 토닝용 기기
근육통 경감용 열조제 용기
기공 보호기
기관내관
기관용 튜브
기관절개 튜브
기관절개용 튜브
기관지내 튜브
기관지용 튜브
기형교정을 위한 정형외과용
발밑창
난청치료장치
네일교정기
농양수거용 의료용 배악관
뇌수종 밸브
뇌수종치료용 밸브
누관용 바늘
눈 세안기
다한증치료용 의료장치
단파치료기계
담즙 배액 카테테르
담즙 수거용 의료용 배액관
대기중 산소추출용 의료기기
대동맥 내 풍선
대동맥-간 벌룬 부품용 방호
슬리브
도뇨관
도뇨관용 보호 가드
도뇨관용 튜브
도뇨관의 피부 고정용 기구
도뇨용 기구
독액 추출용 주사기
디스크 감압교정치료기
뜸 치료기
뜸 치료용 부항기

joint pain relief appliances
joint pain therapy apparatus
cheekbones orthodontic appliance
apparatus for phototherapy
light therapy apparatus
calibration catheters
heat dispensing containers for
relieving pressure on the ear
heat dispensing containers for
relieving pain in the ear
ultra short wave therapeutic
instruments
apparatus for the electrical
stimulation of groups of muscles
apparatus for the therapeutic
stimulation of the muscles
apparatus for the therapeutic toning
of the muscles
heat dispensing containers for
relieving muscle pain
stoma protectors
endotracheal tubes
tracheal tubes
tracheotomy tubes

뜸 치료용 의료기기
뜸 치료용 전기온열쿠션
뜸치료용 좌대
뜸치료용 화로
레이저를 이용한 의료용 피부
개선장치
림프부종치료장치
마사지설비가 내장된 치료장치
마이크로파 치료기
마취용 흡입기(내용물이 없는 것)
멀티샷 바늘 주사기
물리 치료용 전자자극장치

medical drainage bags for collection
of abscess
hydrocephalus valves

뱀 물린 상처 치료용 기구
변비 치료용 일회용 의료장치

eye baths
medical apparatus for hyperhidrosis
treatment
short wave therapy machines
biliary drainage catheters
medical drainage bags for collection
of biliary
apparatus (Medical -) for extracting
oxygen from the atmosphere
intra-aortic balloons
protective sleeves for components
of inter-aortic balloons
catheters
protective guards for catheters
tubing for use with catheters
catheter skin anchor instruments
urethral catheterization instruments
venom extraction syringes
disc decompression orthodontic
therapy apparatus
moxibustion therapy apparatus
cupping glasses for moxibustion
therapy

anaesthetic inhalers [sold empty]
multishot needle syringes
electronic stimulation apparatus for
physical therapy purposes

physical therapy equipment

발음보조(치료)장치
방향요법물질 발산용 흡입기

valves for the treatment of
hydrocephalus
fistula needles

apparatus for the treatment of
lymphoedema
therapeutic apparatus incorporating
massaging facilities
microwave therapy apparatus

물리요법장비
물리요법장치
물리치료기
물리치료용 스템-업 기계

apparatus for the treatment of
deafness
nail orthopedic apparatus

endobronchial tubes

medical skin enhancement apparatus
using lasers

treadmills for medical use in
physiotherapeutic exercise

orthopedic soles for deformity
correction

endobrachial tubes

brazier for moxibustion therapy

물리요법용 의료용 트레드밀

미숙아용 인큐베이터
반색전 필터 주입용 유도계
(誘導計)
반색전(反塞栓) 필터
발모기능성 두피치료용기계기구

tracheostomy tubes

medical devices for moxibustion
therapy
electric warmer cushion for
moxibustion therapy
pedestal for moxibustion therapy

복막투석용 호스시스템
봉합기구
봉합바늘
부상치료용 아이스백
부항기
부항로봇
부항치료용 컵
부항침
비경구영양용 플라스크
비뇨기과용 도뇨관
비만관리기

physiotherapy apparatus
physical therapy devices
step-up machines for use in
physiotherapy
incubators for babies
introducers for implanting
anti-embolic filters
anti-embolic filters
machines and apparatus for hair
growth functional scalp treatments
speech aid [therapy] apparatus
inhalers for the evaporation of
aromatherapeutical substances
instruments for treating snake bites
disposable medical devices for
treating constipation
hose systems for peritoneal dialysis
suture apparatus
suture needles
ice packs for the treatment of injuries
cupping glasses
cupping robots
cups for use in cupping therapy
cupping needle
flasks for parenteral nutrition
catheters for urological purposes
medical instruments for obesity
treatment
obesity therapy apparatus

비만치료기
비염치료기
비전기식 침 기구

rhinitis therapy apparatus
non-electric acupuncture
instruments

상부호흡기질환 치료용 분무기

vaporizers for the treatment of upper
respiratory conditions

상처 흡입용 장치
상처배농용 장치
색전보호기기
색전장치
색전제거용 카테테르

wound suction apparatus
wound drainage apparatus
embolic protection devices
embolic devices
catheters for use in embol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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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통 완화기
생리통 치료기
생물학조직의 세포간 온열요
법용 의료기구
성형외과용 주름제거용 임플란트

menstrual pain relief apparatus

세포학용 브러시
셀룰라이트 치료용 장치

cytology brushes

소공보호용 의료보조기구
소변 백
소변배액 주머니
소생장치(蘇生裝置)
소화기용 도뇨관장치

medical aids for use in stoma care

쇄석기
수소흡입기
수술후 결장조루술용 백
수술후 장절개술용 백
수술후 회장루형성술용 백
수은등 치료기

lithotripters

수혈기구
수혈세트
수혈용 의료용 튜브
스킨케어/치료용 IPL장치
스텐트
시토플루오로메트리 장치
신경근육 자극기
신경도포용 의료장치
신경외과용 어댑터
신경자극용 기구
신장조루수집용 의료용 배액관
신장투석용 의료장치
신장투석용 피하주사 바늘
신체 상처온도조절용 의료용
냉각장치
신체 상처온도조절용 의료용
온열장치
신체상처 온도조절을 위한
신체접촉도구를 이용한 의료용
냉각장치
신체상처 온도조절을 위한
신체접촉도구를 이용한 의료용
온열장치
신체접촉도구를 이용한 의료용
냉각장치
신체접촉도구를 이용한 의료용
온열장치
신체치료 자극용 장치

menstrual pain therapy apparatus
medical instruments for interstitial
thermotherapy of biological tissue
implants for wrinkle removal for
cosmetic surgery
apparatus for the treatment of
cellulite
urine bags
urinary drainage bags
resuscitation apparatus
catheter apparatus for
gastroenterological use
hydrogen inhalers
post-operative colostomy bags
post-operative enterostomy bags
post-operative ileostomy bags
mercury arc lamp units for
therapeutic purposes
blood transfusion apparatus
transfusion sets
medical tubing for transfusions
medical IPL apparatus for skin
care/treatmen
stents
cytofluorometric apparatus
neuro muscular stimulator
medical apparatus for neurographic
purposes

실금치료용 기계기구
심박정상화/제세동기용 리드
심장 고주파 장치
심장 고주파 전극
심장박동 발생기
심장박동 조율기용 리드
심장박동 조절용 주입형 리드
심장박동 조절장치
심장부정맥 조절장치
심장용 전극
심장용 탐침
심장자극용 기구
심장제세동장치
심장활동 기록용 의료용 기구
심혈관 기구
심혈관 바늘
심혈관 펌프
쑥뜸기
안과용 치료기구
알레르기 비염 치료기
알약 절단기
암열치료장치
암치료장치
압력식 마이크로센서 카테테르
압력유지용 의료용 인공호흡기
부품인 인애드버턴트 핍리듀서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treatment of urinary incontinence
cardioversion and/or defibrillator
leads
cardiac fulguration apparatus
cardiac fulguration electrodes
cardiac pulse generators
leads for pacemakers
implantable leads for cardiac pacing
heart pacemakers
cardiac arrhythmia control devices
cardiac electrodes
cardiac probes
instruments for cardiac stimulation
apparatus for cardiac defibrillation
medical instruments for recording
heart activity
cardiovascular instruments
cardiovascular needles
cardiovascular pumps
moxa cautery apparatus
therapeutic instruments for
ophthalmology
allergic rhinitis therapy apparatus
pill splitters
apparatus for the thermal treatment
of cancer
apparatus for the treatment of
cancer
pressure microsensor catheters
inadvertent peep reducers being
parts of medical ventilators for
maintaining pressure
compressor modules being parts of
ventilators [medical]

medical cooling units with body
contact applicators to control body
wound temperatures

압축기 모듈(의료용 산소호흡기
부품)
액체 마취약용 증발기
야뇨증 경보기
약물 방출 스텐트
약물 전달용 주입펌프
약물 주입 펌프
약물 주입기
약물용 도포구
약물이 코팅된 혈전용 스텐트
약물치료 관리용 점적기
(내용물이 없는 것)
약물흡수유도 피부자극기

medical heating units with body
contact applicators to control body
wound temperatures

약액 주입기
약액흡입촉진용 의료장치

medical cooling units with body
contact applicators

약제 신체삽입용 의료장치

medical apparatus for introducing
pharmaceutical preparations into
the human body

약제 커터
약제 투약용 관 및 커넥터

pill cutters

neurosurgical adaptors
apparatus for nerve stimulation
medical drainage bags for collection
of nephrostomy
medical apparatus for renal dialysis
hypodermic needles for use in renal
dialysis
medical cooling units to control body
wound temperatures
medical heating units to control body
wound temperatures

medical heating units with body
contact applicators
apparatus for the therapeutic
stimulation of the body

evaporators for liquid anaesthetics
enuresis alarms
drug-eluting stents
infusion pumps to deliver medication
drug infusion pump
drug syringes
applicators for medications
drug-coated stents for thrombosis
droppers for administering
medication, sold empty
medical skin stimulators for drug
absorption
liquid medicine syringes
medical apparatus for facilitating the
inhalation of liquid medicine

tubes and connectors for
administering medicines

신체치료토닝용 장치

apparatus for the therapeutic toning
of the body

약제 투약용 파우치

실금억제용 장치

apparatus for use in the control of
incontinence

pouches specially adapted for
administering medicines

약제 투여용 기기

apparatus for administering
pharmaceut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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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흡입촉진용 의료장치

medical apparatus for facilitating the
inhalation of pharmaceutical
preparations

약제용 도포구

applicators for pharmaceutical
preparations

약제용 주사기
언어치료기
여과용 멤브레인(의료용)
여드름치료용 의료기기(치과용
제외)

injection device for pharmaceuticals

여드름치료장치
여성용 실금(失禁) 기구
연골재생용 의료기기

apparatus for acne treatment

speech therapy apparatus
membranes for filtration [medical]

의료용 가습장치
의료용 가이드와이어
의료용 가이드와이어 및 부품
및 부속품
의료용 감광필름 처리기

humidifying apparatus for medical
use
medical guidewires
medical guidewires and parts and
fittings therefor
processors for photosensitive film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견인기
의료용 결찰클립
의료용 결찰클립 도포구

retractors [medical instruments]

의료용 경막 외제통 장치

epidural analgesia apparatus for
medical use

med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cartilage restoration

의료용 경혈 지압기

acupoint acupressure apparatus for
medical use

열사병 치료용 의료용 냉각장치

medical cooling apparatus for treating
heatstroke

curing lamps for medical purposes

열전기 치료장치
열치료장치
예방접종장치
오존요법용 오존발생기

thermoelectric therapy apparatus

의료용 경화램프
의료용 고압산소실
의료용 고열요법장치

hyperthermia therapy apparatus for
medical use
static electric therapy apparatus for
medical use
high-frequency warmer appliances
for medical purposes
high frequency coagulation
instruments for medical purposes
high-frequency stimulators for
medical purposes
high-frequency skin care equipment
for medical purpose
air massage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air vibrator for medical purposes

온구치료기
온수치료기
온열추골교정기
온열치료기구
온풍치료장치
요도용 도뇨관
요도용 탐침 주사기
요도주입기
요도탐침
욕창 예방용 장치
욕창 치료용 장치
용기로부터 약제 전달용 의료용
펌프
용기로부터 약제 투여용 의료용
펌프
원적외선 치료기
유치카테터
음이온치료기
응고기기
의료 전용 신체훈련용 비대칭 바
의료 전용 피하주사기 파괴장치
의료 치료용 압축기
의료기구용 램프

med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acne treatment (other than for
dental purposes)
female urinary incontinence devices

heat treatment apparatus
inoculating apparatus
ozone generators for use in
administering ozone therapy
moxibustion apparatus

의료용 고주파 온열기
의료용 고주파 응고물

thermal vertebral orthopedic
apparatus
heat therapy instruments

의료용 고주파 자극기

hot air therapeutic apparatus
urethral catheters
urethral probe syringes
urethral syringes
urethral probes
apparatus for the prevention of
pressure sores
apparatus for the treatment of
pressure sores
pumps for medical use in delivering
pharmaceuticals from containers
pumps for medical use in dispensing
pharmaceuticals from containers
far infrared therapy apparatus
baby tooth catheter
anion therapy apparatus
coagulation instruments
asymmetrical bars for physical
exercise [adapted for medical use]
apparatus for destroying
hypodermic needles [specifically
adapted for medical use]
compressors for medical [treatment]
purposes
lamps for use with medical
instruments

의료기구용 전극

electrodes for use with medical
apparatus

의료용 DNA 및 RNA 검사장치

apparatus for DNA and RNA testing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IPL장치
의료용 가스 추출용 펌프

IPL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가스 취분기

medical gas-insufflators

pumps for medical use in the
extraction of gases

ligating clip applicators for medical
use

hyperbaric oxygen chamber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고정전기요법장치

hot water therapy apparatus

ligating clips for medical use

의료용 고주파 피부미용기
의료용 공기안마기
의료용 공기진동기
의료용 관수 파우치
의료용 관장기(灌腸器)

irrigation pouches for medical use

의료용 광선요법장치
의료용 광원
의료용 광필터
의료용 근육운동용 기기
의료용 기침유발기
의료용 나무망치
의료용 냉풍진동기
의료용 네일핀치
의료용 뇌파유도신호 발생기
의료용 동력식 스프레이어
의료용 뜸질기
의료용 라듐관
의료용 레이저광선치료기
의료용 마사지기

enema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phototherapy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light sources for medical use
light filters for medical use
apparatus for use in exercising
muscles for medical use
devices for cough induced for medical
purposes
mallets for medical use
cold air vibrator for medical purposes
nail pinches for medical use
signal generators for inducing
brainwave for medical purposes
power operated sprayers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moxibustion apparatus
radium tubes for medical purposes
laser light instruments for medical
treatment
massage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마사지치료기

massage therapy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매선침
의료용 맥압 트랜스듀서
의료용 모공청소기
의료용 문신제거기기

needle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pulse pressure transducers
pore cleaner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tattoo remov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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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물치료장치

water therapy apparatus for medical
use

의료용 유리제 전극

electrodes for medical use made
from glass

의료용 및 외과용 카테테르
의료용 바늘
의료용 발마사지기
의료용 배액관
의료용 분리기구

medical and surgical catheters

의료용 유체조절클립

fluid control clip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이산화탄소 표시기

carbon dioxide indicators for medical
purposes
respirator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분무기
의료용 분무기(내용물이 없는 것)

vaporizer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인공호흡기
의료용 인큐베이터
의료용 일광욕실
의료용 일회용 피하주사기

의료용 분사식 주입기
의료용 산소발생기

jet injectors for medical use

의료용 자기장 발생장치

magnetic field generators for
medical use
medical magnetic therapy apparatus

의료용 산소발생기구

apparatus for producing oxygen for
medical use

의료용 자기치료기
의료용 자기치료장치

의료용 산소전극
의료용 산소흡입기
의료용 세동방지기
의료용 손바닥 지압기
의료용 손발지압기

oxygen electrodes for medical use

의료용 자외선필터

filters for ultraviolet ray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재활기구

body rehabilitation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저온탐침
의료용 저주파 피부관리기구

cryoprobes for medical use

의료용 저주파 피부미용기구

low frequency skin esthetic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적외선 장치

infrared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전극
의료용 전기 열커버

electrodes for medical use

의료용 전기 족온기
의료용 전기마사지기

electric foot warmers for medical use

의료용 전력필터
의료용 전자근육자극기

power filters for medical use

의료용 전자신경자극기

electronic nerve stimulators for
medical purposes
electronic stimulator for medical use

의료용 수동식 분무기
의료용 수증기 추출용 펌프
의료용 신경망 연결 튜브
의료용 신경헬멧
의료용 신체기울기치료기구
의료용 신체온열장치
의료용 신체훈련용 물리운동용구
의료용 신체훈련장치
의료용 실시간 유전자 증폭 장비
의료용 안내도관
의료용 안마봉
의료용 안면증기발생기
의료용 액체 추출용 펌프
의료용 에어로졸분무기
의료용 여드름치료기
의료용 여압실
의료용 역삼투막

needles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foot massaging apparatus
drainage tubes for medical purposes
separation instruments for medical
use
atomizers sold empty for medical
use
oxygen concentrators for medical
applications

oxygen inhalers for medical purposes
defibrillators
medical palm acupressure apparatus
hands and feet acupressure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sprayers [hand-operated] for medical
use
pumps for medical use in the
extraction of vapour
mesh nerve connecting tubes for
medical use
neural helmets for medical purposes
body slope treatment devices for
medical purposes
body warming devices for medical
use
physical exercise articles for physical
training [for medical purposes]
apparatus for physical training for
medical use
real-time gene amplification
equipment for medical use
introducer sheaths for medical use
massage bars for medical purposes
facial saunas for medical use
pumps for medical use in the
extraction of liquids
aerosol dispensers for medical
purposes
acne treatment devices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pressure chambers
reversed osmosis membranes for
medical use

의료용 열교환 항균성 필터

heat exchange anti-bacterial filters
for medical use

의료용 열교환 항바이러스 필터

heat exchange anti-viral filters for
medical use

의료용 열풍진동기
의료용 영구자석
의료용 오존발생기

hot air vibrator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온열램프
의료용 원심분리기 필터가 작
동된 트로우플로우

heat lamps for medical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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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anent magnets for medical use
ozonizers [ozonators] for medical
use
throughflow operated centrifuges
filters for medical use

의료용 전자자극장치
의료용 정맥내 투여기구
의료용 정맥주사 백
의료용 정맥주사 주입 펌프

incubators for medical purposes
solaria for medical purposes
disposable hypodermic syringes for
medical use

magnetic treatment apparatus for
medical use

low-frequency skin care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electric heating covers for medical
use
electric massaging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electronic muscle stimulators for
medical purposes

intravenous administration
instruments for medical purposes
intravenous bags for medical
purposes
intravenous infusion pump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젖몸살 치료 마사지기

massaging apparatus for mastitis
treatment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주사기
의료용 주사바늘
의료용 주사액주입기
의료용 주사침
의료용 주입펌프
의료용 줄기세포 재생장치

injector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진공탐침
의료용 천자침
의료용 체력 향상 장치

vacuum probes for medical use

의료용 초단파 미용 기기

ultrashort wave esthetic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초단파자극기

ultrashort wave stimulator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syringe needles
medical injection syringe
injection needles for medical use
medical infusion pumps
apparatus for the regeneration of
stem cells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puncture needle
apparatus for achieving physical
fitness [for medical use]

10류 G110101
의료용 초음파 발생장치

apparatus for producing ultrasonic
waves for medical application

의료재활용 운동기구

exercising apparatus for medical
rehabilitative purposes

의료용 초음파 안마기

ultrasonic massaging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재활용 운동부츠

의료용 초음파 장치
의료용 초장파 자극기

medical ultrasound apparatus

의료재활용 장치
의료주사용 피하주사기

exercise boots for medical
rehabilitative purposes
apparatus for medical rehabilitation

의료용 충격파장치

shock wave apparatus for medical
use

의료치료용 가스레이저장치

의료용 측정된 양의 약품전달용
계량펌프

metering pumps for delivering drugs
in measured quantities [medical
use]

의료치료용 가습기

의료용 카테테르
의료용 코세정기
의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의료용 탐침
의료용 테이프커터
의료용 투석기계
의료용 투열요법 핸들
의료용 튜브
의료용 파이프
의료용 패커
의료용 펌프
의료용 편광 생산용 램프

medicinal catheters

의료용 푸쉬 주사기
의료용 피부각질제거장치

push syringes for medical use

의료용 피부관리기구
의료용 피부마사지용 미용기계

medical skin care apparatus

의료용 피부연마기
의료용 피부자극기
의료용 피지제거기

medical skin abraders

의료용 필터
의료용 필터니들
의료용 혈관투입구

filters for medical purposes

인공췌장
인공호흡기
인공호흡용 산소호흡기

filter needle for medical purposes

인공호흡용 산소호흡기 배기밸브

의료용 혈액투석기
의료용 혈자리 지압기

medical blood dialyzer

의료용 훈증기
의료용 훈증소독장치
의료용 휴대 자외선 치료기

portable ultraviolet ray therapy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휴대용 흡입기

portable nebulisers for medical
purposes

very low frequency stimulator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nose lavage apparatus
co2 insufflator for medical purposes
probes for medical purposes
tape cutters for medical purposes
dialysis machines for medical use
diathermic handles for medical use
medical tubing

의료치료용 고주파 발생기
의료치료용 램프
의료치료용 운동기(신장기)
의료치료용 평행봉
의약주입기구용 밸브
의약품 주입기

pipes for medical applications

이동모니터링스캐너

medical packer

이명치료기
인공기흉기(人工氣胸器)
인공마취장치
인공수면장치
인공수정용 주사기
인공신장
인공심폐 산소공급기
인공심폐기계
인공제 척추디스크 이식물 형태의
척추디스크치료용 의료장치

pumps for medical purposes
lamps for producing polarised light
for medical use
skin exfoliation remover devices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esthetic machine for skin
massage
skin stimulators for medical use
sebum removal devices for medical
use

vascular access ports for medical
purposes

hypodermic syringes for injections
for medical purposes
gas laser apparatus for medical
treatment
humidifiers for use in medical
treatment
high frequency generators for use in
medical treatment
lamps for medical [curative]
purposes
exercisers [expanders] for medical
therapy
parallel bars for medical therapeutic
use
valves for use in medical infusion
instruments
syringes for injection of medical
substances
mobile monitoring scanners for
medical purposes
tinnitus therapy apparatus
artificial pneumothorax
artificial anaesthetization apparatus
artificial sleep apparatus
insemination syringes
dialyzers
artificial heart-lung oxygenators
artificial heart-lung machines
medical devices for spinal disc repair
in the nature of spinal disc implants
made from artificial substances
artificial pancreas
resuscitators

인공호흡용 전동식 호흡기

ventilator breathing apparatus for
artificial respiration
ventilator exhalation valves for
artificial respiration
powered respirators for artificial
respiration

인공호흡용 호흡기 헬멧

respiratory helmets for artificial
respiration

medical fumigator

인공호흡장치

respirators for artificial respiration

fumigation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인슐린 주입용 주사기

insulin syringes

인슐린 투약장치
인슐린 펜

insulin dosing devices

인슐린 펜(내용물이 없는 것)

insulin pens sold empty

인슐린펌프
인슐린펜니들

insulin pumps

인큐베이션 유닛

incubation units
disposable syringes

blood aperture acupressure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insulin pens

의료용 흡입기
의료용 흡입기(내용물이 없는 것)

inhalers for medical use

의료용 흡입백

suction bags for medical use

의료용 흡입백 홀더

suction bag holders for medical use

일회용 주사기
입술 견인기

의료용 흡입병

suction bottles for medical use

자가수혈장치

autotransfusion devices

의료용 흡입장치

suction apparatus for medical use

자가조직 혈액처리기

의료용 흡입튜브

suction tubes for medical purposes

autologous blood processing
instruments

의료재활용 근육 토닝용 기기

apparatus for use in toning muscles
for medical rehabilitation

자가조직 혈액회복장치
자궁경부용 풍선도관

autologous blood recovery apparatus

inhalers for medical purposes [sold
empty]

insulin penneedle

lip retractors

cervical balloon cath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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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주입기
자기요법용 장치
자동백신접종기구
자외선 치료기

uterine syringes

자율신경계반응 관련 의료용
기계기구
자폐아동 치료용 장치

med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relating to neurovegetative reactivity

장관영양용 튜브
장내 음식공급장치
저온 탐침
저주파 물리치료기

tubes for enteral feeding

저주파 의료기
저체온증 치료용 의료용 냉각장치

low-frequency medical equipment

적외선 치료기

infrared radiator units for therapeutic
purposes

적외선용 치료기구
전기근육 자극장치

infrared treatment devices

전기생리학 전극
전기생물학 파라미터 픽업용
전극
전기소작기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침술기구

electrophysiology electrodes

전기식 신경자극기
전기식 침기구
전기자극을 이용한 의료용
피부미용기
전기자기치료기
전기치료기구
전립선질병 치료장치
전위치료기
전자기 광선방출 메스
전자기파부항
전자식침기구
전자침
전자파 치료기기
정맥내 임시배치 필터
정맥류성 정맥관내 경화용 기구
정맥용 필터
정맥주사용 공급관
정맥주사용 카테테르
정맥주사용액 투여장치
정형외과용 관절보호대
제세동 전극
종양 치료/제거용 저온 탐침
주사물질관리용 피하주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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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aratus for magnet therapy
automatic vaccination apparatus
ultraviolet radiator units for
therapeutic purposes

therapeutic apparatus for children
with autism
apparatus for enteral feeding
cryoprobes
low frequency physical therapy
devices
medical cooling apparatus for use in
therapeutic hypothermia

apparatus for electrical muscle
stimulation
electrodes for picking up
electrophysiological parameters
electric cauteries
acupuncture instruments [electric or
non-electric]
electrical nerve stimulators
electric acupuncture instruments
medical skin esthetic apparatus with
electrical stimulation
electric magnetic therapy apparatus
galvanic therapeutic appliances
apparatus for the treatment of
disease of the prostate
electric potential therapeutic
appliances
scalpels emitting electromagnetic
rays
electromagnetic cupping
electronic acupuncture instruments
electronic acupuncture

주사에 의한 인체투여량 자동
의료기구
주사용 피하주사 바늘
주사침
주사통
주입요법용 피하주사 바늘
주입용 컬럼
주입용 튜브
주입용 펌프
주입주사기
준의료 물질 발산용 흡입기
중심골수용 정
중앙정맥용 카테테르
지압 장치
지압요법용 장치
지혈관리기구
지혈기
직장용 기구
질식한 신생아용 인공호흡기
질주입기
질확대경
척추디스크치료용 의료장치
청각장애 치료장치
체강(體腔) 세척용 기구
체강(體腔)세척용 솔
체외용 혈액 필터
체중감량용 전기요법기기
체중감량용 전자의료기기
초단파치료기계기구
초음파 마사지기
초음파 치료기계기구
초음파 치료기구
취입기(吹入器)
치료요법 처리용 전기자극장치

electromagnetic wave therapeutic
instruments
filters for temporary placement
within veins
instruments for intraluminar
sclerosation of varicose veins
filters for use within veins

치료용 내시경
치료용 면역흡착 컬럼

intravenous feeding tubes

치료용 세정기구

intravenous catheters
apparatus for administering
intravenous solutions
orthopaedic joint guards
cardiac defibrillation electrodes

치료용 목욕기계기구
치료용 산소 흡입기

치료용 손운동 기구
치료용 신체훈련장치
치료용 영구자석

cryoprobes for treatment and removal
of tumors

치료용 운동기계

hypodermic syringes for use in
administering injection substances

치료용 일회용 온열 마스크

automatic medical apparatus for
dosing humans by injection
hypodermic needles for injection
injection needles
injection syringes [syringe barrels]
hypodermic needles for use in
infusion therapy
infusion columns
tubes for transfusion
infusion pumps
syringes for injections
inhalers for the evaporation of
para-medical substances
centro-medullary nails
central venous catheters
acupressure apparatus
apparatus for acupressure therapy
heamostasis management
instruments
haemostats
rectal instruments
asphyxial neonates respirators
vaginal syringes
colposcopes
medical apparatus for spinal disc
repair
apparatus for use in treating hearing
disorders
appliances for washing body cavities
brushes for cleaning body cavities
blood filters for extracorporeal use
electrotherapy instruments for
slimming treatments
electromedical instruments for
slimming treatments
ultrashort wave therapy machines
and apparatus
ultrasonic massaging apparatus
ultrasonic therapy machines and
apparatus
ultrasonic therapy apparatus
insufflators
electro-stimulation apparatus for
use in therapeutic treatment
endoscopes for therapeutic use
immunoadsorption columns for
therapeutic use
therapeutic bath apparatus and
instruments
oxygen inhalators for therapeutic
purposes
lavage apparatus for therapeutic
purposes
hand exercisers for therapeutic use
physical exercise apparatus for
therapeutic purposes
permanent magnets for therapeutic
use
exercise machines for therapeutic
purposes
disposable steam-heated masks for
therapeutic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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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용 일회용 온열패치
치료용 자석
치료용 자석반지
치료용 적외선 램프
치료용 적외선 장치
치료용 주입기
치료용 컴퓨터 제어식 운동장치
치료용 컴퓨터 제어식 훈련장치
치료용 피부자극기
치료용 흡입기
치질의 고무밴드 결찰용 기구
침기구
침대식 마사지기
침바늘
침술기구
침없는 주사기
침통
카테테르 배치용 혈관조형술관
삽입기
카테테르 추적용 친수성 가이드
와이어
캐뉼래
캐뉼래용 튜브
코 내부 확장기
코 세척기
코용 흡인기
탄소등치료기
탈모증 치료용 레이저 치료 헬멧
통증 완화용 의료장치
투관침
투관침 캐뉼라
투석기
투석용 막
투약용 의료용 튜브

disposable steam-heated patches
for therapeutic purposes
magnets for therapeutic use
magnet ring for treatment
infrared lamps for curative purposes
infrared apparatus for curative
purposes
infusion apparatus for therapeutic
purposes
computer controlled exercise
apparatus for therapeutic use
computer controlled training
apparatus for therapeutic use
skin stimulation apparatus for
therapeutic purposes
inhalers for therapeutic use
instruments for rubber band ligation
of haemorrhoids
acupuncture equipment
bed vibrators
acupuncture needles
acupuncture instruments
injection instruments without
needles
acupuncture needles case
angiographic vascular introducers
for the placement of catheters
hydrophilic guide wire to track
catheters
cannulae
tubing for use with cannulas
internal nasal dilators
nasal douches
nasal aspirators
carbon arc lamp units for therapeutic
purposes
laser therapy helmets for treating
alopecia
medical apparatus for the relief of
pain
trocars
trocar cannulas
dialysis machines
dialysis membranes
medical tubing for administering
drugs

투약용 주사기
트랙션(의료장치)
티눈용 칼
퍼밍치료용 전기요법기기

medication injectors

퍼밍치료용 전자의료기기

electromedical instruments for
firming treatments

펜 형태의 주사기
폐가스교환 피라미터 조절용
의료장치

syringes in the nature of pens

폐질환 완화용 장치

apparatus for the alleviation of lung
ailments

폐질환 치료장치

apparatus for the treatment of lung
diseases

tractions [medical apparatus]
corn knives
electrotherapy instruments for
firming treatments

medical apparatus for controlling
pulmonary gas exchange
parameters

풍선 카테테르
피부 박피기구
피부 치료용 의료용 레이저
피부과용 레이저 핸드피스
피부를 통한 전기식 근육자극기

balloon catheters

피부를 통한 전기식 신경자극기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ors

피부를 통한 전기식 신경자극기
전극
피부재생치료기구
피부치료용 의료기기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electrodes

피하 주사바늘
피하약물전달장치

hypodermic needles

피하주사기
피하주사기용 일회용 바늘

hypodermic syringes

피하주사장치
피하천공기
필터가 결합된 도뇨관
핍 활성체(압력유지용 의료용
인공호흡기용 부품)

hypodermic injection apparatus

하퇴궤양 예방용 장치

apparatus for the prevention of leg
ulcers

하퇴궤양 치료장치

apparatus for the treatment of leg
ulcers

한방용 침
항균제용 도포구

needle for oriental medicine

항문치료용 온열기
혈관 수술용 의료용 튜브

warmer for anal treatment

혈관이상 치료용 색전증용 기기

embolic devices for treating vascular
anomalies

혈관확장기
혈구가공처리기
혈액 랜싯
혈액 집합세관(集合細管)
혈액가온장치
혈액관류 카트리지
혈액순환 개선기

self-expanding vascular stents

혈액순환 의료기

med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blood circulation

혈액순환계용 션트

shunts for use in the blood circulatory
system

혈액투석기
혈액투석장치
혈액펌프
혈자리 자극장치

hemodialysis machines

혈장분리기
협착증 치료용 담관 삽입용 확장
브레이드
협착증 치료용 식도 삽입용 확장
브레이드

plasma separators

dermabraders
medical laser for skin treatment
dermatological laser handpiece
transcutaneous electrical muscle
stimulators

skin regeneration therapy apparatus
med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the treatment of skin
implantable subcutaneous drug
delivery devices
disposable needles for hypodermic
syringes
hypodermic excavators
catheters incorporating filters
peep activators being parts of
medical ventilators for maintaining
pressure

applicators for antibacterial
preparations
medical tubing for use in vascular
procedures

blood cell processing handler
blood lancets
blood collecting tubules
blood warmers
haemoperfusion cartridges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improving blood circulation

hemodialysis apparatus
blood pumps
apparatus for the stimulation of
acupuncture points
expandable braids for insertion in
bile ducts for treating stenosis
expandable braids for insertion in
oesophagus for the treatment of
stenosis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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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착증 치료용 인체장기관 삽입용
확장 브레이드

expandable braids for insertion in
tubular organs of the body for the
treatment of stenosis

스텐트 운반기
시약 조제용 컵
알약 분쇄기
외과용 램프
외과용 침대
외과용 헤드라이트
외과전용 팔걸이의자

stent delivery system

협착증 치료용 혈관 삽입용 확장
브레이드
호흡 치료용 흡입기
호흡기 치료기구
호흡기 치료용 흡입기
호흡기 치료장치용 가습기

expandable braids for insertion in
blood vessels for treating stenosis

humidifiers for use with respiratory
therapy apparatus

의료 전용 진료의자

호흡기법훈련용 의료장치

medical apparatus for training
breathing techniques

examination chairs specially made
for medical use

의료 전용 침대

호흡장애 완화장치

apparatus for the alleviation of
breathing difficulties

beds specially made for medical
purposes

의료 전용 침대용 침대베이스

호흡장애 치료용 장치

apparatus for the treatment of
breathing difficulties

bed bases for beds especially made
for medical purposes

의료 전용 팔걸이 의자

호흡지원용 의료장치

medical apparatus for assisting
breathing

armchairs especially made for
medical purposes
UV lamps for medical applications

화뜸치료기

red-hot moxibustion therapy
apparatus

의료용 UV램프
의료용 가시광선필터
의료용 견인기구

환자 흉강의 유체제거용 흉부
배액장치

chest drainage devices for removal
of fluids from the pleural cavity of
patients
patient ventilation instruments

의료용 구동램프
의료용 기계대

medical operating lamps

의료용 기계테이블

instrument table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들것
의료용 램프
의료용 리프트
의료용 마사지침대
의료용 물질생성기
의료용 산성이온수기
의료용 산성환원수기

medical stretchers

의료용 석영등
의료용 세라믹돌
의료용 세면기
의료용 세정기
의료용 세척기
의료용 수액가온기
의료용 스텐트
의료용 알칼리이온수 생성기

quartz lamp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알칼리이온수기
의료용 알칼리환원수기

medical alkaline water ionizer

의료용 에어 매트리스
의료용 에어베드
의료용 에어브러시
의료용 옆면이 부드러운 물침대
형태의 하이브리드 침대
의료용 오존살균기
의료용 온도측정장치

air mattresse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온돌매트
의료용 온수매트
의료용 유아침대
의료용 의자

medical floor heating mats

환자용 통풍기기
휴대용 의료용 산소공급기
흉부 타진망치
흉부 통풍구
흉터치료용 실리콘 겔 시트
흡입기
흡입기용 스페이서
흡입기용 챔버
흡입에 의한 약제투여장치
흡입용 튜브
흡입제용 주사바늘

nebulizers for respiratory therapy
respiratory therapy instruments
nebulizers for respiration therapy

portable oxygen concentrators for
medical purposes
chest percussors
thoracic vents
silicone gel sheeting for the treatment
of scars
inhalers
spacers for inhalers
chambers for inhalers
apparatus for administering drugs
by inhalation
aspiration tubing
insufflation needles

4. 병원용 기계기구 (예시)
구급차용 들것
들것
들 것 형태의 환자용 리터
들것 위 환자 고정용 고정벨트
들것용 끈
바퀴달린 들것
병원용 진료 테이블
병원용 진료의자
병원환자 이송용 들 것
병원환자 카트용 매트리스
분만용 매트리스
분만용 의자
비만 환자용 들 것
산과용 테이블
산부인과용 침대
수술대
수술용 조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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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ulance stretchers
stretchers
patient litters in the nature of
stretchers
retaining belts for restraining
patients on stretchers
stretcher straps
stretchers, wheeled
hospital examination tables
hospital examination chairs
hospital gurneys
mattresses for hospital patient
trolleys
childbirth mattresses
birthing chairs
bariatric patient stretchers
obstetric tables
obstetric beds
operating tables
lighting apparatus for surgical
operations

cups for dispensing medicine
pill crushers
surgical lamps
beds for surgical use
surgical headlights
armchairs especially made for
surgical purposes

medical visible light filter
traction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instrument stands for medical
purposes

lamps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lift
massage beds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substance generators
medical acid water ionizer
acidic reduction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ceramic stones
basins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lavage apparatus
irrigators for medical use
medical infusion heaters
medical stents
alkaline ionic water generators for
medical purposes
alkaline reduction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air beds for medical purposes
air brushes for medical purposes
hybrid beds being soft sided
waterbeds [for medical use]
medical ozone sterilizer
temperature measuring instruments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hot water mats
medical infant carriers
chairs for medical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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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자외선램프
의료용 적외선 램프
의료용 적외선 필터
의료용 적외선 히터
의료용 전기침대
의료용 조명
의료용 진료 테이블
의료용 처방약품포장기

ultraviolet ray lamps for medical
purposes
infrared lamps for medical purposes

환자용 리프트용 호이스트
환자용 모니터링 센서 및 경보기

medical infrared filters

lighting for medical use

환자용 진료테이블
환자용 호이스트
환자운반용 들것
환자운반용 수레

medical examination tables

5. 수의과용 기계기구 (예시)

prescription drugs packaging
machines for medical purpose

RNA 분석용 수의과용 기기

medical infrared heaters
electric bed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침대
의료용 카메라
의료용 카트리지
의료용 탄소등

bed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태양등
의료용 트레이
의료용 표시기
의료용 해부용 기구

sun lamp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호이스트
의료용 환자치료용 의자
의료용 히트램프
의료전용 물침대 베이스

medical hoist

의료전용 의자

medical cameras
cartridges for medical purposes
carbon arc lamps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trays
medical indicators
dissecting instruments for medical
use
medical patient treatment chairs
heat lamps for medical purposes
bases for waterbeds [adapted for
medical use]
chairs especially made for medical
use

patient lifting hoists
patient monitoring sensors and
alarms
patient examination tables
patient hoists
stretchers [for patient transport]
patient transport wagon

가축용 출산장치
거세용 집게
동물 인공수정용 기구

veterinary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RNA analysis
obstetric apparatus for cattle
castrating pincers
apparatus for the artificial
insemination of animals
anaesthetic apparatus for animals

동물용 마취장치
동물용 수술대
동물용 의료기구

operating tables for animals

동물용 환약삽입기
동물출산용 수의과용 보조기구
동물치료처치용 방사선 보호직물
수의과 기구 받침용 트레이
수의과 수술용 기계기구
수의과 진단용 도구

medical instruments for application
on animal bodies
balling guns
veterinary obstetric aids for use in the
birth of live animals
radiation shielding textiles for use in
the therapeutic treatment of animals
trays for holding veterinary
instruments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veterinary surgery
tools for veterinary diagnostics

수의과용 X-선 필름 마운트
수의과용 X-선 필름 프레임
수의과용 X선장치

X-ray film mounts for veterinary use

stirrups for use with medical
examination tables

수의과용 거세기구

castrating apparatus [for veterinary
purposes]

의료치료용 온열침대
의사용 기구케이스
의약품 투여용 의료기계기구

heat beds for medical treatment

수의과용 골이식 대체제

bone graft substitutes for veterinary
purposes
refractometers for veterinary use

정제 카운터기
정제약자동분포기
조제대
조제용 약품 자동분류기기

tablets counter

수의과용 굴절계
수의과용 기구
수의과용 기기
수의과용 레이저
수의과용 빨대
수의과용 산과기계기구

진료대
채혈관 자동이송장치

examining tables for hospital use

수의과용 수술기계기구

automatic transfer equipment for
blood collecting tubes

수의과용 수술기기

해부대
화상환자용 치료침대
화상환자용 침대

dissecting tables

수의과용 신경망 연결 튜브

환자 리프트 승강장치용 슬링
환자 치료용 테이블

slings for patient lifting hoists

환자 터닝용 장치
환자를 호이스트에 올리기 위한
리프트
환자약투여용 간호사용 트롤리

apparatus for the turning of patients

의료전용 진찰대

examination couches specially
made for medical use

의료진단 전용 테이블

tables specially made for medical
examination

의료진단 테이블용 등자

환자용 들 것
환자용 리프트

instrument cases for use by doctors
med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administering pharmaceuticals
automatic tablets divider
prescription table for hospital use
automatic classification equipment
of pharmaceutical preparations

hospital beds for use by burn patients
beds specially made for use by burn
patients
tables for use in the treatment of
patients
lift for raising patient to the hoist
nurses' trolleys adapted to contain
drugs for dispensing to patients
patient stretchers
invalid lifts

X-ray film frames for veterinary use
X-ray apparatus for veterinary
purposes

apparatus for veterinary purposes
veterinary apparatus and instruments
lasers for veterinary purposes
straws for veterinary use

수의과용 심전계
수의과용 장치
수의과용 제철기계기구
수의과용 조준위치지시장치
수의과용 진단기구
수의과용 초음파 세척기
수의과용 초음파 진단기
수의과용 치아 플라이어

obstetrical apparatus for veterinary
purposes
surgical operation tools and
equipment for veterinary purposes
surg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veterinary use
mesh nerve connecting tubes for
veterinary use
electrocardiographs for veterinary
purposes
veterinary apparatus
horseshoeing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veterinary purposes
collimating position indicating
apparatus for veterinary use
diagnostic apparatus for veterinary
ultrasonic cleaning instruments for
veterinary use
ultrasonic diagnostic instruments for
veterinary use
dental pliers for veterinary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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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과용 탐지기
수의과용 탯줄 클램프
수의과용 투석장치
수의과용 튜브
수의과용 파이프
수의과용 펌프
수의과용 플라이어
애완동물용 이 제거용 빗
애완동물용 휠(이동보조구)
주사에 의한 동물투여량 자동
의료기구

detecting instruments for veterinary
use
umbilical cord clamps for veterinary
purposes
apparatus for dialysis for veterinary
use
tubes for veterinary use
pipes for veterinary applications
pumps for veterinary use
pliers for veterinary use
lice combs for pets
wheels for pets [mobility aids]
automatic medical apparatus for
dosing animals by injection

6. 의료용 보조기구 및 교정기구 (예시)
간호사용 핀셋
결장조루술 환자용 지지벨트

nurses' tweezers

골간마개
골반 지지대
골수내 정
골절 고정장치용 갈고랑이
공기팽창식 수족압박 기구

diaphyseal plugs

관골류 부목
관절 고정용 부목
귀지보호기기(청각장애용
보청기 부품)

callipers [splints]

나팔형 보청기
난청환자용 청음기
난청환자용 청진기
디지털 렌즈처방용 시력측정기구
디지털 보청기
롤레이터
류머티즘방지반지
류머티즘방지팔찌
목발
목발용 소켓
목발용 손잡이 커버
목발용 쿠션 커버
목발팁
무릎 교정기
무릎 목발
무릎 보조기
발 교정기
발가락 교정구
발뒤꿈치용 정형외과 지지구
발용 정형외과 지지구
변형가능한 귀마개 형태의
소음보호수단
보청기
보청기 음질 조율 장치
보청기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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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entive belts for use by colostomy
patients
pelvic rests
intramedullary nails
hooks being fracture fixation devices
air inflatable limb compression
apparatus
braces for joint fixation
parts of acoustic apparatus for the
hearing-impaired, namely, cerumen
protection systems
ear trumpets
hydrophone for hard of hearing
people
stethoscopes for hard of hearing
people
optometric instruments for the
prescription of digital lenses
digital hearing aids
rollators
anti-rheumatism rings
anti-rheumatism bracelets
crutches
crutch sockets
crutch handle covers
crutch cushion covers
tips for crutches
knee orthesis
knee crutches
knee supports for medical use
foot orthoses
toe epithesis
orthopaedic supports for heels
orthopaedic supports for feet
noise protection means in the form of
deformable ear plugs
hearing aids
sound tuning apparatus of hearing
aids
cords for hearing aids

보청기용 귀 어댑터
보청기용 귀걸개
보청기용 귀마개
보청기용 귀틀
보청기용 브러시
보청기용 의료기구
보청기의 부품 및 부속품
보행보조기용 휠카트
복대
복부코르셋
복부탈장용 벨트
상완골용 팔꿈치보호구
손가락 부목
수술후용 압박의복
수족 압박기구
신발용 아치 지지대
아날로그식 보청기
아치 지지대를 포함하고 있는
정형외과용 깔창
악안면 수술용 악골아래턱뼈
부목
안구내 렌즈
암보드(외과용 부목)
외과용 부목
외과용 코르셋
외과용 패드식 목지지대
외부고정근(부목)
운동용 부츠(정형외과용 신발)
의료기구용 보호구
의료용 골반교정보호대
의료용 괄약근운동기
의료용 교정구
의료용 구속복
의료용 냉온안마기
의료용 네발지팡이
의료용 다리견인장치
의료용 목대
의료용 무릎관절보호대
의료용 무릎보호기구
의료용 무릎부목
의료용 무릎지지구
의료용 발목보호대
의료용 발목부목
의료용 발목지지구
의료용 벨트
의료용 보청기
의료용 보청기 및 그 부품
의료용 보행보조기
의료용 복대

ear adaptors for hearing aids
hooks for hearing aids
ear plugs for hearing aids
ear moulds for hearing aids
brushes for hearing aids
medical instruments for use as aids
to hearing
parts and fittings for hearing aids
wheeled trolleys adapted for use as
walking aids
abdominal belts
abdominal corsets
abdominal hernia belts
elbow guard for epicondylitis
finger splints
post-operative pressure garments
limb compression instruments
arch supports for footwear
analog hearing aids
orthopaedic inner soles
incorporating arch supports
maxillo-mandibular splints for use in
maxillofacial surgery
intraocular lenses
armboards [surgical splints]
splints, surgical
corsetry for surgical purposes
padded neck supports for surgical
use
external fixators [splints]
exercise boots [orthopaedic
footwear]
shields for medical instruments
orthopedic pelvis guards for medical
use
medical sphincter exercise
equipment
medical braces
strait jackets
medical cold-hot massage apparatus
quad canes for medical purposes
leg traction units for medical use
medical neck bands
knee joints guards for medical use
ankle guards for medical purposes
knee braces for medical purposes
knee supports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ankle guards
ankle braces for medical purposes
ankle supports for medical purposes
belts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hearing instruments
medical hearing instruments and
parts of such devices
walking aids for medical purposes
abdominal belts [for medical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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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부목
의료용 부목장착지지대

splint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부목재료
의료용 비강보호대
의료용 비강필터
의료용 손가락 보호대
의료용 손목보조대
의료용 손목보호대
의료용 손목지지구
의료용 숄더컵
의료용 수족 및 관절용 부목

splinting materials for medical use

의료용 수족용 부목
의료용 시료조제컬럼

limb splint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신발
의료용 안구보호구
의료용 압박벨트
의료용 압박복
의료용 어깨 지지대
의료용 어깨보호대
의료용 온열기
의료용 온열매트
의료용 온열식 보온무릎보호대

boots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heated insulating knee
guards

의료용 휴대용 복부찜질기

의료용 온열식 보온지지구
의료용 온열요법장치

medical heated insulating holders

의료용 휴대용 온열찜질기

의료용 원적외선 마사지기

medical far infrared massaging
apparatus

의료용 임산부벨트

maternity support belts for medical
purposes

의수족 신체 고정용 보철용 소켓

의료용 자기팔찌

magnetic bracelet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자석건강대
의료용 자석복대

medical magnets health trusses

이동보조용 휠워커
이어몰드(보청기 부품)

의료용 자세교정기구
의료용 전기벨트
의료용 전기온열매트

medical posture correction devices

의료용 전기찜질기

electric fomentation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전열식 의류

electrically heated clothing for
medical use

의료용 족욕기
의료용 좌욕기
의료용 지압볼
의료용 지압판
의료용 지지 매트리스
의료용 지지구
의료용 지팡이
의료용 진동 안마기

medical foot bath apparatus

의료용 집게
의료용 청력계

forceps

splinting (Supportive -) for medical
use
nasal guards for medical purposes
nasal filters for medical purposes
fingerstalls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wrist support
wrist braces for medical use
wrist supports for medical purposes
shoulder cups for medical use
braces for limbs and joints for medical
use
sample preparation columns for
medical use
eye shields for medical use
medical compression belts
compression garments
medical shoulder support
medical shoulder guards
medical warmer
medical heating mat

thermotherapy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magnetic abdominal belts for medical
purposes
electric belts for medical purposes
electric heating mats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sitz baths apparatus
medical acupressure ball
medical acupressure board
support mattresses for medical use
supporters for medical purposes
walking sticks for medical purposes
vibromassage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audiometer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청력보조기기
의료용 청음기
의료용 코골이 방지구
의료용 코골이 방지용 클립

medical hearing aids apparatus

의료용 코골이 방지용 핀
의료용 코르셋
의료용 탄성지지대

medical anti snoring pin

의료용 팔꿈치 보호대
의료용 팔꿈치 부목
의료용 팔꿈치 지지대
의료용 팔찌
의료용 핀셋
의료용 햅틱슈트
의료용 허리보호대
의료용 허리찜질기
의료용 허리찜질용 매트
의료용 휜다리교정기
의료용 휴대 마사지기
의료용 휴대가능한 제모기
의료용 휴대용 목찜질기

의료용 휴대용 워머
의료치료용 계단보행기

임산부용 벨트
임플란트 지지기구
자기치료기매트
자세교정용 의자
자세교정용 침대
자세교정용 패드
장애인용 보행보조기
전기보청기
전기식 보청기
전동식 보청기
전자보청기
정형외과 및 이동용 보조구
정형외과 신발용 아치 지지대
정형외과용 가죽끈
정형외과용 가죽제 밑창
정형외과용 깔창
정형외과용 깔창 셸
정형외과용 발 교정기
정형외과용 발가락 받침대

medical hydrophone apparatus
medical anti snoring aids
anti snoring clip for medical
purposes
corsets for medical purposes
elastic supports for medical
purposes
elbow guards for medical purposes
elbow braces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elbow support
bracelets for medical purposes
tweezers for medical purposes
haptic suits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waist guards
medical waist fomentation apparatus
mats for waist fomentation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angular deformity
correction apparatus
portable massaging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portable epilators
portable neck fomentation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portable abdominal fomentation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portable thermal fomentation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portable warmer
stair climbing machines for medical
therapeutic use
prosthetic sockets used to fasten
prosthetic limbs to the body
wheeled walkers to aid mobility
earmoulds being parts of hearing
aids
maternity belts
implant retentive system
magnetic therapy mats
chairs for posture correction
beds for posture correction
pads to correct ones posture
walking frames for disabled persons
electrical hearing aids
electric hearing aids
electrically operated hearing aids
electronic hearing aids
orthopedic and mobility aids
arch supports for orthopaedic shoes
orthopaedic strappings
soles made of leather [orthopaedic]
orthopaedic insoles
insole-shells [orthopaedic]
toe separators for orthopaedic
purposes
toe props [orthopae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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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용 발가락 분리기
정형외과용 발가락 조절기
정형외과용 발밑창
정형외과용 버팀대
정형외과용 벨트
정형외과용 부목
정형외과용 석션 막대
정형외과용 소프트 깔창
정형외과용 소프트 지지대

toe separators [orthopaedic]

정형외과용 슬리퍼용 패드
정형외과용 신발
정형외과용 신발 깔창
정형외과용 신발삽입물
정형외과용 신발용 교정삽입물
정형외과용 신발용 발가락
삽입재
정형외과용 신발용 패드
정형외과용 실리콘장치
정형외과용 아치 지지대
정형외과용 아치쿠션
정형외과용 장치
정형외과용 지지구
정형외과용 척추 지지대
정형외과용 치유보조기
정형외과용 힐패드
제모용 의료기기

pads for slippers [orthopaedic]

조제용 기구
지압용구
지지대 형태의 무릎보호대
(스포츠 용품 제외)
지지용 레깅스
지지용 벨트
지지용 스타킹
척추 보호용 의료용 보조기구
척추결함교정용 등뒤 척추고
정장치
척추교정기
척추교정용 매달림조끼
척추물리치료기구
척추용 좌석(의료기구)
척추지압 기구
청각보호구
청각보호장치
청각용 의료기구

toe regulators [orthopaedic]
orthopaedic soles
orthopaedic braces
orthopaedic belts
orthopedicbrace
suction rods for orthopedic purposes
soft insoles [orthopaedic]

코골이 억제용 골전도 장치

soft supports for orthopedic
purposes

코골이 예방용 치료적 마우스피스

orthopaedic footwear
shoe insoles for orthopedic use
orthopaedic inserts for footwear
orthotic inserts for footwear
toe inserts for footwear [orthopaedic]
pads for shoes [orthopaedic]
silicone orthopedic devices
arch supports [orthopaedic]
arch cushions [orthopaedic]
apparatus for orthopaedic purposes
orthopedic supports
orthopedic back supports
orthopaedic healing aids
heel pads for orthopaedic use
med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hair removal
pharmaceutical instruments
acupressure devices
knee guards in the nature of supports
[other than sports articles]
supportive leggings
retention belts
supportive stockings
spine protection aids for medical
purposes
posterior spinal fixation devices for
the correction of spinal defects
chiropractic apparatus
chiropractic suspension vest
spine physical therapy apparatus
spine seats [medical apparatus]
chiropractic instruments
hearing protectors
hearing protection devices
medical instruments for use in
relation to hearing

청각장애 완화용 장치

apparatus for use in alleviating
hearing disorders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hearing aids for the deaf [acoustic
aids]
hearing apparatus for the deaf

청각장애인용 청각장치
청각장애인용 청각증폭기
청각장애인용 청각증폭기
(보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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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 검사용 기구
체형교정보조기구
추골교정기
치료용 또는 의료용 바이오
마그네틱 링
치료용 코르셋
코골이 방지용 장치

acoustic amplifiers for partially deaf
persons
acoustic amplifiers [hearing aids] for
partially deaf persons

탈장대
탈항치밴드
턱뼈 교정장치
팔꿈치용 탄성지지대
편평족지지구
평발용 아치 지지대
프로그램 가능한 보청기
하복부용 벨트
항문 플러그
허리결함교정용 등뒤 척추
고정장치
허리교정받침
환자 리프트용 지지봉
환자 안전벨트
환자용 보행기
환자용 자세교정 공구
회장루(回腸瘻) 형성술 환자용
지지벨트
회장루형성 환자용 장치

audiometers
orthopedic posture correction aids
vertebral orthopedic apparatus
biomagnetic rings for therapeutic or
medical purposes
corsets for therapeutic use
apparatus for use in the prevention
of snoring
bone conduction apparatus for
inhibiting snoring
therapeutic mouthpieces for the
prevention of snoring
hernia bandages
anus prolapse bands
jawbones orthodontic appliance
elasticated supports for the elbow
supports for flat feet
arch supports for flat feet
programmable hearing aids
hypogastric belts
anal plugs
posterior spinal fixation devices for
the correction of back defects
waist supports for orthopedic
purposes
assist poles for lifting patients
patient safety restraints
invalid walkers
patient positioning tools
retentive belts for use by ileostomy
patients
apparatus for use by ileostomy
patients

7. 인공이식물 및 보철기구 (예시)
가슴 보형물
가슴용 이식물
가슴확대용 보형물
각막 실드
각막내 이식물
개인용 골반 보철물
고관절 인공삽입물
고관절부 인공보철물
고관절부 인공보철물용 헤드
골이식술용 이식물(보철물)
골접합용 이식물
관절 인공삽입물
관절용 인공삽입물
내장용 인공보철 조직
눈이식용 인공수정체
달팽이관이식물
모조생식기
무릎용 의족
보조인대
보철용 고관절 이식물
보철용 관절소켓

breast implants
pectoral implants
breast prostheses
corneal shields
intra-corneal implants
personal hip prosthesis
hip joint endoprostheses
hip prostheses
heads for hip prostheses
implants [prosthesis] for use in bone
grafting
implants for osteosynthesis
joint endoprostheses
joint prostheses
prosthetic tissues for vascular use
artificial lenses for implantation in the
eye
cochlea implants
imitation genital
knee prostheses
auxiliary ligament
prosthetic hip joint implants
prosthesis joint soc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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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 샤프트
보철용 임플란트 기구
뼈 대용물
뼈 수술용 임플란트(보철물)
뼈/연골/인대 및 힘줄용 대용물
뼈용 임플란트
뼈이식용 인조뼈 부품
생분해 인공기관
생분해 임플란트
생분해성 뼈고정 이식물
성형 임플란트용 실리콘제제
성형외과용 골이식 대체제
세라믹 인공뼈 이식물
수족 대체용 갈고랑이
수족용 보철보호관
실리콘 보철 이식물
실리콘 보철장치
안구내 이식물
안구용 이식물
안면수술용 임플란트(보철물)
연골 대용물
외과용 뼈대용품
외과용 이식삽입물
외과용 이식편
외과용 인조피부
외과용 임플란트
외과용 임플란트재료(보철물)
외과적 이식용 안구렌즈
외과치료용 보철물
요도용 보철물
음경용 도관
음성모의실험용 인공기관
의료용 골이식 대체제
의료용 골이식재
의료용 귀 삽입재
의료용 보형물
의료용 손가락 고무
의료용 인공성기
의료용 인공스펀지
의료용 인공호흡 모니터
의료용 임플란트
의료치료용 보철물
의수족(義手足)
의안(義眼)
의족용 보철양말
이과(耳科) 삽입물
이과(耳科)용 보철기기
이과(耳科)용 보철물

prosthesis shafts
prosthetic implant instruments
substitutes for bones
implants [prosthesis] for bone
surgery
substitutes for bones/cartilage/
ligaments and tendons
osseous implants
artificial bone parts to be implanted
in natural bones
biodegradable prostheses
biodegradable implants
biodegradable bone fixation implants
silicone preparations for cosmetic
implantation
bone graft substitutes for plastic
surgery
artificial bone materials of ceramics
hooks for limb replacement
prosthetic sleeves for limbs
silicone prosthetic implants
silicone prosthetic devices
intra-ocular implants
ocular implants
implants [prosthesis] for use in facial
surgery
substitutes for cartilage
bone substitutes for surgical use
transplant protheses for use in
surgery
grafts for surgical use
artificial skin for surgical purposes
surgical implants
implant materials [prosthesis] for
use in surgery
intraocular lenses for surgical
implantation
prostheses for surgical treatment
periurethral prostheses
penile sheaths
voice simulating prostheses
medical bone graft substitutes
medical bone graft materials
ear inserts for medical use
medical prostheses
medical finger rubber
artificial penis for medical purposes
artificial sponges for medical
purposes
respiratory monitors [medical]
medical implants
prostheses for medical treatment
artificial limbs
artificial eyes
prosthetic socks for limbs
aural prostheses
otological prosthetic appliances
otological prostheses

이과(耳科)용 임플란트
이식가능한 심장 자극기용 리드
이식용 보철물
이식용 안구내 렌즈(보철물)
이식용 인공관절
이식용 인조뼈
이식용 피하밸브
이식형 비뇨기과용 삽입물
이식형 심장박동 조절 리드
이식형 심장박동 조절기
이식형 요도스텐트
이식형 제세동기
인공 정형외과 이식물
인공고관절
인공고관절 이식물 및 그 부품

otological implants
leads for use with implantable
cardiac stimulators
implanted prosthesis
lenses [intraocular prosthesis] for
surgical implantation
artificial joint implants
artificial bones for implantation
subcutaneous valves for implantation
implantable urologic prostheses
implantable pacemaking leads
implantable pacemakers
implantable urethral stents
implantable defibrillators
artificial orthopaedic implants
artificial hip joints
hip joint implants and their parts
made of artificial materials

인공관절
인공근육
인공무릎
인공물질로 구성된 외과수술용
이식물(移植物)
인공물질로 구성된 이식용
피하밸브
인공물질제 눈컬러 변경용
안구이식물

artificial joints

인공뼈
인공삽입물
인공성기
인공신장기
인공심장
인공심장 및 그 부품
인공심장밸브
인공인대
인공장기 및 임플란트
인공장기장치
인공재료 이식물

bone prostheses

인공재료로 구성된 뼈 임플란트

bone implants composed of artificial
materials

인공재료로 구성된 혈관내
이식물(의료장치)
인공재료로 된 척추이식물

intravascular implants comprised of
artificial material (medical devices)

인공재료로 만든 달팽이관
임플란트
인공재료로 만든 척추이식물

cochlear implants made from artificial
materials

인공재료로 만든 혈관이식물

intravascular implants made from
artificial materials

인공재료로 만들어진 뼈이식물

osseous implants made of artificial
materials

인공재료로 만들어진 의료/
외과 및 정형외과용 이식물
인공재료로 이루어진 뼈 빈공간
충전재

medical, surgical and orthopaedic
implants made of artificial materials

artificial muscle
artificial knees
surgical implants comprised of
artificial materials
subcutaneous valves comprised of
artificial materials for implantation
intraocular implants for changing
eye color made from artificial
materials
endoprostheses
artificial penis
artificial kidney
artificial hearts
artificial hearts and parts thereof
artificial cardiac valves
artificial ligaments
artificial organs and implants
artificial internal organ apparatus
implants consisting of artificial
materials

spinal implants composed of artificial
material

spinal implants made from artificial
materials

bone void fillers comprised of
artificial materials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385

10류 G110101
인공재료제 관골구 이식물

cotyloid implants made from artificial
materials

레이저방사선 응용용 의료기구

medical apparatus for the application
of laser radiation

인공재료제 의료용 이식물

medical implants made of artificial
materials

laser operating machines

인공피부
인공항문 성형용 클립

artificial skin

레이저수술기
레이저치료기
방사선요법내 의료용 선형 가속기

인공항문 성형용 파우치
인공항문성형 백용 접착플랜지

ostomy pouches

tables for radiology

인공항문성형용 백
인공혈관
인공혈관이식편
인대 대용물
인대용 임플란트(보철물)
인조가슴
인조가슴 이식물
인조모발
인조연골
인조인대
인조재료로 만든 안구 이식물

ostomy bags

방사선용 테이블
방사선치료 분야의 선량측정용
의료장치
방사선치료장치
방사성 물질이용 치료기계기구
방사성 핵영상 진단용 기기
영상진단 의료기기

apparatus for radionuclide imaging

외과용 및 의료용 레이저
외구수술용 레이저
유방 X-선 촬영기계기구
의료용 CT 스캐너
의료용 CT 스캐너의 주변기기

lasers for surgical and medical use

X-ray tubes for medical purposes

인조턱
인체 피부막 대체용 인공 피부
인체심장 이식용 기계판막

artificial jaws

의료용 X-선 관
의료용 X-선 노출 보호용
방호스크린

mechanical valves for implantation
in human hearts
braces for application to the human
body

의료용 X-선 모니터 부품인
실시간 필터
의료용 X-선 발생장치

real time filters being parts of X-ray
monitors for medical use

orthopaedic hip prostheses

의료용 X-선 발생장치 및 설비

apparatus and installations for the
production of X-ray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X-선 방호장치

protection devices against X-ray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X-선 분광학 기구

X-ray spectroscopy apparatus for
medical use

의료용 X-선 분석기
의료용 X-선 사진

X-ray analyzers for medical use

의료용 X-선 스캐너
의료용 X-선 장치
의료용 X-선 카메라 부품인
실시간 필터
의료용 X-선 플레이트 처리기

X-ray scanners for medical use

인체용 브레이스
정형외과용 고관절부 인공보철물
정형외과용 관절 임플란트 보철물
정형외과용 관절이식물
정형외과용 대퇴골 보철물
정형외과용 실리콘이식물
정형외과용 인공 이식물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척추용 플레이트(의료기구)
체벽용 인공보철 조직
코용 삽입재
턱뼈 수술용 임플란트(보철물)
턱뼈 이식용 보철물
피부 재생용 인공 이식물
피부과용 인공 생체재료
합성물제 인조연골
혈관용 인공보철 조직
힘줄용 대용물
힘줄용 임플란트(보철물)

clips adapted for use with ostomy
bags
adhesive flanges for use with ostomy
bags
artificial blood vessels
artificial vascular grafts
substitutes for ligaments
implants [prosthesis] for ligaments
artificial breasts
artificial breast implants
hair prostheses
artificial cartilage
prosthetic ligaments
ocular implants made from artificial
materials
artificial skin replacing membranes

orthopedic joint implant prostheses
orthopedic joint implants
orthopaedic femur prostheses
silicone orthopedic implants
artificial orthopedic implants
orthopaedic implants
spine plates [medical apparatus]
prosthetic tissues for parietal use
inserts for the nose
implants [prosthesis] for use in
jawbone surgery
prostheses for implantation into the
jaw bone
artificial implants for skin regeneration
artificial biomaterials for dermatology
artificial cartilage made from synthetic
materials
prosthetic tissues for visceral use
substitutes for tendons
implants [prosthesis] for use in
tendons

8. 의료용 방사선장치 (예시)
X-선 CT스캐너
X-선 진단 및 X-선 치료용 전
자의료기계기구

X-ray CT scanners

X-선 진단용 장치
가시광선 치료기계기구

X-ray diagnostic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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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medical apparatus and
equipment for X-ray diagnoistics
and X-ray therapy
visible light therapy machines and
apparatus

의료용 X-선 필름 마운트
의료용 X-선 필름 처리기

laser therapy apparatus
linear accelerators for medical use in
radiotherapy
medical devices for dosimetry
purposes in the field of radiotherapy
radiotherapy apparatus
radioisotope therapy apparatus and
instruments
med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displaying diagnostic tests
lasers for surgical use
mammography imaging system
medical CT scanners
peripheral devices of medical CT
scanners
protective screens for protection
whilst exposed to X-rays [medical
use]

X-ray producing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X-ray photographs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x-ray apparatus
real time filters being parts of X-ray
cameras for medical use
processors for X-ray plates [for
medical purposes]
X-ray film mounts for medical use
processors for X-ray film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X-선 필름 프레임
의료용 감마선 카메라

X-ray film frames for medical use

의료용 광섬유가 포함된 레이저

lasers incorporating optical fibres for
medical use

의료용 노광된 X-선 필름
의료용 단층(斷層) 촬영기
의료용 디지털 X-선 장치

exposed X-ray films for medical use

의료용 레이저
의료용 레이저 피부관리기구
의료용 레이저기계기구

gamma cameras for medical
purposes

tomographs for medical purposes
digital x-ray machines for medical
purposes
lasers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laser skin care equipment
laser machining tools for medical
use

10류 G110101
의료용 레이저기기
의료용 레이저빔 전달기구

laser instruments for medical use

레이저가 내장된 의료기구

laser beam delivery instruments for
medical use

방부제용 도포구

의료용 레이저설비
의료용 레이저절단도구
의료용 레이저포인터
의료용 방사선동위원소장치

laser installations for medical use

의료용 방사선보호구조물
의료용 방사선장치
의료용 방사선종양장치
의료용 방사선치료기구
의료용 방사선투사스크린
의료용 방사선투시(형광투시)
장치
의료용 영상장치
의료용 자기공명영상 진단장치

laser cutting tools for medical use
laser pointers for medical use
radioisotope apparatus for medical
use
protective structures against radiation
[for medical use]
radiological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radiation oncology apparatus for
medical use
radiotherapy instruments for medical
use
radiology screens for medical
purposes
radioscopy [fluoroscopy] apparatus
for medical use
medical imaging apparatus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진단영상장치

diagnostic imaging apparatus for
medical use

의료용 진동하는 레이저광선
생산이 가능한 레이저

lasers capable of producing
pulsating laser beams [for medical
use]

의료용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computed tomography [CT]
apparatus

의료용 컴퓨터 조영 X-선 촬영
장치
의료용 핵공명분광기

computerized X-ray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자기공명영상(MRI) 기기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apparatus

치료용 직물제 방사선 보호장치

radiation shielding textiles for use in
therapeutic treatment

피부치료용 레이저
핵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lasers for skin treatment

핵의학 단층촬영장치
핵의학용 진단영상장치
핵자기공명단층촬영장치
핵자기공명영상장치

nuclear resonance spectrometers
for medical use

nuclear med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other than for dental
purposes)
nuclear medicine tomographic
scanners
diagnostic imaging apparatus for
use in nuclear medicine
magnetic resonance CT apparatus
nuclear magnetic resonance imaging
[NMRI] apparatus

9. 기타 의료기계기구 (예시)
고위험 분만용 회복기기

high risk delivery resuscitation
instruments

공압작동식 의료기구

pneumatically operated medical
instruments

내시경 진단용 탄산가스 세척기
내시경 치료용 탄산가스 세척기
단층촬영데이터 디스플레이용
의료장치
도뇨관 배치 및 보호용 의료장치

co2 irrigators for endoscopic diagnosis
co2 irrigators for endoscopic therapy

부인과용 기구
비뇨기과 진단용 탄산가스 세척기
비뇨기과 치료용 탄산가스 세척기
비뇨기과 치료용 탄산가스 취입기
비뇨기과용 기구
비뇨기과용 기기
비뇨기과용 의료장치
비뇨기과용 장치
산부인과용 장치
살아있는 인간세포샘플 이동용
용기
성형외과용 의료기기
심장 전기 충격기
안과용 기구
안과용 의료기기

medical instruments incorporating
lasers
applicators for antiseptic
preparations
gynaecological instruments
co2 irrigators for urological
diagnosis
co2 irrigators for urological therapy
co2 insufflators for urological
therapy
urological instruments
urolog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medical apparatus for urological
purposes
urological apparatus
obstetric apparatus
containers for transporting samples
containing living human cells
med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plastic surgery
heart electroporation devices
ophthalmological instruments
med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ophthalmic use

약주걱
약품보관관리장치

spatulas for medical use

여성용 휴대용 배뇨보조기
외과용 의료기구 전용케이스
외과용 의료기기

portable urination aids for women

의료 및 수의과용 기기

medical and veterinary apparatus
and instruments

의료 전용 비품

furniture especially made for medical
purposes

의료기구 전용 케이스
의료기기세척기

cases fitted for medical instruments

medicine storage management
systems

의료목적을 위한 운동기구
의료용 나사접속구
의료용 눈세척용 컵
의료용 돌침대
의료용 등지지구
의료용 물침대
의료용 생리장치

cases fitted for surgical instruments
med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use in surgery

sterilizers for med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exercise equipment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screw connections
eye wash cups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rock bed
back supports for medical purposes
waterbed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소음억제기
의료용 안마의자
의료용 안면보호구
의료용 전기식 분무기
의료용 전기식 콧물흡입기

medical apparatus for the display of
tomographic data

의료용 전자장치

medical devices for placing and
securing catheters

의료용 천연스펀지 도포구

도뇨용 의료장치

medical apparatus for urethral
catheterization

의료용 초음파 세척기

동물 약 주입기

bolus guns

의료용 파이버스코프

physiological apparatus for medical
use
sound-excluding instruments for
medical use
massage chairs for medical purposes
face shields for medical use
medical electric sprayer
electrical snot sucker for medical
purposes
electronic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applicators in the nature of sponges
[for medical use]
ultrasonic cleaning instruments for
medical use
fiberscopes for medical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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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류 G110101
의료전용 물리적 운동용 웨이트
의료치료 전용 비품
의약품 관리장치
이비인후과용 의료기기
이비인후과용 인공 생체재료
이제거용 빗
인체용 의료기구

weights for physical exercise
[adapted for medical use]
furniture adapted for medical
treatment purposes
apparatus for drug administration

밀링용 치과기구
부분덧댐 치아관 복원형태의
보철물
아기 딸랑이가 내장된 치아링

otolaryngological med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artificia biomaterials for
otolaryngological
lice combs

아말감 캐리어
에나멜 구조에 부착된 고강도
자기보철물

medical instruments for application
in human bodies
breast pumps for use by nursing
mothers
intrauterine devices

임산부용 가슴펌프
자궁 내 장치
자궁피임장치
전기의료기구
전자기식 의료장치
조직학적 용기
족부외과용 기계기구

intrauterine devices for contraception
electro medical instruments
electromagnetic medical apparatus
vessels for histological purposes
apparatus and instruments used in
foot surgery
contraceptive implants

피임용 이식물
피임장치
호흡운동기구

contraceptive devices
respiratory exercisers

[제10류/G110102] 치과용 충전기구, 치과용 기초지지구
상품의 범위
◦ 치과용 치료 및 보정기구
◦ 치과용 치료 보조기구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치과용 충전재료(제5류/G110302)
- DNA칩, 투약용 디스펜서(제9류/G110101)
- 비의료용 레이저, 비의료용 X-선 장치(제9류/G390803)
-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제10류/G110101)
- 의료용 팔찌(제10류/G110101)
- 가정용 전기마사지기(제10류/G390602)
- 치과용 오븐(제11류/G110102)
- 휠체어(제12류/G110101)
- 치실(제21류/G1302)

협의의 포괄명칭
치과용 기기

dental apparatus and instruments

포함되는 상품(예시)
LED 빛을 이용한 치과용 치아
미백기
구강외과용 임플란트 재료
(보철물)
구강용 X-선 필름용 홀더
구강용 관
기존의치 고정용 치아클립
레이저 치석제거기
레이저 치아절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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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al tooth whitening apparatus
with LED light
implant materials [prosthesis] for
use in dental surgery
holders for X-ray films for use in the
mouth
buccal tubes
dental clips for securing pre-existing
dentures
laser scalers being medical
apparatus
laser dental handpiece

예방 앵글
온레이 형태의 치과삽입물
완전덧댐치아관 복원형태의
보철물
유아용 잇몸마사지기
의료용 마우스가드
의료용 치아미백기
의료용 치아보호구
의치
의치 교정용 장치
의치 및 보호컵
의치 및 캡
의치 준비용 장치
의치 피팅용 기구
의치(義齒)
의치세트
의치용 부품
의치용 핀
의치컬러결정용 치아 분광비색계
인공 임플란트
인공물질로 구성된 치과용
이식물
인레이 형태의 치과삽입물
일회용 예방 앵글
임플란트 모형
잇몸마사지기
척소용 기구
천삭기구
충치탐지기
치간 부동화기
치골 구조에 부착된 고강도
자기보철물
치과 X-선 기계용 조준위치
지시 장치
치과기구용 램프
치과기술용 겸자(鉗子)
치과시술용 드릴
치과영상용 X-선 장치
치과용 CT 스캐너
치과용 CT 스캐너의 주변기기

dental apparatus for milling
prostheses in the form of partial
crown restorations
teething rings incorporating baby
rattles
amalgam carriers
prostheses constructed in high
strength porcelain affixed to the
enamel structure
prophylaxis angles
dental prostheses in the form of
onlays
prostheses in the form of full crown
restorations
gum massagers for babies
mouth guards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tooth whitening apparatus
teeth protectors for dental purposes
dental prostheses
apparatus for use in the fitting of
dental prostheses
artificial teeth and protective cups
artificial teeth and caps
apparatus for use in the preparation
of dental prostheses
instruments for use in the fitting of
artificial teeth
artificial teeth
sets of artificial teeth
denture parts
pins for artificial teeth
dental spectrocolorimeters for
determining colours of dental
prostheses
artificial implants
implants comprised of artifical
materials for dental purposes
dental prostheses in the form of
inlays
disposable prophylaxis angles
implant models
gum massaging instruments
dental excavators
dental drills
dental apparatus for use in detecting
tooth cavities
interdental immobilization
instruments
prostheses constructed in high
strength porcelain affixed to the
dentine structure
collimating position indicating
apparatus for dental X-ray machines
lamps for use with dental instruments
forceps for dental technical purposes
drills for dental procedure
X-ray apparatus for dental imaging
dental CT scanners
parts and fittings of dental CT
scanners

10류 G110102
치과용 X-선 개구기
치과용 X-선 센서
치과용 X-선 장치
치과용 X-선 필름 마운트
치과용 X-선 필름 복사기
치과용 X-선 필름 프레임
치과용 X-선 필름 행거
치과용 거울
치과용 고정기
치과용 고주파 응고물

치과용 광대뼈 교정장치

cheekbones orthodontic appliance
for dental purposes

치과용 연마디스크
치과용 연마용 휠
치과용 온레이
치과용 의료기기
치과용 의자
치과용 이식물
치과용 이식물(임플란트) 고정구
치과용 이식물(임플란트) 브리지
치과용 이식물(임플란트) 수술용
기구
치과용 이식물(임플란트)
스크루탭
치과용 이식물(임플란트)
익스텐더
치과용 이식물(임플란트) 치근

치과용 광중합기

light curing apparatus for dental
purposes

치과용 인공뼈 이식재

치과용 광학 스캐닝 기구

optical scanning apparatus for dental
purposes

치과용 인공재료제 임플란트

치과용 교합기
치과용 구강세척기
치과용 귀금속제 핀

dental articulators

치과용 고주파 절단기

dental X-ray mouth props
X-ray sensors for dental purposes
dental x-ray apparatus
X-ray film mounts for dental use
dental X-ray film duplicators
X-ray film frames for dental use
dental X-ray film hangers
mirrors for dentists
dental fixtures
high frequency coagulation
instruments dental purposes
high frequency cutting instruments
for dental purposes

grinding discs for dental applications
abrasive wheels for dental purposes
dental onlays
dental equipment
dentists' chairs
dental implants
implant fixture for dental purposes
implant bridges for dental purposes
dental instruments for use in implant
surgery
implant screws taps for dental
purposes
implant extenders for dental purposes
implant abutments for dental
purposes
artificial bone graft materials for
dental purposes
dental implants made from artificial
materials

치과용 임플란트 기계기구

dental implants apparatus and
instruments

pins of precious materials for dental
use

치과용 임플란트 지지기구

implant-supported bridges for dental
purposes

치과용 근관충전기계기구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root
canal filling for dental purposes

치과용 임플란트 충전기구

implant filling system for dental
purposes

치과용 근관충전장비

root canal filling equipment for dental
purposes

치과용 임플란트(보철물)

implants [prosthesis] for use in
dentistry

치과용 기구
치과용 기초지지구
치과용 나사
치과용 댐
치과용 드릴
치과용 드릴링지그
치과용 드릴비트
치과용 레이저
치과용 레이저 방사선응용장치

dental instruments

치과용 임플란트용 가공기계기구

implant processing machines and
apparatus for dental purposes

치과용 임플란트용 기계기구

implant machines and apparatus for
dental purposes
implant washing devices for dental
purposes
dental apparatus

apparatus for the application of laser
radiation for dental purposes

치과용 절단 및 연마용 휠

치과용 멤브레인
치과용 밀링기
치과용 바늘
치과용 버(Burs)
치과용 보철기구

membrane for dental purposes

치과용 절단디스크
치과용 절단용 휠
치과용 절삭기
치과용 주사기
치과용 중합장치

치과용 보철부품
치과용 보철트레이
치과용 분광비색계
치과용 브로치
치과용 뼈충전기
치과용 성형장치
치과용 셰이드가이드
치과용 소식자
치과용 수술기기
치과용 스케일제거장치
치과용 얼굴 보호가리개
치과용 연마기구(핸드피스)

oral irrigators for use in dentistry

dental foundation supports
dental screws
dental dams
drills for dental use
drilling jigs for dental applications
bits for dental drills
lasers for dental purposes

dental milling machine
needles for dental purposes
dental burs
prosthetic instruments for dental
purposes
prosthetic parts for dentistry
prosthetic trays for dental purposes
dental spectrocolorimeters
dental broaches
bone condensers for dental
purposes
dental moulding devices
Shade guides for dental use
dental probes
surg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dental use
dental descaling apparatus
protective visors for dental use
dental grinding instruments
(handpieces)

치과용 임플란트용 세척기구
치과용 장치
치과용 전기식 장치
치과용 절단 및 연마용 디스크

치과용 진료대
치과용 초음파 진단기
치과용 충전기구
치과용 치관
치과용 치교
치과용 치료대
치과용 치석제거기
치과용 캡
치과용 컴프레셔
치과용 큐어링 라이트
치과용 틀 트레이
치과용 파이프
치과용 팔걸이의자

dental apparatus, electric
cutting and grinding discs for dental
applications
cut-off and abrasive wheels for
dental purposes
cutting discs for dental applications
cut-off wheels for dental purposes
dental cutting instruments
dental syringes
polymerisation apparatus for dental
purposes
examining tables for dentistry
ultrasonic diagnostic instruments for
dental use
filling instruments for dental purposes
dental crowns
dental bridges
treatment beds for dental purposes
scalers for dental purposes
dental caps
dental compressor
dental curing lights
dental impression trays
pipes for dental applications
dentists' armch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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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류 G110102
치과용 플라이어
치과용 픽
치과용 픽(인체용은 제외)
치과용 핀
치과용 핸드피스
치과용 흡입장치
치과의사용 구강관리용 전기기구
치과의사용 잇몸세척용 구강
세척기
치과의사용 전기식 구강세척기
치과의사용 치아광택기구
치과의사용 치아치료용 전기기구
치과전용 비품

pliers for dental use
dental picks
dental picks, other than for personal
use
dental pins
dental handpieces
suction apparatus for dental use
electrical utensils for use by dentists
in the care of the mouth
devices [oral irrigators] for use by
dentists in washing the gums
electrical oral irrigators for use by
dentists
tooth polishing appliances for use by
dentists
electrical utensils for use by dentists
in the care of the teeth
furniture especially made for dental
use

치과전용 진료의자

examination chairs specially made
for dental use

치과전용 진찰대

examination couches specially made
for dental use

치과전용 팔걸이의자

armchairs especially made for dental
purposes

치과주사기용 노늘
치과주사기용 일회용 노즐
치과진료용 의자
치과치료용 치간 자극기

nozzles for dental syringes

치과치료용 치주세척기
치과필링용 기구
치근 포스트
치기공사용 장치
치내요법장치
치아 교정기
치아 교정장치
치아 치료용 덴탈 픽
치아 통증 경감용 치아링
치아 통증 경감용 치아체인
치아검사용 손잡이 거울
치아교정기계기구
치아교정용 장치
치아모형
치아색깔 가이드
치아영상 표시용 기기

dental examination chairs
interdental stimulators for use in
dental treatment
periodontal irrigators for use in
dental treatment
instruments for applying dental filling
dental root posts
apparatus for use by dental
technicians
endodontic devices
braces for teeth
teeth aligners
dental picks for use in dental
treatment
teething rings for relieving teething
pain
teething chains for relieving teething
pain
hand held mirrors for use in dental
inspection
orthodontic machines and
instruments for dental purposes
apparatus for use in the repair of
teeth
dental model
dental colour guides
apparatus for displaying dental
images
vibrators for heating dental waxes

치열교정 유지장치

orthodontic retainers

유사상품 심사기준

orthodontic instruments
orthodontic rubber bands
orthodontic bands

protective cups for teeth
dental transplantation model
teeth regulating [bracing] devices
orthodontic apparatus and
instruments

orthodontic brackets [braces] for use
in straightening teeth
orthodontic wires

치열교정용 와이어
치열교정용 튜브
치열교정용 트레이
치열교정장치
치열유지용 마우스피스
치위생사용 장치

orthodontic tubes
orthodontic trays
orthodontic appliances
orthodontic mouth pieces
apparatus for use by dental
hygienists
probes for gingival pockets

치은낭탐침기
치주질환평가용 장치

apparatus for use in assessing
periodontal disease
apparatus for use in identifying
periodontal disease
dentures

치주질환확인용 장치
틀니
평행용 치과기구
혀긁는 기구

dental apparatus for paralleling
tongue scrapers

[제10류/G1102] 피임용구 및 성인용품
상품의 범위

disposable nozzles for dental syringes

치아왁스 히팅용 진동기
치아용 보호컵
치아이식 모형
치아조정기구(죔쇠)
치열교정 기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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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교정기구
치열교정용 고무밴드
치열교정용 밴드
치열교정용 브래킷

◦ 인위적으로 임신을 피하기 위한 기구나 용품

포함되는 상품(예시)
발기부전 남성의 음경강도
유지용 압축링
벤와볼(성인용 성보조기구)
비화학성 피임용구
살정자용 스펀지
살정자용 콘돔
살정자제 콘돔
성 장난감
성병 예방용 고무제 도구

constriction rings for use in
maintaining penile rigidity in men
with erectile dysfunction
benwa balls, being adult sexual aids
contraceptives, non-chemical
spermicidal sponges
spermicidal condoms
condoms having spermicidical
properties
sex toys
contrivances of rubber for
prophylactic purposes

성병 예방용 천연고무제 도구

contrivances made from natural
rubber for prophylactic purposes

성병 예방용 합성고무제 도구

contrivances made from synthetic
rubber for prophylactic purposes

성병전염 예방용 고무제 도구

contrivances of rubber for the
prevention of the transmission of
disease
imitation genital for adult sexual aid

성생활 보조용품으로서의
모조생식기
성생활 보조용품으로서의
인공성기
성인용 성보조기구용 벤와볼
성인용 성보조기구용 음경확대기
성인용 성보조기구용 인공음경
성인용 성보조기구용 인공질
성인용 성보조기구용 진동기

artificial penis for adult sexual aid
ben Wa balls [adult sexual
stimulation aids]
penis enlargers [adult sexual
stimulation aids]
artificial penises [adult sexual
stimulation aids]
artificial vaginas [adult sexual
stimulation aids]
vibrators [adult sexual stimulation
aids]

10류 G110301
성인용 인형(성인용품)
성적흥분을 자극시키기 위한
바이브레이터
위생용 콘돔
음경확대기(성인용 성보조기구)

love dolls [sex dolls]

의료용 콘돔
인공질(성인용 성보조기구)

condoms for medical purposes

인공페니스(성인용 성보조기구)
진동기(성보조기구)
질병 예방용 콘돔
콘돔
페서리
피임용 가로막
피임용 격막
피임용 천연고무제 도구

vibrators for stimulating sexual
arousal
condoms for hygienic purposes
penis enlargers, being adult sexual
aids
artificial vaginas, being adult sexual
aids
artificial penises, being adult sexual
aids
vibrators, being adult sexual aids
condoms for prophylactic purposes
condoms
pessaries
diaphragms for contraception
contraceptive diaphragms
contrivances made from natural
rubber for contraceptive purposes
contrivances of synthetic rubber for
contraceptive purposes
contraceptive apparatus

피임용 합성고무제 도구
피임용구

[제10류/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상품의 범위
◦ 고무제 위생용품
◦ 의료용 봉합용 재료
◦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료용 전기모포
◦ 환자용 변기
◦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의료용 솜, 의료용 붕대, 의료용 반창고, 생리대, 수유용 패드
(제5류/G110301)
- 치과용 연마제, 치과용 충전재(제5류/G110302)
- 의료용 기저귀, 유아용 기저귀(제5류/G110303)
- 치실(제21류/G1302)
- 복싱용 붕대(제28류/G430301)

포함되는 상품(예시)

실금용 시트
실금용 침대패드
아기용 실금시트

incontinence sheets
incontinence bed pads

안면받침전용 의료용 쿠션
외과용 무균시트
외과용 패드식 목지지 쿠션
욕창 방지용 매트리스
욕창 예방용 지지매트리스
유아용 공기베개(의료용)
유아용 병상시트
유아용 실금시트

경혈 자극용 베개
골반교정용 쿠션
병상시트
불면환자용 최면베개
솜털이 채워진 최면용 베개
수술환자용 살균시트

pillows for stimulating acupoint

실금용 고무제 시트

sheets made of rubber for
incontinence

실금용 매트리스 보호구

incontinence mattress protectors

pelvis orthopedic cushion
draw-sheets for sick beds
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padded neck supports [cushions] for
surgical use
anti-pressure sore mattresses
support mattresse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air pillows for infants [medical
purposes]
draw-sheets for sick beds for babies

유아용 에어매트리스(의료용)
의료 전용 환자 의자용 안락한
쿠션

incontinence sheets for use with
infants
air mattresses for infants [for medical
purposes]
contoured cushions for patients' use
on chairs [adapted for medical
purposes]

의료 전용 환자 침대용 안락한
쿠션

contoured cushions for patients' use
on beds [adapted for medical
purposes]

의료목적의 물리치료용 찜질팩

fomentation packs for physical
therapy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경추보호용 베개
의료용 냉각 겔 베개
의료용 냉각 겔 패드
의료용 담요
의료용 매트리스
의료용 매트커버
의료용 물베개
의료용 발열패드
의료용 베개

cervical pillows for medical use

의료용 비전기식 가열쿠션

cushions (Heating -), non-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heating cushions [pads],
non-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sheets [drapes] for medical use

의료용 비전기식 온열쿠션
의료용 시트(커튼)
의료용 얼음베개
의료용 온열식 보온시트
의료용 유아 수면베개
의료용 전기담요
의료용 전기식 가열쿠션
의료용 전기식 가열쿠션(패드)

1. 환자용 침구 (예시)

incontinence sheets for use with
babies
cushions for medical use, adapted to
support the face
sterile sheets, surgical

의료용 전기식 발열패드
의료용 전기온열쿠션
의료용 전기온열패드

pillows (Soporific -) filled with down

의료용 지압베개

sterilised sheets for use on patients
during surgery

의료용 찜질팩
의료용 쿠션
의료용 쿠션장치

medical cooling gel pillows
medical cooling gel pads
blankets for medical purposes
mattresses for medical use
medical mat cover
wate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heating pads
pharmaceutical pillow for medical
purposes

ice bag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heat-insulated sheet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infant sleep pillows
blanket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cushions (Heating -),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cushions [pads] (heating -),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electric heating pad
heating cushion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heating pad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acupressure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fomentation packs for medical
purposes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cushioning devices for medical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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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류 G110301
의료용 패드식 쿠션
의료용 화학식 냉압축포
의료용 화학식 열압축포
의료용 화학식 온열패드
의료용 화학식 콜드겔 팩
의료용 화학식 핫겔 팩
정형외과 수술전용 시트
정형외과용 베개
정형외과용 쿠션
정형외과용 풋 쿠션
치료용 베개
환자 냉각용 의료용 담요
환자 보온용 의료용 담요
환자 욕창 예방용 패드

padded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chemically activated cold compresses
for medical purposes
chemically activated hot
compresses for medical purposes
chemically activated heating pads
for medical purposes
chemically activated cold gel packs
for medical purposes
chemically activated hot gel packs
for medical purposes
orthopaedic sheets adapted for use
during orthopaedic operations
pillows for orthopedic use
orthopedic cushions
orthopaedic foot cushions
pillows for therapeutic use
medical blankets for the cooling of
patients
medical blankets for the warming of
patients
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2. 수술용 의료보조용구 (예시)
단단한 탄성 봉합선
동물용 봉합재료
마취제가 든 멸균천
봉합사
봉합용 재료
수술실용 시트
수술실용 천
수술용 드레이프
수술용 살균시트
수술용 신발 커버
수술용 이식물 봉합선
수술용 흡수성지면제 드레이프
시트
신체삽입용 실
외과검사용 멸균천
외과용 멸균천
외과용 봉합사
외과용 스펀지
외과용 실
외과용 열전식 압박포
외과용 장선
외과용 접착 멸균천
유린백
의료용 리프팅용 실
의료용 멸균천
의료용 부직포제 멸균천
의료용 스포이드
의료용 실
의료용 열전기식 압박포
장선(腸線)
접착용 봉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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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 elastic sutures
suture materials for animal
anaesthetic drapes
sutures
suture materials
operating theatre sheets
operating field boundary cloths

3. 수유용 기구 및 관련 기구 (예시)
개인용 유두 씌우개
모유 보관용 병
모유용 비닐팩
모조 젖꼭지용 클립
소아과용 고무 젖꼭지
수유용 고무젖꼭지
수유용 병
수유용 비닐팩 클립
수유용 일회용 비닐팩
수유용 진공병
신생아용 고무젖꼭지
아기용 고무젖꼭지
아기용 젖병 커버
엄지손가락 빨기 방지용
플라스틱제 엄지손가락 커버
유두보호기
유아 노리개용 고무젖꼭지 홀더
유아용 고무젖꼭지
유아용 과즙망
유아용 모조젖꼭지 홀더
유아용 일회용 젖병
유아용 젖병
유아용 치아발육기
유축기
의료용 신체 착용식 젖병 홀더

nipple shields for personal use
breast milk storage bottles
plastic bags for breast milk
clips for dummies
paediatric pacifiers
baby feeding pacifiers
nursing bottles
clips especially adapted for plastic
nursing bags
plastic nursing bags, disposable
vacuum bottles for nursing
neonatal pacifiers
teething soothers
covers for baby feeding bottles
plastic thumb covers to discourage
thumb sucking
breast shields
pacifier holders for babies
dummies for babies
fruit feeder for babies
pacifier holders
disposable feeding bottles for babies
feeding bottles for babies
teething rings for babies
breast pumps
body wearable feeding bottle holders
for medical purposes
disposable pacifier for babies

surgical drapes

일회용 유아 노리개용 젖꼭지
일회용 젖꼭지
젖병
젖병 홀더
젖병용 밸브
젖병용 젖꼭지
착유컵(이유용구)
치발기 고무젖꼭지
치아발육기
치열교정 젖꼭지

surgical sutures

4.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예시)

surgical drape
surgical sterilization sheet
surgical shoe covers
transplant sutures for use in surgery
drape sheets of absorbent cellulose
wadding for use during surgery
body insertion thread
surgical examination drapes

surgical sponges
thread, surgical
thermo-electric compresses
[surgery]
surgical catguts
adhesive drapes for surgical use

거즈가 부착된 걸어매는 붕대
관절용 정형외과용 붕대
관절용 지지붕대
관절지지용 튜브형 탄성붕대

violations back

구리가 포함된 탄성붕대

lifting thread for medical purposes

구리화합물이 포함된 탄성붕대

medical drapes
medical drapes of non-woven textile
materials
dropping pipettes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thread
thermal electric compresses for
medical use
catgut
adhesive sutures

깁스 준비용 부목장착 붕대
눈금이 매겨진 압축양말
멜빵 붕대
무릎 붕대(지지대)
받침식 해부용 붕대
발붕대(지지대)
부목준비용 부목장착 붕대

disposable teats
babies' bottles
feeding bottle holders
feeding bottle valves
feeding bottle teats
milking cups (weaning devices)
teething rings dummies (teats)
teething rings
orthodontic teats

adhesive bandages (Suspensory -)
orthopaedic bandages for joints
suspensory bandages for joints
tubular elastic bandages for
supporting joints
elasticated bandages incorporating
copper
elasticated bandages incorporating
copper compounds
splinting bandages for preparing
casts
graduated compression hosiery
suspensory bandages
knee bandages [supportive]
supportive anatomical bandages
foot bandages [supportive]
splinting bandages for preparing
splints

10류 G110301
붕대용 도구
붕대용 클립
붕대용 탄성직물
붕대용 현수직물
비탄성 붕대
삼각건
삼각붕대(지지구)
수의과용 지지붕대
수족지지용 튜브형 탄성붕대
스포츠용 지지붕대
신체용 의료지지대
신체지지용 압박붕대
심부 정맥 혈전증 예방용 지지
양말
압박붕대
압축팬티스타킹
열전기 압박붕대
외과용 벨트
외과용 여성스타킹
외과용 지지붕대
외과용 지지팬티스타킹
외과용 탄성압박붕대
운동요법용 테이프
육상경기용 지지붕대
의료용 깁스
의료용 또는 외과용 깁스

bandage applicators
bandage clips
materials for bandaging
[elasticated]
materials for bandaging
[suspensory]
non-elastic bandages [supportive]
slings [support bandages]
triangular bandages [supportive]
bandages [supportive] for veterinary
use
tubular elastic bandages for
supporting limbs
suspensory bandages for use in
sports
medical supports for the body
compresses for supporting the body
support socks to prevent deep vein
thrombosis
compression bandages
compression panty hose
thermo-electric compresses
belts for surgical purposes
ladies' stockings [surgical]
bandages [supportive] for surgical
purposes
support panty hose for surgical use
elastic compression bandages for
surgical purposes
kinesiology tapes
suspensory bandages for use in
athletics
medical plaster
plaster for medical or surgical
purposes

의료용 또는 치료용 압박양말

compression socks for medical or
therapeutic use

의료용 손목밴드
의료용 압축스타킹
의료용 압축스타킹 및 타이츠

wristband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저압박 스타킹

medical stockings with decreasing
compression
support bandages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support panty hose

의료용 지지붕대
의료용 지지스타킹
의료용 타이츠
의료용 탄성스타킹

medical compression stockings
medical compression stockings and
tights

medical compression tights
elastic stocking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탄성압박 붕대

elastic compression bandage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팬티스타킹
인체지지용 붕대

medical pantyhose

정맥류용 스타킹
정형외과 깁스용 패딩
정형외과용 깁스

stockings for varices

정형외과용 무릎붕대
정형외과용 붕대
정형외과용 압박레깅스

orthopaedic knee bandages

bandages for supporting the human
body
padding for orthopedic casts
plaster bandages for orthopaedic
purposes

정형외과용 압박셔츠

pressure-shirts for orthopedic
purposes

정형외과용 압박스타킹

pressure stockings for orthopedic
purposes

정형외과용 압박언더웨어

pressure underwear for orthopedic
purposes

정형외과용 양말
정형외과용 지지붕대
지지용 붕대
지지용 탄성붕대

orthopaedic hosiery
orthopedic support bandages
support bandages

치료용 지지붕대
캐스팅 부목
탄성 또는 지지용 압박붕대
탄성붕대
투약용 스포이드
튜브형 지지 붕대
폴리우레탄폼제 지지붕대
합성직물제 지지붕대
합성직물제 패팅지지붕대
해부 지지용 압박 붕대

elasticated bandages for supportive
use
therapeutic support bandages
casting splints
compression bandages [elastic or
supportive]
bandages, elastic
dropping pipettes for applying
medicines
tubular bandages [supportive]
polyurethane foam bandage
[supportive]
synthetic bandages [supportive]
synthetic padding bandages
[supportive]
pressure bandages for anatomical
support purposes

5. 환자용 변기 (예시)
소변수집백
소변주머니용 어댑터
소변주머니용 탭
외과용 소변수집백

urine collection bags
urine pocket adaptors
urine pocket taps
bags for surgical use in collecting
urine
urinals being vessels

의료용 소변기
의료용 소변용기
의료용 요강
환자용 변기
환자용 변기 겸용 의자
환자용 자동소변집료기

urinals for medical purposes [vessels]
chamber pots for medical purposes
bed pans
commode chairs for patients

휴대용 수동식 소변기(의료용)

automatic urine collect instruments
for invalids
portable hand-held urinals

6. 기타 의료용 보조용품(10류에 해당하는 상품에 한함) (예시)
객담용 용기
검사용 골무
검사용 소변컵
경정맥 영양용 병
귀이개
내시경 기능이 있는 휴대용 귀이개
당뇨병 환자용 양말
떨림이 있는 환자용 숟가락
림프부종용 슬리브
림프부종용 호저리
멀미방지용 팔목밴드
멸균천 부착용 어댑터링
발 상태 교정치료용 깔창

orthopaedic bandages

방음용 귀마개(의료용은 제외)

pressure leggings for orthopedic
purposes

방호용 귀마개

vessels for sputa
examination fingercots
urine cup for inspection
intravenous feeding bottles
ear picks
portable earpicks with endoscopy
function
socks for diabetics
spoons for patients with tremor
lymphodoema sleeves
lymphodoema hosiery
anti-nausea wristbands
adapter ring for drapes attached
insoles for corrective treatment of
conditions of the feet
ear plugs for soundproofing (other
than for medical use)
protective ear pl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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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류 G110301
배설물 주머니
복부패드
부상수족지지용 슬링
산업용 귀마개
소변검사컵 홀더
수면용 귀마개
수상용 귀마개
수영용 귀마개
수의과용 엘리자베스칼라

fecal pouches

신체노폐물 수집용 백
안약 투약용 보조기구
약물치료 관리용 점적병

bags for collecting body waste

외과용 복부패드
외과용 부목장착재
외과의사용 장착백
요추용 벨트
월경용 컵
월경용 컵 (월경용 질내삽입용구)

pads (Abdominal -) for surgical use

유방절제용 브레지어
응급처치용 냉각패드
응급처치용 냉각팩
응급처치용 온열팩
응급처치용 패드
의료기구/주입기 및 오염된
의료쓰레기 처리용 용기

mastectomy brassieres

의료기구용 가방

medical bags designed to hold
medical instruments

의료기구전용 가방
의료목적의 지지용 호저리
의료쓰레기용 용기

bags [fitted] for medical instruments

의료용 공기베개
의료용 공기쿠션
의료용 귀마개
의료용 급식컵
의료용 냉각 겔 백
의료용 냉각 겔 팩
의료용 냉각패치
의료용 냉각팩
의료용 물주머니
의료용 발열온팩
의료용 발열패치
의료용 발열팩
의료용 복부패드
의료용 봉합재료
의료용 분리수거 백
의료용 빈 채혈백

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소변검사컵
의료용 소변샘플 수집용 백

medical specimen c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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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dominal pads
slings for supporting injured limbs
ear plugs for industrial purposes
specimen cup holders
ear plugs for sleeping
ear plugs for water
ear plugs for swimming
elizabethan collars for veterinary
purposes
eye drop guides
dropper bottles for administering
medication
splinting materials for surgical use
bags [fitted] for use by surgeons
lumbar belts
menstrual cups
menstrual cups (intravaginal utensils
for menstruation）
cooling pads for first aid purposes
cool packs for first aid purposes
thermal packs for first aid purposes
pads for first aid purposes
containers especially adapted for
the disposal of medical instruments,
syringes and other contaminated
medical waste

medical support hosiery
containers especially made for
medical waste
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ear plugs for medical purposes
feeding cups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cooling gel bags
medical cooling gel pack
cooling patches for medical purposes
cold packs for medical purposes
water bags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heating hot packs
heating patches for medical treatment
medical heating packs
abdominal pads for medical use
suture materials for medical purposes
isolation bags for medical use
blood collection bags for medical
purposes, empty
bags for medical use in collecting
urine samples

의료용 소변샘플 저장용 백

bags for medical use in storing urine
samples

의료용 신체보정 레깅스
의료용 신체보정 셔츠
의료용 신체보정 스타킹
의료용 신체보정 언더웨어
의료용 약품 분배 및 담는 상자

medical body correction leggings

의료용 얼음주머니
의료용 얼음주머니 홀더
의료용 온열팩
의료용 유체 수집용기

ice bag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자석파스
의료용 전열양말

medical magnet paz

의료용 점안기
의료용 점적기(點滴器)
의료용 점적병
의료용 채혈백

eye 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타구(唾具)
의료용 폐기물전용 박스

spittoon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피부유체물용 패드

pads for medical use in applying a
fluid to the skin

의료용 호저리
의료용 휠체어 좌석용 패드

medical hosiery

인공고막용 재료
인공재료로 구성된 외과용 그물망

artificial tympanic membranes

정형외과용 분리형 깔창
정형외과용 주형
조직 내시경 회수용 백

orthopaedic detachable insoles

주사기처리용 용기

containers especially adapted for
the disposal of syringes

지압용 밴드
질병 예방용 스타킹
질세척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체액 수집용 백
치료용 스타킹
치료용 호저리
코골이 억제용 패드
투약용 계량스푼

acupressure bands

투약용 스푼
투약용 용기
투약용 점적기
투약용 컵
플라잇 양말
하지상태 교정치료용 깔창

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환자용 안락한 부양패드
환자용 좌욕 및 변기 겸용 의자

contoured inflated pads for patients

medical body correction shirts
medical body correction stockings
medical body correction underwear
pill distributor and organizer boxes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Ice bag holders
thermal packs for medical purposes
fluid collection containers for
medical use
socks (Electrically heated -) for
medical purposes
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blood collection bags for medical
purposes
boxes adapted for medical waste
products

pads for seats for wheelchairs [for
medical use]
surgical mesh comprised primarily
of artificial materials
templates for orthopedic purposes
bags for endoscopic retrieval of
tissue

stockings for prophylactic purposes
douche bags
ear plugs [hearing protection devices]
bags for collecting body fluids
stockings for therapeutic purposes
therapeutic hosiery
pads for inhibiting snoring
measuring 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droppers for administering medicine
cups for administering medicine
flight socks
insoles for corrective treatment of
conditions of the lower limbs
commode chairs

10류 G450402

[제10류/G390602]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상품의 범위
◦ 가정용으로 용도가 한정된 전기마사지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다리미(제8류/G1824)
- 전기면도기, 전기 손톱깎이, 전기이발기(제8류/G390602)
- 가정용 전기식 식기소독기, 가정용 전기식 정수기, 냉장고 전기식
압력솥, 전기식 주전자(제11류/G390601)
- 가정용 식음료준비기구(전기식은 제외)(제21류/G1803)
- 전기빗, 전기칫솔(제21류/G390602)

포함되는 상품(예시)

미용용 전기식 전신미용기구

electric whole body massage
apparatus for esthetic purposes

미용용 전기식 피부측정기

electric skin measuring devices for
use as parts of esthetic massage
apparatus

비의료용 전기식 두피진단기

electric scalp diagnostic apparatus
(not for medical purposes)

전기식 마사지건
전기식 미용 마사지장치
전기식 온열 피부 마사지기

electric massage guns

초음파 안면미용기구

facial aesthetic treatment apparatus
using ultrasonic waves

피부미용 미백기

esthetic facial massage apparatus
for skin whitening effect

휴대용 전기 마사지기

portable electric massaging
apparatus

휴대용 전기식 얼굴필링기

portable electric faicial peeling
machine

electric esthetic massage apparatus
electrically heated skin massaging
apparatus

가정용 부항 전기마사지기

electric cupping massaging
apparatu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안면 진동마사지기
(전기식)
가정용 음이온 마사지기(전기식)

electric facial massage vibrator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 미용마사지장치

esthetic massage apparatus for
household use

가정용 전기두피마사지기

electric scalp massaging apparatu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마사지 의자

electric massage chair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electric massage apparatus for
household use

가정용 전기발마사지기

electric foot massaging apparatu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고주파 피부
마사지기

high-frequency esthetic skin
massage apparatu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공기압축 안마기

electric air compression massaging
apparatus for household purposes

수술용 가운
수술용 모자
수의과 의사용 머리착용 보호보닛

가정용 전기식 냉온안마기

electric cold-hot massaging
apparatus for household purposes

외과용 보호복

가정용 전기식 두피 냉온안마기

electric scalp cold-hot massaging
apparatus for household purposes

protective clothing for surgical
purposes
sterile clothing for surgical use

가정용 전기식 미안기(美顔器)

electirc esthetic facial massage
apparatu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얼굴 필링기

electric facial peeling machine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온열안마기

electrically heated massaging
apparatu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초음파 미안기

electrical facial massage equipment
using ultrasonic wave for household
use

외과용 살균복
외과용 수술복
의료용 가운
의료용 격리 가운
의료용 모자
의료용 보호복
의료용 의류
의사용 머리착용 보호보닛

medical clothing

치과의사용 머리착용 보호보닛

protective bonnets for the hair for
wear by dental practitioners
patient examination gowns

electric anion massaging apparatu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피부마사지기

electric skin massaging apparatu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안면마사지기

electric face massaging apparatu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진동마사지기

vibration massaging apparatus for
household purposes

개인용 전기마사지장치

electric massage apparatus for
personal use

고주파 피부미용기 (의료용은
제외)

high-frequency skin esthetic
massage apparatus (not for medical
purposes)

미용마사지장치
미용용 전기식 두피측정기

esthetic massage apparatus
electric scalp measuring
instruments for esthetic purposes

[제10류/G450102] 수술복
상품의 범위
◦ 수술복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겉옷, 외투(스포츠의류와 한복은 제외) (제25류/G450101)

포함되는 상품(예시)
수술복

clothing especially for operating
rooms
surgical gowns
surgical caps
protective bonnets for the hair for
wear by veterinary practitioners

surgical scrub suits
medical gowns
medical isolation gowns
medical caps
protective clothing for medical
purposes
protective bonnets for the hair for
wear by medical practitioners

환자 진찰가운

[제10류/G450402] 의료용 장갑
상품의 범위
◦ 의료용 장갑, 마사지용 장갑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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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의료용 기저귀, 유아용 기저귀, 종이제 기저귀(제5류/G110303)
- 산업용 방호장갑(제9류/G450403)
- 절연용 장갑(제17류/G450403)
- 가사용 장갑, 광택용 장갑, 원예용 장갑(제21류/G450403)
- 목도리, 넥타이, 숄, 스카프, 방한용 귀덮개, 양말, 스타킹, 비전기식 보
온용 발싸개, 방한용 장갑 (제25류/G450401)

포함되는 상품(예시)
마사지용 말털장갑
마사지용 장갑
병원용 장갑
수술용 장갑
수술중 외과의사용 보호장갑
수의과용 보호장갑
수의과용 일회용 장갑
수의과용 장갑
외과용 고무장갑
외과용 보호장갑

horsehair gloves for massage
massage mitts
gloves for use in hospitals
gloves for use during operations
protective gloves for use by surgeons
during operations
protective gloves for veterinary
purposes
disposable gloves for veterinary
purposes
gloves for veterinary use
rubber gloves for surgical use

외과용 일회용 장갑
의료 분야 종사자용 보호장갑
의료검사용 장갑
의료용 고무장갑
의료용 고무제 진찰용 장갑
의료용 긴 장갑
의료용 보호장갑
의료용 일회용 보호장갑
의료용 일회용 장갑
의료용 장갑
치과분야 종사자용 보호장갑
치과용 보호장갑
치과용 일회용 장갑
치과용 장갑

protective gloves for surgical
purposes
disposable gloves for surgical
purposes
protective gloves for use by persons
working in medicine
gloves for medical examinations
rubber gloves for medical use
latex examination gloves for medical
use
mittens for medical use
protective gloves for medical
purposes
disposable protective gloves for
medical purposes
disposable gloves for medical
purposes
gloves for medical purposes
protective gloves for use by persons
working in the dentistry
protective gloves for dental
purposes
disposable gloves for dental
purposes
gloves for dental use

[제10류/G450602] 의료용 호흡마스크
상품의 범위
◦ 마취용 마스크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화장용 마스크(제3류/G1201, S120907, S128302)
- 방독면, 방호용 마스크(제9류/G450603)
- 방한용 마스크(의류) (제25류/G450601)
- 펜싱용 마스크(제28류/G4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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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는 상품(예시)
마취용 마스크
바이오 치료용 얼굴 마스크
수술용 부직포제 호흡보호 마스크
수술용 안면 마스크
수술용 호흡 마스크
수술용 호흡보호 마스크
수술중 외과의사용 보호마스크
수의과용 입보호마스크
수의과용 코보호마스크
심폐기능소생 마스크
외과용 독성물질보호용 안면
마스크
외과용 마스크
외과용 항균보호용 안면마스크
외과용 호흡마스크 삽입재
의료 분야 종사자용 보호마스크
의료용 구강보호마스크
의료용 독성물질보호용 안면
마스크
의료용 보호마스크
의료용 부직포제 호흡보호마스크
의료용 산소마스크
의료용 얼굴보호마스크
의료용 코보호마스크
의료용 항균보호용 안면마스크
의료용 호흡마스크
의료용 호흡마스크 삽입재
의료용 호흡보호마스크
의료종사자용 마스크
인공호흡기용 호흡마스크
인공호흡용 호흡보호마스크
치과분야 종사자용 보호마스크
치과용 얼굴 보호마스크
치과용 입 보호마스크
치과용 코보호마스크
치료용 LED 마스크
치료용 얼굴 마스크
하이필터 수술용 마스크
후두용 마스크

anesthesia masks
bio therapeutic facial masks
protective breathing masks made of
non-woven materials for surgical
applications
face masks for medical use
surgical breathing masks
protective breathing masks for
surgical applications
protective masks for use by surgeons
during operations
protective mouth masks for veterinary
use
protective nose masks for veterinary
use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masks
face masks for surgical use for toxic
substance protection
surgical masks
face masks for surgical use for anti
bacterial protection
inserts for breathing masks for
surgical use
protective masks for use by persons
working in medicine
protective mouth masks for medical
use
face masks for medical use for toxic
substance protection
protective masks for medical
purposes
protective breathing masks made of
non-woven materials for medical
applications
oxygen masks for medical purposes
protective face masks for medical
use
protective nose masks for medical
use
face masks for medical use for anti
bacterial protection
respiratory masks for medical
purposes
inserts for breathing masks for
medical use
protective breathing masks for
medical applications
masks for use by medical personnel
respiratory masks for artificial
respiration
protective breathing masks for
artificial respiration
protective masks for use by persons
working in the dentistry
protective face masks for dental use
protective mouth masks for dental
use
protective nose masks for dental use
LED masks for therapeutic purposes
therapeutic facial masks
high filter surgical masks
laryngeal m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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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용, 가열용, 냉각용, 증기발생용, 조리용, 건조용, 환기용, 급수용,
위생용 장치 및 설비
(Apparatus and installations for lighting, heating, cooling, steam generating,
cooking, drying, ventilating, water supply and sanitary purposes)
본류에는 주로 조명용, 조리용, 냉각용 및 위생용 환경 제어 장치 및 설비가 포함된다.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에어컨디셔닝 장치 및 설비
- 비실험실용 오븐(예: 치과용 오븐, 전자레인지, 제빵용 오븐)
- 난방용 스토브
- 태양열집열판
- 굴뚝연관, 송풍기, 난로, 가정용 벽난로
- 살균기, 소각로
- 조명장치 및 설비(예: 조명용 발광관, 탐조등, 발광성 가옥번호판,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
수송기계기구용 라이트)
- 램프(예: 전기식 램프, 가스등, 실험실용 램프, 유등(油燈), 가로등, 안전램프)
- 일광욕 침대
- 욕조설비, 욕조용 부속품, 욕조배관고정구
- 변기, 소변기
- 분수장치, 초콜릿 분수장치
- 비의료용 전열식 패드/쿠션/전기담요
- 탕파(湯婆)
- 전열식 의류
- 전기식 요구르트제조기, 빵 만드는 기계, 커피기계, 아이스크림제조기계
- 제빙 기계 및 장치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증기발생장치(기계부품)(제7류)
- 공기응축기(제7류)
- 발전기(제7류)
- 납땜용 램프(제7류), 광학램프, 암실용 램프(제9류), 의료용 램프(제10류)
- 실험실용 오븐(제9류)
- 광전지(제9류)
- 신호등(제9류)
- 의료용 전기식 발열패드/쿠션 및 담요(제10류)
- 유아용 휴대식 목욕통(제21류)
- 비전기식 휴대용 냉각용기(제21류)
- 집적된 열을 가지지 않은 요리용구(예 : 비전기식 번철 및 그릴, 비전기식 와플굽는 틀,
비전기식 압력솥)(제21류)
- 비전기식 보온용 발싸개(제25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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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류

제

11류

【포괄상품명칭 목록】
포괄상품명칭

유사군코드 (구)포괄코드

요리용 기구 및 설비
(cooking apparatus and installations)

G1803,
N11004
G1805,
G1806,
G390601

요리용구
(cookers)

G1803,
N11005
G1805,
G390601

가정용 정수기
(water purifiers for household
purposes)

G1803,
N11014
G390601

비의료용 경화램프
(curing lamps, not for medical
purposes)

G3401,
G390602

수송기계기구 유리창서리제거용 가열장치
(heating apparatus for defrosting
vehicle windows)

G3702,
G3703,
G3704,
G3705

N11002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N11003

수송기계기구용 난방장치
(heating apparatu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방현(防眩)장치(조명부품)
(anti-glare devices for vehicles [lamp
fittings])
수송기계기구용 서리제거장치
(defroster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에어컨디셔너
(air conditioner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환기(공기조절)설비
(ventilation [air-conditioning]
installations for vehicles)

토스터
(bread toasters)
회전식 분사장치
(whirlpool-jet apparatus)

N11009
G1821,
G1825,
G390601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
(footwarmers, electric or
non-electric)

G1825,
N11006
G390601

냉난방기
(heating and air conditioning
apparatus)

G2801,
G2802

N11010

수송기계기구용 히터
(heater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라이트
(light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미등
(tail light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
(vehicle reflectors)

태양열 냉난방기
(solar powered heating and air
conditioning apparatus)

수송기계기구용 방향표시전구
(light bulbs for directional signals for
vehicles)

히트펌프
(heat pumps)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등
(vehicle brake lights)

난방/환기 및 에어컨디셔닝 장치
(apparatus for heating/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

G2801,
G2802,
G2803

N11012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
(coils [parts of distilling, heating or
cooling installations])

G2801,
N11007
G2802,
G381001,
G390601

에어컨디셔닝/공기냉각 및 환기기기
(air-conditioning, air cooling and
ventilation apparatus and instruments)

G2802,
G2803

N11011

수송기계기구용 스포트라이트
(spot lights for use on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조명장치
(lighting installation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항법등
(running light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헤드라이트
(vehicle headlights)
차량발전등
(vehicle dynamo lamps)

환기 및 에어컨디셔닝 장치
(apparatus for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

가습기
(humidifiers)

G381001, N11013
G390601

냉동기
(freezers)

G2802,
N11015
G390601

공기가습기
(air humidifiers)

수도꼭지 핸들
(faucet handles)

G3303,
G3828

공기가습장치
(air humidifying apparatus)

수도꼭지용 물제어밸브
(water control valves for faucets)

N11008

공기정화 살균기
(air purifying steriliz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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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류
공기정화기
(air purifiers)

G381001, N11013
G390601

포함되는 상품(예시)
의료용 소독 및 멸균기구

공기정화기용 필터
(filters for air purifiers)
공기정화장치 및 기계
(air purifying apparatus and
machines)

sterilizing and disinfection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sterilizer

의료용 소독기
의료용 소독장치

disinfectant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ultraviolet ray sterilizer for medical
purposes
baby bottle sterilizers for medical
purposes
disposable disinfectant apparatu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자외선소독기
의료용 젖병소독기

공기정화장치
(air purifying apparatus)

일회용 멸균의료기기

공기청정기용 에어필터
(air filters for air cleaners)
공기청정기용 이온화장치
(ionizing apparatus for air cleaners)

[제11류/G110102] 치과용 오븐(Dental oven)

공기청정장치
(air cleaning apparatus)

상품의 범위

공기탈취장치
(air deodorising apparatus)
에어와셔
(air Washers)
음이온발생 가습기
(anion generating humidifiers)
전기 가습기
(electric humidifiers)
전기식 공기정화기
(electric air purifiers)

◦ 치과용 오븐(dental oven)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치과용 충전재료(제5류/G110302)
- DNA칩, 투약용 디스펜서(제9류/G110101)
- 의료기계기구(치과용은 제외)(제10류/G110101)
- 치과용 기기(제10류/G110102)
- 휠체어(제12류/G110101)
- 치실(제21류/G1302)

포함되는 상품(예시)
치과용 복원 조성물용 가
열중합장치
치과용 오븐

전기식 공기청정기
(electric air cleaner)

heated polymerization units for
dental restoration compounds
dental ovens

전기식 식품건조기
(food dehydrators, electric)

[제11류/G1803] 가스그릴,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요리용 석쇠장치, 요리용 번철장치

전기식 제습기
(dehumidifiers, electric)
제습기
(dehumidifiers)

상품의 범위
◦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가정용 비전기식 식기소독기
◦ 요리용 석쇠장치, 요리용 그릴장치, 토스터
◦ 위에 준하는 가정 또는 주방용 기기

착용 가능한 공기청정기
(wearable air purifiers)
휴대용 공기청정기
(portable air cleaners)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제11류/G110101] 의료용 소독기
상품의 범위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소독장치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10류/G110101)
- 공기살균기, 책소독기 (11류/G381001)
- 가정용 공기정화기(11류/G3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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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제 바구니(제6류/G1803)
- 국자, 숟가락, 채소용 강판(제8류/G1803)
- 버너(실험실용은 제외), 로스터, 열풍식 오븐(제11류/G1805)
- 은박지, 주방용 호일(제16류/G1803)
- 차주전자용 보온커버(제21류/G1801)
- 가정용 식음료준비기구(전기식은 제외), 식품저장용기, 쟁반,
절구, 음료용 빨대(제21류/G1803)
- 주방용 직물제 수건(제24류/G1803)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스그릴
가스토스터

gas grills
gas toasters

11류 G1805
가정용 가스그릴
가정용 비전기식 가습기

gas grill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비전기식 수소수 제조장치
가정용 비전기식 이온수기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필터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용 필터
카트리지
가정용 식기소독기

non-electric humidifiers for household
use
non electric hydrogen water
production apparatus for household
purposes
non electric water ionizer for
household purposes
non-electric water purifiers for
household purposes
non-electric water purifier filters for
household purposes
non-electric water purifier filter
cartridges for household purposes
dish disinfectant apparatus for
household purposes

로스터용 꼬치
바비큐 그릴용 용암석
바비큐그릴용 세라믹제 브리켓

roasting spits

바비큐용 그릴
비전기식 젖병소독기(의료용
제외)
비전기식 토스터
숯불그릴
식수용 여과필터
요리오븐용 로스터 꼬치
요리용 가스구동식 번철장치

barbecues

요리용 링
요리용 번철 장치
요리용 석쇠장치
정수 기능이 있는 물병
캠핑용 가스그릴
회전식 고기굽는 기구
휴대용 정수기

cooking rings

lava rocks for use in barbecue grills
ceramic briquettes for use in
barbecue grills
non-electric sterilizers for baby
bottles(other than for medical use)
non-electric bread toasters
charcoal grills
filters for drinking water
roasting spits for cooking ovens
gas-powered griddles [cooking
appliances]
griddles [cooking appliances]
roasting apparatus
portable water purifying bottle
gas grills for camping
rotisseries
portable water purifiers

[제11류/G1804] 아이스박스(휴대용은 제외)
상품의 범위
◦ 아이스박스(휴대용은 제외)
◦ 위에 준하는 얼음저장용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가스냉장고, 냉각통, 전기냉장쇼케이스(제11류/G2802)
- 전기 냉장고(제11류/G390601)
- 물통, 보온통, 휴대용 냉각용기(제21류/G1804)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정용 비휴대용 아이스박스
가정용 얼음통(휴대용은 제외)
아이스박스(휴대용은 제외)
전기식 아이스박스

non-portable ice chests for household
purposes
ice chests for household purposes
(not for carrying with)
ice boxes (except for portable)
cool boxes, electric

[제11류/G1805] 버너(실험실용은 제외), 풍로
상품의 범위
◦ 가스, 석유, 휘발유, 알코올 등을 태워 열을 가하는 기기 및
장치(실험실용은 제외)
◦ 위에 준하는 가열용 기구
◦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가스스토브, 오일스토브(제11류/G2801)
- 가스밸브(제11류/G3828)
- 전기풍로, 요리용 전자레인지(제11류/G390601)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가방
가스로스터
가스버너
가스버너용 선반받이
가스부침기
가스오븐 레인지
가스조리오븐
가스쿡탑
가스튀김기
가스풍로
가정용 가스레인지
가정용 가스오븐

gas ranges
bags for gas ranges
gas roasters
gas burners
brackets for gas burners
gas fryers
gas oven range
gas cooking ovens
gas cooktops
gas deep-fat fryers
gas cooking stoves
gas range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용 가열기

gas cooking ovens [for household
purposes]
non-electric cooking heater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석유풍로

oil cooking stove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숯불구이기

charcoal roaster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제빵용 오븐

baking oven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조리오븐

cooking ovens for household
purposes

고기구이기
공기흡입토출그릴
공업용 가스버너
공업용 밥솥
공업용 조리오븐
공업용 프라이팬
과일 로스터
그릴오븐
내화점토제 오븐부속품
대류형 오븐
등산버너
등산용 버너 조리기구거치대

meat roasters

등산용 버너스탠드
로스터
로스터회전기
맥아용 로스터

burner stands for climbers

air suction outflow grill
gas burners for industrial purposes
industrial rice cookers
industrial cooking ovens
industrial deep fryers
fruit roasters
grill ovens
oven fittings made of fireclay
convection ovens
burners for climbers
burner cooking utensil rests for
climbers
roasters
roasting jacks
malt roasters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401

11류 G1805
백열버너
버너(실험실용은 제외)
빵 굽는 기계
빵 만드는 기계
산수소(酸水素)버너
산업용 전자기 인덕션레인지
산업용 전자레인지
산업용 해동기
살균용 버너
상업용 조리오븐
생선구이기
석유풍로
소형오븐
숯불구이기
스토브버너 커버
아교가열장치
아세틸렌버너
알코올버너
야외용 가스레인지
야외용 가스레인지 바람막이
야외용 가스버너
야외용 가스스토브
열풍식 오븐
오븐용 구조물
오븐용 성형부속품
오븐팬
오일버너
접시 데우는 기구
제빵용 오븐
주방용 오븐레인지
천연가스 버너
카카오로스터
캠핑용 가스레인지
캠핑용 로스터
캠핑용 버너
캠핑용 버너스탠드
캠핑용 오븐
커피로스터
커피로스팅 오븐
쿡탑
토제풍로
포장도로 가열장치
풍로
피자오븐
훈육기
휘발유버너
휴대용 가스레인지
휴대용 가스레인지 및 가스버너
전용 운반가방
휴대용 가스버너
휴대용 가스풍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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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andescent burners

[제11류/G1806] 싱크대

burners (other than for laboratory use)

상품의 범위

bread baking machines
bread-making machines
oxyhydrogen burners
electromagnetic induction cookers
for industrial purposes
microwave ovens for industrial
purposes
thawer for industrial purposes
germicidal burners
commercial cooking ovens
fish roasters
oil range
small ovens
charcoal roasters
stove burner covers
glue-heating appliances
acetylene burners
alcohol burners
gas ranges for outdoor use
gas range wind shields for outdoor
use
gas burners for outdoor use

◦ 싱크대, 조리대
◦ 위 용도에 준하는 작업대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스대
단일레버식 싱크대용 수전
신축관(싱크대배관설비의 부품)
싱크대
싱크대용 벽부착식 물 분사기
싱크대용 수전금구
싱크대용 정수필터
싱크볼
싱크상판
싱크용 여과기
작업대 기능이 포함된 주방용
싱크대
조리대
주방용 싱크대
주방용 싱크대 분사기

gas range tables
single-lever faucets for sinks
flexible pipes being parts of sink
plumbing installations
sink units
wall-mounted spouts for sinks
faucets for sinks
water filters for sinks
sinkbowls
sink upper plates
strainers for sinks
kitchen sinks incorporating integrated
worktops
kitchen worktops
kitchen sinks
kitchen sink sprayers

gas stoves for outdoor use
hot air ovens
structural framework for ovens

[제11류/G1808] 발광성 가옥번호판

shaped fittings for ovens
oven fans
oil burners

상품의 범위
◦ 발광성 가옥번호판

plate warmers
bakers' ovens
kitchen ranges [ovens]
natural gas burners
cacao roasters
gas ranges for camping
roasters for camping
burners for camping
burner stands for camping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간판, 금속제 표지판, 금속제 표찰(제6류/G1808)
- 종이제 또는 판지제 간판(제16류/G1808)
- 비금속제 광고기둥(제19류/G1808)
- 목제 간판, 플라스틱제 간판, 비금속제 표찰, 공기팽창식 광고물(제
20류/G1808)
- 자기제 간판, 유리제 간판(제21류/G1808)
- 직물제 라벨(제24류/G1808)
- 경기용 번호표(제26류/G1808)

ovens for camping
coffee roasters
coffee roasting ovens

포함되는 상품(예시)
발광성 가옥번호판

luminous house numbers

cooktops
portable clay furnaces for cooking
pavement heating apparatus

[제11류/G1813] 손난로

cooking stoves

상품의 범위

pizza ovens
meat smoking apparatus
gasoline burners
portable gas ranges
carrying bags specially adapted for
portable gas ranges and portable
gas burners
portable gas burners
portable gas cooking stoves

◦ 손난로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화로(제11류/G2801)

포함되는 상품(예시)
USB 전원식 핸드워머

USB-powered hand warmers

11류 G1824
비의료용 냉찜질팩
비의료용 눈찜질 발열팩
비의료용 무릎찜질 발열팩
비의료용 어깨찜질 발열팩
비의료용 온수 찜질팩
비의료용 온열팩
비의료용 온찜질팩
비전기식 탕파(湯婆)
손난로
일회용 난로(전기식은 제외)
일회용 발난로
일회용 손난로
탕파(湯婆)
탕파용 고정식 직물제 커버

cold packs for cooling the body and
not for medical purposes
heating packs for eyes (not for
medical purposes)
heating packs for knees (not for
medical purposes)
heating packs for shoulders (not for
medical purposes)
hot water heating packs (not for
medical purposes)
heating packs (not for medical
purposes)
hot fomentation pack, not for medical
use
non-electric hot water bottles
pocket warmers
disposable heaters (other than
electric)
disposable foot warmers
disposable pocket warmers
hot water bottles
fitted fabric covers for hot water
bottles

[제11류/G1816]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용 히터
상품의 범위
◦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용 히터
◦ 위에 준하는 수족관용 장치 및 기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수족관용 공기펌프(제7류/G1816)
- 공기여과설비 (제11류/G381001)
- 수족관용 전등(제11류/G3902)
- 구조물로 된 수족관(제19류/G1816)
- 실내수족관(구조물은 제외)(제21류/G1816)

포함되는 상품(예시)
수족관용 기포발생장치

aquarium air bubble generator

수족관용 냉각기

aquarium coolers

수족관용 모터
수족관용 물필터장치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용 이산화탄소공급기

aquarium motors

수족관용 필터
수족관용 해수정화장치

filters for use in aquariums

수족관용 히터

water filtering units for aquariums
aquarium filtration apparatus
aquarium carbon dioxide supplies
aquarium seawater purifying
apparatus
aquarium heaters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환자용 변기(제10류/G110301)
- 변기, 비데(제11류/G1821)
- 종이제 변기 시트커버(제16류/G1821)
- 침실용 간이변기, 화장지걸이(제21류/G1821)
- 직물제 변기 시트커버(제24류/G1821)

협의의 포괄명칭
변기

toilet bowls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정용 전기식 비데

electric bidets for household
purposes

대소변용 스퍼드

spuds for toilet stools and urinal
receptacles

변기 세정기
변기 소독장치
변기용 물탱크용 부구판
변기용 물탱크용 플로우트 보올
변기용 탱크볼
변좌
비데
비데용 벽부착식 물 분사기
비데용 탭
비데용 탭(꼭지)

toilet bowls cleaning apparatus

비데용 필터
세척수 분사기 장착식 변기장치

filters for bidets

수세식 변소용 변기손잡이
수세식 변소용 소독제 디스펜서
수세식 화장실용 저수조
어린이용 변기
위생설비용 소변기
위생설비용 야외 소변기
이동식 변기장치
일본식 변기장착식 좌석
절수용 변기
진공변기장치
화장실용 소독제 디스펜서
화장실용 소독제 분배기

toilet bowls sterilizing apparatus
ball cocks for toilet tanks
float balls for toilet tanks
toilet tank balls
toilet seats
bidets
wall-mounted spouts for bidets
bidet taps
taps for bidets
toilet stool units with a washing water
squirter
flush handles for toilets
disinfectant dispensers for rinsing
lavatory
toilet cisterns
toilet bowls for children
urinals being sanitary fixtures
portable urinals for outdoor activities
[sanitary installations]
portable toilet stool units
seatings for use with Japanese style
toilet bowls
water-saving toilets
vacuum toilet stool units
disinfectant dispensers for toilets
disinfectant distributors for toilets

[제11류/G1824] 가열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기
상품의 범위

[제11류/G1821] 변기, 비데(Bidet)
상품의 범위
◦ 대소변을 받아내는 데 쓰이는 용기(변기)
◦ 대소변 생식기와 항문 주위를 세척하는데 쓰이는 기구(비데)
◦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 가열다리미용 히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다리미, 비전기식 재봉인두(제8류/G1824)
- 자수용 도안형지, 재봉용 초크(제16류/G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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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류 G1824
- 수틀, 목제 실패(제20류/G1824)
- 다림질대(제21류/G1824)
- 자수용 도안직물(제24류/G1824)
- 바늘꽂이, 바늘쌈지, 재봉상자, 재봉용 받침대(제26류/G1824)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열다리미용 히터
옷용 증기발생기
직물용 증기발생기

heaters for heating irons
garment steamers
fabric steamers

[제11류/G1825] 욕조, 샤워기
상품의 범위
◦ 욕조, 샤워기, 세면대
◦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수세식 세정설비(제11류/G3303)
- 유아용 휴대식 목욕통(제21류/G1825)
- 직물제 샤워커튼, 플라스틱제 샤워커튼(제24류/G1825)
- 욕실용 매트(제27류/G1825)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정용 사우나기
가정용 전기 족욕기(足浴機)
가정용 전기식 발열족욕기
가정용 전기식 좌욕기
가정용 전기식 좌훈기
건식 사우나기
고정식 스파용 커버
동력 샤워기
목욕실
바디샤워기
반신욕 욕조
비의료용 좌욕기
비전기식 가정용 찜질기
비전기식 발열팩을 이용한 족온기
비전기식 원적외선 반신욕기
비전기식 원적외선 족욕기
비전기식 원적외선 좌욕기
비전기식 족온기
비전기식 좌욕기
사우나 욕조설비
사우나용 돌
샤워기
샤워기도어
샤워기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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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unas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foot spas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heating foot spas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sitz bath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sit smoked device for
household purposes
dry-type saunas
fitted spa covers
power showers
bath cubicles
body showers
bath tubs for half bath
sitz baths (not for medical purposes)
non-electric hot bath apparatus
apparatus
non-electric footwarmers using
heating pack
non-electric far-infrared bath tubs for
half bath
non-electric far-infrared foot spas
non-electric far-infrared sitz baths
non-electric footwarmers
non-electric sitz baths
sauna bath installations
sauna rocks
shower apparatus
shower doors
shower roses

샤워기부속품
샤워기용 분사기
샤워기용 제어밸브
샤워기용 혼합밸브
샤워기호스
샤워베이스
샤워스크린
샤워스탠드
샤워실
샤워욕조
샤워용 분무헤드
샤워용 욕조
샤워타워
샤워트레이
샤워트레이용 고정식 라이너
샤워패널
샤워플랫폼
샤워헤드
샤워헤드 고정구
세면기(위생설비의 부품)
세면기용 벽부착식 물 분사기
세면대 노브
세면대 탭(꼭지)
세면대(위생설비의 부품)
세면대용 수전금구
손샤워기
수소 반신욕기
수소수 샤워기
수압 증폭 샤워기
수중마사지 욕조기구
습식 사우나기
신축관(샤워기배관설비의 부품)

shower fittings
shower head sprayers
shower control valves
shower mixing valves
shower hoses
shower bases
shower screens
shower stands
shower enclosures
shower tubs
spray heads for showers
shower baths
shower towers
shower trays
fitted liners for shower trays
shower panels
shower platforms
shower heads
shower head fixtures
wash-hand bowls [parts of sanitary
installations]
wall-mounted spouts for wash-hand
basins
taps for wash-hand basins
taps for washstands
wash-hand stands (parts of sanitary
installations)
faucets for basins
hand showers
hydrogen bath tubs for half bath
hydrogen water bath tubs for half
bath
water pressure boosting showers
hydromassage bath apparatus
wet-type saunas
flexible pipes being parts of shower
plumbing installations

신축관(세면기배관설비의 부품)

flexible pipes being parts of basin
plumbing installations

신축관(욕조배관설비의 부품)

flexible pipes being parts of bath
plumbing installations

에어샤워기
열기욕조용 부속품
오버헤드 샤워기
온수 욕조용 고정식 라이너
온수욕조
온수욕조용 물 분사기
온수욕조용 분사기
온수욕조용 필터
온천욕용 욕조
욕실
욕실칸막이
욕조
욕조 물분사용 어린이 안전보호
커버

air showers
hot air bath fittings
overhead showers
fitted liners for hot tubs
hot tubs
water jets for use in hot tubs
hot tub jets
filters for hot tubs
spa baths [vessels]
bathtub enclosures
bath screens
bath tubs
child safe protective covers for
bathtub spouts

11류 G2801
욕조 및 샤워기용 고정식 라이너

fitted liners for baths and showers

욕조배관
욕조배관 고정구
욕조설비
욕조용 고정식 라이너
욕조용 물분사기
욕조용 물분사장치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
욕조용 벽부착식 물 분사기
욕조용 부속품
욕조용 분사제트
욕조용 여과기
욕조용 폐기물파이프
원적외선 사우나기기
원적외선 좌욕기
월풀욕조
유아용 샤워기
이동식 적외선 사우나기
이발소용 세면대

bath drains

전기샤워기
전기식 건식사우나기
전기식 건식족욕기
전기식 건식좌욕기
전기식 반신욕기

electric showers

전기식 사우나기
전기식 욕조
전기식 족욕기
전지식 샤워기
절수용 샤워기헤드
조립 목욕실
족욕기
좌욕용 욕조
지체부자유자용 사이드엔트리
욕조
해바라기 샤워기
혼합 샤워기
휴대용 샤워기

electric saunas

포함되는 상품(예시)
사우나용 침대

beds for sauna

이동식 암반욕장

transfortable stone spa place
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bath tub spouts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일광욕 부스

water jets for use in bath tubs

일광욕 침대

tanning beds

bath plumbing fixtures
bath installations
fitted liners for baths

tanning booths

microbubble generators for baths
wall-mounted spouts for baths
bath fittings
bath tub jets
bath filters

[제11류/G2801] 난로, 난방장치, 난방용 보일러
(수송기계용은 제외)
상품의 범위

waste pipes for bathtubs
far-infrared radiation saunas
far-infrared radiation sitz baths
whirlpool baths
baby showers

◦ 난방용 보일러
◦ 난방장치 및 그 설비
◦ 난로 및 그 부품 및 부속품

transfortable infrared saunas
shampoo basins for barbers' shop
use
electric dry saunas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벽난로 장작 받침쇠(제6류/G2801)
- 손난로(제11류/G1813)

electric dry foot spas

포함되는 상품(예시)

electric dry sitz baths
electric lower-body bath
installations
electric baths
electric foot baths
battery showers
water-saving showerheads
prefabricated bathrooms
foot spas
sitz baths
side-entry baths for use by the
physically handicapped
showers in the shape of sunflower
mixer showers
hand-held showers

[제11류/G2601]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상품의 범위
◦ 일광욕 침대
◦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또는 비금속제 금고, 금속제 가구 부속품(제6류/
G2601)
- 보석상자, 귀금속제 상자(제14류/G2601)
- 가구(제20류/G2601)
- 쌀통(제21류/G1803)

1. 난방용 보일러 (예시)
가스보일러
가정용 보일러
가정용 보일러 연료절감장치

gas boilers

공기재열기(再熱器)
공업용 난방용 보일러
공업용 보일러
난방보일러용 급수장치

air reheaters

난방보일러용 송기관(送氣管)

flues for heating boilers

난방보일러용 연료절약장치

fuel-saving apparatus for heating
boiler

난방보일러용 파이프
난방설비용 보일러
난방설비용 보일러관

pipes for heating boilers

난방용 라디에이터
난방용 보일러
난방용 보일러(수송기계기구용은
제외)
농업용 보일러
라디에이터캡
발전기용 보일러
발전설비용 보일러
보일러(기계의 부품은 제외)
보일러용 덕트
보일러용 배관
산업용 전기보일러

radiators [heating]

domestic boilers
boiler fuel-saving apparatus for
household purposes
heating boiler for industrial purposes
industrial boilers
feeding apparatus for heating
boilers

boilers for heating installations
boiler pipes [tubes] for heating
installations
heating boilers
heating boilers (other than for vehicles)
boilers for agricultural purposes
radiator caps
dynamo boilers
boilers for power plants
boilers, other than parts of machines
ducts for boiler
drains for boiler
electrical boilers for industrial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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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류 G2801
세탁실용 보일러
연탄보일러
온수보일러
욕실 보일러
원자력 발전설비용 보일러
전기보일러
전기식 보일러
중앙난방보일러
중앙난방설비용 팽창탱크
중앙난방용 라디에이터
증기보일러(기계의 부품은 제외)
태양광 발전설비용 보일러

laundry room boilers
briquette boilers
hot water boilers
bath boilers
boilers for nuclear power generation
installations
electrical boilers
electric boilers
central heating boilers
expansion tanks for central heating
installations
central heating radiators
steam boilers, other than parts of
machines
boilers for solar power generation
installations

2. 난방용 장치 및 설비 (예시)
가스급탕기
가스난방기구
가스연소식 온수기
가스온수기
가정용 가스온수기
가정용 난방기
가정용 온수기
가정용 전기식 온기난방용 장치
건물 난방용 전기식 방열기
(放熱器)
건조로
고체/액체 또는 기체연료용
난방장치
고체연료용 난방장치
공기 열원 히트펌프 온수기
공업용 급수가열기
공업용 난방장치
공업용 온기난방기구
공업용 온수기
공업용 온수난방기구
공업용 증기난방기구
금속제 온수분배기
급수급탕파이프
난방 설비용 내열성 폴리프로필렌
파이프
난방설비
난방설비용 온도조절밸브
난방용 면상발열체
난방용 발열체
난방용 열풍기
난방용 전기패널
난방용 전열관
난방용 정온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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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 burning heaters
gas heating apparatus and
installations
gas fired water heaters
gas water heaters
gas water heaters for household use
heaters for household purposes
water heaters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space heating apparatus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radiators for heating buildings
drying furnaces
heating apparatus for solid, liquid or
gaseous fuels
heating apparatus for solid uels
air-source heat pump water heaters
feed water heaters [for industrial
purposes]
heating apparatus for industrial
purposes
hot-air space heating apparatus [for
industrial purposes]
water heaters for industrial purposes
hot-water space heating apparatus
[for industrial purposes]
steam heating apparatus [for
industrial purposes]
hot water distributors of metal
water heater pipes for water supply
heat-stabilized polypropylene pipes
for heating installations
heating installations
thermostatic valves as parts of
heating installations
sheet-type heating elements
heating elements
hot air blowers for heating
electric panels for heating
heat pipes for heating
self-regulating heating cables

난방용 팬
난방용 필름형 발열필터
난방용 화목 보일러
난방용 히팅케이블
난방용 히팅필름
난방장치
난방장치용 열싱크

heating fans
heating elements, namely, film-type
heating filters
firewood boiler for heating
heating cables for heating
heating films for heating
heating units
heat sinks for use in heating
apparatus

난방필름
대류식 난방기
등유스토브
면상발열체매트
바닥 아래에 설치하는 난방장치
및 설비
바닥난방장치
발열선
방열선
비금속제 온수분배기
비수송기계기구용 스토커
(석탄 공급장치)
세라믹발열체 난방장치

heating films

순간 온수 제조기
순간온수 디스펜서
시스템온수분배기
실내난방기
실내난방장치
열 또는 고온수순환을 통한 튜브/
파이프 및 매니폴드로 구성된
가열 시스템

instantaneous water heaters

열기송풍기
온기난방기구
온도자동조절장치용 라디에
이터 밸브
온도자동조절장치용 밸브
(난방설비의 부품)
온도자동조절장치용 밸브인
중앙난방 방열기용 자동온도
조절기
온수기
온수난방기구
온수난방설비
온수분배기
온수탱크
온풍장치
원적외선 난방기구
인덕션 온수기
저장온수기
저탄식 스토브(가정용 목재
스토브)
적외선 난방용 패널
적외선 라디에이터
전기난방기구
전기식 가열기

convection heaters
kerosene stoves
sheet type heating element mats
underfloor heating apparatus and
installations
floor heating apparatus
heating cables
heat radiation cables
hot water distributors (not of metal)
stokers (coal supplies) other than for
vehicles
heating apparatus using ceramics
as heating elements
instant hot water dispensers
system hot water distributors
space heaters
space heating apparatus
heating systems composed primarily
of tubes, pipes and manifolds
through which warm or high
temperature water circulates
hot air blowers
apparatus for space heating
thermostatic radiator valves
thermostatic valves [parts of heating
installations]
automatic temperature regulators
[thermostatic valves] for central
heating radiators
water heaters
hot-water heating apparatus
heating installations [water]
hot water distributors
hot water tanks
hot air apparatus
far-infrared heating apparatus
induction water heaters
storage water heaters
slow-burning stoves [wood stoves
for household use]
infrared heating panels
infrared radiators
electrical heating apparatus
electric he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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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식 난방장치
전기식 라디에이터
전열식 온돌판
주입밸브(난방 또는 가스설비
부품)
중앙난방 라디에이터용 자동
온도조절기
중앙난방 방열기용 가습기

heating apparatus, electric

증기난방기구
증기난방설비용 공기밸브

steam heating apparatus

증기발생기
증기발생설비
증기축압기
진열용 열캐비닛
축열기
축열식 열교환기
침대용 난방팬
침대용 전기식 난방 팬
케이블히터
태양열 난방기구
태양열 온수기
태양열 축열기
투입히터
팬코일 유닛
히트펌프식건조기

apparatus for steam generating

radiators, electric
electric heated ondol plates
dosing valves [parts of heating or gas
installations]
automatic temperature regulators
for central heating radiators
humidifiers for central heating
radiators
air valves for steam heating
installations
steam generating installations
steam accumulators
heated display cabinets
heat accumulators
heat regenerators
warming pans for beds
electric warming pans for beds
cable heaters
solar heating apparatus
solar water heaters
solar heat accumulators
immersion heaters
fan coil units
heat pump dryers

3. 난로 및 부품과 부속품(예시)
가스난로
가스스토브
가정용 가스스토브
가정용 난로
가정용 벽난로
가정용 전기식 방사히터

gas fires

가정용 전기식 인덕션히터

electric induction heater for household
purposes

고체연료 버너 형태의 벽난로용
삽입틀
고체연료용 스토브
나무난로
난로
난로용 받침대
난로용 어댑터
난로용 펠릿 공급장치
난로용 펠릿 연소기
난방용 가스히터
난방용 눈녹임히터
난방용 댐퍼
난방용 몰딩히터
난방용 스토브
난방용 온돌히터
난방용 온풍기

fireplace inserts in the nature of solid
fuel burners

gas stoves
gas stoves for household purposes
fireplaces, domestic
fireplaces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radiant heaters [for
household purposes]

solid fuel burning stoves
heaters of wood

난방팬
농업용 열풍기

warming pans

농업용 온풍기
면상발열히터
목재연소식 스토브
목탄 스토브
물침대히터
방사히터
벽걸이난로
벽난로용 삽입틀
사우나히터
산업용 열풍기
석유난로
석유히터
석탄스토브
소형화로
수영장용 히터
숯불 화로
스토브 형태의 벽난로용 삽입틀

air blower for agricultural purposes

심지식 석유난로
오일스토브
오일스토브(가정용 실내난로)

wick petroleum hearths

오일스토브용 심지
욕실용 전기히터
욕조용 히터
유닛히터
인덕션 히터
전기난로
전기식 가열필라멘트
전기식 방사히터
전기식 실내히터
캠핑용 난로
캠핑용 심지식 석유난로
필름형 발열 히터
할로겐히터
화로
휴대용 전기식 히터

wicks for oil stoves

hot air blower for agricultural
purposes
sheet type heating heater
wood burning stoves
charcoal stoves
water bed heaters
radiant heaters
wall hanging heaters
fireplace inserts
sauna heaters
hot air blower for industrial purposes
petroleum hearths
kerosene heaters
coal stoves
small fire pots
heaters for swimming pools
hibachis
fireplace inserts in the nature of
stoves
oil stoves
oil stoves [space heaters for
household use]
electric heaters for bathroom
heaters for baths
unit heaters
induction heaters
electric fires
heating filaments, electric
electric radiant heaters
electric space heaters
hearths for camping
wick petroleum hearths for camping
heaters in film forms
halogen heaters
brazier
portable electric heaters

hearths
stands for heater
adapters for heater
pellets supplies for heater
pellets combustors for heater
gas heater
snow melting heater
dampers [heating]
molding heaters for heating
stoves [heating apparatus]
ondol heaters
air heater for heating

[제11류/G2802] 냉동장치 및 설비(수송기계용은 제외)
상품의 범위
◦ 냉동 또는 냉각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나 장치
◦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품
◦ 위에 준하는 냉각용 기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아이스박스(휴대용은 제외)(제11류/G1804)
- 가정용 전기냉장고(제11류/G390601)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407

11류 G2802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스냉장고
가정용 에어컨디셔너
가정용 에어컨디셔닝용 설비
가정용 에어컨디셔닝용 장치
가정용 중앙 에어컨디셔닝용
설비
곡류용 가스식 저온저장고
공기 냉각장치
공업용 공기조화기
공업용 국소유도식 에어컨디셔너

gas refrigerators
air conditioners for household
purposes
air conditioning installations for
household purposes
air conditioning apparatus for
household purposes
central air conditioning installations
for household purposes
gas cold chamber for grains
air cooling apparatus
air handling apparatus for industrial
purposes
locally induced air-conditioners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에어컨디셔너용 방열기

radiators [for industrial
air-conditioning purposes]

공업용 에어컨디셔닝용 설비

air conditioning installations for
industrial purposes
air-conditioning apparatus [for
industrial purposes]
central air-conditioning installations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에어컨디셔닝장치
공업용 중앙 에어컨디셔닝 설비
공업용 창문 거치형 에어컨디셔너
극저온 냉동기
급속 냉동기
냉각 및 냉동 통합장치
냉각기계
냉각기기 및 설비
냉각돔
냉각설비 및 기계
냉각수탑
냉각용 장치 및 설비
냉각장치 및 기계
냉각장치용 열싱크
냉각증발기
냉각탑
냉각통
냉동 카운터
냉동 캐비닛
냉동장치 및 설비(수송기계용은
제외)
냉방기기
냉장 또는 냉동용 쇼케이스
냉장상품진열케이스
냉장실
냉장용기
냉장캐비닛
냉풍기
대형 냉각기용 에어컨디셔닝용
패널
대형 냉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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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mounting air-conditioners
[for industrial purposes]
cryogenic freezers
deep freezers
combination apparatus for cooling
and freezing
refrigerating machines
cooling appliances and installations
cooling domes
cooling installations and machines
water cooling towers
refrigerating appliances and
installations
refrigerating apparatus and
machines
heat sinks for use in cooling
apparatus
cooling evaporators

룸에어컨디셔너
룸쿨러
물냉각기
물냉각설비
선적용 냉동용기
액체용 냉각설비
업소용 전기냉동기

room air conditioner

에어컨디셔너
에어컨디셔너용 여과기
에어컨디셔너용 증발장치
에어컨디셔너용 팬
에어컨디셔너장치용 팬

air conditioners

에어컨디셔닝설비
에어컨디셔닝장치
에어컨디셔닝장치 및 설비

air conditioning installations

용광로용 냉각기
용광로용 냉각통
워크인 냉동기
의료저장용 냉장고/냉각장치
및 냉동기
이동식 에어컨
인공눈 제조기계
전기냉장쇼케이스
전기식 냉각기
중앙 에어컨디셔닝 설비
진열용 냉동기
진열용 냉장캐비닛

coolers for furnaces

창문부착식 에어컨디셔닝용
장치
터보냉동기

window-mounted air conditioning
units

room coolers
water coolers
cooling installations for water
refrigerated shipping containers
cooling installations for liquids
electric freezers for commercial
purposes

refrigerating or freezing showcases

fans [parts of air-conditioning
installations]
air conditioning apparatus
air conditioning apparatus and
installations

가정용 레인지후드
가정용 레인지후드(환기후드)

walk-in refrigerators

가정용 환기팬
가정용 환풍기
공기순환기
공기순환설비
공기순환팬
공기조절장치
공기조절장치용 에어필터

refrigerating cabinets
air coolers
air conditioning panels for use in
walk-in coolers
walk-in freezers

walk-in coolers
refrigerators, cooling apparatus and
freezers for medical storage purposes
portable air conditioners
snow-making machines
electric refrigerating showcases
coolers, electric
central air conditioning installations
freezer display cabinets
refrigerating display cabinets
[display cases]

turbo freezers

포함되는 상품(예시)

refrigerated merchandise display
cases
refrigerating containers

cooling vats for furnaces

◦ 환기 또는 환풍을 목적으로 한 기기 및 설비
◦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품

refrigerating apparatus and
installations (other than for vehicles)
cooling apparatus

fans [air-conditioning]

상품의 범위

cooling tanks
freezer cabinets

evaporators for air conditioners

[제11류/G2803]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cooling towers
refrigerating counters

filters for air conditioning

range hoods for household
purposes
range hoods [extractor hoods, for
household purposes]
ventilating fans for household use
ventilators for household use
air circulators
air circulation equipment
air circulation fans
air handlers
air filters for air conditioning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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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조절장치용 필터
공기환기후드용 필터
공업용 환기팬

filters for air conditioning unit

굴뚝용 송풍기
레인지후드
배기팬
배기후드
산업용 환기설비
상업용 환기팬
스토브용 환기후드
실험실용 환기후드
열교환 환풍기
오븐용 환기후드
욕실용 환풍기
이동식 환풍기
전기식 창문용 팬
전기환풍기
주방용 배기후드
주방용 환기설비
주방용 환기후드
천장용 팬
터빈 환기 장치

chimney blowers

filters for air extractor hoods
ventilating fans for industrial
purposes
range hoods

협의의 포괄명칭
비전기식 조명기기

non-electric lighting apparatus and
devices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스등
가스맨틀
램프갓
램프갓 지지구
램프등피
램프용 덮개
램프용 반사갓
램프용 반사경
램프용 반사지
램프용 반사캡
램프용 버너
램프용 유리기구
램프커버
비전기식 램프
비전기식 조명기기용 카트리지

gas lamps

ceiling fans

사기등잔

porcelain oil lamps

turbine ventilators [ventilation
apparatus]

양초랜턴

candle lanterns

오일 랜턴

oil lanterns

exhaust fans
extractor hoods
industrial ventilation apparatus
ventilating fans for commercial use
ventilation hoods for stoves
ventilation hoods for laboratories
heat exchange ventilators
oven ventilator hoods
ventilators for bathroom
transportale ventilators
electric window fans
electric ventilators
exhaust hoods for kitchens
ventilation installations for kitchens
extractor hoods for kitchens

gas light mantle
lampshades
lampshade holders
lamp casings
lamp mantles
reflectors for lamps
lamp reflectors
reflective sheets for lamps
reflective caps for lamps
burners for lamps
lamp glasses
lamp covers
non-electric lamps
non-electric cartridges for lighting
apparatus

통풍장치
환기(공기조절)장치 및 설비

apparatus for ventilating
ventilation [air-conditioning]
installations and apparatus

유등(油燈)

oil lamps

일본식 종이제 랜턴

환기설비
환기용 공기압축기
환기용 캡
환기용 캡그릴
환기용 팬
환기용 후드캡
환기장치용 열싱크

ventilation installations

Japanese paper lanterns

초롱

Chinese lanterns

캔들램프

candle lamps

캠핑용 가스등

gas lamps for camping

컬링램프

curling lamps

호롱

kerosene lamps

화학발광식 조명스틱

chemiluminescent light sticks

ventilation hoods

횃불
휴대용 종이랜턴

flaming torches

환기후드
환풍기
환풍기용 팬
환풍장치
환풍장치 및 설비

air impellers for ventilation
caps for ventilating
cap grills for ventilating
ventilating fans
hood caps for ventilating
heat sinks for use in ventilating
apparatus

portable paper lanterns (chochin)

ventilators
fans for ventilators
installations for ventilation
ventilation devices and installations

[제11류/G3001] 수도꼭지용 좌금(座金)
상품의 범위

[제11류/G2901] 비전기식 조명기기
상품의 범위
◦ 가스, 석유 등 연료를 이용한(비전기식) 조명기기
◦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램프용 심지(제4류/G2901)
- 양초(제4류/G4004)
- 전기조명기구(제11류/G3902)

◦ 수도꼭지용 좌금(座金)(와셔)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나사, 금속제 너트, 금속제 못, 금속제 볼트, 금속제 쐐기
(제6류/G3001)
- 고무제 좌금, 경화섬유제 좌금(제17류/G3001)
- 비금속제 못, 비금속제 볼트, 비금속제 너트, 비금속제 쐐기, 비금
속제 리벳(제20류/G3001)

포함되는 상품(예시)
수도꼭지용 좌금(座金)

washers for water taps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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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류/G3303]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
상품의 범위
◦ 급수설비, 배수설비
◦ 위생설비용 도관, 굴뚝연관
◦ 태양열 집열판
◦ 위에 준하는 급배수용 설비 또는 기기
◦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제6류/G3303)
- 하수용 정화설비(제11류/G381001)
- 석면제 건축재, 건축용 방습재, 방음재, 보온용 단열재, 틈막이용
조성물(제17류/G3303)
-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제19류/G3303)
- 비금속제 경첩, 비금속제 문 부속품(제20류/G3303)
- 인조잔디(제27류/G3303)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정용 급수기구
가정용 배수처리장치
가정용 오수정화조
가정용 정화조
공업용 부패물탱크
굴뚝연관
급수설비
급수장치
급수전
도수관설비
배수설비
변기용 수전금구
변기탱크
분수장치
산업용 오수정화조
삼조식 분뇨탱크
샤워실용 배수관
석유공업용 화염도관
세류관개용 급수기
세면기용 냉온수혼합 수도꼭지
세면기용 배수관
세면대용 배수필터
소화전(消火栓)
수도관용 혼합 꼭지
수도관용 혼합 탭
수도꼭지
수도꼭지용 분사기
수도꼭지용 통풍기
수도꼭지용 필터
수세식 세정설비
수세식 탱크
실내분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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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supply apparatus for
household purposes
drainage treatment apparatus for
household purposes
waste water treatment tanks for
household purposes
septic tanks for household purposes
septic tanks for industrial purposes

실내용 바닥배수전
실내용 배수트렌치
실외용 바닥배수전
실외용 배수트렌치
싱크대용 배수필터
압력수조(水槽)
온도제어식 급수꼭지

indoor floor drain cocks

욕실용 바닥배수전
위생설비용 도관(導管)
위생설비용 수도관
위생설비용 폐기물파이프
위생장치 및 설비
음료수 공급장치
음용 분수
인분처리설비장치
자동살수설비
자동수도꼭지
장식용 분수
절수용 수도꼭지
절수용 수도꼭지 분사기
정화조
태양열 집열판
태양열 집열패널
폐수처리탱크

floor drain cocks for bathrooms

indoor trench drainages
outdoor floor drain cocks
outdoor trench drainages
drain filters for sinks
pressure water tanks
temperature control taps [parts of
water supply installations]
water-pipes for sanitary installations
pipes [parts of sanitary installations]
waste pipes for sanitary installations
sanitary apparatus and installations
drinking water supplying apparatus
drinking fountains
night soil disposal installations
watering installations, automatic
automatic faucets
ornamental fountains
water-saving faucets
water-saving aerators for faucets
septic tanks
solar thermal collectors [heating]
solar heat collection panels
waste water treatment tanks

chimney flues
water supply installations
apparatus for water supply

[제11류/G3305] 이동식 간이화장실

hydrants

상품의 범위

water conduits installations
water distribution installations
faucets for toilet bowls
toilet tanks
fountains
waste water treatment tanks for
industrial purposes
excretion tanks consisting of 3 parts
drains for shower boxes

◦ 이동식 간이화장실, 수세식 변소
◦ 위에 준하는 이동식 또는 조립식 화장실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변기, 비데(제11류/G1821)
- 금속제 이동식 건축물(제6류/G3305)
-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제19류/
G3305)

flare stacks for use in the oil industry
drip irrigation emitters [irrigation
fittings]
hot/cold water mixing taps for basins
drains for basins
drain filters for basins

포함되는 상품(예시)
금속제 이동식 화장실
수세식 변소
이동식 간이화장실

portable toilets of metal
toilets [water-closets]
toilets, portable

fire hydrants
mixer faucets for water pipes
mixer taps for water pipes
spigots
faucet sprayers
faucet aerators

[제11류/G3401] 실험실용 가열기기
상품의 범위
◦ 주로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가열기기

faucet filters
water flushing installations
flushing tanks
indoor fountains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실험실용 이화학기기(제9류/G3401)

11류 G3704
협의의 포괄명칭
실험실용 가열기기

heating apparatus and devices for
laboratory use

포함되는 상품(예시)
실험실용 램프
실험실용 버너
실험실용 분젠버너
이화학기구용 가열판
이화학기구용 열판
화학기계기구용 열판

laboratory lamps
bunsen burners for laboratory use
heating plates
hot plates
heating plates for chemical apparatus
and machines

상품의 범위
◦ 선박에 사용되는 냉방 또는 난방용 기기
◦ 선박용 조명기기
◦ 위에 준하는 선박용 장치나 기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계선부표, 금속제 마스트(제6류/G3702)
- 선박용 자동사각갈고리(제7류/G3702)
- 소방선, 구명보트(제9류/G3702)
- 난로, 난방기, 난방장치, 난방용 보일러(수송기계용은 제외)
(제11류/G2801)
- 급속 냉동기(제11류/G2802)
- 전기조명기구(제11류/G3902)
- 선박(보트 및 배)(제12류/G3702)
-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제19류/G3702)
- 비금속제 계선부표(제20류/G3702)
- 선박용 돛(제22류/G3702)

포함되는 상품(예시)
선박용 LED 조명기구
선박용 냉난방장치
선박용 냉방장치
선박용 라이트
선박용 반사경
선박용 방향표시등
선박용 방향표시전구
선박용 방현(防眩)장치

선박용 항법등
선박용 항해등
선박용 헤드라이트

ventilation (air-conditioning)
installations for ships
heaters for ships

선박용 히터

[제11류/G3703] 항공기용 냉난방장치, 항공기용 조명기기
상품의 범위

laboratory burners

[제11류/G3702] 선박용 냉난방장치, 선박용 조명기기

선박용 보일러
선박용 서리제거장치
선박용 에어컨디셔너
선박용 조명기기

선박용 환기설비

LED lamps for ships
heating and cooling systems for ships
cooling apparatus for ships

◦ 항공기에 사용되는 냉방 또는 난방용 기기
◦ 항공기용 조명기기
◦ 위에 준하는 항공기용 장치나 기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인공위성(제9류/G3703)
- 난로, 난방기(제11류/G2801)
- 급속 냉동기(제11류/G2802)
- 전기조명기구(제11류/G3902)
- 항공기, 항공기용 구조부품(제12류/G3703)

포함되는 상품(예시)
항공기용 LED 조명기구
항공기용 냉난방장치

LED lamps for aircrafts
heating and cooling systems for
aircrafts
lights for aircrafts

항공기용 라이트
항공기용 반사경
항공기용 방향표시등

reflectors for aircrafts

항공기용 방향표시전구
항공기용 방현(防眩)장치
항공기용 서리제거장치
항공기용 에어컨디셔너
항공기용 에어컨디셔너 필터
항공기용 조명기기
항공기용 조명설비
항공기용 항법등
항공기용 헤드라이트
항공기용 환기설비
항공기용 히터

lamps for directional signals of
aircrafts
light bulbs for directional signals of
aircrafts
anti-glare devices for aircrafts (lamp
fittings)
defrosters for aircrafts
air conditioners for aircrafts
air conditioner filters for aircrafts
lighting apparatus and devices for
aircrafts
lighting installations for air vehicles
navigation lights for aircraft
headlights for aircrafts
ventilation (air-conditioning)
installations for aircrafts
heaters for aircrafts

lights for ships
boat reflectors
lamps for directional signals of ships
light bulbs for directional signals of
ships
anti-glare devices for ships (lamp
fittings)
boilers for ships
defrosters for ships
air conditioners for ships
lighting apparatus and devices for
ships
navigation lights for boats
running lights for boats
headlights for ships

[제11류/G3704] 철도차량용 냉난방장치, 철도차량용
조명기기
상품의 범위
◦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냉방 또는 난방용 기기
◦ 철도차량용 조명기기
◦ 위에 준하는 철도차량용 장치나 기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난로, 난방기(제11류/G2801)
- 급속 냉동기(제11류/G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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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조명기구(제11류/G3902)
- 철도차량, 철도차량의 부품 및 부속품(제12류/G3704)

포함되는 상품(예시)
철도차량용 냉난방장치

heating and cooling systems for
railway vehicles

철도차량용 라이트
철도차량용 반사경
철도차량용 방향표시등

lights for railway vehicles
reflectors for railway vehicles

철도차량용 보일러(엔진보일
러는 제외)
철도차량용 서리제거장치
철도차량용 스토커
철도차량용 에어컨디셔너
철도차량용 일광조명등
철도차량용 조명기기

lamps for directional signals of
railway vehicles
boilers for railway vehicles (except
engine boilers)
defrosters for railway vehicles
stokers (coal supplies) for railway
vehicles
air conditioners for railway vehicles
daylight lamps for railway vehicles
lighting apparatus and devices for
railway vehicles
headlights for railway vehicles

철도차량용 헤드라이트
철도차량용 환기설비

ventilation (air-conditioning)
installations for railway vehicles
heaters for railway vehicles

철도차량용 히터

[제11류/G3705] 자동차용 냉난방장치, 자동차용 조명기기
상품의 범위
◦ 자동차에 사용되는 냉방 또는 난방용 기기
◦ 자동차용 조명기기
◦ 위에 준하는 자동차용 기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굴착기, 불도저, 제설기(제7류/G3705)
- 소방차(제9류/G3705)
- 철도차량용 냉난방장치, 철도차량용 조명기기(제11류/G3704)
- 자전거용 조명등(제11류/G3706)
- 자동차, 자동차의 부품 및 부속품(제12류/G3705)
- 전차(제13류/G3705)

포함되는 상품(예시)
보트 트레일러용 조명
오토바이용 LED 조명기구
오토바이용 라이트
오토바이용 램프
육상차량용 항법등
자동차 브레이크표시등
자동차내부 조명램프
자동차용 LED 라이트

boat trailer lights

자동차용 냉난방장치

heating and cooling systems for
motor cars, not being parts of
engines or motors

자동차용 라이트
자동차용 램프
자동차용 미등

automobile 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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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lamps for motorcycles
motorcycle lights
lamps for motorcycles
running lights for land vehicles
brake lights for automobiles
interior lights of automobiles

자동차용 반사경
자동차용 방향표시전구

reflectors for automobiles

자동차용 서리제거장치
자동차용 실내등
자동차용 안개등
자동차용 에어컨디셔너
자동차용 에어컨디셔닝설비
자동차용 에어컨필터
자동차용 열교환기(기계부품은
제외)
자동차용 전조등
자동차용 조립식 LED 조명장치
자동차용 조명기기
자동차용 헤드라이트
자동차용 환기설비

light bulbs for directional signals of
automobiles
defrosters for automobiles
interior lights for automobiles
fog lamps (lights) for automobiles
air conditioners for automobiles
air conditioning installations for cars
air conditioner filters for automobiles
automotive heat exchangers, not
being parts of machines
headlamps for automobiles
prefabricated LED lamps for
automobiles
lighting apparatus and devices for
automobiles
headlights for automobile
ventilation (air-conditioning)
installations and apparatus for
automobiles
ventilation equipment for automobiles

자동차용 환기장치
자동차용 환풍기
자동차용 히터
트레일러용 조명

ventilators for automobiles
heaters for automobiles
trailer lights

[제11류/G3706] 자전거용 조명등
상품의 범위
◦ 자전거에 부착 사용되는 조명기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오토바이용 라이트(제11류/G3705)
-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제12류/G3706)

포함되는 상품(예시)
자전거용 LED 랜턴
자전거용 라이트
자전거용 라이트 거치장비
자전거용 랜턴 거치장비
자전거용 램프
자전거용 미등
자전거용 반사경
자전거용 발전기 라이트
자전거용 방향표시등
자전거용 조명등
자전거용 태양등
자전거용 헤드램프

LED lanterns for bicycles
bicycle lights
light stands for bicycles
lantern stands for bicycles
bicycle lamps
rear lamps for bicycles
bicycle reflectors
dynamo lights for bicycles
directional lights for bicycles
lights for bicycles
artificial solar lamp for bicycles
headlamps for bicycles

light emitting diode lights for
automobiles

motor vehicle lamps
rear lamps for automobiles

[제11류/G3801] 히트건
상품의 범위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는 전동기구

11류 G381001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전기용접기계, 핫멜트 글루건(제7류/ G3801)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농축산용 기계기구(제7류/G380401)
- 벌집(제20류/G3807)

포함되는 상품(예시)
히트건

heat guns

[제11류/G380401] 농업용 건조기, 농업용 살수(撒水)장치
상품의 범위
◦ 농업용 살수장치 및 기기
◦ 농업용 건조기
◦ 위에 준하는 기기

포함되는 상품(예시)
훈봉기

bee smokers

[제11류/G381001] 증류장치, 정수장치, 가스정화장치,
공기건조기
상품의 범위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농기계, 축산기계(착유기기는 제외)(제7류/G380401)
- 수동식 농기구, 축산용 수공구(제8류/G380402)
- 낫자루(제8류/G380402)
- 소화용(消火用) 스프링클러장치(제9류/G3606)
- 전기울타리(제9류/G380403)
- 농업용 트랙터(제12류/G380401)
- 사료선반(제20류/G380402)
- 물뿌리개(제21류/G1815)
- 구유, 동물용 빗(애완동물용은 제외)(제21류/G380402)

포함되는 상품(예시)
관개용 스프링클러
농업 관개용 장치
농업용 건조기
농업용 살수기(撒水機)

irrigation sprinklers

농업용 살수장치

irrigation sprinklers for agricultural
purposes

비료 관개 장치
사료 건조용 설비
사료 건조장치
센서기능이 탑재된 자동 관수
장치
수경 재배장치
수확물 건조용 설비
수확물 건조용 장치
원예용 관개장치

apparatus for fertilizer irrigation

agricultural irrigation units
drying machines for agriculture
watering machines for agricultural
purposes

animal feed drying installations
forage drying apparatus
automatic irrigator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hydroponic growing systems
harvest drying installations
harvest drying apparatus
irrigation apparatus for horticultural
purposes

[제11류/G3807] 훈봉기
상품의 범위
◦ 훈봉기
◦ 벌에 연기를 쏘이는데 사용되는 기구
◦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 주로 기체나 액체를 살균, 소독, 정제, 증류, 건조, 가습하기 위
한 기기나 장치
◦ 위에 준하는 기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산업용 화학기계, 전기도금장치(제7류/G381001)
- 쓰레기 압축기계, 하수 오물 분쇄기(제7류/G381002)

포함되는 상품(예시)
1. 기체의 살균, 소독, 정제, 증류, 건조용 장치 (예시)
가스발생용 막장치
가스발생용 흡착장치
가스분해기
가스세정기(가스설비의 부품)

membrane apparatus for generating
gas
adsorption apparatus for generating
gas
gas decomposition devices
gas scrubbers [parts of gas
installations]

가스응축기(기계의 부품은 제외)

gas condensers, other than parts of
machines

가스정화기
가스정화설비
가스정화용 설비
가스정화장치
가스정화장치용 필터
가스충전장치 설비
가스흡수식공기조화기
가축 사육 정화장치

gas purification machines
gas scrubbing installations
gas purification installations
gas scrubbing apparatus
filters for gas scrubbing apparatus
gas charging device
gas absorption air conditioner

건견기
건물용 공기정화장치
건열멸균기
건조설비
건조장치
건조장치 및 설비
공간항균기
공기 및 물 처리용 이온화장치
공기건조기
공기살균기
공기살균소독장치
공기살균용 필터
공기살균장치

purifying apparatus for livestock
farming
cocoon drying machines
air purifying apparatus for building
potable dry heat sterilizer
drying installations
desiccating apparatus
drying apparatus and installations
apparatus for antibacterial
ionization apparatus for the
treatment of air or water
air dryers
air sterilizers
air sterilizing and disinfecting device
filters for sterilizing air
air sterilising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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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여과설비
공기여과용 필터
공기오존발생기
공기제균기
공기처리용 이온화장치
공기청정용 산소발생기
공업 또는 상업용 동력구동식
기화기
공업용 가스색층분석용 장치
공업용 가습기
공업용 건조기
공업용 공기정화기
공업용 공기정화장치
공업용 공기필터
공업용 살균기
공업용 세라믹 건조기
공업용 세라믹 세척살균기
공업용 식기건조기
공업용 이온수기
공업용 증기살균기
공업용 진공증류탑
공업용 진공증류탑용 장치
라돈제거기
라돈제거필터
마루용 스팀살균기
마루용 자외선살균기
마스크용 살균기
매트리스용 살균기
매트용 스팀살균기
면도기살균기
무균장치
물탈취장치
방향제용 전기식 디스펜서
방향제용 휘산기기
배기가스 정화장치
베니어 제조용 건조기
불활성가스공급장치
비과학용 증류장치
비의료용 산성환원수기
비의료용 훈증소독장치
비인체용 방취장치
비전기식 우산건조기
산업용 공기청정기
산업용 연수기
살균기
살균장치
상업용 공기정화장치
섬유 건조기
섬유열풍 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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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filtering installations
filters for filtering air
air ozonizers
air sterilizing apparatus
ionisation apparatus for the
treatment of air
oxygen generators for cleaning air
power-operated vaporizers for
industrial or commercial use
gas chromatography apparatus for
industrial purposes
industrial humidifiers
dryers for industrial purposes
industrial air purifiers
air purifying units for industrial
purposes
air filters for industrial purposes
sterilizers for industrial purposes
ceramic dryers for industrial purpose
ceramic washing and sterilizing
apparatus for industrial purpose
industrial dishdrying machines
water ionizer for industrial purpose
steam sterilizers for industrial
purposes
vacuum distillation columns for
industrial purposes
vacuum distillation apparatus for
industrial purposes
radon eliminator
filters for radon eliminator
steam sterilizer for floor
ultraviolet sterilizer for floor
sterilizer for mask
sterilizer for mattress
steam sterilizer for mat
sterilizer for razor
clean chambers (sanitary installation)
water deodorising apparatus
electric dispensers for air fresheners
volatilization apparatus for aromatics
exhaust gas cleanup apparatus
plywood drying machines
inert gas supplies
distillation apparatus not for scientific
purposes
dissolved hydrogen water apparatus
(not for medical purposes)
fumigation apparatus, not for medical
purposes
deodorizing apparatus, not for
personal use
non electric umbrella dryer
air cleaners for industrial purpose
water softeners for industrial
purpose
sterilisers
apparatus for disinfection
air purifying units for commercial use
fiber drying machines
hot air dryers for textile manufacture

소독용 살포 연무기
소독장치
손살균기
수화기용 소독기
시계자외선살균기
식료품 제조용 물정화장치
신발스팀살균기
신발자외선살균기
실내방취제용 전기식 디스펜서
실험실용 살균기
실험용 증기살균기
아세틸렌발생기
안개기계
안경 자외선살균기
업무용 세탁물건조기
업무용 식기살균기
열교환기(기계부품은 제외)
오존살균기
오존수 제조기
오존용해장치
오폐수처리장치
온실가스 여과장치
욕실스팀살균기
음이온발생장치
이온교환장치
이온발생기
이온살균장치
자동차용 공기청정기
자외선살균기
자외선소독기
자화수기
전기식 피톤치드휘산기
전기음이온발생기
전해수기
제조공정용 항습기
제조공정용 항온항습기
주방스팀살균기
중합(重合)설비
증기살균기
증류기
증류용 정화탑
증류장치
증류탑
증발장치
지폐 소독장치
진공증류장치
질소발생기
차아염소산살균기
책소독기

fogging machines for sterilizing
disinfectant apparatus
hand sterilizers
sterilizers for telephone receivers
ultraviolet sterilizer for watch
water purifying apparatus for food
product
steam sterilizer for shoes
ultraviolet sterilizer for shoes
electric dispensers for room
deodorants
sterilizers for laboratory use
steam sterilizers for laboratory use
acetylene generators
fog machines
ultraviolet sterilizer for spectacle
laundry dryer for business
dish sterilizer for business
heat exchangers, other than parts of
machines
ozone sterilizers
generator for ozone water
apparatus for disslving ozone
waste water treatment apparatus
indoor-gas filter apparatus
steam sterilizer for bathroom
negative ion generators for air
purification
ion exchange apparatus for water
and air purification
ion generators for air purification
ionic sterilizing apparatus
air purifiers for automobiles
uv sterilisation devices
ultraviolet sterilizer
magnetic apparatus for water
softening
electric phytoncide volatilization
apparatus
electricity anion generators
water electrolyze apparatus
humidistat for use in manufacturing
processes
constant temperature/humidity
device for manufacturing processes
steam sterilizer for kitchen
polymerisation installations
steam sterilizers
stills
refining towers for distillation
distillation apparatus
distillation columns
evaporators
disinfectant apparatus for banknotes
vacuum distillation apparatus
nitrogen generators
hypochlorous acid sterilizer
book sterilization apparatus

11류 G381001
청정실(위생설비)
초순수제조장치
초음파 살균기
칫솔살균기
칫솔오존살균기
파충류 테라리엄용 가습기
피톤치드 발생용 산림욕기
핸드피스멸균기
화학가공용 복열장치
화학공정용 열교환기
화학공정용 증류기
화학공정용 증발장치
화학공정용 증자기
화학기계기구용 건조장치
화학섬유 건조용 설비
화학섬유 건조용 장치
환열기
휘산기
휴대폰 자외선살균기

clean chambers [sanitary installations]
generator of ultra pure water
ultraviolet sterilizers
sterilizers for toothbrushes
ozone sterilizer for toothbrush
humidifiers for reptile terrariums
phytoncide diffuser for apparatus for
forest bath
handpiece pasteurizing device
recuperators for chemical processing

물역삼투압 필터장치
물연화설비
물연화장치 및 설비

reverse osmosis water filtration units
water softening installations
water softening apparatus and
installations
water filtration and purification
apparatus
water purification installations

물정화 및 여과용 장치
물정화설비
물정화장치 및 기계
물정화장치용 스핀온필터

heat exchangers [for chemical
processing]
distillers for chemical processing

물정화장치용 여과필터
물정화장치용 오프라인필터

evaporators for chemical processing

물정화장치용 우회필터

steamers for chemical processing
drying apparatus for chemical
processing
chemical fiber drying installations
chemical fiber drying apparatus
recuperators
volatilization apparatus
disinfecting apparatus for cellular
phones

물정화장치용 지클론 분리 필터
물정화장치용 캔들필터
물정화장치용 프례셔라인 필터
물정화장치용 플라스틱 멜트필터
물정화장치용 플리스 필터 부품

2. 액체의 살균, 소독, 정제, 증류, 건조용 장치 (예시)

물정화장치용 필러필터

공업용 물정화장치
공업용 색층분석장치

물정화장치용 필터 매트

공업용 색층분석컬럼
공업용 식기소독장치
공업용 자동색층분석용 장치
공업용 자동이온교환 색층
분석용 장치
공업용 정수기
공업용 제습기
공업용 증기과열기(過熱機)
담수화설비
담수화장치
담수화플랜트
물살균 소독장치
물살균장치
물소독장치
물여과기
물여과설비
물여과용 기포발생장치
물여과용 무균장치
물여과용 빈병
물여과용 이온화처리장치
물여과장치
물여과장치용 막
물여과장치용 필터
물역삼투압 정화장치

industrial-water purifying apparatus
chromatography apparatus for
industrial purposes
chromatography columns for
industrial purposes
dish disinfectant apparatus for
industrial purposes
automatic chromatography
apparatus for industrial purposes
automatic ion exchange
chromatography apparatus for
industrial purposes
water purifiers for industrial purposes
industrial dehumidifiers
steam superheaters [for industrial
purposes]
desalination plants
desalination apparatus
water desalination plants
water sterilisers
water disinfection apparatus
apparatus for disinfecting water
water filters
water filtering installations
bubble generator for water filtration
clean chambers for water filtration
water filtration bottles sold empty
ionization apparatus for water
filtration
water filtering apparatus
membranes for water filtering
apparatus
filters for water filtering apparatus
reverse osmosis water purification
units

물정화장치용 필터부품
물정화장치용 필터용 가방
물정화장치용 필터용 그릇
물정화장치용 필터용 밴드
물정화장치용 필터용 티슈
물정화캡슐
물정화탱크
물증류장치
물처리설비
물처리용 오존살균장치
물처리용 초음파 살균기
비의료용 알칼리환원수기
빗물 재이용 여과장치
빗물 정화 설비
산성수 생성기
산업용 정수기 필터

산업용수 정수장치
상수도 정수처리설비
상업용 정수기
수돗물 정화장치

offline filters for water purifying
apparatus
bypass filter for water purifying
apparatus
zyklon separation filter for water
purifying apparatus
candle filter for water purifying
apparatus
pressureline filter for water purifying
apparatus
plastic meltfilter for water purifying
apparatus
fleece filter parts for water purifying
apparatus
filler filter for water purifying
apparatus
filter mats for use as parts of water
purifying apparatus
parts of filter for water purifying
apparatus
filter bag for water purifying
apparatus
filter crockery for water purifying
apparatus
filter band for water purifying
apparatus
filter tissue for water purifying
apparatus
water purificarion capsule
water purification tanks
water distillation units
water treatment installations
ozone sterilizer for water treatment
ultraviolet sterilizers for water
treatment
dissolved alkaline water apparatus
(not for medical purposes)
rainwater reusing filtering apparatus
rainwater purification installations
generator of acid water

산업용 정수기필터 카트리지
산업용 폐수정화장치

water purifying apparatus and
machines
spin-on filters for water purifying
apparatus
filters for water purifying apparatus

water purifier filter for industrial
purpose
water purifier filter cartridges for
industrial purpose
purifying wastewater apparatus for
industrial purpose
industrial water purifying apparatus
for industrial purposes
water purifications facility for
waterworks
water purifier for commercial
purpose
tap-water purifying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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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환원수 제조장치

hydrogen-abundant water making
apparatus

축산폐수처리장치

livestock wastewater treatment
apparatus

수영장용 염소살균장치

swimming pool chlorinating
apparatus

water intake apparatus

수영장용 필터
수질정화장치
수질정화필터
수처리기계용 농축조

filters for swimming pools

취수장치
폐기물처리용 생물반응기
폐수여과용 분리막
폐수용 정화설비

membranes for filtering waste water

sand filters for water treatment

폐수정화용 메디아
폐수정화장치
폐수처리 반응기
폐수처리용 미생물 담체

media for wastewater treatment

수처리용 모래여과기
수처리용 반응조
수처리용 산기관
수처리용 여과막 장치

oxidation apparatus

수처리용 역삼투막 여과기

reverse osmosis membrane filters
for water treatment

폐수처리용 산화장치
폐수처리용 생물반응기

수처리용 염소살균장치
수처리용 정밀필터
수처리용 폭기조
수처리용 혐기조
수처리장치
식수 제조용 물정화장치

chlorinating units for water treatment

폐수처리용 설비
폐수처리용 폭기장치
폐수처리장치
하수여과용 분리막
하수용 산소용해장치

wastewater treatment installations

sewage purification installations

식수용 여과기
알칼리환원수기
액체여과기
액체여과장치용 필터

apparatus for filtering drinking water

업소용 이온수 생성기

generator of ionic water for
commercial use

역삼투 장치용 막

membranes for reverse osmosis
units

하수용 정화설비
하수용 정화장치
하수용기포발생장치
하수정화용 메디아
하수정화장치
하수처리설비
하수처리용 미생물 담체

연수기용 필터
연수장치
염소살균장치
오수여과기
오수정화설비용 모래여과기

filters for water softeners

하수처리장치
하수처리플랜트
하수폐기플랜트
하천수 정화설비
하폐수내 인제거장치

sewage treatment device

오수정화설비용 염소소독장치

chlorinating units for waste water
purifying apparatus

하폐수내 질소제거장치

nitrogen removal device of waste
water

오수정화설비용 오니농축기

sludge concentrators for waste
water purifying apparatus

seawater desalination plants

오수정화설비용 오니탈수기

sludge dehydrators for waste water
purifying apparatus

해수담수화설비
호수수질정화블록
활수기

오수처리설비용 교반기

mixer for waste water purifying
apparatus

오염수정화장치

waste water purifying apparatus

오일정제장치

oil-scrubbing apparatus

오일정화용 설비

oil purifying installations

오일정화장치

oil purifying apparatus

오존발생장치

ozonizers

위생설비용 수도관 용액 분배용
살균장치

disinfectant apparatus for dispensing
solutions into water-pipes for sanitary
installations

음이온 정수장치

negative ion occurrence a waterpurifying device

정수장치
중수 정화장치
증류수 제조기

water purifying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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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purification apparatus
water purification filters
concentrated unit for water
treatment devices
reactor for water treatment
diffuser for water treatment
membrane filtration units for water
treatment apparatus

micro filter for water treatment
aeration tank for water treatment
anaerobic tank for water treatment
water treatment apparatus
water purifying units for producing
potable water
apparatus for alkaline reduced water
liquid filter
filters for apparatus for filtering fluid

water softening apparatus
chlorinating units
waste water filters
sand filter for waste water purifying
apparatus

heavy water purifying apparatus
generator of distilled water

bioreactors for use in the treatment
of waste
clarifying installations for
wastewater
wastewater purification units
reactor for waste water treatment
microbial carrier for waste water
treatment
bioreactors for use in the treatment
of wastewater
aeration apparatus
waste water treatment devices
membranes for filter out the sewage
dissolving oxygen apparatus for
sewage
sewage purification apparatus
bubble generator for sewage
media for purifying sewage
sewage purifying apparatus
sewage disposal installations
microbial carrier for sewage
treatment
sewage treatment plants
sewage disposal plants
stream water purification apparatus
phosphorus removal device of
waste water

block for purifying lake
water activator

[제11류/G381002]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
상품의 범위
◦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열을 이용한 기계나 장치
◦ 위에 준하는 음식물 처리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산업용 화학기계(제7류/G381001)
- 쓰레기 압축기계, 하수 오물 분쇄기(제7류/G381002)

포함되는 상품(예시)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

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
waste

11류 G3816

[제11류/G3812] 음료 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상품의 범위
◦ 사업장에서 식료나 음료의 냉동, 냉각을 위해 사용하는 기계나 장
치(가정용은 제외)
◦ 위에 준하는 냉각용 장치 및 기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우유여과기, 착유기용 흡착컵(제7류/G3806)
- 산업용 식음료가공기계(제7류/G3812)
- 전기식 요구르트제조기, 전기식 커피여과기(제11류/G390601)

포함되는 상품(예시)
각빙 제조기
냉온음료분배용 냉온장치

ice cube making machines

비전기식 아이스크림 제조기
산업용 발효장치
식품탈수용 전기식 장치
아이스크림 제조기계
얼음분배기
업소용 전기식 수정과 디스펜서
업소용 전기식 식혜 디스펜서
업소용 전기식 음료수 디스펜서
업소용 전기식 탄산음료 디스펜서
우유냉각설비
우유살균기
음료 냉각장치
음료수 냉각 및 얼음분배기
음료용 냉장분배장치
전기식 아이스크림 냉동기
전기식 아이스크림 제조기
제빙기
제빙장치 및 기계
제빙장치 및 설비
파스퇴르살균기

heating and cooling apparatus for
dispensing hot and cold beverages
ice cream makers, non-electric
fermentation apparatus for industrial
purposes
electric apparatus for dehydrating
foodstuffs
ice-cream making machines
ice dispensing machines
electric sujeonggwa dispensers for
business use
electric sikhye dispensers for
business use
electric beverage dispenser for
business use
electric carbonated drink dispenser
for business use
milk cooling installations
milk sterilizers
beverage cooling apparatus
beverage cooling and ice dispensing
machines
refrigerated units for dispensing
beverages
electric ice-cream freezers
electrical ice-cream makers
ice machines
ice machines and apparatus
ice machines and installations
pasteurisers

[제11류/G3816] 공업용 노(爐)
상품의 범위
◦ 고온의 열을 이용하여 물체를 가열, 융해 또는 소성(燒成)하기 위
한 기기나 장치(실험실용은 제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실험실용 노(제9류/G3401)
- 화로, 난로, 가스스토브(제11류/G2801)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마

kilns

가마용 부속품
가정용 쓰레기 소각로

kiln furniture [supports]
garbage incinerators for household
purposes
dry distillation furnace

건유로
건조로용 히터
고철 재생용 노(爐)
공업용 가스 발생로

heater for drying furnace
furnaces for recovering scrap metals
gas generating furnaces [for
industrial purposes]
heating furnaces [for industrial
purposes]
soaking pit furnaces [for industrial
purposes]
industrial furnaces

공업용 가열로
공업용 균열로(均熱爐)
공업용 노(爐)
공업용 도가니
공업용 소성가마

crucibles for industrial purposes
calcining kilns [for industrial
purposes]
garbage incinerators for industrial
purposes
hot blast furnaces [for industrial
purposes]
melting furnaces [for industrial
purposes]
electric furnaces [for industrial
purposes]
carbonizing furnaces [for industrial
purposes]
diffusion furnaces for industrial
purposes
rotary kilns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쓰레기 소각로
공업용 열풍로
공업용 용융로
공업용 전기로
공업용 탄화로
공업용 확산로
공업용 회전식 가마
금속용 융용 노(爐)
내화물용 노(爐)
노(爐)용 성형부속품
노(爐)용 재받이통
노(爐)용 화격자
도구야금로
반사로
비실험실용 노(爐)

furnaces for melting metals
refractory furnaces
shaped fittings for furnaces
furnace ash boxes
furnace grates
metallurgical furnaces
reverberating furnaces
furnaces, other than for laboratory
use

비실험실용 오븐
세라믹 공업용 경화오븐

ovens, other than for laboratory use

세라믹을 발열체로 사용한
공업용 노(爐)용 가열장치
소각로
소결로
소둔로
소성로
소성용 가마
쓰레기 소각로
쓰레기처리용 노(爐)
쓰레기처리용 소각로
열처리로
용광로
용광로용 투입장치
용선로
원자력 발생기
원자로
원자로용 탄소섬유필터
이동식 금속가열로
재운반용 자동설비

ceramic heater for industrial furnace

cure oven for ceramic industrial
purpose

incinerators
sintering furnaces
annealing furnaces
enamelling furnaces
calcining kilns
garbage incinerators
waste disposal furnaces
waste disposal incinerators
thermal treatment furnaces
blast furnaces
loading apparatus for furnaces
cupolas
nuclear generators
nuclear reactors
carbon fiber filter for nuclear reactors
forges, portable
ash conveyor installations, automatic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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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로
진공열처리로
코크스로
태양로
평로
핵연료 및 핵반응감속재의
처리용 설비
핵융합로
혼철로
화학공업 및 유리제조공업용
노(爐)
회전로
회전식 가마

converters (furnaces)
vacuum heat-treatment furnaces
coke ovens (furnaces)
solar furnaces
open-hearth furnaces
installations for processing nuclear
fuel and nuclear moderating material
nuclear fusion furnace
hot metal mixers (furnaces)
furnaces for the chemical industry
and glassmaking industry
revolving furnaces
rotary kilns

[제11류/G3819] 담배용 냉각장치, 담배 로스터(Roaster)
상품의 범위

가스관 조절용 부속품
가스기구 조절 및 안전용 부속
장치
가스조절 및 안전용 장치
가스조절장치
물튀김방지용 탭노즐
수도 기구 또는 가스기구 및
수도관 안전용 부속장치
수도 기구 또는 가스기구 및
수도관 조절용 부속장치
수도기구 조절용 및 안전용
부속장치
수도파이프 연결구
탱크용 수위제어밸브
탱크용 수위제어안전밸브
파이프 및 파이프라인용 마개

regulating accessories for gas pipes
and lines
regulating and safety accessories
for gas apparatus
gas regulators and stabilizers
gas regulators
anti-splash tap nozzles
safety accessories for water or gas
apparatus and pipes
regulating accessories for water or
gas apparatus and pipes
regulating and safety accessories
for water apparatus
pipe-water connections [parts of
sanitary installations]
level controlling valves in tanks
safety water level control valve for
tanks
cocks for pipes and pipelines

◦ 주로 담배 제조에 사용하는 냉각 및 건조장치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제11류/G3902] 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
(수송기계용은 제외)

- 담배가공기계(제7류/G3819)

포함되는 상품(예시)
담배 로스터
담배용 냉각장치

tobacco roasters
cooling installations for tobacco

상품의 범위
◦ 전등, 전구 전기식 조명기기와 장치
(수송기계기구용, 의료용 등 특수용도의 조명기구는 제외)
◦ 위에 준하는 기기나 장치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제11류/G3828] 수도조절용 장치, 가스조절 및 안전용
장치
상품의 범위
◦ 수도기구의 조절 또는 안전용 장치나 기구
◦ 가스기구의 조절 또는 안전용 장치나 기구
◦ 위에 준하는 수도 또는 가스 조절용 장치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비기계용 금속제 밸브, 비기계용 금속제 플랜지, 비기계용 금속제
스프링(제6류/G3828)
- 기계부품용 링(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부품용 밸브(육상차
량용은 제외), 기계부품용 베어링(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부품용
스프링(육상차량용은 제외)(제7류/G3828)
- 육상차량용 축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제12류/G3828)
- 개스킷, 고무제 링, 플라스틱제 패킹, 석면제 패킹(제17류/
G3828)
- 가죽제 밸브, 스프링용 가죽제 케이싱(제18류/G3828)
- 급배수용 밸브(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제19류/G3828)
- 급배수용 플라스틱제 밸브(기계부품은 제외)(제20류/G3828)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스 밸브
가스관 조절 및 안전용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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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 cocks
regulating and safety accessories
for gas pipes

- 사진용 섬광전구(제9류/G3402, G3404)
- 무대조명조절용 장치(제9류/G390102)
- 네온사인(제9류/G3902)
- 수술용 조명기구, 의료용 램프(제10류/G110101)
- 선박용 방향표시전구, 선박용 헤드라이트(제11류/G3702)

포함되는 상품(예시)
LCD 조명
LED 경관 등기구
LED 공장등
LED 랜턴
LED 램프
LED 무드등
LED 샹들리에
LED 센서등기구
LED 소형전구
LED 손전등
LED 수중 조명기구
LED 스탠드
LED 스포트라이트
LED 실외등
LED 써치라이트(탐조등)
LED 안전램프
LED 전구

LCD illumination
LED scenery lamps
LED factory lamps
LED lanterns
light emitting diodes (LED) lamps
led mood lights
LED chandelier
LED sensor lights
LED miniature light bulbs
LED flashlights
LED underwater lights
LED desk lamps
LED spotlights
LED outdoor lamps
LED searchlights
LED safety lamps
LED light bul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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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전등갓
LED 조명기구
LED 조명설비
LED 조명장치
LED 주차장등
LED 천장등
LED 캠핑등
LED 풍경용 조명기구
LED 할로겐등
LED를 이용한 간판용 조명등
LED를 이용한 휴대용 랜턴
OLED 조명장치
가로등
가로등용 방열판
가로등용 하우징
갱내안전등
거실등
건물조명장치
건축용 LED등
경관조명
계단 유도등
고압 방전램프
고조도 탐색등
고휘도 방전램프
공기정화용 살균램프
공업용 자외선램프
광고등
광부용 램프
광섬유 조명용 설비
광섬유 조명용 장치
광섬유가 포함된 조명용 장치

LED lampshade
LED luminaires
LED lighting installations
light-emitting diode [LED] luminaires
LED parking lot lamps
LED ceiling lights
LED camping lamps
LED landscape lights
LED halogen lamps
LED sign lighting lamps
portable LED lanterns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OLED)
lighting devices
street lamps
panels for heating for street lamps
housings for street lamps
safety lamps for underground use
lamps for livingroom
lighting apparatus for buildings
LED lamps for architecture
scenery lights
stair guide lamps
high-voltage discharge lamps
high intensity search lights
high luminance discharge lamps
germicidal lamps for purifying air
ultraviolet lamps for industrial
purpose
sign-board lamps
miners' lamps
fiber optic lighting installations
fiber optic lighting fixtures
lighting apparatus incorporating
optical fibers

나트륨등
낚시용 등
낚시용 랜턴
낚시용 조명장치
네온등
노래방용 실내외 조명장치

sodium lamps

노래방용 조명등
독서등
독서용 램프
등산용 등
등산용 랜턴
등산용 휴대 LED 랜턴

lighting devices for singing room

등산용 휴대 조명장치

porable lighting apparatus for
mountaineering

램프베이스
램프전구
레이저투광기
매입등
머리 부착용 전등

lamp bases

lamps for fishing
lanterns for fishing
lighting apparatus for fishing
neon lamps
indoor and outdoor lighting devices
for singing room
reading lights
reading lamps
lamps for mountaineering
lanterns for mountaineering
portable LED lanterns for
mountaineering

lamp bulbs
laser light projectors
ceil light
head torches

무대용 실내외조명장치

indoor and outdoor lighting devices
for stage
filters for stage lighting

무대조명필터
무드용 전기식양초
무드용 충전식양초

electric candles for mood

무염 LED 양초
물정화장치용 자외선램프
바닥등
반사경 램프
발광 다이오드 조명기구
발광다이오드등
발전등
방범등
방전등
방전등용 기구
방폭등
백열등기구
백열전구
백열전구 및 부품
벽걸이등
벽등
보안등
북라이트
불꽃 없는 양초
비의료용 자외선램프

rechargeable electric candles for
mood
flameless light-emitting diode [LED]
candles
ultraviolet lamp for water purifying
apparatus
floor lamps
reflector lamps
light-emitting diodes [LED] lighting
apparatus
emitting diodes lamps
dynamo lamps
lamp unit for crime prevention
discharge lamps
discharge lamps and their fittings
explosion-proof lamps
incandescent lighting fixtures
incandescent lamps
incandescent lamps and their fittings
lights for wall mounting
wall lamps
security lights
book lights
flameless candles

살균등
삼파장램프
삼파장전구
상향등
샹들리에
소형전구
손목용 손전등
쇼케이스용 LED 조명장치
쇼케이스용 조명장치
수상등
수은등
수족관용 램프
수족관용 전등
스콘스 조명기구
스파이럴램프
스포트라이트
실내용 LED 조명장치
실내용 악센트 라이트
실내조명기구
아세틸렌 조명기
아웃도어 LED 랜턴
아웃도어 LED 조명장치
아크등
아크등용 탄소
안전램프
야간등

ultraviolet ray lamps, not for medical
purposes
germicidal lamps
three wavelength lamps
three wave lengthbulbs
uplights
chandeliers
miniature light bulbs
wrist flashlights
LED lighting devices for showcases
lighting devices for showcases
water surface lamps
mercury lamps
aquarium lamps
aquarium lights
sconce lighting fixtures
spiral lamps
spotlights
in-door LED light
accent lights for indoor use
in-door lighting apparatus
acetylene flares
out-door LED lanterns
out-door LED lighting apparatus
arc lamps
carbon for arc lamps
safety lamps
night la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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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용 LED 램프
야외용 램프
열전자램프
영화촬영용 아크등
오버헤드 램프
옥외용 램프
욕실등
움직임감지 보안등
워크라이트
이동식 조명탑
일광욕 램프
입식종이랜턴(안돈)
자외선 할로겐 금속증기램프
잠수용 조명기구
장식등
장식용전구
적외선 전구
적외선 조명기구
적외선 투광기
전구
전구용 필라멘트
전기식 나뭇가지모양촛대
전기식 랜턴
전기식 램프
전기식 야간등
전기식 양초
전기식 조명기
전기식 조명설비
전기식 조명전등
전기식 초롱
전기식 트랙조명장치
전기식 회중전등
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기구용은
제외)
전등용 소켓
점등관
조명설비
조명스탠드
조명용 디스코볼
조명용 랜턴
조명용 마그네슘필라멘트
조명용 발광관
조명용 산광기(散光器)
조명용 전기식 방전관
조명용 패널
조명장치 및 설비
조명장치용 컬러필터
집어등
천장등
천장용 조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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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door LED lamps
lamps for outdoor use
thermionic lamps
klieg lights
overhead lamps
outdoor lamps
bathroom lighs
motion sensitive security lights
work lights
mobile light towers
tanning lamps
standing paper lanterns [andon]
UV halogen metal vapour lamps
diving lights
decoration lamps
decorative electric bulbs
infrared lamps
infrared illuminators
infrared rays floodlight
electric bulbs
filaments for electric lamps
electric candelabras
electric lanterns
electric lamps
electric night lights
electric candles
electric luminaires
electric lighting fixtures
electric torches for lighting
electric Chinese lanterns
electric track lighting units
electric flashlights
electrical lighting fixtures
electric lighting devices (other than
for vehicles)
sockets for electric lights
glow switch lamps
lighting fixtures
stands for lights
lighted disco balls
lanterns for lighting
magnesium filaments for lighting
luminous tubes for lighting
light diffusers
electric discharge tubes for lighting
light panels
lighting apparatus and installations
color filters for lighting apparatus
fish-luring lights
ceiling lights
ceiling light fittings

축제 장식용 LED 장식등
축제 장식용 스트링 조명
축제 장식용 장식등
축제용 장식등
축제용 전등
캠핑용 LED 랜턴
캠핑용 LED 램프
캠핑용 LED 조명장치
캠핑용 LED 휴대용 조명장치

LED lights for festival

캠핑용 램프
콤팩트 형광전구

lamps for camping

크리스마스트리용 전등
탁상스탠드램프
탁상용 램프
탐조등
태양광 바닥블록등
태양광 발전식 LED 조명
태양광 조명등
태양광가로등
태양광바닥유도등
태양광발광등
태양광벽유도등
태양광볼라이트
태양광식 조명용 고정 랜턴
태양광식 회중전등
태양광원등
태양광지중매입등
태양등
태양열 작동식 램프
테이블등
투광기
투광등
펜라이트
평면조명장치
플라즈마 라이팅 시스템 조명
장치
하향등
할로겐 전구
할로겐램프
헤드랜턴
헬멧용 조명
형광등
형광등 스타아터
형광등용 관
형광등튜브
형광전구
회중전등
휴대용 독서등
휴대용 스포트라이트
휴대용 헤드램프

electric lights for Christmas trees

string lights for festive decoration
fairy lights for festive decoration
light for festival
electric holiday lights
LED lanterns for camping
LED lamps for camping
LED light for camping
portable camping LED lighting
apparatus
compact fluorescent light bulbs
[CFLs]
standard lamps
desk lamps
searchlights
solar cell brick lights
solar powered LED lights
solar cell lighting apparatus
solar cell street lamps
solar cell guide lamps
solar cell luminous lamps
solar cell wall guide lamps
solar cell ball lights
solar powered hanging lanterns
solar powered flashlights
solar powered lights
solar powered ceil lights
sun lamps
solar powered lamps
table lamps
light projectors
floodlights
penlights
flat panel lighting apparatus
plasma lighting system lighting
apparatus
downlights
halogen light bulbs
halogen lamps
head lanterns
helmet lights
fluorescent lamps
fluorescent light lamp starter
fluorescent lamp tubes
fluorescent lighting tubes
fluorescent light bulbs
flashlights [torches]
potable reading lights
hand-held spotlights
portable headla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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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류/G390601] 가정용 전기식 식기소독기, 가정용
전기식 정수기, 가정용 전기냉장고,
전기식 압력솥, 전기식 주전자
상품의 범위
◦ 가정용 전기식 소독기
◦ 가정용 전기 냉장고 또는 전자레인지
◦ 제11류에 속하는 가정용 전기기기
◦ 전열식 양말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다리미(제8류/G1824)
- 전기면도기, 전기 손톱깎이, 전기이발기(제8류/G390602)
- 가정용 전기믹서, 가정용 전기세탁기(제7류/G390601)
- 가정용 전기마사지기(제10류/G390602)
- 가정용 식음료준비기구(전기식은 제외)(제21류/G1803)
- 전기빗, 전기칫솔(제21류/G390602)

포함되는 상품(예시)
1. 가정용 전기식 냉난방장치 (예시)
가정용 비의료용 전기식 온수
침대보온기
가정용 비의료용 전기장판

electric hot bed warmers for household
purposes (not for medical purposes)

가정용 산림욕기

apparatus of volatilizer for phytoncide
air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fans [for household
purposes]
hot plates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pad for household purposes
(not for medical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온돌마루요

electric ondol tile quilt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온돌마루카펫

electric ondol floor carpet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온돌매트

electric ondol mat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온매트

electric heating mat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온수매트

electric heating water mats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heated cushion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ally heated mats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bedwarmers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bedclothes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heated carpets for household
purposes
calcium water ionizer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fans for personal use

가정용 전기식 온수방석
가정용 전기식 온열매트
가정용 전기식 침대보온기
가정용 전기이불
가정용 전열식 카펫
가정용 칼슘이온수기
개인용 전기식 선풍기
개인용 전기족온기
곡류용 전기식 저온저장고
난방용 전열식 매트
난방용 전열식 방석
비의료용 전기담요
비의료용 전기식 냉각매트

electric footwarmers [for personal
use]
electric cold storage for grain
heating electrothermal mats
heating electrothermal cushions
blankets, electric, not for medical
purposes
electric cooling mat (not for medical
purposes)

비의료용 전기식 돌찜질기

electric stone hot bath apparatus
(not for medical purposes)

비의료용 전기식 맥반석매트

heated electric bedclothes for
household purposes
far infrared warmer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elvan mat (not for medical
purposes)

비의료용 전기식 찜질기

electric hot bath apparatus (not for
medical purposes)

비의료용 전기요

가정용 이불건조기
가정용 전기냉방기

futon driers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quilts (not for medical
purposes)

비의료용 전기이불

electric bedclothes (not for medical
purposes)

가정용 전기냉풍기

electric air cooling apparatus for
household purposes

비의료용 전열식 쿠션

heating cushions, electric, not for
medical purposes

가정용 전기담요

electric blankets for household
purposes

비의료용 전열식 패드

heating pads, electric, not for
medical purposes

가정용 전기담요 매트

electric blanket mats for household
purposes

비의료용 화학식 전열패드

chemically activated heating pads,
not for medical purposes

가정용 전기방석

electric cushion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fans

가정용 전기식 냉방매트

electric cooling mat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냉수매트

electric cooling water mat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냉온보일러매트

electric hot and cold boiler mat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면상발열체 매트

electric sheet type heating elements
mats for household purposes

선풍기
안면용 증기발생기
애완동물용 전기식 보온패드
(수의과용은 제외)
온수전기방석
온수전기카펫
온열식 전기옥장판
일본식 가정용 전기식 발보온
장치(전기식 고타쯔)

가정용 전기식 발열방석

electric heating cushions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fans for household use

가정용 전기식 온돌마루매트

electric ondol floor mats for
household purposes

전기보료
전기스토브
전기시트
전기식 냉방장치
전기식 보온용 발싸개

electric fancy mattress

가정용 전기식 선풍기
가정용 전기식 연수기

가정용 선풍기
가정용 열판
가정용 온수전기이불
가정용 원적외선 온열기

electric space cooling apparatus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water softeners for
household purposes

steam facial apparatus [saunas]
electrical heating pads for pets, not
for veterinary purposes
electric hot-water heating cushions
electric hot-water heating carpets
heating electric jade flooring
Japanese electric leg-warming
apparatus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kotatsu)
electric stoves
electric sheets
electric space cooling apparatus
footmuffs, electrically h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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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식 보온패드 (의료용은
제외)
전기식 수건데우는 기구
전기식 온돌소파용 온돌판
전기식 온돌침대용 온돌판
전기식 온수카펫
전기식 찜질팩 가열기
전기식 침대보온기
전기연탄가스배출기
전기족온기
전열식 보료
전열식 양말
전열식 의류
전열식 카펫
착용 가능한 전기식 선풍기
침대보온기
탁상용 USB 전원식 선풍기
탁상용 선풍기
휴대용 전기식 선풍기

electric heating pads, other than for
medical purposes
electric towel warmers
ondol plates for electric ondol sofa
ondol plates for electric ondol bed
electric hot watet carpets
electric pack sauna heater
electric bedwarmers
electric coal gas ejectors
electric foot warmers
electric heat mattress
socks, electrically heated
electrically heated clothing
electrically heated carpets
wearable electric fans
bed warmers
USB-powered desktop fans
desk fans
portable electric fans

2. 제습기, 가습기 (예시)
가정용 USB 전원식 가습기
가정용 동력구동식 기화기

USB-powered humidifiers for
household use
power-operated vaporizers for
household use
water filter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물정화장치

water purifying apparatu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미산성이온수기

slight acidic water ionizer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수도물 여과기
가정용 습도조절기

household tap-water filters

가정용 전기식 가습기(加濕器)
가정용 전기식 가습기용 필터
가정용 전기식 목욕수 정화장치
가정용 전기식 습도조절기
가정용 전기식 제습기
가정용 제습기

water ionizers [for household
purposes]

humidity controller for household
purposes
alkaline water ionizer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humidifiers for household
use
filters for electric humidifiers for
household
electric bath-water purifying
apparatus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humidistat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dehumidifiers for household
purposes
dehumidifier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식기건조기
가정용 전기식 식품건조기
가정용 전기식 의류건조장치
가정용 전기식 의류관리기
가정용 전기식 칫솔 살균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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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es dryers
laundry driers, electric
electric clothes dryers
electric dehydrators

가정용 전기생선구이기

electric fish roaster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스토브

electric stove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요리용 냄비

electric cooking pot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달걀찜기

electric egg steamer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두유제조기

electric soybean milk makers for
house 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떡 제조기

pounded rice cake making machines,
electric,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맥주양조기계

beer brewing machines, electric,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fermenter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ice confectionery making
machines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clay pots preparing
medicines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air ovens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air washers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yogurt fermenter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beverage makers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beverage dispenser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baking machines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cooking ovens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kettle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발효기

가정용 전기식 약탕기
가정용 전기식 에어오븐
가정용 전기식 에어와셔
가정용 전기식 요구르트 발효기
가정용 전기식 음료 제조기
가정용 전기식 음료수 디스펜서
가정용 전기식 제빵기
가정용 전기식 조리오븐
가정용 전기식 주전자
가정용 전기식 중탕기

electric water bath machine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찜기

electric steamer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청국장 발효기

electric fermented soybean paste
fermentation machine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커피머신

electric coffee machine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커피제조기

electric coffee makers for household
purposes

laundry dryers, electric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dish drying machines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food dehydrators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clothes drying machines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clothes managing appratu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피자팬

electric pizza pan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하이라이트버너

electric highlights burner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핫 플레이트

electric hot plate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홍삼 제조기

electric red ginseng maker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홍삼제조용 냄비

electric red ginseng making pots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toothbrush sterilizing dryer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오븐

electric ovens for household
purposes

3. 가정용 건조장치 (예시)
가정용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laundry drying machines

4. 가정용 전기식 요리공구 (예시)

가정용 전기식 빙과제조기

가정용 물여과기
가정용 물이온화장치

가정용 알칼리이온수 생성기

세탁물 건조기
의류 건조기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의류건조기
전기탈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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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토스터

electric toaster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풍로

electric cooking stove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자기 인덕션레인지

electromagnetic induction cookers
[for household purposes]

공업용 전기식 로스터

electric roasters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전기식 조리냄비

electric cooking pots for industrial
purposes

광파오븐
멀티쿠커
무선 전기식 주전자
비가정용 전기식 아이스티 제조기

light wave ovens

비가정용 전기식 차 제조기

electric tea maker (other than for
household purposes)

비가정용 전기식 커피 메이커

electric coffee makers (other than for
household purposes)

식당용 인덕션 레인지
실내용 전기식 그릴
실외용 전기식 그릴
에어 프라이어
요리용 전기식 번철장치
요리용 전자레인지
인덕션 그릴
인덕션 오븐
인덕션 커피포트
인덕션 프라이팬

induction cookers for restaurants

인덕션 화로
인덕션레인지
인덕션레인지 상판
전기 로스터
전기 샌드위치 메이커
전기 튀김기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전기식 가열냄비
전기식 그릴
전기식 달걀 조리기구
전기식 달걀찜기
전기식 두유제조기계
전기식 라면쿠커
전기식 무선 커피포트
전기식 부침기
전기식 브로일러
전기식 빵오븐
전기식 샌드위치 토스터기
전기식 소스냄비
전기식 슬로우쿠커
전기식 식품찜통
전기식 압력냄비
전기식 압력솥
전기식 약탕기
전기식 에스프레소기계

multicookers
cordless electric kettles
electric ice tea maker (other than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indoor grills
electric outdoor grills
air fryers
electric griddles [cooking appliances]
microwave ovens for cooking
induction grills
induction ovens
induction coffee pots
frying pans for use with induction
hobs
induction brazier
induction cookers
induction cookers tops
electric roasters
electric sandwich makers
electric deep fat friers
electric ranges
electrical rice cookers
thermo-pots, electric
electric grills
egg cookers, electric
electric egg boilers
soya milk making machines, electric
electric ramen noodle cookers
electric wireless coffeepots
electric griddles
electric broilers
electric bread cookers
electric sandwich toasters
electric saucepans
electric slow cookers
electric food steamers
electric pressure cooking pots
pressure cookers, electric
electric clay pots for preparing
medicines
electric espresso machines

전기식 열판
전기식 오븐
전기식 와플 굽는 틀
전기식 요구르트 제조기
전기식 요리용 냄비
전기식 요리용 오븐
전기식 요리용구
전기식 음료 보온기
전기식 음료수가열기
전기식 음료용 주전자
전기식 주전자
전기식 중탕기
전기식 증기밥솥
전기식 진공요리기구
전기식 채소 찜기
전기식 커피 제조기
전기식 커피 주전자
전기식 커피로스터
전기식 커피머신
전기식 커피머신용 리필 가능한
빈 커피 캡슐
전기식 커피여과기
전기식 커피퍼컬레이터
전기식 쿠스쿠스 제조기
전기식 타진냄비
전기식 탕파(湯婆)
전기식 토르티야 압착기
전기식 토스터 오븐
전기식 튀김기
전기식 파니니 제조기
전기식 팝콘 제조기
전기식 팬(중국 요리용 큰팬)
전기식 프라이팬
전기식 홍삼습식 제조기
전기식 회전식 고기굽는기구
전기오븐레인지
전기직화구이기
전기찜기
전기찜솥
전기찜통
전기커피포트
전기쿠커
전기쿡탑
전기토스터
전기토스터용 고정식 직물제
커버
전기호브
접이식 전기주전자
튀김기

electric hotplates
electric ovens
waffle irons, electric
electric appliances for making
yoghurt
electric cooking pots
electric cooking ovens
cooking utensils, electric
electric beverage warmers
beverage heaters, electric
beverage urns, electric
kettles, electric
electric water bath machines
electric rice steamer
sous-vide cookers, electric
electric vegetable steamers
electric coffee brewers
electric coffee urns
electric coffee roasters
coffee machines, electric
coffee capsules, empty, for electric
coffee machines
coffee filters, electric
coffee percolators, electric
couscous cookers, electric
tagines, electric
electric hot-water bottles
tortilla presses, electric
electric toaster ovens
electric deep fat fryers
electric panini makers
electric popcorn makers
electric woks
deep fryers, electric
electric red ginseng wet maker
electric rotisseries
electric oven ranges
electric roaster
electric steam cookers
electric steam cooker
electricsteamers
electric coffee pots
electric cookers
electric cooktops
electric toasters
fitted fabric covers for electric toasters
electric hobs
collapsible electric kettles
deep frying machines

5. 가정용 전기식 주방용품(가정용 전기식 요리공구는 제외)
(예시)
USB 전원식 냉온장고

USB-powered refrig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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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류 G390601
USB 전원식 도시락 워머
USB 전원식 컵 가열기
가정용 냉장고
가정용 얼음냉장고

USB-powered lunchbox warmers

가정용 자동 제빙기

automatic ice machine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냉동기

electric freezer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냉장고

electric refrigerator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냉온정수기

electric hot and cold water purifier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dish disinfectant apparatus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wine cellar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water purifiers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water purification filters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thawer for household
purposes
microwave ovens for domestic use

가정용 전기식 식기소독기
가정용 전기식 와인셀러
가정용 전기식 정수기
가정용 전기식 정수기필터
가정용 전기식 해동기
가정용 전자레인지
김치냉장고
냉동 냉장고
냉장고
반찬냉장고
쌀냉장고
와인냉장고
자동차용 음료수 냉장고
전기냉장고
전기식 머그컵 보온기
전기식 식기보온기
전기식 와인셀러
전기식 와인쿨러
전기식 음식보온기
전열식 머그컵
전자레인지
정수기 기능이 있는 커피기계
젖병용 전기워머
태양열 작동식 냉장고

USB-powered cup heaters
refrigerators for household purposes
ice-cooling refrigerators [for
household purposes]

kimchi refrigerators
refrigerator-freezers
refrigerators
refrigerators for prepared side
dishes consisting primarily of meat,
fish, poultry or vegetable
rice refrigerators
beverage refrigerators for use in cars
electric refrigerators

가정용 살균기
가정용 신발살균기

sterilizer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자외선 화장품 퍼프 살균기

ultraviolet cosmetic puff sterilizer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방향기(芳香器)

electrical generating scent
apparatus for household use

가정용 전기식 화장품 제조기

electric cosmetics maker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증기살균기

steam sterilizer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초음파 살균기

ultrasonic sterilizers for household
purposes

비의료용 전기식 파라핀 욕조기기

electric paraffin wax bath apparatus,
not for medical purposes

세탁용 구리가마
유모차용 공기청정기
유아용 전기식 물티슈 워머
음식물 전기탈수기
전기식 실내방취장치
전기식 우유병 가열기
전기식 젖병소독기(의료용은
제외)
전기식 초콜릿 분수장치
전열식 수건걸이
화장품 냉장고

washing coppers

shoe sterilizers for household
purposes

air purifiers for strollers
electric warmers for baby wet wipes
food electric dehydrators
electric room deodorizing units
heaters, electric, for feeding bottles
electric sterilizsers for baby
bottles(not for medical purposes)
chocolate fountains, electric
electrically heated towel rails
cosmetic refrigerators

[제11류/G390602] 모발건조기, 네일램프

electric mug warmers

상품의 범위

electric plate warmers
wine cellars, electric
electric wine coolers
electric food warmers
electrically heated mugs
microwave ovens
coffee machines incorporating
water purifiers
electric warmers for feeding bottles
solar powered refrigerators

가열식 수건걸이
가정용 공기세정기

heated towel rails

가정용 공기정화기

air purifier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공기정화장치

air purifying unit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공기청정기
가정용 공기탈취기

household air cleaners

가정용 로봇식 공기정화기

robotic air purifier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립스틱 제조기

lipsticks maker for household
purposes

유사상품 심사기준

uv toilet sterilizers for household
purposes

wine refrigerators

6. 기타 (예시)

424

가정용 변기 자외선 살균기

air cleaning apparatus for household
purposes

deodorizing unit for household
purposes

◦ 모발건조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가정용 전기믹서, 가정용 전기식 진공청소기 (제7류/G390601)
- 전기면도기, 전기 손톱깎이, 전기이발기(제8류/G390602)
- 지압요법용 장치(제10류/G110101)
- 가정용 전기마사지기(제10류/G390602)
- 욕조용 히터, 전기식 난방장치, 전기식 라디에이터(제11류/
G2801)
- 전기빗, 전기칫솔(제21류/G390602)

포함되는 상품(예시)
LED 손톱 건조기
가정용 전기 헤어염색장치

LED nail drying apparatus

가정용 전기식 헤어스티머

electric hair steamers for household
use

가정용 전기후드형 모발촉진기

hood-type electric device for
stimulating hair growth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후드형 헤어드라이어

hood-type electric hair dryer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헤어드라이어
네일램프

hair dryers for household purposes

electric hair dyeing apparatus for
household purposes

nail lamps

11류 G410201
두발관리용 타월스티머

towel steamers [for hairdressing
purposes]

모발건조기
미용실용 두발건조장치

hair driers

미용실용 타월스티머
미용실용 헤어스티머
비접촉식 손건조장치
세면실용 손건조장치
세면실용 전기식 손건조장치

towel steamers for hair salons

손건조기
애완동물용 드라이룸
자동손건조기
전기식 모발건조기
전기식 온풍 손건조기
전기식 헤어드라이어
후드 머리건조기
휴대용 전기식 모발건조기
휴대용 전기식 온기건조기

hand driers

hair drying machines for beauty
salon use
hair steamers for beauty salon use
touchless hand drying apparatus
hand drying apparatus for washrooms
electric hand drying apparatus for
washrooms
dry rooms for pets
automatic hand dryers
electric hair driers
electric hot air hand dryers
electrical hair driers
hood dryers
hand-held electric hair dryers
portable electric warm air dryer

[제11류/G410201] 가스점화기
상품의 범위
◦ 성냥을 제외한 불을 붙이는 데 쓰이는 작은 기구(흡연용은 제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라이터용 연료(제4류/G410202)
- 자동차용 여송연라이터(제12류/G3705)
- 흡연용 라이터(제34류/G410202)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스점화기
가스점화용 마찰발화기
그릴용 점화기
라이터(흡연용은 제외)
분젠버너 점화용 마찰발화기
양초용 점화기
오븐용 가스점화기
점화기(흡연용은 제외)

gas lighters
friction lighters for igniting gas
lighters [apparatus] for grills
lighters (not for the smoker′s
purposes)
friction lighters for igniting Bunsen
burners
candle lighters
oven gas igniters
lighters (not for sm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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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기계기구; 육상,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이동하는 수송수단
(Vehicles; apparatus for locomotion by land, air or water)

본류에는 주로 육상,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사람 또는 제품을 운송하는 수송기계
기구 및 장치가 포함된다.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육상차량용 엔진 및 모터
육상차량용 연결 및 전동장치의 구성부품
공기부양선
원격 조종 수송기계기구(장난감은 제외)
수송기계기구용 부품(예: 범퍼, 자동차용 앞유리, 조향핸들)
수송기계기구용 트레드, 또한 모든 종류의 수송기계기구 휠용 타이어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철도용 금속재료(제6류)
- 모터, 엔진, 연결기 및 전동장치의 구성부품(육상차량용은 제외)(제7류)
- 모터 및 엔진용 모든 종류의 부품(예: 모터 및 엔진용 스타터, 소음기 및 실린더
(제7류))
- 건설, 광산, 농업 및 기타 중장비 기계의 크롤러에 사용되는 고무트랙(제7류)
- 유아용 세발자전거 및 어린이용 외발 스쿠터(제28류)
- 운송용을 제외한 특정 특수 수송기계기구 또는 바퀴달린 장치(예: 자체추진식
도로청소용 기계(제7류), 소방차(제9류), 차운반용 카트(제20류))
- 수송기계기구용 특정부품(예: 전지, 수송기계기구용 주행거리기록계 및 라디오
(제9류), 자동차 및 자전거용 라이트(제11류), 자동차용 카펫(제27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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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기계기구용 루프바
(roof bar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방현장치(조명기구용
부품은 제외)
(anti-dazzle devices for vehicles
(except for parts of lighting fittings))

【포괄상품명칭 목록】
포괄상품명칭
수송기계기구용 스크류프로펠러
screw propellers for vehicles

유사군코드 (구)포괄코드
G3702,
G3703

수송기계기구 구조부품인 후드 실드
(hood shields as structural parts of
vehicles)

G3702,
G3703,
G3704,
G3705

수송기계기구용 범퍼
(vehicle bumpers)

N12001

수송기계기구용 섀시
(vehicle chassis)
수송기계기구용 선반식침대
(sleeping berth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안전벨트
(seat belts for use in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엔진용 후드
(hoods for vehicle engines)

수송기계기구용 안전좌석
(safety seats for use in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연료탱크용 마개
(caps for vehicle fuel tanks)

수송기계기구용 애완동물 안전좌석
(pet safety seats for use in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조향핸들용 고정식 커버
(fitted covers for vehicle steering
wheels)

수송기계기구용 어린이 안전좌석
(safety seats for children,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좌석용 덮개
(upholstery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연료탱크
(fuel tank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좌석용 머리받침
(head-rests for vehicle seats)

수송기계기구용 유아 및 어린이용 안전좌석
(safety seats for infants and children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좌석용 안전벨트
(safety belts for vehicle seats)

수송기계기구용 유체회로
(hydraulic circuit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좌석용 어린이 좌석안전벨트
(child safety harnesses for vehicle
seats)

수송기계기구용 전기식 후진경보기
(electric reversing alarm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좌석용 어린이고정장치
(child restraints for vehicle seats)

수송기계기구용 조이스틱
(vehicle joysticks)

수송기계기구 좌석용 팔지지대
(arm rests for vehicle seats)

수송기계기구용 주행판
(vehicle running boards)

수송기계기구 지붕용 수하물 선반
(roof-mounted luggage rack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차대
(undercarriage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 트렁크용 수하물 선반
(luggage racks for attachment to
vehicle trunks)
수송기계기구 후드용 수하물 선반
(luggage racks for attachment to
vehicle hoods)

N12001

수송기계기구용 보안경보기
(security alarms for vehicles)

스크류 프로펠러
screw-propellers
군사용 수송기계기구
(military vehicles for transport)

G3702,
G3703,
G3704,
G3705

수송기계기구용 창문
(window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컵 홀더
(cup holder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Torsion bar)
(torsion bar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그물선반
(luggage net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트레일러연결장치
(trailer hitche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도그가드(DOG GUARDS)
(dog guards for use in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후드
(hood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도어
(door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후진경보기
(reversing alarms for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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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류
우박피해 방지용 수송기계기구용 장착커버
(fitted covers for vehicles to protect
against hail damage)
원격 조종 수송기계기구(장난감은 제외)
(remote control vehicles, other than
toys)
수송기계기구용 경적
(horn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고정식 시트커버
(fitted vehicle seat covers)
수송기계기구용 고정식 커버
(fitted cover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공기펌프
(air pumps [vehicle accessories])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
(antitheft alarm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장치
(antitheft device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맞춤 커버
(fitted vehicle covers)
수송기계기구용 바디패널
(body panel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방향지시기
(signal arm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본체
(vehicle bodies)

G3702,
G3703,
G3704,
G3705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N12001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균형추
(balance weights for vehicle wheels)

G3703,
G3704,
G3705,
G3706

N12003

G3704,
G3705

N12004

육상차량
(land vehicles)

G3704,
G3705,
G3706

N12009

수송기계기구용 수하물캐리어(짐받이)
(luggage carriers for vehicles)

G3705,
G3706

N12006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림
(vehicle wheel rims)

N12002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
(vehicle wheel spokes)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허브
(vehicle wheel hubs)
수송기계기구용 차륜
(vehicle wheels)
허브캡 커버
(hub cap covers)
허브캡
(hub caps)
흙받이 걸이
(mud flap hangers)
흙받이 홀더
(mud flap holders)
흙받이
(mudguards)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power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승강식 또는 동력식 후부 개폐문
(tailboard lifts [parts of land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사이드뷰 미러
(side view mirrors for vehicles)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
(elevating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성형된 커버
(vehicle covers [shaped])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
(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시트커버
(seat cover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장갑본체
(armoured bodie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전기식 도난방지설비
(electrical anti-theft installation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조향핸들
(steering wheels for vehicles)

이륜모터차량 또는 자전거용 공기펌프
(air pumps for two-wheeled motor
vehicles or bicycles)

수송기계기구용 좌석
(vehicle seats)

이륜모터차량 또는 자전거용 차륜허브
(wheel hubs of two-wheeled motor
vehicles or bicycles)

육상/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이동하는 수송
수단
(apparatus for locomotion by land, air
or water)

이륜모터차량 또는 자전거용 핸들바
(handlebars of two-wheeled motor
vehicles or bicycles)

육상/항공/해상 또는 철도를 통해 이동하는
수송수단
(vehicles for locomotion by land, air,
water or rail)

이륜모터차량 또는 자전거용 휠림
(wheel rims of two-wheeled motor
vehicles or bicycles)

전기식 수송기계기구
(electric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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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모터차량 또는 자전거용 흙받이
(mudguards of two-wheeled motor
vehicles or bicycles)

12류 G370101
핸들바
(handlebars)

G3705,
G3706

삼륜차
(tricycles)

G3705,
G3706,
G370701

운반용 삼륜차
(delivery tricycles)
육상차량용 모터 및 엔진
(motors and engines for land vehicles)

N12006

G3823,
N12008
G390101

낙하산 펼침 손잡이
낙하산용 캐노피
낙하산용 하네스

parachute deployment handles

수송기계기구의 동작 제어용
낙하산

parachutes for arresting the motion
of vehicles

스카이다이빙용 낙하산

parachutes for sky-diving

parachute canopies
parachute harnesses

[제12류/G370101]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상품의 범위

[제12류/G110101] 휠체어
상품의 범위
◦ 휠체어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DNA칩, 투약용 디스펜서(제9류/G110101)
- 의료기기(치과용 제외)(제10류/G110101)
- 치과용 오븐(제11류/G110102)
- 앰뷸런스(제12류/G3705)

포함되는 상품(예시)
수동식 휠체어

manual wheelchairs

자율주행 휠체어

autonomous driving wheelchairs

장애인 및 이동부자유자용
모터구동식 휠체어

motorised wheelchairs for the
disabled and those with mobility
difficulties

전동휠체어
지체부자유자 및 제한된 이동용
수송기계기구

electrically operated wheelchairs

휠체어

wheelchairs

휠체어 패드

wheelchair pads

휠체어용 쿠션
휠체어용 팔 받침대

wheelchair cushions

vehicles for the physically
handicapped and those of reduced
mobility

armrests for wheelchairs

[제12류/G3605] 낙하산
상품의 범위
◦ 낙하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경찰봉(제8류/G3605)
- 구명장치, 안전망, 방탄조끼(제9류/G3605)
- 비행기, 항공기, 기구(氣球)(제12류/G3703)
-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제28류/G430301)

포함되는 상품(예시)
낙하산
낙하산 팩

parachutes
parachute packs

◦ 전기를 동력으로 한 운반기기나 장치
◦ 케이블을 이용한 운반기기나 장치
◦ 트랙터
◦ 위에 준하는 운반장치 및 설비
◦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하역용 금속제 팰릿(제6류/G370102)
- 하역기계, 승강기계, 리프트 조작장치, 엘리베이터 조작장치(제7
류/G370101)
- 덤프카, 사다리차, 지게차(제12류/G3705)
- 하역용 비금속제 팰릿(제20류/G370102)

포함되는 상품(예시)
견인 바
공중컨베이어
레이들차
로드 트랙터
무동력 테이블리프트
무동력리프트
무인 반송 화물 견인차

tow bars

수송기계기구 견인바
스키드로더용 고무트랙
스키리프트
스키리프트용 티바
승객수송용 공중 컨베이어 장치

tow bars for vehicles

주물용차
체어리프트

casting carriages

카덤퍼

car dumpers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cable transport apparatus and
installations

케이블카용 서스펜션 암
트랙터

suspension arms for cable cars

트랙터용 구조부품

structural parts for tractors

트랙터용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cable transport apparatus and
installations for tractors

트랙터용 히치
트럭용경사 짐받이

hitches for tractors

aerial conveyors
ladle carriages
road tractors
nonpower table lifts
nonpower lifts
automatically guided [driverless]
material handling tractors
rubber tracks for skid-steer loaders
ski lifts
t-bars for ski lifts
conveying installations (Aerial -) for
the transportation of people
chairlifts

tractors

tipping bodies for lor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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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류 G370101
화물처리용 삭도(索道)

ropeways for cargo or freight
handling

[제12류/G3702]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상품의 범위
◦ 선박
◦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계선부표, 금속제 마스트(제6류/G3702)
- 선박용 자동사각갈고리(제7류/G3702)
- 구명부표,(제9류/G3605)
- 소방선, 구명보트(제9류/G3702)
- 선박용 냉난방장치, 선박용 조명기기(제11류/G3702)
-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제19류/
G3702)
- 비금속제 계선부표(제20류/G3702)
- 선박용 돛(제22류/G3702)

협의의 포괄명칭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vessels [boats and ships]
parts and fittings of vessels

포함되는 상품(예시)
개인용 선박
개인용 제트보트
객선
경비정
경주용 보트
계선기(繫船機)
고무보트
공기부양선
공기팽창식 래프팅보트
공기팽창식 보트
구급용 선박
군함
기중기선
노
노걸이
노로 젓는 보트
노로 젓는 평지선
뗏목
레저 보트
레크리에이션용 제트보트
론치
모래밭 요트
모터보트
모터요트
바지선
방향타
방향타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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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watercraft
personal jet boats
passenger ships
guard ships
racing boats
mooring equipment
rubber boats
air cushion vehicles
inflatable rafting boats
inflatable boats
ships for ambulance
warships
pontoons
oars
oarlocks
rowing boats
flat-bottomed rowing boats
rafts
leisure boats
recreational jet boats
launches
sand yachts
motorboats
motorsailers
barges
rudders
rudder gear

벌크선
범선
보트
보트 및 해양수송기계기구용
고정식 커버
보트 받침대
보트 밧줄걸이
보트 방향타
보트 범퍼
보트 체이프가드
보트 키손잡이
보트 항해용 마스트
보트(구명용은 제외)
보트고리
보트용 경사판
보트용 구조부품
보트용 기어해지장치
보트용 대빗
보트용 마스트
보트용 맞춤 커버
보트용 붐
보트용 스크류프로펠러
보트용 임펠라
보트용 펜더
보트용 프로펠러
보트용 프로펠러 블레이드 보호구
보트용 프로펠러 샤프트
보트용 해치커버
비구조용 뗏목
선미용 노
선박
선박용 구조부품인 해치커버
선박용 둥근재목
선박용 목재프레임
선박용 밧줄걸이
선박용 방향타
선박용 방현재(防舷材)
선박용 밸러스트 탱크
선박용 밸러스트장치
선박용 밸러스트조립품
선박용 보호레일
선박용 부유백
선박용 선창덮개
선박용 스크류프로펠러
선박용 연통
선박용 전기식 조타기어
선박용 조타기
선박용 조타기어
선박용 조타기어 및 방향타
선박용 조향핸들

bulk carriers
sail boats
boats
fitted covers for boats and marine
vehicles
boat chocks
boat cleats
boat rudders
boat bumpers
boat chafe guards
boat tillers
masts for sailing boats
boats (except lifeboats)
boat hooks
inclined ways for boats
structural parts for boats
disengaging gear for boats
davits for boats
masts for boats
covers (Shaped -) for boats
booms for boats
screw-propellers for boats
impeller for boats
boat fenders
propellers for boats
propeller blade protectors for boats
propeller shafts for boats
hatch covers for boats
rafts, other than life-saving rafts
stern oars
ships
hatch covers being structural parts of
ships
spars for ships
timbers [frames] for ships
cleats [nautical]
rudders [for vessels]
fenders for ships
ship ballast tanks [structural
components of vessels]
ballast apparatus for ships
ballast assemblies for ships
rub rails for marine vessels
buoyancy bags adapted for use with
watercraft
steel hatch covers for vessels
screw propellers [for vessels]
funnels for ships
electric steering gears [for vessels]
steering wheels for vessels
steering gears for ships
steering gears and rudders [for
vessels]
steering wheels for boats

12류 G3703
선박용 증기식 조타기어
선박용 추진기
선박용 프로펠러
선박용 현외장치
선박용 현창(舷窓)
선상 가옥
선체
소해정
소형 경주용 보트
소형보트
쇄빙선
수륙양용선
수상 레저용 모터보트
수상수송기계기구용 에어로포일
수상스쿠터
수상스쿠터(개인용 선박)
수상운송기계기구
수상운송기계기구용 스포일러
수상운송기계기구용 펜더
수송용 수중 무인 탐색 잠수정
수송용 수중원격조정차량
(ROVs)
수송정
수중 드론
수중검사용 원격작동식 수송
기계기구
수중익선(水中翼船)
스컬
시추선
쌍동선(雙胴船)
어선
에어쿠션식 수송정
예인선(曳引船)
외륜선
요트
위그선
유람선
유조선
잠수정
잠수종
잠수함
전함(戰艦)
접이식 보트
접이식 선박
제트보트
존 보트
준설선
카누
카누용 패들
카약
카약용 패들
컨테이너선
케이블 선박

cable layers

dinghies

케이블부설선
케이슨
키잡이
파워보트
페리보트
폰툰 보트
항공모함
항해용 돛대
해상수송기계기구용 에어로포일

skiffs

해저검사용 자율잠수정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s
for seabed inspections

해치보드
현창(舷窓)
호버크라프트
화물선

hatch boards

steam steering gears for vessels [for
vessels]
propellers for ships
ship propellers
outriggers for watercraft
portholes [for vessels]
house boats
ship hulls
minesweepers [ships]

ice breakers (ships)
amphibian ships
motor boats for water leisure
aerofoils for water vehicles
water scooters

caissons [vehicles]
helms
power boats
ferry boats
pontoon boats
aircraft carriers
marine masts
aerofoils for sea vehicles

portholes
hovercraft
cargo ships

water scooters [personal watercraft]
water vehicles
spoilers for water vehicles

[제12류/G3703] 항공기, 항공기용 구조부품

fenders for water vehicles
remotely operated vehicles [ROVs]
for underwater transport
underwater remotely operated
vehicles (ROVs) for transport

상품의 범위
◦ 항공기
◦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transport ships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underwater drones
remotely operated vehicles for
underwater inspections
hydrofoils
sculls
ships for use in oil or ore drilling

- 인공위성(제9류/G3703)
- 항공기용 냉난방장치, 항공기용 조명기기(제11류/G3703)
- 낙하산(제12류/G3605)
-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제28류/G430301)

협의의 포괄명칭

catamarans
fishing boats
air cushion transport ships
tug boats
paddle boats
yachts
ground effect vehicles
cruise ships
oil tankers [ships]
submersible
diving bells
submarines
ships adapted for combat
collapsible boats
collapsible watercraft
jet boats
jon boats
dredgers [boats]
canoes
paddles for canoes
kayaks
kayak paddles
container ships
cable ships

항공기

aircraft

포함되는 상품(예시)
경(輕)항공기
경비행기
공중급유기(항공기)
군사용 드론
군용기
글라이더
글라이더용 구조부품
마사지 기능이 있는 비행기 좌석

lightplane

멀티콥터
무인 방제용 항공기
무인항공기
민간용 드론
배달용 드론
비행기
비행기 꼬리날개 구조물
비행기구
비행기용 공기 역학적 날개
비행기용 구조부품
비행기용 좌석

multicopters

light aircraft
tankers [air vehicles]
military drones
military aircraft
gliders
structural parts for gliders
airline seats with a massage function
air vehicles for autospray
unmanned aerial vehicles (UAVs)
civilian drones
delivery drones
airplanes
empennages
aerostats
aerodynamic wings for airplanes
structural parts for airplanes
airplane s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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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류 G3703
비행선
비행선(비행기구)
비행조종사용 사출좌석
사진용 드론
세일플레인
수륙양용 비행기
수상비행기
수송기계기구 견인용 비행기
열기구
오토자이로
우주선
원격조종 항공기
자동운전 항공기
자이로콥터
전기구동식 항공기
전투기
제트기
터보제트 비행기
터보프롭 비행기
틸트로터 항공기
프로펠러 항공기
항공기 프로펠러
항공기용 구조부품
항공기용 날개
항공기용 본체
항공기용 부력백

dirigible balloons

항공기용 사출좌석
항공기용 스포일러
항공기용 에어로포일
항공기용 연료탱크
항공기용 차대
항공기용 착륙기어
항공기용 착륙기어 휠
항공기용 프로펠러 블레이드
보호구
항공기의 기체(동체)
항공기의 착륙기어 휠
항공장치/기계 및 기구

ejector seats for aircraft

헬리캠
헬리콥터
헬리콥터용 구조부품
헬리콥터용 덮개형 꼬리회전날개

helicams

헬리콥터용 회전익깃

rotor blades for helicopters

airships [dirigible balloons]
pilot ejector seats

유사상품 심사기준

협의의 포괄명칭

sailplanes
amphibious airplanes
seaplanes

철도차량
철도차량의 부품 및 부속품

aeroplanes towing vehicles
autogyros
space vehicles
remote control air vehicles
automatic driving air vehicles
gyrocopters
electrically powered aircraft
combat plane
jet aircraft
turbo-jet airplanes
turbo-prop airplanes
tilt rotor aircraft
propeller airplanes
propellers for air vehicles
structural parts for aircraft
wings for aircraft
bodies for aircraft
buoyancy bags adapted for use with
aircraft
spoilers for air vehicles
aerofoils for air vehicles
fuel tanks for aircraft
undercarriages for aircraft
launching gear for air vehicles
landing gear wheels for aircraft
propeller blade protectors for aircraft
aircraft fuselages
landing gear wheels of aircraft
aeronautical apparatus, machines
and appliances
helicopters
structural parts for helicopters
shrouded tail rotors for helicopters

railway rolling stock
parts and accessories for railway
vehicles

포함되는 상품(예시)

hot air balloons

상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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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차량용 냉난방장치, 철도차량용 조명기기(제11류/G3704)

camera drones

[제12류/G3704] 철도차량, 철도차량의 부품 및 부속품

◦ 철도용 차량
◦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강삭철도차량
경사장치(철도화차의 부품)
경전철
광산용 화물차
광차(鑛車)
궤조
기관차
기관차용 연통
내연기관차
내연동차
냉동용 화차
노면전차(電車)
모노레일
모노레일 객차
무궤도 전차
수소열차
여객열차
열차 식당차
열차용 구조부품
이동식 철도차량 운반기
자기발전식 전기기관차
자기발전식 전기기관차(디젤
전기기관차)
전기기관차
전동 열차
전철차량
증기기관차
철도객차
철도객차(客車)
철도보기차
철도용 핸드카
철도차량 차륜용 플랜지
철도차량용 로프웨이
철도차량용 문
철도차량용 보기차
철도차량용 본체
철도차량용 섀시
철도차량용 연결기
철도차량용 좌석
철도차량용 차대
철도차량용 화차 기울임용
방하장치

funicular railcars
tipping apparatus [parts of railway
wagons]
light railway cars
lorries for mines
mine cars
rails
locomotives
funnels for locomotives
internal combustion locomotives
internal combustion railcars
refrigerated railway wagons
tramcars
monorail transport apparatus and
installations
monorail carriages
trolley buses
hydrogen fueled trains
passenger trains
dining carriages
structural parts for trains
mobile railcar movers
self-generating electric locomotives
self-generating electric locomotives
[diesel-electric locomotives]
electric locomotives
electric trains
electric railway cars
steam locomotives
railway coaches
railway passenger cars
railway bogies
railway handcars
flanges for railway wheel tires
ropeway (parts of railway)
doors for railway cars
bogies for railway cars
bodies for railway cars
chassis for railway cars
railway couplings
seats for railway cars
undercarriages of railway cars
unloading tipplers for tilting railway
freight cars

12류 G3705
철도차량용 화차(貨車)
철도차량용 휠
축전지기관차
케이블철도
케이블철도용 차량
케이블카
텔퍼철도
트램
화물 운송용 기관차
화물열차

railway freight cars
wheels for railway cars
storage battery locomotives
funiculars
rolling stock for funicular railways
cable cars
telpher railways [cable cars]
trams
locomotives for transporting freight
freight trains

[제12류/G3705] 자동차, 자동차의 부품 및 부속품
상품의 범위
◦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 오토바이
◦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굴착기, 불도저, 제설기(제7류/G3705)
- 경운기, 콤바인 수확기(제7류/G380401)
- 소방차(제9류/G3705)
- 증폭기(앰프), 자동차용 방송튜너(제9류/G390701)
- 자동차용 냉난방장치, 자동차용 조명기기(제11류/G3705)
- 손수레, 우마차, 인력거(제12류/G370701)
- 자동차용 시계(제14류/G3501)
- 자동차용 카펫(제27류/G2602)

협의의 포괄명칭
오토바이
오토바이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
자동차의 부품 및 부속품

motorcycles
parts and fittings for motorcycles
automobiles
parts and fittings for automobiles

포함되는 상품(예시)
SUV 차량
견인용 차량
견인차
경주용 모터자동차
경주용 모터카
경주용 자동차
경주용 차
경화물차
계기반(計器盤)
고가 사다리차
고소작업용 자동차
광석 운반차용 차륜
광석운반차 풀러
광석운반차량 추진기
기동형 스쿠터
내장탑차
냉동 트레일러

sports utility vehicles
traction vehicles
tow trucks
racing motor cars
racing motor car
motor racing cars
racing cars
light lorries
dashboards
high ladder trucks
automobiles for high place work
mine cart wheels
mine-car pullers
mine-car pushers
mobility scooters
interior truck
refrigerated trailers

냉동차
눈길용 차량
눈자동차
늪지용 차량
대량 운반 트레일러
더트바이크
덤프카
덤프트럭
동력식 이동 스쿠터
레이싱 카트용 휠
레저용 이륜모터바이크
레저용 이륜모터차량

refrigerated vehicles
snow-going vehicles
snowmobiles
swamp-going vehicles
bulk hauling trailers
dirt bikes
dump cars
dump trucks
power locomotion scooters
wheels for racing karts
two-wheeled motorcycles for leisure

레저용 전동레이싱카트
로봇식 자동차
모터 캐러밴
모터 트럭
모터구동식 토이호울러(스포츠
범용 레크리에이션 수송기계
기구)
모터바이크
모터사이클용 스윙 암
모터사이클용 안장
모터스쿠터
모터육상차량용 히치

two-wheeled motor vehicles for
leisure
electric racing carts for leisure
robotic cars
motor caravans
motor trucks
motorized toy haulers [sport utility
recreational vehicles]
motorbikes
motorcycle swing arms
saddles for motorcycles
motor scooters
hitches for use with motor land
vehicles

모터육상차량용 히치 안정기

hitch stabilisers for use with motor
land vehicles

모터차량 앞유리용 와이퍼
모터차량 차륜용 허브
모터차량용 경적
모터차량용 도난방지장치
모터차량용 도어
모터차량용 변속기 부츠
모터차량용 섀시
모터차량용 선실드 및 선바이저
모터차량용 스키선반
모터차량용 스키캐리어
모터차량용 앞유리
모터차량용 어린이안전좌석

windscreen wipers for motor cars

모터차량용 연료탱크마개
모터차량용 유체회로
모터차량용 좌석
모터차량용 좌석안전벨트
모터차량용 차륜림
모터차량용 차체
모터차량용 창문
모터차량용 체인
모터차량용 컨버터블탑
모터차량용 톱니 바퀴
무인 반송 트럭
무인 반송차
무인 운반차

hubs for motorcycle wheels
horns for motor cars
anti-theft devices for motor cars
motor car doors
shift boots for motor vehicles
chassis for motor vehicles
sun shields and visors for motor cars
ski racks for motor cars
ski carriers for motor cars
windscreens for motor cars
safety seats for children for motor
cars
petrol tank caps for motor cars
hydraulic circuits for motor cars
motor car seats
seat safety harnesses for motor cars
wheel rims for motor cars
bodyworks for motor vehicles
motor car windows
chains for motor cars
motor car convertible tops
toothed wheels for land vehicles
automatically guided [driverless]
material handling trucks
automatic guided vehicles
automatic transport vehicles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435

12류 G3705
무인 자동차
물대포차
미니밴
배달용 자율주행 로봇
백미러
밴
밴(자동차)
밴용 구조부품
버스
버스용 구조부품
보닛고정식 수하물 선반
비행기용 견인차량
사다리차
사륜오토바이
사이드카
살수트럭
삼륜오토바이
세미트레일러
세미트레일러 트럭
소형 경주용 자동차
소형 오토바이
소형 운송 트럭
소형버스
소형트럭
수륙 양용차
수소자동차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허브
(오토바이)
수송기계기구용 루프박스
수송기계기구용 비모터구동식
스쿠터
수송기계기구용 앞유리
수송기계기구용 지붕 개폐장치
수송기계기구용 컨버터블탑
수송기계기구용 팔걸이
수송용 견인차
수집용 수송기계기구
스트래들 캐리어
스페어 휠커버
스포츠카
승용밴
승용차
승합밴
승합차(7인승 이상)
쓰레기 수거용 차량
쓰레기차
앰뷸런스
앰뷸런스용 구조부품
야외 횡단 경주용 오토바이
어린이용 자동차 좌석
어린이용 카시트
여행용 트레일러
연결버스용 송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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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rless cars [autonomous cars]
water cannon vehicles
minivans
self-driving robots for delivery
rearview mirrors
vans
vans [vehicles]
structural parts for vans
motor buses
structural parts for buses
luggage racks fitted to the bonnet
airplane towing vehicles
ladder trucks
four-wheeled cycles
side cars
sprinkling trucks
three-wheeled cycles
semi-trailers
semi-trailer trucks
go-karts
mini-bikes
go-kart transport trucks
minibuses
light trucks
amphibious vehicles
hydrogen fueled cars
hubs for vehicle wheels
(motorcycles)
roof boxes for vehicles
non-motorized scooters [vehicles]
vehicle windscreens
opening mechanisms roofs for
vehicles
convertible tops for vehicles
arm rests for vehicles
wreckers for transport
refuse collection vehicles
straddle carriers
spare wheel covers
sports cars
car drived van
passenger cars (automobiles)
coach vans
passenger cars for more 7 passengers
vehicle for waste collection
garbage trucks
ambulances
structural parts for ambulances
motorcycles for motocross
children's car seats
car seats for children
travel trailers
bellows for articulated buses

영구차
오토바이 손잡이용 덮개
오토바이 장착용 짐바구니
오토바이용 경적
오토바이용 고정식 커버
오토바이용 공기펌프
오토바이용 구조부품
오토바이용 그립테이프
오토바이용 등받이
오토바이용 등받침
오토바이용 맞춤 커버
오토바이용 바퀴
오토바이용 바퀴못
오토바이용 받침다리
오토바이용 방향지시기
오토바이용 벨
오토바이용 사이드카
오토바이용 수하물 선반
오토바이용 수하물 캐리어
오토바이용 스탠드
오토바이용 안장
오토바이용 안장가방
오토바이용 안장커버
오토바이용 차륜림
오토바이용 차륜허브
오토바이용 페달
오토바이용 풋페달 덮개
오토바이용 프런트 포크
오토바이용 프레임
오토바이용 프론트 포크
오토바이용 핸들바
오토바이용 핸들바 그립
오프로드 차량
운송용 정원트랙터
윙바디 트럭
유아용 카시트
육상운송용 모터차량
육상차량용 스포일러
육상차량용 에어로포일
육상차량용 지붕선반 저장용기

hearses

이동주택버스
이륜모터차량
이륜모터차량용 바퀴살

motor homes

이륜모터차량용 프레임

frames for two-wheeled motor
vehicles

이륜모터차량용 흙받이

mudguards for two-wheeled motor
vehicles

이륜오토바이
자가 균형 보드형 스쿠터
자가 균형 스쿠터
자동주행 차량
자동차 경주용 좌석

two-wheeled cycles

covers for handgrips of cycles
panniers adapted for motorcycles
warning horns for motorcycles
fitted motorcycle covers
air pumps for motorcycles
structural parts for motorcycles
motorcycle grip tape
motorcycle backrests
sissy bars for motorcycles
fitted covers for motorcycles
wheels for motorcycles
motorcycle foot pegs
motorcycle kickstands
direction indicators for motorcycles
bells for motorcycles
motorcycle sidecars
luggage racks for cycles
luggage carriers for motorcycles
stands for motorcycles
motorcycle saddles
motorcycle saddlebags
saddle covers for motorcycles
wheel rims for motorcycles
wheel hubs for motorcycles
pedals for cycles
covers for foot pedals on cycles
front forks for cycles
motorcycle frames
front forks for motorcycles
motorcycle handlebars
handlebar grips for motorcycles
off-road vehicles
garden tractors for transport
wing body trucks
car seats for babies
motor cars for transport on land
spoilers for land vehicles
aerofoils for land vehicles
roof rack storage containers for land
vehicles
two-wheeled motor vehicles
spokes for two-wheeled motor
vehicles

self-balancing boards
self-balancing scooters
driverless cars
racing seats for automobiles

12류 G3705
자동차 바람막이창용 와이퍼
자동차 바람막이창용 와이퍼
블레이드
자동차 보닛
자동차 본체 및 부품의 고정전용
클립
자동차 썬루프
자동차 앞유리용 와이퍼
자동차 앞유리용 와이퍼 블레이드
자동차 앞유리용 와이퍼 암
자동차 엔진용 후드
자동차 연료탱크용 마개
자동차 좌석용 덮개
자동차 좌석용 머리 받침
자동차 좌석용 안전벨트
자동차 좌석용 팔걸이
자동차 지붕용 수하물캐리어
자동차 차륜용 균형추
자동차 차륜용 바퀴살
자동차 차륜용 큰 너트
자동차 차륜용 허브
자동차 핸들
자동차 핸들용 도난방지
잠금장치
자동차경주용 안전벨트
자동차문 손잡이
자동차안전장치용 에어백
자동차용 CD 바이저 포켓
자동차용 경적
자동차용 공기펌프
자동차용 구조부품
자동차용 궤도
자동차용 그물선반
자동차용 글러브박스
자동차용 내장
자동차용 내장용 트림
자동차용 도난방지 경보장치
자동차용 도어
자동차용 도어 핸들 스크래치
가드
자동차용 도어가드
자동차용 맞춤 덮개
자동차용 맞춤 스티어링 휠 커버
자동차용 맞춤 시트커버
자동차용 바람막이창
자동차용 바퀴살
자동차용 방향지시기
자동차용 방현(防眩)장치
(조명기구용 부품은 제외)
자동차용 백미러
자동차용 버킷시트
자동차용 범퍼

windshield wipers for automobiles
windshield wiper blades
automobile bonnets
clips adapted for fastening automobile
parts to automobile bodies
automobile sunroofs
windscreen wipers
windscreen wiper blades
windscreen wiper arms
hoods for automobile engines
caps for automobile gas tanks
coverings for car seats
head rests for seats for motor cars
safety belts for automobile seats
armrests for automobile seats
car-top luggage carriers
balance weights for automobile
wheels
automobile wheel spokes
lug nuts for vehicle wheels
hubs for automobile wheels
steering wheels
anti-theft locks for use on automobile
steering wheels
safety harnesses for auto racing
automobile door handles
air bags [safety devices for
automobiles]
CD visor pockets for automobiles
warning horns for automobiles
air pumps for automobiles
structural parts for automobiles
tracks for automobiles
luggage nets for automobiles
glove compartments for automobiles
interior trim for automobiles
automotive interior trim
anti-theft warning apparatus for
motor cars
doors for automobiles
door handle scratch guards for
automobiles
door guards for automobiles
covers (Shaped -) for motor cars
shaped steering wheel covers for
automobiles
seat covers [shaped] for use in
automobiles
windshields for automobiles
spokes for automobiles
direction signals for automobiles
anti-glare devices for automobiles
(except for parts of lighting apparatus)
rearview mirrors for automobiles
bucket seats for automobiles
bumpers for automobiles

자동차용 보닛핀
자동차용 본체
자동차용 섀시
자동차용 선바이저
자동차용 성형된 또는 맞춤식
시트커버
자동차용 성형된 커버
자동차용 소프트탑
자동차용 수하물 선반
자동차용 수하물 캐리어
자동차용 스키캐리어
자동차용 스포일러
자동차용 슬라이딩 지붕
자동차용 승강식 또는 동력식
후부개폐문
자동차용 시트커버
자동차용 시트하네스
자동차용 안전좌석
자동차용 앞유리
자동차용 앞유리 햇빛가리개
자동차용 애완동물 보조의자
자동차용 어린이 안전좌석
자동차용 여송연 라이터
자동차용 예비차륜 홀더
자동차용 와이퍼
자동차용 우산꽂이
자동차용 윙바
자동차용 유체회로
자동차용 장착식 차량커버
자동차용 장착커버
자동차용 재떨이
자동차용 조향핸들
자동차용 조향핸들 스피너
자동차용 조향핸들커버
자동차용 좌석
자동차용 좌석쿠션
자동차용 주행판
자동차용 지붕선반
자동차용 지붕컨테이너
자동차용 차대
자동차용 차륜
자동차용 차륜림
자동차용 차선이탈 경보장치
자동차용 차양
자동차용 차양구
자동차용 체인
자동차용 카드꽂이
자동차용 컨버터블 지붕
자동차용 컵홀더
자동차용 콘솔박스
자동차용 탄소섬유제 내장
자동차용 토션바

vehicle bonnet pins
automobile bodies
automobile chassis
sun visors for automobiles
car seat covers (shaped or fitted)
automobile covers [shaped]
soft tops for motor vehicles
luggage racks for motor cars
luggage carriers for automobiles
ski carriers for cars
spoilers for automotive vehicles
sliding roofs for motor vehicles
elevating or power tailgates (parts of
automobiles)
seat covers for automobiles
car seat harnesses
safety seats for use in cars
windscreens
automobile windscreen sunshades
pet booster seats for automobiles
children's safety seats for cars
cigar lighters for automobiles
automobile spare wheel holders
wipers for automobiles
umbrella holders for automobiles
wing bar for automobiles
hydraulic circuits for automobiles
fitted vehicle covers for automobiles
fitted covers for automobiles
ashtrays for automobiles
steering wheels for automobiles
steering wheel spinners for
automobiles
steering wheel covers for automobiles
car seats
automobile seat cushions
automobile running boards
automobile roof racks
automobile roof containers
undercarriages for automobiles
wheels for automobiles
wheel rims [for automobile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s for
automibiles
sun-blinds adapted for automobiles
automobile windshield sunshades
automobile chains
card rack for automobiles
convertible roofs being parts of cars
cup holders for automobiles
console boxes for automobiles
carbon fiber interior trim for
automobiles
torsion bars for motor c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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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류 G3705
자동차용 파워핸들
자동차용 펌프
자동차용 허브캡
자동차용 헤드램프 자동조절
장치
자동차용 후드
자동차용 후드핀
자동차용 후진경보기
자동차용 흙받이
자동차용삼각대
자율주행차
자전거 수송용 트레일러
장갑 육상차량
장갑차
장비 트레일러
전기구동식 모터차량
전기구동식 버스
전기자동차
전기작동식 스쿠터
전지형 차(全地形車)
지게차
지게차용 공기펌프
지게차용 머드플랩
지게차용 포크
지붕선반
차량 구조부품인 벌레막이
(버그디플렉터)
차량 인테리어용 부품인 콘솔
차량용 구조부품인 흙받이판
브래킷
차량용 금속제 라디에이터 그릴
차량용 맞춤식 대시보드 커버
차량용 비금속제 라디에이터
그릴
차량용 소프트탑
차량용 스키캐리어
차량용 스포일러
차량용 스프레이 방지 플랩
차량용 안전벨트
차량용 정전기 방지 스트립
차량용 핸들커버
차륜용 스포크 클립
차륜용 캡
차륜허브용 밴드
침대차
카시트어댑터
캐러밴
캐러밴 보관용 어셈블리
캠퍼 밴
캠핑 트레일러
캠핑용 레크리에이션차량 및
말트레일러 조합
캠핑용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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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steerings for automobiles
pumps for inflating automobile tires
hubcaps for automobiles
automatic headlamp control systems
for automobiles
automobile hoods
vehicle hood pins
reversing alarms for automobiles
mudguards [for automobiles]
tripods for automobiles
self-driving cars
trailers for transporting bicycles
armoured land vehicles
armored vehicles
equipment trailers
electrically powered motor vehicles
electrically powered buses
electric cars
electrically operated scooters
all-terrain vehicles
forklift trucks
air pumps for Forklift trucks
mud flaps for forklift trucks
forks for fork lift trucks
roof racks
bug shields as structural parts of
vehicles
consoles being parts of vehicle
interiors
mud flap brackets as structural parts
of vehicles
radiator grills of metal for vehicles
fitted dashboard covers for vehicles
radiator grills of non-metallic
materials for vehicles
soft tops for vehicles
ski carriers for vehicles
spoilers for vehicles
spray prevention flaps for vehicles
safety belts for vehicles for motor
cars
anti-static strips for vehicles

캠핑용 트레일러
캠핑카
캠핑카(레크리에이션차량)
컨테이너차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
콘크리트 믹서차
크레인 기능이 통합된 트럭
크로스오버 차량
탱크 트레일러
탱크로리차
토이호울러 트레일러(스포츠
범용 트레일러)
트럭 캠퍼(레크리에이션 차량)
트럭용 구조부품
트럭용 덤프바디
트럭의 동력식 후부개폐문
트럭화물칸용 깔판
트레일러
트레일러용 견인바
트레일러용 본체
트레일러용 캐노피
틸트 트럭
팔레트 운반용 트럭
푸시 스쿠터(차량)
풀 트레일러
플랫폼 트럭
픽업 트럭용 맞춤 덮개
픽업트럭
픽업트럭 캡
픽업트럭용 캐노피
하이브리드 스쿠터
하이브리드 오토바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헤드라이트 와이퍼
호스 운반차
화물 자동차
화물용 트레일러
화물자동차 흙받이
휠아치 익스텐션

trailer for camping
camping cars
campers [recreational vehicles]
container cars
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concrete mixing vehicles
trucks with a crane feature
incorporated
crossover vehicles
tank trailers
tank lorries
toy hauler trailers [sport utility
trailers]
truck campers [recreational vehicles]
structural parts for trucks
dumper bodies for trucks
motorized tailgates for trucks
fitted truck bed liners
trailers [vehicles]
tow bars for trailers
bodies for trailers
canopies for trailers
tilt trucks
pallet transfer trucks
push scooters [vehicles]
full-trailers
platform trucks
covers (Shaped -) for pick-up trucks
pickup trucks
pickup truck caps
canopies for pick-up trucks
hydrid power scooters
hydrid power motorcycles
hybrid cars
headlight wipers
hose carts
lorries
cargo trailers
mudguards for trucks
wheel arch extensions

covers for vehicle steering wheels
spoke clips for wheels
caps for wheel rims

[제12류/G3706]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bands for wheel hubs

상품의 범위

sleeping cars
car seat adaptors
caravans

◦ 자전거
◦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caravan storage assemblies
camper vans
camping trailers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자전거용 조명등(제11류/G3706)

combination camping recreational
vehicle and horse trailer
camping vehicles

협의의 포괄명칭
자전거

bicycles

12류 G370701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parts and fittings for bicycles

포함되는 상품(예시)
2인승 자전거
경주용 자전거
도로 경주용 자전거
로드 바이크
모터달린 자전거
모터달린 자전거용 핸들바 제어기

tandem bicycles

변속기어(자전거용 부품)
비전동식 자전거
산악용 자전거
수상 자전거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용 자전거 시트
여행용 자전거
외발자전거
운반용 자전거
이륜자전거용 흙받이
자가 균형 전기식 외발자전거
자전거 바퀴용 림
자전거 바퀴용 허브
자전거 장착용 짐바구니
자전거 체인용 보호 커버
자전거 타이어용 펌프
자전거 트레일러
자전거용 가방
자전거용 경적
자전거용 공기펌프
자전거용 구동체인
자전거용 구동트레인
자전거용 구조부품
자전거용 기어
자전거용 기어 휠
자전거용 기어판
자전거용 니플
자전거용 등받침
자전거용 디스크 휠
자전거용 맞춤 커버
자전거용 물병 케이지
자전거용 물통
자전거용 바스켓
자전거용 바엔드
자전거용 바퀴
자전거용 바퀴살
자전거용 받침다리
자전거용 벨
자전거용 보조바퀴
자전거용 수하물 선반
자전거용 수하물 캐리어
자전거용 수하물 캐리어프레임

change-speed gears [bicycle parts]

racing bicycles
road racing bicycles
road bikes
mopeds
handlebar controls for mopeds
non-motorised bicycles
mountain bicycles
water bikes
bicycles for children
children’s bicycle seats
touring bicycles
unicycle
delivery bicycles
mudguards for two-wheeled bicycles
self-balancing electric unicycles
rims for bicycle wheels
hubs for bicycle wheels
panniers adapted for bicycles
protective covers for bicycle chains
pumps for bicycle tyres
bicycle trailers
bags for bicycles
bicycle horns
air pumps for bicycles
drive chains for bicycles
drive trains for bicycles
structural parts for bicycles
gears for bicycles

자전거용 스탠드(킥스탠드)
자전거용 스프라켓
자전거용 스핀들
자전거용 시트
자전거용 시트포스트
자전거용 안장
자전거용 안장가방
자전거용 안장커버
자전거용 애완동물 캐리어
자전거용 의복방호장치
자전거용 짐바구니
자전거용 체인
자전거용 체인가드
자전거용 체인링
자전거용 토 스트랩
자전거용 토클립
자전거용 트레일러(리어카)
자전거용 페달
자전거용 포크
자전거용 포크크라운
자전거용 프런트포크
자전거용 프레임
자전거용 프레임 및 자전거용
핸들바그립
자전거용 핸들 바엔드
자전거용 핸들바
자전거용 핸들바 그립
자전거용 핸들바 랙
자전거용 핸들바스템
자전거용 흙받이
전기자전거
전동 자전거
접이식 자전거

bicycle stands [kickstands]
bicycle sprockets
spindles of bicycles
bicycle seats
bicycle seat posts
bicycle saddles
saddlebags adapted for bicycles
saddle covers for bicycles
pet carriers adapted for bicycles
dress guards for bicycles
baskets adapted for bicycles
bicycle chains
chain guards for bicycles
chainrings for bicycles
toe straps for use on bicycles
toeclips for use on bicycles
bicycle trailers (riyakah)
bicycle pedals
bicycle forks
fork crowns for bicycles
front forks for bicycles
bicycle frames
bicycle frames and bicycle handlebar
grips
handlebar ends for bicycles
bicycle handlebars
handlebar grips for bicycles
bicycle handlebar racks
handlebar stems for bicycles
mudguards for bicycles
electric bicycles
motorized bicycles
collapsible bicycles

gear wheels for bicycles
gear plates for bicycles
bicycle nipple

[제12류/G370701] 손수레, 우마차

sissy bars for bicycles

상품의 범위

disk wheels for bicycles
fitted covers for bicycles
water bottle cages for bicycles
bicycle buckets
bicycle basket
bicycle bar ends
bicycle wheels
spokes for bicycle wheels
bicycle kickstands
bells for bicycles
bicycle training wheels
luggage racks for bicycles
luggage carriers for bicycles
frames, for luggage carriers, for
bicycles

◦ 손수레, 우마차
◦ 수송용 썰매, 핸드카, 쇼핑용 손수레
◦ 제12류에 속하는 것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송용 기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환자용 들 것(제10류/G110101)
- 휠체어(제12류/G110101)
- 공기부양선(제12류/G3702)
- 유모차(제12류/G370702)
- 스포츠용 썰매(제28류/G430301)

포함되는 상품(예시)
경사식 손수레
골프차량(수송기계기구)

tilting-carts
golf cars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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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류 G370701
골프카트(수송기계기구)
구조용 썰매
낚시용 트롤리
덤프식 손수레
레저용 전동핸드카
롤케이지 트롤리
마차
모터구동식 골프용 손수레
모터구동식 골프카트
모터구동식 골프카트용 맞춤커버
모터구동식 푸드카트
병원용 손수레
보트용 트롤리
비모터구동식 푸드카트
비모터구동식/접을 수 있는
수하물 카트
손수레
손수레용 다리바퀴
손수레인 짐수레
쇼핑용 손수레
쇼핑용 핸드카트
수송기계기구용 쟈키 휠
수송용 썰매
수화물용 손수레
약제분배용 병원용 손수레
어린이 이동용 트레일러
우마차
우편물 트롤리
이륜손수레
인력거
일륜차(一輪車)
자가 운전용 골프카트

golf carts [vehicles]
rescue sleds
fishing trolleys
dump carts
electric handcar for leisure

포함되는 상품(예시)

roll cage trolleys
horse-drawn carriages
motorized golf carts
motorized golf carts [vehicles]
fitted covers for motorized golf carts
motorized food carts
hospital carts
boat launching trolleys
non-motorized food carts
non-motorized, collapsible luggage
carts
carts
casters for trolleys [vehicles]
dollies [hand trucks]
shopping trolleys
shopping handcarts
jockey wheels for vehicles
sleighs for transport purposes
sack-barrows
hospital carts for dispensing
medication
child carrying trailers
horse trailers
mail trolleys
two-wheeled trolleys
rickshaws
wheel barrows
golf carts being pedestrian controlled
vehicles

전동식 수하물 카트
정비사용 크리퍼
정원 호스용 손수레
청소용 손수레
킥 슬레지
트롤리
트롤리(이동식 손수레)
트롤리용 범퍼
핸드카
화물용 손수레

- 휠체어(제12류/G110101)
- 공기부양선(제12류/G3702)
- 손수레, 우마차(제12류/G370701)
- 스포츠용 썰매(제28류/G430301)

motorized luggage carts

아기침대용 유모차
애완동물용 유모차
어린이용 소형차
어린이용 오토바이
유모차
유모차 부착용 가방
유모차 부착용 우산

pushchairs for use with carry cots
pushchairs for pets
small wagons for children
motorcycles for children
prams
bags adapted for pushchairs
umbrellas to be affixed to baby
strollers
parasols to be affixed to baby
strollers
fitted footmuffs for pushchairs

유모차 부착용 파라솔
유모차용 고정식 풋머프
유모차용 고정용 커버
유모차용 네트
유모차용 드링크홀더
유모차용 등받침
유모차용 땀흡수패드

fitted covers for baby carriages
nets for baby carriages
drink holders for baby carriages
backrests for baby carriages

유모차용 레인커버
유모차용 맞춤식 모기장 커버
유모차용 바구니
유모차용 바퀴커버
유모차용 발열시트
유모차용 발열좌석
유모차용 보냉시트

sweat absorbent pads for baby
carriages
rain stroller covers
fitted stroller mosquito nets
baskets for perambulators
wheel stroller covers
heated seats specially adapted for
baby carriages
fevers seats for baby carriages
cool seats specially adapted for baby
carriages
pushchair covers

유모차용 커버
유모차용 후드
접이식 유모차

pushchair hoods
fold-up pushchairs

mechanics' creepers
carts for garden hoses
cleaning trolleys

[제12류/G3708] 타이어, 튜브

kick sledges

상품의 범위

trolleys
trolleys [mobile carts]
bumpers for trolleys
handcars
goods handling carts

◦ 타이어
◦ 튜브, 튜브수리용구
◦ 위와 관련한 기기나 용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제12류/G370702] 유모차

- 타이어 자동 탈착기(제7류/G3801)

협의의 포괄명칭

상품의 범위
◦ 유모차, 어린이용 소형차
◦ 유모차용 후드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환자용 들 것(제10류/G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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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기계기구 차륜용 타이어
튜브

tires for vehicle wheels
tubes for vehicle wheels

포함되는 상품(예시)
공기타이어
공기타이어용 내장튜브

pneumatic tyres
inner tubes for pneumatic tyres

12류 G3711
공기타이어용 외피
내장튜브 수리용 패치
농업용 차량용 타이어
미끄럼 방지용 타이어 체인
버스용 타이어
상용차용 타이어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솔리드
타이어
수송기계기구 타이어 팽창용
펌프
수송기계기구 타이어용 내장튜브
수송기계기구 타이어용 미끄럼
방지 스터드
수송기계기구 타이어용 미끄럼
방지 체인
수송기계기구 타이어용 미끄럼
방지 스파이크
수송기계기구 타이어용 밸브
수송기계기구 타이어용 밸브스템
수송기계기구 타이어용 밸브스템
마개
수송기계기구 휠용 내장튜브
수송기계기구용 스페어 타이어
캐리어
수송기계기구용 재생타이어
수송기계기구용 타이어 수리용
패치
수송기계기구용 트레드
(트랙터형)
스페어 타이어 커버
어린이 자전거용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용 내장튜브
오토바이용 공기타이어 및
내장튜브
오토바이용 내장튜브
오토바이용 타이어
육상차량용 타이어
이륜모터차량 또는 자전거용
내장튜브
이륜모터차량 또는 자전거용
타이어
이륜모터차량용 타이어
이륜차용 타이어
임업 차량 재생타이어용 트레드

casings for pneumatic tyres

임업 차량 차륜용 타이어

tyres for the wheels of forestry
vehicles
inner tubes for the wheels of forestry
vehicles
Inner tubes [for automobile tires]

임업 차량 휠용 내장튜브
자동차 타이어용 내장튜브
자동차용 타이어
자전거 타이어용 내장튜브
자전거/오토바이용 튜브
자전거용 내장튜브
자전거용 타이어
자전거용 튜브없는 타이어

patches for repairing inner tubes
tyres for agricultural vehicles
anti-skid chains
tyres for buses
tyres for commercial vehicles
solid tires for vehicle wheels
pumps for inflating vehicle tyres
inner tubes for vehicle tires
anti-skid studs for vehicle tires
anti-skid chains for vehicle tires
anti-skid spikes for vehicle tires
valves for vehicle tyres
valve stems for vehicle tires
valve stem caps for vehicle tires
inner tubes for vehicle wheels
spare tire carriers for vehicles
retreaded tires for vehicles
patches for repairing vehicle tires
treads for vehicles [tractor type]
spare tyre covers
tires for children's bicycles
inner tubes for motorcycle tires
pneumatic tyres and inner tubes for
motorcycles

재생타이어
재생타이어용 고무 트레드 패턴

retreaded tyres

재생타이어용 트레드
제설차용 타이어
타이어
타이어 그립
타이어 내부튜브용 패치
타이어 라이너
타이어 수리용 패치
타이어 커버
타이어 패치
타이어 팽창기
타이어용 고무 트레드
타이어용 무스 인서트
타이어용 미끄럼 방지용 직물제
커버
타이어용 스터드
타이어용 스파이크
토목공사 차량 재생 타이어용
트레드
튜브 또는 타이어 수리용 접착성
고무 패치
튜브 수리용 점착성 고무편

treads for retreading tyres

튜브 수리용구
튜브식 타이어
트럭용 타이어
항공기 바퀴 타이어용 내부튜브
항공기 착륙기어용 휠타이어
항공기 타이어용 내장튜브
항공기용 타이어
항공기용 휠 타이어
휠체어용 타이어

rubber tread patterns for use in
retreading tyres
tires for snow ploughs
tyres
tyre grips
patches for inner tubes of tyres
tire liners
tyre repair patches
covers for tyres
tire patches
tire inflators
rubber treads for tires
tire mousse inserts
anti-skid textile covers for tires
studs for tires
spikes for tires
treads for retreading tires for civil
engineering vehicles
adhesive rubber patches for repairing
tubes or tires
adhesive rubber patches for repairing
inner tubes
repair outfits for inner tubes
tubular tires
tyres for trucks
inner tubes [for aircraft wheel tires]
tires for aircraft landing gear wheels
inner tubes for aircraft tires
tyres for aircraft
tires for wheels of aircraft
tyres for wheelchairs

inner tubes for cycles
motorcycle tires
tires for land vehicles
inner tubes [for two-wheeled motor
vehicles or bicycles]
tires for two-wheeled motor vehicles
or bicycles
tires for two-wheeled motor vehicles
tyres for two-wheeled vehicles
treads for retreading tyres for forestry
vehicles

automobile tyres
inner tubes for bicycle tyres
inner tubes for bicycles/cycles
inner tubes for bicycles
bicycle tires
tubeless tires for bicycles

[제12류/G3711]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상품의 범위
◦ 주로 수송기기(선박/항공기/자동차/철도차량/오토바이)의 기계
요소 중에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 위에 준하는 완충용 기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고무제 완충기(제17류/G3826, G3711)

포함되는 상품(예시)
농업용 트랙터 완충기
모터차량용 완충스프링
수송기계기구 서스펜션 장치용
코일 스프링
수송기계기구 완충용 판스프링
수송기계기구용 공기완충장치

shock absorbers for tractors for
agricultural purposes
suspension springs for motor cars
coil springs for vehicle suspensions
leaf-springs for vehicle suspensions
air suspension systems for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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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류 G3711
수송기계기구용 나선용수철
수송기계기구용 레일완충기
수송기계기구용 서스펜션
구성품 및 그 부품/부속품
수송기계기구용 스프링완충기

spiral spring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스프링유압
완충기
수송기계기구용 에어스프링
수송기계기구용 완충기

spring-assisted hydraulic shock
absorbers for vehicles

shock absorbing rails for vehicles
vehicle suspension components
and their parts and fittings
shock absorbing springs for vehicles

air springs for vehicles
suspension shock absorbers for
vehicles

브레이크 드럼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 실린더
브레이크 페이싱
사이클용 브레이크 레버
수송기계기구 브레이크시스템용
디스크 브레이크 마찰 패드
수송기계기구 타이어의 미끄럼
방지장치
수송기계기구용 드럼브레이크

brake drums

disk brakes for vehicles

brake disks
brake cylinders
brake facings
brake levers for cycles
disc brake friction pads for vehicle
braking systems
non-skid devices for vehicle tires
drum brake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완충스프링
수송기계기구용 완충장치
수송기계기구용 판스프링
수송기구용 완충지주(支柱)
오토바이용 완충기
운전자좌석 및 캡 완충용 수송
기계기구 완충부품용 에어스프링

vehicle suspension springs

수송기계기구용 디스크브레이크

suspension system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디스크브레
이크패드
수송기계기구용 미끄럼 방지
장치(ABS)
수송기계기구용 밴드브레이크

disc brake pad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드럼

brakes for vehicles

육상차량 완충기용 스웨이 바

sway bars for land vehicle
suspensions
coil springs for land vehicle
suspensions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디스크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라이닝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레버

brake disc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마찰재

brake friction material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부품

components for brake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블록

brake block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슈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실린더

brake shoe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장치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장치
및 그 부품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
캘리퍼스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케이블

brake system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패드

brake pad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페달

brake pedal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페이싱

brake facing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편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포크
수송기계기구용 블록브레이크
수송기계기구용 원추브레이크
수송기계기구용 유압식 브레이크
압력 조절기
수송기계기구용 핸드브레이크
손잡이
오토바이용 브레이크 캘리퍼스

brake segments for vehicles

오토바이용 브레이크디스크
오토바이용 브레이크케이블
오토바이용 브레이크페달
유압식 디스크브레이크
유압식 림브레이크
육상차량용 디스크브레이크
육상차량용 디스크브레이크패드
육상차량용 밴드브레이크
육상차량용 브레이크
육상차량용 브레이크 라이닝

brake discs for motorcycles

육상차량 완충기용 코일스프링
육상차량 완충기용 토션바
육상차량 완충기용 판스프링
육상차량용 완충기
육상차량용 완충장치

laminated leaf-springs for vehicles
suspension struts for vehicles
shock absorbers for motorcycles
air springs for vehicle suspension
components for cushioning driver's
seats and cabs

torsion bars for land vehicle
suspensions
leaf springs for land vehicle
suspensions
shock absorbers for land vehicles
suspension systems for land
vehicles
shackles for automobiles

자동차용 새클
자동차용 완충 스프링

shock absorbing springs for
automobiles
shock absorbers for automobiles

자동차용 완충기
자동차용 완충장치

suspension systems for
automobiles
shock absorbers for bicycles

자전거용 완충기
자전거용 완충장치
차륜 완충기
철도차량용 완충기

suspension systems for bicycles
wheel suspensions
buffers for railway rolling stock

[제12류/G3712]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상품의 범위
◦ 주로 수송기기(선박/항공기/자동차/철도차량/오토바이)의 기계
요소 중에서 동력을 제어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 위에 준하는 동력제어용 기기

협의의 포괄명칭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braking devices for vehicles

포함되는 상품(예시)
메인브레이크실린더
모터차량용 브레이크
모터차량용 브레이크라이닝
모터차량용 브레이크슈
모터차량용 브레이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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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brake cylinders
brakes for motor cars
brake linings for motor cars
brake shoes for motor cars
brake segments for motor cars

ABS (anti-lock braking system) for
vehicles
band brakes for vehicles
brake drums for vehicles
brake linings for vehicles
brake levers for vehicles

brake cylinders for vehicles
braking systems for vehicles and
parts thereof
brake calipers for vehicles
brake cables for vehicles

brake forks for vehicles
block brakes for vehicles
conical brakes for vehicles
hydraulic brake pressure regulators
for vehicles
handbrake knobs for vehicles
brake calipers for motorcycles
brake cables for motorcycles
brake pedals for motorcycles
hydraulic disc brakes
hydraulic rim brakes
disc brakes for land vehicles
disc brake pads for land vehicles
band brakes for land vehicles
brakes for land vehicles
brake linings for land vehicles

12류 G3823
육상차량용 브레이크 로터
육상차량용 브레이크 블록
육상차량용 브레이크 슈
육상차량용 브레이크 캘리퍼스

brake rotor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브레이크 패드
육상차량용 브레이크드럼
육상차량용 브레이크디스크
육상차량용 브레이크실린더
육상차량용 브레이크장치
육상차량용 브레이크페달
육상차량용 브레이크편
육상차량용 블록브레이크
육상차량용 콘브레이크
자동차용 구동 제어장치

brake pads for land vehicles

자동차용 브레이크 패드
자동차용 안티록 브레이크장치
자전거용 브레이크
자전거용 브레이크 레버 그립
자전거용 브레이크슈
자전거용 브레이크케이블
자전거용 유압식 디스크브레이크
자전거용 유압식 림브레이크
조향 브레이크
항공기용 브레이크

brake blocks for land vehicles
brake shoes for land vehicles

brake drums for land vehicles

원예용 트랙터

[제12류/G3823]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brake discs for land vehicles

상품의 범위

brake cylinders for land vehicles
brake systems for land vehicles
brake pedals for land vehicles
brake segments for land vehicles
block brakes for land vehicles
cone brakes for land vehicles
traction control systems for
automobiles
brake pads for automobiles
anti-lock braking systems [ABS] for
automobiles
bicycle brakes

◦ 주로 육상차량(자동차/철도차량/오토바이)에 쓰이는 동력발생
장치
◦ 위에 준하는 동력발생 장치나 기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동력용 증기보일러(육상차량용은 제외)(제7류/G3823)
-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은 제외)(제7류/G3825)
- 난방장치, 난방용 보일러(수송기계용은 제외), 증기보일러(기계
부품은 제외)(제11류/G2801)
-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제12류/G3825)

bicycle brake lever grips
brake shoes for bicycles

포함되는 상품(예시)

brake cables for bicycles

건설차량용 가솔린엔진

hydraulic disc brakes for bicycles

건설차량용 가스엔진

hydraulic rim brakes for bicycles
steering brakes
brakes for aircraft

상품의 범위
◦ 농업용 트랙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농기계, 축산기계(착유기기는 제외)(제7류/G380401)
- 수동식 농기구, 축산용 수공구(제8류/G380402)
- 전기울타리(제9류/G380403)
- 구유, 동물용 빗(애완동물용은 제외)(제21류/G380402)

포함되는 상품(예시)

농업용 트랙터 오링

tractors mudguards for agricultural
purposes
horticultural tractors

brake calipers for land vehicles

[제12류/G380401]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트랙터 씨링

농업용 트랙터용 흙받이

tractors for agricultural purposes
tractor c-rings for agricultural
purposes
tractor o-rings for agricultural
purposes

농업용 트랙터 저압호스

low pressure hoses for agricultural
purposes

농업용 트랙터 패킹

tractor packings for agricultural
purposes

농업용 트랙터용 공기펌프

tractors air pumps for agricultural
purposes

농업용 트랙터용 라디에이터

tractor radiators for agricultural
purposes

농업용 트랙터용 유압회로

tractors hydraulic circuits for
agricultural purposes

농업용 트랙터용 휠

tractors wheels for agricultural
purposes

gasoline engines for construction
vehicles
gas engines for construction
vehicles

건설차량용 디젤엔진

diesel engines for construction
vehicles

건설차량용 전기엔진

electric engines for construction
vehicles

건설차량용 천연가스엔진

natural gas engines for construction
vehicles

오토바이용 엔진
육상차량 엔진용 커버

motorcycle engines

육상차량 추진용 로켓 엔진

rocket engines for land vehicle
propulsion

육상차량용 가솔린엔진
육상차량용 가스 엔진
육상차량용 가스터빈
육상차량용 공기터빈
육상차량용 내연기관

gasoline engine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motive power machine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디젤 터빈엔진
육상차량용 디젤엔진
육상차량용 램제트기관
육상차량용 수력터빈
육상차량용 엔진
육상차량용 제트엔진
육상차량용 증기기관
육상차량용 증기터빈
육상차량용 추진장치

diesel turbine engines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터보제트엔진
육상차량용 터보프롭기관
육상차량용 터빈
자동차용 엔진

turbojet engines for land vehicles

housing covers for land vehicle
engines

gas engines for land vehicles
gas turbines for land vehicles
air turbines for land vehicles
internal combustion engines for land
vehicles

diesel engines for land vehicles
ramjets for land vehicles
hydraulic turbines for land vehicles
engines for land vehicles
jet engines for land vehicles
steam engines for land vehicles
steam turbines for land vehicles
propulsion mechanisms for land
vehicles
turbo prop engines for land vehicles
turbines for land vehicles
automobile engines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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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류 G3825

[제12류/G3825]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
상품의 범위
◦ 주로 육상차량(자동차/철도차량/오토바이)에 쓰이는 동력전달
장치
◦ 위에 준하는 장치나 기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은 제외)(제7류/G3825)

포함되는 상품(예시)
기어레버
기어레버 손잡이
뒷 변속기
모터차량 부품용 크랭크케이스
(엔진용은 제외)
모터차량용 기어박스
모터차량용 자동 캠 구동 장치

gear shifts

모터차량용 크랭크케이스

crankcases for motor car
components (other than for engines)

모터차량용 클러치장치
모터차량용 토크컨버터
수송기계기구용 기어레버손잡이

clutch mechanisms for motor cars

수송기계기구용 스티어링랙
수송기계기구용 전기구동장치

steering rack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트레드
(롤러벨트)
엔진을 제외한 자동차 부품용
크랭크케이스
오토바이용 구동체인
오토바이용 기어
오토바이용 기어이동레버
오토바이용 클러치 케이블
육상차량 트랜스미션용 고무벨트

treads for vehicles [roller belts]

육상차량구동용 구동벨트
육상차량용 감속기어
육상차량용 고무벨트
육상차량용 구동체인
육상차량용 기계동력전도장치
육상차량용 기어
육상차량용 기어 변경 손잡이
육상차량용 기어 케이스
육상차량용 기어레버손잡이
육상차량용 기어박스
육상차량용 기어시프트
육상차량용 기어장치
육상차량용 기어휠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
육상차량용 드라이브기어
육상차량용 롤러체인
육상차량용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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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

gear lever knobs
rear derailleurs
crankcases for components for
motor cars (other than for engines)
gearboxes for motor cars
automotive cam drive systems for
motor vehicles

torque converters for motor cars
gear lever knobs for vehicles
electric drives for vehicles

crankcases for automobile
components, other than for engines
motorcycle chains
gears for cycles
gear shift levers for motorcycles
clutch cables for motorcycles
rubber belts for land vehicle
transmissions
drive belts for driving land vehicles
reduction gears for land vehicles
rubber belts for land vehicles
drive chains for land vehicles
mechanical power transmissions
and gearings for land vehicles
gears for land vehicles
gear change knobs for land vehicles
gear cases for land vehicles
gear lever knobs for land vehicles
gearboxe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부품인 크라운 휠

crown wheels being parts of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속도 기어 레버
육상차량용 스타터 피니언
육상차량용 연결기
육상차량용 연접봉(모터 및
엔진부품은 제외)

speed gear lever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유압식 클러치
육상차량용 유압식 토크컨버터

hydraulic clutche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이중 클러치 트랜스
미션
육상차량용 자동기어박스

double clutch transmission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전동벨트
육상차량용 전동체인

transmission belt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전동축
육상차량용 차동기어
육상차량용 캠
육상차량용 크랭크케이스

transmission shafts for land vehicles

starter pinions for land vehicles
connectors for land vehicles
connecting rods for land vehicles,
other than parts of motors and
engines
hydraulic torque converters for land
vehicles

automatic gearboxes for land
vehicles
transmission chains for land
vehicles
differential gears for land vehicles
cam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크랭크케이스
(엔진용은 제외)
육상차량용 클러치
육상차량용 클러치 레버
육상차량용 클러치 실린더
육상차량용 클러치댐퍼
육상차량용 클러치디스크
육상차량용 클러치장치
육상차량용 클러치커버
육상차량용 토크컨버터
육상차량용 트랜스미션 기계장치

crankcases for land vehicle
components
crankcases for land vehicle
components, other than for engines
clutches for land vehicles
clutch levers for land vehicles
clutch cylinders for land vehicles
clutch dampers for land vehicles
clutch disks for land vehicles
clutch mechanisms for land vehicles
clutch covers for land vehicles
torque converters for land vehicles
transmission mechanism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트랜스미션 부품

transmission component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트랜스미션 장치

transmission mechanism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트랜스미션 케이스
육상차량용 트랜스미션 탑커버

transmission case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피혁벨트
육상차량용 후진기어
이륜모터차량용 구동 체인가드
자전거용 트랜스미션
클러치 케이블(오토바이용 부품)
후륜용 스프라켓
휠 스프라켓

transmission top covers for land
vehicles
leather belts for land vehicles
reversing gears [for land vehicles]
drive-chain guards for two-wheeled
motor vehicles
transmissions for bicycles
clutch cables [parts of motorcycles]
rear wheel sprockets
wheel sprockets

gear shifts for automobiles
gearing for land vehicles
gear wheels for land vehicles
power transmissions for land vehicles
drive gears for land vehicles
roller chains for land vehicles
links for land vehicles

[제12류/G3828] 육상차량용 축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상품의 범위
◦ 육상차량(자동차/철도차량/오토바이)의 부품으로서 달리 분류되
지 않는 기계요소

12류 G390101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비기계용 금속제 파이프 커플링, 비기계용 금속제 플랜지,
비기계용 금속제 스프링(제6류/G3828)
- 기계부품용 밸브(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부품용 베어링(육상차
량용은 제외), 기계부품용 스프링(육상차량용은 제외)(제7류/
G3828)
- 수도조절용 장치, 가스조절 및 안전용 장치(제11류/G3828)
- 개스킷, 고무제 링, 플라스틱제 패킹, 석면제 패킹(제17류/
G3828)
- 가죽제 밸브, 스프링용 가죽제 케이싱(제18류/G3828)
- 급배수용 밸브(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제19류/G3828)
- 급배수용 플라스틱제 밸브(기계부품은 제외)(제20류/G3828)

포함되는 상품(예시)
건설차량용 부싱
건설차량용 커플링
등속조인트(차량용 부품)

bushings for construction vehicles

모터차량용 차축 및 카르단축

axles and cardan shaft for mot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에어서스펜션
시스템용 차축
수송기계기구 판스프링 서스펜션
시스템용 차축
수송기계기구용 부시
수송기계기구용 차축
수송기계기구용 차축 어셈블리
수송기계기구용 차축부츠
수송기계기구용 카르단축
오토바이용 프리휠
육상차량용 가스탱크 그로밋
육상차량용 벨트풀리
육상차량용 샤프트 커플링
육상차량용 스핀들
육상차량용 신축 샤프트
육상차량용 유니버설조인트
육상차량용 유동식 도르래
육상차량용 유압식 커플링
육상차량용 차축
육상차량용 축
육상차량용 축베어링
육상차량용 캠축
육상차량용 커플링
육상차량용 클러치라이닝
육상차량용 프리휠
육상차량용 휠베어링
자동차용 판스프링 서스펜션용
차축
자전거용 크랭크
자전거용 프리휠
차축 저널
트레일러 커플링

axles for air suspension systems in
vehicles

couplings for construction vehicles
constant velocity joints [vehicle
parts]

axles for leaf spring suspensions
systems in vehicles
bushes for vehicles
axles for vehicles
axle assemblies for vehicles
axle boots for vehicles
cardan shafts for vehicles

[제12류/G390101] 육상차량용 모터
상품의 범위
◦ 육상차량(자동차/철도차량/오토바이)에서 쓰이는 모터(전동기)
◦ 위에 준하는 전동기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전기에너지(제4류/G3903)
- 풍차, 수차(제7류/G3829)
- 배전기기, 전기제어기기, 전기변압기(제9류/G390102)
- 축전지(제9류/G3903)

포함되는 상품(예시)
모터차량용 전기모터
육상차량용 공압식 또는 수압식
선형 작동기
육상차량용 교류전동기
육상차량용 구동모터
육상차량용 디젤모터
육상차량용 리니어 모터
육상차량용 모터
육상차량용 모터구동장치
육상차량용 서보모터
육상차량용 전동 모터
육상차량용 직류전동기
육상차량용 팬 모터
자전거용 모터
휠체어용 전기모터

electric motors for motor cars
pneumatic or hydraulic linear
actuators for land vehicles
alternating current (AC) motors for
land vehicles
driving motors for land vehicles
diesel motors for land vehicles
linear motors for land vehicles
motors for land vehicles
motor drive units for land vehicles
servomotors for land vehicles
motors, electric, for land vehicles
direct current (DC) motors for land
vehicles
fan motors for land vehicles
bicycle motors
electric motors for wheelchairs

freewheels for motorcycles
gas tanks grommets for land vehicles
belt pulleys for land vehicles
shaft couplings for land vehicles
spindles for land vehicles
flexible shafts for land vehicles
universal joints for land vehicles
idling pulleys for land vehicles
hydraulic couplings for land vehicles
axles for land vehicles
axis for land vehicles
axle bearings for land vehicles
camshafts for land vehicles
couplings for land vehicles
clutch linings for land vehicles
freewheels for land vehicles
wheel bearings for land vehicles
axles for leaf spring suspensions in
vehicles
cranks for bicycles
freewheels for bicycles
axle journals
trailer coup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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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火器); 탄약 및 발사체; 폭약; 폭죽
(Firearms; ammunition and projectiles; explosives; fireworks)

본류에는 주로 화기(火器) 및 화공품(火工品)이 포함된다.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폭발식 및 불꽃식 구조용 신호기
조명총
개인방어 목적용 스프레이
폭발식 무중신호(霧中信號)/신호용 로켓탄
공기총(무기)
화기용 견착대
스포츠용 화기, 사냥총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무기용 그리스(제4류)
칼날(무기)(제8류)
휴대무기(화기는 제외)(제8류)
비폭발식 무중신호(霧中信號)/구조용 레이저신호기(제9류)
화기용 망원조준기(제9류)
횃불(제11류)
크리스마스용 크래커(제28류)
퍼큐션캡(제28류)
장난감 공기권총(제28류)
성냥(제3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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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상품명칭 목록】
포괄상품명칭

유사군코드 (구)포괄코드

총(銃) 및 총포탄
(guns and bullets)

G4201,
G4202

N13001

탄약 및 발사체
(ammunition and projectiles)

[제13류/G3705] 전차(戰車)
상품의 범위
◦ 전차(탱크)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굴착기, 불도저, 제설기(제7류/G3705)
- 소방차(제9류/G3705)
- 자동차용 냉난방장치, 자동차용 조명기기(제11류/G3705)
- 자동차, 자동차의 부품 및 부속품(제12류/G3705)

포함되는 상품(예시)
전차(戰車)
지상 전투 차량

tanks [weapons]
ground combat vehicle

[제13류/G4201] 총(銃), 대포
상품의 범위
◦ 총(銃), 대포
◦ 위에 준하는 화기(火器)
◦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화기용 조준망원경(제9류/G3402)
- 총가(제20류/G4201)
- 장난감 권총(제28류/G4301)
- 스포츠용 새총, 스포츠용 작살총(제28류/G430301)

협의의 포괄명칭
대포
총(銃)

artillery guns [cannons]
guns [weapons]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스총
개머리판
개머리판용 반동 패드
고사포

tear gas rifles
gunstocks
gunstock recoil pads
anti-aircraft artilleries

공기총(무기)
공기총(에어건)
공성포
군대용 소총
권총
권총 및 리벌버권총용 손잡이
권총 캡
권총 케이스
권총/소총 및 산탄총용 개머리판
권총용 개머리판
권총용 구성부품
권총용 손잡이
권총용 장전 클립
권총집
기관총
기관총 및 그 부품
기관총 장전기
기관총 포탑
기관총용 구성부품
기관포
대공포
대포용 림버
대포용 조준기(망원조준기는
제외)
리벌버권총
리벌버권총 및 그 부품
리벌버권총용 구성부품
리벌버권총용 손잡이
머스킷총
무기용 발사체
무기용 작살총
무반동총
박격포
복합권총 및 소총
복합형 소총
사냥용 소총
사냥총
산탄총 및 그 부품
산탄총용 구성부품
소총
소총 고정용 가방
소총 및 그 부품
소총 청소용 줄
소총덮개
소총손잡이
소총용 가죽끈
소총용 개머리판
소총용 격철
소총용 구성부품
소총용 멜빵
소총용 버트
소총용 장전 클립
소총용 조준경

air pistols [weapons]
air pistols [air guns]
siege guns
military rifles
pistols [arms]
grips for pistols and revolvers
pistol caps
cases for pistols
butt plates for pistols, rifles, and
shotguns
butt plates for pistols
component parts for pistols
grips for pistols
cartridge clips for pistols
holsters
machine guns
machine guns and parts thereof
machine gun chargers
machine gun turrets
component parts for machine guns
automatic guns
anti-aircraft guns
limbers for artillery guns
sights, other than telescopic sights,
for artillery
revolvers
revolvers and parts thereof
component parts for revolvers
grips for revolvers
muskets
projectiles [weapons]
harpoon guns [weapons]
recoilless guns
mortars [firearms]
combination pistols and rifles
hybrid rifles
hunting rifles
hunting firearms
shotguns and parts thereof
component parts for shotguns
rifles
bags specially adapted to hold rifles
rifles and parts thereof
pull-throughs for small arms
rifle covers
grips for small arms
rifle straps
butt plates for rifles
hammers for rifles
component parts for rifles
rifle slings
butts for small arms
cartridge clips for small arms
sighting mirrors for guns and rif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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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총케이스
스포츠용 소총
스포츠용 엽총
스포츠용 화기
야전포
엽총
엽총용 개머리판
요새포
유도발사체
유탄포(榴彈砲)
이동총 받침대
자동 권총
자동 리벌버권총
자동 소총
자동 카빈총
자주화기
장갑 포탑
전기 충격기
조명총
중포
중화기용 포이(砲耳)
철갑 발사체
총기케이스
총마개
총벨트
총신
총용 격철
총용 구성부품
총용 방아쇠뭉치
총용 소음기(消音器)
총용 조준경
총집
총청소용 브러시
최루가스화기
최루탄
치한퇴치용 가스총
카빈총
탄약대
탄약대 충전장치
탄약장전장치
포가(砲架)(대포용)
포가용 보호구
포신
포좌
폭발식 무기용 작살총
피스톨 버트
함포
화기
화기용 강철환
화기용 개머리판
화기용 견착대
화기용 멜빵끈
화기용 무기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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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

rifle cases
sporting rifles
hunting rifles [sporting rifles]
sporting firearms
field guns
fowling pieces
butt plates for shotguns
fortress guns
guided projectiles
howitzers
mobile gun mounts
automatic pistols
automatic revolvers
submachine guns
automatic carbines
motorized weapons
armored turrets
stun guns
flare pistols

화기용 배럴 반사경
화기용 보조약실
화기용 삼각대
화기용 삼각대 및 스탠드
화기용 소음기
화기용 스탠드
화기용 안전장치
화기용 조준기(망원조준기는
제외)
화기용 조준문
화기용 청소봉
화기용 총포미(銃砲尾)
화기용 커버
화기용 케이스커버
화기용 탄창
화기잠금장치
화기조준기용 조정손잡이
화기청소용 브러시
휴대 무기(화기)

barrel reflectors for firearms
supplemental chambers for firearms
tripods for firearms
tripods and stands for firearms
silencers for firearms
stands for firearms
safety catches for firearms
sights, other than telescopic sights,
for firearms
open sights for use on firearms
cleaning rods for firearms
breeches of firearms
covers for firearms
case covers for firearms
magazines for firearms
gunlocks
adjusting knobs for firearm sights
cleaning brushes for firearms
side arms [firearms]

heavy guns
trunnions for heavy weapons
armor-piercing projectiles

[제13류/G4202]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gun cases

상품의 범위

gun wads
gun belts
rifle barrels
hammers for guns

◦ 총포탄, 화약, 폭약
◦ 화공품(火工品), 화공품 보조기구
◦ 위에 준하는 화공용품

component parts for guns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trigger guards for guns and rifles
noise-suppressors for guns
sighting mirrors for guns
gun scabbards

- 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제6류/G4202)
-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제19류/G4202)
- 완구용 뇌관(제28류/G4301)

gun cleaning brushes

협의의 포괄명칭

tear-gas weapons
tear gas
tear gas rifles for molestation
carbines
cartridge belts
apparatus for filling cartridge belts

총포탄
폭약
화공품(火工品)
화약

shields for gun carriages
gun barrels
gun mounts
explosive harpoon guns [weapons]
pistol butts
naval guns
firearms
steel shot for firearms
butt plates for firearms
bandoliers for weapons
sling straps for firearms
weapon cases for firearms

explosives
gunpowders
gunpowder

포함되는 상품(예시)

cartridge loading apparatus
gun carriages [artillery]

bullets

가스탄
개인방어 목적용 스프레이
고장난 포탄 추출기
공기총용 총알
공기총탄
공기탄
과립형 폭약
광산용 폭발물 도화선
광산용 폭발물안전장치
군사용 무선조정 소형 항공표적
권총 산탄
기관총용 탄

gas bombs [weapon]
sprays for personal defense purposes
extractors for broken shells
pellets for air guns
air pistol bullets
air shot
granular explosives
fuses for explosives, for use in mines
explosives safety devices for mining
radio-controlled miniature aerial
targets for military use
pistol pellets
machine gun cartridges

13류 G4202
기관총탄
기뢰(機雷)
기뢰(機雷)폭파용 기폭장치
기폭뇌관
기폭약
기폭용 폭죽
기폭용 플러그
기폭제
뇌관보호장치
뇌관장착된 포탄
니트로글리세린 포탄
니트로셀룰로오스제 폭약
다이너마이트
다중탄 원격폭탄
대형 탄약용 케이스
대형 탄약용 포탄
대형 탄약용 포탄케이스
도화선용 기폭제
로켓 추진제
로켓탄(발사체)
로켓탄발사기
면화약
무연화약
무중신호 폭약
미사일
미사일 발사기
박격포용 포탄
발사대
발연탄
발파 화합물
발파용 도화선
발화성 물질
벵골불꽃
분말 트레인 퓨즈
불꽃 가스 발생기
불꽃 놀이용 폭죽
불꽃놀이용 스카이로켓
불꽃놀이용 원통형 폭죽
불꽃미사일
불꽃용 가스발생기
불꽃용 색불꽃 화약
불꽃용 탄약
불꽃제품
불꽃제품용 탄약통
비완구용 뇌관
빈 탄약통
빈 탄약통 탄
뿔화약통
사냥용 납제산탄
산탄벨트
산탄총 포탄

machine gun bullets
underwater mines
detonation devices for blasting
underwater mines
detonators
initiating explosives
detonating fireworks
detonating plugs
initial explosives
blasting cap protectors
primed shells
nitroglycerine shells
explosives manufactured from
nitrocellulose
dynamites
multi-munition stand-off bombs
cases for large size ammunition
shells for large size ammunition
shell cases for large size ammunition
primings [fuses]
propellents for rockets
rockets [projectiles]
rocket launchers
gun cotton
smokeless gunpowder
fog signal explosives
missiles
artillery projectiles
mortar shells
firing platforms
smoke projectiles
blasting compounds
fuses for blasting
pyrophoric substances
bengal lights
powder train fuses
flame gas generators
sparklers [fireworks]
sky rockets [fireworks]
roman candles [fireworks]
pyrotechnic missiles
pyrotechnic gas generators
powders which burn with color
flames for pyrotechnical purposes
pyrotechnic charges
pyrotechnic products
cartridges for pyrotechnic products
percussion caps, other than toys
blank cartridges
blank cartridge shells
powder horns
lead shot for hunting
shot belts
shotgun shells

산탄총 화약
산탄총용 탄약통
산탄파우치
산탄포탄
소이탄(燒夷彈)
소총용 탄약
소총탄
수류탄
수류탄/폭탄 및 기타 미사일용
투사기
수중 유도 미사일
스포츠용 탄약통
신관(信管)
신호용 로켓 및 발광식 로켓탄
발사기
신호용 로켓탄
신호용 탄약통 및 발광식 탄약통
발사기
신호용 폭죽
신호탄
아세틸니트로셀룰로오스
액체폭약
약포
약협
양탄기
어뢰
열추적 미사일
엽총탄
워드커터
위성 발사용 발사체
유기질산염 폭약
유도 로켓
유도 박격폭탄
유도미사일 발사기
유도탄
유도폭탄
유정폭파용 폭약
유탄발사기
자동 화기용 탄약벨트
장전된 또는 빈 금속제 포탄
장전된 또는 빈 종이제 포탄
전기 폭파 뇌관
젤라틴 폭발물
조명탄
지대지 미사일
지뢰
질산면화약
질산암모늄 폭약
질산전분 폭약
철갑탄
총기용 탄약
총포탄 및 포탄 추출기
총포탄 추출기
최루액

shotgun powder
shotgun cartridges
shot pouches
shot shells
incendiary cartridges
rifle ammunition
rifle cartridges
hand grenades
releasing apparatus for grenades,
bombs and other missiles
underwater guided missiles
sporting cartridges
shell fuses
devices for launching signal rockets
and illumination rockets
signal rocket flares
devices for firing signal cartridges
and illumination cartridges
signal fires
pyrotechnics
acetyl-nitrocellulose
liquid explosives
cartridges for gunpowder
cartridge cases (weapon)
ammunition hoists
torpedoes
heat-seeking missiles
hunting gun cartridges
wadcutters
projectiles for satellite
organic nitrate explosives
guided rockets
guided mortar bombs
guided artillery projectiles
guided missiles
guided bombs
oil well shooting explosives
grenade launchers
automatic firearm ammunition belts
metal shot shells [loaded or empty]
paper shot shells [loaded or empty]
electric blasting caps
gelatinous explosives
illuminating projectiles
surface-to-surface missiles
mines [explosives]
nitrated gun cotton [explosives]
ammonium nitrate explosives
nitrostarch explosives
armor-piercing shells
gun cartridges
bullet and shell extractors
bullet extractors
cn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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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퇴치용 스프레이
칼릿
탄도무기
탄도미사일
탄약
탄약 및 로켓엔진용 불꽃 추진식
혼합물
탄약 및 로켓용 추진 신호용
혼합물
탄약다이
탄약용 가방
탄약용 벨트
탄약용 불꽃 추진식 혼합물
탄약케이스
탄약케이스 추출기
탄약통
탄약통 또는 탄약 케이스용
견착대
탄약통용 탄 파우치
탄약필러
탄약함
탄체(彈體)
탄피
투하기
페퍼 스프레이
포탄
포탄 형태의 폭죽
포탄용 마개
포탄용 벨트
폭뢰
폭발물
폭발물용 도화선
폭발물용 발화선
폭발성 젤라틴
폭발성 종이
폭발식 또는 불꽃식 구조용
신호기
폭발식 무중신호(霧中信號)
폭발식 신호
폭발식 어뢰
폭발식 조광무중신호
폭발식 포탄
폭약통
폭죽
폭죽몸체
폭탄
폭탄용 폭발물
폭파 뇌관
피록실린
항공기용 폭탄
호신용 스프레이
호신용 전자충격기
화공품(火工品)용 발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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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ester spray for combating
carlits
ballistic weapons
ballistic missiles
ammunition
propelling pyrotechnic mixtures for
ammunition and rocket engines
propelling pyrotechnic mixtures for
ammunition and rockets
cartridge dies
bags specially made for ammunition
belts adapted for ammunition
propelling pyrotechnic mixtures for
ammunition
cartridge cases
cartridge case extractors
cartridges
bandoliers for holding cartridges or
ammunition cases
cartridge shot pouches
cartridge fillers
cartridge pouches
shell bodies
shell casings
bomb releasers
pepper sprays
shells [projectiles]
fireworks in shell form
shell wads
shell belts
depth charges
blasting explosives
explosion primers
firing lanyards for explosives
blasting gelatin
blasting paper
rescue flares, explosive or pyrotechnic
fog signals, explosive
explosive signals
explosive torpedoes
luminous explosive fog signals
explosive shells
explosive cartridges
firecrackers
firework bodies
bombs
explosives for use in bombs
explosive caps
pyroxylin
aerial bombs
spray for self-protection
electroshock weapon for
self-protection
launchers for pyrotechnic purposes

화기용 액체질소 탄약
화기용 탄약
화기용 화약병
화약병
화학제가든 개인용 호신스프레이
흑색화약

weapon cartridges for use with liquid
nitrogen
ammunition for firearms
powder flasks for firearms
powder flasks
chemical-based personal security
sprays
black powder

제

14 류

귀금속 및 그 합금; 보석, 귀석 및 반귀석; 시계용구
(Precious metals and their alloys; jewellery, precious and semi-precious
stones; horological and chronometric instruments)

본류에는 주로 귀금속, 귀금속으로 구성되거나 코팅된 제품, 그리고 보석류, 시계류
및 그 부품이 포함된다.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모조보석을 포함한 장신구(예: 모조보석)
커프스 단추, 넥타이핀, 타이클립
열쇠고리, 열쇠체인 및 참
참(장신구)
보석상자
장신구 및 시계용 구성부품(예: 장신구용 죔쇠 및 비즈, 시계무브먼트, 시계
바늘, 시계스프링, 시계유리)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스마트워치(제9류)
- 참(장신구, 열쇠고리 또는 열쇠체인용은 제외)(제26류)
- 재료에 따라 분류되는 비귀금속으로 구성되거나 코팅된 미술품(예: 금속제 조각품
(제6류),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조각품(제19류), 목제/밀랍제/석고제
또는 플라스틱제 조각품(제20류), 자기제/세라믹제/토기제/테라코타제 또는
유리제 조각품(제21류))
-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 특정 귀금속제품(구체적인 상품명칭 참고)
도장용, 장식용, 인쇄용, 미술용 금속박 및 금속분(제2류), 치과용 금 아말감
(제5류), 칼붙이(제8류), 전기접점(제9류), 금제 펜촉(제16류), 찻주전자(제21류),
자수용 금색실 및 은색실(제26류), 시가상자박스(제3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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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류 G1810

제

[제14류/G1808] 의류용 귀금속제 바느질 부착형 태그

14류

상품의 범위
◦ 귀금속제 바느질 부착형 태그

【포괄상품명칭 목록】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포괄상품명칭

유사군코드 (구)포괄코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시계
(watches incorporating cameras)

G3402,
G3404,
G3501

N14005

MP3 플레이어 기능이 있는 시계
(watches incorporating MP3 players)

G3501,
N14004
G390701

보석 및 귀금속
(jewellery and precious metals)

G4401,
G4402

N14001

[제14류/G1601] 보석의 원석
상품의 범위
◦ 가공하지 않은 보석(보석의 원석)
◦ 부분 가공된 보석
◦ 위에 준하는 보석용 재료

- 의류용 금속제 바느질 부착형 태그(제6류/G1808)
- 의류용 가죽제 바느질 부착형 태그(제18류/G1808)
- 가방용 가죽제 접착태그(제18류/G1808)
- 의류용 직물제 바느질 부착형 태그(제24류/G1808)
- 직물제 라벨(제24류/G1808)

포함되는 상품(예시)
의류용 귀금속제 바느질
부착형 태그

[제14류/G1810] 귀금속제 기념컵, 귀금속제 기념패,
주화, 구리토큰
상품의 범위
◦ 귀금속제 화폐
◦ 귀금속제 기념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고령토, 공업용 돌로마이트, 마그네사이트, 맥반석(제1류/G1601)
- 금속광석(제6류/G1601)
- 가공된 보석, 인조보석(제14류/G4401)
- 미가공 또는 반가공 운모(제17류/G1601)
-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함)
(제19류/G1601)
- 미가공 산호, 미가공 해포석, 미가공 호박(제20류/G1601)

협의의 포괄명칭
보석의 원석

gemstones

포함되는 상품(예시)

sew-on tags of precious metal for
clothing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기념컵, 금속제 기념패(제6류/G1810)
- 귀금속제 기념메달, 귀금속제 배지(제14류/G4509, G4401,
G4510)
- 비금속제 기념컵, 비금속제 기념패(제20류/G1810)

포함되는 상품(예시)
구리토큰
귀금속 코팅 트로피

copper tokens

귀금속제 기념조각컵

commemorative statuary cups made
of precious metal

귀금속제 기념주화

commemorative coins of precious
metal

귀금속제 기념컵

memorial cups of precious metals

귀금속제 기념패

memorial tablets of precious metals

귀금속제 병마개

bottle caps of precious metals

귀금속제 우승컵

prize cups of precious metals

귀금속제 트로피

precious metal trophies

trophies coated with precious metals

마노 및 붉은 줄무늬 마노
(미가공)

agate and sardonyx (unwrought)

미가공 귀석

unwrought precious stones

미가공 금강석

diamond [unwrought]

미가공 또는 반가공 흑옥

jet, unwrought or semi-wrought

귀금속제 트로피컬럼

trophy columns of precious metal

미가공 마노

unwrought agate

귀금속합금 코팅 트로피

미가공 및 반가공 귀석과 그 모조품

unwrought and semi-wrought
precious stones and their imitations

trophies coated with precious metal
alloys

귀금속합금 트로피

미가공 붉은 주머니 미노

unwrought sardonyx

trophies made of precious metal
alloys

금속제 기념주화

미가공 석류석

unwrought garnets

commemorative coins of metal

기념주화

commemorative coins

반가공 귀석과 그 모조품

semi-wrought precious stones and
their imitations

대중교통용 금속제 토큰

metal tokens used for mass transit

인조보석의 원석

artificial gemstones

non-monetary coins

탄자나이트(보석의 원석)

tanzanite being gemstones

비통화성 주화
수집용 주화
수집용 주화세트

collectible coins
collectible monetary coin 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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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류 G1810
수집용 통화주화세트

monetary coin sets for collecting
purposes

자동판매기 또는 게임기용
금속제 토큰
주화
토큰용 세라믹디스크

metal tokens for use in vending or
game machines
coins

[제14류/G3002] 귀금속제 열쇠고리, 귀금속제 장식 열쇠고리
상품의 범위
◦ 귀금속으로 만든 열쇠고리

ceramic discs for use as tokens of
value

[제14류/G2601] 보석상자, 귀금속제 상자
상품의 범위
◦ 보석 또는 귀금속품 보관을 위한 상자
◦ 보석장식 또는 귀금속으로 만든 상자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또는 비금속제 금고, 금속제 가구 부속품(제6류/G2601)
-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제11류/G2601)
- 가구(제20류/G2601)
- 쌀통(제21류/G1803)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죽제 보석상자
귀금속제 보석상자
귀금속제 상자
귀금속제 작은 보석상자

jewelry boxes of leather
jewel cases of precious metal
boxes of precious metal
jewelry cases [caskets] of precious
metal
decorative boxes made of precious
metal

귀금속제 장식상자
금속제 보석상자
목제 보석상자
보석 케이스
보석상자
보석전시상자
비귀금속제 보석상자
비귀금속제 보석함
비금속제 보석상자
음악이 나오는 보석상자

jewelry boxes of metal
wooden jewellery boxes
jewelry cases
jewelry boxes
presentation boxes for jewelry
jewelry cases not of precious metal
jewelry boxes, not of precious metal
jewelry boxes, not of metal
musical jewelry boxes

[제14류/G2702] 구두장신구
상품의 범위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고리, 금속제 자물쇠(전기식은 제외)(제6류/G3002)
- 전기식 자물쇠(제9류/G3002)
- 커튼용 링, 비금속제 자물쇠(전기식은 제외)(제20류/G3002)
- 커튼상단부용 테이프(제26류/G3002)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죽제 열쇠고리
가죽제 열쇠체인
가죽제 키홀더
귀금속도금제 열쇠고리
귀금속제 열쇠고리
귀금속제 키홀더
귀금속제 팬시열쇠고리
귀금속제 팬시키홀더
금속제 열쇠고리
금속제 열쇠체인
금속제 초커 고리
모조가죽제 키홀더
보석제 열쇠고리(장신구 또는
고리)
신축성 키링
열쇠고리(장신구 또는 장식용
줄이 달린 분할 링)
열쇠고리용 참
열쇠용 귀금속제 분할링
인조가죽제 열쇠고리
인조가죽제 키홀더
일반금속제 열쇠체인
접어 넣을 수 있는 열쇠고리
플라스틱제 열쇠고리
플라스틱제 키홀더

- 모자장신구, 귀금속제 벨트장식(제14류/G4509, G4401, G4510)
- 스케이트화용 가죽끈(제18류/G2702)
- 구둣골, 구둣주걱(제21류/G2702)
- 구두꿰매는 실(제22류/G2702)
- 구두끈, 구두 트리밍(제26류/G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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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e jewelry

leather key holders
key rings coated with precious metal
key rings of precious metals
key holders of precious metals
fancy key rings of precious metal
fancy keyrings of precious metals
metal key rings
metal key chains
choker hooks of metal
key fobs of imitation leather
key chains as jewellery [trinkets or
fobs]
retractable key rings
key rings [split rings with trinket or
decorative fob]
charms for key chains
split rings of precious metal for keys
imitation leather key chains
imitation leather key holders
key chains of common metal
retractable key chains
plastic key chains
plastic key holders

상품의 범위
◦ 시각을 나타내거나 시간 측정을 위한 기기 또는 장치
◦ 위와 관련된 부품, 부속품 또는 그 케이스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타임레코더(제9류/G3601)
- 라디오에 부착된(라디오를 주된 용도로 하는) 시계
(제9류/G390701)

포함되는 상품(예시)
구두장신구

key chains of leather

[제14류/G3501] 시계, 시계부품

◦ 귀금속으로 만든 구두(신발) 장식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key rings of leather

협의의 포괄명칭
가죽제 시계줄

watchstraps made of leather

14류 G4401
골프시계

golf clocks

포함되는 상품(예시)
게임 기능이 있는 시계
괘종시계
귀금속 도금제 시계
귀금속 도금제 시계바늘
귀금속 도금제 시계장치
귀금속제 또는 도금된 시계
귀금속제 시계
금속제 또는 가죽제 또는
플라스틱제 시계줄
금속제 시계줄
금시계
기계식 및 자동식 시계
기계식 시계
대형 괘종시계
드레스용 시계
라디오가 내장된 시계
마스터클락
반지형 LED 시계
백금시계
벽시계
보석시계
비둘기 경주용 시계
비전기식 시계
선물용 시계케이스
손목시계
손목시계 부품
손목시계용 스트랩
손목시계용 팔찌
스톱워치
스포츠용 시계
시계
시계 무브먼트
시계 문자반
시계 및 그 부품
시계 및 시계 제조용 추
시계 및 시계스프링
시계 및 정밀시각측정기
시계 스트랩
시계 제조용 추
시계 체인
시계덮개
시계바늘
시계밴드
시계부품
시계상자
시계스프링
시계와인더
시계용 앵커

watches containing a game function
pendulum clocks
clocks coated with precious metal
clock hands coated with precious
metal
horological instruments coated with
precious metal
watches made of precious metals or
coated therewith
watches of precious metal
watch straps made of metal or leather
or plastic
watch straps of metal
gold watches
mechanical and automatic watches
mechanical watches
grandfather clocks
dress watches
clocks incorporating radios
master clocks
led finger ring watches
platinum watches
wall clocks
jewelry watches
clocks and watches for pigeon
fanciers
non-electric watches
presentation boxes for watches
wristwatches
parts of wristwatches
straps for wristwatches
bracelets for wristwatches
stopwatches
watches for sporting use
clocks
movements for clocks and watches
dials [clock- and watchmaking]
clocks and parts therefor
clock and watchmaking pendulums
watch and clock springs
timepieces and chronometric
instruments
watch straps
clockmaking pendulums
watch chains
clock housings

시계용 와인딩 버튼
시계용 죔쇠
시계용 캐비닛
시계용 크라운
시계용구
시계용구용 케이스
시계유리
시계주머니
시계줄용 버클
시계추
시계케이스
시계케이스(시계부품)
시계태엽장치
시계태엽통
시계포브
야외용 시계
여성용 시계
여행용 시계
운동경기시각측정용 장치
원자시계
은시계
자동식 시계
자동차용 시계
자명종
작은시계
잠수용 시계
전기시계
전기알람시계
전시용 시계상자
전자게임기능이 포함된 시계
전자시계
전자알람시계
정밀시각 측정기
정밀시각 측정기 및 시계 무브먼트
제어용 시계
크로노그래프(시계)
크로노미터
크로노스코프
탁상시계
팔찌시계
플라스틱제 시계
플라스틱제 시계줄
플로워시계
해시계
회중시계

watch winding buttons
watch clasps
clock cabinets
watch crowns
horological instruments
cases for horological instruments
watch glasses
watch pouches
buckles for watchstraps
pendulums [clock- and watchmaking]
watch cases
watch cases [parts of watches]
clockworks
barrels [clock- and watchmaking]
watch fobs
watches for outdoor use
women's watches
travel clocks
apparatus for timing sports events
atomic clocks
silver watches
automatic watches
automobile clocks
alarm clocks
small clocks
diving watches
electric clocks and watches
electric alarm clocks
watch boxes for display
watches containing an electronic
game function
electronic clocks and watches
electronic alarm clocks
chronometric instruments
chronometric instruments and
watch movements
control clocks [master clocks]
chronographs [watches]
chronometers
chronoscopes
desk clocks
watch bracelets
plastic watches
watch straps of plastic
floor clocks
sundials
pocket watches

clock hands
watch bands
parts for watches
boxes for timepieces
watch springs
watch winders
anchors [clock- and watchmaking]

[제14류/G4401] 보석, 인조보석
상품의 범위
◦ 가공한 보석
◦ 인공으로 만든 보석 모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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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류 G4401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미가공 또는 부분가공된 보석(제14류/G1601)
- 미가공 해포석, 미가공 호박(제20류/G1601)
- 상아(미가공 또는 반가공품)(제20류/G2404)

협의의 포괄명칭
귀석
모조보석
보석
인조보석

precious stones
paste jewelry
jewelry
costume jewelry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네트(보석)
감람석
감람석(보석)
공작석(보석)
귀금속도금제 보석
귀금속제 보석
귀석 및 반귀석
귀석 및 준보석
다이아몬드
단백석(蛋白石)(보석)
루비(보석)
마노
모조진주
묘안석(보석)
문스톤(보석)
베릴(보석)
벽옥(碧玉)(보석)
보석 및 준보석
비취
비취(翡翠)(보석)
사도닉스
사파이어
산호(보석)
상아(보석)
세공된 다이아몬드
수정(보석)
스타루비(보석)
스타사파이어(보석)
알렉산드라이트(보석)
애쿼머린(보석)
양식진주
에메랄드(보석)
오팔
옥(보석)
옥수(보석)
유리보석
유색보석
인조귀석
인조호박제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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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

garnets (jewelry)
peridot
olivine [gems]
malachite (jewelry)
jewelry plated with precious metals
precious jewels

준보석(準寶石)
지르콘(보석)
진주(보석)
천연진주
첨정석(귀석)
청동보석
칠보(보석)
카보숑
큐빅지르코니아(보석)
크리소베릴(보석)
터키석(보석)
토파즈(보석)
투어머린(보석)
플라스틱제 보석
호박제 보석
호안석(보석)
황옥(黃玉)(보석)
흑옥(보석)

semi-precious stones
zircon (jewelry)
pearls [jewelry]
natural pearls
spinel [precious stones]
bronze jewelry
cloisonne jewelry
cabochons
cubic zirconia (jewelry)
chrysoberyl (jewelry)
turquoise (jewelry)
topaz (jewelry)
tourmaline (jewelry)
plastic jewelry
jewelry of yellow amber
tigereye (jewelry)
yellow jade (jewelry)
black jade (jewelry)

precious and semi-precious stones
semi-precious and precious stones
diamonds

[제14류/G4402] 귀금속, 모조귀금속

opal (jewelry)

상품의 범위

ruby (jewelry)
agates
imitation pearls
cat's-eye (jewelry)

◦ 금, 은, 백금의 기초제품
◦ 미가공 또는 부분 가공된 귀금속(금/은/백금)
◦ 모조 귀금속

moonstone (jewelry)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beryl (jewelry)
jasper (jewelry)

- 보석형태의 귀금속제 장식품(제14류/G4509, G4401, G4510)

precious and semi-precious gems

협의의 포괄명칭

jade
green jadeite (jewelry)
sardonyx
sapphire
coral (jewelry)
ivory jewelry
cut diamonds
crystal jewelry
star ruby (jewelry)
star sapphire (jewelry)
alexandrite (jewelry)
aquamarine (jewelry)
cultured pearls
emerald (jewelry)
opals
jade jewelry
chalcedony (jewelry)
jewelry made of glass
colored jewelry
synthetic precious stones
pearls made of ambroid [pressed
amber]

귀금속
모조귀금속

precious metals
imitations of precious metal

포함되는 상품(예시)
귀금속 및 그 합금
귀금속 잉곳(덩어리)
귀금속합금
금
금 또는 금합금의 주물
금 및 그 합금
금박(金箔)
금조제품
금주물
금지금
금합금
금합금 지금
금합금의 주물
로듐
로듐 및 그 합금
루테늄
루테늄 및 그 합금

precious metals and alloys thereof
ingots of precious metals
precious metal alloys
gold
castings of gold or gold alloy
gold and its alloys
beaten gold (gold foil)
articles of unrefined gold
gold castings
gold bullion
gold alloys
gold alloy ingots
casting of gold alloy
rhodium
rhodium and its alloys
ruthenium
ruthenium and its alloys

14류 G4509, G4401, G4510
미가공 금 또는 금박(金箔)
미가공 또는 반가공 귀금속
미가공 또는 반가공 금
미가공 은(銀) 또는 은박(銀箔)
백금
백금 또는 백금합금의 주물
백금 및 그 합금
백금박
백금조제품
백금지금
백금합금지금
알루미늄 금
오스뮴
오스뮴 및 그 합금
은
은 또는 은합금의 주물
은 및 그 합금
은조제품
은줄
은지금
은합금지금
이리듐
이리듐 및 그 합금
팔라듐
팔라듐 및 그 합금

gold, unwrought or beaten
precious metals, unwrought or
semi-wrought
gold, unworked or semi-worked
silver, unwrought or beaten
platinum [metal]
castings of platinum or platinum alloy
platinum and its alloys
beaten platinum
articles of unrefined platinum
platinum ingots
platinum alloy ingots
aluminium gold
osmium
osmium and its alloys
silver
castings of silver or silver alloy
silver and its alloys
articles of unrefined silver
silver thread [jewellery]
silver ingots
silver alloy ingots
iridium
iridium and its alloys
palladium
palladium and its alloys

[제14류/G4509, G4401, G4510] 귀금속제/보석제
장신구
상품의 범위
◦ 귀금속 또는 보석으로 만든 장신구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머리장식용품(제26류/G4509, G4401, G4510)

포함되는 상품(예시)
결혼반지
귀걸이
귀금속도금제 넥타이핀
귀금속도금제 메달
귀금속도금제 목걸이

wedding bands

귀금속도금제 반지
귀금속도금제 배지
귀금속도금제 브로치

rings coated with precious metal

귀금속도금제 장신구
귀금속제 귀찌
귀금속제 기념메달

jewellery plated with precious metals

귀금속제 넥체인

neck chains

earrings
tie pins coated with precious metal
medals coated with precious metals
necklaces coated with precious
metal
badges coated with precious metals
brooches coated with precious
metal
earring of precious metal
commemorative medals of precious
metal

귀금속제 넥타이핀
귀금속제 또는 귀금속도금제 참

tie-pins of precious metal

귀금속제 배지
귀금속제 벨트장식
귀금속제 식별팔찌

badges of precious metal

귀금속제 실(絲)
귀금속제 와이어(장신구)
귀금속제 장식핀

threads of precious metal [jewelry]

귀금속제 장신구
귀금속제 체인
귀금속제 팔찌
귀금속제 팔찌체인
귀금속제 휘장(徽章)
금반지
금줄(장신구)
나무 구슬로 만든 팔찌
넥타이핀
대형 보석메달
라펠핀
로자리오 묵주
머리장식용 보석
메달
모자용 보석핀
모자장신구
목걸이
목걸이(장신구)
묵주
바디 피어싱 보석
반지(장신구)
발찌
발찌(장신구)
백금반지
뱅글 팔찌
보석 반지 충격/마모 및 밴드 및
돌에 의한 손상보호용 성형된
커버

jewellery made of precious metals

charms in precious metals or coated
therewith
belt ornaments of precious metal
identification bracelets of precious
metal [jewelry]

보석 발목장신구
보석 파인딩
보석보관용 롤파우치
보석브로치
보석용 롤파우치
보석용 죔쇠
보석제 넥타이핀
보석제 로켓
보석체인
보석펜던트
보석형태의 귀금속제 장식품
볼로타이용 귀금속제 팁
부적(장신구)
브로치(장신구)

wire of precious metal [jewellery]
ornamental pins made of precious
metal
jewelry chains
bracelets of precious metal
chains of precious metal for bracelets
insignias of precious metal
gold rings [jewelry]
gold thread [jewelry]
wooden bead bracelets
tie pins
medallions [jewelry]
lapel pins
rosaries
jewelry for the head
medals
jewelry pins for use on hats
hat jewelry
necklaces
necklaces [jewellery]
chaplets
body-piercing jewelry
rings [jewelry]
ankle bracelets
ankle bracelets (Jewelry)
platinum rings [jewelry]
bangle bracelets
fitted covers for jewelry rings to
protect against impact, abrasion,
and damage to the ring’s band and
stones
anklets [jewelry]
jewelry findings
jewelry rolls for storage
jewelry brooches
jewelry rolls
clasps for jewellery
jewelry stickpins
lockets [jewellery]
jewellery chains
jewel pendants
ornaments of precious metal in the
nature of jewelry
tips of precious metal for bolo ties
amulets [jewellery]
brooches [jewe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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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류 G4509, G4401, G4510
비귀금속제 넥타이핀
수브하(묵주)
스카프용 보석클립
식별용 보석팔찌
십자가(장신구)
십자가상(장신구)
아동용 장신구
약혼반지
여성용 장신구
여행용 보석보관용 롤파우치
염주
왕관
옷깃용 귀금속제 배지
옷깃용 핀(보석)
은반지
자수직물제 팔찌(장신구)

tie pins not of precious metal

장식용 모자핀
장식용 옷핀
장식핀
장신구 제조용 비즈
장신구용 모자핀
참(장신구)
체인(장신구)
클립 귀걸이
타이클립

ornamental hat pins

팔찌(장신구)

bracelets [jewelry]

팔찌용 귀금속제 보석체인

jewelry chains of precious metal for
bracelets

펜던트(장신구)

pendants [jewelry]

피어싱용 클립 온 귀걸이용 보
석제 클립

jewelry clips for adapting pierced
earrings to clip-on earrings

핀(장신구)

pins [jewellery]

후원팔찌

charity bracelets

흑옥제 장식품

ornaments of jet

misbaha [prayer beads]
identification bracelets [jewelry]
crosses [jewelry]
children's jewelry
engagement rings
women's jewelry
jewelry rolls for travel
buddhist rosaries
diadems
lapel badges of precious metal
lapel pins [jewelry]
silver rings [jewelry]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일반금속제 조각품(제6류/G5203)
- 혼응지제 조각품(제16류/G5203)
- 석제 조각품, 콘크리트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제19류/
G5203)
- 목제 조각품, 밀랍제 조각품, 석고제 조각품, 플라스틱제 조각품
(제20류/G5203)
- 자기제 조각품, 테라코타제 조각품, 유리제 조각품(제21류/
G5203)

bracelets made of embroidered
textile [jewelry]

포함되는 상품(예시)
귀금속 및 그 합금제 동상

ornamental pins

귀금속 및 그 합금제 소입상

beads for making jewellery

귀금속제 마리아상

jewelry hatpins
jewelry charms
chains [jewellery]
clip earrings
tie clips

상품의 범위
◦ 커프스 단추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단추고리(제21류/G4510)
- 구두용 파스너, 구두용 훅(제26류/G2702)
- 단추, 지퍼(제26류/G4510)

포함되는 상품(예시)

유사상품 심사기준

◦ 귀금속을 주된 재료로 한 조각품
◦ 위에 준하는 귀금속제 예술품

crucifixes as jewelry

[제14류/G4510] 커프스(Cuffs)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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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범위

scarf clips being jewelry

ornamental lapel pins

귀금속제 커프스 단추
자기제 커프스 단추
커프스 단추

[제14류/G5203] 귀금속제 조각품

cuff links of precious metal
cuff links made of porcelain
cuff-links

귀금속제 모형 상(장식품)
귀금속제 및 그 합금제 상
귀금속제 및 그 합금제 소입상
귀금속제 불상
귀금속제 상(像)
귀금속제 소입상(小立像)
귀금속제 십자가상(장신구는
제외)
귀금속제 예수상
귀금속제 조각품
귀금속제 종교상(像)

statues of precious metal and their
alloys
statuettes of precious metal and their
alloys
statues of the Virgin Mary (of
precious metal)
model figures [ornaments] made of
precious metal
statues of precious metal and
precious metal alloys
statuettes of precious metal and
precious metal alloys
statues of Buddha (of precious metal)
statues of precious metal
figures of precious metal
crucifixes of precious metal, other
than jewelry
statues of Jesus (of precious metal)
works of art of precious metal
statues of precious metal of religious
icons

귀금속제 탁상용 조상

desktop statuary made of precious
metal

귀금속제 흉상
금제 소입상(小立像)
나무장식품을 제외한 귀금속제
축제장식품

busts of precious metals

모조금제 소입상(小立像)
은제 소입상(小立像)

figurines made of imitation gold

figurines made of gold
holiday ornaments [figurines] of
precious metal, other than tree
ornaments
figurines made of silver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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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악보대 및 악기용 받침대; 지휘봉
(Musical instruments; music stands and stands for musical instruments;
conductors' batons)

본류에는 주로 악기, 그 부속품 및 액세서리가 포함된다.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기계식 피아노 및 그 부속품(예: 배럴오르간, 기계식 피아노, 기계식 피아노용
음강도 조정기, 로봇식 드럼)
- 뮤직박스
- 전기 및 전자악기류
- 악기용 현/리드/현조임기 및 페달
- 소리굽쇠, 조율해머
- 현악기용 칼러포니(로진)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음향의 녹음용, 전송용, 증폭용, 재생용 장치(예: 전기식 및 전자식 음악효과
장비, 와우와우 페달, 오디오 인터페이스, 오디오믹서(오디오기기, 서브우퍼)
(제9류))
- 내려받기 가능한 음악 파일(9류)
-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악보(제9류), 인쇄된 악보(제16류)
- 음악용 주크박스(제9류)
- 메트로놈(제9류)
- 멜로디연하장(제16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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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금(木琴)
북(한국악기)

15류

[제15류/G3610] 악기 조율기
상품의 범위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적(笛)
징
호궁

- 악기(제15류/G510102)

악기용 튜너
전자악기용 튜너
조율해머

intensity regulators for mechanical
pianos
tuning apparatus for musical
instruments
tuners for musical instruments
tuners for electronic musical
instruments
tuning hammers

[제15류/G510102] 악기, 연주보조용품
상품의 범위
◦ 음악 연주를 위한 기구(악기)
․ 전기식, 전자식, 기계식 등 각종의 악기를 모두 포함함.
◦ 연주보조용품
◦ 악기의 부품 및 부속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레코드플레이어(제9류/G390701)
- 음반, 음악이 수록된 전자매체(제9류/G510101)
- 악보(제16류/G5206)
- 완구용 악기(제28류/G4301)

협의의 포괄명칭
악기
연주보조용품
전자악기

musical instruments
auxiliary articles for musical
instruments
electronic musical instruments

포함되는 상품(예시)
1. 국악기 (예시)
가야금

Korean zither with twelve strings
[Ga-ya-geum]

거문고

Korean zither with six strings
[Geo-mun-go]

구금(口琴)(악기)
꽹과리

jews' harps [musical instruments]

단소
대금

Korean musical instruments/
drumsticks (Bukchae)
instruments for court music
Korean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s (Janggu)
Korean flute (Jeok)
gongs
oriental fiddles [kokyu]

2. 중국식 악기 (예시)

포함되는 상품(예시)
기계식 피아노용 음강도
조정기
악기 조율기

Korean musical instruments/drums
(Buk)
skins for drums

북용 가죽
북채(한국악기)
아악기
장구

◦ 악기조율용 기구

xylophones

Korean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
(Kwaenggwari)
short bamboo flutes [Danso]
Korean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
(Daegeum)

비파(중국식 기타)

pipa [Chinese guitars]

셍(중국식 악기)

sheng [Chinese musical wind
instruments]
suona [Chinese trumpets]

슈오나(중국식 트럼펫)
악기용 줄
휴킨(중국식 바이올린)

straps for musical instruments
huqin [Chinese violins]

3. 국악기 및 중국식 악기를 제외한 악기 (예시)
구멍뚫린 두루마리악보
금관악기
기계식 피아노
기타
기타 새들
기타 이펙터
기타 전용 커버
기타용 어깨끈
기타용 카포
기타용 피크
기타줄
대나무 플루트
더블바순
더블베이스
더블베이스용 각봉
덜시머
동양식 하프(코토)
드럼 및 타악기
드럼 연습용 패드
드럼(악기)
드럼머신
드럼용 가죽
드럼채
디지털 피아노
래틀(악기)
로봇식 드럼
류트(악기)
리드(악기)
리라
리코더
마림바
만돌라
만돌린

perforated music rolls
brass instruments
mechanical pianos
guitars
guitar saddles
effectors for guitars
covers adapted for guitars
guitar straps
guitar capo
guitar picks
guitar strings
bamboo flutes
double bassoons
double basses
end pins for double basses
dulcimers
oriental harps [koto]
drums and percussion instruments
drum practice pads
drums [musical instruments]
drum machines
drumheads
drumsticks
digital pianos
rattles [musical instruments]
robotic drums
lutes [musical instruments]
reeds
lyres
recorders [musical instruments]
marimbas
mandolas
mandol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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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로디언
멜로디카
목관악기
목관악기 마우스피스용 리드
뮤직 신시사이저
뮤직박스
뮤직박스(완구는 제외)
바순
바이올린
바이올린 턱받침
반도니온(소형 아코디언)
발랄라이카(현악기)
배럴오르간
백파이프
밴조
벅신(트럼펫)
베이스(악기)
베이스기타
벨달린 모자(악기)
봉고 드럼
비올라
색소폰
수직형 대나무 피리(쇼오)
수직형 대나무 피리(히치리키)
스네어드럼
스네어드럼용 스네어와이어
스틸드럼(악기)
심벌즈
싱잉볼
아코디언
악기 고정용 가방
악기용 건반
악기용 리드
악기용 마우스피스
악기용 말렛
악기용 받침대
악기용 밸브
악기용 브리지
악기용 송풍기
악기용 약음기(弱音器)
악기용 장현(腸弦)
악기용 전자건반
악기용 케이스
악기용 키
악기용 페달
악기용 피크(picks)
악기용 현
악기용 현조임기
악기용 활
악기용 활너트
악기용 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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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

melodion
melodicas
woodwind instruments
reeds for use in woodwind
mouthpieces
music synthesizers
musical boxes
musical boxes [not toys]
bassoon
violins
chin rests for violins
bandonions
balalaikas [stringed musical
instruments]
barrel organs
bagpipes
banjos
buccins [trumpets]
basses [musical instruments]
bass guitars
hats with bells [musical instruments]
bongo drums
violas
saxophones
bamboo vertical pipes (shoh)
bamboo vertical pipes (hichiriki)
snare drums
snare wires for use with snare drums
steel drums [musical instruments]
cymbals
singing bowls
accordions
bags specially adapted for holding
musical instruments
keyboards for musical instruments
reeds for musical instruments
mouthpieces for musical instruments
mallets for musical instruments
stands for musical instruments
valves for musical instruments
bridges for musical instruments
bellows for musical instruments
dampers for musical instruments
catgut for musical instruments
electronic musical keyboards
cases for musical instruments
keys for musical instruments
pedals for musical instruments
picks for stringed instruments
strings for musical instruments
pegs for musical instruments
bows for musical instruments
bow nuts for musical instruments
sticks for bows for musical
instruments

양악기
양악기용 현
어쿠스틱 기타
어쿠스틱 베이스기타
오르간
오르간용 바람파이프
오보에
오카리나
오픈 홀 플루트의 닫힌 홀
플루트로의 전환용 마개
우쿨렐레
유포니엄
음악 키보드 운반케이스
음악 피치파이프
일본 현악기
일본식 3현 기타(샤미센)
일본식 드럼(타이코)
일본식 류트(비파)
일본식 전통악기
일본식 퉁소(샤쿠하치)
일본식 프렉트럼(바치)
일본식 피리(요코부에)
일본식 피크(추메)
일본식 핸드드럼(츠즈미)
일본식 현악기용 현
전기 및 전자식 악기
전기 베이스
전기 베이스 기타
전기 카리용
전기기타
전기악기
전기오르간
전자드럼
전자식 드럼패드
전자오르간
전자피아노
차임(악기)

western style musical instruments
strings for western musical
instruments
acoustic guitars
acoustic bass guitars
organs
wind pipes for organs
oboes
ocarinas
plugs for converting open hole flutes
to closed hole flutes
ukeleles
euphoniums
cases for carrying musical keyboards
music pitch pipes
Japanese-style stringed instruments
three-stringed Japanese guitars
(shamisen)
Japanese drums (taiko)
Japanese lutes [biwa]
Japanese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s
Japanese bamboo clarinets
(shakuhachi)
Japanese plectrums [bachi]
Japanese flutes (yokobue)
Japanese picks [tsume]
Japanese hand drums (tsuzumi)
strings for Japanese style stringed
instruments
electric and electronic musical
instruments
electric basses
electric bass guitars
electric carillons [musical instruments]
electric guitars
electric musical instruments
electric organs
electronic drums
electronic drum pads
electronic organs
electronic pianos
musical chimes [musical
instruments]

철금(鐵琴)
첼로
첼로 및 더블베이스용 각봉

glockenspiels

첼로용 각봉
첼로용 각봉 스토퍼
치터(양금)
카리용(악기)
카우벨(악기)
카주피리(악기)
카포
캐스터네츠

end pins for cellos

cellos
end pins for cellos and double
basses
cello endpin stoppers
zithers
carillons [musical instruments]
cowbells being musical instruments
kazoos
capos
castanets

15류 G510102
캐틀드럼
캐틀드럼틀
코넷(악기)
코퀴(동양식 피들)
콘서티나
콘트라베이스
콩가 드럼
크로마하프
클라리넷
클라리온
클래식기타
타악기
탐탐
탬버린
튜바
트라이앵글(악기)
트럼본
트럼펫
팀파니
프렉트렘(현악기용 채)
플루트
피아노
피아노건반
피아노용 뮤직롤
피아노키
피아노현
피콜로
하모늄
하모니카
하프
하프시코드
하프현
핸드벨(악기)
현악기
현악기 활용 말털

kettledrums

현악기용 핑거보드

fingerboards for stringed musical
instruments

호른
호른(악기)
휴대용 연습용 기타

horns

현악기용 수지

kettledrum frames
cornets [musical instruments]
kokyu [oriental fiddles]
concertinas

colophony for stringed musical
instruments

5. 소리굽쇠 (예시)
소리굽쇠

tuning forks

contrabass
conga drums
chromaharps
clarionets
clarions
classic guitars
percussion instruments
tom-toms
tambourines
tubas
triangles [musical instruments]
trombones
trumpets
timpani
plectrums
flutes
pianos
piano keyboards
music rolls [piano]
piano keys
piano strings
piccolos
harmoniums
harmonicas
harps
harpsichords
harp strings
handbells [musical instruments]
stringed musical instruments
horsehair for bows for musical
instruments

horns [musical instruments]
portable guitars for chord practice

4. 연주보조품 (예시)
고적대 지휘봉
보면대
악기용 하네스
악보대
악보용 페이지회전장치
접이식 기타 스탠드 및 좌석

conductor’s batons for a drum and
fife band
music-rack
musical instrument harnesses
music stands
turning apparatus for sheet music
collapsible guitar stand and seat
combination

지휘봉
피아노 연주자용 두루마리악보

conductors' batons

현악기용 로진

rosin for stringed musical instruments

perforated music rolls for use in
mechanical pi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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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및 판지; 인쇄물; 제본재료; 사진; 문방구 및 사무용품(가구는 제외);
문방구용 또는 가정용 접착제; 제도용구 및 미술용 재료; 회화용 솔;
교재; 포장용 플라스틱제 시트, 필름 및 가방; 인쇄활자, 프린팅블록
(Paper and cardboard; printed matter; bookbinding material; photographs;
stationery and office requisites, except furniture; adhesives for stationery
or household purposes; drawing materials and materials for artists;
paintbrushes; instructional and teaching materials; plastic sheets, films
and bags for wrapping and packaging; printers' type, printing blocks)

본류에는 주로 종이, 종이제품 및 사무용품이 포함된다.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페이퍼나이프 및 종이절단기
- 종이보관용 케이스, 커버 및 장치(예: 서류파일, 머니클립, 수표장홀더, 종이클립, 여권
홀더, 스크랩북)
- 특정 사무용 기계(예: 타자기, 복사기, 사무용 요금별납 일부인 소인기, 연필깎이)
- 미술용 및 실내외 미술용 회화용품(예: 미술용 수채화접시, 회화용 이젤 및 팔레트,
페인트 롤러 및 쟁반)
- 일회용 종이제품(예: 종이제 턱받이, 손수건 및 테이블린넨)
-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달리 분류되지 않는 특정 종이제 또는 판지제 제품(예: 포장용
종이제 가방, 봉투 및 용기, 혼응지제 소입상(混凝紙製 小立像)과 같은 종이제 또는
판지제 상(像), 소입상(小立像) 및 조각품, 표구되거나 표구 안된 석판화, 회화 및 수채화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도료 및 그림물감(제2류)
예술가용 수공구(예: 국자, 조각용 끌)(제8류)
교육장치(예: 시청각 교육장치, 응급처치용 마네킹(제9류) 및 모형완구(제28류))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 특정 종이제 또는 판지제 제품(예: 사진인화지(제1류),
연마지(제3류), 실내창문용 종이제 블라인드(제20류), 식탁용 종이컵 및 종이접시(제21류),
종이제 침대 린넨(제24류), 종이옷(제25류), 권연말음종이(제3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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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구용 또는 가정용 젤라틴 풀
(gelatine glue for stationary or
household purposes)

문방구 또는 가정용 홍조류 젤라틴 성분의 풀
(red algae gelatin glue for stationery
or household purposes)
문방구 또는 가정용 홍조류 젤라틴 성분의
풀(후노리)
(red algae gelatine glue, for stationery
or household purposes (funori))
문방구용 또는 가정용 고무풀
(gums [adhesives] for stationery or
household purposes)
문방구용 또는 가정용 글루텐(아교)
(gluten [glue] for stationery or
household purposes)
문방구용 또는 가정용 녹말풀
(starch paste [adhesive] for stationery
or household purposes)
문방구용 또는 가정용 라텍스 접착제
(latex glue for stationery or household
purposes)

N16002

문방구용 또는 가정용 풀 및 기타 접착제
(pastes and other adhesives for
stationery or household purposes)

【포괄상품명칭 목록】
포괄상품명칭

G1002,
G2202

유사군코드 (구)포괄코드
G1002,
G2202

N16002

문방구용 또는 가정용 풀
(pastes for stationery or household
purposes)
문방구용 또는 가정용 플라스틱 접착제
(plastic adhesives for stationery or
household purposes)
문방구용 및 가정용 자기점착테이프
(self-adhesive tapes for stationery
and household purposes)
문방구용 및 가정용 접착제
(adhesives for stationery and
household use)
수공예용/가정용 또는 문방구용 풀인 반석
용 접착제
(banjaku-nori [paste for handicraft,
for stationery or household
purposes])
종이상자밀봉용 테이프
(paper carton sealing tape)
종이제 패턴
(paper patterns)

G1824,
N16008
G2202,
G520102

종이 또는 카드보드제 충전재료
(stuffing of paper or cardboard)

G210101, N16009
G2504

문방구용 또는 가정용 부레풀
(isinglass for stationery or household
purposes)

타자기 및 사무용품(가구는 제외)
(typewriters and office requisites
[except furniture])

G2202,
G3601

N16005

문방구용 또는 가정용 수공예 풀(반자쿠-노리)
(paste for handicraft, for stationery or
household purposes (banjaku-nori))

포장용 플라스틱 재료
(plastic materials for packaging)

G2401,
G2504

N16007

공업용 종이제 포장용기
(industrial packaging containers of
paper)

G2503,
G2504

N16001

문방구용 또는 가정용 막대풀
(glue sticks for stationery or
household purposes)

문방구용 또는 가정용 자기접착테이프
(self-adhesive tapes for stationery or
household purposes)
문방구용 또는 가정용 점성고무테이프
(gummed tape for stationery or
household purposes)
문방구용 또는 가정용 접착밴드
(adhesive bands for stationery or
household purposes)
문방구용 또는 가정용 접착제
(adhesives [glues] for stationery or
household purposes)
문방구용 또는 가정용 접착테이프 디스펜서
(adhesive tape dispensers for
stationery or household purposes)
문방구용 또는 가정용 접착테이프
(adhesive tapes for stationery or
household purposes)

식품 및 음료용 판지제 용기
(cardboard carriers for food and
beverages)
판지제 용기
(cardboard containers)
포장용 판지제 용기
(containers of cardboard for
packaging)
그래픽인쇄물 및 그래픽회화
(graphic prints and representations)

G520102,
G5202

색견본형태의 인쇄물
(printed material in the nature of color
samples)

G520102, N16004
G5206

이벤트 프로그램
(even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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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류
인쇄 형태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데이
터처리 프로그램이 기록된 인쇄물
(software programmes and data
processing programmes in printed
form)

G520102, N16004
G5206

인쇄된 이벤트 프로그램
(printed event programs)
인쇄물
(printed matter)

가정용 순간접착제
가정용 아교풀
가정용 알루미늄 점착테이프
가정용 양면 점착테이프

double-sided adhesive tapes for
household use

가정용 자기점착테이프

self-adhesive tapes for household
purposes
adhesives for household purposes
(other than for stationery use)
adhesive tapes for household
purposes
gelatine glue for stationery or
household purposes
paper adhesive tapes for household
use
glue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접착제(문방구용은 제외)
가정용 접착테이프

[제16류/G0902] 시가용 밴드
상품의 범위
◦ 시가(여송연) 제조에 쓰이는 접착성 밴드(Band)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인쇄물(서적 및 정기간행물은 제외)(제16류/G520102)
- 시가(여송연) (제34류/G0901)
- 흡연용구(제34류/G0902)

포함되는 상품(예시)
시가용 밴드

cigar bands

instant glues for household
purposes
adhesives (glues) for household
purposes
aluminum adhesive tapes for
household use

가정용 젤라틴풀
가정용 종이 점착테이프
가정용 풀
가정용 플라스틱 접착제
냉동보존용 식품용기 테이프
냉장고용 식품봉투 밀봉테이프

plastic adhesives for household or
domestic use
food container tapes for
cryopreservation
food bag tape for freezer use

[제16류/G1401] 종이제 쓰레기봉투, 플라스틱제 쓰레기
봉투
상품의 범위

[제16류/G1002] 가정용 접착제(문방구용은 제외), 가정용
접착테이프
상품의 범위
◦ 가정에서 사용하는 접착성 물질(풀/접착제)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공업용 접착제(제1류/G1002)
- 세탁용 풀(제3류/G1002)
- 화장용 접착제(제3류/G120401)
- 의치용 접착제(제5류/G110301)
- 문방구용/사무용 접착제(제16류/G2202)
- 포장용 접착테이프(문방구용/의료용/가정용은 제외)
(제17류/G1002)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정용 OPP테이프
가정용 고무접착제
가정용 고무풀
가정용 녹말풀
가정용 박스테이프
가정용 부레풀
가정용 섬유접착제
가정용 셀로판 점착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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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

OPP tapes for household use
rubber cement for household use
gums (adhesives) for household
purposes
starch paste (adhesive) for household
purposes
paper carton sealing tape for
household use
isinglass for household purposes
fabric glue for household purposes
cellophane adhesive tapes for
household use

◦ 종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쓰레기 전용 봉투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포장용 종이제 또는 플라스틱제 포대(제16류/G2504)
- 빗자루 손잡이(제21류/G1401)
- 세탁 및 청소용구(전기식은 제외)(제21류/G1401)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정용 비닐제 쓰레기봉투
가정용 생분해성 플라스틱제
음식 쓰레기 봉투
가정용 종이제 쓰레기봉투
가정용 종이제 음식 쓰레기봉투
가정용 플라스틱제 쓰레기봉투
가정용 플라스틱제 음식
쓰레기봉투
속옷 처리용 플라스틱제 봉투
쓰레기 수거용 비닐봉투
애완동물 배설물 처리용
플라스틱제 백
종이제 또는 플라스틱제
쓰레기봉투
종이제 쓰레기봉투
종이제 애완동물 배변봉투
플라스틱제 쓰레기봉투

garbage bags of vinyl for household
use
food waste bags of biodegradable
plastic for household use
garbage bags of paper [for household
use]
food waste bags of paper for
household use
garbage bags of plastics [for
household use]
food waste bags of plastics for
household use
plastic bags for undergarment
disposal
vinyl bags for garbage collection
plastic bags for pet waste disposal
rubbish bags (made of paper or
plastic materials)
garbage bags of paper
pet waste bags of paper
garbage bags of plastic

16류 G1809

[제16류/G1803] 은박지, 주방용 호일

종이제 간판

signboards of paper

종이제 걸이용 태그

paper hangtags

종이제 광고판

advertising signs of paper

종이제 또는 판지제 간판

signboards of paper or cardboard

종이제 또는 판지제 게시판

placards of paper or cardboard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종이제 또는 판지제 광고판

advertisement boards of paper or
cardboard

- 금속제 바구니(제6류/G1803)
- 국자, 숟가락, 채소용 강판(제8류/G1803)
- 가스그릴,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요리용 석쇠장치(제11류/G1803)
- 포장용 플라스틱제 필름(제16류/G2401)
- 차주전자용 보온 커버(제21류/G1801)
- 가정용 식음료준비기구(전기식은 제외), 식품저장용기, 음료용
빨대(제21류/G1803)
- 주방용 직물제 수건(제24류/G1803)

종이제 또는 판지제 라벨
종이제 또는 판지제 인쇄된 광고판

labels of paper or cardboard

종이제 라벨

paper labels

종이제 명찰

paper name badges

종이제 선물용 태그

paper gift tags

종이제 선적용 라벨

shipping labels of paper

종이제 수하물 상환증 태그

baggage claim check tags of paper

종이제 식별용 태그

identification tags of paper

종이제 앰블렘

paper emblems

종이제 인쇄된 광고판

printed advertising boards of paper

종이제 접착라벨

adhesive labels of paper

bags for microwave cooking

종이제 표찰

labels of paper

bags for microwave use

종이제 품질표시표

hangtags of paper

plastic foils for kitchen use

종이제 플래카드

placards of paper

판지제 간판

cardboard signboards

판지제 걸이용 태그

cardboard hangtags

판지제 광고판

advertising signs of cardboard

판지제 라벨

labels of cardboard

판지제 명찰

badges of cardboard

판지제 인쇄된 광고판

printed advertising boards of
cardboard

판지제 품질표시표
판지제 플래카드

hangtags of cardboard

상품의 범위
◦ 은박지, 주방용 호일, 전자레인지요리용 백
◦ 제16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주로 주방에서 쓰이는 것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스레인지의 이물받침용
알루미늄호일
은박지
전자레인지 요리용 백
전자레인지용 백
주방용 호일

aluminium foils for collecting gas
range dirt
silver paper

[제16류/G1808] 종이제 또는 판지제 간판
상품의 범위
◦ 종이 또는 판지로 만든 간판(안내판/게시판)
◦ 종이 또는 판지로 만든 표찰
◦ 위에 준하는 종이 또는 판지제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간판, 금속제 표지판, 금속제 표찰(제6류/G1808)
- 비금속제 광고기둥(제19류/G1808)
- 목제 간판, 플라스틱제 간판, 비금속제 표찰(제20류/G1808)
- 자기제 간판, 유리제 간판(제21류/G1808)
- 직물제 라벨(제24류/G1808)
- 경기용 번호표(제26류/G1808)

포함되는 상품(예시)
막대형 종이제 가격라벨
벽장식용 종이제 광고판

stick price labels of paper

벽장식용 판지제 광고판

billboards of cardboard for wall
decoration

비어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인쇄된 종이제 라벨
비직물제 진열장 네임텍
손잡이 부착용 종이제 태그
수쇄된 종이제 와인병 라벨

blank or partially printed paper labels

신분증명용 종이제 태그
인쇄된 종이제 간판

billboards of paper for wall
decoration

printed advertising boards of paper
or cardboard

placards of cardboard

[제16류/G1809] 종이제 기(旗)
상품의 범위
◦ 종이로 만든 기(배너)
◦ 기(旗)에 준하는 종이제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비금속제 장대(제20류/G1809)
- 직물제 또는 플라스틱제 기(旗)(제24류/G1809)

포함되는 상품(예시)
종이제 국기(國旗)
종이제 기 및 페넌트

national flags of paper

showcase name tags (not of textile)
tags of paper for handle attachment

종이제 기(旗)

flags of paper

handpainted wine bottle labels of
paper

종이제 배너

banners of paper

tags of paper for identification

종이제 장식깃발

paper bunting

printed paper signs

종이제 페넌트

pennants of paper

flags and pennants of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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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류 G1815

[제16류/G1815] 종이제 화분커버
상품의 범위
◦ 종이로 만든 화분용 커버
◦ 위에 준하는 종이제 원예용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꽃꽂이용 폼 서포트(반가공품)(제17류/G1815)
- 초목용 비금속제 지지목(제20류/G1815)
- 화분, 실내식물재배용 테라리엄, 물뿌리개(제21류/G1815)

포함되는 상품(예시)
종이제 화분커버

◦ 재봉용 초크
◦ 위에 준하는 종이제 바느질용품(재봉용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다리미, 비전기식 재봉인두(제8류/G1824)
- 가열다리미용 히터(제11류/G1824)
- 분필(제16류/G2202)
- 인쇄된 옷본(제16류/G520102)
- 수틀, 목제 실패(제20류/G1824)
- 다림질대(제21류/G1824)
- 자수용 도안직물(제24류/G1824)
- 바늘꽂이, 바늘쌈지, 재봉상자, 재봉용 받침대(제26류/G1824)

포함되는 상품(예시)

flower-pot covers of paper

[제16류/G1817] 강아지 운동용 종이제 또는 셀룰로오
스제 일회용 패드
상품의 범위
◦ 강아지 운동용 종이제 또는 셀룰로오스제 일회용 패드

수예용 종이
수예용 판지
스테아타이트(재봉용 초크)
자수용 도안형지
재봉용 초크
종이에 인쇄된 자수용 도안형지
편물용 목수단옷본

craft paper [arts and crafts]
cardboards for handicraft
steatite [tailor's chalk]
embroidery designs [patterns]
tailors' chalk
embroidery design patterns printed
on paper
patterns for flower knitting

포함되는 상품(예시)
강아지 운동용 종이제 또는
셀룰로오스제 일회용 패드
애완동물용 종이제 또는
셀룰로오스제 일회용 패드
플라스틱제 백 형태의 고양이
상자용 라이너

disposable housebreaking pads of
paper or cellulose for use in training
puppies
disposable housebreaking pads of
paper or cellulose for pets
cat box liners in the form of plastic
bags

[제16류/G1821] 종이제 변기시트커버

[제16류/G210101] 종이, 판지
상품의 범위
◦ 종이의 원지(原紙)
․ 주로 기초 가공한 종이를 의미하며, 특정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종
이를 조립, 변형하거나 따로 세공한 것은 그 용도에 따라 분류
◦ 양지, 회화 및 서예용 종이, 판지, 셀로판지, 합성지, 의혁지
◦ 위에 준하는 종이 기초제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상품의 범위
◦ 종이제 변기시트 커버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변기, 비데(제11류/G1821)
- 침실용 간이변기, 화장지걸이(제21류/G1821)
- 직물제 변기 시트커버(제24류/G1821)

포함되는 상품(예시)
변기 커버종이
비닐제 변기시트커버
종이제 변기시트커버
종이제 변기용 라이너

toilet seat cover paper
vinyl toilet bowls sheet cover
fitted toilet lid covers of paper

협의의 포괄명칭

toilet bowl liners of paper

[제16류/G1824] 자수용 도안형지, 재봉용 초크(Chalk)
상품의 범위
◦ 자수용 도안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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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시험지(제1류/G210101)
- 청사진지, 사진인화지, 광도측정지(제1류/ G3404)
- 부활절 달걀 착색용지(제2류/G210101)
- 방충지(제5류/G210101)
- 화장지, 종이제 냅킨, 종이제 수건, 화장 제거용 종이
티슈(제16류/G2102)
- 견출지, 방안지(가공된 그래픽용지), 메모지(제16류/G2202)
- 종이제 상자, 판지제 상자(제16류/G2503)
- 종이제 테이블매트(제16류/G2602)
- 석면지(제17류/G210101)
- 벽지(제27류/G210102)

유사상품 심사기준

종이
판지
표지

paper
paperboard [cardboard]
millboard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방 및 포대 제조용 종이
가방용 종이

paper for making bags and sacks
paper for bags and sacks

16류 G210101
가산기용 종이
가정용 및 공업용 종이
가정용 종이
감압 복사지
감열지
건식 인쇄용지
건조용 두루마리종이
겉표지
계산기용 두루마리종이
계산기용 종이테이프
골심지
골판지
골판지의 가운데 판지
곰팡이방제용 종이
공업용 종이
공예용 종이
공책용지
구김지
그래픽아트용 종이
글라신지(紙)
금속이 함유된 선물 포장용지
기록기계용 종이
꽃 포장 및 꽃 디스플레이용
처리된 종이
꽃포장용지
내산지(耐酸紙)
냅킨용 종이
눈썹용 등사원지
달력용지
데이터 처리용 종이테이프
도화지
동전용 포장지
두꺼운 일본식 종이(호쇼-가미)
등사기용 잉크시트
등사원지
등사원지 제조용 안피지
등사원지(완성품)
등사원지재료용 티슈용지
(안피지)
등유용지(왁스처리종이)
디지털 인쇄용지
라벨용지
라이스지
라이스지(식품제외)
레이저프린터용 종이
리필용 종이
마그네틱용지
마닐라 용지
마닐라 판지
마분지
마스킹 페이퍼
멀치(농작물 덮개)용 종이

adding machine paper
paper for household and industrial
use
paper for household purposes
carbonless paper
heat sensitive paper
xerographic paper
paper rolls for drying purposes
outer cover papers
paper rolls for calculating machines
paper tapes for calculators
fluted paper
corrugated cardboard
linerboard for corrugated cardboard
mildewproof paper
paper for industrial purposes
paper for crafts
notebook paper
creases paper
paper for use in the graphic arts
industry
glassine paper
metallic gift wrap
paper for recording machines
treated paper for wrapping flowers
and floral displays
wrapping paper for flower
acid-resistant paper
paper for napkin
eyebrow stencils
calendered paper
paper tape for use in data processing
drawing paper
coin wrappers of paper
thick Japanese paper [hosho-gami]
inking sheets for duplicators
stencils
tissue paper for making stencil paper
stencil paper [finished products]
tissue paper for use as material of
stencil paper (ganpishi)
paraffined paper [waxed paper]
digital printing paper
label paper
rice paper
rice paper(Except for food)
laser print paper
filler paper
magnetic paper
manila paper
manila board
strawboard paper
masking papers
mulch paper

메이즈자 양피지
메이즈자 케이스
명함용지
목재펄프제 종이
무선전신용지
문서복사기용 잉크시트

mezuzah parchments
mezuzah cases
business card paper
wood pulp paper
paper for radiograms

미술용 종이
반가공 명함용지
반가공 종이
발광지
방수지
방습용 셀로판지
방유지
방청포장지
방화지
백라이트용 합성필름지(인쇄용)
백판지
벽지 제조용 종이

inking sheets for document
reproducing machines
art paper
business card paper [semi-finished]
semi-processed paper
luminous paper
waterproof paper
moistureproof cellophane paper
oilproof paper
anti-rust wrapping paper
fireproof paper
synthetic film for backlight for printing
white paperboard
paper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wallpaper

벽지용 등사원지
복사기 용지
복사용지
본드지
봉투용 종이
봉함용 종이
부유물 흡착지
불투명지
비코팅지
사진인쇄용 종이(화학식 감광된
것은 제외)
사진인쇄용지
색도화지
색판지
서적용지
서적커버용지
선물포장용지
선반용 종이
선화지

wallpaper stencils

섬유지
셀로판지
손톱용 등사원지
슈퍼캘린더 인쇄용지
식음료 장식용 등사원지

fiber paper

식품포장용지
신문용지
심전계용 종이
쌀포장지
아이보리 마닐라판지
아이보리 종이
안감종이
안전지

food wrapping paper

paper for photocopies
duplicating paper
bond paper
envelope paper
shields [paper seals]
gummed paper
opaque paper
uncoated paper
paper for printing photographs [not
chemically sensitized]
paper for printing photographs
construction paper
colorboard [colored paperboard]
book papers
book-cover paper
gift-wrapping paper
shelf paper
cardboard made from paper mulberry
(senkasi)
cellophane paper
nail stencils
supercalendered printing paper
stencils for decorating food and
beverages
newsprint paper
electrocardiograph paper
rice wrapping paper
ivory manilaboard
ivory paper
lining paper
safety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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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류 G210101
안피지
애니메이션 셀
양면골판지
양파껍질 종이
어군탐지기용 습식기록지
여과지
열전사지
염료승화용지
오프셋 인쇄용지
와시
왁스 본드지
왁스처리종이
외과용 드레이프 제조용 종이
운모지(雲母紙)
유지(油紙)
인도지(紙)
인쇄업용 이미지 복제용 잉크
시트
인쇄용지
인조가죽 종이
인조종이
일본식 수공예용 종이
일본식 실내 칸막이미닫이용
종이(푸수마가미)
일본식 장지 종이(쇼지가미)
일본식 종이(토리노코-가미)
잉크젯 용지
잉크젯 프린터용 투명필름지
잉크젯 프린터용 합성지
잉크젯 프린터용 합성필름지
잡지용 용지
장판지
재활용 본드지
재활용지
전구지(꾸지나무로 만든 종이)
전사지(轉寫紙)
접합가공지
정전기록지
제빵용 종이
조명지
종이 및 판지
종이우산용 유지
종이제 대지
종이제 레이스
종이제 선물포장지
종이테이프
종이표지
주름종이
참고서용지
책 제본용 판지제 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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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sue paper
animation cels
double-sided corrugated cardboard
onion skin paper
wet method recording paper for fish
detector
filtering materials of paper
heat transfer paper
dye-sublimation print paper
offset paper
washi
wax bond paper
waxed paper
paper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surgical drapes
paper containing mica
oiled paper
india paper
inking sheets for the reproduction of
images in the printing industry
printing papers
imitation leather paper
synthetic paper
Japanese handicraft paper
paper for Japanese indoor sliding
partitions (fusuma-gami)
paper for Japanese sliding screens
(shoji-gami)
Japanese paper (torinoko-gami)
inkjet papers
transparent film paper for ink-jet
printers
synthetic paper for ink-jet printers
synthetic film paper for ink-jet
printers
magazine paper
oiled paper for floor
recycled bond paper
recycled paper
tengujosi [paper made from paper
mulberry]
transfer paper
laminated paper
electrostatic paper
baking paper

출판용지
카드보드지
카본용지(원지)
카세트테이프용 인쇄포장지
커피 메이커용 여과지
커피여과지
컴퓨터 용지
컴퓨터 프로그램 기록용 종이
테이프 및 카드
콤팩트디스크용 인쇄포장지
크라프트지
타자 용지
통일규격유가증권 원료용 종이
(증권지)
티백 제조용 종이
티켓스탁(인쇄용지)
판지제 보드
팩스용지
팩시밀리통신용 종이
팬시용지 스트립(탄자쿠)
팬시지
팸플릿용 오프셋 인쇄용지
펄프제 판지
페이스페인팅용 등사원지
포스트카드지
포장용 종이
포장용 판지
포장용지
프린터용 릴페이퍼
플라스틱 코팅된 복사용지
필기도화용지
필기용지
한지
합성본드지
허니컴페이퍼
형광종이
혼응지(混凝紙)
화약포장용지
황산지(黃酸紙)
황판지
회화 및 서예용 종이

publication paper
cardboard paper
carbon paper
print wrapping paper for cassette tape
paper filters for coffee makers
paper coffee filters
computer paper
paper tapes and cards for the
recordal of computer programmes
print wrapping paper for compact
discs
kraft paper
typewriting paper
paper for use as material of stock
certificates (shokenshi)
paper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tea bags
ticket stock [printing paper]
bristol boards
fax paper
facsimile transmission paper
strips of fancy paper (tanzaku)
fancy paper
offset printing paper for pamphlets
wood pulp board
stencils for face painting
postcard paper
paper for wrapping and packaging
packing cardboard
wrapping paper
reel paper for printers
plastic-coated copying paper
writing and drawing paper
writing paper
japanese paper
synthetic bond paper
honeycomb paper
fluorescent paper
papier mache
gunpowder wrapping paper
parchment paper
strawboard
papers for painting and calligraphy

lighting paper
paper and cardboard
oiled paper for paper umbrellas
(kasa-gami)
passe-partouts of paper
paper lace
paper gift wrap
paper tapes
millboard (paperboard) of paper
fluting paper [corrugating medium]
reference books paper
cardboard backing for binding books

[제16류/G2102] 종이제 수건, 종이제 티슈, 화장지
상품의 범위
◦ 종이제 수건, 종이제 티슈, 화장지
◦ 위에 준하는 위생용 종이류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종이제 테이블린넨(제16류/G2602)
- 직물제 수건(제24류/G4511)

16류 G2202
포함되는 상품(예시)
냅킨용지
두루마리휴지
애완동물용 종이제 수건
애완동물용 종이제 휴지
얼굴용 티슈
여행용 티슈
위생용 종이제 손닦는 수건
위생지
유아용 종이제 티슈
의료용 검사테이블용 종이
종이제 냅킨
종이제 손닦는 수건
종이제 손수건
종이제 수건
종이제 얼굴수건
종이제 일회용 테이블냅킨
종이제 치과용 트레이 커버
종이제 타월
종이제 티슈
종이제 페이셜 티슈
종이제 화장용 티슈
주방용 종이제 키친타월
주방용 화장지
주방용 휴지
청소용 닦는 종이
화장실용 거친 티슈
화장실용 휴지
화장용 거친 티슈
화장제거용 종이티슈
화장지

napkin paper
toilet rolls
paper towels for pets
paper tissues for pets
facial tissue

- 미술용 그림물감(제2류/G2202)
- 팔레트 나이프(제8류/G2202)
- 주판, 계산자(제9류/G2202)
- 가정용 풀(제16류/G1002)
- 문서 세단기,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타자기(제16류/G3601)

tissue for travel

협의의 포괄명칭

hygienic hand towels of paper
hygienic paper
tissue of paper for babies
paper for medical examination tables
paper napkins
hand towels of paper
handkerchiefs of paper
towels of paper
face towels of paper
disposable table napkins of paper
dental tray covers of paper
paper handtowels
paper tissues
facial tissues of paper
tissues of paper for cosmetic use
kitchen rolls [paper]
toilet paper for kitchen use
kitchen paper
paper wipes for cleaning
coarse tissue for use in toilet
paper tissues for use in toilet
coarse tissue [for toiletry use]
tissues of paper for removing
make-up
toilet paper

[제16류/G2201] 사진제판용 수정잉크
상품의 범위
◦ 사진제판용 수정잉크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인쇄잉크(제2류/G2201)

포함되는 상품(예시)
사진제판용 수정잉크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correcting ink [heliography]

[제16류/G2202] 문방구
상품의 범위
◦ 사무용지, 연필류
◦ 주로 문방구점에서 거래되는 학습 또는 사무용품

문방구
사무용품(가구는 제외)
학용품

stationery
office requisites, except furniture
school supplies [stationery]

포함되는 상품(예시)
3링 바인더
가공된 괘지(罫紙)
가공된 먹지
가죽제 서적커버
가죽제 일정관리서적 커버
강조용 마카
강조용 펜
개인용 서류철
개인용 용지분류파일
건식으로 지울 수 있는 마커
견출지
계산표
고무도장
고무밴드(사무용품)
고무스탬프
고무지우개
고무칠된 표면 급습구(給濕具)

three-ring binders

골필(骨筆)
공책
공책 디바이더
공책커버
관리표
괘지(罫紙)
귀금속제 책갈피
귀금속제 펜
귀금속제 편지 개봉기
귀금속제 필기구
그림무늬 색종이
그림물감통 및 회화용 솔
그림편지지
글자 지우개용품
글자지우개판
금전분별용 및 계산용 정리쟁반
금제 펜촉
기계식 연필깎이
기록보관용 페이지
기록용 카드
기록용 카드홀더

bone stylus (writing instruments)

ruled paper [finished products]
carbon paper [finished products]
leather book covers
leather appointment book covers
highlighting markers
highlighting pens
personal organizers
paper sorting file for personal
dry erase markers
tags for index cards
arithmetical tables
rubber stamp
rubber bands [office requisites]
rubber stamps
rubber erasers
moisteners for gummed surfaces
[office requisites]
note books
notebook dividers
notebook covers
control charts
ruled paper
book markers of precious metal
pens of precious metal
letter openers of precious metal
writing instruments of precious metals
colored paper with a drawing pattern
paint boxes and brushes
notelets
erasing products
erasing shields
trays for sorting and counting money
nibs of gold
pencil sharpeners, mechanical
archival storage pages
record cards
record card 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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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류 G2202
기자공책
나선철로 제본된 공책
낙관
낙서용 패드
날인용 스탬프
노트카드
눈금없는 자
다이어리용 사무수첩
단어암기구(문방구)
달력용 스탠드
대장(臺帳)
데스크패드
데이트북
도장
도장용 마킹용 펜
도장용 인주(印朱)
도장재료
독서대
동전수집용 앨범
동전용 매트
동전용 앨범
등사원지용 용기
등사원지판
롤러볼펜
롤러펜
루스리프식 바인더
루스리프용지
루스리프패드
리갈 패드
리필잉크
링바인더
마닐라 봉투
마닐라 폴더
마운팅 보드
마킹용 구멍을 내는 형판
마킹용 스탬프
마킹용 펜
만년필
매직보드
먹
먹물
먹물펜
메모리북(사진앨범)
메모블록
메모용 용전(用箋)
메모장
메모장 홀더
메모지
메모지꽂이
메모지분류꽂이
메모지철
메모판
메모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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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s' notebooks
spiral-bound notebooks
signature
scribble pads
impression stamps
note cards
ungraduated rulers
office notebooks for use of diaries
tools for words memorization
(stationery)
calendar stands
ledgers [books]
desk pads
date books
stamps [seals]
marking pens for seals
red ink paste used for seals
stamping implements (seals)
reading stand
albums for coins
coin mats
coin albums
stencil cases
stencil plates
rollerball pens
roller pens
loose-leaf binders
loose-leaf paper
loose-leaf pads
legal pads
ink refills
ring binders
manila envelopes
manila folders
mounting boards
punching die plate for marking
marking stamps
pens for marking
fountain pens
magic boards
ink sticks
indian inks
india ink pens
memory books [photograph albums]
memo blocks
parcel tags for memo
notepads
holders for notepads
note papers
holders for note papers
memo sorters
scratch pads
memo boards
memo pads

명찰홀더(사무용품)
명찰홀더용 수축식 릴(사무용품)
명찰홀더용 클립(사무용품)
명함첩
목재펄프제 판지(문방구)
목탄 연필
무잉크 펜
문구용 탁상깔개
문방구용 고무풀
문방구용 녹말풀
문방구용 데칼형태의 아플리케
문방구용 등사원지
문방구용 문서파일
문방구용 문서홀더
문방구용 반짝이
문방구용 반짝이 펜
문방구용 반짝이 풀
문방구용 봉인용 조성물
문방구용 봉투
문방구용 부레풀
문방구용 색인카드
문방구용 색인표
문방구용 색종이
문방구용 서류용 커버
문방구용 스티커
문방구용 연필장식
문방구용 오거나이저
문방구용 인장(印章)
문방구용 자기점착테이프
문방구용 점성고무천
문방구용 점성고무테이프
문방구용 접착제
문방구용 접착테이프
문방구용 접착펜
문방구용 접착호일
문방구용 책상 문서함(사무용구)
문방구용 책상 캐비닛
문방구용 커버
문방구용 케이스
문방구용 파일포켓
문방구용 패드
문방구용 포장지
문방구용 풀
문방구용 해초풀
문방구용 확장형 파일끼우개
문방구용 후면접착식 활자 및
숫자
문방구폴더

name badge holders [office
requisites]
retractable reels for name badge
holders [office requisites]
clips for name badge holders [office
requisites]
business card book
wood pulp board [stationery]
charcoal pencils
inkless pens
desk mats
rubber cements for stationery
starch paste for stationery
appliques in the form of decals for
stationary
stencils [stationery]
document files [stationery]
document holders [stationery]
glitter for stationery purposes
glitter pens for stationery purposes
glitter glue for stationery purposes
sealing compounds for stationery
purposes
envelopes [stationery]
isinglass for stationery purposes
index cards [stationery]
reinforced stationery tabs
colored paper for stationery
purposes
document covers [stationery]
stickers [stationery]
pencil ornaments (stationery)
organizers for stationery use
seals [stationery]
self-adhesive tapes for stationery
purposes
gummed cloth for stationery
purposes
gummed tape [stationery]
adhesives for stationery purposes
adhesive tapes for stationery
purposes
glue pens for stationery purposes
adhesive foils [stationery]
desktop cabinets for stationery
[office requisites]
desktop stationery cabinets
covers [stationery]
stationery cases
file pockets for stationery use
pads [stationery]
wrappers [stationery]
glue for stationery purposes
seaweed glue for stationery
expanding files [stationery]
adhesive-backed letters and numbers
[stationery]
stationery f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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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용 스탬프 대
문서정리함
문서파일랙
문진(文鎭)
물백묵
미니앨범
미술용 마운트
미술용 브러시
미술용 수채화 접시
미술용 연필
미술용 캔버스 패널
미술용 캔버스틀 바
미술용 파스텔
미술용 패드
미술용 펜
미술용 회화세트
미술재료
바인더클립
박스파일
방명록
방안지(가공된 그래픽용지)
범퍼 스티커
벼루
벽 차트
보드마카펜
복사용 지철(紙綴)
복사지(문방구)
볼펜
볼펜용 리필제
볼펜용 볼
볼펜팁
봉인용 스탬프
봉투
봉함용 풀
북엔드
분도기(分度器)

document stamp racks
filing box
document file racks
paperweights
aqua chalk
mini albums
art mounts
artists' brushes
artists' watercolor saucers
artists' pencils
canvas panels for artists
canvas stretcher bars for artists
artists' pastels
art pads

사무용 고무밴드
사무용 고무지우개
사무용 골무
사무용 구멍뚫기용 펀치
사무용 급습구(給濕具)
사무용 명찰
사무용 문방구
사무용 바인더
사무용 비전기식 스테플러
사무용 수정 테이프
사무용 수정액
사무용 인장(印章)
사무용 자기칠판

artists' pens

사무용 자동 접착테이프디스펜서

painting sets for artists

사무용 전기식 편지개봉기
사무용 접착재료
사무용 접착테이프디스펜서

artists' materials
binder clips
box files
guest books
plotting papers [graph paper as
finished products]
bumper stickers
ink stones [ink reservoirs]
wall charts
board marker pens
manifolds [stationery]
copying paper [stationery]
ball pens
refills for ballpoint pens
balls for ball-point pens
tips for ballpoint pens
sealing stamps
envelopes
sealing wafers
bookends
protractors for use as drawing
instruments

분필
분필지우개
분필홀더
붓
비금속제 압정
비닐제 후면접착 글자 및 숫자

chalk

비망록
비어있는 메모카드
비전기식 스테이플러
비전기식 지우개
비전기식 차트 포인터
빈 연습장
빈 종이제 공책
사무용 3링 바인더
사무용 OHP 필름

agendas

chalk erasers
chalk holders
writing brushes
tacks (not of metal)
adhesive-backed letters and
numbers made of vinyl
blank note cards
non-electric staplers
non-electric erasers
chart pointers, non-electronic
exercise books [blank]
blank paper notebooks
3-ring binder for office
OHP films for office

사무용 제침기
사무용 종이 선반
사무용 종이 시트
사무용 종이 절단기
사무용 종이제 문방구
사무용 종이제 부각기
사무용 지우개
사무용 철침
사무용 클립
사무용 파일
사무용 파일 분류기
사무용 파일 트레이
사무용 펀치
사무용 펜
사무용 풀
사무용 해면
사무용 홀펀치
사무용 활자 수정액

elastic bands for offices
rubber erasers for office
fingerstalls for office use
hole punches [office requisites]
moisteners [office requisites]
name badges [office requisites]
office stationery
binders (office supplies)
non-electric stapler for office
correcting tapes [office requisites]
correcting fluids [office requisites]
seals for offices
magnetic boards being office
requisites
automatic adhesive tape dispensers
for office use
electric letter openers for office use
adhesive materials for office use
adhesive tape dispensers [office
requisites]
stampler remover for office
paper racks [office requisites]
paper sheets [stationery]
paper cutters [office requisites]
office paper stationery
paper embossers [office requisites]
scrapers [erasers] for offices
staples for offices
clips for offices
files [office requisites]
file sorters [office requisites]
file trays [office requisites]
punches [office requisites]
pens [office requisites]
glue for the office
sponges (office requisites)
office hole punchers
correcting fluid for type [office
requisites]

사물인식용 바이오로직스가
포함된 마킹잉크
사인펜
사진 또는 미술용 마운트
사진 또는 미술용 종이제 또는
판지제 마운트
사진 보관용 포켓용 플라스틱제
페이지
사진꽂는 스탠드
사진붙이는장치(문방구)
사진앨범 페이지
사진앨범용 브래그북
사진용 마운트
사진용 앨범
사진용 접착코너

marking ink containing biologics for
use in authentication of objects
felt marking pens
photographic or art mounts
photographic or art mounts of paper
or cardboard
plastic pages with pockets for
holding photographs
photograph stands
apparatus for mounting photographs
photograph album pages
brag books [photograph albums]
photograph mounts
photo albums
adhesive corners for photo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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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용 종이제 또는 판지제 마운트
사진용 코너
삽화를 넣은 메모장
삽화용 판
색연필
색인
색인디바이더
색인책
생일을 적는 수첩
생일카드
샤프펜슬
샤프펜슬 심
샤프펜슬용 연필깎이
서류봉투
서류상자
서류용 마커
서류용 수정액
서류용 커버
서류용 홀더
서류정리케이스
서류철용 폴더
서류철하는 기구
서류첩
서류파일
서류폴더
서명용 펜
서명장
서예용 잉크
서적용 보호커버
서적용 판
서적커버
석판
석판인쇄용 분필
석필(石筆)
선물포장용 종이제 리본
섬유제 필기구
소아과용 측정 및 투약 정보차트
손가락 급습구(給濕具)
수공예 및 미술용 컬러모래
수동식 종이용 칼
수정용 연필
수정펜
수집가용 앨범
수채화 보습 팔레트
수채화보드
수첩
수표책 커버
스케치북
스코어 차트
스크랩북
스크랩북 앨범
스크랩북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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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graph mounts of paper or
cardboard
photo mounting corners
illustrated notepads
illustration boards
colored pencils
indexes
index dividers
index books
birthday books
birthday cards
mechanical pencils
mechanical pencils leads
sharpeners for mechanical pencils
jackets for papers
letter trays
document markers
correction fluids for documents
document covers
document holders
desk organizers
hanging folders
stapling presses [office requisites]
document portfolios
document files
folders for papers
signature pen
autograph books
calligraphy ink
protective covers for books
book plates
book covers
lithographic stones
chalk for lithography
slate pencils
paper bows for gift wrap
writing utensils made of fibres
pediatric measuring and medication
dosage information charts
finger moisteners
colored art and craft sand
hand-held paper knives
correcting pencils
correcting pens
albums for collectors
watercolor moisturizing palettes
watercolor boards
pocket notebooks
checkbook covers
sketch books
score charts
scrapbooks
scrapbook albums
scrapbook pages

스탬프(인장)
스탬프대
스탬프용 패드
스탬프케이스
스탬프홀더
스테이플러 홀더
스티커
스티커 앨범
스티커 카드수집용 앨범
스틱 마커
스펀지 형태의 페인트 애플리
케이터
스프레이분필
습식 지워지는 마커
신발밑창 장식용 스티커
실크캔버스(회화용품)
심을 넣고 뺄 수 있는 연필
심을 수 있는 씨앗지(문방구)
아크릴칠판
알림장
압지(壓紙)
압침
압핀
액자용 대지
액자프레임용 대지
액체 잉크지우개
앨범
어린이용 회화세트
억센 종이집게
에칭용 침
연습장
연습장커버
연필
연필 그립
연필 홀더
연필깎이
연필꼭지장식
연필상자
연필심
연필심 보호용 제품
연필심 홀더
연필용 연장부 및 부착물
연필장식품
영수증 담기용 포켓용 플라스
틱 페이지
영어단어장
용돈기입장
우표 보관용 마운트
우표 홀딩 및 보호용 커버
우표앨범
운형자
원고 누르개

stamps for seals
stamp stands
stamp pads
cases for stamps [seals]
holders for stamps [seals]
stapler holders
stickers
albums for stickers
albums for collecting sticker cards
stick markers
paint applicators in the nature of
sponges
spray chalk
wet erase markers
decorative stickers for soles of shoes
silk canvas [painters' article]
retractable pencils
plantable seed paper [stationery]
acrylic whiteboards
announcements
blotters
thumbtacks
push pin
mat boards
picture framing mat boards
fluid ink eradicators
albums
painting sets for children
bulldog clips
etching needles
exercise books
exercise-book covers
pencils
pencil grips
pencil holders
pencil sharpeners, electric or
non-electric
decorative pencil-top ornaments
pencil boxes
pencil leads
pencil point protectors
pencil lead holders
extensions and attachments for
pencils
decorations for pencils
plastic pages with pockets for
holding receipts
english vocabulary books
entry book for pocket money
stamp mounts
sleeves for holding and protecting
stamps
stamp albums
french curves
copy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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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앨범
유성매직펜
유성파스텔
이벤트 앨범
이젤
인쇄된 공책
인쇄된 기록용 카드
인쇄된 대장(臺帳)
인쇄된 메모지
인쇄된 방명록
인쇄된 비망록
인쇄된 서명장
인쇄된 스코어 차트
인쇄된 일정관리수첩
인쇄된 장부(帳簿)
인쇄된 차트
인쇄된 책상용 다이어리
인쇄된 책상용 일정표
인쇄문구가 인쇄된 편지지
인장(印章)
인주
일부인(日附印)
일정관리수첩
일정관리용 다이어리
읽기 및 쓰기용 탁자대용판자
잉크
잉크리본감개
잉크병
잉크스탠드
잉크스탬프
잉크지우개
잉크펜 리필 카트리지
잉크흡수용 패드
자기스탬프
자기칠판
자동차 휠 허브용 장식 스티커
자작용 접착제
자카드식 직조기 천공카드
작은 칠판
장부(帳簿)
전기 전도성 펜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연필깎이

wedding albums
oil-based felt-tip markers
oil pastels
event albums
easels
printed notebooks
printed record cards
printed ledger books
printed memorandum books
printed guest books
printed agendas
printed autograph books
printed score charts
printed appointment books
printed account books
printed charts
printed desk diaries
printed desk top planners
letterhead paper
seals [stamps]
stamping inks
date stamps
appointment books
appointment diaries
lap boards for reading and writing
ink
spools for inking ribbons
inkwells
inkstands
ink stamps
ink erasers
ink pen refill cartridges
inking pads
magnetic stamps (seals)
magnetic boards
decorative stickers for automobile
wheel hubs
adhesives for do-it-yourself
purposes
perforated cards for jacquard looms
small blackboards
account books
electric conductive pens
electric or non-electric pencil
sharpeners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연필깎이
기계
전기식 사무용 구멍 펀치

electric or non-electric pencil
sharpening machines

전기식 연필깎이
전기식 우드버닝용 펜
전기식 편지개봉기
전표(傳票)
접착식 메모장
접착식 메모지

electric pencil sharpeners

electric hole punches [office
requisites]
electrical wood burning artists' pens
electric letter openers
account slip pads
adhesive note pads
adhesive note paper

접착테이프용 홀더
제도기 보관용 트레이

holders for adhesive tapes
trays for holding drawing
instruments
T-squares for drawing

제도용 T자
제도용 각도기
제도용 곡선자
제도용 곱자
제도용 브러시
제도용 삼각자
제도용 압핀
제도용 잉크
제도용 자
제도용 컴퍼스
제도용 트레이싱침

protractors as drawing instruments
drawing curves
squares for drawing
drawing brushes
drafting triangles
thumbtacks for drawing
drawing ink
drawing rulers
compasses for drawing

제도용 패드
제도용 펜
제도용 핀
제도용구
제도용구세트
제도용지
제도판(회화용구)
젤롤러펜
젤펜
조각판
종이 스테이플러
종이 절단기
종이 접기용 종이
종이 죔쇠
종이 파일
종이리본(장신구 및 머리장식
용품은 제외)
종이메모장
종이봉투
종이용 수정테이프
종이용 철침
종이용 칼(사무용 종이절단기용
부품)
종이제 공책
종이제 그림판
종이제 나비매듭 리본(장신구
및 머리장식용품은 제외)
종이제 드로워 라이너

tracing needles for drawing
purposes
drawing pads
drawing pens
drawing pins
drawing materials
drawing sets
drafting paper
drawing boards [painters' article]
gel roller pens
gel pens
engraving plates
paper staplers
paper cutters
origami folding paper
paper clasps
paper file
paper ribbons, other than
haberdashery or hair decorations
paper note tablets
envelope papers
correcting tapes for paper
staples for paper
paper knives being parts of paper
cutters for office use
paper notebooks
paper picture mounts
paper bows, other than
haberdashery or hair decorations
drawer liners of paper, perfumed or
not

종이제 리포트커버
종이제 문방구
종이제 봉투
종이제 선물포장용 리본
종이제 파스너
종이제 파일커버
종이제시트 및 책페이지 보호커버

report covers of paper

종이주름(사무용품)
종이클립
종이클립홀더

paper creasers [office requisites]

paper stationery
envelopes of paper
paper gift wrapping ribbons
paper fasteners
file jackets of paper
protective covers for sheets of paper
and pages of books
paper-clips
paper clip 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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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형태의 서류폴더
지우개
지우개가루용 브러시
지철구
지출장부
직각자
차량용 범퍼 스티커
차트
책갈피
책받침
책상 액세서리용 홀더
책상달력용 깔개
책상달력용 스탠드
책상용 다이어리
책상용 명함홀더
책상용 서류꽂이
책상용 서류스탠드
책상용 서류철
책상용 압지(壓紙)
책상용 일정표
책상용 회전식 카드파일
책상장식용 책상바구니
철끈
철침 제거기
철침 홀더
철필
청사진용 폴더
칠판
칠판대 패드
칠판용 제도기구
칠판지우개
침핀
카드파일
카본페이퍼(문방구)
칼라보드
캔버스
컬러연필
컬러펜
코르크 보드용 핀
크레용
클리어 파일
클립보드
타자기/인쇄휠 및 타자볼용
저장앨범
통장 커버
통지카드(문방구)
투명화(문방구)
트레이딩 카드용 담기용 포켓용
플라스틱 페이지
트레이싱용 패턴
트레이싱천
트레이싱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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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 folders in the form of
wallets
erasers
eraser dusting brushes
paper filing tools
expense books
square rulers for drawing
vehicle bumper stickers
charts
bookmarkers
plastic sheets placed under a sheet
of paper when writing
holders for desk accessories
calendar desk pads
stands for desk calendars
desk diaries
desktop business card holders
desktop document racks
desktop document stands
desktop organizers
desk blotters
desktop planners
desktop revolving rotary card files
desk baskets for desk accessories
binding string
staple removers
staple holders
steel pens
folders for blueprints
blackboards
easel pads
drawing materials for blackboards
blackboard erasers
push pins
card files
carbon paper (stationery)
color boards
canvas for painting
color pencils
coloured pens
corkboard pins
crayons
clear files
clipboards
storage albums for typewriter
printwheels and typeballs
passbook covers
announcement cards [stationery]
transparencies [stationery]
plastic pages with pockets for holding
trading cards
tracing patterns
tracing cloth
tracing paper

파스텔(크레용)
파일폴더
판지제 그림판
페이지 홀더
페인트 스터러 및 패들(미술
재료)
페인트 스터러(미술재료)
페인트 스틱마커
페인트 패들
페인트칠용 쟁반
펜 거치대
펜 또는 연필 스탠드
펜 또는 연필 홀더
펜 및 연필 홀더
펜(필기구)
펜과 연필 정리함
펜닦개
펜대
펜상자
펜스탠드
펜용 리필잉크
펜용 잉크카트리지
펜정리함
펜촉
펜케이스
펜클립
펠트마커
펠트펜
편선지
편지 개봉기
편지 개봉용 칼
편지꽂이
편지용 클립
편지지
편지지철
편지파일
편지폴더
편지홀더
포러스팁 펜
포장용 장식용 종이제 나비매듭
리본
포켓 펜용 실드
포켓용 다이어리
표시용 분필
표시용 색인표
표시용 형판
표지기용 서류 페이지용 마커

pastels [crayons]

프리젠테이션용 폴더
플라스틱제 슬라이드
플라스틱제 야구카드홀더
플립차트
플립차트 케이스
필가

presentation folders

file folders
picture mounts made of cardboard
page holders
paint stirrers and paddles [artists'
materials]
paint stirrers [artists' materials]
paint stick markers
paint paddles
paint trays
pen rests
stands for pens and pencils
pen or pencil holders
pen and pencil holders
pens (writing instruments)
pen and pencil trays
pen wipers
penholders
boxes for pens
stands for pens
pen ink refills
pen ink cartridges
pen trays
nibs
pen cases
pen clips
fiber-tip markers
fiber-tip pens
letter paper
letter openers
paper knives [letter openers]
letter holders
clips for letters
letter paper [finished products]
writing pads
letter files
folders for letters
correspondence holders
porous tip pens
decorative paper bows for wrapping
pocket pen shields
pocket diaries
marking chalk
marking tabs
marking templates
document page markers [marking
flags]
plastic transparencies
plastic baseball card holders
flip charts
flip chart cases
pen rack

16류 G2501
필기구

writing implements [writing
instruments]
writing cases [stationery]

필기구상자(문방구)
필기구상자(세트)
필기구스탠드
필기구용 잉크
필기구용 주머니
필기구용 펜촉
필기구지지용 손목밴드

가정용 식품 포장용 플라스틱제
필름
가정용 식품 포장필름

food wrapping plastic film for
household use

공업용/상업용 제조사용 대용량
플라스틱제 신축 포장용 필름

plastic flexible packaging film sold in
bulk to industrial and commercial
manufacturers

wristbands for the retention of writing
instruments
blank journals for writing

농산물 포장용 랩

wraps for packaging agricultural
products

사일리지 포장용 랩

wraps for packaging silage

writing grips

사일리지 포장용 필름

films for packaging silage

식품 포장용 플라스틱제 필름

plastic films used as packaging for
food

식품보관용 랩
식품포장용 비닐랩

wraps for storage food products

이미지 마운팅용 플라스틱제
접착필름
팰릿 운반용 신축플라스틱제
클링필름
포장용 비스코스시트
포장용 재생셀룰로오스제 시트

adhesive plastic film used for
mounting images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호일

polypropylene foil for wrapping

포장용 플라스틱제 에어버블

air bubble plastics for wrapping

colored paper for studying

포장용 플라스틱제 필름

plastic film for wrapping

scented paper drawer liners

플라스틱랩

wraps of plastic

writing cases [sets]
stands for writing implements
ink for writing instruments
pouches for writing instruments
nibs for writing instruments

필기용 공책
필기용 그립
필기용 분필
필기용 석판
필기용 잉크
필기용 종이시트
필기용 종이패드
필기용구
필기용지 홀더
필기판
필통
필판
필판지우개
학교 및 가정용 칠판

writing chalk
writing slates
writing ink
paper sheets for note taking
writing paper pads
articles for use in writing
writing paper holders
noteboards
pen and pencil boxes
slate boards for writing
writing board erasers

학교용 그림물감통
학습용 색종이
향기나는 종이제 드로워 라이너
헬멧용 장식스티커
형광펜
화가용 팔걸치는받침
화이트보드용 지우개
화장용 연필깎이
확장형 종이끼우개
활자 수정 연필
활자 수정테이프
활자 수정필름
회화용 솔
회화용 연필
회화용 이젤
회화용 팔레트
휴대용 메모지

포함되는 상품(예시)

blackboards for school and home
use
paint boxes for use in schools

food wrapping film for household
purposes

vinyl wraps for packaging food
products

plastic cling film, extensible, for
palletization
viscose sheets for wrapping
sheets of reclaimed cellulose for
wrapping

decorative stickers for helmets
highlighter pens
hand-rests for painters
whiteboard erasers

[제16류/G2501] 머니클립(Money clips), 여권홀더

sharpeners for cosmetic pencils

상품의 범위

expanding files of paper
correcting pencils for type

◦ 머니클립, 여권홀더

correcting tape for type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correcting film for type
paintbrushes
painting pencils

- 가방, 지갑(제18류/G2501)
- 머니벨트(의류)(제25류/G2501)

painters' easels

포함되는 상품(예시)

palettes for painters
pocket memorandum books

[제16류/G2401] 포장용 플라스틱제 필름
상품의 범위
◦ 플라스틱제 기초제품(필름/시트 등) 중에서 포장이나 화물운반용으
로 쓰이는 것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미가공 인조수지, 미가공 플라스틱(제1류/G2401)
- 포장용 플라스틱제 포대(봉투/백)(제16류/G2504)
- 반가공 인조수지, 플라스틱 필름(포장용은 제외)(제17류/G2401)

가죽제 수표장케이스
가죽제 여권케이스

checkbook cases of leather

귀금속제 머니클립

money clips of precious metal

금속제 머니클립

metal money clips

머니클립

money clips

비금속제 머니클립

money clips, not of metal

수표장 홀더

holders for cheque books

수표장케이스

checkbook cases

여권커버

passport covers

여권케이스

passport cases

여권홀더

passport holders

일반금속제 머니클립

money clips of common metal

passport wallets of leather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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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류/G2502] 종이제 크림용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상자(제6류/G2502)
- 석제 통(제19류/G2502)
- 비금속제 통(석제는 제외)(제20류/G2502)

포함되는 상품(예시)
종이제 크림용기

cream containers of paper

[제16류/G2503] 종이제 상자, 판지제 상자
상품의 범위

종이제 저장용기
종이제 포장상자
파티용 종이제 상자
판지제 모자상자
판지제 상자
판지제 선물상자
판지제 케이크상자
판지제 포장상자
판지제 표시상자
판지제 피자상자
포장용 골판지상자
포장용 종이제 상자

storage containers made of paper
packaging boxes of paper
boxes of paper for parties
hat boxes of cardboard
cardboard packaging
gift boxes made of cardboard
cardboard cake boxes
packaging boxes of cardboard
display boxes of cardboard
pizza boxes of cardboard
cardboard boxes for packaging
paper boxes for packaging

[제16류/G2504] 포장용 종이제 포대, 포장용 플라스틱제 포대

◦ 저장이나 포장, 운반을 위해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박스)
◦ 위에 준하는 종이제 또는 판지제 용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상자(박스)(제6류/G2503)
- 가죽제 상자, 경화섬유제 상자(제18류/G2503)
- 목제 상자, 플라스틱제 상자(제20류/G2503)
- 유리제 상자, 캔디 상자(제21류/G2503)

포함되는 상품(예시)
골판지 및 종이제 용기
골판지상자
골판지제 기록물 저장상자
공업용 포장용 판지제 상자
과일포장용 종이제 상자
상품배달용 종이제 상자
생체분해성 종이펄프에 기초한
음식용 상자
선물상자
선적용 판지제 상자
섬유판제 상자
식품 테이크아웃용 종이제 상자
연하장 저장용 종이제 상자
완성된 판지제 포장상자

corrugated board and paper
containers
corrugated cardboard boxes
corrugated record storage boxes
paperboard boxes [for industrial
packaging]
boxes of paper for packaging fruit
paper cartons for delivering goods
biodegradable paper pulp-based
to-go containers for food
gift boxes
cardboard shipping containers
fiberboard boxes
paper take-out cartons for food
paper boxes for storing greeting
cards
cardboard packaging boxes in
made-up form

접이식 판지제 상자
접이식 판지제 포장상자

collapsible cardboard boxes

종이 또는 판지제 상자
종이제 달걀곽
종이제 또는 판지제 선물상자
종이제 또는 판지제 얼음용 용기

boxes of paper or cardboard

종이제 모자상자
종이제 상자
종이제 선물상자
종이제 용기

hat boxes of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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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board packaging boxes in
collapsible form
egg cartons made of paper
gift boxes of cardboard or paper
containers for ice made of paper or
cardboard
paper boxes
gift boxes of paper
paper containers

상품의 범위
◦ 포장용 종이제 포대(봉투/백/파우치)
◦ 포장용 플라스틱제 포대(봉투/백/파우치)
◦ 종이제 또는 플라스틱제 포장용 재료(상자/통류는 제외)
◦ 녹말제 포장재료
◦ 위에 준하는 포장용 봉투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종이 또는 판지제 상자(제16류/G2503)
- 포장용 고무제 포대(제17류/G2504)
- 포장용 가죽제 백(봉투/자루)(제18류/G2504)
- 플라스틱제 상자(제20류/G2503)
- 포장용 직물제 포대(제22류/G2504)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정용 식품 포장용 비닐백
가정용 종이제 가방
가정용 플라스틱백
가정용 플라스틱제 가방
가정용 플라스틱제 식품보관용
가방
가정용 플라스틱제 식품보관용 백

food storage vinyl bags for
household ues
paper bags for household purposes
plastic bags for household
plastic bags for household purposes
food storage bags of plastic for
household use
plastic food storage bags for
household use

공업용 종이제 포장포대

packaging sacks of paper for
industrial purposes

광물기반 종이대용품제 포장재료

packaging materials made from
mineral-based paper substitutes

귀중품 보관용 플라스틱제 가방
녹말제 포장재료
다용도 플라스틱제 포대
비닐롤백
비닐지퍼백
샌드위치용 플라스틱제 포장재료

plastic bags for securing valuables

식품보관용 지퍼백
식품포장용 비닐백
식품포장용 종이 또는 플라스
틱제 흡수지

zipperbags for storage food products

packaging material made of starches
plastic bags for general use
vinyl roll bags
vinyl zipperbags
packaging materials of plastic for
sandwiches
food storage vinyl bags
absorbent sheets of paper or plastic
for foodstuff packaging

16류 G2602
얼음 포장용 플라스틱제 가방
오븐조리용 플라스틱제 가방
와인선물용 종이제 가방
원추형 종이백
위생비닐백
의료기구 멸균용 종이봉투

plastic bags for packaging ice

포장용 종이제 쌕

paper sacks for packaging

plastic bags for oven cooking

포장용 종이제 주머니

pouches of paper for packaging

paper wine gift bags

포장용 종이제 포대

paper sacks for wrapping

포장용 플라스틱백

plastic bags for packaging

포장용 플라스틱제 가방

bags of plastic for packaging

포장용 플라스틱제 파우치

pouches of plastic for packaging

일반용 플라스틱제 가방

conical paper bags
sanitary vinyl bags
paper bags for use in the sterilization
of medical instruments
general purpose plastic bags

포장용 플라스틱제 포대

sacks of plastics for packaging

일회용 기저귀용 플라스틱 봉투

plastic bags for disposable diapers

플라스틱 포장재

plastic wrap

재생지로 만든 포장재료

packaging materials made of
recycled paper

플라스틱제 기포상(氣泡狀)
포장재

plastic bubble packs for wrapping or
packaging

종이 또는 플라스틱제 식품
포장용 방습시트

humidity control sheets of paper or
plastic for foodstuff packaging

플라스틱제 봉투

envelopes of plastic

종이쇼핑백

shopping bags of paper

플라스틱제 샌드위치용 가방

plastic sandwich bags

종이제 가방

paper bags

플라스틱제 선물포장재료

plastic gift wrap

종이제 또는 판지제 병포장재

bottle wrappers of paper or cardboard

플라스틱제 쇼핑가방

shopping bags of plastic

종이제 또는 플라스틱제
샌드위치용 가방

sandwich bags of paper or plastic

플라스틱제 지퍼백

zipperbags of plastic

종이제 또는 플라스틱제 선물가방

gift bags of paper or plastic

종이제 또는 플라스틱제 쇼핑백

shopping bags of paper or plastic

종이제 또는 플라스틱제 식료품
가방

grocery bags of paper or plastic

종이제 또는 플라스틱제 파티
용품용 가방

party goodie bags of paper or plastic

종이제 또는 플라스틱제 할로윈
제품용 가방

halloween goodie bags of paper or
plastic

종이제 샌드위치 가방

paper sandwich bags

종이제 선물가방

gift bags of paper

종이제 시장가방

market bags of paper

종이제 우편물 가방

mail pouches made of paper

종이제 포장용기

packaging containers of paper

진공포장용 비닐팩

vinyl packs for vacuum packaging

진공포장용 플라스틱제 포대

sacks of plastics for vacuum
packaging

판지제 또는 종이제 병포장재

bottle wrappers of cardboard or
paper

판지제 또는 종이제 얼음포장
재료

packaging materials of cardboard or
paper for ices

판지제 병포장재

bottle wrappers of cardboard

판지제 우편물 우송용 원통

cardboard mailing tubes

판지제 튜브

cardboard tubes

판지제 포장용 포대

sacks of cardboard for packaging

패드식 종이제 포대

padded bags of paper

포장용 롤비닐백

roll vinyl bags for packaging

포장용 비닐봉지

bags of vinyl for packaging

포장용 비닐제 포대

sacks of vinyl for packaging

포장용 생분해성 비닐봉투

biodegradable plastic bags for
packaging

포장용 완충종이제 패드

pad of buffer paper for packing

포장용 종이백

bags of paper for packaging

포장용 종이제 또는 플라스틱제
포대

bags [envelopes, pouches] of paper
or plastics, for packaging

포장용 종이제 백

paper bags for packaging

포장용 종이제 봉투

envelopes of paper for packaging

[제16류/G2602] 종이제 식탁장식품, 비맞춤식 종이제
가구커버
상품의 범위
◦ 종이제 식탁장식품
◦ 종이제 실내장치 또는 장식용품
◦ 위에 준하는 종이제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구두흙털이용 금속매트(제6류/G2602)
- 화장지, 종이제 수건(제16류/G2102)
- 가구용 가죽제 커버(제18류/G2602)
- 동물박제, 실내용 블라인드, 장식용 주렴, 비직물제 벽면장식(제
20류/G2602)
- 직물제 식탁장식품, 직물제 소파덮개(제24류/G2602)
- 러그훅(제26류/G2602)
- 매트, 비직물제 벽걸이, 카펫(제27류/G2602)
- 비직물제 족자(제27류/G2604)

협의의 포괄명칭
종이제 식탁장식품

table decorations of paper

포함되는 상품(예시)
맥주글라스용 종이제 깔개
비맞춤식 종이제 가구커버
음료용 유리컵용 종이제 매트
종이제 도일리
종이제 식탁매트
종이제 식탁보
종이제 쟁반 커버
종이제 접시받침
종이제 젓가락 커버
종이제 칵테일 파라솔
종이제 칵테일매트
종이제 케이크 장식품

mats of paper for beer glasses
furniture covers of paper, not fitted
paper mats for drinking glass cups
doilies of paper
place mats of paper
table cloths of paper
tray covers of paper
coasters of paper
chopstick covers of paper
paper cocktail parasols
cocktail mats of paper
paper decorations for c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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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류 G2602
종이제 테이블냅킨

table napkins of paper

종이제 테이블린넨

table linen of paper

종이제 테이블매트

tablemats of paper

종이제 테이블보

table runners of paper

종이제 파티스트리머

party streamers of paper

종이제 파티용 장식물

party ornaments of paper

종이제 파티용 장식화환

decorative garlands of paper for
parties

파티용 종이제 식탁보
판지제 접시받침

tablecloths of paper for party
coasters of cardboard

[제16류/G3104] 페인트용 솔, 가정용 페인트롤러
상품의 범위
◦ 주로 페인트(도장)용으로 사용되는 솔(브러시)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회화용 솔(제16류/G2202)
- 비전기식 화장용 솔(제21류/G120401)
- 면도용 솔(제21류/G1825)
- 청소용 솔(제21류/G1401)
- 공업용 솔(기계부품은 제외), 선박용 솔(제21류/G3104)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정용 페인트롤러
나뭇결무늬 칠용 빗
산업용 페인트롤러
장식도공용 브러시
페인트 롤러
페인트 애플리케이터 롤러
페인트롤러 손잡이
페인트롤러 커버
페인트용 솔

house painters' rollers
graining combs
industrial painters' rollers
paintbrushes for decorators
paint rollers
paint applicator rollers
paint roller handles
paint roller covers
a brush to paint various surfaces for
coating, covering, or decorating
purposes

[제16류/G3401] 교육용 생물체조직
상품의 범위
◦ 교육용 생물체조직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실험실용 이화학기기(제9류/G3401)
- 실험실용 가열기기(제11류/G3401)

포함되는 상품(예시)
교육용 생물체조직
현미경관찰용 생물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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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logical sections for teaching
purposes
biological samples for use in
microscopy [teaching materials]

[제16류/G3601]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타자기, 제도기,
주소인쇄기, 잉크 리본
상품의 범위
◦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타자기, 제도기, 주소인쇄기, 잉크리본
◦ 주로 사무용으로 쓰이는 기기 중에서 제16류에 속하는 것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스탬프 날인기계, 라벨 부착기(제7류/G3601)
- 동전삽(제8류/G3601)
- 측정용 제도기기, 금전등록기, 시간기록장치, 화폐계수 및 분
류기계(제9류/ G3601)
- 전자계산기, 전자복사기, 전자타자기(제9류/G390803)
- 제도대(제20류/G3601)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정 또는 사무용 CD 절단기
가정용 및 사무용 라미네이팅기

CD shredders for home or office use

가정용 및 사무용 접착제 도포기

adhesive-applying machines for
home and office use

넘버링머신
도트매트릭스프린터용 리본
등사기
등사용 스프릿 매스터
등사판
등사판용 장치 및 기계

numbering apparatus

라벨인쇄기용 리본
라벨인쇄기용 테이프 카트리지
만능제도기
문서세단기
바코드 리본
번호날인기
비전기식 크레디트카드 각인기
사무실용 우편요금계기

ribbons for label writers

사무용 각인기

imprinters for office use

사무용 나선철 제본기

spiral binding machines for office
use

사무용 라벨기

office labeling machines

사무용 라벨인쇄기

label printing [office requisites]

사무용 라벨프린터

label printers [office requisites]

사무용 문서세단기

paper shredding machines for office
use

사무용 봉인기

sealing machines for offices

사무용 분리기

office decollating machines

사무용 서류 절단기

paper shredders for office use

사무용 서류 코팅기
사무용 서류제본기

document laminators for office use

사무용 수표발행/도안용 기계

office check writing and engraving
machines

사무용 요금별납 일부인 소인기
사무용 잉크롤러

franking machines for office use

laminating machines for home and
office use

dot matrix printer ribbons
duplicators
spirit masters for mimeographing
mimeograph stencils
mimeograph apparatus and
machines
tape cartridges for label writers
multi-function drawing instruments
paper shredder for office use
barcode ribbons
numbering stamps
credit card imprinters, non-electric
postage meters for office use

document binding machines for
office use

ink rollers for office machines

16류 G4004
사무용 전기식 스테이플러
사무용 제본기계
사무용 제본장치 및 기계
사무용 제본천공기
사무용 조합기
사무용 종이공급기계
사무용 종이접는기계
사무용 휴대용 라벨인쇄기
사무용 휴대용 라벨인쇄기용
리본
소인기(消印機)
수동식 라벨부착기구
스탬프프린터
잉크리본
자동인지(印紙)첨부기
전기 및 전자식 우표요금계기
전기 및 전자식 타자기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타자기
전기타자기
전동천공기
전자타자기
전자회로판 및 기타 전자구성
부품 제조용 등사기

electric staplers for offices

[제16류/G3815] 인쇄활자, 제본재료, 프린팅 블록

bookbinding machines for office use
bookbinding apparatus and
machines [office equipment]
bookbinding perforators (machines)
for office use
collators for office use
paper-feeding machines for office
use
paper folding machines as office
requisites
hand-held label printers [office
requisites]
ribbons for hand-held label printers
[office requisites]
obliterating stamps
hand labelling appliances
stamp printers
inking ribbons
automatic stamp attaching
machines
electric and electronic franking
machines
electrical and electronic typewriters
electric or non-electric typewriters
electric typewriters
office perforators
electronic typewriters
stencils used in the production of
electronic circuit boards and other
electronic components

제도기
제도용 템플릿
제도판
젤라틴판복사기
주소스탬프
주소인쇄기
주소인쇄기용 라벨인쇄기

drawing instruments

주소인쇄기용 주소판

address plates for addressing
machines

철판복사기
청사진복사기
체크라이터
축도기
카트리지리본
카트리지테이프
컴퓨터 프린터용 리본
타자기 인자휠
타자기 키
타자기리본
타자기용 롤러
타자기용 타이프볼
타자기용 타자부품
편지 봉함기
편지 자동 봉입 봉합기
회전식 복사기

relief duplicators

drafting templates
drawing boards
hectographs
address stamps
addressing machines
label printers being addressing
machines

blueprint copiers
checkwriters
pantographs [drawing instruments]
cartridge ribbons
cartridge tapes
computer printer ribbons
typewriter printwheels
typewriter keys
typewriter ribbons

상품의 범위
◦ 인쇄활자, 제본재료, 프린팅 블록
◦ 위에 준하는 인쇄 및 제본용 재료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인쇄기계, 제본기계(제7류/G3815)
- 등사기, 등사판(제16류/G3601)

포함되는 상품(예시)
강철제 활자
글자 모형판
문자활자
비네트용 기구
사무용 타이프 식자기
사무용 프린트휠
사무용 휴대식 인쇄세트

steel letters
lettering stencils
letters [type]
vignetting apparatus
office type composing machines
print wheels [office requisites]
printing sets, portable [office
requisites]
photo-engravings

사진조판
서적 및 종이용 제본재료
숫자활자
인쇄기용 갤리선반
인쇄기용 비직물제 블랭킷
인쇄블록
인쇄용 갤리선반
인쇄용 블록
인쇄용 식자대(植字臺)
인쇄용 식자스틱
인쇄용 활자행간에 끼워넣는
나무조각
인쇄활자
인쇄활자 및 블록
인쇄활자(숫자 및 문자)
전기활자판
제본용 끈
제본용 스트립
제본용 직물
제본용 천
제본용 철사
제본용 테이프
제본재료
종이제 활자 및 숫자
프린터블록용 수정액
프린트휠
프린팅블록
프린팅블록용 수정액

binding materials for books and
papers
numbers [type]
printers' galley racks
printers' blankets, not of textile
print blocks
galley racks [printing]
blocks for printing
composing frames [printing]
composing sticks
printers' reglets [interline leads]
printing type
print letters and blocks
type [numerals and letters]
electrotypes
cords for bookbinding
binding strips [bookbinding]
fabrics for bookbinding
cloth for bookbinding
bookbinding wire
bookbinding tape
bookbinding material
letters and numbers made of paper
correcting liquids for printer's block
print wheels
printing blocks
correction fluids for printing blocks

rollers for typewriters
typewriter typeballs
typewriter typing elements

[제16류/G4004] 봉랍

letter sealers

상품의 범위

letter inserter machines for office use
rotary duplicators

◦ 봉인용 밀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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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미가공 왁스, 조명용 왁스(제4류/G4004)
- 스키용 왁스(제4류/G4004)

포함되는 상품(예시)
봉랍(封蠟)
봉인용 밀랍

sealing wax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자기식 ID카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음악이 아닌 것이
수록된 전자매체(제9류/G520101)
-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출판물(제9류/G5206)
- 대장(臺帳), 책갈피, 계산표, 장부(帳簿)(제16류/G2202)
- 서적,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연감(제16류/G5206)

sealing beeswax

[제16류/G450401] 종이제 턱받이

협의의 포괄명칭
인쇄물(서적 및 정기간행물은
제외)

포함되는 상품(예시)

상품의 범위
가계부

◦ 종이로 만든 턱받이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실금용 기저귀 등 의료용 기저귀, 유아용 및 일회용 기저귀(제5
류/G110303)
- 목도리, 넥타이, 숄, 스카프, 비전기식 보온용 발싸개(제25류/
G450401)
- 의료용 장갑(제10류/G450402)

포함되는 상품(예시)
유아용 종이제 소매있는 턱받이
유아용 종이제 턱받이
종이제 턱받이
종이제 트림용 패드

bibs, sleeved, of paper
babies' bibs of paper
bibs of paper
burp pads of paper

[제16류/G520101] 비자기식 신용카드
상품의 범위
◦ 비자기식 신용카드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자기식 ID카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음악이 아닌 것이 수
록된 전자매체(제9류/G520101)
-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출판물(제9류/G5206)
- 대장(臺帳), 책갈피, 계산표, 장부(帳簿)(제16류/G2202)
- 서적,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연감(제16류/G5206)

포함되는 상품(예시)
비자기식 신용카드

credit cards without magnetic coding

[제16류/G520102] 인쇄물(서적 및 정기간행물은 제외)
상품의 범위
◦ 인쇄물(서적과 정기간행물, 문방구는 제외)
․ 주로 낱장 형태의 인쇄물 또는 제본되었더라도 같은 내용이나
서식이 반복된 인쇄물을 의미함. 다만 노트, 수첩, 전표 등은
문방구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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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ed matter(except books and
periodicals)

가죽커버 다이어리
건축 설계도
건축용 설계도 및 설계명세서
게임 이외의 트레이딩 카드
골프 점수카드
공연초대장
관광안내지도
광고용 팸플릿
교육과정(인쇄물)
교육용 삽화를 넣은 벽지도
교재용 낱말카드
교재용 플래시카드
교회 팸플릿
구두상품권
그래픽인쇄물
그림 형태의 인쇄물
그림엽서
그림인쇄물
기념우표
기념우표시트
기념품 지폐
기록일지(부기)
다이어리
다이어리용 리필지
다이어리커버
달력
대지에 붙이지 않은 포스터
대지에 붙인 인쇄된 포스터
대지에 붙인 포스터
데이플래너
도로지도
도서상품권
도표
등록증(차량소유증)
로그북(비행일지)
로그북(선박일지)
리플렛
메뉴카드

ledgers [notebook] for use in
housekeeping
leather covered diaries
architectural plans
architectural plans and specifications
trading cards, other than for games
golf scorecards
show invitation cards
tourist information map
advertising pamphlets
printed curricula
illustrated wall maps for educational
purposes
word cards for teaching materials
flash cards [teaching materials]
church pamphlets
gift card for shoes
graphic prints
prints in the nature of pictures
picture postcards
pictorial prints
commemorative stamps
commemorative stamp sheets
souvenir banknotes
logbooks [book-keeping]
diary
paper refills for diaries
diary covers
calendars
unmounted posters
mounted printed posters
mounted posters
day planners
road maps
bookstore gift certificate
diagrams
logbooks [car title deeds]
logbooks [aviation]
logbooks [ship's log]
leaflets
menu cards

16류 G520102
멜로디연하장
명함
문화상품권
백화점상품권
벽달력
벽지도
복사용 필체 견본
부기 양식지
부동산 판매용 팸플릿
부분적으로 인쇄된 서식용지
부적(인쇄물)
비어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인쇄된 엽서
비어있는 서식용지
비어있는 카드
삽화를 넣은 벽지도
상장(인쇄물)
상품 카탈로그
서식용지
석판인쇄물
설계도(인쇄물)
소셜노트카드
수집용 카드
수표
수표장
스포츠용 트레이딩 카드
승차권
시간계획표
실크스크린 인쇄물
야구카드
약제정보 전단지
양도성증권 서식용지
어음장
업무기록용 서적
업무용 서식용지
연하장
엽서
엽서 및 그림엽서
온라인쇼핑상품권
옷본(편물용 목수단 옷본은 제외)
우표
은행수표
인쇄된 게임 이외의 트레이딩
카드
인쇄된 골프 점수카드
인쇄된 광고용 포스터
인쇄된 달력
인쇄된 답변시트
인쇄된 데일리 플래너
인쇄된 도로지도
인쇄된 도면(그래픽)
인쇄된 도표

musical greeting cards
business cards
gift voucher
department store gift card
wall calendars
wall maps
handwriting specimens for copying
bookkeeping forms
pamphlets in the field of real estate
sales
partially printed forms
printed amulets
blank or partially printed postcards
blank forms
blank cards
illustrated wall maps
printed awards
product catalogues
forms
lithographic prints
plans
social note cards
cards for collection
checks
check books
sports trading cards
passenger tickets
time planners
silk screen prints
baseball cards
pharmaceutical information leaflets
negotiable instrument forms
billbooks
business record books
business forms
greeting cards
postcards
postcards and picture postcards
printed gift vouchers, not encoded,
for online shoppin
patterns (other than flower patterns
for knitting)
postage stamps
bank checks
printed trading cards, other than for
games
printed golf scorecards
printed advertising posters
printed calendars
printed answer sheets
printed daily planners
printed road maps
printed drawing (graphic)
printed diagrams

인쇄된 로그북
인쇄된 멜로디연하장
인쇄된 명함
인쇄된 벽지도
인쇄된 별자리운세
인쇄된 부기 양식지
인쇄된 상품권
인쇄된 생일카드
인쇄된 서식용지
인쇄된 수상증명서
인쇄된 수표장
인쇄된 시간표
인쇄된 시험지
인쇄된 약제정보 전단지

printed log books

인쇄된 어음장
인쇄된 연하장
인쇄된 엽서
인쇄된 일기장
인쇄된 입장티켓
인쇄된 점수카드
인쇄된 정보제공 카드
인쇄된 조리법 카드
인쇄된 주문용지
인쇄된 주소록
인쇄된 증명서
인쇄된 지도
인쇄된 지도책
인쇄된 책상용 달력
인쇄된 청첩장
인쇄된 초대장
인쇄된 쿠폰
인쇄된 티켓
인쇄된 파일카드
인쇄된 편지카드
인쇄된 포스터
인쇄된 포켓용 달력
인쇄된 회계서식
인쇄물인 작업 공정도
일기장
일반상식 카드
일본 점술용 종이

printed billbooks

printed musical greeting cards
printed business cards
printed wall maps
printed horoscopes
printed bookkeeping forms
printed vouchers
printed birthday cards
forms, printed
printed award certificates
printed check books
printed timetables
printed test sheet
printed pharmaceutical information
leaflets
printed greeting cards
printed postcards
printed diaries
printed entry tickets
printed score cards
printed informational cards
printed recipe cards
printed order forms
printed address lists
printed certificates
printed geographical maps
printed atlases
printed desk calendars
printed announcement cards
printed invitations
printed coupons
printed tickets
printed file cards
printed correspondence cards
printed posters
printed pocket calendars
printed accounting forms
flow sheets [printed matter]
diaries
trivia cards

입장티켓
입체연하장
재림절 달력
재봉용 옷본(패턴)
전단지
전자정보가 수록된 인쇄된
연하장
점수카드
정보 전단지
정보시트
종교용 회람장

omikuji [sacred lots] [printed strips of
paper used for fortune telling]
entry tickets
pop-up greetings cards
advent calendars
sewing patterns
flyers
printed greeting cards with electronic
information stored therein
score-cards
informational flyers
informational sheets
religious circular 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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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류 G520102
종이상품권
종이엽서
종이접기용 종이제 배경판
종이제 또는 판지제 메뉴판
종이제 초대장
종이제 포스터
좌석표
주문용지
주문형 개인수표
주소록
주소록(인쇄물)
주소성명록
증권지
증명서
지도
지도책
지문인식 다이어리
채점장
채점지
책상용 달력
처방 메모패드
청첩장
초대장
카드
카탈로그
칼라인쇄물
크리스마스 실
크리스마스 카드
티켓
판지제 카드(인쇄물)
팝업 연하장
팸플릿
편지카드
편직 패턴
포스터
포켓용 달력
포켓용 총무서식
한장씩 뜯어내는 달력
한장씩 뜯어내는 인쇄된 달력
행사카드
홀리데이카드
환영 카드
회계서식
회전식 원형도표

paper gift cards
paper postcards
background plate of paper for origami
menus made from paper or
cardboard
invitation cards of paper
posters made of paper
place cards
order forms
customized personal checks
address lists
address books
directory paper
stock certificate paper
certificates
geographical maps
atlases
fingerprint recognition diaries
score pads
score sheets
desk calendars
prescription reminder pads
announcement cards
invitation cards
cards
catalogues
color prints
Christmas seals
Christmas cards
tickets
cards of cardboard (printed matter)
pop-up greeting cards
pamphlets
correspondence cards
knitting patterns
posters
pocket calendars
pocket secretaries
tear-off calendars
tear-off printed calendars
occasion cards
holiday cards
cards bearing universal greetings
accounting forms
revolving circular charts

[제16류/G5202] 서화(書畵)
상품의 범위
◦ 그림, 글씨 및 판화의 복제품
◦ 위에 준하는 미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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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액자(제20류/G2604)

포함되는 상품(예시)
구륵화(鉤勒畵)
그래픽 판화
그래픽복제화(複製畵)
그래픽파인아트 판화
그래픽회화
그림
그림 형태의 초상화
글씨
다색 석판화
데칼코마니
동양화
몰골화(沒骨畵)
미술용 에칭화
바닥용 데칼
백묘화(白描畵)
벽화
복제화
부식동판화
삽화
서화(書畵)
석판제 미술품
석판화
석판화 형태의 인쇄물
소묘 형태의 그림
수채화
아크릴화
연필화(鉛筆畵)
열전사화
예술그림
유화(그림)
유화풍 석판화
인쇄된 그림
인쇄미술 복사물
인화된 사진 형태의 그림
인화된 사진 형태의 초상화
전사화(轉寫畵)
정물화
종이제 미술품
종이제 아이론고착 전사화
초상화
캐리커처
콜라주
판화
표구되거나 표구 안된 회화
표면 부착용 3D 형태의 전사화
표면용 3D 전사화

gureuhwa
graphic art prints
graphic reproductions
graphic fine art prints
graphic representations
drawings
portraits in the nature of drawings
letters (calligraphy)
chromos
decalcomanias
oriental paintings
molgolhwa
art etchings
floor decals
plain sketch paintings
wall paintings
reproductions of paintings
etchings
illustrations
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lithographic works of art
lithographs
prints in the nature of lithographs
pictures in the nature of drawings
watercolour paintings
acrylic paintings
pencil paintings
heat transfers (decalcomanias)
art pictures
oil pictures [paintings]
oleographs
printed pictures
printed art reproductions
pictures in the nature of printed
photographs
portraits in the nature of printed
photographs
transfers [decalcomanias]
still-life paintings
works of art made of paper
iron-on transfers of paper
portraits
caricatures
collages
prints [engravings]
paintings [pictures], framed or
unframed
three-dimensional decalcomanias
for use on any surface
3D decals for use on any surface

16류 G5206
회화
회화 및 그 복사물
회화 형태의 그림
회화 형태의 초상화

paintings

[제16류/G5205] 모형제작용 재료, 건축모형

paintings and their reproductions

상품의 범위

pictures in the nature of paintings
portraits in the nature of paintings

[제16류/G5203] 혼응지제 조각품
상품의 범위
◦ 혼응지(混凝紙:종이찰흙)로 만든 조각품
◦ 위에 준하는 재료로 만든 예술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조각품(귀금속제는 제외)(제6류/G5203)
- 귀금속제 조각품(제14류/G5203)
- 석제 조각품, 콘크리트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제19류/
G5203)
- 목제 조각품, 밀랍제 조각품, 석고제 조각품, 플라스틱제 조각품
(제20류/G5203)
- 자기제 조각품, 테라코타제 조각품, 유리제 조각품(제21류/
G5203)

포함되는 상품(예시)
종이제 상
혼응지제 마리아상

figures made of paper
statues of the Virgin Mary (of papier
mache)
statues of Buddha (of papier mache)

혼응지제 불상
혼응지제 소입상(混凝紙製
小立像)
혼응지제 예수상
혼응지제 조각품

figurines of papier mache
statues of Jesus (of papier mache)
statuettes of papier mache

[제16류/G5204] 인화된 사진, 청사진
상품의 범위
◦ 인화된 사진, 청사진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사진재료(제1류/G3404)
- 노광(露光)된 필름(제9류/G5204)

포함되는 상품(예시)
대지(臺紙)에 붙이거나 붙이지
않은 사진
대지(臺紙)에 붙이거나 붙이지
않은 인화된 사진
대지(臺紙)에 붙이지 않거나
붙인 사진
대지에 붙인 사진
사진인쇄물
수집용 선수사진
인화된 사진
청사진

mounted and unmounted
photographs
mounted and unmounted printed
photographs
unmounted and mounted
photographs
mounted photographs
photographic prints
collector's photographs of players
photographs [printed]
blueprints

◦ 모형제작용 재료, 교육용 생물모형
◦ 종이 또는 혼응지제 모형(장난감은 제외)
◦ 위에 준하는 모형(장난감은 제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이화학기계기구용 모형, 장기(臟器)모형(제9류/G3401)
- 응급처리 교육용 마네킹(제9류/G3605)
- 양복용 인체모형, 재단용 인체모형(제20류/G5205)
- 인조알(제21류/G5205)
- 인조과일(제26류/G5205)
- 장난감용 모형(제28류/G4301)

포함되는 상품(예시)
건축 모형
교육용 3차원 입체모형

architectural models
three-dimensional models for
educational purposes
confectionery models for educational
purpose
animal and plant models for
educational purpose
biological models for educational
purpose
anatomical models for instructional
and educational purposes

교육용 과자모형
교육용 동식물모형
교육용 생물모형
교육용 해부 모형
모델제작용 폴리머 점토
모형제작용 모래
모형제작용 왁스(치과용은 제외)

polymer modelling clay

모형제작용 재료
모형제작용 점토
모형제작용 점토틀(미술재료)

modelling materials

모형제작용 페이스트
모형제작용 플라스틱
모형제작용 화합물
방향성 모형제작용 재료
비누클레이
아동용 모형제작용 재료 및
조성물
아동용 모형제작용 점토
아동용 종이제 모형제작용 점토
인간 및 동물뼈 또는 뼈부품 및
화석용 교육용 복제품

modeling paste

지구의(地球儀)
천구의

modelling sands
modelling wax, not for dental
purposes
modelling clay
moulds for modelling clays [artists'
materials]
plastics for modelling
modeling compounds
aromatic modelling materials
soap clay
modelling materials and compounds
for use by children
modeling clay for children
modeling clay of paper for children
replicas of human and animal
skeletons, or parts of skeletons, and
fossils for educational purposes
terrestrial globes
celestial globes

[제16류/G5206] 서적, 정기간행물
상품의 범위
◦ 서적(책/책자), 정기간행물
◦ 위에 준하는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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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류 G5206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출판물(제9류/G5206)
- (주로 낱장으로 된) 일반 인쇄물(제16류/G520102)

협의의 포괄명칭
교재(기구는 제외)
서적
정기간행물
출판물

teaching materials [except apparatus]
books
periodicals
printed publications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정용 학습지

study books or papers for household
purposes

골프 교육 관련 서적
골프장 서적
관광가이드북
관광여행 분야의 인쇄된 정기
간행물
광고책자
교과서
교본
교육 관련 소책자
교육 관련 핸드북
교육매뉴얼

books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교육용 출판물
교회음악관련 잡지
그림소설

educational publications

그림책

picture books

글자쓰기 안내서

lettering guides

기념서적

commemorative books

기념책자

anniversary books

기도서

prayer books

기독교도서

christian books

기프트북

gift books

낱장 악보

music sheets

내용 설명서

instruction manual

노래책

song books

논술용 교재

teaching materials for essay

논픽션 서적

non-fiction books

논픽션 책시리즈

series of non-fiction books

단행본

monographs

댄스분야의 인쇄된 정기간행물

printed periodicals in the field of
dance

도시 안내책자
로맨스 소설
만화인쇄물
만화책
말하는 어린이용 서적

city directories

매뉴얼(핸드북)
메모리북용 유아용 서적

manuals [hand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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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 yardage books
tourist guides books
printed periodicals in the field of
tourism
advertising brochure
textbooks
training manuals
pamphlets relating to education
handbooks relating to education
instructional manuals for teaching
purposes
magazines relating to church music
graphic novels

romance novels
cartoon prints
comic books
children's books incorporating an
audio component
baby books [memory books]

무역잡지
무역정보지
문학서적
받아쓰기용 서적
백과사전
번호안내서
법 보고서
법 요약집
법학 잡지
벽지 견본책
벽지 샘플북
보고서
부동산 관련 잡지

trade journals

분류된 전화번호부
불교 정기간행물
불교 출판물
브로슈어(책자)
비행용 잡지
사보
사용자 매뉴얼
사전
상품권 책
색표집
생활정보신문
생활정보지
성경책
소설 및 논픽션 책시리즈

classified directories

소설책
소설책 시리즈
소책자
속기사용 참고도서
스코어북
스토리북용 유아용 서적
스티커북
습자 또는 제도용 책
습자책
신간서적등의 내용견본
신문
신문용 잡지부록

fiction books

아동용 교육서적
아동용 액티버티북
아동용 잡지
악보
안내서적
안내책자
액티버티북
어린이용 동화책
어린이용 서적
여행서적
여행용 잡지

trade information magazines
literature books
dictation books
encyclopaedias
numbering guides
law reports
law digests
legal journals
wallpaper sample books
wall covering sample books
reports
magazines relating to real estate
mediation
periodicals of buddhism
printed publications of buddhism
brochures (booklet)
in-flight magazines
house organs
user manuals
dictionaries
voucher books
color atlas
living information newspapers
life information magazines
bibles
series of fiction and non-fiction
books
series of fiction books
booklets
stenographers' notebooks
score books
baby books [storybooks]
sticker books
writing or drawing books
copybooks
prospectuses
newspapers
magazine supplements to
newspapers
children's instructional books
children's activity books
children's magazines
composition books
resource books
guide books
activity books
children's storybooks
children's books
travel books
travel magazines

16류 G5206
연감(年鑑)
연극분야의 인쇄된 정기간행물

almanacs

인쇄된 통신 관련 교재

printed periodicals in the field of
plays

printed instructional material on
telecommunications

인쇄된 통신강좌교재

연습문제집
연재만화
영수증책자
영화분야의 인쇄된 정기간행물

workbooks containing exercises

printed correspondence course
materials
printed cash receipt books

와이어로 엮은 서적
요리서적
요리책
운동장비용 교육매뉴얼

wirebound books

원고집
웨딩서적
음악 신시사이저용 교육매뉴얼

manuscript books

음악교육용 인쇄된 서적

printed books in the field of music
education

음악교재
음악분야의 인쇄된 정기간행물

books for use in the teaching of music

인쇄된 현금영수증책자
인쇄된 회보
인쇄된 훈련용 자료
일간신문
일반발행신문
일반잡지
잡지
저널
전화번호 일람표
전화번호부
정기간행잡지
정보제공 폴더(인쇄물)
정보지
조견표 포켓가이드

printed periodicals in the field of
figurative arts

음악잡지
의학잡지
인쇄된 골프지도 분야 서적

music magazines

인쇄된 교재
인쇄된 그림소설
인쇄된 그림책
인쇄된 낱장 악보
인쇄된 노래책
인쇄된 만화그래픽 소설
인쇄된 만화책
인쇄된 백과사전
인쇄된 법요약집
인쇄된 벽지 견본책
인쇄된 사전
인쇄된 소비자보고서
인쇄된 스코어북
인쇄된 스토리북
인쇄된 습자책
인쇄된 신문
인쇄된 신문만화
인쇄된 아동용 액티버티북
인쇄된 안내서
인쇄된 여행서적
인쇄된 연감(年鑑)
인쇄된 요리책
인쇄된 원고집
인쇄된 음악잡지
인쇄된 일간신문
인쇄된 전화번호부
인쇄된 카드게임용 전략 안내책자

printed educational materials

조형미술분야의 인쇄된 정기
간행물
종교서적
종이제 교재
지명사전
지침매뉴얼
지침서
찬송가 책
참고 자료서
참고서
커피테이블용 서적
컬러링 픽처
컬러링북
컴퓨터 사용자 매뉴얼
컴퓨터 잡지
컴퓨터 프로그램 매뉴얼
컴퓨터게임 지침매뉴얼
컴퓨터게임 힌트북
컴퓨터게임 힌트책 시리즈
컴퓨터용 교육매뉴얼
컴퓨터용 매뉴얼
쿠폰책
팝업북
퍼즐책
플립서적
학교용 습자 서적
학습용 안내서
학습지
현금영수증책자
호텔 전화번호부
화보
회보

인쇄된 쿠폰책

printed coupon books

cartoon strips
receipt books
printed periodicals in the field of
movies
cookery books
cook books
instruction manuals for exercise
equipment
wedding books
instruction manuals for music
synthesizers

printed periodicals in the field of
music
medical journals
printed books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printed graphic novels
printed picture books
printed sheet music
printed song books
printed manga graphic novels
printed comics
printed encyclopedias
printed law digests
printed wallpaper sample book
printed dictionaries
printed consumer reports
printed score books
printed story books
printed copybooks
printed newspapers
newspaper cartoons [printed matter]
printed children's activity books
printed guides
printed travel books
printed almanacs
printed cook books
printed manuscript books
printed music magazines
printed daily newspapers
printed telephone directories
printed strategy guide books for card
games

news bulletins [printed matter]
printed training materials
daily newspaper
newspapers for general circulation
general feature magazines
magazines
journals
telephone indexes
telephone directories
magazines [periodicals]
printed informational folders
informational letters
quick reference pocket guides
[printed matter]

religious books
teaching materials of paper
gazetteers
instruction manuals
instruction sheets
hymn books
data books
reference books
coffee table books
coloring pictures
colouring books
computer user manuals
computer magazines
computer program manuals
computer game instruction manuals
computer game hint books
series of computer game hint books
instruction manuals for computers
computer manuals
coupon books
pop-up books
puzzle books
flip books
school writing books
study guides
study books or papers
cash receipt books
hotel directories
pictorial magazine
news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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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 및 반가공 고무, 구타페르카, 고무액(gum), 석면, 운모(雲母) 및 이들의
제품; 제조용 압출성형형태의 플라스틱 및 수지; 충전용, 마개용 및 절연용
재료; 비금속제 신축관, 튜브 및 호스
(Unprocessed and semi-processed rubber, gutta-percha, gum, asbestos, mica
and substitutes for all these materials; plastics and resins in extruded form
for use in manufacture; packing, stopping and insulating materials; flexible
pipes, tubes and hoses, not of metal)
본류에는 주로 전기절연용, 단열용 및 방음용 재료와 제조용 시트모양, 블록모양
및 봉(棒)모양의 플라스틱 및 고무, 구타페르카고무, 점성고무, 석면, 운모 또는 그
대용품으로 만들어진 특정 상품이 포함된다.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타이어재생용 고무재료
오염방지용 부유장벽
접착테이프(문방구용, 의료용 또는 가정용은 제외)
플라스틱 필름(포장용은 제외)(예: 유리용 방현필름)
비직물용 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 탄성사 및 사(絲)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달리 분류되지 않는 본류의 재료로 구성된 특정 상품
(예: 꽃꽂이용 폼 서포트, 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 충전재, 고무제 마개, 고무제
완충기, 포장용 고무제 가방 또는 봉투)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소방용 호스(제9류)
- 파이프(위생설비의 부품)(제11류), 금속제 경질관(제6류) 및 비금속제 경질관
(제19류)
- 건축용 단열유리(제19류)
-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 본류의 재료로 구성된 특정 상품(예: 껌수지
(제2류), 치과용 고무(제5류), 소방용 석면제 방호물(제9류), 튜브수리용 점착성
고무편(제12류), 고무지우개(제16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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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상품명칭 목록】
포괄상품명칭

유사군코드 (구)포괄코드

비금속제 신축파이프
(non-metallic flexible pipes)

G2401,
G2402,
G3606

N17001

비금속제 신축호스
(flexible hoses, not of metal)
살수용 호스
(watering hoses)
충전용/마개용 및 절연용 재료
(packing, stopping and insulating
materials)

G2506,
G3303,
G3828,
G3909

N17002

[제17류/G1002] 포장용 접착테이프(문방구용/의료용/
가정용은 제외)
상품의 범위
◦ 주로 공업용,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접착성 테이프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공업용 접착제(제1류/G1002)
- 세탁용 풀(제3류/G1002)
- 의료용 접착테이프(제5류/G110301)
- 가정용 접착제(문방구용은 제외), 가정용 접착테이프(제16류/
G1002)
- 문방구용 접착테이프, 문방구용 풀(제16류/G2202)
- 전기절연테이프(제17류/G3909, G3905)

전자기기 미끄럼 방지용
오토바이/전지형 차량/
자전거 접착식 엘라스토머
테이프
접착 밴드(문방구용/의료용/
가정용은 제외)

adhesive elastomeric tape for
placement onto electronic devices to
prevent slipping

접착 테이프(문방구용/의료용/
가정용은 제외)

adhesive tapes, other than stationery
and not for medical or household
purposes

카펫용 방수테이프

carpet seaming tape

탑승자 미끄럼 방지용 오토바이/
전지형 차량/자전거 접착식
엘라스토머 테이프

adhesive elastomeric tape for
placement onto motorcycles,
all-terrain vehicles, and bicycles to
prevent riders from slipping

파이프이음매용 테이프

pipe joint tape

포장용 자기접착테이프
(문방구용/의료용/가정용은
제외)
포장용 접착테이프(문방구용/
의료용/가정용은 제외)

self-adhesive packaging tapes,
other than stationery and not for
medical or household purposes

adhesive bands, other than stationery
and not for medical or household
purposes

adhesive packaging tapes, other
than stationery and not for medical or
household purposes

[제17류/G1601] 미가공 또는 반가공 운모
상품의 범위
◦ 가공하지 않은 운모(雲母)(운모의 원석)
◦ 부분 가공한 운모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고령토, 공업용 돌로마이트, 마그네사이트, 맥반석(제1류/G1601)
- 금속광석(제6류/G1601)
-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함)
(제19류/G1601)
- 미가공 산호, 미가공 해포석, 미가공 호박(제20류/G1601)

포함되는 상품(예시)
미가공 또는 반가공 운모

mica, raw or partly processed

포함되는 상품(예시)
건식 벽 접속테이프
공업용 마스킹테이프

drywall joint tape

공업용 접착밴드

adhesive bands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접착테이프

adhesive tapes for industrial use

덕트 테이프

duct tapes

마스킹 테이프

masking tape

바닥칠용 접착 미끄럼 방지 테이프

adhesive anti-slip tape for flooring
applications

박스포장용 자기접착테이프

self adhesive tape for box packing

사냥용 위장테이프

camouflage tape used in hunting

사진 스플레싱용 테이프

photographic splicing tape

자기점착성테이프(문방구용/
의료용/가정용은 제외)

self-adhesive tapes, other than
stationery and not for medical or
household purposes

[제17류/G1815] 꽃꽂이용 폼 서포트(반가공품)

masking tape for industrial purposes

상품의 범위
◦ 꽃꽂이용 폼 서포트(반가공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종이제 화분커버(제16류/G1815)
- 초목용 비금속제 지지목(제20류/G1815)
- 화분, 실내식물재배용 테라리엄, 물뿌리개(제21류/G1815)

포함되는 상품(예시)
꽃꽂이용 폼 서포트(반가공품)

foam supports for flower
arrangements [semi-finished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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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류/G210101] 석면지(石綿紙)
상품의 범위
◦ 석면으로 만든 종이(석면지)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화학시험지(제1류/G210101)
- 부활절 달걀 착색용지(제2류/G210101)
- 방충지(제5류/G210101)
- 종이(제16류/G210101)
- 벽지(제27류/G210102)

포함되는 상품(예시)
석면지(石綿紙)

asbestos paper

[제17류/G2401] 반가공 인조수지, 플라스틱 필름
(포장용은 제외)
상품의 범위
◦ 인조수지를 특정용도로 가공하기 쉽도록 형틀, 압출성형 등의 방
법으로 1차 가공한 플라스틱 기초제품
◦ 플라스틱 필름(포장용은 제외)
◦ 위에 준하는 플라스틱 기초제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미가공 인조수지, 미가공 플라스틱(제1류/G2401)
- 포장용 플라스틱제 필름(제16류/G2401)
- 포장용 플라스틱제 포대(제16류/G2504)
- 비직물용 플라스틱사(제17류/G4801)

포함되는 상품(예시)
3D 프린팅용 플라스틱제
필라멘트
PVC 관
PVC 봉
PVC 지수판
건물 썬팅용 필름
경질 염화비닐 필름

plastic filaments for 3D printing

경질 폴리에스테르 필름
공업용 플라스틱제 호스
농업용 비닐시트
농업용 생분해성 플라스틱 필름

rigid polyester films

농업용 플라스틱 관수호스
농업용 플라스틱 필름
농업용 플라스틱제 시트

plastic hose irrigation for agriculture

농업용 하우스필름
농작물급수용 비닐호스

agricultural house film

다층필름

multilayer films for use in sealing and
insul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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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 pipes
PVC rods
PVC water stops
tinted film for building
rigid polyvinyl chloride films for use
in manufacture
industrial hoses of plastic
vinyl sheet for agriculture
biodegradable plastic film for
agricultural purposes
plastic films for agricultural purposes
plastic sheeting for agricultural
purposes
vinyl hoses for agricultural water
supply

라미네이팅 페이퍼용 플라스틱
필름
메탈라이스드필름
반가공 PVC 수지
반가공 비닐시트
반가공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반가공 실리콘수지
반가공 아크릴수지
반가공 아크릴유리
반가공 아크릴인조수지
반가공 유기유리
반가공 인조수지
반가공 천연섬유로 보강된
열가소성 수지
반가공 플라스틱
반가공 플라스틱 시트
반가공 플라스틱 폼제 여과재
반가공 플라스틱 필름제 여과재
반가공 플라스틱물질
반가공 플라스틱오일클로스
반가공 합성수지
발포플라스틱적층판
배관용 신축 플라스틱제 도관

plastic film for use in laminating
paper
metalized films for use in sealing and
insulating
semi-finished PVC of payments
semi-worked vinyl sheets
cellulose acetate, semi-processed
silicon resin semi-finished
semi-processed acrylic resins
acrylic glass, semi-processed
artificial acrylic resins [semi-finished
products]
organic glass, semi-processed
artificial resins, semi-processed
thermoplastic resins reinforced with
natural fibers [semi-finished
products]
semi-processed plastics
semi-finished plastic sheets
filtering materials of semi-processed
foams of plastic
filtering materials of semi-processed
films of plastic
plastic substances, semi-processed
semi-worked plastic oilcloth
semi-processed synthetic resins
plastic laminate of foamed plastics
flexible plastic conduits for plumbing
purposes

배관용 플라스틱제 신축관

flexible plastic pipes for plumbing
purposes

배관용 플라스틱제 호스
비포장용 비스코스시트

plastic hoses for plumbing use

비포장용 재생셀룰로오스제
시트
비포장용 재생셀룰로오스제
호일
비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비포장용 폴리프로필렌 필름

sheets of regenerated cellulose,
other than for wrapping

비포장용 폴리프로필렌 호일

polypropylene foil other than for
packing

뿌리덮개용 필름
수송기계기구 창문용 라미네이트
플라스틱 필름
수송기계기구 창문용 반사
플라스틱 필름
수송기계기구 창문용 방현
플라스틱 필름
수영장용 플라스틱제 호스
스크래치 방지 필름

film for mulching

시트/ 필름/ 블록/ 봉 및
관형태의 플라스틱
썬팅필름
아크릴봉
아크릴시트
아크릴판

plastics in the form of sheets, films,
blocks, rods and tubes

viscose sheets, other than for
wrapping

foil of regenerated cellulose, other
than for wrapping
polyethylene films used for the dirt
polypropylene film, other than for
wrapping

laminated plastic films for use on
vehicle windows
reflective plastic films for use on
vehicle windows
tinted plastic films for use on vehicle
windows
plastic hoses for swimming pools
scratch protection films for use in
manufacture

tinted films
acrylic rods
acrylic sheets
acrylic plates

17류 G2401
압출성형 형태의 폴리스타이렌
펠릿
에어컨디셔너용 플라스틱제
호스
에틸렌초산필름
염화비닐필름

extruded polystyrene pellets

오일펜스
욕실용 플라스틱 시트
유리용 방현 플라스틱 필름
유리용 방현필름

oil fence

유리용 플라스틱 시트
유압식 플라스틱제 호스
음료 디스펜싱기계용 신축 플
라스틱제 도관
인테리어 필름

plastic sheet glass

인테리어용 난연필름
인테리어용 방염비닐시트

retardant films for interior

자동차 백미러용 김서림 방지
플라스틱제 필름
자동차 선팅용 필름
자외선차단필름
잡초 억제용 플라스틱 시트제
뿌리덮개용 매트
잡초 예방용 플라스틱제 시트
적층유리 제조공정용 아크릴
수지시트
전자회로 제조용 폴리머 필름
접착식 코팅 플라스틱 시트
정원용 호스
제조공정용 아크릴 시트
제조공정용 폴리머필름
제조용 바 형태의 반가공
인조수지
제조용 바/블록/펠레트/봉/
시트 및 튜브 형태의 압출플라
스틱
제조용 반가공 열가소성
폴리머수지
제조용 반가공 플라스틱
제조용 봉 형태의 반가공
인조수지
제조용 블록 형태의 반가공
인조수지
제조용 시트 형태의 반가공
인조수지
제조용 압출성형 형태의 인조수지
제조용 압출성형 형태의 플라스틱
제조용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시트

plastic hoses for air conditioners
ethylene acetate films
polyvinyl chloride films for use in
manufacture
sheet plastic bath
tinted plastic film for use on windows
anti-glare films for windows [tinted
films]
hydraulic hoses of plastic
flexible plastic conduits for use with
beverage dispensing machines
tinted, laminated and reflective
plastic films for interior decorating
flame retardant plastic sheets for
interior
plastic anti-fogging films for car
rearview mirrors
films for automotive seonting
films for sun protection
mulch mats made of plastic sheet
materials for use in suppressing
weeds
plastic sheeting for preventing weed
growth
acrylic resin sheeting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laminated glass
polymer film used for manufacturing
electronic circuits
adhesive-coated plastic sheets for
use in manufacture
garden hoses
acrylic sheeting for use in
manufacture
polymer films for use in manufacture
artificial resins in the form of bars for
use in manufacture [semi-finished
products]
extruded plastic in the form of bars,
blocks, pellets, rods, sheets and
tubes for use in manufacturing
semi-processed thermoplastic
polymer resins for use in manufacture
semi-processed plastics for
manufacturing
artificial resins in the form of rods for
use in manufacture [semi-finished
products]
artificial resins in the form of blocks
for use in manufacture
[semi-finished products]
artificial resins in the form of sheets
for use in manufacture
[semi-finished products]
artificial resins in extruded form for
use in manufacture
plastics in extruded form used in
production
self-adhesive plastic sheets for use
in manufacturing

제조용 튜브 형태의 반가공
인조수지

artificial resins in the form of tubes for
use in manufacture [semi-finished
products]

제조용 펠릿 형태의 반가공
인조수지

artificial resins in the form of pellets
for use in manufacture
[semi-finished products]

제조용 펠릿 형태의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수지
제조용 펠릿 형태의 열가소성
조성물
주방용 플라스틱 시트
증기막인 건축산업용 플라스틱제
시트

thermoplastic elastomer resins in
pellet form for use in manufacture

차량용 썬팅필름
차량용 열차단필름
차량용 자외선차단필름
창문용 라미네이트된 플라스틱
시트
창문용 반사 플라스틱 필름

tinted films for vehicles

천연가스 운송용 플라스틱제
신축관
초산비닐필름
투명아크릴시트

flexible plastic pipes for conveying
natural gas

투명필름
포장용 압출성형 형태의 폴리
스타이렌 펠릿
폴리비닐 알코올필름
폴리염화비닐필름(포장용은
제외)
폴리프로필렌필름
풍선카테테르 제조용 반가공
열가소성 폴리머수지

transparent films

플라스틱 시트

plastic sheet materials for use in
manufacture

플라스틱 필름(포장용은 제외)
플라스틱관
플라스틱봉
플라스틱블록
플라스틱오일펜스
플라스틱적층판

plastic film, other than for wrapping

플라스틱제 가스이음관
플라스틱제 수도이음관
플라스틱제 신축관
플라스틱제 튜브
플라스틱제 파이프
플라스틱판
플라스틱호스
필름생지(生地)
합성수지 호스
환기시스템용 신축 플라스틱
호스
흡음필름

gas seamed pipes of plastic

thermoplastic compounds in pellet
form for use in manufacture
plastic sheet for the kitchen
plastic sheeting use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s a vapor
barrier
thermal cutoffs films for vehicles
ultraviolet-proof films for vehicles
laminated plastic films for use on
windows
reflective plastic films for use on
windows

vinyl acetate films
transparent acrylic sheets for use in
manufacture
extruded polystyrene pellets for
packing
polyvinyl alcohol films
polyvinyl chloride films for use in
manufacture(not for wrapping)
polypropylene films
semi-processed thermoplastic
polymer resin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balloon catheters

plastic pipes and tubes
plastic rods and bars
plastic blocks
plastic oil fences
laminated plastic material in the form
of boards for use in manufacture
water seamed pipes of plastic
flexible tubes of plastic
tubes of plastic
plastic pipes
boards and plates of plastics
plastic hoses
semi-worked plastic film
resin hose
flexible plastic hoses for use with
ventilation systems
sound absorbing films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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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류/G2402] 미가공 고무, 반가공 고무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소방용 호스(제9류/G3606)
- 고무제 마개(제17류/G2506)
-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제19류/G3303)

협의의 포괄명칭
미가공 고무
반가공 고무

raw rubber
semi-worked rubber

포함되는 상품(예시)
경화고무
경화고무 제형(製型)
고무관
고무봉
고무용액
고무유도체
고무판
고무호스
공업용 고무제 호스
공업용 라텍스
구타페르카고무
농업용 고무관수호스
농업용 고무제 호스
니트릴고무
니트릴부타디엔고무
다황화고무
라텍스 고무필름
라텍스고무
미가공 고무액
미가공 또는 반가공 고무
미가공 또는 반가공 점성고무
발라타고무
발포고무
부틸고무
불소고무
비포장용 폴리우레탄 필름
생 고무
스틸렌 부타디엔 고무
습기차단용 폴리우레탄필름
실리콘고무
아크릴고무
액체고무
에어컨디셔너용 고무제 호스
에틸렌초산비닐고무
에틸렌프로필렌고무
에틸렌프로필렌디엔고무
에피클로로하이드린고무
엠엔에이 크라프트고무
염산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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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nite [vulcanite]
ebonite moulds
rubber pipes
rubber bars and rods
rubber solutions
rubber derivatives
rubber sheets
rubber hoses
industrial hoses of rubber
latex for industrial use
gutta-percha
rubber watering hoses for
agricultural purposes
hoses of rubber for agricultural
purposes
nitrile rubber
nitrile butadiene rubber
polysulfide rubber
latex rubber films
latex [rubber]
unprocessed liquid rubber
rubber, raw or semi-worked
gum, raw or semi-worked
balata
foam rubber

염산화고무
염화고무
용접장치용 고무호스

hydrochloric acidified rubber
chlorinated rubber

우레탄고무
우레탄시트
우레탄필름
운동장커버용 고무제 알갱이
운동장커버용 고무제 칩
유압식 고무제 호스
이소부틸렌이소프렌고무
재생고무
제조공정용 고무
제조공정용 라텍스고무
제조공정용 미가공 합성고무
제조공정용 합성고무
천연고무
클로로술폰화 폴리에틸렌 고무
타이어 재생용 고무재료
탄성고무
포장용 고무판
포장용 저밀도 폴리우레탄제 폼
폴리부타디엔고무
폴리올레핀설파이드고무
폴리올레핀옥시드고무
폴리우레탄시트
폴리이소프렌고무
폴리클로로프렌고무
폴리펜테머고무
프로필렌옥시드고무
합성고무
합성폴리부타디엔고무
황화고무

rubber hoses for use with welding
apparatus
urethane rubber
urethane sheets
urethane films
rubber granules for use as a ground
covering for playgrounds
rubber chips for use as a ground
covering for playgrounds
hydraulic hoses of rubber
isobutylene-isoprene rubber
reclaimed rubber
rubber for use in manufacture
latex rubber for use in manufacture
uncured synthetic rubber for use in
manufacture
synthetic rubber for use in
manufacture
natural rubber
chloro sulfonated polyethylene
rubber
rubber material for recapping tires
elastic gum
rubber sheets for packing purposes
low-density polyurethane foam for
packing
polybutadiene rubber
polyolefin sulfide rubber
polyolefin oxide rubber
polyurethane sheets
poly isoprene rubber
poly chloroprene rubber
poly pentamer rubber
propylene oxide rubber
synthetic rubber
synthetic polybutadiene rubber
sulfide rubber

butyl rubber
fluoro rubber
polyurethane film, other than for
wrapping
crude rubber
styrene-butadiene rubber
polyurethane film for use as a
moisture barrier
silicone rubber
acrylic rubber
liquid rubber
rubber hoses for air conditioners
ethylene vinyl acetate rubber

[제17류/G2504] 포장용 고무제 포대
상품의 범위
◦ 포장용 고무제 포대(봉투/자루/주머니)
◦ 위에 준하는 고무제 포장용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포장용 종이제 포대, 포장용 플라스틱제 포대(제16류/G2504)
- 포장용 가죽제 백(봉투/자루)(제18류/G2504)
- 포장용 직물제 포대(제22류/G2504)

ethylene propylene rubber

포함되는 상품(예시)

ethylene propylene diene rubber
epichlorohydrin rubber
mNA craft rubber
hydrochlorinated rubber

고무제 공업용 포장용기
고무제 포장용기

industrial packaging containers of
rubber
packing containers of rubber

17류 G3303
상품 포장용 고무제 가방(봉투
및 자루)
포장용 고무제 포대(주머니/
자루)

rubber bags for merchandise
packaging [envelopes or pouches]
bags [envelopes, pouches] of
rubber, for packaging

포함되는 상품(예시)
경화섬유제 좌금(座金)
고무제 또는 경화섬유제 좌금
(座金)
고무제 좌금(座金)

washers of vulcanized fiber
washers of rubber or vulcanized fiber
washers of rubber

[제17류/G2506] 고무제 마개, 고무제 뚜껑
상품의 범위
◦ 고무제 뚜껑(마개)
◦ 위에 준하는 고무제 봉인용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마개, 금속제 밀봉캡(제6류/G2506)
- 비금속제 마개(제20류/G2506)
- 유리제 마개, 유리제 병마개(제21류/G2506)

협의의 포괄명칭
고무제 마개

rubber stoppers

포함되는 상품(예시)

[제17류/G3303] 석면제 건축재, 건축용 방습재, 방음재,
보온용 단열재, 틈막이용 조성물
상품의 범위
◦ 석면제 건축 전용재료
◦ 주로 고무, 석면, 섬유 등을 주된 재료로 한 방음재, 보온용 단열
재, 건축용 방습재, 틈막이용 조성물
◦ 위에 준하는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제6류/G3303)
-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제11류/G3303)
- 석면섬유(제17류/G4706)
- 석면직물(제17류/G4901)
-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제19류/G3303)
- 비금속제 경첩, 비금속제 문 부속품(제20류/G3303)

고무제 뚜껑
고무제 병뚜껑

stops of rubber

고무제 병마개

rubber stoppers for bottles

공업용 포장용기용 고무제 뚜껑

rubber lids and caps for industrial
packaging containers

공업용 포장용기용 고무제 마개

rubber stoppers for industrial
packaging containers

단지용 고무제 봉인재료

rubber seals for jars

밀봉용 고무판

rubber sheets for sealing purposes

병마개 개폐용 고무밴드

bands of rubber for unscrewing jar
lids

샤워실용 고무제 마개

plugs of rubber for showers

싱크대용 고무제 마개

plugs of rubber for sinks

욕조용 고무제 마개

plugs of rubber for baths

잡초 예방용 재생고무제 뿌리덮개

mulch mats made of recycled rubber
for preventing weed growth

건물 절연체 제조용 유리섬유

포장용 고무제 뚜껑
포장용 고무제 마개

rubber lids for packaging containers

건물단열용 광물면
건물단열용 금속제 호일
건물단열용 발포고무제 시트

rubber caps for packaging bottles

rubber stopper for packaging
containers

협의의 포괄명칭
방음재
보온용 단열재

soundproofing materials
non-conducting materials for
retaining heat
asbestos building materials

석면제 건축재
틈막이용 조성물

weatherstripping compositions

포함되는 상품(예시)
건물 단열재료 제조용 유리섬유

glass fiber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building insulation materials

건물 및 구축용 단열 발포고무

insulating foam for use in building
and construction
glass fiber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building insulation
mineral wool for building insulation

건물단열용 유리섬유제 절연재료

[제17류/G3001] 고무제 좌금, 경화섬유제 좌금
상품의 범위
◦ 고무제 좌금(와셔)
◦ 경화섬유제 좌금(와셔)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나사, 금속제 너트, 금속제 못, 금속제 볼트 등(제6류/G3001)
- 수도꼭지용 좌금(座金)(제11류/G3001)
- 비금속제 못, 비금속제 볼트, 비금속제 너트 등(제20류/G3001)

건물단열용 유리섬유직물
건물단열용 폴리우레탄 폼제
시트
건물단열용 폴리우레탄 필름
건물밀봉 및 단열용 폴리우레탄
필름
건축 및 구축용 발포 단열재
건축용 내화단열재
건축용 닥트보온재

foils of metal for building insulation
foam sheeting for use as building
insulation
fiberglass insulation materials for
buildings
fiberglass fabrics for building
insulation
polyurethane foam sheeting for use
as building insulation
polyurethane film for use as building
insulation
polyurethane films for use in sealing
and insulating buildings
foam insulation materials for use in
building and construction
non-conducting refractory materials
for building
duct retaining heat materials for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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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단열재료
건축용 방수투습지
건축용 방습재
건축용 방음재
건축용 보온단열재
건축용 비금속제 단열재
건축용 스티로폼 단열재
건축용 유리섬유 절연체
건축용 유리섬유제 단열재료
건축절연용 광재면
건축절연용 금속제호일
고무제 문고정기
고무제 창문고정기
누출수리용 화학조성물
단열바닥재
단열용 대나무섬유
단열용 비금속제 파이프 지지구
단열용 비닐
단열용 암석섬유
단열용 에어캡
단열용 저밀도 폴리우레탄제 폼
단열재
문틈 바람막이
문풍지
문하 단틈막이
바닥깔개의 형태의 절연체
발포유리 단열재
방문용 방풍막
방음용 나무껍질제 피복재료
방음용 블랭킷
방음용 음향 배플

building insulation materials
waterproof damp paper for building
substances for insulating buildings
against moisture
soundproofing materials for buildings
non-conducting materials for
retaining heat for building
insulating materials for building, not
of metal
foam thermal insulation for building
fiberglass insulation for buildings
glass fiber insulation materials for
use in construction
slag wool for building insulation
metal foil for building insulation
door stops of rubber
window stops of rubber
chemical compositions for repairing
leaks
insulated flooring materials

스티로폼 보온재
시트형 단열재
열방사방지용 조성물

styrofoam insulation materials

오염방지용 부유식 방벽
유리섬유 단열재

floating anti-pollution barriers

유리섬유 단열파이프
음향판(音響板)
자동차용 흡차음재
접착식 틈막이용 화합물
지하 파이프 및 탱크용 단열재료

non-conducting pipes of fiberglass

창문용 방풍막
콘크리트양생용 플라스틱제
블랭킷

windscreens for windows

non-conducting materials
compositions to prevent the radiation
of heat
non-conducting materials of
fiberglass
acoustic plates
sound package for automobiles
adhesive caulking compounds
insulation materials for underground
pipes and tanks
concrete curing blankets made of
plastic

틈막이

caulking

틈막이용 재료

caulking materials

insulated pipe supports, not of metal

틈막이용 화합물

caulking compounds

vinyl for heat insulation

틈새 바람차단용 재료

draught excluder strips

rock wool for insulation

틈새바람 차단용 재료

weatherstripping

파이프용 비금속제 방열재킷

pipe jackets, not of metal

파이프형 단열재

non-conducting materials in the form
of pipe

판상단열재

planar heat insulator

패널형 단열재

non-conducting materials in the form
of panel

statement under gapshield

펠트형 단열재

insulation in the form of floor
coverings
foam glass non-conducting materials

non-conducting materials in the form
of felts

폴리에틸렌 폼제 단열재료

insulating materials made of
polyethylene foam
insulating materials made of
polyurethane foam

air cap for insulation
low-density polyurethane foam for
insulation
thermal insulating materials
door openings windshield
paper weather strips

windscreens for room door

폴리우레탄 폼제 단열재료

bark coverings for sound insulation
sound dampening blankets
acoustic baffles for soundproofing
purposes
fabric for sound insulation

보일러 보온용 단열재

non-conducting materials for
retaining heat of boiler

보일러 열방사방지용 조성물

boiler composition to prevent the
radiation of heat

블록형 단열재
석면 분말
석면제 덮개
석면제 슬레이트
석면제 시트
석면제 판지
석면판

block type non-conducting materials

유사상품 심사기준

non-conducting materials of
styrofoam, for retaining heat

bamboo fibers for insulation

방음용 직물
방음용 펠트
방음인클로저
방풍망
방풍지
보냉용 단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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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단열재

felts for sound insulation
soundproof enclosure
windbreak nets
windbreak paper
non-conducting materials for
retaining cold

[제17류/G3606] 석면제 소방용구
상품의 범위
◦ 석면으로 만든 소방용구
◦ 위에 준하는 소방용구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방호용 신발(제9류/G270102)
- 구명망, 구명 벨트, 구명재킷(제9류/G3605)
- 화재 대피용 사다리(제9류/G3606)
- 방화피복(제9류/G4507)
- 고무호스(제17류/G2402)

asbestos powder

포함되는 상품(예시)

asbestos coverings
slate asbestos
asbestos sheets
asbestos millboards
asbestos boards

석면제 방화막
석면제 안전막
직물제 호스
캔버스제 호스파이프

asbestos safety curtains
safety curtains of asbestos
hoses of textile material
canvas hose pipes

17류 G3828

[제17류/G3826, G3711] 고무제 완충기
상품의 범위
◦ 고무제 완충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기계용 완충기기(수송기계용은 제외)(제7류/G3826, G3711)

포함되는 상품(예시)
고무제 완충기
부두용 고무제 범퍼
부두하역용 고무제 범퍼

shock-absorbing buffers of rubber
dock bumpers of rubber
rubber bumpers for loading docks

[제17류/G3828] 개스킷, 고무제 링, 탄성고무제 또는
경화섬유제 밸브, 고무제 패킹(Packing),
플라스틱제 패킹, 석면제 패킹
상품의 범위
◦ 비금속제 기계요소 중에서 동력발생장치, 동력전도장치, 완충장
치 및 제동장치에 속하지 않는 기타 기계요소
◦ 고무제, 플라스틱제, 석면제로 된 기계요소 연결 또는 충전용(패
킹용) 재료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비기계용 금속제 밸브, 비기계용 금속제 플랜지, 비기계용 금속제 스
프링(제6류/G3828)
- 기계부품용 링(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부품용 밸브(육상차량용
은 제외), 기계부품용 스프링(육상차량용은 제외)(제7류/G3828)
- 수도조절용 장치, 가스조절 및 안전용 장치(제11류/G3828)
- 육상차량용 축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제12류/G3828)
- 가죽제 밸브, 스프링용 가죽제 케이싱(제18류/G3828)
- 급배수용 밸브(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제19류/G3828)
- 급배수용 플라스틱제 밸브(기계부품은 제외)(제20류/G3828)

포함되는 상품(예시)
PVC 이음구
PVC 이중소켓
개스킷
개스킷용 흑연패킹
건식 벽 이음매조성물
경질관용 비금속제 부속품
경질관용 비금속제 이음매
경질관용 비금속제 커플링
경화섬유제 밸브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 충전재
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 충전재
고무제 링
고무제 밸브
고무제 역류방지 밸브
고무제 충전재
고무제 클랙밸브
고무제 파이프커플링

PVC joint
PVC dual socket
gaskets
graphite packing for gaskets
drywall joint compounds
fittings, not of metal, for rigid pipes
elbows, not of metal, for rigid pipes
couplings, not of metal, for rigid pipes
valves of vulcanized fiber
padding materials of rubber or plastic
packing [cushioning, stuffing]
materials of rubber or plastics
rings of rubber
valves of rubber
non-return valves of rubber
padding materials of rubber
clack valves of rubber
pipe couplings of rubber

고무제 패킹
금속제 개스킷
기계부품 보호용 고무제 슬리브
기계부품을 제외한 고무제
또는 경화고무 섬유제 밸브
도로포장용 신축이음매용
충전재료
류트
방수용 링
방수패킹
배관용 방수용 링
밸브용 석면제 패킹
밸브용 흑연패킹
부분 가공된 브레이크라이닝
재료
비금속제 개스킷
비금속제 파이프 조인트
비금속제 파이프이음매
비금속제 파이프커플링
비금속제 파이프커플링 및 조인트

rubber packings
metal gaskets
rubber sleeves for protecting parts of
machines
valves of rubber or vulcanized fiber
[not including machine elements]
expansion joint fillers for pavement
lute
water-tight rings
waterproof packings
watertight rings for plumbing pipes
asbestos packing for valves
graphite packing for valves
brake lining materials, partly
processed
gaskets, not of metal
pipe joints, not of metal
elbows, not of metal, for pipes
pipe couplings, not of metal
pipe couplings and joints, not of
metal

비금속제 호스부속품
석면제 패킹
소방호스용 비금속제 커플링
수송기계기구 라디에이터용
연결호스
시트형태의 포장재 발포고무
신축이음매용 충전재료
실리콘 실란트
실린더접속재료
압축공기관용 비금속제 부속품

hose fittings, not of metal

유연관용 비금속제 부속품
유연관용 비금속제 커플링

fittings, not of metal, for flexible pipes

이음매접속용 실란트 조성물
전자파 차폐 개스킷

sealant compounds for joints

전자파차단용 고무패킹
절연개스킷
절연용 방수막
접속패킹
접착식 실란트조성물
충전 및 절연용 재료
충전용 링
컨테이너 선박용 고무제 패딩재료

rubber packing for radiation blocking

컨테이너 선박용 플라스틱제
패딩재료
코르크패킹
클러치라이닝
탄성고무제 또는 경화섬유제
밸브
파이프 이음매용 실란트
파이프 조인트용 조성물

asbestos packing
couplings, not of metal, for fire hoses
connecting hose for vehicle
radiators
packing foam in sheet form
expansion joint fillers
silicone sealants
cylinder jointings
fittings, not of metal, for compressed
air lines
couplings, not of metal, for flexible
pipes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shielding gaskets
insulated gaskets
insulating waterproofing membranes
joint packings
adhesive sealant compounds
packing and insulating material
stuffing rings
padding materials of rubber for
shipping containers
padding materials of plastic for
shipping containers
cork packings
clutch linings
valves of india-rubber or vulcanized
fiber
pipe joint sealant
pipe joint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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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연결 밀봉용 고무제 링
파이프연결용 밀봉재
파이프용 개스킷
파이프용 금속제 개스킷
파이프용 비금속제 고정구
파이프용 비금속제 보강재료
파이프용 비금속제 부속품
파이프용 비금속제 연결구
파이프용 비금속제 접속구
파이프용 비금속제 커넥터
파이프용 비금속제 행거
파이프용 절연체
파이프용 접속패킹
파이프용 플라스틱 관이음쇠
파이프용 플라스틱 연결구
파이프이음매용 조성물
패킹용 원면
펌프용 흑연패킹
폴리우레탄 실란트
플라스틱 충전재
플라스틱제 충전재
플라스틱제 패킹
피스톤용 석면제 패킹

rings of rubber for use as pipe
connection seals
seals for pipe connections
pipe gaskets
gaskets of metal for pipes
fixing holders for pipes (not of metal)
reinforcing materials, not of metal,
for pipes
non-metal fittings for pipes
pipe muffs, not of metal
junctions, not of metal, for pipes
connectors, not of metal, for pipes
hangers for pipes (not of metal)
pipe insulation
joint packings for pipes
tube joints of plastic for pipes
junctions of plastic for pipes
pipe jointing compounds
cotton wool for packing [caulking]
graphite packing for pumps
polyurethane sealants
stuffing of plastic
stuffing materials of plastic
plastics materials for packing
asbestos packing for pistons

[제17류/G3909] 전기절연재료
상품의 범위
◦ 전기절연용 재료
◦ 전기절연체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배전기기, 전기제어기기, 전기변압기(제9류/G390102)
- 전기플러그, 전기소켓, 자석(제9류/G3909)
- 전기절연용 고무제품, 전기절연테이프(제17류/G3909, G3905)

전기/단열 및 방음 기능이 있는
절연체
전기절연용 관
전기절연용 금속박(箔)
전기절연용 니스
전기절연용 세라믹 애자
전기절연용 애자
전기절연용 운모제품
전기절연용 유리섬유직물
전기절연용 유리솜
전기절연용 종이
전기절연용 직물
전기절연용 펠트
전기절연용 포
전기절연용 혼화물
전기절연유(絶緣油)
전기절연재료 제조용 경화섬유
전기케이블용 절연 스플리스
커버
절연 잉크
절연도료
절연용 니스
절연용 석고
절연용 유리섬유
절연용 유리섬유직물
절연용 유리솜
절연용 종이
절연용 직물
절연용 펠트
절연유
절연재료
철도선로용 전기절연체
축전기용 종이
케이블용 전기절연체
케이블용 절연체

electrical, thermal and sound
insulators
electrical insulating duct
metal foil for insulation
electrical insulating varnish
electrical ceramic insulators
electrical insulators
electrical insulating mica products
fiberglass fabrics for insulation
electrical insulating glass wool
electrical insulating paper
electrical insulating fabrics
electrical insulating felt
electrical insulating cloth
electrical insulating compound
materials
electrical insulating oils
vulcanized fiber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electrical insulation
materials
insulating splice covers for electrical
cables
insulating inks
insulating paints
insulating varnish
insulating plaster
glass fibres for insulation
fibreglass fabrics for insulation
glass wool for insulation
insulating paper
insulating fabrics
insulating felt
insulating oils
insulating materials
insulators for railway tracks
paper for electrical capacitors
electrical insulators for cables
insulators for cables

협의의 포괄명칭
전기절연재료
전기절연체

electrical insulating materials
electric insulators

[제17류/G3909, G3905] 전기절연용 고무제품, 전기절연
테이프
상품의 범위

포함되는 상품(예시)
내화성 절연재료
변압기용 절연유
세라믹제 전기절연체
송전선용 전기절연체
송전선용 절연 슬리브
운모제 전기절연체
유리섬유 절연체
유전체(전기절연체)
유전체(절연체)
전기 케이블용 절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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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lating refractory materials
insulating oil for transformers
electrical insulators made of ceramic
materials
insulators for electric mains
insulating sleeves for power lines
electrical insulators made of mica
fiberglass insulation

◦ 전기절연용 고무재료
◦ 전기절연테이프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공업용 접착제(제1류/G1002)
- 포장용 접착테이프(문방구용/의료용/가정용은 제외)
(제17류/G1002)
- 전기절연재료(제17류/G3909)

dielectrics (electrical insulators)

포함되는 상품(예시)

dielectrics [insulators]
insulators for electrical cables

고무제 전기절연체

electrical insulators made of rubber

17류 G4801
스트래핑 테이프
유리섬유제 전기절연테이프
전기절연밴드
전기절연용 고무제품
전기절연테이프
절연테이프

strapping tape
fiberglass electrical insulating tape
insulating bands
electrical insulating rubber products

엘리베이터 케이블 제조용
아라미드섬유
타이어 코드 제조용 플라스틱
섬유

aramid fiber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elevator cables
plastic fiber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tire cord

electrical insulating tapes
insulating tapes

[제17류/G4706] 비직물용 무기섬유
상품의 범위

[제17류/G450403] 절연용 장갑
◦ 비직물용 무기섬유

상품의 범위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절연용 장갑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산업용 방호장갑(제9류/G450403)
- 의료용 장갑(제10류/G450402)
- 전기절연재료(제17류/G3909)
- 가사용 장갑, 광택용 장갑, 원예용 장갑(제21류/G450403)
- 방한용 장갑(제25류/G450401)

- 비직물용 섬유사(제17류/G4801)
- 석면직물(제17류/G4901)
- 비직물용 유리섬유(제21류/G4706)
- 직물용 무기섬유(제22류/G4706)

협의의 포괄명칭
비직물용 무기섬유

포함되는 상품(예시)
절연용 장갑

insulating gloves

[제17류/G4705] 비직물용 화학섬유
상품의 범위
◦ 비직물용 화학섬유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비직물용 무기섬유(제17류/G4706)
- 비직물용 화학섬유사(제17류/G4801)
- 직물용 화학섬유(제22류/G4705)

협의의 포괄명칭
비직물용 화학섬유

inorganic fiber (not for textile use)

포함되는 상품(예시)
광물면
광재면
브레이크라이닝 제조용 석면
비직물용 탄소섬유
석면
석면섬유
암석섬유
필터매체 제조용 광물면

가발용 합성섬유
경화섬유
비직물용 반합성섬유
비직물용 실리콘 반합성섬유

synthetic fiber for false hair
vulcanized fibre
semi-synthetic fiber (not for textile
use)
silicon semi-synthetic fiber (not for
textile use)

비직물용 실리콘 재생섬유

silicon regenerated fibers (not for
textile use)

비직물용 아라미드섬유
비직물용 아크릴섬유
비직물용 인조모
비직물용 재생섬유

aramid fibers, not for textile use

비직물용 플라스틱섬유

plastic fibers, other than for textile
use

비직물용 합성섬유

synthetic fiber (not for textile use)

acrylic fiber (not for textile use)
artificial wools (not for textile use)
regenerated fibers (not for textile
use)

slag wool [insulator]
asbesto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brake linings
carbon fibers, other than for textile
use
asbestos
asbestos fibres
rock wool
mineral wool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filter media

[제17류/G4801] 비직물용 화학섬유사(絲), 비직물용
무기섬유사

chemical fiber (not for textile use)

포함되는 상품(예시)

mineral wool [insulator]

상품의 범위
◦ 비직물용 무기섬유사
◦ 비직물용 화학섬유사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외과용 봉합사(제10류/G110301)
- 비직물용 유리섬유사(제21류/G4801)
- 직물용 실, 자수용 금속제 실(제23류/G4801)

협의의 포괄명칭
비직물용 무기섬유사(絲)
비직물용 화학섬유사(絲)

inorganic fiber yarn (not for textile
use)
chemical-fiber threads and yarns
(not for textile use)

포함되는 상품(예시)
비직물용 고무사

rubber thread not for textil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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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류 G4801
비직물용 고무사 및 피복고무사
비직물용 고무코팅사
비직물용 재생섬유사
비직물용 탄성사
비직물용 플라스틱사
비직물용 피복고무사
석면사(石綿絲)
접합용 플라스틱제 실

rubber thread and covered rubber
yarn, not for textile use
rubber-coated threads, not for textile
use
regenerated fiber thread not for
textile use
elastic threads, other than for textile
use
threads of plastic materials, other
than for textile use
covered rubber thread and yarn, not
for textile use
asbestos yarn

- 가죽끈(제18류/G5001)
- 노끈, 비금속제 로프, 비금속제 케이블, 포장용 끈(제22류/G5001)

soldering threads of plastic

[제17류/G5002] 석면제 망

포함되는 상품(예시)
고무끈
고무줄 및 끈
비직물용 고무끈
석면제 끈

cords of rubber
rubber cords and laces
cords of rubbe (not for textile use)
asbestos cords and strings

상품의 범위

[제17류/G4901] 석면직물

◦ 석면을 주재료로 하여 가공한 그물(망)

상품의 범위
◦ 석면제 직물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전기절연용 포(제17류/G3909)
- 석면사(제17류/G4801)
- 석면제 펠트(제17류/G4904)
- 직물(제24류/G4901)

포함되는 상품(예시)
석면직물
석면포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망(網)(제6류/G5002)
- 비금속제 방충망(제19류/G5002)
- 비금속제 망(석면제는 제외)(제22류/G5002)

포함되는 상품(예시)
석면제 망(網)

asbestos nets

[제17류/G5203] 고무제 소입상

asbestos fabrics

상품의 범위

asbestos cloth

◦ 고무제 소입상

[제17류/G4904] 석면제 펠트(Felt)
상품의 범위
◦ 석면제 펠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부직포, 직물펠트(제24류/G4904)

포함되는 상품(예시)
석면제 펠트

asbestos felt

[제17류/G5001] 고무끈, 석면제 끈
상품의 범위
◦ 고무끈(줄/로프), 석면제 끈(줄/로프)
◦ 위를 주재료로 하여 가공한 끈류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로프(제6류/G5001)
- 비직물용 고무사, 비직물용 석면사[제17류/G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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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는 상품(예시)
고무제 소입상

statuettes of rub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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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 및 모조가죽; 수피; 수하물가방 및 운반용 가방; 우산 및 파라솔; 걷기용
지팡이; 채찍 및 마구(馬具); 동물용 목걸이, 가죽끈 및 의류
(Leather and imitations of leather; animal skins and hides; luggage and
carrying bags; umbrellas and parasols; walking sticks; whips, harness and
saddlery; collars, leashes and clothing for animals)

본류에는 주로 가죽, 모조가죽 및 가죽 또는 모조가죽으로 된 상품이 포함된다.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여행가방 및 운반용 가방(예: 슈트케이스, 트렁크, 여행가방, 유아를 업기 위한
멜빵주머니, 학생가방)
- 여행가방 또는 수하물 태그
- 명함케이스 및 포켓용 소형지갑
- 가죽제 또는 가죽판제 상자 및 케이스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의료용 지팡이(제10류)
- 가죽제 사람용 의류, 신발 및 모자(제25류)
- 보관용 가방 및 케이스(예: 랩톱용 가방(제9류), 카메라 및 사진기구용 가방 및
케이스(제9류), 악기용 케이스(제15류), 골프가방, 스키 및 서프 보드용 가방
(제28류))
-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 가죽, 인조가죽 및 동물가죽으로 된 특정
상품(예: 혁지(제8류), 광택용 가죽(걸레)(제21류), 청소용 섀미가죽(제21류),
의복용 혁대(제25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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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류 G1817

제

[제18류/G1808] 가죽제 라벨, 의류용 가죽제 바느질
부착형 태그

18류

상품의 범위

【포괄상품명칭 목록】

◦가죽으로 만든 라벨

포괄상품명칭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유사군코드 (구)포괄코드

가죽 및 모조가죽
(leather and imitations of leather)

G2301,
G2302

N18001

가죽제 포장용기
(packaging containers of leather)

G2503,
G2504

N18003

공업용 가죽제 포장용기
(industrial packaging containers of
leather)
우산/파라솔 및 지팡이
(umbrellas, parasols and walking
sticks)

- 금속제 표찰(제6류/G1808)
- 라벨부착기(제7류/G3601)
- 집적 무선주파수 인식(RFID)칩이 장착된 라벨(제9류/G390803)
- 종이제 또는 판지제 라벨(제16류/ G1808)
- 플라스틱제 라벨(제20류/G1808)
- 직물제 라벨(제24류/G1808)

포함되는 상품(예시)
G2703,
G2704

N18002

[제18류/G120401] 휴대용 화장품 케이스
(내용물이 없는 것)

가방용 가죽제 접착태그

adhesive tags of leather for bags

가죽제 라벨

labels of leather

의류용 가죽제 바느질 부착형
태그

sew-on tags of leather for clothing

[제18류/G1817] 동물용 목걸이, 애완동물용 의류
상품의 범위

상품의 범위
◦ 화장품 가방(내용물이 없는 것)
◦ 휴대용 화장품 가방(내용물이 없는 것)
◦ 휴대용 화장품케이스(내용물이 없는 것)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인조손톱, 인조속눈썹, 화장용 접착제, 화장용 면봉(제3류/
G120401)
- 가발 고정용 접착제(제3류/G120402)
- 오렌지 스틱(매니큐어 기구)(제8류/G120401)
- 비전기식 화장용 솔, 향수분무기, 빗, 화장용 콤팩트(제21류/
G120401)
- 비누갑(제21류/G1825)
- 화장제거용 천(제24류/G120401)
- 비전기식 헤어롤러(제26류/G120401)
- 가발, 장식용 수염(제26류/G120402)

포함되는 상품(예시)
메이크업/열쇠 및 기타 개인
물품 보관용 파우치
화장도구 가방(빈 것)

pouches for holding make-up, keys
and other personal items

화장도구 케이스(빈 것)

toiletry cases sold empty

화장품가방(내용물이 없는 것)

cosmetic bags sold empty

휴대용 화장도구 케이스(내용
물이 없는 것)

vanity cases, not fitted

휴대용 화장품 가방(내용물이
없는 것)
휴대용 화장품 케이스(내용물이
없는 것)

portable cosmetic bags (sold empty)

toiletry bags sold empty

portable cosmetic cases (sold
empty)

◦ 동물용 목걸이(Collars)
◦ 애완동물용 의류
◦ 위에 준하는 애완동물용 피복 및 액세서리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가축용 체인, 금속제 닭장, 동물용 방울(제6류/G1817)
-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제19류/G1817)
- 애완동물용 집(구조물과 새장은 제외), 애완동물용 쿠션, 애완동물용
침대(제20류/G1817)
- 새장, 애완동물용 우리(제21류/G1817)
- 애완동물용 장난감(제28류/G1817)
- 애완동물용 모래종이(깔개), 동물용 깔짚(제31류/G1817)

포함되는 상품(예시)
강아지옷
개 목걸이 및 줄
개용 가죽끈
개용 목걸이
개용 뱃대끈
개용 신발
개용 의복
개용 코트
개용 파카
개용 팩
개줄
고양이용 목걸이
고양이용 코트
동물용 가죽끈

dog clothing
dog collars and leads
dog leashes
dog collars
dog bellybands
dog shoes
clothing for dogs
dog coats
dog parkas
dog packs
dog leads
collars for cats
coats for cats
leashes for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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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류 G1817
동물용 끈
동물용 레깅스
동물용 목걸이
동물용 싸개 및 커버
동물용 의류
동물용 의상
동물용 줄
동물용 캐리어(가방)
동물용 커버
동물운반용 가방
싸움방지용 조류용 눈가리개
애견가방
애견의류
애완동물 목걸이용 참
애완동물 운반용 가방
애완동물용 가슴줄
애완동물용 머리 장신구
애완동물용 목걸이
애완동물용 부츠
애완동물용 스카프
애완동물용 우비
애완동물용 의류
의료정보를 가진 애완동물용
목사리

leashes (leads) for animals
leggings for animals
collars for animals
animal wraps and covers
clothing for animals
costumes for animals
leads for animals
animal carriers [bags]
animal covers
bags for carrying animals
poultry blinkers to prevent fighting
bags for pet dog
clothing for pet dog
charms for pet necklace
bags for carrying pets
breast harnesses for pets

새끼염소가죽
생가죽(원피)
섀미가죽(청소용 제외)

kid

섀미가죽(청소용은 제외)

chamois leather, other than for
cleaning purposes

쇠가죽
수피
스킨 및 가죽
신발용 가죽
양가죽
원피(原皮)
원혁(原革)
유피
유혁
천연가죽

cattle skins

raw skins (pelts)
skins of chamois, other than for
cleaning purposes

animal hides
skins and hides
leather for shoes
sheepskin
raw skins
rawhides
dermoid
tanned leather
natural leathers

pet hair ornaments
collars for pets
boots for pets

[제18류/G2302] 인조가죽

scarf for pets

상품의 범위

raincoats for pets
clothing for pets
collars for pets bearing medical
information

◦ 인공으로 만든 모조가죽
․ 원단을 변형하지 않은 기초가공 단계의 인조가죽을 의미함.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제18류/G2301] 가죽
상품의 범위
◦ 가공하지 않은 천연가죽
◦ 천연가죽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쉽도록 1차 가공한 가죽
․ 원단을 변형하지 않은 기초가공 단계의 천연가죽을 의미함.

- 인조가죽종이(제16류/G210101)
- 천연가죽(제18류/G2301)
- 인조가죽직물(제24류/G2302)

협의의 포괄명칭
인조가죽

포함되는 상품(예시)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인조가죽(제18류/G2302)
- 가죽제품(주로 제18류/용도에 따라 분류)

협의의 포괄명칭
가죽

leather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공 또는 반가공 가죽 및 기타
가죽
가구용 피혁
가죽판
금박(金箔)용 가죽
동물가죽
모피
무두질한 가죽
미가공 또는 반가공 가죽
밍크모피
반가공된 모피
배피(背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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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ed or semi-worked hides and
other leather

imitation leather

레더클로스

leathercloth

미가공 모조가죽
비건 가죽
스펀지 가죽
인조 두더지가죽
인조 스펀지가죽
인조모피
폴리우레탄 가죽

imitation leather sold in bulk
vegan leather
sponge leather
moleskin [imitation of leather]
imitation sponge leather
artificial fur
polyurethane leather

leather for furniture
leatherboard
goldbeaters' skin
pelts
fur
curried skins
unworked or semi-worked leather
mink fur
semi-worked fur
butts [parts of hides]

[제18류/G2501] 가방, 지갑
상품의 범위
◦ 가방, 배낭, 지갑
․ 특정 제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 제품에 맞게 제작된 용기(케이스)는
그 제품과 같이 분류함.
◦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 위에 준하는 휴대용품

18류 G2501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머니클립, 여권홀더(제16류/G2501)
- 머니벨트(의류)(제25류/G2501)

협의의 포괄명칭
가방
스포츠용 가방
지갑
트렁크 및 여행가방

bags
bags for sports
purses
trunks and traveling bags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방 및 파우치용 버클
가방 및 파우치용 손잡이
가방 및 파우치용 프레임
가방용 루프
가방용 손잡이
가방용 어깨걸이 벨트
가방용 프레임
가방프레임(가방 구조부품)
가죽 가방 및 지갑
가죽제 가방
가죽제 공구가방(빈 것)
가죽제 동전지갑
가죽제 또는 인조가죽제 열쇠지갑
가죽제 명함지갑
가죽제 및 인조가죽제 가방
가죽제 비치백
가죽제 서류가방
가죽제 서류용 손가방
가죽제 쇼핑가방
가죽제 슈트케이스
가죽제 신용카드지갑
가죽제 신용카드케이스
가죽제 신용카드홀더
가죽제 어깨걸이벨트
가죽제 어깨끈
가죽제 여행가방
가죽제 여행가방용 태그
가죽제 여행용 손가방
가죽제 여행용 케이스
가죽제 여행용 트렁크
가죽제 여행용품 가방
가죽제 열쇠지갑
가죽제 열쇠케이스
가죽제 접는 지갑
가죽제 지갑
가죽제 키주머니
가죽제 트렁크
가죽제 파우치
가죽제 패킹백
가죽제 핸드백

buckle for bags and pouches
knob for bags and pouches
frames for bags and pouches
loops for bags
knobs for bags
shoulder belt for bags
frames for bags
frames for bags [structural parts of
bags]
leather bags and wallets
leather bags
tool bags of leather, empty
coin purses of leather
key cases of leather or imitation
leather
business card wallets of leather
leather and imitation leather bags
beach bags of leather
briefcases [leather goods]
attache cases made of leather
shopping bags made of skin
leather suitcases
leather credit card cases
credit card cases of leather
leather credit card holder
leather shoulder belts
leather shoulder straps
travelling bags [leatherware]
luggage tags of leather
travelling handbags of leather
travelling cases of leather
travelling trunks of leather
bags for travelling sets (leatherware)
key cases [leather goods]
leather cases for keys
folding wallet of leather
leather purses
key pockets of leather
trunks of leather
pouches of leather
packing bags of leather
leather handbags

고리짝
공구가방(빈 것)
군용 행낭
귀금속제 그물망지갑
귀금속제 동전지갑
귀금속제 지갑
귀금속제 지갑 및 지갑
귀금속제 핸드백
그물망지갑
글래드스턴형 여행가방
기념품 가방
기저귀가방
끈으로 여미는 가방
나무운반용 캔버스
나일론제 가방
나일론제 열쇠케이스
남성용 작은가방
남성용 핸드백
냅색
넥타이 케이스
니트가방
다목적 운동가방
다목적 운반용 가방
다목적 지갑
다용도 스포츠가방
단기 숙박용 여행가방
단기숙박용 가방
대형 슈트케이스
대형 여행가방
더플백
도시락가방

kori wicker trunks
tool bags, empty
military luggage
chain mesh purses of precious metal
coin purses of precious metal
purses made of precious metal
purses and wallets of precious metal
purses [handbags] of precious metal
chain mesh purses
gladstone bags
souvenir bags
diaper bags
adjust strap bags
canvas wood carriers
bags of nylon
key cases of nylon
small bags for men
handbags for men
knapsacks
tie cases
knitted bags
all-purpose athletic bags
all-purpose carrying bags
multi-purpose purses
multi-purposes sports bags
overnight cases
overnight bags
pullman cases
portmanteaux
duffel bags

동전지갑
동전지갑용 줄
동전지갑용 프레임
등산용 가방
등산용 배낭
란도셀
란드셀(일본식학교가방)
레티큘
망사직물제 쇼핑백
메신저백
면도용품용 가방(내용물이
없는 것)
명함케이스
문서가방
물통용 가방
바퀴 달린 배낭
바퀴 달린 가방
바퀴 달린 쇼핑백
발목 부착식 소형지갑
배낭
배럴백
벨트백

bags specially adapted for lunch
boxes
change purses
straps for coin purses
frames for coin purses
bags for climbers
rucksacks for mountaineers
schoolchildren's backpacks
randsels [Japanese school satchels]
reticules
shopping bags of mesh fabric
messenger bags
shaving bags sold empty
business card cases
document bags
bags for water bottles
rucksacks on castors
wheeled bags
wheeled shopping bags
ankle-mounted wallets
backpacks
barrel bags
belt b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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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류 G2501
보스턴백
부직포제 가방
붐백
비귀금속제 그물망지갑
비귀금속제 니트가방
비귀금속제 동전지갑
비귀금속제 지갑
비귀금속제 핸드백
비즈니스용 가방
비치백
빈 공구주머니
빈 직물제 보석가방
사냥감 주머니(사냥용품)
사냥액세서리용 사냥감용 가방
사냥용 가방
사물 트렁크
서류가방
서류가방형 손가방
서류용 손가방
서류용 슈트케이스
서류용 케이스
서류운반케이스
소형 동전지갑
소형 손지갑
소형 여행가방
소형 핸드백
소형지갑 형태의 동전홀더
손목 착용식 지갑
손목착용식 잡낭
손에 드는 여행용 소형가방
손잡이용 가방
쇼핑백 고정용 손잡이
쇼핑백(바구니)
쇼핑용 가방
쇼핑용 그물가방
쇼핑용 스트링백
숄더백
숄더백용 벨트
수하물 태그
수하물가방
수하물용 압축큐브
슈트/셔츠 및 드레스용 옷가방
슈트/셔츠 및 드레스용 캐리어
슈트백
슈트케리어
슈트케이스
슈트케이스용 손잡이
스포츠 가방
스포츠용 팩
스포츠의류용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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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ton bags
bags of non-wovens
bum bags
chain mesh purses, not of precious
metal
knitted bags, not of precious metals
coin purses not made of precious
metal
purses [not of precious metal]
purses [handbags], not of precious
metal
business cases
beach bags
tool pouches sold empty
jewelry bags of textile material
[empty]
game bags (hunting accessory)
game bags [hunting accessories]
hunting bags
footlockers
briefcases
briefcase-type portfolios
attache cases
document suitcases
document cases
carrying cases for documents
small coin purses
small clutch purses
small travelling bags
small handbags
coin holders in the nature of wallets
wrist mounted purses
wrist mounted carryall bags
valises
grips [bags]
grips for holding shopping bags
shopping bags (baskets)
bags for shopping
net bags for shopping
string bags for shopping
shoulder bags
belts for shoulder bags
baggage tags
luggage bags
compression cubes adapted for
luggage
garment carriers for suits, shirts and
dresses
carriers for suits, shirts and dresses
suit bags
suit carriers
suitcases
suitcase handles
sport bags
sports packs
bags for sports clothing

스포츠의류용 가방 및 잡낭
스포츠의류용 잡낭
승차권 홀더
승차권용 지갑
신사용 핸드백
신용카드 케이스
신용카드 홀더
신용카드케이스(지갑)
신축성 가방
아기띠
아동용 가방
악보용 케이스(악보용 가방)
어린이운반용 백프레임
에나멜 지갑
에코백
여성용 핸드백
여행가방
여행가방 및 트렁크
여행가방 짐정리 케이스
여행가방 태그
여행가방용 끈
여행가방용 라벨홀더
여행용 가죽제 옷가방
여행용 더플백
여행용 배낭
여행용 세면도구 케이스
여행용 신발가방
여행용 옷가방
여행용 짐정리 세트
여행용 케이스
여행용 트렁크
여행용 트렁크 및 슈트케이스
열쇠가방
열쇠지갑
열쇠파우치
오페라백
운반용 케이스
월릿
웨이스트백
웨이스트파우치
유아 운반용 가방
유아를 업기위한 멜빵주머니
유아를 업기위한 배낭
유아용 멜빵
유아용 업는 포대기
의류가방
의류용 신축성 가방
이브닝 핸드백
이브닝가방
인조가죽제 가방
인조가죽제 서류용 손가방
인조가죽제 열쇠지갑

bags and holdalls for sports clothing
holdalls for sports clothing
commutation ticket holders
wallet for ticket
gentlemen's handbags
credit card cases
credit card holders
credit card cases [wallets]
flexible bags
pouch baby carriers
children's bags
music cases
back frames for carrying children
enamel purse
eco-bags[bags made of reusable
material]
handbags for ladies
travelling bags
luggage and trunks
suitcase packing organizers
luggage tags
straps for luggage
luggage label holders
garment bags for travel made of
leather
duffel bags for travel
travel baggage
train cases
shoe bags for travel
garment bags for travel
luggage organizers set
travel cases
travelling trunks
trunks (luggage) and suitcases
key bags
key cases
key pouches
opera bags
carrying cases
wallets
waist bags
waist pouches
baby carrying bags
sling bags for carrying infants
backpacks for carrying infants
slings for carrying infants
carrier blanket for baby
bags for use in carrying clothing
flexible bags for garments
evening handbags
evening bags
imitation leather bags
attache cases made of imitation
leather
key cases of imitation leather

18류 G2504
인조가죽제 케이스
일본식 다용도 파우치(신겐
부쿠로)
작은 배낭
작은 슈트케이스
작은 장식용 가방
작은 지갑
잡낭
장지갑
재사용 가능한 쇼핑백
전동식 여행가방
접이식 서류가방
접이식 지갑
졸라매는 끈이 있는 가방
졸라매는 끈이 있는 주머니
종이제 수하물 태그
지갑 틀
지갑 형태의 명함지갑
지폐홀더
직물제 쇼핑백
책가방
체육관용 가방
카드 지갑(카드케이스)
카드구획이 있는 지갑
카드지갑
카드케이스 형태의 명함지갑
카드홀더를 포함하는 지갑
캐주얼백
캠프용 배낭
캠핑용 가방
커리어백
크로스바디 백
클러치백
키트백
타월 가방
토트백
트렁크(여행가방)
티켓케이스(가죽제)
패니백
펠트제 주머니
포켓용 소형지갑
플라스틱제 여행가방
플라스틱제 여행가방 태그
피혁제 어깨걸이벨트
피혁제 지갑
하이킹용 가방
하이킹용 배낭
학교 책가방
학생가방
학생용 배낭
항공 여행가방
핸드백

cases of imitation leather
Japanese utility pouches
(shingen-bukuro)
small backpacks
small suitcases
charm bags (omamori-ire)
small purses
carry-all bags
long wallets
reusable shopping bags
motorized suitcases
folding briefcases

핸드백용 끈
행낭
허리 또는 발목 부착식 소형지갑
허리 부착식 소형지갑
허리 장착식 돈지갑
회의용 서류가방
회의용 포트폴리오가방
휠이 부착된 쇼핑백
휠이 부착된 슈트케이스
휴대용 가방
힙백
힙색

straps for purses [handbags]
big pouches
wrist or ankle mounted wallets
wrist-mounted wallets
wrist-mounted money purses
conference folders
conference portfolios
shopping bags with wheels attached
suitcases with wheels
carry-on bags
hip bags
hipsacks

billfolds
drawstring bags
drawstring pouches
baggage tags of paper

[제18류/G2503] 가죽제 상자, 경화섬유제 상자
상품의 범위

purse frames
business card holders in the nature
of wallets
banknote holders [leatherware]
textile shopping bags
book bags
gym bags
card cases [notecases]
wallets with card compartments
card wallets
business card holders in the nature
of card cases
wallets including card holders
casual bags

◦ 가죽으로 만든 상자(박스)
․ 주로 보관․저장용을 의미하며 휴대․운반용은 가방으로 분류함.
◦ 경화섬유(Vulcanised fibre)로 만든 상자
◦ 위에 준하는 상자류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상자(제6류/G2503)
- 보석상자, 귀금속제 상자(제14류/G2601)
- 종이제 상자, 판지제 상자(제16류/G2503)
- 가방(제18류/G2501)
- 목제 상자, 플라스틱제 상자(제20류/G2503)
- 유리제 상자, 캔디 상자(제21류/G2503)

daypacks

포함되는 상품(예시)

bags for campers
courier bags
crossbody bags
clutch bags
kit bags
towel bags
tote bags
trunks [luggage]
ticket cases(leatherware)
fanny packs
felt pouches

가정용 가죽제 접이식 저장상자
가죽제 또는 가죽판제 상자
가죽제 또는 모조가죽제 모자상자
가죽제 모자상자
가죽제 상자
경화섬유제 상자
모조가죽제 모자상자
성구함
여행용 모자상자

collapsible storage boxes of leather
for household use
leather or leather-board boxes
hat boxes of leather or imitation
leather
hat boxes of leather
boxes made of leather
boxes of vulcanized fiber
hat boxes of imitation leather
tefillin [phylacteries]
hat boxes for travel

pocket wallets
travel bags made of plastic materials
luggage tags of plastic
shoulder belts [straps] of leather
purses of leather
hiking bags
hiking rucksacks
school book bags
school bags
school knapsacks
flight bags
handbags

[제18류/G2504] 포장용 가죽제 백(봉투/자루)
상품의 범위
◦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가죽제 포대(봉투/자루/백)
․ 휴대용으로 특별히 가공한 것은 가방으로 분류함.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포장용 종이제 포대, 포장용 플라스틱제 포대(제16류/G2504)
- 포장용 고무제 포대(제17류/G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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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류 G2504
- 가방, 배낭, 지갑(제18류/G2501)
- 가구용 가죽제 커버(제18류/G2602)
- 포장용 직물제 포대(제22류/G2504)

포함되는 상품(예시)
포장용 가죽제 백(봉투/자루)
포장용 피혁제 용기
피혁포대

bags [envelopes, pouches] of leather
for packaging
containers of leather for packing
leather sacks

[제18류/G2602] 가구용 가죽제 커버
상품의 범위
◦ 주로 실내에서 사용하는 가구용 가죽제 커버(덮개)
◦ 위에 준하는 가죽제 실내장식용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종이제 식탁장식품, 비맞춤식 종이제 가구커버(제16류/G2602)
- 동물박제, 실내용 블라인드, 비직물제 벽면장식(제20류/G2602)
- 직물제 식탁장식품, 직물제 소파덮개(제24류/G2602)
- 매트, 비직물제 벽걸이, 카펫(제27류/G2602)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구용 가죽제 장식
가구용 가죽제 커버

trimmings of leather for furniture
furniture coverings of leather

[제18류/G2702] 스케이트화용 가죽끈
상품의 범위
◦ 스케이트화용 가죽끈

골프용 우산
끼어넣을수 있는 우산
방수용 파라솔
비치파라솔
양산
양산 파라솔
양산손잡이
어린이용 우산
옥외용 우산
우산
우산 또는 양산용 살
우산 또는 양산용 프레임
우산 및 그 부품
우산 및 파라솔
우산대
우산손잡이
우산용 가방
우산용 금속부품
우산용 링
우산용 프레임
우산커버
우산틀
일본식 기름종이 우산(자노메
가사)
일본식 종이우산(카라카사)
접이식 우산
종이우산
테라스용 우산
파라솔
파라솔용 지주
파라솔용 커버
파라솔용 프레임

golf umbrellas
telescopic umbrellas
rainproof parasols
beach umbrellas [beach parasols]
parasols [sun umbrellas]
sunshade parasols
parasol handles
umbrellas for children
plein air umbrellas
umbrellas
umbrella or parasol ribs
frames for umbrellas or parasols
umbrellas and their parts
umbrellas and parasols
umbrella sticks
umbrella handles
bags for umbrellas
metal parts of umbrellas
umbrella rings
frames for umbrellas
umbrella covers
umbrella frames
Japanese oiled-paper umbrellas
(janome-gasa)
Japanese paper umbrellas (karakasa)
folding umbrellas
paper umbrellas
patio umbrellas
parasols
parasol holdings
covers for parasols
parasol frames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구두장신구(제14류/G2702)
- 구두끈, 구두 트리밍(제26류/G2702)

포함되는 상품(예시)
스케이트화용 가죽끈

straps for skates

[제18류/G2704] 지팡이
상품의 범위
◦ 지팡이
◦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제18류/G2703] 우산, 양산

- 지팡이용 금속제 페룰(제6류/G2704)

상품의 범위
◦ 우산, 양산
◦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걷기용 지팡이
걷기용 지팡이용 팁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우산꽂이통(제20류/G1401)

포함되는 상품(예시)
골프용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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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는 상품(예시)

parasols for golf

등나무 지팡이
등산 지팡이용 팁
등산지팡이
보행용 지팡이
수중낚시용 지팡이

walking sticks
tips specially adapted for walking
sticks
rattan canes
tips specially adapted for hiking
poles
mountaineering sticks
walking staffs
wading staffs

18류 G4305
수중낚시용 지팡이용 팁

tips specially adapted for wading
staffs

접이식 걷기용 지팡이

folding walking sticks

접이식 걷기용 지팡이용 특수
홀스터

specialty holsters adapted for
carrying folding walking sticks

지팡이

canes

지팡이 손잡이

cane handles

지팡이 스탠드

walking stick seats

트래킹용 지팡이

trekking sticks

하이킹용 지팡이
하이킹용 폴

hiking sticks

[제18류/G4305] 마구, 채찍
상품의 범위
◦ 마구, 채찍
◦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박차(拍車)(제6류/G4305)
- 승마화(제25류/G270101)
- 승마복(제25류/G430301)

hiking poles

협의의 포괄명칭
마구(馬具)

[제18류/G380402] 동물용 여물주머니
상품의 범위
◦ 동물용 여물주머니
◦ 위와 준하는 동물사육용 여물(먹이/사료) 주머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구유, 동물용 빗(애완동물용은 제외)(제21류/G380402)

포함되는 상품(예시)
동물용 먹이주머니

feed bags for animals

동물용 여물주머니

nose bags [feed bags]

[제18류/G3828] 가죽제 밸브, 스프링용 가죽제 케이싱
상품의 범위
◦ 가죽제 밸브
◦ 스프링용 가죽제 케이싱
◦ 위에 준하는 가죽제 기계요소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비기계용 금속제 밸브, 비기계용 금속제 파이프 커플링, 비기계용
금속제 플랜지, 비기계용 금속제 스프링(제6류/G3828)
- 기계부품용 링(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부품용 밸브(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부품용 스프링(육상차량용은 제외)(제7류/G3828)
- 수도조절용 장치, 가스조절 및 안전용 장치(제11류/G3828)
- 육상차량용 축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제12류/G3828)
- 개스킷, 고무제 링, 고무제 패킹, 플라스틱제 패킹, 석면제 패킹
(제17류/G3828)
- 급배수용 밸브(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제19류/G3828)
- 급배수용 플라스틱제 밸브(기계부품은 제외)(제20류/G3828)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죽제 밸브
스프링용 가죽제 케이싱

valves of leather

판스프링용 가죽제 케이싱

casings, of leather, for plate springs

casings, of leather, for springs

harness for horses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죽제 마구
경마기수용 스틱
고삐
굴레
귀금속제 마구용 부속품
눈가리개(마구)
동물용 날벌레방지마스크
동물용 덮개
동물용 마구
동물용 입마개
동물용 장착구(裝着具)
동물용 재갈
동물용 재갈(하네스)
등자
마구 등자용 고무부품
마구 등자용 스트랩
마구용 가죽 등자
마구용 가죽끈
마구용 굴레 끈
마구용 끄는줄
마구용 부속품
마구용 철제 부속품
마구용 쿠션패딩
말고삐
말굴레
말꼬리용 랩
말다리용 랩
말안장용 방석
말안장용 패드
말용 눈가리개
말용 눈가리개(말용 블라인더)
말용 레인시트
말용 모포
말용 목사리
말용 몸체 덮개
말용 무릎보호대
말용 보닛

leather for harnesses
jockey sticks
reins
halters
harness fittings of precious metal
blinders [harness]
fly masks for animals
covers for animals
animal harnesses
muzzles
harness for animals
bits for animals
bits for animals [harness]
stirrups
parts of rubber for stirrups
stirrup straps
stirrup leathers
harness straps
head-stalls
traces [harness]
harness fittings
harness fittings of iron
cushion padding made for saddlery
reins [harness]
horse bridles
tail wraps for horses
horse leg wraps
saddle cloths for horses
pads for horse saddles
blinders for horses
blinkers for horses [blinders for
horses]
rain sheets for horses
horse blankets
horse collars
horse quarter sheets
knee-pads for horses
ear bonnets for ho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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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류 G4305
말용 부츠
말용 얼굴마스크
말용 재갈
말용 플라이시트
말용 훈련줄
말재갈(브리둔)
말편자
발굽용 가드
비귀금속제 마구용 부속품

equine boots

사냥용 채찍
승마용 안장
승마용 채찍
안낭
안장띠
안장잠그개
안장커버
안장틀
채찍

hunting crops

face masks for equines
horse bits
fly sheets for horses
training leads for horses
bridoons
horseshoes
hoof guards
harness fittings, not of precious metal
riding saddles
riding crops
saddlebags
saddle belts
fastenings for saddles
saddle covers
saddletrees
whips

[제18류/G4508] 미아방지용 끈
상품의 범위
◦미아방지용 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의복용 벨트(제25류/G4508)
- 소매흐름방지용 탄력밴드(제26류/G4508)
- 리본 및 장식용 끈(제26류/G4509,G4401,G4510)

포함되는 상품(예시)
미아방지용 끈

reins for guiding children

[제18류/G5001] 가죽끈
상품의 범위
◦ 가죽제 끈(실/밴드)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로프(제6류/G5001)
- 고무끈, 석면제 끈(제17류/G5001)
- 노끈, 비금속제 로프, 비금속제 케이블, 포장용 끈(제22류/G5001)
- 구두끈(제26류/G2702)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죽끈

leather thongs

가죽뱃대끈
가죽제 턱걸이끈
가죽줄
군인장비용 가죽끈

girths of l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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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 straps, of leather
leather cord
straps for soldiers'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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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및 구축용 비금속제 건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경질관(硬質管);
아스팔트, 피치, 타르 및 역청;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기념물
(Materials, not of metal, for building and construction; rigid pipes, not of
metal, for building; asphalt, pitch, tar and bitumen; transportable buildings,
not of metal; monuments, not of metal)
본류에는 주로 건축용 및 구축용 비금속제 건축재료가 포함된다.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건축용 반가공 목재(예: 들보, 널, 패널)
- 베니어판
- 건축용 유리(예: 유리타일, 건축용 절연유리, 안전유리)
- 도로표식용 가루형태의 유리
- 화강암, 대리석, 자갈
- 건축재료용 테라코타
- 광전지가 부착된 비금속제 지붕판
- 비금속제 묘비 및 묘석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흉상/조각품
- 석제우편함
- 지반용 직물
- 건축용 피복재
- 비금속제 발판
-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또는 구조물(예: 수족관, 조류사육장, 깃대, 포치, 수영장)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시멘트 보존제 및 시멘트 방수제(제1류)
- 내화제(耐火劑)(제1류)
- 목재보존제(제2류)
- 건축용 거푸집분리용 오일(제4류)
- 금속제 우편함(제6류) 및 우편함(금속제 및 석제는 제외)(제20류)
- 일반금속제 상(像)/흉상 및 조각품(제6류), 귀금속제 상(像)/흉상 및 조각품(제14류), 목제/
밀랍제/석고제 또는 플라스틱제 상(像)/흉상 및 조각품(제20류), 자기제/세라믹제/토기제/
테라코타제 또는 유리제 상(像)/흉상 및 조각품(제21류)
- 비건축용 비금속제 파이프(예: 위생설비용 수도관(제11류), 비금속제 신축파이프/튜브 및
호스(제17류))
- 건축용 방습재(제17류)
- 수송기계기구용 반가공 창문유리(제21류)
- 새장(제21류)
- 기존마루 깔개용 매트, 리놀륨 및 기타 재료(제27류)
- 제재전(製材前) 또는 껍질벗긴 목재(제31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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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류 G1601

제

[제19류/G16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함)

19류

상품의 범위

【포괄상품명칭 목록】
포괄상품명칭

유사군코드 (구)포괄코드

아스팔트/피치 및 역청
(asphalt, pitch and bitumen)

G1001,
G3303

N19003

G2502,
G2605,
G3302,
G3304,
G3305,
G5203

N19002

비금속제 기념물
(monuments, not of metal)

G2607,
G5203

N19001

비금속제 타일 및 포장슬라브
(tiles and paving slabs (not of metal))

G3303,
G3304

N19004

피치 및 역청
(pitch and bitumen)
석공제품
(works of stonemasonry)

◦ 가공하지 않은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
◦ 위에 준하는 비금속광물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고령토, 공업용 돌로마이트, 마그네사이트, 맥반석(제1류/G1601)
- 금속광석(제6류/G1601)
- 보석의 원석(제14류/G1601)
- 미가공 또는 반가공 운모(제17류/G1601)
- 가공한 석재(제19류/G3302)
- 미가공 산호, 미가공 해포석, 미가공 호박(제20류/G1601)

협의의 포괄명칭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가공하지 않은 것)

[제19류/G1001] 타르(Tar), 피치(Pitch)
상품의 범위
◦ 타르(tar), 피치(pitch)
◦ 제19류에 속하는 인조석제조용 결합제
◦ 위에 준하는 화학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공업용 약품, 공업용 또는 과학용 화학제, 계면활성제(제1류/
G1001)
- 미가공 천연수지, 금속보호제, 목재 보존제(제2류/G1001)
- 가정용 탈지제, 세탁용 광택제, 탈색제(제3류/G1001)
- 먼지흡착제, 먼지제거제, 윤활제(제4류/G1001)
- 요리용 레시틴(제29류/G1001)
- 가정용 식육연화제, 아이스크림 응고제(제30류/G1001)

포함되는 상품(예시)
목(木)타르
인조석 제조용 결합제

wood tar

조개탄 제조용 결합제

binding agents for making briquettes

콘크리트용 보수제

materials for repairing concrete

콜타르

coal tar

타르

tar

타르 및 피치

tar and pitch

피치

pitch

binding agents for making stones

non-metallic minerals for building or
construction purposes (as far as
unprocessed)

포함되는 상품(예시)
각섬석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건축용 각섬석
건축용 감람석
건축용 대리석
건축용 모래
건축용 비금속제 골재
건축용 비농업용 석회
건축용 사문석
건축용 사암
건축용 석고
건축용 수정
건축용 순환골재
건축용 순환모래
건축용 응회암
건축용 토사
건축재료용 납석
건축재료용 슬래그
골재
규석
규토(석영)
납석
내화점토
놀이터용 모래
대리석
덩어리진 골재
덩어리진 자갈
도석(陶石)

amphibole (amphibolite)
non-metallic minerals for building or
construction
amphibole for use as building
materials
olivine for building
marble [building material]
building sand
non- metal ballast for construction
purposes
non-agricultural lime for use in
construction
serpentine for use as building
materials
sandstone for building
plaster for use in building
rock crystal for use as building
materials
cyclic aggregate for construction
purposes
recycling sand for construction
purposes
tuff for use as building materials
earth and sand (building material)
agalmatolite for use as building
materials
slag [building material]
aggregate
silica stone
silica [quartz]
agalmatolite
fireclay
play sand
marble
clinker ballast
clinker stone
pottery 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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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류 G1601
도예용 점토
모래
모래주머니
미가공 백악(白堊)
반암(斑岩)
방해석
백사(白砂)
벽돌용 점토
벽돌용 흙
비주물용 모래
사문석(蛇紋石)
사암
석고(건축재)
석영(건축재)
석회
석회석
석회질 이회토(泥灰土)
석회화(石灰華)

potters' clay

쇄석

macadam

수정(건축재)

rock crystal

수족관용 모래

aquarium sand

수족관용 에어스톤

aquarium air stones

수족관용 자갈

aquarium gravel

스프레이플라스터

spray plaster

슬래그석

slag stone

안산암

andesite

앨러배스터

alabaster

옥석(玉石)

boulders

건축용 장식유리
건축용 적외선흡수유리

외장용 석고

facing plaster

건축용 절연유리

응회암

tuff

자갈

gravel

잡석(雜石)

rubble

장석
점토
점토회
점판암
조면암
편암(片岩)
화강암
화산석(가공하지 않은 것)
화산회
화석수(化石樹)
황토

feldspar [felspar]

sand
sandbags
raw chalk

- 광학유리(제9류/G1701)
- 비건축용 강화유리(제21류/G1701)

porphyry [stone]
calcite
silver sand
clay for bricks

협의의 포괄명칭
건축용 유리
안전유리

sand, except foundry sand
serpentine
sandstone
plaster
quartz
lime
limestone
calcareous marl
tufa

clay
clay ash
slate
liparite
schists
granite
volcano stone (unprocessed)
volcanic ash
xylolith
soils

상품의 범위
◦ 주로 건축용으로 쓰이는 가공 유리
◦ 위에 준하는 건축용 유리제품

유사상품 심사기준

glass for building
safety glass

포함되는 상품(예시)

earth for bricks

[제19류/G1701] 건축용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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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건축물 건설용 유리패널

glass panels for building
construction
tempered glass for building

건축용 강화유리
건축용 결정화유리
건축용 내선 판유리
건축용 단열유리
건축용 박판유리
건축용 발광유리
건축용 방사선 차단유리
건축용 보통판유리
건축용 복층유리
건축용 색판유리
건축용 섬유유리
건축용 안전유리
건축용 에나멜유리
건축용 외부 창유리
건축용 유리 분말
건축용 자외선투과유리

crystallized glass for building
wired plate glass for building
insulation glass for building
modified sheet glass for building
luminous glass for building
radiation shield glass for building
common sheet glass for building
duplex glass for building
colored sheet glass for building
fiber glass for building
safety glass for building purposes
enamelled glass, for building
glass panes for building
glass powder for building purposes
ultraviolet-ray transmitting glass for
building
decorative glass for building

건축용 접착유리
건축용 접합유리
건축용 창유리
건축용 판(창문)유리
건축용 판유리
건축용 포말(泡沫)유리
건축용 합판유리
건축용 형판(型板)유리
노면표시용 입상(粒狀)유리
스테인드글라스
스테인드글라스창
시멘트혼합물의 포틀란트시멘트
부분대체용 유리 분말
앨러배스터유리
창유리(차량용 유리는 제외)

infrared-ray absorbing glass for
building
insulating glass for construction
purposes
adhesive glass for building
laminated glass for building
window glass for building
plate glass [windows] for building
glazing for building
foam glass for building
laminated flat glass for building
figured plate glass for building
glass granules for marking roads
stained glass
stained glass windows
glass powder for use as a partial
replacement of Portland cement in
cement mixes
alabaster glass
window glass, other than vehicle
window glass

[제19류/G1808] 비금속제 광고기둥
상품의 범위
◦ 비금속제 광고기둥

19류 G2001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간판, 금속제 표지판, 금속제 표찰(제6류/G1808)
- 발광성 가옥번호판(제11류/G1808)
- 종이제 또는 판지제 간판(제16류/G1808)
- 목제 간판, 플라스틱제 간판, 공기팽창식 광고물(제20류/G1808)
- 자기제 간판, 유리제 간판(제21류/G1808)
- 직물제 라벨(제24류/G1808)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가축용 체인, 금속제 닭장, 동물용 방울(제6류/G1817)
- 동물용 목걸이, 애완동물용 의류(제18류/G1817)
- 애완동물용 집(구조물과 새장은 제외), 애완동물용 침대
(제20류/G1817)
- 새장, 애완동물용 우리(제21류/G1817)
- 애완동물용 장난감(제28류/G1817)
- 애완동물용 모래종이(깔개), 동물용 깔짚(제31류/G1817)

포함되는 상품(예시)
비금속제 과속방지턱
비금속제 광고기둥
플라스틱제 경계표시용 기둥

non-metal speed bumps
non-metallic advertisement columns
plastic boundary marking posts

[제19류/G1809] 비금속제 깃대(구조물), 비금속제 깃봉
상품의 범위
◦금속제가 아닌 다른 재질로 만든 깃대 및 깃봉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깃대(구조물)(제6류/G1809)
- 종이제 기(旗)(제16류/G1809)
- 비금속제 장대(제20류/G1809)
- 직물제 또는 플라스틱제 기(旗)(제24류/G1809)

포함되는 상품(예시)
비금속제 깃대(구조물)
비금속제 깃봉

flagpoles [structures], not of metal
flagpoles (top), not of metal

포함되는 상품(예시)
건축부지용 비금속제 개집
건축용 비금속제 조립식 개집
농장 동물용 비금속제 조립식
동물용 집
농장 동물용 비금속제 조립식 집
비금속제 가축용 활송장치
비금속제 닭장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마구간
비금속제 마구간 킥벽
비금속제 새(鳥)욕조(구조물)
비금속제 이동식 마구간
비금속제 조류사육장
비금속제 조류사육장(구조물)
비금속제 조립식 닭장
비금속제 조립식 동물용 집
비금속제 조립식 돼지우리
비금속제 조립식 마구간
콘크리트제 새(鳥)욕조(구조물)

dog houses, not of metal, for building
sites
modular dog houses for building
sites, not of metal
modular animal houses, not of metal,
for farmyard animals
pre-fabricated houses, not of metal,
for farmyard animals
cattle chutes, not of metal
chicken-houses, not of metal
pigsties, not of metal
stables, not of metal
horse stall kick walls, not of metal
bird baths [structures], not of metal
transportable stables, not of metal
aviaries not of metal
aviaries [structures], not of metal
pre-fabricated chicken houses, not
of metal
pre-fabricated animal houses, not of
metal
pre-fabricated pigsties, not of metal
pre-fabricated stables, not of metal
bird baths [structures] of concrete

[제19류/G1816] 구조물로 된 수족관
상품의 범위

[제19류/G2001]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 구조물로 된 수족관

상품의 범위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수족관용 공기펌프(제7류/G1816)
-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용 히터(제11류/G1816)
- 금붕어용 어항, 실내수족관(구조물은 제외)(제21류/G1816)

포함되는 상품(예시)
구조물로 된 수족관

aquaria [structures]

◦ 건축 또는 구축 전용 목재
◦ 특정용도로 사용하기 쉽도록 1차 가공한 목재
◦ 인조목재
◦ 위에 준하는 가공용 목재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비건축용 대나무(제20류/G2001)
- 제재전(製材前) 목재(제31류/G2001)

협의의 포괄명칭

[제19류/G1817]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상품의 범위
◦ 비금속으로 만든 육상동물사육용 구조물
◦ 위에 준하는 동물사육시설

가공목재
건축용 목재
부분 가공목재

shaped timber
construction timber
partly processed timber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구용 목재

wood for furn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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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류 G2001
가정용품 제작용 목재
건축용 대나무
건축용 목재펄프제 판
건축용 목판
건축용 원목
겹목
경목(經木)
공예품 제조용 판
공예품 제조용 판자
기둥용 목재
내장용 목재
널빤지
다층목재
대들보용 목재
목공용 각목
목재
목제 베니어판
목제 패널
목제 포장재
바닥용 목재
반가공 목재
발사나무목재
베니어판
섬유판
성형가능목재
울타리용 목재
인공목재
제재목(製材木)
조경용 목재
집성목재
체목
탄화목재
토목용 목재
통제조용 목재
파티클보드
판목(板木)
편백가공목재
합성목재
합판

wood for making household utensils

[제19류/G2502] 석제 통

bamboo for building

상품의 범위

wood pulp board for building
planks of wood for building
logs [building material]
halved timber

◦ 석제 통(탱크)
◦ 위에 준하는 석제 저장용기

thin wood boards
boards for works of art
wood boards for works of art
timber for pillars
wood for interior use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통(탱크/컨테이너)(제6류/G2502)
- 종이제 크림용기(제16류/G2502)
- 비금속제 통(석제는 제외)(제20류/G2502)

planks
multi-layered wood

포함되는 상품(예시)

timber for girders

가정용 석제 물탱크

scantlings [carpentry]

공업용 석제 액체 저장탱크

timber
wooden veneers
wood panelling
wood paving
wood for flooring
wood, semi-worked
balsa wood
veneer wood
fiberboards
mouldable wood
timber boarding
artificial timber
sawn timber
wood for landscaping
glue-laminated wood

석제 가스보온통
석제 가축사료 용기
석제 고압가스용기

water tanks of masonry for
household purposes
liquid storage tanks of masonry [for
industrial purposes]
gas thermotanks of masonry
containers for stock feed of masonry
containers for compressed gas of
masonry
water tanks of masonry

석제 물탱크
석제 방향제 용기
석제 액체가스용기
석제 액체비료저장용기

containers for aromatics of masonry
containers for liquid gas of masonry
containers for liquid fertilizer of
masonry

석제 오일저장통
석제 운반분뇨탱크

oil storage tank of masonry
transportable manure tanks of
masonry
transportable oil tanks of masonry

석제 운반유류탱크
석제 저장탱크
석제(石製) 통

storage tanks of masonry
tanks of masonry

structural timber
carbide wood
wood for civil engineering
stave wood
particle board

[제19류/G2605]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상품의 범위

wood boards
Japanese cypress processing timber
synthetic wood
plywood board

◦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비직물제에 한함)
◦ 석제 우편함
◦ 위에 준하는 옥외장치용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제19류/G20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상품의 범위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 금속제 바람개비, 금속제 우편함, 옥외용 금속제 블라인드
(제6류/G2605)
- 비금속제 바람개비, 장식용 윈드차임, 풍경(風磬)(제20류/G2605)
- 천막(캠핑용은 제외)(제22류/G2605)

포함되는 상품(예시)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고리버들, 등나무 기(제20류/G2002)
- 미가공 나무껍질(제31류/G2002)

포함되는 상품(예시)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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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

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장식천
비금속제 외부 블라인드

valances, not of metal and not of
textile
non-metal exterior blinds

석제 우편함

letter boxes of masonry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outdoor blinds, not of metal or of
textile

19류 G3301

[제19류/G2607] 비금속제 묘비
상품의 범위
◦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묘지용 명판
◦ 비금속제 묘지 또는 장제용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묘비, 금속제 묘표(제6류/G2607)
- 묘 또는 기념비용 석재(제19류/G3302)
- 관(棺), 봉안단지(제20류/G2607)
- 제기, 향로(제21류/G2607)
- 수의(제24류/G2607)

포함되는 상품(예시)
대리석제 기념비
대리석제 표석
묘비(비석)
비금속제 기념비
비금속제 기념판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묘비 또는 묘지 울타리
비금속제 묘비 명판
비금속제 묘비 받침판
비석
석제 비석
석제 표석
석제/콘크리트제/대리석제
묘비
석제/콘크리트제/대리석제
표석
콘크리트제 기념비
콘크리트제 표석

monuments of marble
grave markers of marble
gravestones
non-metal monuments
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tombs, not of metal
tomb or grave enclosures, not of
metal
tombstone plaques, not of metal
tomb slabs, not of metal
monument stones
monuments of stone
grave markers of stone
tombston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grave marker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monuments of concrete
grave markers of concrete

[제19류/G3301] 시멘트, 콘크리트
상품의 범위
◦ 시멘트(포틀랜드시멘트, 洋灰)
◦ 시멘트를 1차 가공한 시멘트 기초제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석회석(제19류/G1601)
- 콘크리트 타일(제19류/G3304)
- 콘크리트 침목(제19류/G3306)

협의의 포괄명칭
시멘트
콘크리트

cement
concrete

포함되는 상품(예시)
건축용 시멘트
고로(高爐)시멘트

cement for building
cement for blast furnaces

고로슬래그시멘트
내화 콘크리트
내화시멘트
내화시멘트 도장재료
내화용 판
노용(爐用) 시멘트
도로보수용 콘크리트제 결합재료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발광블록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블록
레미콘
루핑시멘트
마그네시아시멘트
목재섬유강화 시멘트판
벽유지용 콘크리트 블록
보도블록
석면시멘트
석제 슬레이트
섬유시멘트
섬유시멘트제 판
소파블록
수경시멘트
슬래그라임시멘트
슬레이트가루
시멘트 관
시멘트 블록
시멘트 혼합물
시멘트기둥
시멘트모르타르 슬레이트
시멘트제 보도판
시멘트판
실리카시멘트
알루미나시멘트
옹벽구축용 콘크리트블록
옹벽용 콘크리트 패널
장애인 유도 콘크리트 블록
장애인 점자 콘크리트 블록
조경블록
조립식 콘크리트 블록
줄눈용 시멘트
즉석 콘크리트
차도블록
충전용 시멘트
칼라시멘트
콘크리트 블록
콘크리트 패널
콘크리트관
콘크리트바닥판
콘크리트벽
콘크리트제 건축재료
콘크리트제 도로포장판

blast furnace slag cement
refractory concrete
refractory cemen
fireproof cement coatings
fireproof boards
cement for furnaces
concrete binding material for road
repair
luminous paving blocks, not of metal
paving blocks, not of metal
ready mixed concrete
roofing cement
magnesia cement
wood-fiber reinforced cement boards
[cement excelsior boards]
concrete block for maintaining wall
precast pavers
asbestos cement
stone slates
fiber cement
fiber cement boards
wave dissipation block
hydraulic cement
slag-lime cement
slate powder
cement pipes
cement blocks
cement mixes
cement posts
cement mortar slates
sidewalk boards of cement
cement slabs
silica cement [pozzolanic cement]
alumina cement
concrete block for building retaining
walls
concrete panel for retaining walls
concrete block for helping the
disabled
braille concrete block for the
disabled
landscape block
pre-fabricated concrete block
cement for joint
ready to use concrete
driving way block
filling cement
color cement
blocks of concrete
concrete panels
concrete pipes
concrete floors
concrete walls
concrete building elements
concrete road pavement boards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521

19류 G3301
콘크리트파일
타일용 시멘트
테트라 포드
토목공사용 공업용 콘크리트
토목공학용 공업용 콘크리트
포틀랜드 조강슬래그시멘트
포틀랜드시멘트
호안블록
흄관

concrete piles
cement for tiles
concrete for civil engineering for
industrial purposes
industrial concrete for use in civil
engineering works
portland blast-furnace slag cement
portland cement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비금속제 묘비(제19류/G2607)
- 석제 조각품(제19류/G5203)

협의의 포괄명칭
processed stone
stone

상품의 범위
◦ 고무제 건축 전용재료, 고무제 구축 전용재료
◦ 석고제 건축 전용재료, 석고제 구축 전용재료
◦ 플라스틱제 건축 전용재료, 플라스틱제 구축 전용재료
◦ 합성제 건축 전용재료, 합성제 구축 전용재료
◦ 위에 준하는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재료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제6류/G3303)
-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제11류/G3303)
- 석면제 건축재, 건축용 방습재, 방음재, 보온용 단열재, 틈막이용
조성물(제17류/G3303)
- 건축용 유리(제19류/G1701)
- 건축용 목재(제19류/G2001)
- 시멘트, 콘크리트(제19류/G3301)
- 석재, 인조석재(제19류/G3302)
- 비금속제 경첩, 비금속제 문 부속품(제20류/G3303)
- 인조잔디(제27류/G3303)

artificial stone

포함되는 상품(예시)

벽구축용 석재
벽난로 건축용 석재
비석용 석재
수족관 장식용 석재
조경용 석재
지붕건축용 석재
천연석재
카운터탑 제조용 석재
토대석
토목용 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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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류/G3303]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고무제,
리놀륨제, 석회제, 아스팔트제, 플라
스틱제, 합성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포함)

hume pipes

◦ 특정용도로 사용하기 쉽도록 1차 가공한 석재
◦ 묘지용 석재
◦ 인조석재

건축용 및 구축용 석재
건축용 보강토
건축용 석재
도로경계석
마감재용 석재
면석(面石)
묘 또는 기념비용 석재
바닥구축용 석재

유사상품 심사기준

paving stones

seawall block

상품의 범위

가공한 대리석
가공한 비투수성 화산석

processed paving stones

tetrapod

[제19류/G3302] 석재, 인조석재

가공한 석재
석재
인조석재

포장용 가공석재
포장용 석재

processed marble
non-permeable volcano stone
(processed)
stone for building and construction
reinforced soil for building
building stone
curb
rock materials for use as cladding
wall stone
tomb or monument stones
rock materials for use in the
construction of flooring
rock materials for use in the
construction of walls
rock materials for use in the
construction of fireplaces
monument stone
decorative aquarium stones
landscape stone
rock materials for use in the
construction of roofing
natural stone
rock materials for use in making
countertops
footing stone
stone for civil engineering

포함되는 상품(예시)
HVAC 도관용 비금속제 환기구
커버
PVC 재질 지붕방수막
가구 및 실내장식 건축산업용
미가공 및 코팅된 칩 보드
건물면진용 고무베어링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제 주형

vent covers, not of metal, for HVAC
ducts
PVC roofing membrane
raw and coated chip boards for the
building industry, furniture and
interior decorating
rubber bearings for seismic isolation
of buildings
non-metallic foundry moulds for
building or construction purposes

건축방화용 실리콘
건축산업용 광물알갱이

silicon for fire proof building

건축용 갈대
건축용 건식 벽 코너

reeds for building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제 밑깔개

underlays of 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건축용 모르타르
건축용 모자이크재료
건축용 목제 파이프
건축용 미장 모르타르
건축용 발수재료
건축용 방수용 모르타르

mortar for building

mineral pellets for use in the building
industry
건축산업용 합성섬유제 부직포 non-woven textiles made of
synthetic fibres for use in the building
industry
건축석재용 실리콘
silicon for construction stone
drywall corner beads, not of metal
[building materials]

mosaics for building
wooden pipes for building
plastering mortar for building
water repellents for building
mortar for waterproof building

19류 G3303
건축용 보수용 모르타르
건축용 부식제어 매트
건축용 부식제어 시트 또는 직물
건축용 부식제어 직물
건축용 비금속제 경질관(硬質管)
건축용 비금속제 계단
건축용 비금속제 골조
건축용 비금속제 기둥
건축용 비금속제 내외장벽판
건축용 비금속제 덮개
건축용 비금속제 라이닝
건축용 비금속제 마감재
건축용 비금속제 몰딩
건축용 비금속제 미장벽판
건축용 비금속제 방수관
건축용 비금속제 방수판
건축용 비금속제 방화판
건축용 비금속제 벽면 라이닝
건축용 비금속제 벽외장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보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부식제어 울타리
건축용 비금속제 선반받이
건축용 비금속제 슬라브
건축용 비금속제 외부용 셔터
건축용 비금속제 외장마감재
건축용 비금속제 장갑판
건축용 비금속제 장식용 몰딩
및 장식용 트림

mortar for building repair
erosion control mats [building
materials]
erosion control sheeting or fabrics
for construction use
erosion control fabrics [building
materials]
rigid pipes, not of metal, for building
stairways, not of metal for use in
buildings
framework, not of metal, for building
pillars, not of metal, for building
exterior/interior siding for building,
not of metal
coverings for building (not of metal)
linings, not of metal, for building
coverings for buildings (not of metal)
moldings, not of metal, for building
plastering siding for building (not of
metal)
drainpipe for building (not of metal)
flashing, not of metal, for building
fire-resistant boards and panels, not
of metal, for building
wall linings, not of metal, for building
wall claddings, not of metal, for
building
reinforcing materials, not of metal,
for building
erosion control fencing [non-metallic
building materials]
brackets, not of metal, for building
slabs, not of metal, for building
outdoor shutters, not of metal, for
buildings
exterior cladding for building (not of
metal)
armour-plating, not of metal, for
building
non-metal decorative moldings and
decorative trim for use in building
construction

건축용 비금속제 천장재
건축용 비금속제 칸막이
건축용 비금속제 트레슬

nonmetallic ceiling building materials

건축용 비금속제 패널
건축용 비금속제 표면마감재
건축용 비금속제 프레임
건축용 사탕수수찌꺼기 덩어리

building panels, not of metal

건축용 세라믹판
건축용 스티로폼
건축용 실란트
건축용 실리콘
건축용 아스팔트
건축용 아스팔트 가공된 종이
건축용 아스팔트용 타르제 실란트

ceramic panel for building

건축용 아스팔트제 지붕용
유향수지

non-metal partitions for building
trestles for use in construction, not of
metal
cladding, not of metal, for building
frames, not of metal, for building
agglomerated bagasses of cane
[building material]
foam for building
construction sealant
construction silicon
asphalt [for building purposes]
bitumen paper for building
tar-based sealants for asphalt
[building materials]
asphalt-based roofing mastics
[building materials]

건축용 아스팔트제 지붕용 코팅재

asphalt roof coatings [building
materials]

건축용 아스팔트펠트
건축용 역청제품
건축용 유리모자이크

asphalt felt [for building purposes]
bituminous products for building

건축용 접착식 모르타르
건축용 종이
건축용 지붕용 역청제 실란트
건축용 지붕용 타르제 실란트
건축용 콘크리트 벽
건축용 타르기반 아스팔트 패칭
조성물
건축용 타르기반 콘크리트 패칭
조성물
건축용 타르기반 콘크리트/
아스팔트 패칭 조성물

glass mosaics for use in building
construction
adhesive mortar for building purposes
building paper
bitumen-based sealants for roofing
[building materials]
tar-based sealants for roofing
[building materials]
concrete walls for building
asphalt patching compounds with a
tar base [building materials]
concrete patching compounds with
a tar base [building materials]
tar-based concrete and asphalt
patching compounds [building
materials]

건축용 타르칠한 스트립
건축용 판지
건축용 펠트
건축용 플라스틱벽재
건축용 플라스틱제 다층패널

tarred strips for building

건축용 피복재
건축용 회반죽퍼티
견목제 마룻장
견목제 마룻장 및 바닥재
계단 발판
계단 부품용 비금속제 스트링거

coatings [building materials]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고무제 바닥재
고무제 코브베이스
관개용 플라스틱제 도관
구축 및 건축용 비금속제 표면
마감재
구축 전용 다층막 방수시트

building cardboard
felt for building
wall materials of plastic for building
multilayer panels of plastic for use in
building
plaster putty (building materials)
hardwood decking
hardwood decking and flooring
step treads
stringers [parts of staircases], not of
metal
materials of rubber exclusively for
building or construction
rubber flooring
rubber cove bases
plastic conduits for irrigation
cladding, not of metal, for
construction and building
multilayer waterproof sheet for
construction purposes

굴뚝용 비금속제 연장부재

lengthening pieces, not of metal, for
chimneys

굴뚝용 비금속제 통풍관
그라우팅 화합물
그라운드커버용 조립식
플라스틱제 마룻장
나무바닥재
난방용 비금속제 도관
내화 모르타르
내화로용 비금속제 라이닝

chimney pots, not of metal

다도 레일
대나무제 바닥재
도로건설용 및 포장용 재료

dado rails

도로건축용 역청제 실란트

bitumen-based sealants for
driveways [building materials]

grouting compounds
modular plastic decking to serve as
a ground cover
wood floor materials
heating ducts, not of metal
refractory mortars
refractory furnace linings, not of
metal
bamboo flooring
materials for making and coating
r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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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축용 타르제 실란트
도로공사/철도공사/터널공사/
수로공사/공공토목건축용
지반용 직물
도로보수용 결합재료
도로용 목제 충돌방지장벽
도로용 비금속제 바리케이드
도로용 비금속제 충돌방지장벽
도로용 콘크리트제 충돌방지
장벽
도로용 플라스틱제 충돌방지
장벽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슬라브
도로포장용 재료
도료형바닥재
레일용 비금속제 이음판
루핑 펠트
루핑섬유
루핑원지
마감용 채색 인조수지제 회반죽
마루용 비금속제 건축재
모르타르
모르타르 혼합물
목재로 마감된 알루미늄제 창틀
목제 난간
목제 들보
목제 몰딩
목제 문
목제 문틀
목제 바닥판
목제 방음벽
목제 벽널
목제 서까래
목제 이음매
목제 지붕판자
목제 징두리벽판
목제 쪽마루바닥판
목제 창틀
목제 천장판
목질 바닥판
물받이용 비금속제 브래킷
바닥 및 벽용 비금속제 신축이음매

tar-based sealants for driveways
[building materials]
geotextiles for use in connection with
road construction, railroad
construction, tunnel construction,
waterway construction and public
works construction
binding material for road repair
crash barriers of wood for roads
barricades, not of metal, for roads
crash barriers, not of metal, for roads
crash barriers of concrete for roads
crash barriers of plastic for roads
paving slabs, not of metal
road coating materials
paint type floor materials
splice plate for rails (not of metal)
roofing felt
roofing fabrics
roofing paperboard
finish plasters made of coloured
artificial resin
construction materials for floor (not
of metal)
mortar
mortar mix
window frames of wood clad in
aluminium
wooden railings
wood beams
wood moldings
wooden doors
wooden door frames
wooden floor boards
noise barriers made of wood
wood siding
wood rafters
wood joints
roofing boards [of wood]
wooden wainscoting
parquet flooring made of wood
window frames of wood
ceiling boards of wood
wooden flooring
non-metal brackets for gutters

벽난로용 목제/석고제 및
석제 앞장식
벽난로용 석고제 앞장식
벽난로용 석제 앞장식
벽용 비금속제 신축이음매
보드패널
보행지역 교통안전용 비금속제
장벽
비금속 몰딩
비금속제 가드레일
비금속제 가스관
비금속제 강아지 출입구
비금속제 갱도용 재료
비금속제 거리물받이
비금속제 거푸집
비금속제 거푸집널
비금속제 건구
비금속제 건널판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재료
비금속제 건축물문
비금속제 건축재료
비금속제 겉창
비금속제 격자
비금속제 경질 암거배수관
비금속제 경질관
비금속제 계단
비금속제 계단 디딤판(스탭)
비금속제 계단디딤판
비금속제 고양이 출입구
비금속제 골조
비금속제 교량이음용 앵커볼트
비금속제 구들장
비금속제 굴뚝
비금속제 굴뚝갓
비금속제 굴뚝꼭대기부분
비금속제 난간
비금속제 난간손잡이
비금속제 내리닫이창
비금속제 내부 문
비금속제 내외벽구성재
비금속제 내화성 건축재

expansion joints, not of metal, for
floors and walls

비금속제 내화성 케스타블 혼합물

바닥깔개용 직물
바닥용 비금속제 신축이음매

fabric for underlayment of flooring

방향성 삼나무목재로 만든
판자 성격의 건축재료
배수 및 관개용 플라스틱제 도관

building construction materials in the
nature of aromatic cedar planking

배수용 플라스틱제 도관
벽난로용 목제 앞장식

plastic conduits for drainage

비금속제 덧문
비금속제 도어유닛
비금속제 도어패널
비금속제 도어홀더
비금속제 들보
비금속제 라스
비금속제 럼블스트립
비금속제 롤 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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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sion joints, not of metal, for
floors

plastic conduits for drainage and
irrigation
mantels of wood for fireplaces

mantels of wood, plaster or stone for
fireplaces
mantels of plaster for fireplaces
mantels of stone for fireplaces
expansion joints, not of metal, for
walls
board panel
barriers, not of metal, for pedestrian
traffic control
moldings (not of metal)
guard rails, not of metal
gas pipes (not of metal)
dog doors, not of metal
mine materials (not of metal)
street gutters not of metal
molds (not of metal)
sheathing boards, not of metal
joinery fittings (not of metal)
duckboards, not of metal
non-metallic materials for exclusive
use in building or construction
gates, not of metal
building materials, not of metal
non-metal window shutters
non-metal stairs
rigid underdrainage pipes, not of
metal
rigid pipes (not of metal)
non-metal trellises
stair-treads [steps], not of metal
stair-treads, not of metal
cat doors, not of metal
non-metallic frameworks
anchor bolts for bridge connection
(not of metal)
flat stone (not of metal)
chimneys, not of metal
chimney cowls, not of metal
chimney shafts, not of metal
rails, not of metal
balustrades, not of metal
sash windows, not of metal
inner doors, not of metal
exterior/interior wall component
materials (not of metal)
refractory construction materials,
not of metal
refractory castable mixes, not of
metal
outer doors, not of metal
door units, not of metal
door panels, not of metal
door holder (not of metal)
beams, not of metal
laths, not of metal
rumble strips, not of metal
roll shutters, not of metal

19류 G3303
비금속제 마룻장
비금속제 망 창문
비금속제 맨홀
비금속제 맨홀뚜껑
비금속제 목책(木柵)
비금속제 문
비금속제 문 가장자리
비금속제 문 및 울타리
비금속제 문 및 울타리 패널
비금속제 문설주
비금속제 문틀
비금속제 물받이
비금속제 물받이 파이프
비금속제 물받이홈통
비금속제 미늘살창문
비금속제 미닫이문
비금속제 바닥 패널
비금속제 바닥재
비금속제 바닥판
비금속제 바리케이드
비금속제 반회전문
비금속제 발코니 울타리
비금속제 발코니용 난간
비금속제 발판
비금속제 방호문
비금속제 배수관
비금속제 벽 패널
비금속제 벽난로용 앞장식
비금속제 벽난로장식
비금속제 벽판자
비금속제 보안용 문
비금속제 부유식 바닥판
비금속제 브리지용 난간
비금속제 상인방(上引枋)
비금속제 셔터
비금속제 수도관
비금속제 수압관(水壓管)
비금속제 수직낙수홈통
비금속제 스트링거
비금속제 스팬드렐
비금속제 시트파일
비금속제 실내 창문셔터
비금속제 암거배수관
비금속제 애완동물 출입구
비금속제 앵글강(鋼)
비금속제 에어컨디셔닝용 도관
비금속제 여닫이창
비금속제 옥외 관람석
비금속제 외벽구성재
비금속제 외부용 롤 셔터
비금속제 운동용 바닥재
비금속제 울타리

non-metal decking
non-metal window screens
non-metalic manholes
manhole covers, not of metal
palings, not of metal
doors, not of metal
non-metallic door surrounds
gates and fences, not of metal
gates and fencing panels, not of
metal
door jambs, not of metal
door casings, not of metal
gutters, not of metal
gutter pipes, not of metal
eave gutters (not of metal)
jalousies, not of metal
sliding doors, not of metal
non-metal floor panels
flooring, not of metal
floors, not of metal
barricades, not of metal
swing doors, not of metal
balcony enclosures, not of metal
railings, not of metal, for balconies
scaffolding, not of metal
armored doors, not of metal
drain pipes, not of metal
wall panels, not of metal
mantels, not of metal, for fireplaces
fireplace mantles, not of metal
wall boards, not of metal
security gates, not of metal
floating floor boards, not of metal
railings, not of metal, for bridges
lintels, not of metal
shutters, not of metal
water-pipes, not of metal
penstock pipes, not of metal
downspouts, not of metal
stringers, not of metal
spandrels, not of metal
sheet piles, not of metal
interior window shutters, not of metal
underdrainage pipe (not of metal)
pet doors, not of metal
angle irons, not of metal
air conditioning ducts, not of metal
casement windows, not of metal
bleachers, not of metal
exterior wall component materials
(not of metal)
outdoor roll shutters, not of metal
athletic flooring, not of metal
fences, not of metal

비금속제 울타리용 계단
비금속제 울타리용 패널
비금속제 음향 패널
비금속제 이동식 교통차단장벽
비금속제 이중마루
비금속제 자전거 저장용 선반
비금속제 잔디용 테두리
비금속제 장갑판
비금속제 장지
비금속제 접이식 문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용 기둥
비금속제 주차용 연석
비금속제 지붕널
비금속제 지붕널판
비금속제 지붕물받이
비금속제 지붕방수판
비금속제 지붕재료
비금속제 지붕추녀
비금속제 지붕트러스
비금속제 지붕판
비금속제 지붕패널
비금속제 징두리벽판
비금속제 쪽마루바닥판
비금속제 쪽마루바닥판 및 평판
비금속제 차고문
비금속제 창
비금속제 창 문설주
비금속제 창문
비금속제 창문 레일
비금속제 창문턱
비금속제 창살
비금속제 창틀
비금속제 창호시스템
비금속제 채광창
비금속제 천장장식품
비금속제 천장판
비금속제 체인링크 울타리
비금속제 충돌방지장벽
비금속제 층간재
비금속제 칸막이
비금속제 커튼벽
비금속제 코니스
비금속제 코브베이스
비금속제 콜드프레임
비금속제 태양광전지 지붕

fence stays, not of metal
fence panels, not of metal
acoustic panels, not of metal
portable traffic barriers, not of metal
duplex floor (not of metal)
bicycle storage racks, not of metal
lawn edgings, not of metal
armor-plating, not of metal
non-metal sliding doors
accordion doors, not of metal
pre-fabricated architectural
columns, not of metal
parking curbs, not of metal
shingles, not of metal
roofing shingles
roof gutters, not of metal
non-metallic roof flashing
non-metal roofing
hips for roofing
roof trusses, not of metal
roofing, not of metal
roofing panels, not of metal
non-metal wainscotting
parquet floor boards
parquet flooring and parquet slabs
garage doors, not of metal
non-metallic windows
non-metal window jambs
non-metal windows
window rails (not of metal)
non-metal window sills
gratings, not of metal
non-metal window frames
window frames, sashes and
casements, not of metal
skylights, not of metal
ceiling decorations for building (not
of metal)
ceiling panels, not of metal
chainlink fences, not of metal
crash barriers not of metal
inserted material (not of metal)
partitions, not of metal
curtain walls, not of metal
non-metal cornices
cove bases, not of metal
cold frames, not of metal
roofing, not of metal, incorporating
photovoltaic cells

비금속제 테라스 문
비금속제 토대
비금속제 토양보강재

patio doors, not of metal

비금속제 페그보드
비금속제 펜스용 난간

pegboard, not of metal

sills, not of metal
soil reinforcing materials (not of
metal)
railings, not of metal, for f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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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속제 포치(구조물)
비금속제 하수관
비금속제 합판 바닥재
비금속제 호차
비금속제 환기구커버
비금속제 환기도관
비금속제 회전문
비금속제 회전창문개폐쇄장치
비닐 바닥재
비닐제 문
비닐제 벽널
비닐제 장지
비닐제 창문
비닐제 테라스 문
비자동식 비금속제 회전막대
출입구
사암관
석고 보드
석고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석고제 건축재료
석고제 벽판자
석고판
석고플라스터 보드
석면제 모르타르
석유피치
석회 건축재료
석회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섬유시멘트제 벽널
세라믹제 배수관
수성코팅재
슬라브 형태의 비금속제 건축
재료
슬레이트 슬라브
시멘트 모르타르제 파이프
아스팔트
아스팔트 방수용 방수시트
아스팔트 방수용 방수패널
아스팔트 조성물로 만든 포장재
아스팔트루핑페이퍼
아스팔트루핑펠트
아스팔트용 역청제 실란트
아스팔트제 건축재료
아스팔트펠트
아스팔트포장재료
아스팔트포장재료 조성물
압축 목섬유제 구조용 및
건축용 막
에폭시 모르타르
역청(瀝靑)
역청유제
역청제 아스팔트
열 난방 및 냉방 시스템용 폴리
에틸렌제 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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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ches [structures], not of metal
sewer pipes, not of metal
laminate flooring, not of metal
door roller (not of metal)
vent covers, not of metal
non-metal ventilating ducts
revolving doors not of metal
rotary window fasteners (not of metal)
vinyl flooring
vinyl doors
vinyl siding
vinyl sliding doors
vinyl windows
vinyl patio doors
non-automatic turnstiles, not of
metal
sandstone pipes
gypsum board
plaster materials for exclusive use in
building or construction
building materials of plaster
gypsum wallboards
plaster boards
boards of gypsum plaster
asbestos mortar
petroleum pitch
lime building materials
lime building or construction materials
fiber cement siding
ceramic drain pipes
aqueous coatings
non-metallic building materials in the
form of slabs
slate slabs
cement mortar pipes
asphalt
asphalt waterproof sheet
asphalt waterproof panel
asphalt composition paving
asphalt roofing paper
asphalt roofing felt
bitumen-based sealants for asphalt
[building materials]
building materials of asphalt
asphalted felt
asphalt paving
asphalt paving compositions
structural and architectural members
formed of pressed wood fibers
epoxy grout
bitumen
bitumen emulsion
bitumen asphalt
polyethylene pipes used in
geothermal heating and cooling
systems

온실용 비금속제 프레임
옹벽축조용 비금속제 보강재

greenhouse frames, not of metal

외장용 비금속제 건축재

building materials for facing (not of
metal)

운동용 목제 바닥
원목마루
원예용 비금속제 프레임
유리문
유리섬유복합관
유색 글리터 에폭시 모르타르
유성코팅재
육아실/온실/정원용 다층 물
보전용 직물

wood sports floors

일본식 실내 미닫이칸막이
(후수마)
전기회로를 제외한 비금속제
도관
점토 슬라브
점토제 파이프 및 도관
주차설비용 비금속제 건축물 문

Japanese style indoor sliding
partitions (fusuma)

주차장용 비금속제 건축물 문
주택용 실링재
지반용 직물
지반용 직물인 비금속제 부식
방지 직물/매트 및 시트
지붕 및 발코니용 플라스틱제
수도관
지붕막
지붕슬레이트
지붕용 밑깔개
지붕용 역청도장재료
지하방수시스템 건설용 비금속제
드레인
쪽마루 바닥판
천연가스 운반용 플라스틱제 관
천연석제 슬라브
천장용 비금속제 덮개
코니스용 비금속제 몰딩
코르크 및 코르크 덩어리제
쪽마루 바닥재
코르크제 바닥밑깔개
코르크제 쪽마루 바닥판
콘크리트 들보
콘크리트 슬라브
콘크리트용 비금속제 거푸집널
타르 루핑페이퍼
탄성실란트
토기제 관
토목공학용 직물(지반용 직물)
패커(비금속제 건축/구축 또는
바닥설치용 재료)

reinforcing materials for molding
retaining walls

solid wood floor
horticultural frames, not of metal
glass doors
glass fiber multiunit tubes
coloured glitter epoxy grout
oil coating materials
multilayer water conservation
textiles designed for nurseries,
greenhouses and garden centres

ducts, not of metal, other than for
electrical circuitry
clay slabs
clay pipes and conduits
gates, not of metal, for car parking
facilities
gates, not of metal, for car parks or
parking lots
sealing materials for houses
geotextiles
erosion control fabric, mats and
sheeting, not of metal [geotextiles]
plastic water conduits for roofs and
balconies
roofing membranes
roofing slates
roofing underlay
bituminous coatings for roofing
non-metal drains for use in
construction of basement
waterproofing system
parquet flooring
plastic pipes for conveying natural
gas
natural stone slabs
non-metal coverings for ceilings
moldings, not of metal, for cornices
parquet flooring of cork and of
cork-based conglomerates
flooring underlay made of cork
parquet flooring made of cork
concrete beams
concrete slabs
shuttering, not of metal, for concrete
tarred roofing paper
elastic sealant
earthenware pipes
fabrics for use in civil engineering
(geotextiles)
packers
(non-metalicmaterialsforbuilding/c
onstrucrionorinstallingfloors)

19류 G3304
펠트제 지붕재료
폐수처리시설 유량 제어용 수중
유리섬유제 벽 형태의 배플패널
플라스틱 벽판자
플라스틱방수재
플라스틱제 무방음 보안창문
플라스틱제 물받이파이프
플라스틱제 물받이홈통
플라스틱제 바닥재
플라스틱제 바닥판
플라스틱제 배수관
플라스틱제 수압관(水壓管)
플라스틱제 암거배수관
플라스틱제 정원용 테두리
플라스틱제 조경 테두리
플라스틱제 창틀
플라스틱제 천장판
플라스틱제 코너
플라스틱제 태양전지 지붕
플라스틱제 현관문
하드우드제 바닥재
합성건축전용 재료
합성바닥재 또는 벽외장재료
합성수지화장판
합판마루
환기 및 공기조절장치용 비금속제
도관

felt roof coverings
baffle panels in the nature of
submergible fiberglass walls used to
direct water flow at waste water
treatment facilities
plastic wallboards
plastic waterproof materials
plastic security windows allowing
communication
plastic gutter pipes
plastic eave gutters
flooring of plastic
plastic floorboards
plastic pipes for plumbing purposes
penstock pipes of plastic
plastic underdrainage pipes
landscape edging of plastic
plastic landscape edgings
window frames of plastic
ceiling boards of plastic material
corners made of plastics
solar battery roof of plastic
front door of plastic
hardwood flooring
synthetic building materials
synthetic flooring materials or
wall-claddings
synthetic resin-faced sheets for use
as a building materials
plywood floor
ducts, not of metal, for ventilating and
air-conditioning installations

[제19류/G3304] 비금속제 타일, 벽돌
상품의 범위
◦ 주로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비금속제 타일
◦ 벽돌, 기와
◦ 위에 준하는 내화용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타일(제6류/G3304)
- 반사경 타일(제20류/G3304)

협의의 포괄명칭
벽돌
비금속제 타일

bricks
tiles, not of metal

포함되는 상품(예시)
PVC 타일
건축용 비금속제 벽타일
건축용 비금속제 타일
건축용 테라코타
고무계타일

PVC tiles
wall tiles, not of metal, for building
tiles, not of metal, for building
terra-cotta [building material]
rubber tiles

구운 벽돌
그로그
기와
난로 전면부 확장용 비금속제
장식타일
내화 벽돌
내화로용 세라믹제 벽돌
내화용 블록
내화용 타일
대리석제 모자이크 아트타일
대리석타일
도로포장용 발광성 블록
도로포장용 타일
마루용 비금속제 타일
목제 바닥타일
목제 블록
목제 타일
목제 타일바닥재
바닥 및 라이닝용 세라믹타일
바닥 및 외장용 세라믹타일
바닥용 세리믹제 타일
벽/바닥 또는 천장용 세라믹제
타일
벽난로용 벽돌
벽용 세리믹제 타일
불소성 벽돌
비금속제 걸침기와
비금속제 내화벽돌
비금속제 내화재(耐火材)
비금속제 놀이터 타일
비금속제 바닥타일
비금속제 반내화벽돌
비금속제 벽 타일
비금속제 지붕타일
비금속제 포장타일
비닐타일
석고제 바닥 타일
석고제 벽 타일
석고제 지붕 타일
석고제 천장 타일
석고타일
석기질타일
석제 기와
석제 박판(건축재료)
석제 타일
세라믹 기와
세라믹제 바닥타일
세라믹타일
시멘트모르타르 기와
아스팔트타일
유리기와
유리벽돌

fired bricks
grog [fired refractory material]
roof tiles
decorative tiles, not of metal, for
hearth extensions
firebricks
ceramic bricks for use in refractory
furnaces
fire-proof blocks
fireproof tiles
mosaic art tiles made of marble
tiles of marble
luminous paving blocks
paving tiles
floor tiles, not of metal
floor tiles of wood
wood blocks
wooden tiles
wood tile flooring
ceramic tiles for flooring and lining
ceramic tiles for flooring and facing
tiles of ceramic for floors
tiles of ceramic for wall, floor or
ceiling
fireplace bricks
tiles of ceramic for walls
unfired bricks
pantiles, not of metal
refractory blocks, not of metal
fired refractory materials, not of
metal
playground tiles, not of metal
tile flooring, not of metal
semi-refractory bricks, not of metal
wall tiles, not of metal
roofing tiles, not of metal
non-metallic paving tiles
vinyl tiles
gypsum floor tiles
gypsum wall tiles
gypsum roofing tiles
gypsum ceiling tiles
gypsum tiles
stoneware tiles
stone roofing tiles
stone veneers [building materials]
stone tiles
ceramic roofing tiles
ceramic floor tiles
ceramic tiles
cement mortar roofing tiles
asphalt tiles
glass roofing tiles
glass br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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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류 G3304
유리타일
유약칠된 세라믹타일
인조석제 타일
자기제 타일
점토기와
점토타일
천연석제 바닥 타일
천연석제 벽 타일
천연석제 지붕 타일
천연석제 타일
천장용 세라믹제 타일
콘크리트 벽돌
콘크리트타일
타일바닥 및 마감재용 세라믹
타일
테라코타제 바닥타일
토기제 바닥 타일
토기제 벽 타일
토기제 지붕 타일
플라스틱타일
화재차단블록
화재차단시트
황토기와
황토벽돌
황토타일

glass tiles
glazed ceramic tiles
artificial stone tiles
porcelain tile
clay roofing tiles
earthenware tiles
floor tiles of natural stone
wall tiles of natural stone
roofing tiles of natural stone
natural stone tiles
ceramic ceiling tiles
concrete bricks
concrete tiles
ceramic tiles for tile floors and
coverings
terra-cotta floor tiles
earthenware floor tiles
earthenware wall tiles
earthenware roofing tiles
plastic tiles
fire stop blocks
fire stop sheets
soil roof tiles
soil bricks
soil tiles

[제19류/G3305]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상품의 범위
◦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 위에 준하는 비금속제 건축 또는 구축물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이동식 건축물(제6류/G3305)
- 페인트분무용 금속제 부스(제6류/G3821)
- 이동식 간이화장실(제11류/G3305)
- 페인트분무용 비금속제 부스(제19류/G3821)
- 비금속제 로켓발사대(제19류/G4202)
- 비금속제 다이빙보드(제19류/G430301)

협의의 포괄명칭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buildings, transportable, not of metal
prefabricated non-metal buildings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정용 비금속제 이동식 온실
간이가옥
건축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캐노피(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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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metal transportable
greenhouses for household use
fair huts
canopies [building structures], not of
metal and not of textile

공연용 비금속제 이동식 층뒤판
목제 간이창고
비금속제 간이자동차 차고
비금속제 간이탈의실
비금속제 건축물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세트

portable non-metal risers for public
performances [platforms]
garden sheds of wood
prefabricated garages, not of metal
cabanas, not of metal
buildings, not of metal
prefabricated building kits (not of
metal)

비금속제 노점
비금속제 대피호 구조물
(텐트는 제외)
비금속제 사일로
비금속제 수영장(구조물)

vendor booths, not of metal

비금속제 스케이팅 링크(구조물)

skating rinks [structures], not of
metal

비금속제 이동식 대피호
비금속제 이동식 댄스무대
비금속제 이동식 무대
비금속제 이동식 방음부스

transportable shelters (not of metal)

비금속제 이동식 온실

greenhouses, transportable, not of
metal

비금속제 이동식 전망대
비금속제 이동식 정자

gazebos, portable, not of metal

비금속제 이동식 제방물
비금속제 자전거용 주차시설

portable non-metal levees

비금속제 저장용 간이창고
비금속제 전망대
비금속제 전화박스
비금속제 정원용 간이창고
비금속제 정자
비금속제 정자(구조물)

storage sheds, not of metal

비금속제 조립식 방음객실

prefabricated soundproof cabins,
not of metal

비금속제 조립식 사일로
비금속제 조립식 온실

pre-fabricated silos, not of metal

비금속제 조립식 저장용 간이
창고
비금속제 조립식 주택

pre-fabricated storage sheds, not of
metal

비금속제 조립식 플랫폼

platforms, prefabricated, not of
metal
underground tornado shelters made
of fiberglass
burial vaults, not of metal

비금속제 지하 토네이도 대피호
비금속제 지하봉안실(地下奉
安室)
비금속제 퍼걸러(구조물)
비금속제 폭풍우 대피호
비금속제 하역장 대피호
비금속제 해양건축물(구조물)
음악공연용 비금속제 무대
이동식 목제 건축물
조립식 통나무집

non-metal shelter structures [other
than tents]
silos, not of metal
swimming pools [structures], not of
metal

portable dance floors, not of metal
portable stages, not of metal
soundproof booths, transportable,
not of metal

gazebos, portable, not primarily of
metal
bicycle parking installations, not of
metal
gazebos, not of metal
telephone boxes, not of metal
garden sheds, not of metal
gazebos, not primarily of metal
arbours not of metal used as
structures

pre-fabricated greenhouses, not of
metal

prefabricated houses [kits], not of
metal

pergola (structures) (not of metal)
storm shelters, not of metal
loading dock shelters, not of metal
marine structures (not of metal)
stages, not of metal, for musical
performances
transportable buildings of timber
pre-fabricated log homes

19류 G3702
주로 비금속재료로 구성된
음악공연용 무대
콘크리트제 지하봉안실

stages for musical performances
composed of primarily non-metal
materials
concrete vaults

토사붕괴방지용 식생판

vegetation seed-carrier sheets for
prevention of earth collapse or
landslide

[제19류/G3608]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제19류/G3306]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상품의 범위
◦ 비금속제 기둥,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버팀목
◦ 위 용도에 준하는 비금속제 건축 또는 구축재료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기둥용 목재, 대들보용 목재(제19류/G2001)

협의의 포괄명칭
토사붕괴방지용 식생대

vegetation blocks for prevention of
earth collapse or landslide

포함되는 상품(예시)
갱도용 목재

mine timber

건축재료용 콘크리트 기둥

concrete poles for use as building
materials

녹화용 식생대

vegetation blocks for afforestation

목제 말뚝재

pilings of wood

목제 전주
목제 하지재(下止材)

wood posts

방부목재

preserved wood [anti-decay wood]

방화목재

fire resisting wood

버팀목

perches

비금속제 기둥

posts, not of metal

비금속제 말뚝

pickets, not of metal

비금속제 말뚝재

pilings, not of metal

비금속제 복합말뚝

complex pilings (not of metal)

비금속제 울타리용 기둥

fence posts, not of metal

비금속제 전신주
비금속제 전주(電柱)
비금속제 지주(支柱)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회전말뚝
사방공사용 식생대
사방공사용 토낭
식생대

utility poles, not of metal

식생매트

vegetation mats being non-metal
construction materials

식생블록
전주(電柱)용 목재기둥

lihgtweight vegetation block

철도용 비금속제 침목
철도침목
콘크리트 기둥
콘크리트침목

railroad ties, not of metal

furrings of wood

posts, not of metal, for power lines
props, not of metal
non-metal railroad ties
rotary pilings (not of metal)
vegetation blocks for erosion control
soil bag for erosion control
vegetation blocks being non-metal
construction materials

wooden poles [posts] for electric
power lines
railway sleepers of wood
concrete poles
railway sleepers of concrete

상품의 범위
◦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 위에 준하는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교통신호기(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제6류/G3608)
- 발광식 교통신호기, 기계식 교통신호기(제9류/G3608)
- 선박용 방향표시등(제11류/G3702)

포함되는 상품(예시)
발광성 박판
발광성 판
비금속제 경고표시장치(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비금속제 교통신호기(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비금속제 도로표시용 반사판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비금속제 도로표지병
비금속제 비발광식 항로표지
비금속제 비발광식 항로표지
(타워 같은 구조물)
비금속제 안전반사판
비금속제 안전신호판(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lighting sheets

비금속제 안전표지판(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비금속제 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비금속제 표지판(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합성재료제 도로표지용 시트
및 스트립

non-luminous and non-mechanical
safety display panels (not of metal)

lighting slabs
non-luminous and non-mechanical
warning devices (not of metal)
non-luminous and non-mechanical
traffic signals (not of metal)
non-luminous and non-mechanical
traffic signs, not of metal
reflective discs for road (not of metal)
road signs, non-luminous and
non-mechanical, not of metal
road studs (not of metal)
beacons, not of metal, non-luminous
non-luminous non-metal beacons
[tower-like structures]
safety reflective discs (not of metal)
non-luminous and non-mechanical
safety signalling panels (not of
metal)

non-luminous and non-mechanical
signs, not of metal
signalling panels, non-luminous and
non-mechanical, not of metal
road marking sheets and strips of
synthetic material

[제19류/G3702]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상품의 범위
◦ 비금속제 선박용 구조물
◦ 수중 건설작업용 케이슨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529

19류 G3702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계선부표, 금속제 마스트(제6류/G3702)
- 선박용 자동사각갈고리(제7류/G3702)
- 소방선, 구명보트(제9류/G3702)
- 선박용 냉난방장치, 선박용 조명기기(제11류/G3702)
- 선박(보트 및 배)(제12류/G3702)
- 비금속제 계선부표(제20류/G3702)
- 선박용 돛(제22류/G3702)

포함되는 상품(예시)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floating docks, not of metal, for
mooring boats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mooring bollards, not of metal

비금속제 마스트

masts [poles], not of metal

수중건설작업용 케이슨

caissons for construction work
under water

콘크리트제 계선주

concrete bollards

해안가용 비금속제 이동식 부잔교

non-metal portable piers which
extend from a shore line out over water

[제19류/G3801] 비금속제 주물금형
상품의 범위
◦ 비금속제 주물금형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주물금형, 야금형 주형(제6류/G3801)
- 금속가공용 압연기, 금속 압출프레스(제7류/G3801)
- 히트건(제11류/G3801)

포함되는 상품(예시)
비금속제 주물금형

foundry molds, not of metal

[제19류/G3809] 비금속제 인공어초
상품의 범위

[제19류/G3821] 페인트분무용 비금속제 부스
상품의 범위
◦ 페인트분무용 비금속제 부스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페인트분무용 금속제 부스(제6류/G3821)
- 도장(塗裝)기계(제7류/G3821)

포함되는 상품(예시)
페인트 분무용 비금속제 부스

paint spraying booths, not of metal

[제19류/G3828] 급배수용 밸브(금속제 또는 플라스틱
제는 제외)
상품의 범위
◦ 급수 또는 배수용 밸브(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 위에 준하는 밸브류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비기계용 금속제 밸브(제6류/G3828)
- 기계부품용 밸브(육상차량용은 제외)(제7류/G3828)
- 수도조절용 장치, 가스조절 및 안전용 장치(제11류/G3828)
- 육상차량용 축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제12류/G3828)
- 탄성고무제 또는 경화고무섬유제 밸브(제17류/G3828)
- 가죽제 밸브, 스프링용 가죽제 케이싱(제18류/G3828)(제18류/
G3828)
- 급배수용 플라스틱제 밸브(기계부품은 제외)(제20류/G3828)

포함되는 상품(예시)
급배수용 밸브(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배수용 밸브(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배수트랩(금속제 또는 플라스
틱제는 제외)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
비금속제 파이프
수도관용 밸브(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valves (not of metal or plastic) for
water supply and drainage
water outlet valves (not of metal or
plastic) for water pipes
drain traps [valves], not of metal or
plastic
branching pipes, not of metal
pipes (not of metal)
water-pipe valves, not of metal or
plastic

◦ 비금속제 인공어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인공어초(제6류/G3809)
- 어업용 기계(제7류/G3809)
- 어망용 부자(제22류/G3809)

포함되는 상품(예시)
비금속제 인공어초

non-metal artificial fish reefs

어소블록

fish staying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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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류/G4202]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상품의 범위
◦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이동식 로켓발사대(제6류/G4202)
-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제13류/G4202)

19류 G5203
포함되는 상품(예시)
비금속제 로켓발사대

non-metal rocket launching
platforms

[제19류/G430301]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상품의 범위
◦ 비금속제 다이빙 보드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다이빙 보드(제6류/G430301)
- 금속제 텐트팩, 등산용 아이젠(제6류/G430302)
- 비금속제 텐트팩(제20류/G430302)
- 침낭(제24류/G430302)

포함되는 상품(예시)
비금속제 다이빙 플랫폼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diving platforms, not of metal
diving boards, not of metal

[제19류/G5002] 비금속제 방충망
상품의 범위
◦ 비금속제 방충망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망(網)(제6류/G5002)
- 석면제 망(제17류/G5002)
- 비금속제 망(석면제는 제외)(제22류/G5002)

포함되는 상품(예시)
비금속제 방충망

insect screens not of metal

[제19류/G5203] 석제 조각품, 콘크리트제 조각품, 대리
석제 조각품

포함되는 상품(예시)
대리석제 마리아상
대리석제 불상
대리석제 상(像)
대리석제 소입상(小立像)
대리석제 예수상
대리석제 조각
대리석제 조각품
대리석제 흉상
석등(석재 정원 장식)
석제 마리아상
석제 불상
석제 상(像)
석제 소입상(小立像)
석제 예수상
석제 조각품
석제 흉상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소입상(小立像)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조각품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흉상
석제/콘크리트제/대리석제 상
석제/콘크리트제/대리석제
탁상용 조상
석제조각
시멘트제/대리석제/석제 조각
콘크리트제 마리아상
콘크리트제 불상
콘크리트제 상(像)
콘크리트제 소입상
콘크리트제 소입상(小立像)
콘크리트제 예수상
콘크리트제 조각
콘크리트제 조각품
콘크리트제 흉상

statues of the Virgin Mary (of
marbles)
statues of Buddha (of marbles)
statues of marble
figurines of marble
statues of Jesus (of marbles)
marble sculptures
works of art of marble
busts of marble
stone lanterns [garden ornaments of
stone]
statues of the Virgin Mary (of stone)
statues of Buddha (of stone)
statues of stone
figurines of stone
statues of Jesus (of stone)
works of art of stone
busts of stone
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statuett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works of art of stone, concrete or
marble
bust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figur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desktop statuary made of stone,
concrete or marble
stone sculptures
sculptures of cement, marble or
stone
statues of the Virgin Mary (of
concrete)
statues of Buddha (of concrete)
statues of concrete
statuettes of concrete
figurines of concrete
statues of Jesus (of concrete)
concrete sculptures
carvings of concrete
busts of concrete

상품의 범위
◦ 석제, 콘크리트제, 대리석제 조각품
◦ 위에 준하는 재료로 만든 예술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조각품(귀금속제는 제외)(제6류/G5203)
- 귀금속제 조각품(제14류/G5203)
- 혼응지제 조각품(제16류/G5203)
- 목제 조각품, 밀랍제 조각품, 석고제 조각품, 플라스틱제 조각품
(제20류/G5203)
- 자기제 조각품, 테라코타제 조각품, 유리제 조각품(제21류/G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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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거울, 액자; 보관 또는 운송용 비금속제 컨테이너; 미가공 또는 반가공
뼈, 뿔, 고래수염 또는 나전(螺鈿); 패각; 해포석(海泡石); 호박(琥珀)(원석)
(Furniture, mirrors, picture frames; containers, not of metal, for storage or
transport; unworked or semi-worked bone, horn, whalebone or mother-of-pearl;
shells; meerschaum; yellow amber)
본류에는 주로 가구 및 그 부품과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타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 포함된다. 목재, 코르크, 갈대, 등나무, 고리버들, 뿔, 뼈, 상아, 고래수염, 조개
껍데기, 호박(琥珀), 진주모(珍珠母), 해포석(海泡石)을 재료로 하는 제품과 이들 재료의
대용품 또는 플라스틱 제품이 포함된다.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금속제 가구, 캠핑용 비품, 총가(銃架), 신문진열대
실내창용 블라인드
침구(예: 매트리스, 침대베이스, 베개)
거울, 가구용 또는 화장용 거울
비금속제 등록판
비금속제 소형제품(예: 볼트, 나사, 장부촉, 가구바퀴, 파이프고정용 비금속제
이음고리)
- 편지함(석제 또는 금속제는 제외)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실험실용 특수비품(제9류) 또는 의료용 특수비품(제10류)
- 옥외용 금속제 블라인드(제6류),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제19류),
옥외용 직물제 블라인드(제22류)
- 침대용 린넨제품, 아이더다운 및 침낭(제24류)
- 특정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 특수형태의 거울(예: 광학제품용 거울(제9류), 외과용
또는 치과용 거울(제10류), 백미러(제12류), 총용 조준경(제13류))
- 기능이나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 특수한 제품으로서, 목재, 코르크, 갈대, 등나무,
고리버들, 뿔, 뼈, 상아, 고래수염, 조개껍데기, 호박(琥珀), 진주모(珍珠母),
해포석(海泡石)을 재료로 하는 제품과 이들 재료의 대용품 또는 플라스틱 제품
(예: 장신구 제조용 비즈(제14류), 목제 바닥판(제19류), 가정용 바구니(제21류),
플라스틱제 컵(제21류), 화문석(제27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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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류 G1808

제

20류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제20류/G1401] 우산꽂이통
상품의 범위
◦ 우산꽂이통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포함되는 상품(예시)

- 빗자루(제21류/G1401)
- 우산(제18류/G2703)

공업용 대나무 바구니

포함되는 상품(예시)
우산꽂이통

umbrella stands

[제20류/G1601] 미가공 산호, 미가공 해포석, 미가공 호박
상품의 범위
◦ 가공하지 않았거나 부분 가공한 해포석(海泡石), 호박, 산호
◦ 위에 준하는 비가공 귀석류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고령토, 공업용 돌로마이트, 마그네사이트, 맥반석(제1류/G1601)
- 금속광석(제6류/G1601)
- 보석의 원석(제14류/G1601)
- 산호(보석), 상아(보석)(제14류/G4401)
- 미가공 또는 반가공 운모(제17류/G1601)
-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함)
(제19류/G1601)
- 상아(미가공 또는 반가공품)(제20류/G2404)

포함되는 상품(예시)
미가공 또는 반가공 산호
미가공 또는 반가공 해포석
미가공 또는 부분가공 산호
미가공 산호
미가공 해포석
미가공 호박
인조호박봉
인조호박판
해포석(海泡石)
호박(琥珀)(원석)

- 금속제 바구니(제6류/G1803)
- 국자, 숟가락, 채소용 강판(제8류/G1803)
- 가스그릴,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요리용 석쇠장치(제11류/G1803)
- 은박지, 주방용 호일(제16류/G1803)
- 가정용 식음료준비기구(전기식은 제외), 식품저장용기, 음료용 빨
대 (제21류/G1803)
- 쌀통(제21류/G1803)
- 주방용 직물제 수건(제24류/G1803)
- 차주전자용 보온 커버(제21류/G1801)

unworked or semi-worked coral
meerschaum, unworked or semiworked
coral [unworked or partly worked]
unfinished coral
unfinished meerschaum
unfinished amber
ambroid bars
ambroid plates
meerschaum
yellow amber

bamboo baskets for industrial
purposes
bamboo baskets

대나무제 바구니
물건 운반용 광주리

hampers [baskets] for the transport
of items
baskets, not of metal

비금속제 바구니
비금속제 쟁반
소쿠리
시장바구니

trays, not of metal
non-metal baskets

아이스크림 또는 사탕 고정용
나무 막대기
제빵용 빵바구니
플라스틱제 바구니

hand-held supermarket shopping
baskets, not of metal
wooden sticks for holding candy or
ice cream
bakers' bread baskets
hampers of plastic

[제20류/G1808] 목제 간판, 플라스틱제 간판, 비금속제
표찰, 공기팽창식 광고물
상품의 범위
◦ 목제 간판, 플라스틱제 간판
◦ 금속제가 아닌 표찰(명패/번호표)
◦ 공기팽창식 광고물
◦ 위에 준하는 비금속제 표지판 또는 표찰류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간판, 금속제 표지판, 금속제 표찰(제6류/G1808)
- 네온사인(제9류/G3902)
- 발광성 가옥번호판(제11류/G1808)
- 종이제 또는 판지제 간판(제16류/G1808)
- 비금속제 광고기둥(제19류/G1808)
- 자기제 간판, 유리제 간판(제21류/G1808)
- 직물제 라벨(제24류/G1808)
- 경기용 번호표(제26류/G1808)

포함되는 상품(예시)

[제20류/G1803] 비금속제 바구니
상품의 범위
◦ 바구니
◦ 제20류에 속하는 것으로 주로 주방이나 식생활에 쓰이는 용품

간판용 목제 홀더
간판용 플라스틱제 홀더
공기팽창식 광고물
공기팽창식 플라스틱제 간판
광고용 풍선
막대형 플라스틱제 가격라벨

holders of wood for signboards
holders of plastic for signboards
inflatable publicity objects
inflatable plastic signs
advertising balloons
stick price labels of pl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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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류 G1808
목제 간판
목제 또는 플라스틱제 간판
목제 또는 플라스틱제 게시판
목제 또는 플라스틱제 입간판
목제 리본
목제 식물 표지판
목제 입간판
무지 플라스틱제 접착라벨
배지용 투명 플라스틱 홀더
비금속제 기관번호표시용 표찰

signboards of wood

비금속제 등록판
비금속제 명패
비금속제 문패
비금속제 번호판
비금속제 비발광식 가옥번호판

registration plates, not of metal

비금속제 식별팔찌
비금속제 식별표
비금속제 자전거 경주용 번호판

identification bracelets, not of metal

비금속제 조작방법표시용 표찰

labels for displaying operational
method (not of metal)

비금속제 표찰
비기계용 또는 비전기식 스포츠용
점수판
애드벌룬
여행가방용 플라스틱제 라벨
채혈시스템용 비금속제 식별밴드

non-metal name plates

코르크제 게시판
플라스틱제 간판
플라스틱제 광고판
플라스틱제 라벨
플라스틱제 식물 표지판
플라스틱제 신형 번호판
플라스틱제 입간판

pin boards of cork [notice boards]

signboards of wood or plastics

상품의 범위

placards of wood or plastics
upright signboards of wood or plastics
wood ribbon
plant markers of wood
upright signboards of wood

◦ 비금속제 기념컵, 비금속제 기념패
◦ 위에 준하는 비금속제 기념용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blank plastic adhesive labels
clear plastic holders for badges
labels for institute numbering (not of
metal)
nameplates, not of metal
door nameplates, not of metal
numberplates, not of metal
house numbers, not of metal,
non-luminous
identity plates, not of metal
bicycle racing number plates, not of
metal

scoreboards for sports, other than
mechanical or electrical
ad balloon
luggage labels of plastic
identification bands, not of metal, for
blood collection systems
signboards of plastic
advertisement boards of plastic
labels of plastic

- 금속제 기념컵, 금속제 기념패(제6류/G1810)
- 귀금속제 기념컵, 귀금속제 기념패, 주화, 구리토큰(제14류/G1810)

포함되는 상품(예시)
비금속제 기념컵
비금속제 기념패
비금속제 상패
비금속제 트로피

memorial cups (not of metal)
memorial tablets (not of metal)
plaque (not of metal)
non-metal trophies

[제20류/G1815] 초목용 비금속제 지지목(支持木)
상품의 범위
◦ 초목(草木)용 지지목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종이제 화분커버(제16류/G1815)
- 꽃꽂이용 폼 서포트(제17류/G1815)
- 화분받침대(가구)(제20류/G2601)
- 화분, 실내식물재배용 테라리엄, 물뿌리개(제21류/G1815)

포함되는 상품(예시)
초목용 비금속제 지지목

stakes, not of metal, for plants or
trees

plant markers of plastic
novelty license plates of plastic
upright signboards of plastics

[제20류/G1809] 비금속제 장대
상품의 범위
◦ 비금속제 장대
◦ 위에 준하는 용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종이제 기(旗)(제16류/G1809)
- 직물제 또는 플라스틱제 기(旗)(제24류/G1809)

포함되는 상품(예시)
목제 깃대
비금속제 수동식 깃대
비금속제 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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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류/G1810] 비금속제 기념컵, 비금속제 기념패

유사상품 심사기준

staves of wood
hand-held flagpoles, not of metal
poles, not of metal

[제20류/G1817] 애완동물용 집(구조물과 새장은 제외),
애완동물용 쿠션, 애완동물용 침대
상품의 범위
◦ 애완동물용 집(구조물과 새장은 제외)
◦ 애완동물용 가구
◦ 애완동물용 쿠션, 매트리스, 방석
◦ 위에 준하는 애완동물용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새잡이 끈끈이(제1류/G1817)
- 가축용 체인, 금속제 닭장, 동물용 방울(제6류/G1817)
- 육생(陸生)동물용 실내테라리엄(제21류/G1816)
- 동물용 목걸이, 애완동물용 의류(제18류/G1817)
-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제19류/G1817)
- 새장, 애완동물용 우리(제21류/G1817)
- 애완동물용 장난감(제28류/G1817)
- 애완동물용 모래종이(깔개), 동물용 깔짚(제31류/G1817)

20류 G1901
포함되는 상품(예시)
강아지용 침대
개집(구조물이 아닌 것)
고양이 침대
고양이용 긁는 기둥
고양이용 쿠션
공기팽창식 애완동물용 집
동물용 둥지 상자
동물용 사육장
둥지(구조물이 아닌 것)
부유식 애완동물용 침대
비금속제 고정식 개 배변봉투용
디스펜서

dog beds

새둥지

birdhouses

애완동물 미용테이블

pet grooming tables

애완동물용 놀이집

playhouses for pets

애완동물용 둥지(새장은 제외)

nesting boxes for household pets

애완동물용 매트리스

mattresses for domestic animals

애완동물용 베개

pillows for pets

애완동물용 상자

pet crates

애완동물용 상자 내벽용 쿠션

cushions for lining pet crates

애완동물용 소파

sofas for pets

애완동물용 이동식 침대

portable beds for pets

애완동물용 집(구조물과 새장은
제외)

kennels for household pets

애완동물용 침대

beds for household pets

애완동물용 쿠션
이동식 개집

pet cushions

dog kennels
cat beds
scratching posts for cats

상품의 범위
◦ 목재로 만든 바느질, 자수, 다림질, 또는 재봉용품
◦ 위에 준하는 용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cushion for cats
inflatable house for domestic animals
nesting boxes for animals
hutches for animals
nesting boxes
inflatable pet beds
dispensers for dog waste bags,
fixed, not of metal

portable kennels

[제20류/G1819] 비금속제 사다리
상품의 범위

- 다리미, 비전기식 재봉인두(제8류/G1824)
- 가열다리미용 히터(제11류/G1824)
- 자수용 도안형지, 재봉용 초크(제16류/G1824)
- 다림질대(제21류/G1824)
- 자수용 도안직물(제24류/G1824)
- 바늘꽂이, 바늘쌈지, 재봉상자, 재봉용 받침대(제26류/G1824)

포함되는 상품(예시)
뜨개틀
목제 실패
수틀
자수틀

knitting frames
reels of wood for yarn, silk, cord
embroidery frames
taborets

[제20류/G1825] 비금속제 욕조가로대
상품의 범위
◦ 비금속제 욕조가로대

포함되는 상품(예시)
비금속제 욕조가로대
샤워실용 비금속제 손잡이바
욕실용 비금속제 손잡이바

bathtub grab bars, not of metal
shower grab bars, not of metal
bath grab bars, not made of metal

[제20류/G1901] 갈대, 볏짚, 보릿짚
상품의 범위

◦ 금속제가 아닌 사다리
◦ 위에 준하는 탑승 계단

◦ 가공하지 않은 갈대, 볏짚, 보릿짚, 왕골 등 짚류
◦ 위를 이용한 기초가공 또는 반가공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사다리(제6류/G1819)
- 무빙워크(제7류/G370101)
- 줄사다리(제22류/G1819)

포함되는 상품(예시)
목제 또는 플라스틱제 사다리
비금속제 발판의자
비금속제 벽사다리
비금속제 사다리
비금속제 접사다리
서고용 비금속제 사다리
승객용 비금속제 이동식 탑승계단

[제20류/G1824] 수틀, 목제 실패

ladders of wood or plastics
step stools, not of metal
wall ladders (not of metal)
steps [ladders], not of metal
step ladders, not of metal
ladders, not of metal, for libraries
mobile boarding stairs, not of metal,
for passengers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충전용 짚(제22류/G1901)
- 가마니(제22류/G2505)
- 돗자리(제27류/G1902)
- 식물보온용 짚(제31류/G1901)

포함되는 상품(예시)
갈대
미가공 또는 반가공 갈대
밀짚장식테두리
볏짚
보릿짚
엮는 미가공 또는 반가공 밀짚

reeds [plaiting materials]
reed, unworked or semi-worked
straw edgings
rice straw(plaiting materials)
barley straw(plaiting materials)
wheat straw, unworked or semiworked, for pla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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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류 G1901
엮은 밀짚(매트는 제외)
오니가야 건초(미가공 또는
부분 가공재료)
왕골

plaited straw, except matting
onigaya hay [raw or partly worked
material]

상품의 범위
◦ 대나무
․ 주로 미가공 또는 부분 가공한 대나무를 의미하며 가공된 완제품은
용도에 따라 분류함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건축용 목재(제19류/G2001)
- 제재전(製材前) 목재(제31류/G2001)

포함되는 상품(예시)
미가공 또는 반가공 대나무

bamboo, unworked or semi-worked

비건축용 대나무
죽재(건축용은 제외)

bamboo materials (not for building)
bamboo (other than for construction)

[제20류/G2002] 고리버들, 등나무 기
상품의 범위
◦ 고리버들, 등나무 기
◦ 세공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줄기 또는 나무껍질
․ 주로 미가공 또는 부분 가공품을 의미하여 완제품은 용도에
따라 분류함.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제19류/G2002)
- 살아있는 장미나무(제31류/G0212)
- 미가공 나무껍질(제31류/G2002)

포함되는 상품(예시)

버들

일본식 목제 음식포장시트(교기)

cyperus exaltatus(plaiting materials)

[제20류/G2001] 죽재(竹材)(건축용은 제외)

고리버들
고리버들세공품
등(藤)(미가공 또는 부분 가공
재료)
미가공 또는 반가공 덩굴
미가공 또는 반가공 등(藤)
미가공 또는 반가공 죽피(竹皮)

포함되는 상품(예시)

wicker
wickerwork
rattan [unworked or partly worked
material]
unworked or semi-worked vines
rattan, unworked or semi-worked
unworked or semi-worked bamboo
skins
willow

Japanese food wrapping sheets of
wood (Kyogi)

[제20류/G2404] 거북 등, 고래수염, 굴 껍데기, 동물 발굽,
동물뿔
상품의 범위
◦ 동물의 뼈, 동물의 이빨, 동물의 껍질, 동물의 수염, 동물의 발굽
또는 발톱류
․ 주로 세공을 통해 다른 완제품으로 가공할 수 있는 동물성 미가
공품 또는 부분 가공된 기초제품을 의미하며 완제품은 용도에
따라 분류함.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상아(보석)(제14류/G4401)

포함되는 상품(예시)
거북 등
굴 껍데기
나전(螺鈿)
동물 발굽
동물 뼈(미가공 또는 부분 가공
재료)
동물발톱
동물뿔
미가공 또는 반가공 거북 등

tortoiseshell

미가공 또는 반가공 고래수염

whalebone, unworked or
semi-worked

미가공 또는 반가공 나전(螺鈿)

mother-of-pearl, unworked or
semi-worked

미가공 또는 반가공 동물 뼈

unworked or semi-worked animal
bone

미가공 또는 반가공 뿔
바다조개 껍데기
사슴뿔
식물상아
엄니(미가공 또는 부분 가공재료)
인조거북등
인조동물뿔
조개껍데기
치아
패각

horn, unworked or semi-worked

oyster shells
mother-of-pearl
animal hooves
animal bone (unworked or partly
worked material)
animal claws
animal horns
tortoiseshell, unworked or
semi-worked

sea shells
stag antlers
corozo
tusks [raw or partly worked material]
imitation tortoiseshell
artificial horns
shell
animal teeth
shells

[제20류/G2502] 비금속제 통(석제는 제외)
[제20류/G2401] 일본식 목제 음식포장시트
상품의 범위
◦ 일본식 목제 음식포장시트(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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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범위
◦ 주로 물이나 기름, 가스 등 기체나 액체를 저장, 운반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금속제 통(탱크) 중에서 석제를 제외한 것
◦ 위에 준하는 비금속제 용기류(통/탱크/컨테이너)

20류 G2503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통(탱크/컨테이너)(제6류/G2502)
- 종이제 크림용기(제16류/G2502)
- 석제 통(제19류/G2502)

협의의 포괄명칭
보관/운반용 비금속제 용기
(석제는 제외)
비금속제 통(석제는 제외)

containers (not of metal nor of
masonry) (storage/transport)
casks, not of metal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스 저장탱크(금속제 또는
석제는 제외)
가정용 물탱크(금속제 또는
석제는 제외)
가정용 플라스틱제 물탱크
가축 사료용기(금속제 및 석제는
제외)
고압가스용 비금속제 통 하역
및 운반전용 커버
고압가스용기(금속제 및 석제는
제외)
공업용 물탱크(금속제 또는
석제는 제외)
공업용 플라스틱제 물탱크
농업용 플라스틱제 물탱크
모르타르혼합용 비금속제 반죽통
목제 저장탱크
목제 통
방향제 용기(금속제 및 석제는
제외)
보관 또는 운송용 비금속제
컨테이너
보관용 플라스틱제 원통형 용기
비금속제 가축사료용기
비금속제 고압가스용기
비금속제 또는 비석제 급수조
(給水槽)
비금속제 부유콘테이너
비금속제 수송용 컨테이너
비금속제 오일 배출용기
비금속제 오일저장통
비금속제 제리캔
비금속제 통
비금속제 통지지대
비금속제 통테
빈 압축 가스/액체용 비금속
제 실린더
상업용 또는 공업용 플라스틱제
저장용기

gas storage tanks, not of metal or
masonry
water tanks for household purposes,
not of metal or masonry
water tanks of plastic for household
purposes
containers for stock feed (not of
metal nor of masonry)
covers specially made for handling
and transport of bottles, not of metal,
for compressed gas
containers for compressed gas (not
of metal nor of masonry)
industrial water tanks, not of metal or
masonry
water tanks of plastic for industrial
purposes
water tanks of plastic for agricultural
purposes
troughs, not of metal, for mixing
mortar
wood storage tanks
barrels of wood
transport and storage containers for
aromatics, not of metal nor of
masonry
containers, not of metal [storage,
transport]

상업용 비금속제 용기
상업용 플라스틱제 약제 용기
압축된 가스 또는 액화가스용
비금속제 용기
압축된 가스 또는 액화가스용
비금속제 통(용기)
액체가스용기(금속제 및 석제는
제외)
액체비료저장용기(금속제 및
석제는 제외)
액체연료용 비금속제 용기
액체연료용 용기(금속제 및
석제는 제외)
오일저장통(금속제 및 석제는
제외)
와인을 따르기 위한 나무통
운반유류탱크(금속제 및 석제는
제외)
유체저장 탱크(금속제 또는
석제는 제외)
저장탱크(금속제 및 석제는
제외)
저장탱크(금속제/석제는 제외)
탱크(금속제 및 석제는 제외)
플라스틱제 물탱크
플라스틱제 액체 저장탱크
플라스틱제 액체 저장탱크
(금속제 및 석제는 제외)
플라스틱제 저장탱크
플라스틱제 컨테이너
플라스틱제 통
플라스틱제 포장용기

floating containers, not of metal
containers for transport, not of metal
oil drainage containers, not of metal
containers for oil storage (not of
metal)

cask stands, not of metal

containers for liquid gas (not of metal
nor of masonry)
containers for liquid fertilizer (not of
metal nor of masonry)
containers, not of metal, for liquid fuel
containers for liquid fuel (not of metal
nor of masonry)
oil storage tank (not of metal nor of
masonry)
casks of wood for decanting wine
transportable oil tanks (not of metal
nor of masonry)
liquid storage tanks, not of metal or
masonry
storage tanks, not of metal nor of
masonry
storage tanks , not of metal or
masonry
tanks, not of metal nor of masonry
water tanks of plastic
fluid storage tanks of plastic
fluid storage tanks, not of metal nor
of masonry
plastic storage tanks
plastic packaging containers
tubs of plastic
packaging containers of plastic

상품의 범위
◦ 주로 고체로 된 물건의 보관, 운반을 네모난 형태로 만든 용기(상자)
◦ 위에 준하는 저장용구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상자(제6류/G2503)
- 종이제 상자, 판지제 상자(제16류/G2503)
- 가죽제 상자, 경화섬유제 상자(제18류/G2503)
- 서랍장(제20류/G2601)
- 유리제 상자, 캔디 상자(제21류/G2503)

jerrycans, not of metal
vats, not of metal

bottles [containers], not of metal, for
compressed gas or liquid air

[제20류/G2503] 목제 상자, 플라스틱제 상자

storage drums of plastic
containers for stock feed (not of
metal)
containers for compressed gas (not
of metal)
reservoirs, not of metal nor of
masonry

containers, not of metal, for
commercial use
plastic medication containers for
commercial use
containers, not of metal, for
compressed gas or liquid air

협의의 포괄명칭
목제 또는 플라스틱제 상자

boxes of wood or plastic

포함되는 상품(예시)

cask hoops, not of metal
non-metal cylinders for compressed
gas or liquids, sold empty

공업용 대나무제 포장용기

storage containers of plastic for
commercial or industrial use

공업용 목제 포장용기

industrial packaging containers of
bamboo
industrial packaging containers of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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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류 G2503
목제 상자
목제 장식용 상자
병용 목제 상자
비금속제 빈 공구상자
비누 제조용 플라스틱제 몰드
산업용 포장목적의 목제상자
상업용 비금속제 재활용 상자
상업용 플라스틱제 달걀곽
접이식 목제 포장상자
크레이트(나무상자)
티슈페이퍼 상자용 목제 커버
티슈페이퍼 상자용 플라스틱제
커버
포장용 플라스틱제 상자
플라스틱 수납함
플라스틱제 상자
플라스틱제 선적 및 저장용 상자
플라스틱제 장식용 상자
플라스틱제 저장상자
플라스틱제 파티선물용 상자

wood boxes
decorative boxes of wood
bottle casings of wood
tool chests, not of metal, empty
plastic molds for making soap
wooden boxes for industrial
packaging purposes
non-metal recycling bins for
commercial use
egg cartons of plastic for commercial
use
foldable wooden boxes for
packaging
crates
wood cover for tissue paper box
plastic cover for tissue paper box
packing boxes made of plastic
chests of plastic
plastic boxes
plastic shipping and storage boxes
decorative boxes of plastic
storage boxes made of plastic
plastic party favor boxes

[제20류/G2504] 플라스틱제 우편물 우송용 원통
상품의 범위
◦ 플라스틱제 우편물 우송용 원통

포함되는 상품(예시)
플라스틱제 우편물 우송용 원통

plastic mailing tubes

[제20류/G2506] 비금속제 마개
상품의 범위

공업 포장용기용 목제 뚜껑
공업 포장용기용 플라스틱제
마개
마개(유리제/금속제 또는
고무제는 제외)
맥주케그용 비금속제 마개
목제 또는 플라스틱제 뚜껑
목제 또는 플라스틱제 밀봉캡
목제 또는 플라스틱제 병뚜껑
목제 또는 플라스틱제 병마개
목제 또는 플라스틱제 포장용
뚜껑
목제 또는 플라스틱제 포장용
마개
병용 비금속제 돌려막는 마개
병용 코르크마개
비금속제 또는 비고무제
샤워실용 마개
비금속제 또는 비고무제
싱크대용 마개
비금속제 또는 비고무제 욕실용
마개
비금속제 밀봉마개
비금속제 벽플러그
비금속제 병마개
비금속제 용기마개
비금속제 통꼭지마개
비금속제 통마개
비금속제/비종이제 용기 마개
유리제 또는 자기제 밀봉캡
유사 코르크제 마개
코르크 마개
코르크제 또는 유사 코르크제
마개
코르크제 마개
포대밀봉용 플라스틱제 클립
플라스틱제 마개
플라스틱제 용기마개

wooden lids for industrial packaging
containers
plastic stoppers for industrial
packaging containers
stoppers, not of glass, metal or
rubber
taps, not of metal, for beer kegs
lids of wood or plastic
sealing caps of wood or plastics
bottle caps of wood or plastics
bottle stoppers of wood or plastics
lids of wood or plastics for packing
stoppers of wood or plastics for
packing
screw tops, not of metal, for bottles
corks for bottles
plugs for showers, not of metal or
rubber
plugs for sinks, not of metal or rubber
plugs for baths, not of metal or rubber
sealing caps, not of metal
wall plugs, not of metal
non-metallic bottle caps
closures, not of metal, for containers
faucets, not of metal, for casks
plugs, not of metal
closures for containers, not of metal,
nor of paper
sealing caps of glass or porcelain
stoppers of cork imitations
corks
stoppers of cork or imitation cork
stoppers of cork
clips of plastic for sealing bags
caps of plastic
closures of plastic for containers

◦ 고무제/유리제/자기제를 제외한 비금속제 용기 마개(뚜껑)
◦ 위에 준하는 비금속제 봉인용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마개, 금속제 밀봉캡(제6류/G2506)
- 고무제 마개(제17류/G2506)
- 고무제 마개, 고무제 뚜껑(제17류/G2506)
- 유리제 마개, 유리제 병마개(제21류/G2506)

협의의 포괄명칭
비금속제 마개

plugs [dowels], not of metal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정용 음식물 봉투 밀봉용
플라스틱제 클립
고무제 밀봉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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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tic clips for sealing food bags for
household purposes
sealing caps of rubber

[제20류/G2601] 가구, 비금속제 가구부속품
상품의 범위
◦ 가구
◦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또는 비금속제 금고, 금속제 가구 부속품(제6류/
G2601)
- 진료대, 의료전용침대(제10류/ G110101)
- 치과용 의자(제10류/ G110102)
-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제11류/G2601)
- 급속 냉동기(제11류/G2802)
- 보석상자, 귀금속제 상자(제14류/G2601)

20류 G2601
- 서류상자(제16류/G2202)
- 이미용 의자(제20류/G3604)
- 쌀통(제21류/G1803)

협의의 포괄명칭
가구
비금속제 가구부속품

furniture
furniture fittings, not of metal

포함되는 상품(예시)
2단 침대
2인용 의자
CD 보관용 선반(가구)
DVD용 선반
POP 진열대(가구)
TV 받침대
가구 선반
가구 캐비닛
가구다리 보호용 카펫밑받침
가구용 다리
가구용 랙
가구용 목제 칸막이
가구용 문
가구용 발
가구용 범퍼보호대
가구용 부품
가구용 비금속제 브래킷
가구용 비금속제 손잡이
가구용 서랍
가구용 세라믹제 손잡이
가구용 수납상자
가구용 장식테두리
가구용 칸막이
가구용 틀
가구용 팔지지대
가구용 패널
가구용 플라스틱제 손잡이
가구용 플라스틱제 테두리
가대 탁자
가대(架臺)(가구)
가정용/사무용 및 정원용 가구
간호용 침대
갈대 또는 갈대 대용품으로 만든
스크린(가구)
갈대칸막이
강관가구(鋼管家具)
강의대
강철제 가구
강철제 선반
거실용 가구
거울
거울(가구)
거울틀
걸상

bunk beds
love seats
CD storage racks [furniture]
racks for DVD
point-of-purchase displays [furniture]
TV stand
furniture shelves
furniture cabinets
carpet coasters for protecting
furniture legs
legs for furniture
racks for furniture
furniture partitions of wood
doors for furniture
feet for furniture
bumper guards for furniture
furniture parts
brackets, not of metal, for furniture
furniture handles, not of metal
drawers for furniture
ceramic pulls for furniture
furniture chests
furniture moldings
furniture partitions
furniture frames
arm rests for furniture
panels for furniture
furniture handles of plastic
edgings of plastic for furniture
trestle tables
trestles [furniture]
furniture for house, office and garden
nursing beds
screens made of reed or reed
substitutes [furniture]
screens of reed
furniture made from steel tubing
lecterns
steel furniture
shelves of steel
living room furniture
mirrors [looking glasses]
mirrors [furniture]
mirror frames
seats

걸이형 벽장 정리함
겉천을 댄 가구
경대(鏡臺)
계단용 양탄자 누르개
계산기용 받침대
계산대(테이블)
고급 목공가구
고기찬장
골프코스용 벤치
공기팽창식 가구
공기팽창식 소파
공기팽창식 의자
교자상

hanging closet organizers
upholstered furniture
dressers [dressing tables]
stair rods
stands for calculating machines
counters [tables]
cabinet work
meat safes
golf course benches
inflatable furniture
inflatable sofas
inflatable chairs
Korean large dinning tables
(Gyojasang)
lecture desk

교탁
그네의자
그릇장
극장용 의자
금속제 가구
금속제 걸상
금속제 공구캐비닛
금속제 모자걸이
금속제 보관 캐비닛
금속제 선반
금속제 식물용 스탠드
금속제 유아용 게이트
금속제 진열대
금속제 진열장
금속제 침대틀
금속제 캐비닛
금속제 탁자
기모노용 선반
기울어진 선반
기저귀 갈수 있는 대
긴의자
나무작업대(가구)
낚시봉용 선반
난로울타리(가구)
넥타이걸이
높은 의자
다기장
다이밴(긴의자)
당구대용 선반
대리석식탁
덤벨 보관용 선반
도마테이블
도서관용 서가
동양식 단일패널칸막이

porch swings
dish cabinets
theatre chairs
furniture of metal
seats of metal
metal tool cabinets
hat racks of metal
metal storage cabinets
metal shelving
plant stands made of metal
baby gates of metal
display stands of metal
showcases of metal
bedsteads of metal
metal cabinets
tables of metal
kimono racks
slanted shelves
diaper changing stations
chaise longues
saw benches being furniture
fishing rod racks
screens for fireplaces [furniture]
tie racks
high chairs
cabinet made of wood
divans
pool cue racks
marble tables
storage racks for dumb-bells
chopping blocks [tables]
library shelves
oriental single panel standing
partition (tsuitate)

동양식 접이식 칸막이 스크린

oriental folding partition screens
(byoubu)

뒤주
드럼용 의자
디스플레이용 카운터

wooden rice chests (furniture)
drum stools
display cou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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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지용 의자
라이닝 선반용 플라스틱제 망
쿠션시트
레저용 의자
레저침대
레크리에이션용 공기팽창식
라운지 의자
로커(가구)
로커용 거울
리클라이너(가구)
맞춤식 유아용 침대 레일 덮개
매트리스용 받침대
맥반석침대
머리받침대(가구)
면도용 거울
모자걸이
목제 가구
목제 대용품제 가구
목제 도마테이블
목제 또는 목제대용품제 가구
목제 서랍장 손잡이
목제 침대
목제 침대틀
무릎용 책상
물침대
바이스작업대(가구)
바지걸이
박스 스프링
반사경 캐비닛
발판
밥상
벤치(가구)
벽 고정식의 아기 기저귀 갈 수
있는 대(臺)
벽 장치(가구)
벽고정식 공구용 선반
병원용 침대
병을 놓아두는 선반
병풍
보관용 선반
보석장신구 정리진열대
부스터 시트
붙박이장롱
붙박이찬장
비금속제 가구바퀴
비금속제 가방걸이
비금속제 거울걸이
비금속제 고정식 냅킨디스펜서
비금속제 고정식 타월디스펜서
비금속제 공구상자(가구)
비금속제 공구장(가구)
비금속제 모자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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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nge chairs
plastic mesh cushioning sheets for
lining shelves
chair for leisure
bed for leisure
floating recreational lounge chairs
lockers [furniture]
locker mirrors
recliners [furniture]
fitted crib rail covers
mattress foundations
bed made of quartz (feldspar)
porphyry
head-rests [furniture]
shaving mirrors
hat stands
furniture made from wood
furniture made from substitutes for
wood
wood chopping block tables
furniture made from wood or
substitutes for wood
drawer pulls of wood
wooden beds
bedsteads of wood
lap desks
water beds
vice benches [furniture]
trouser hanger
box springs
mirrored cabinets
footstools
Korean dinning tables (Bapsang)
benches [furniture]
wall-mounted baby changing
platforms
wall units [furniture]
wall-mounted tool racks
hospital beds
bottle racks
oriental folding partition screens
shelves for storage
jewellery organizer displays
booster seats
built in wardrobe
sideboards
furniture casters, not of metal
bag hangers, not of metal
mirror hangers, not of metal
fixed napkin dispensers not of metal
fixed nonmetallic towel dispensers
tool boxes, not of metal [furniture]
tool chests, not of metal [furniture]
hat hooks, not of metal

비금속제 사진걸이
비금속제 서랍장 손잡이
비금속제 서랍장 트림
비금속제 선반구분대
비금속제 수납상자
비금속제 식물걸이
비금속제 옷걸이
비금속제 침대부속품
비금속제 캐비닛 고정기
비금속제 캐비닛 문손잡이
비금속제 컵용 고리
비금속제 코트훅
비금속제 타월고리
비금속제 호스걸이
비금속제 흡입컵용 고리
비말 차단 가림막
비의료용 물침대
비의료용 에어베드
비직물제 맞춤식 가구커버
비휴대용 거울
빈백 의자
사무실용 시스템 가구
사무용 가구
사무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탁자
사무용 팔걸이 의자
사이드 테이블
삼면경대
상품 판매대
상품진열용 가구
상품진열케이스
색인캐비닛(가구)
샤워실용 의자
샤워용 의자
서가
서랍
서랍용 정리함
서랍장
서랍장(가구부품)
서랍장용 세라믹제 손잡이
서랍칸막이
서류캐비닛
서류캐비닛용 선반
서핑보드 디스플레이 선반
서핑보드용 보관 선반
선반(가구)
선반장치
선반형 옷걸이
세면대(가구)
세티(긴의자)
소파

picture hangers, not of metal
drawer pulls, not of metal
drawer trims, not of metal
shelves (not of metal)
non-metallic chests
plant hangers, not of metal
non-metal clothes hooks
non-metal bed fittings
cabinet stops, not of metal
cabinet door catches, not of metal
cup hooks, not of metal
coathooks, not of metal
towel hooks, not of metal
hose hangers, not of metal
suction cup hooks, not of metal
sneeze guards
water beds not for medical purposes
air beds, not for medical purposes
fitted furniture covers, not of fabric
mirrors (looking glasses not for
carrying with)
bean bag chairs
office system furniture
office furniture
office chairs
office desks
office tables
office armchairs
side tables
three-mirror dressing tables
stands for selling products
furniture for displaying goods
display cases for merchandise
index cabinets [furniture]
shower chairs
shower seats
bookshelves
drawers
drawer organizers
chests of drawers
drawers [furniture parts]
ceramic pulls for drawers
drawer dividers
filing cabinets
shelves for file cabinets
surfboard display racks
storage racks for surfboards
racks [furniture]
shelving units
shelve type hangers, not of metal
washstands [furniture]
settees
sofas

20류 G2601
소파테이블
소프트볼 및 야구 배트 선반
소프트볼 배트 선반
손거울
손거울(화장거울)
솔걸이
수건걸이대(가구)
수상스포츠장비용 보관 선반
수송기계기구 매트 보관 선반
수은칠한 유리(거울)
수하물 로커
스카프걸이
스키 및 운동장비용 보관 선반
스포츠용 벤치
승마 장비용 마구 선반
시약대
식기진열장
식물용 선반
식사운반용 왜건(가구)
식탁
식탁용 의자
신문진열대
신발용 선반
신발정리대
신장
신축소파
실습대
실험대
아기 기저귀 갈 수 있는 대(臺)
아동용 가구
안마대
안장 스탠드
안장용 선반
야구 배트 선반
양복걸이
양복커버(보관용)
여행용 유아침대
열쇠 캐비닛
열쇠걸이판
오디오랙(가구)
오토만
옥외용 가구
옥외용 침대
옷걸이
옷걸이 레일
옷걸이용 막대
옷걸이용 비금속제 고리
와인 랙
와인용 선반
완구용 상자(가구)
완구용 수납상자
요람

sofa table
baseball and softball bat racks
softball bat racks
hand mirrors
hand-held mirrors [toilet mirrors]
brush mountings
towel stands [furniture]
storage racks for water sports
equipment
storage racks to hold vehicle mats
silvered glass [mirrors]
luggage lockers
scarf hangers
storage racks for ski and sports
equipment
benches for sports fields
tack racks for equestrian equipment
reagent supporter
credenzas
plant racks
dinner wagons [furniture]
dining tables
dining chairs
newspaper display stands
shoe racks
shoe arrangement stands
shoe cabinets
extendible sofas
table for training
laboratory tables
baby changing platforms
furniture for children
massage tables
saddle stands
saddle racks
baseball bat racks
coat hangers
garment covers [storage]
travel cots
key cabinets
keyboards for hanging keys
audio racks (furniture)
ottomans
outdoor furniture
outdoor beds
clothes hangers
clothes rails
clothes rods
clothes hooks, not of metal
wine racks
shelves for wine
toy boxes [furniture]
chests for toys
bassinets

욕실거울
욕실용 가구
욕실용 발판
욕실용 비금속제 레일
욕실용 장식품(가구)
욕실의자
욕실장
욕조용 이동식 유아목욕의자
우산걸이
운동선수 훈련장비용 보관 선반
운동장비용 보관 선반
웨이트보관용 선반
유리장식장
유리제 서랍장 손잡이
유리제/자기제/토기제 서랍장
손잡이
유아 침대용 범퍼보호대(침대용
린넨은 제외)
유아용 게이트
유아용 기저귀 갈아주는 테이블
유아용 높은의자
유아용 목욕의자
유아용 침대
음식운반용 트롤리
의류 선반(가구)
의류커버(장롱)
의복걸이대
의복진열대
의약품캐비닛
의자
의자 다리
의자용 이동식 뒷받침대
의자침대
이동 부자유자용 의자
이동식 목욕의자
이동식 사무실 칸막이
이동식 접이식 경기장 의자
이동식 책상
이미용품 보관대
일본식 낮은 책상
일본식 낮은 테이블
일본식 바닥의자(자이수)
일본식 팔걸이(교소쿠)
자기제 서랍장 손잡이
자기제 손잡이
자립형 공구 선반
자립형 사무용 칸막이(가구)
자립형 칸막이(가구)
자립형 타월 선반(가구)
작업대

bathroom mirrors
bathroom furniture
bathroom stools
bath rails, not made of metal
bathroom vanities [furniture]
bathroom chairs
bathroom cabinets
portable baby bath seats for use in
bath tubs
umbrella hangers
storage racks for athletic training
equipment
storage racks for athletic equipment
storage racks for exercise weights
display cupboard of glass
drawer pulls of glass
drawer pulls of glass, porcelain or
earthenware
bumper guards for cots, other than
bed linen
baby gates
baby changing tables
high chairs for babies
bath seats for babies
infant beds
serving trolleys
clothes racks [furniture]
covers for clothing [wardrobe]
costume stands
costume display stands
medicine cabinets
chairs [seats]
chair legs
portable back supports for use with
chairs
chair beds
chairs adapted for use by those with
mobility difficulties
portable bath seats
movable office partitions
portable folding stadium seats
portable desks
cabinets for hairdressing and beauty
supplies
Japanese style low desks (wazukue)
Japanese style low tables (zataku)
Japanese style floor seats (zaisu)
Japanese style arm rests (kyosoku)
drawer pulls of porcelain
porcelain knobs
freestanding tool racks
freestanding office partitions
[furniture]
freestanding partitions [furniture]
freestanding towel racks [furniture]
work benches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543

20류 G2601
작업용 테이블
잡지걸이 선반
장(긴궤)
장(長)의자
장롱
장식용 및 정원용 캐스트스톤제
가구
장식장(가구)
장작용 보관 선반
전기숯침대
전기온돌침대
전기조명에 의해 강화된 거울
전동식 모션 침대틀
전동침대
전자제품 캐비닛(가구)
전자피아노 키보드용 벤치
전화기 회전대(가구)
접시꽂이(가구)
접시용 선반
접이식 선반
접이식 의자
접이식 침대
접이식 테이블
정원용 가구
정원용 플라스틱제 가구
제도용 테이블
제품 디스플레이용 판지제
바닥장치
조각품 저장용 보관 선반
종이제 선반(가구)
좌석용 가구
좌식 마사지용 인체공학적 의자
주방용 찬장
주방용 찬장(가구)
주방용 캐비닛
직물제 맞춤식 가구커버
진열대
진열용 선반
진열용 캐비닛
진열장(가구)
진열케이스
진열테이블
진열판
차용 탁자
차운반용 카트
차운반용 트롤리
찬장
찻그릇용 캐비닛
찻장
찻장용 찬장
책궤
책꽂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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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tables
magazine racks
nagamochi chests
long chairs
wardrobes
cast stone household and garden
furniture
hutches [furniture]
storage racks for firewood
electric charcoal beds
electric ondol bed
mirrors enhanced by electric lights
power-operated motion bed frames
electric adjustable bed
entertainment centers [furniture]
benches for use with electric piano
keyboards
turning tables for telephone
(furniture)
plate racks [furniture]
dish shelves
folding shelves
folding chairs
folding beds
folding tables
garden furniture
plastic furniture for gardens
drawing tables
floor units of cardboard for displaying
merchandise
storage racks for storing works of art
paper racks [furniture]
seating furniture
ergonomic chairs for seated
massage
kitchen dressers
kitchen dressers [furniture]
kitchen cabinets
fitted furniture covers of fabric
display stands
showshelves
cabinets for display purposes
showcases [furniture]
display cases
display tables
display boards
tea tables
tea carts
tea trolleys
cupboards
cabinets for tea services
tea cabinets
cupboards for tea-things (chadansu)
book boxes
book stands

책상
책장
책장(가구)
천칭용 봉(棒)
체경(體鏡)
침대
침대겸용 소파
침대베이스
침대스프링
침대용 레일
침대용 막대
침대용 머리판
침대용 비금속제 바퀴
침대틀
침실용 가구
침실용 탁자
칸막이(가구)
칼라거울
캐비닛/서랍장/가구용 석제
손잡이
캐비닛/서랍장/가구용 세라믹제
손잡이
캐비닛용 세라믹제 손잡이
컴퓨터용 가구
컴퓨터용 손수레(가구)
컴퓨터용 워크스테이션(가구)
컴퓨터용 키보드 받침대
컴퓨터용 트롤리(가구)
코트걸이대
콘솔형 탁자
콤팩트용 거울
쿠션(가구)
큰 체경(體鏡)
타이핑용 책상
타자기용 선반
탁자
탁자 지지대용 가대
탁자지지용 비금속제 가대
택배물 중개용 물품보관함
테이블 리브
테이블탑
테이프꽂이
토기제 서랍장 손잡이
톱 지지대(가구)
트롤리(가구)
파일박스
판매용 카운터
팔걸이 안락의자
팔걸이의자
페어 스탠드(진열대)
페인트볼 총용 보관 선반
평상
폴행거

desks
bookcases
book rests [furniture]
shoulder poles [yokes]
full-length mirrors
beds
sofa beds
bed bases
bedsprings
bed rails
rods for beds
headboards for beds
bed casters, not of metal
bed frames
bedroom furniture
nightstands
screens [furniture]
color mirrior
stone pulls for cabinets, drawers and
furniture
ceramic pulls for cabinets, drawers
and furniture
ceramic pulls for cabinets
computer furniture
carts for computers [furniture]
computer workstations [furniture]
computer keyboard trays
trolleys for computers [furniture]
coatstands
console tables
personal compact mirrors
cushions [furniture]
cheval glasses
typing desks
shelves for typewriters
tables
trestles for use as table supports
trestles, not of metal, for supporting
tables
lockers for parcel brokerage
table leaves
table tops
storage racks for audio and video
tapes
drawer pulls of earthenware
saw benches [furniture]
trolleys [furniture]
file boxes
sales counters
reclining armchairs
armchairs
fair stands [display stands]
storage racks for paintball guns
low wooden bench
pole hanger

20류 G2604
프레젠테이션 보드
플라스틱제 서랍장 손잡이
플라스틱제 서랍장 안감 재료
피아노용 벤치
피아노의자
피트니스 운동기구보관용 선반

presentation boards

필기용 책상
학교용 가구
행거보드
협탁
호텔투숙객용 스탠드
화분대
화분받침대(가구)
화장대
회전의자
휴대용 간이의자
흔들의자

writing desks

drawer pulls of plastic
plastic drawer lining material
piano benches
piano stool
storage racks for physical fitness
equipment
school furniture
hanger board
cabinets
valet stands
flower-pot pedestals
flower-stands [furniture]
dressing tables
swivel chairs
deck chairs
rocking chairs

[제20류/G2602] 동물박제, 실내용 블라인드, 장식용 주렴,
비직물제 벽면장식
상품의 범위
◦ 동물박제, 실내용 블라인드, 장식용 주렴
◦ 제20류에 속하는 상품으로 주로 실내장식에 사용되는 물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구두흙털이용 금속제 매트(제6류/G2602)
- 종이제 식탁장식품, 비맞춤식 종이제 가구커버(제16류/G2602)
- 가구용 가죽제 커버(제18류/G2602)
- 천막(캠핑용은 제외)제22류/G2605)
- 직물제 식탁장식품, 직물제 소파덮개(제24류/G2602)
- 직물제 족자(제24류/G2604)
- 러그훅(제26류/G2602)
- 매트, 비직물제 벽걸이, 카펫(제27류/G2602)
- 비직물제 족자(제27류/G2604)
-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조명용품과 과자류는 제외)
(제28류/G2602)
- 살아있는 나무로 만든 크리스마스트리(제31류/G2602)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이딩 라이트용 금속제 내부
롤러블라인드
갈대/등나무 또는 목제
블라인드(발)
대나무제(竹製) 커튼
동물박제
드림캐처(장식품)
로만쉐이드
목제 버티칼
미늘창살을 이용한 블라인드
발

metal interior roller blinds for guiding
light
blinds of reed, rattan or bamboo
(sudare)
bamboo curtains
stuffed animals
dreamcatchers [decoration]
roman shade
internal wooden vertical blinds
slatted indoor blinds
bamboo blinds

버티칼
블라인드용 플라스틱제 도르래
비직물제 벽면장식

internal vertical blinds

뼈/상아/석고/밀랍 또는 목제
장식판
새(鳥) 박제
식품용 플라스틱제 장식품
실내용 베니치아풍 블라인드
실내용 블라인드
실내용 직물제 블라인드
실내창문용 목제 블라인드
실내창문용 블라인드(가구)
실내창문용 종이제 블라인드
실내창문용 직물제 블라인드
실내창용 금속제 블라인드
장식용 주렴(珠簾)
창문용 슬레이트 실내 블라인드
창문용 직물제 블라인드
커튼용 장식띠
플라스틱제 또는 목제 벽장식판
플라스틱제 선물포장용 장식품

plaques of bone, ivory, plastic, wax
or wood

플라스틱제 축제장식품(나무
장식품은 제외)
플라스틱제 케이크장식품

holiday ornaments of plastic, other
than tree ornaments

pulleys of plastics for blinds
decorative wall plaques, not of textile
material

stuffed birds
decorations of plastic for foodstuffs
internal venetian blinds
indoor blinds
indoor blinds of textile
indoor window blinds of woven wood
indoor window blinds [furniture]
indoor window blinds of paper
indoor window blinds of textile
metal indoor window blinds
bead curtains for decoration
slatted indoor blinds for windows
window blinds of fabric
curtain tie-backs
wall plaques made of plastic or wood
gift package decorations made of
plastic

decorations of plastic for cakes

[제20류/G2604] 액자
상품의 범위
◦ 액자
◦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사진용 코너(제16류/G2202)
- 직물제 족자(제24류/G2604)
- 비직물제 족자(제27류/G2604)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죽제 액자
귀금속제 액자
미술 표구용 유리
비귀금속제 액자
사진틀
액자
액자 및 사진틀
액자용 막대
액자용 받침대
액자용 장식테두리
종이제 사진틀
종이제 액자

picture frames made of leather
picture frames of precious metal
glass for use in framing art
picture frames [not of precious
metal]
photograph frames
picture frames
picture and photograph frames
picture rods [frames]
picture frame brackets
mouldings for picture frames
photograph frames made of paper
picture frames made of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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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류 G2605

[제20류/G2605] 비금속제 바람개비, 장식용 윈드차임,
풍경(風磬)

backrests

weather vanes, not of metal

등받이
라텍스 매트리스
라텍스 베개
레크리에이션용 공기팽창식
매트리스
레크리에이션용 에어매트리스
매트리스
매트리스용 쿠션
매트리스용 패드
머리받침용 베개
목받침용 베개
밀집제 매트리스
방석
베개
베개폼
보료
비의료용 공기베개
비의료용 공기쿠션

decorative wind indicators (not of
metal)
non-metal garden stakes

비의료용 덧베개
비의료용 뒷받침쿠션

bolsters (not for medical purposes)

비의료용 목받침쿠션
비의료용 에어매트리스

neck support cushions

수면매트
수면용 어린이 매트
수면패드
스프링매트리스
신축성 있는 목제로 만들어진
매트리스
싱크대 매트
씽크대용 라이너
씽크대용 탈착식 매트
씽크대용 탈착식 매트 또는 커버
아동용 자동차 좌석용 머리 받
침 베개
에어매트리스
요 매트리스
욕실용 베개
유아 구름방지용 쿠션
유아 머리 고정용 베개
유아용 덧베개
유아용 머리받침 쿠션

sleeping mats

유아용 침대범퍼

crib bumpers

의자용 깔개
의자용 쿠션
일본식 바닥쿠션(자부톤)
임산부용 베개
자동차용 목쿠션

chair pads

장식용 베개
재사용 가능한 아기 기저귀 갈
수 있는 매트

accent pillows

상품의 범위
◦ 장식용 윈드차임
◦ 금속제, 석제가 아닌 우편함
◦ 제20류에 속하는 것으로 주로 옥외장식에 사용되는 물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바람개비, 금속제 우편함, 옥외용 금속제 블라인드
(제6류/G2605)
-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제19류/G2605)
- 천막(캠핑용은 제외)(제22류/G2605)

포함되는 상품(예시)
목제 우편함
비금속제 바람개비
비금속제 장식 풍향계

letter boxes of wood

비금속제 정원 말뚝
우편함(금속제 및 석제는 제외)
장식용 모빌
장식용 윈드차임
정원장식용 비금속제 바람개비
풍경(風磬)
플라스틱제 우편함

letter boxes not of metal or masonry
mobiles [decoration]
wind chimes [decoration]
weather vanes for garden decoration
(not of metal)
wind chimes
letter boxes of plastic

[제20류/G2606] 매트리스, 방석, 베개, 쿠션
상품의 범위
◦ 잠자는 데 쓰이는 용구 중에서 이불, 침대커버, 베개커버 등과 같이
직물로 된 제품을 제외한 것.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의료용 쿠션, 의료용 공기베개, 의료용 전기담요(제10류/G110301)
- 비의료용 전기담요(제11류/G390601)
- 해먹(제22류/G2606)
- 이불, 침대커버, 베갯잇(제24류/G2606)
- 침낭(제24류/G430302)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구용 요
가구용 쿠션
간호용 베개
경기장용 쿠션
공기팽창식 매트리스
공기팽창식 목보조용 쿠션
공기팽창식 베개
대나무 베개
덧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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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ons [furniture]
cushions in the nature of furniture
nursing pillows
stadium cushions
inflatable mattresses
inflatable neck support cushions
inflatable pillows
bamboo pillows
bolsters

latex mattresses
latex pillows
inflatable mattresses for recreational
use
air mattresses for recreational use
mattresses
mattress cushions
mattress toppers
head supporting pillows
neck-supporting pillows
straw mattresses
Korean cushions (Bangsuk)
pillows
pillowforms
fancy mattress (used as cushion)
air pillows, not for medical purposes
air cushions, not for medical
purposes
back support cushions, not for
medical purposes
air mattresses, not for medical
purposes
children's mats used for sleeping
sleeping pads
spring mattresses
mattresses made of flexible wood
sink mats
sink liners
mats, removable, for sinks
removable mats or covers for sinks
head-supporting pillows for
attachment to child car seats
air mattresses
futon mattresses
bath pillows
anti-roll cushions for babies
head positioning pillows for babies
baby bolsters
head support cushions for babies

chair cushions
Japanese floor cushions (zabuton)
maternity pillows
neck cushions specially adapted for
automobile seats
reusable baby changing mats

20류 G3001
전기식 온돌침대용 보료

fancy mattresses for electric floor
heating beds

전동식 모션 매트리스
침구(린넨은 제외)
쿠션
쿠션/매트리스용 냅 매트
털쿠션

power-operated motion mattresses
bedding, except linen
cushions

[제20류/G2705] 부채
상품의 범위
◦ 개인용 비전기식 부채

nap mats [cushions or mattresses]

포함되는 상품(예시)

cushions filled with hair

[제20류/G2607] 관(棺), 봉안단지

개인용 비전기식 부채
부채
접이식 부채

fans for personal use, non-electric
hand-held flat fans
hand-held folding fans

상품의 범위

[제20류/G3001] 비금속제 못, 비금속제 볼트, 비금속제
너트, 비금속제 쐐기, 비금속제 리벳(Rivet)

◦ 관(棺), 봉안단지
◦ 비금속제 봉안용품
◦ 위에 준하는 장제용품

상품의 범위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묘비, 금속제 묘표(제6류/G2607)
- 비금속제 묘비(제19류/G2607)
- 묘지용 석재(제19류/G3302)
- 제기, 향로(제21류/G2607)
- 수의(제24류/G2607)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정용 신사제단(카미다나)
관(棺)
명정
봉안단지
봉안용품
불교도가정용 제대(불단)
비금속제 관(棺) 부속품
사리함
상여
위패
장례식용 관(棺)
제물상
플라스틱제 표석

household shinto altars [Kamidana]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나사, 금속제 너트, 금속제 못, 금속제 볼트(제6류/G3001)
- 수도꼭지용 좌금(座金)(제11류/G3001)
- 고무제 좌금, 경화섬유제 좌금(제17류/G3001)
- 비금속제 교량이음용 앵커볼트(제19류/G3303)

coffins
funeral banner
funerary urns
coffin fittings
buddhist family altars (Butsudan)
coffin fittings, not of metal
box for small crystals
biers (death carriage)
mortuary tablets
funerary caskets
sacrificial offering desks
grave markers of plastic

[제20류/G270101] 비금속제 신발은못
상품의 범위
◦ 금속재질이 아닌 다른 재질로 신발은못과 신발고정쇠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신발은못(제6류/G270101)
- 신발용 금속제 부품, 신발뒤축(제25류/G270101)

포함되는 상품(예시)
비금속제 신발고정쇠
비금속제 신발은못

◦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기계부품이나 금속물 또는 목재 등을
조이거나 연결하는데 사용하는 소형 비금속제품

shoe pegs, not of metal
shoe dowels, not of metal

포함되는 상품(예시)
나사 부착용 비금속제 확장
슬리브
비금속제 걸쇠
비금속제 나사
비금속제 나사못
비금속제 너트
비금속제 대갈못
비금속제 리벳(rivet)
비금속제 못
비금속제 볼트
비금속제 빗장
비금속제 실내장식용 납작못
비금속제 심
비금속제 쐐기
비금속제 앵커 볼트
비금속제 장부촉
비금속제 조임나사
비금속제 좌금(座金)(고무제
또는 경화섬유제는 제외)
비금속제 케이블 결합 나사

expanding sleeves, not of metal, for
affixing screws

비금속제 코터 핀
비금속제 핀
액자 벽 고정용 앵커

cotter pins, not of metal

플라스틱제 좌금

washers of plastic

latches, not of metal
screws, not of metal
screwnails not of metal
nuts, not of metal
nails with a big head (not of metal)
rivets, not of metal
non-metal fasteners, namely, nails
bolts, not of metal
latch bars, not of metal
non-metal upholstery tacks
shims, not of metal
pegs [pins], not of metal
anchor bolts, not of metal
dowels, not of metal
threaded fasteners, not of metal
washers (not of metal nor of rubber
or vulcanized fibers)
binding screws, not of metal, for
cables
pins [pegs], not of metal
fastening anchors, not of metal, for
securing pictures to w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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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류 G3002

[제20류/G3002] 커튼용 링, 커튼용 레일, 커튼용 훅,
비금속제 자물쇠(전기식은 제외)
상품의 범위
◦ 커튼용 링, 커튼용 레일, 커튼용 훅
◦ 비금속제 비전기식 자물쇠
◦ 플라스틱제 열쇠카드(인코딩 및 자기식 제외)
◦ 위 용도에 준하는 비금속제 비전기식 용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고리, 금속제 자물쇠(전기식은 제외)(제6류/G3002)
- 전동식 커튼 당김장치(제7류/G3613)
- 전기식 자물쇠(제9류/G3002)
- 커튼상단부용 테이프(제26류/G3002)

포함되는 상품(예시)
금속제 커튼링
비금속제 도어볼트
비금속제 비전기식 맹꽁이자물쇠
비금속제 비전기식 자물쇠
비금속제 자전거 자물쇠
비금속제 커튼 링
비금속제 커튼용 고리
비직물제 커튼홀더
샤워커튼용 고리
샤워커튼용 링
샤워커튼용 막대
수송기계기구용 비금속제 자물쇠
열쇠용 비금속제 분할링
옷걸이 레일용 비금속제 고리
커튼용 레일
커튼용 롤러
커튼용 링
커튼용 막대
커튼용 훅
플라스틱제 수갑용 스트립
플라스틱제 열쇠
플라스틱제 열쇠카드(인코딩
및 자기식 제외)

curtain rings of metal
door bolts, not of metal
padlocks, other than electronic, not
of metal
locks, other than electric, not of metal

curtain hooks (not of metal)
curtain holders, not of textile material
shower curtain hooks
shower curtain rings
shower curtain rods
locks, not of metal, for vehicles
split rings, not of metal, for keys
hooks, not of metal, for clothes rails
curtain rails
curtain rollers
curtain rings
curtain rods
curtain hooks
plastic handcuff strips
plastic keys
plastic key cards, not encoded and
not magnetic

◦ 목수용 톱질받침대(나무작업대)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줄밥(제6류/G3106)
- 조각용 끌(제8류/G3106)
- 끌, 대패, 톱(제8류/G3106)
- 목수용 자(尺)(제9류/G3106)

saw horses
sawhorse brackets, not of metal

[제20류/G3303] 비금속제 경첩, 비금속제 문 부속품
상품의 범위
◦ 금속제가 아닌 경첩류
◦ 금속제가 아닌 문 부속품
◦ 제20류에 속하는 것으로 주로 건축 또는 구축용으로 사용하는 것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제6류/G3303)
-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제11류/G3303)
- 석면제 건축재, 건축용 방습재, 방음재, 보온용 단열재, 틈막이용
조성물(제17류/ G3303)
- 건축용 목재, 가공 목재(제19류/G2001)
-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제19류/G3303)
- 인조잔디(제27류/G3303)

포함되는 상품(예시)

curtain rings, not of metal

상품의 범위

유사상품 심사기준

나무작업대
비금속제 나무작업대 브래킷

bicycle locks, not of metal

[제20류/G3106] 나무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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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는 상품(예시)

건축물용 플라스틱제 경첩
목제 문고정기
목제 문손잡이
문고정기(금속제 또는 고무제는
제외)
비금속제 경첩
비금속제 구축물의 이음매용
연결자
비금속제 도어 힌지
비금속제 문 고정구
비금속제 문 및 창문 힌지
비금속제 문걸쇠
비금속제 문노크장치
비금속제 문부속품
비금속제 문손잡이
비금속제 문용 트림
비금속제 비전기식 도어벨
비금속제 비전기식 도어스프링
비금속제 비전기식 문닫힘장치
비금속제 비전기식 문열림장치

hinges of plastic for buildings
door stops of wood
door handles of wood
door stops, not of metal or rubber
hinges, not of metal
structural joint connectors, not of
metal
door hinges, not of metal
door fasteners, not of metal
hinges, not of metal, for doors and
windows
non-metal door latches
door knockers not of metal
door fittings, not of metal
door handles, not of metal
door trims, not of metal
door bells, not of metal, non-electric
door springs, not of metal, non-electric
door closers, not of metal, non-electric
door openers, not of metal,
non-electric

비금속제 비전기식 창문 닫힘장치

window closers, not of metal,
non-electric

비금속제 비전기식 창문 열림장치

window openers, not of metal,
non-electric

비금속제 손잡이
비금속제 창문 고정구
비금속제 창문 도르래
비금속제 창문 부속품
비금속제 창문 손잡이
비금속제 창문 힌지

non-metal knobs
window fasteners, not of metal
sash pulleys, not of metal
window fittings, not of metal
window handles, not of metal
window hinges, not of metal

20류 G3702
비금속제 창문용 내리닫이창
고정구
비금속제 창문용 트림
비금속제 창문틀 활차
비금속제 플로어힌지
비금속제/비확대식 도어뷰어
수송기계기구용 플라스틱제
경사판
슬라이딩도어용 비금속제 도르래
자기제 문손잡이
차고문용 플라스틱제 롤러
창문고정기(금속제 또는
고무제는 제외)
토기제 문손잡이
플라스틱제 문고정기
플라스틱제 문손잡이

sash fasteners, not of metal, for
windows
window trims, not of metal
window frame pulleys (not of metal)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의자(제20류/G2601)

floor hinges, not of metal
door viewers, not of metal
[non-magnified]
plastic ramps for use with vehicles
runners, not of metal, for sliding
doors
door handles of porcelain
rollers of plastic for garage doors
window stops, not of metal or rubber

포함되는 상품(예시)
미용실용 의자
미용치료용 안락의자
이미용 의자
이발소용 의자

chairs for beauty salons
lounge chairs for cosmetic treatments
hairdressers' chairs
barbers' chairs

[제20류/G370101] 화차용 비금속제 하역계측봉
상품의 범위

doorknobs of earthenware
door stops of plastic
door handles of plastic

◦ 비금속제 하역계측봉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제20류/G3304] 반사경 타일
상품의 범위

-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제12류/G370101)
- 덤프카, 사다리차, 지게차(제12류/G3705)
- 하역용 금속제 팰릿(제6류/G370102)
- 하역용 비금속제 팰릿(제20류/G370102)

◦ 반사경 타일

포함되는 상품(예시)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화차용 비금속제 하역계측봉

- 금속제 타일(제6류/G3304)
- 비금속제 타일, 벽돌(제19류/G3304)

포함되는 상품(예시)
반사경 타일

loading gauge rods, not of metal, for
railway wagons

[제20류/G370102] 하역용 비금속제 팰릿

mirror tiles

상품의 범위
◦ 하역/운반용 비금속제 팰릿
◦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제20류/G3601] 제도대
상품의 범위
◦ 제도대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스탬프 날인기계, 라벨 부착기(제7류/G3601)
- 동전삽(제8류/G3601)
- 측정용 제도기기, 금전등록기, 시간기록장치, 화폐계수 및 분류기계
(제9류/ G3601)
-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타자기, 제도기, 주소인쇄기, 잉크 리본
(제16류/G3601)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제12류/G370101)
- 덤프카, 사다리차, 지게차(제12류/G3705)
- 하역용 금속제 팰릿(제6류/G370102)
- 비금속제 하역계측봉(제20류/G370101)

포함되는 상품(예시)
운송용 비금속제 팰릿
하역용 비금속제 팰릿

transport pallets, not of metal
handling pallets, not of metal

포함되는 상품(예시)
제도대(製圖臺)

draughtsman's tables

[제20류/G3702] 비금속제 계선부표
상품의 범위

[제20류/G3604] 이미용 의자
상품의 범위
◦ 이미용 의자

◦ 비금속제 계선부표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계선부표, 금속제 마스트(제6류/G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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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용 자동 사각 갈고리(제7류/G3702)
- 소방선, 구명보트(제9류/G3702)
- 선박용 냉난방장치, 선박용 조명기기(제11류/G3702)
- 선박(보트 및 배)(제12류/G3702)
-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제19류/G3702)
- 선박용 돛(제22류/G3702)

포함되는 상품(예시)
비금속제 계선부표
비금속제 도크 밧줄걸이

mooring buoys, not of metal
dock cleats, not of metal

[제20류/G380402] 사료선반
상품의 범위
◦ 사료선반
◦ 제20류에 속하는 것으로 주로 농축산용으로 사용하는 것

[제20류/G3828] 급배수용 플라스틱제 밸브(기계부품은
제외)
상품의 범위
◦ 기계부품이 아닌 급수 또는 배수용 플라스틱제 밸브(트랩)
◦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비기계용 금속제 밸브, 비기계용 금속제 플랜지, 비기계용 금속제
스프링(제6류/G3828)
- 기계부품용 링(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부품용 밸브(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부품용 베어링(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부품용 스프링
(육상차량용은 제외)(제7류/G3828)
- 수도조절용 장치, 가스조절 및 안전용 장치(제11류/G3828)
- 육상차량용 축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제12류/G3828)
- 개스킷, 고무제 링, 탄성고무제 또는 경화고무섬유제 밸브,
고무제 패킹, 플라스틱제 패킹, 석면제 패킹(제17류/G3828)
- 가죽제 밸브, 스프링용 가죽제 케이싱(제18류/G3828)
- 급배수용 밸브(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제19류/G3828)

협의의 포괄명칭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착유기, 착유기용 흡착 컵(제7류/G3806)
- 부란기, 병아리 암수감별기, 육추기(제7류/G3808)
- 수동식 농기구, 축산용 수공구(제8류/G380402)
- 낫자루(제8류/G380402)
- 전기울타리(제9류/G380403)
- 농업용 건조기, 농업용 살수장치(제11류/G380401)
- 농업용 트랙터(제12류/G380401)
- 구유, 동물용 빗(애완동물용은 제외)(제21류/G380402)

포함되는 상품(예시)
사료선반
파판

fodder racks
seeding boards

[제20류/G3807] 벌집, 벌통
상품의 범위
◦ 벌집, 벌통
◦ 위와 관련한 재료
◦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농축산용 기계기구(제7류/G380401)
- 훈봉기(제11류/G3807)

포함되는 상품(예시)
벌집
벌집용 소초
벌통
벌통용 목제 칸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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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

honeycombs
comb foundations for beehives
beehives
sections of wood for beehives

비금속제 밸브(기계의 부
품은 제외)

valves, not of metal, other than parts
of machines

포함되는 상품(예시)
고무제 파이프 클램프
금속제 호스클램프용 플라스틱제
커버
급배수용 플라스틱제 밸브
(기계의 부품은 제외)
배수용 플라스틱제 트랩(밸브)
비금속제 수동식 정원용 호스릴

pipe clamps of rubber

비금속제 파이프 및 케이블클립

clips, not of metal, for cables and
pipes

비금속제 파이프 클립
비금속제 호스클립
수도관용 플라스틱제 밸브
수동식 세라믹 밸브(기계의
부품은 제외)

pipe clips, not of metal

신축호스 권상용 비금속제
비기계식 스풀

non-mechanical winding spools for
flexible hoses (not of metal)

신축호스 권상용 비금속제
스풀(비기계용)

winding spools, not of metal,
non-mechanical, for flexible hoses

신축호스용 비금속제 릴
(비기계용)

reels, not of metal, non-mechanical,
for flexible hoses

신축호스용 비금속제 비기계식 릴

non-mechanical reels for flexible
hoses (not of metal)

컨테이너용 비금속제 밸브
파이프 고정용 비금속제 이음고리

valves, not of metal, for containers

플라스틱제 배수용 밸브(기계의
부품은 제외)

water outlets valves of plastic for
water pipes (other than parts of
machines)

플라스틱제 밸브(기계부품은
제외)

valves of plastic being other than
machine parts

plastic covers for metal hose clamps
plastic valves for water supply and
drainage (except parts of machines)
drain traps [valves] of plastic
hand-operated garden hose reels,
not of metal

hose clips, not of metal
water-pipe valves of plastic
manually operated ceramic valves
other than parts of machines

collars, not of metal, for fastening
pipes

20류 G5203
플라스틱제 수도관용 밸브
(기계의 부품은 제외)
플라스틱제 앵글밸브
(기계부품은 제외)
플라스틱제 케이블 또는 파이
프클립(기계의 부품은 제외)
플라스틱제 케이블클립
플라스틱제 파이프클립

water-pipe valves of plastics (other
than parts of machines)
angle valves of plastics, other than
parts of machines
cable and pipe clips of plastics (other
than parts of machines)
cable clips of plastics
pipe clips of plastics

[제20류/G4201] 총가
상품의 범위
◦ 총가(銃架)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스포츠의류(제25류/G430301)
- 스포츠용 매트(제27류/G430301)
- 신체단련기구, 신체재활기구(제28류/G430301)
- 골프공, 골프채, 골프가방(제28류/G430303)

포함되는 상품(예시)
비금속제 텐트 팩
비금속제 텐트기둥
침낭패드
캠핑용 가구
캠핑용 매트
캠핑용 매트리스
캠핑용 의자

tent pegs, not of metal
tent poles, not of metal
sleeping bag pads
camping furniture
camping mats
camping mattresses
camping chairs

[제20류/G4304] 낚시바구니, 낚시의자

- 총, 대포(13류/G4201)
- 총포탄, 발사대, 화공품 보조기구(제13류/G4202)

포함되는 상품(예시)
벽고정식 총 받침대
총가(銃架)

상품의 범위
◦ 낚시바구니, 낚시의자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wall-mounted gun racks
gun racks

- 낚시용 신발(제25류/G270101)
- 낚시용구(제28류/G4304)
- 낚시용 떡밥, 낚시용 살아있는 미끼(제31류/G4304)

[제20류/G4301] 유아용 놀이틀, 유아용 보행기
상품의 범위
◦ 유아용 놀이틀, 유아용 보행기
◦ 위에 준하는 유아용 기구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유모차(제12류/G370702)
- 유원지용 탑승놀이기구(제28류/G3611)
- 완구, 인형(제28류/G4301)

포함되는 상품(예시)
놀이틀
유아 놀이틀용 깔개
유아용 놀이틀
유아용 보행기
유아용 안전문

playpens
mats for infant playpens
playpens for babies
baby walkers
safety gates for infants

[제20류/G430302] 비금속제 텐트 팩
상품의 범위
◦ 비금속제 텐트팩
◦ 제20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주로 스포츠용으로 쓰이는 물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텐트팩, 등산용 아이젠(제6류/G430302)

포함되는 상품(예시)
낚시바구니
낚시의자

fishing baskets
fishing chairs

[제20류/G5203] 목제 조각품 , 밀랍제 조각품, 석고제
조각품, 플라스틱제 조각품
상품의 범위
◦ 목제/밀랍제/석고제 또는 플라스틱제 조각품
◦ 위에 준하는 예술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조각품(귀금속제는 제외)(제6류/G5203)
- 귀금속제 조각품(제14류/G5203)
- 혼응지제 조각품(제16류/G5203)
- 석제 조각품, 콘크리트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제19류/
G5203)
- 자기제 조각품, 테라코타제 조각품, 유리제 조각품(제21류/G5203)

협의의 포괄명칭
목제/밀랍제/석고제 또는
플라스틱제 조각품

works of art of wood, wax, plaster or
plastic

포함되는 상품(예시)
견과의 껍질로 만든 조각품
골제 상(像)
등나무제 상

works of art of nutshell
statues of bone
figures made of rat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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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각
목제 상(像)
목제 조각
목제 조각품
목제/밀랍제/석고제 또는
플라스틱제 마리아상
목제/밀랍제/석고제 또는
플라스틱제 불상
목제/밀랍제/석고제 또는
플라스틱제 상(像)
목제/밀랍제/석고제 또는
플라스틱제 소입상(小立像)
목제/밀랍제/석고제 또는
플라스틱제 십자가상(장신구는
제외)
목제/밀랍제/석고제 또는
플라스틱제 예수상
목제/밀랍제/석고제 또는
플라스틱제 흉상
밀랍제 미술품
밀랍제 상(像)
밀랍제 조각
밀랍제 조각품
뼈 또는 상아제 소입상
뼈 또는 상아제 흉상
뼈/상아/석고/플라스틱/밀랍/
목제 상
뼈/상아/석고/플라스틱/밀랍/
목제 소입상
뼈/상아/석고/플라스틱/밀
랍/목제 장식품(크리스마스
트리용 장식품은 제외)
뼈/상아/석고/플라스틱/밀랍/
목제 조각
뼈/상아/석고/플라스틱/밀랍/
목제 탁상용 조소상
뼈조각품
상아제 상(像)
석고제 상(像)
석고제 조각
석고제 조각품
성형된 플라스틱제 부활절 달걀
수지제 소입상
짚제 미술품
차가운 주형수지제 소입상
코르크제 미술품
플라스틱제 상(像)
플라스틱제 조각
플라스틱제 조각품

wood carvings
statues of wood
wooden sculptures
statues of the Virgin Mary of wood/
wax/plaster or plastics
statues of Buddha of wood/wax/
plaster or plastics
statues of wood, wax, plaster or
plastic

- 모형(제9류/G3401)
- 모형제작용 재료, 건축모형(제16류/G5205)
- 인조알(제21류/G5205)
- 인조과일(제26류/G5205)
- 마네킹인형, 어린이용 모형승용차(제28류/G4301)

statuettes of wood, wax, plaster or
plastic
crucifixes of wood, wax, plaster or
plastic, other than jewelry
statues of Jesus of wood/wax/
plaster or plastics
busts of wood, wax, plaster or plastic
works of art made of wax
statues of wax
sculptures made of wax
works of art of wax
figurines [statuettes] of bone or ivory
busts of bone or ivory
statues of bone, ivory, plaster,
plastic, wax or wood
figures of bone, ivory, plaster,
plastic, wax or wood
ornaments of bone, ivory, plaster,
plastic, wax or wood, other than
Christmas tree ornaments
sculptures of bone, ivory, plaster,
plastic, wax or wood
desktop statuary made of bone,
ivory, plaster, plastic, wax or wood
bone carvings
statues of ivory
statues of plaster
sculptures made of plaster
works of art made of plaster
molded plastic Easter eggs
statuettes of resin
works of art of straw
cold cast resin figurines
works of art of cork
statues of plastic
plastic sculptures
works of art of plastic

상품의 범위
◦ 양복용 인체모형, 재단용 인체모형

유사상품 심사기준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works of art made of wood

[제20류/G5205] 양복용 인체모형, 재단용 인체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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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제/밀랍제/석고제/플라스틱제 모형(완구는 제외)
◦ 위에 준하는 모형제품(완구는 제외)

포함되는 상품(예시)
과자 모조품
마네킹
식품견본모형
양복용 인체모형
의복진열용 실물크기 인체모형
재단용 인체모형
플라스틱제 인조식품

confectionery models for decoration
purpose
mannequins
imitation foods for display made of
plastic materials
tailors' dummies
life-size forms of the human body to
display clothes
dressmakers' dummies
imitation foods comprised of plastic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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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또는 주방용 기구 및 용기; 조리기구 및 식기(포크 ,나이프 및 스푼은
제외); 빗 및 스펀지; 솔(페인트 솔은 제외); 솔 제조용 재료; 청소용구;
비건축용 미가공 또는 반가공 유리; 유리제품, 도자기제품 및 토기제품
(Household or kitchen utensils and containers; cookware and tableware,
except forks, knives and spoons; combs and sponges; brushes, except
paintbrushes; brush-making materials; articles for cleaning purposes;
unworked or semi-worked glass, except building glass; glassware, porcelain
and earthenware)

본류에는 주로 가정용 및 주방용 소형 수동식 기구와 화장용구, 유리제품 및 자기제/세라믹제/토기제/
테라코타제 또는 유리 특정제품이 포함된다.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가정용 및 주방용 용품(예: 파리채, 빨래집게, 음식물혼합용 스푼, 요리용 스푼 및 코르크마개따개)
및 서빙용품(예: 각설탕집게, 얼음집게, 파이용 국자, 서빙용 국자)
- 가정용, 주방용 및 요리용 용기(예: 꽃병, 병, 돼지저금통, 들통, 칵테일셰이커, 요리용 솥, 냄비,
비전기식 주전자 및 압력솥)
- 세절용, 분쇄용, 압착용 또는 분쇄용 소형 수동식 주방기구(예: 마늘압착기, 호두까기용 기구,
절구공이 및 절구)
- 접시스탠드, 포도주병 스탠드
- 화장용구(예: 전기식 및 비전기식 빗 및 칫솔, 치실, 페디큐어용 폼제 토우세퍼레이터, 분첩, 화장
용구 케이스(화장용구가 채워진 것))
- 원예용구(예: 원예용 장갑, 창가용 화분, 물뿌리개 및 살수호스용 노즐)
- 실내용 수족관, 테라리엄 및 사육장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세제(제3류)
제품 보관 및 운송용 금속제 용기(제6류), 비금속제 용기(제20류)
세절용, 분쇄용, 압착용 또는 분쇄용 전동식 소형기구(제7류)
수동식 면도기, 이발기구 및 손톱깎이, 매니큐어/페디큐어용 전기식 및 비전기식 기구(예: 매니
큐어세트, 금강사보드, 손톱밑살깎이)(제8류)
식탁용 기구(제8류) 및 주방용 수동식 절단기(예: 채소용 강판, 피자용 칼, 치즈 슬라이서)(제8류)
이제거용 빗, 혀긁는 기구(제10류)
전기식 조리기구(제11류)
화장용 거울(제20류)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 특정 유리제, 자기제 및 토기제 상품(예: 의치용 도자기제(제5류),
안경렌즈(제9류), 절연용 유리솜, 반가공 아크릴 또는 유기유리(제17류), 점토타일(제19류), 건축용
유리(제19류), 직물용 유리섬유(제22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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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페인트 솔은 제외)
(brushes [except paint brushes])
솔
(brushes)

빗 및 스펀지
(combs and sponges)

유사군코드 (구)포괄코드
G120401, N21004
G1302,
G1401,
G1803,
G1820,
G2702,
G3104,
G380402,
G390602
G120401, N21003
G1401,
G1803,
G1817,
G380402,
G390602,
G4511

스펀지
(sponges)

G120401, N21005
G1401,
G1803,
G4511

전기식 및 비전기식 아로마 오일 디퓨저(리
드 디퓨저는 제외)
(aromatic oil diffusers, other than
reed diffusers, electric and
non-electric)

G120401, N21010
G390602

가정용 및 주방용 휴대용 플라스틱제 용기
(portable plastic containers for
household and kitchen use)
가정용 비귀금속제 용기
(household containers, not of
precious metal)
가정용 용기
(containers for household use)
가정용 플라스틱제 용기
(plastic containers for household use)
다목적 휴대용 가정용 용기
(all-purpose portable household
containers)

N21002

식탁용 기구(나이프/포크 및 스푼은 제외)
(tableware, other than knives, forks
and spoons)

G1802,
G1803,
G2507

N21006

음료용 용기
(drinking vessels)

G1802,
G1804,
G2507

N21008

G1803,
G1804

N21007

비전기식 조리기구
(cooking utensils, non-electric)
야외용 이동식 조리도구세트
(portable cooking kits for outdoor use)

휴대용 음료용기용 홀더
(portable beverage container holders)
단열용기
(heat-insulated containers)
식품 또는 음료용 절연용기
(thermal insulated containers for food
or beverages)

G1803,
N21009
G390602

병따개
(bottle openers)

전기식 및 비전기식 코르크마개 따개
(corkscrews, electric and
non-electric)

화장제거기구
(make-up removing appliances)

가정용 또는 주방용 용기
(containers for household or kitchen
use)

G1801,
G1803

주방용기
(kitchen containers)

전기식 및 비전기식 병따개
(bottle openers, electric and
non-electric)

전기식 및 비전기식 양초 워머
(candle warmers, electric and
non-electric)

가정용 귀금속제 용기
(household containers of precious
metal)

N21001

주방용 플라스틱제 용기
(plastic containers for kitchen use)

【포괄상품명칭 목록】
포괄상품명칭

G1801,
G1802,
G1803,
G1804,
G2507

주방용 기구
(kitchen utensils)

G1801,
G1802,
G1803,
G1804,
G2507

N21001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보풀제거기
(lint removers, electric or
non-electric)

G1820,
N21011
G390602

도자기제 장식품
china ornaments

G2603,
G5203

세라믹제 축제장식품(나무장식품은 제외)
holiday ornaments of ceramic, other
than tree ornaments
유리제 장식품
glass ornaments
자기제 장식품
porcelain ornaments
자기제 축제장식품(나무장식품은 제외)
holiday ornaments of porcelain, other
than tree ornaments
크리스탈제 장식품
crystal orna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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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류 G120401

[제21류/G120401] 비전기식 화장용 솔, 향수분무기,
빗, 화장용 콤팩트
상품의 범위
◦ 제21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화장용도로 쓰이는 물품
◦ 위에 준하는 화장용구
◦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화장품(제3류/G1201, S120907, S128302)
- 인조손톱, 인조속눈썹, 화장용 면봉, 화장용 탈지면(제3류/
G120401)
- 오렌지 스틱(매니큐어 기구)(제8류/G120401)
- 화장제거용 종이티슈(제16류/G2102)
- 휴대용 화장품케이스(내용물이 없는 것)(제18류/G120401)
- 벽걸이 비누대(제21류/G1825)
- 전기식 화장제거기구(제21류/G390602)
- 화장제거용 천(제24류/G120401)
- 비전기식 헤어롤러(제26류/G120401)
- 가발, 장식용 수염(제26류/G120402)

협의의 포괄명칭
화장용구

cosmetic utensils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정용 헤어 액세서리 고정용
캐디
굵은 빗살형 머리빗
귀금속제 분갑(내용물이 없는 것)
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은 분갑
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은 화장용
콤팩트
눈썹 그리는 솔
눈화장용구
두피 긁개
뒷머리용 빗
등긁개
매니큐어용 쟁반
머리빗
머리솔
모발염색용 브러시
모발염색용 사발
바디파우더를 도포한 스펀지
분첩
분통
비귀금속제 분갑

caddies for holding hair accessories
for household and domestic use
wide tooth combs for hair
powder compacts of precious metal
[sold empty]
powder compacts sold empty
compacts sold empty
eyebrow brushes
eye make-up applicators
scalp scratchers
combs for back-combing hair
itch scratchers
trays for use in fingernail polishing
hair combs
hair brushes
bowls for use in hair tinting
sponges for applying body powder
powder puffs
cases for cosmetic face powder
powder compacts, not of precious
metal
plastic molds for household use in
making soap

비전기식 화장제거용구

appliances for removing make-up,
non-electric

유사상품 심사기준

vaporizers for perfume, empty
droppers, empty, for cosmetic
purposes
powder compacts, empty

빈 화장용 콤팩트
빗
빗케이스
샴푸 브러시
속눈썹 그리는 솔
속눈썹 분리기
속눈썹용 빗
손톱솔
아로마 오일 디퓨저용 판
인체용 방취기구

combs
comb cases
shampoo brushes
eyelash brushes
eyelash separators
eyelash combs
nail brushes
plates for diffusing aromatic oil
deodorising apparatus for personal
use
lip brushes

입술용 브러시
탈모제용 화장용 주걱
페디큐어용 폼제 토우세퍼레
이터
페이셜버핑용 패드
페이셜클렌징용 브러시
페이셜클렌징용 스펀지
페이셜티슈용 디스펜서
핸드크림디스펜서
향수버너
향수분무기
향수용 분무기(내용물이 없는 것)
화장용 면봉대
화장용 미세연마스펀지
화장용 브러시
화장용 솔
화장용 솔세트
화장용 솔홀더
화장용 스탬프(내용물이 없는 것)
화장용 스펀지
화장용 안면스펀지
화장용 점적 주입기
화장용 주걱
화장용 팔레트(내용물이 없는 것)
화장용구 케이스(화장용구가
채워진 것)

cosmetic spatulas for use with
depilatory preparations
foam toe separators for use in
pedicures
facial buffing pads
facial cleansing brushes
facial cleansing sponges
dispensers for facial tissues
handcream dispenser
perfume burners
perfume vaporizers
vaporizers for perfume sold empty
applicator sticks for applying
make-up
microdermabrasion sponges for
cosmetic use
brushes for applying make-up
make-up brushes
makeup brush sets
makeup brush holders
cosmetic stamps, sold empty
make-up sponges
facial sponges for applying make-up
droppers for cosmetic purposes
cosmetic spatulas
cosmetic palettes, sold empty
fitted vanity cases

brushes for use in hair tinting

비누 제조용 가정용 플라스틱제
몰드
비전기식 화장용 솔
비전기식 화장제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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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향수 분무기
빈 화장용 드로퍼

non-electric makeup brushes
make-up removing appliances,
non-electric

[제21류/G1302] 칫솔, 치실
상품의 범위
◦ 전기식이 아닌 칫솔
◦ 치아 및 잇몸 세정용 기구
◦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치약(제3류/G1302)
- 의료용 구강소독제, 의료용 구강청량제(제5류/G1004)

21류 G1401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정용 치아미백용 트레이
가정용 치약 짜개
구강세정기
덴탈플로스
미세모칫솔
비전기식 칫솔
수동식 칫솔
유아용 칫솔
의료용 치실
의치용 용기
의치용 칫솔
잇몸 및 치아 세척용 분무기

teeth whitening trays [receptacles]
for home use
tube squeezers for household
purposes
water flossers

가정용 비전기식 광택장치 및
기계

polishing apparatus and machines,
for household purposes,
non-electric

medicated dental floss

가정용 빨래바구니

denture baths

laundry hampers for domestic or
household use

가정용 빨래통
가정용 세탁물 분류기

laundry bin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세탁용 볼
가정용 스크레이퍼
가정용 스펀지
가정용 쓰레기통
가정용 연기흡입기

laundry balls [household utensils]

dental floss
end-tufted toothbrushes
tooth brushes, non-electric
manual toothbrushes
toothbrushes for babies

toothbrushes for artificial teeth
sprayers for cleaning gums and
teeth

치과용 치실 디스펜서
치과용 테이프
치실
치아 및 잇몸세정용 물사출기구

dental floss dispensers

dental floss [floss for dental
purposes]
dental tape
floss for dental purposes
water apparatus for cleaning teeth
and gums
interdental brushes for cleaning the
teeth
toothpaste tube squeezers
toothbrushes
toothbrush cases
toothbrush bristles
toothbrush holders
tongue cleaning brushes

[제21류/G1401] 세탁 및 청소용구(전기식은 제외), 설거
지용 천(수세미)
상품의 범위
◦ 전기식이 아닌 가정용 광택용구
◦ 전기식이 아닌 가정용 세탁용구
◦ 전기식이 아닌 가정용 청소용구
◦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 위에 준하는 광택/세탁/청소기구 및 용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광택제(제3류/G1506)
- 산업용 전기식 세척기계, 자동세차기(제7류/G3830)
- 가정용 전기식 진공청소기(제7류/G390601)
- 종이제 또는 플라스틱제 쓰레기봉투(제16류/G1401)
- 빗자루 손잡이(제21류/G1401)

협의의 포괄명칭
비전기식 광택기구

포함되는 상품(예시)
furniture polishing brushes

interdental cleaners

치약튜브 짜개
칫솔
칫솔갑
칫솔용 솔
칫솔홀더
혀클리너 브러시

cleaning tools and washing utensils
(other than electric)

가구 닦는 솔
가구용 먼지털이
가정용 고무걸레
가정용 비금속제 재활용 쓰레기통

치간 클리너
치과용 덴탈플로스

치아세정용 치간 칫솔

세탁 및 청소용구(전기식은
제외)

apparatus for wax-polishing,
non-electric

furniture dusters
squeegees for household purposes
non-metal recycling bins for
household use

laundry sorters for household
purposes
scrapers for household purposes
sponges for household purposes
waste bins for household use

가정용 청소용 솔
가정용 퇴비용기
가정용 회전식 건조기용 볼
걸레짜는 물통
골프 퍼팅그린용 브러시
골프용품 세척용 브러시
광섬유 커넥터 세척용 천
광택용 가죽(걸레)
광택용 재료(조제/종이/광석은
제외)
광택용 천
구두 광택용 천
그릴 스크레이퍼(청소용구)
금속제 청소용 패드
기저귀 쓰레기통
깃총채
깃털로 만든 빗자루
나무껍질용 브러시
난로용 솔
냄비 세척용 솔
당구대 솔
대걸레 탈수기
대걸레에 장착할 수 있는
바닥왁스도포기
램프유리닦는 솔
린트 롤러
막힌 배수관 청소용 플런저
맞춤식 쓰레기통 커버
먼지 닦는 솔
먼지닦는 장갑

smoke absorbers for household
purposes
brushes for cleaning for household
purposes
compost containers for household
purposes
tumble dryer balls [household
utensils]
mop wringer buckets
brushes for grooming golf putting
greens
brushes for cleaning golf equipment
cloths for cleaning optical fiber
connectors
polishing leather
polishing materials for making shiny,
except preparations, paper and
stone
polishing cloths
shoe shine cloths
grill scrapers [cleaning articles]
metal scouring pads
diaper pails
feather-dusters
feather brooms
brushes for use on tree bark
fireplace brushes
pot cleaning brushes
brushes for billiard tables
mop wringers
floor wax applicators mountable on
a mop handle
lamp-glass brushes
lint rollers
plungers for clearing blocked drains
fitted trash receptacle covers
dusting brushes
dust glo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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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닦는 천(걸레)
먼지털이
몹걸레
몹걸레 탈수기가 포함된 물통
몹걸레용 물통
몹걸레용 헤드
밀대형 빗자루
바닥닦기용 천
바닥용 솔
바비큐 그릴용 세척 솔
베이스볼 플레이트용 브러시
벽지용 브러시
병 세척용 솔
부드러운 빗자루
부스러기 제거용 솔
비누 제공형 세척용 솔
비전기식 블라인드 먼지털이
비전기식 청소용구
비전기식 카펫청소기
빗자루
빗자루 손잡이
빨래 바구니
빨래집게
빨래통
빨래판
빵 부스러기용 청소기
설거지용 천(수세미)
세척용 금속제 울
세척용 솔
세척용 스펀지 클로스
세탁된/풀먹인 및 펴진
기모노용 건조대
세탁망
세탁물 건조대
세탁물 걸이
세탁볼
세탁용 솔
소스팬 닦는 금속제 솔
소스팬 닦는 솔
쇠수세미
수동식 청소용구
수동식 카펫털개
수세미
수세미용 스펀지
수송기계기구 산성 세척용
내산성 세척 브러시

dusting cloths [rags]
dusters
mops
buckets incorporating mop wringers
mop buckets
mop heads
push brooms
cloth for washing floors
floor brushes
cleaning brushes for barbecue grills
baseball plate brushes
wallpaper brushes
brushes for cleaning bottles
soft brooms
crumb brushes
soap dispensing dish brushes
non-electric blind dusters
dusting apparatus, non-electric
non-electric carpet cleaners
brooms
broom handles
laundry baskets
clothes-pins
washtubs
washing boards
crumb-sweepers
dishcloths
metal wool for cleaning
washing brushes
sponge cloths for cleaning

의료설비 세척용 면봉
의료설비 세척용 스펀지
의류전용 옷 건조걸이
이면지분리수거함
일회용 기저귀 쓰레기통
자동개폐식 쓰레기통
자동차 휠 세척용 솔
자동차용 먼지털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접시 닦는 솔
접시 세척용 스크럽 스펀지
접시용 고무걸레
젖병 세척용 솔
젖병 세척용 천
젖병 젖꼭지 세척용 솔

sponge mops
cleaning brushes for sports
equipment

페달식 쓰레기통

drying racks for washing
clothes drying hangers
washing balls
scrubbing brushes
saucepan scourers of metal
saucepan scourers
steelwool
cleaning instruments,
hand-operated
carpet beaters [hand instruments]
loofahs
loofah sponges
acid-proof wash brushes used for
the application of acid to vehicles for
cleaning purposes
squeegees [cleaning instruments]

스키왁스 브러시
스펀지 몹걸레
스포츠장비 청소용 솔

ski wax brushes

유사상품 심사기준

위생걸레
유리닦개
음식물 쓰레기통
의료기기 세척용 브러시

주방용 스펀지
청소용 걸레
청소용 금속제 패드
청소용 면
청소용 면걸레
청소용 빗솔
청소용 사슴가죽
청소용 삼부스러기
청소용 섀미가죽
청소용 쇠수세미
청소용 스크레이퍼
청소용 스펀지
청소용 유리 스크레이퍼
청소용 초극세사제 천
청소용 털걸레
청소용 패드
청정실 청소용 걸레
총 세척용 천
카메라렌즈 세척용 브러시
카메라렌즈 세척용 천
카펫청소기
탱크 및 용기세척용 솔

drying boards for washed, starched
and then stretched pieces of kimono
(hari-ita)
laundering nets

스퀴지(청소용구)
스키 및 스노보드 왁스용 브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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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맙
실내용 빗자루
실외용 빗자루
쓰레기통
쓰레기통(휴지통)
쓰레받기
악기용 세정브러시

brushes for use with ski and
snowboard wax

wetmop
indoor brooms
outdoor brooms
garbage pails
waste baskets
dust-pans
brushes for cleaning musical
instruments
cleaning rags
cloth for washing glass
trash bin for food waste
brushes for cleaning medical
instruments
swabs for cleaning medical
instruments
sponges for cleaning medical
instruments
clothes drying hangers specially
designed for specialty clothing
box for seperating reusable paper
diaper disposal pails
automatic opening and closing trash
cans
automobile wheel cleaning brushes
dusters for cars
box for seperating reusable products
dishwashing brushes
scrub sponges for washing dishes
squeegees for dishes
cleaning brushes for feeding bottles
cloths for cleaning baby bottles
cleaning brushes for feeding bottle
teats
kitchen sponges
rags for cleaning
pads of metal for cleaning
cleaning cotton
cotton waste for cleaning
cleaning combs
buckskin for cleaning
cleaning tow
skins of chamois for cleaning
steel wool for cleaning
scrapers for cleaning purposes
scouring sponges
glass scrapers for cleaning purposes
microfiber cloths for cleaning
wool waste for cleaning
cleaning pads
cleaning cloths for clean rooms
cloths for cleaning guns
brushes for cleaning camera lenses
cloths for cleaning camera lenses
carpet sweepers
brushes for cleaning tanks and
containers
pedal bins

21류 G1801
하드 빗자루
화장실 청소용 브러시
회전식 빨랫줄
휴지통

hard brooms
toilet brushes
rotary washing lines
waste paper baskets

[제21류/G1701] 비건축용 석영유리, 비건축용 강화유리
상품의 범위
◦ 건축용이 아닌 미가공 또는 부분 가공한 유리제품
◦ 위에 준하는 유리기초제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광학유리(제9류/G1701)
- 자동차용 앞유리(제12류/G3705)
- 건축용 유리(제19류/G1701)

협의의 포괄명칭
비건축용 미가공 또는 반가공
유리

glass, unworked or semi-worked,
except building glass

포함되는 상품(예시)
간판 제조용 유리관
감광유리(건축용은 제외)
관구(管球)유리(건축용은 제외)
도전(導電) 유리
미가공 판유리
반가공 유리
반가공 자동차창문용 판유리
비건축용 강화유리
비건축용 단열유리
비건축용 도전(導電)유리
비건축용 모자이크유리
비건축용 미가공 또는 반가공
유리
비건축용 박판유리
비건축용 반가공 석영유리
비건축용 발광유리
비건축용 방사선차단유리
비건축용 보통판유리
비건축용 색판유리
비건축용 석영유리
비건축용 섬유유리
비건축용 세라믹제 장식타일
비건축용 유리막대
비건축용 유리봉
비건축용 유리제 모자이크
비건축용 유리제 및 세라믹
타일제 모자이크

glass tubing for use in making signs
photosensitive glass (other than for
construction)
tubular ball glass (other than for
construction)
glass incorporating fine electrical
conductors
plate glass [raw material]
semi-worked glass
plate glass for car windows
[semi-finished product]
tempered glass, not for building

비건축용 유리제 및 세라믹제
모자이크아트 타일
비건축용 이중유리
비건축용 장식유리
비건축용 접착유리
비건축용 포말(泡沫)유리
비건축용 합판유리
비건축용 형판(型板)유리
비건축제 망판유리
비절연용 유리솜(건축용은 제외)
수송기계기구용 미가공 창문유리
수송기계기구용 미가공 창유리
수송기계기구용 반가공 창문유리

mosaic art tiles made of glass and
ceramic, not for building

수송기계기구용 신호등 또는
헤드라이트용 반가공유리
습식 분쇄용 세라믹 그라인딩
비즈
습식분쇄용 유리 그라인딩 비즈

glass for signal lights or headlights
for vehicles [semi-finished product]

신호등용 반가공 유리

glass for traffic signal lights
[semi-finished product]

에나멜 유리(건축용은 제외)
이화학용 유리

enamelled glass, not for building

장식용 분말유리
장식용 분말유리(건축용은 제외)

powdered glass for decoration

장식용 유리구
제조공정용 반가공 석영유리

ornamental glass spheres

제조공정용 유리봉
프리트(유리 제조용 분말유리)
플라스틱 및 고무제 충전 조성
물용 고체유리 비즈

rods of glass for use in manufacture

pair glass [not for building]
decorative glass, not for building
adhesive glass (not for building)
foam glass (not for building)
laminated flat glass, not for building
figured plate glass, not for building
wired plate glass, not for building
glass wool, other than for insulation
glass for vehicle windows, unfinished
unfinished window glass for vehicles
glass for vehicle windows
[semi-finished product]

ceramic grinding beads for use in wet
milling
glass grinding beads for use in wet
milling

glass for physical and chemical
laboratory glassware
powdered glass for decoration (not
for building)
fused silica, semi-worked, for use in
manufacture
frit [ground glass used in glassmaking]
solid glass beads to be used as fillers
for plastic and rubber compounds

insulation glass not for building
glass incorporating fine electrical
conductors [not for building]
mosaics of glass, not for building
unworked or semi-worked glass, not
for building

[제21류/G1801] 비전기식 요리용 냄비, 비전기식 압력솥,
비전기식 주전자, 비전기식 프라이팬,
차주전자용 보온커버

modified sheet glass, not for building
fused silica [semi-worked product],
other than for building
luminous glass, not for building
radiation shield glass (not for building)

상품의 범위
◦ 전기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용 가열조리기구
◦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 위에 준하는 조리기구

common sheet glass, not for building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colored sheet glass, not for building
fused silica (not for building)
fiber glass (not for building)

- 금속제 냄비고리(제6류/G1801)
- 전기 커피포트, 전기 프라이팬(제11류/G390601)

decorative ceramic tiles, not for use
as building materials
glass bars, not for building
glass rods, not for building
glass mosaics, not for buildings
mosaics of glass and ceramic tiles,
not for building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스밥솥
가정용 붓기 및 거르기용
주전자의 주둥이
구이팬

rice cooking pots for use with gas
stoves
pouring and straining spouts for
household purposes
roaster p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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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제 비전기식 커피포트

non-electric coffeepots of precious
metal

비전기식 주전자

kettles, non-electric

귀금속제 비전기식 포트

non-electric pots of precious metal

비전기식 주전자(사모바르)

samovars, non-electric

비전기식 중국요리용 팬

귀금속제 일본식 찻주전자(큐슈)

Japanese style tea-serving pots of
precious metal (kyusu)

non-electric woks

비전기식 진공 커피제조기

non-electric vacuum coffee makers

귀금속제 주전자
귀금속제 차달이는 기구

jugs of precious metal

비전기식 찜냄비

non-electric casserole pans

tea infusers of precious metal

비전기식 찜통

non-electric cooking steamers

귀금속제 찻주전자

tea pots of precious metal

비전기식 차 주전자

non-electric teapots

내열도기냄비

heatproof earthenware pans

비전기식 캔너(압력솥)

냄비뚜껑

pot lids

non-electric canners [pressure
cookers]

냄비뚜껑꼭지

closures for pot lids

비전기식 커피서버

coffee servers, non-electric

다관

earthen teapot

비전기식 커피용 주전자

coffee urns, non-electric

달걀 냄비

egg poachers

비전기식 커피포트

non-electric coffee pots

달걀 프라이팬

egg frying pans

비전기식 쿠스쿠스 제조기

couscous cooking pots, non-electric

더치오븐

dutch ovens

비전기식 큰 냄비

non-electric cauldrons

덴마크식 팬케이크용 팬

danish pancake pans

비전기식 타진냄비

tagines, non-electric

도기제 소스냄비

earthenware saucepans

비전기식 팝콘냄비

non-electric popcorn pans

돌솥

stone pots

비전기식 퐁듀냄비

fondue pots, non-electric

드립팬

dripping pans

비전기식 프라이팬

frying pans [non-electric]

뚝배기

earthen pots

비전열식 가열냄비

hot pots, not electrically heated

로스팅접시

roasting dishes

세라믹제 냄비

ceramic pots

맥주용 주전자

beer pitchers

whistling kettles

머핀용 팬

muffin pans

버터냄비

butter pans

비귀금속제 비전기식 커피포트

non-electric coffeepots, not of
precious metal

비귀금속제 주전자

jugs, not of precious metal

비귀금속제 차달이는 기구

tea infusers not of precious metal

비귀금속제 찻주전자

teapots, not of precious metal

비귀금속제 커피포트

coffee pots not of precious metal

비귀금속제 티 볼

tea balls, not of precious metal

비전기식 가열냄비

non-electric heating pots

비전기식 구이팬

non-electric roasting pans

비전기식 냄비

non-electric pots

소리가 나는 주전자
소스팬
소형 주전자
스웨덴식 팬케이크용 팬
스킬릿(프라이팬)
스튜냄비
아교 냄비
와인 주전자
요리용 냄비세트
우유 주전자
우유냄비
유리냄비
일본식 찻주전자(큐수)

비전기식 밥솥

non-electric rice cooking pots
coffee servers, non-electric, not of
precious metal

자기제 냄비
자기제 주전자

pans made of porcelain

비전기식 비귀금속제 커피서버
비전기식 소스냄비

non-electric sauce pans

접이식 비전기식 주전자

collapsible non-electric kettles

비전기식 수란냄비

non-electric egg poachers

pots

비전기식 스튜냄비

non-electric stew-pans

비전기식 시루

earthenware steamer for steaming
rice or rice cake, non-electric

비전기식 식품찜통

food steamers, non-electric

비전기식 압력솥

non-electric autoclaves

비전기식 약탕기

domestic clay pots, non-electric, for
preparing herbal medicine

비전기식 요리용 냄비

cooking pans [non-electric]

비전기식 요리용 솥

cooking pots [non-electric]

비전기식 우유병 가열기

heaters for feeding bottles,
non-electric

비전기식 음료용 주전자

beverage urns, non-electric

비전기식 일본식 주철주전자

tetsubin [Japanese cast iron kettles],
non-electric

주전자
주전자의 주둥이
중국 요리용 팬
차달이는 기구
차주전자용 보온커버
찻주전자
케이크팬
크림용 주전자
큰 냄비
튀김용 비전기식 프라이팬
티볼
팬
팬케이크용 팬
프라이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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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ucepans
small jugs
swedish pancake pans
skillets
stew-pans
glue-pots
wine jugs
cooking pot sets
milk jugs
milk pans
glass pans
Japanese style tea-serving pots
(kyusu)
pitchers of porcelain

pouring spouts
woks
tea infusers
tea cosies
teapots
cake pans
cream jugs
cauldrons
deep fryers, non-electric
tea balls
pans
pancake pans
frying pans

21류 G1802

[제21류/G1802] 식기
상품의 범위
◦ 가정이나 주방에서 사용하는 음식용 그릇
◦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 위에 준하는 음식용 그릇류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김치통, 양념병(제21류/G1803)
- 물통, 보온통, 얼음통(제21류/G1804)
- 애완동물용 식기(제21류/G1817)
- 제기(祭器)(제21류/G2607)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죽제 식기받침
계량용 유리컵
고블렛(머그컵)
과일용 사발
구절판
굽 달린 술잔
귀금속제 고블렛
귀금속제 달걀컵
귀금속제 대접
귀금속제 대형 맥주컵
귀금속제 머그잔
귀금속제 받침접시
귀금속제 사발
귀금속제 샐러드사발
귀금속제 소스그릇
귀금속제 식탁용 식기
귀금속제 식탁접시
귀금속제 와인받침
귀금속제 음료용 컵
귀금속제 일본식 밥그릇(차완)
귀금속제 접대용 접시
귀금속제 접시
귀금속제 정종잔
귀금속제 차세트
귀금속제 커피세트
귀금속제 컵
귀금속제 테이블장식용 접시
금속제 도시락통
기념접시
냉면그릇
다기세트
달걀컵
대접
도시락통
도시락통(도시락 상자)
도자기 잔
도자기제 머그컵
도자기제 식기

coasters of leather
glass cup for measuring
goblets
fruit bowls
nine sectioned lacquer ware serving
plates (Gujeolpan)
stemware
goblets of precious metal
egg cups of precious metal
soup bowls of precious metal
tankards of precious metal
mugs of precious metal
saucers made of precious metals
bowls made of precious metal
salad bowls of precious metal
gravy boats of precious metal
services [dishes] of precious metal
table plates of precious metal
wine coasters of precious metal
drinking cups of precious metal
Japanese rice bowls of precious
metal (chawan)
serving platters of precious metal
dishes of precious metal
sake cups of precious metal
tea services of precious metal
coffee services of precious metal
cups of precious metal
epergnes of precious metals
lunch boxes made of metal
souvenir plates
bowls for naeng-myun
tea cup set
egg cups
basins [receptacles]
lunch pails
bento boxes
ceramic cups
china mugs
ceramic dinnerware

도자기제 접시
도장한 유리식기
디저트를 담는 유리용기
디저트접시
램킨접시
마가리타 잔
마개 및 빨대형 이중벽 컵
마개형 이중벽 컵
맥주용 머그컵
맥주잔
맥주잔용 받침(종이제/직물제는
제외)
머그컵
면기
목기
목제 접시
믹싱볼
받침접시
버터접시
버터접시 및 치즈접시용 커버
버터접시덮개
보석제 접시
보시기

ceramic dishes
painted glassware
coupes
dessert plates
ramekins
margarita glasses
double wall cups with lids and straws
double wall cups with lids
beer mugs
beer glasses
mats, not of paper or textile, for beer
glasses
mugs
large bowl
wooden bowl
wooden dish
mixing bowls
saucers
butter dishes
covers for butter dish and cheese
dish
butter-dish covers
jewelry dishes

브랜디잔
비귀금속제 굽 달린 잔
비귀금속제 달걀컵
비귀금속제 대접
비귀금속제 머그컵
비귀금속제 받침접시
비귀금속제 사발
비귀금속제 샐러드 사발
비귀금속제 소스그릇
비귀금속제 손잡이 뚜껑이
달린 큰 컵
비귀금속제 식탁용 식기
비귀금속제 식탁용장식품
비귀금속제 식탁접시
비귀금속제 와인받침
비귀금속제 음료용 컵
비귀금속제 일본식 밥그릇(차완)
비귀금속제 접대용 접시

Korean small bowls of porcelain
(Bosigi)
brandy snifters
goblets, not of precious metal
egg cups, not of precious metal
soup bowls, not of precious metal
mugs, not of precious metal
saucers not of precious metals
bowls, not of precious metal
salad bowls, not of precious metal
sauceboats, not of precious metals
tankards, not of precious metal
services [dishes], not of precious
metal
epergnes, not of precious metal
table plates, not of precious metal
wine coasters, not of precious metal
drinking cups [not of precious metal]
Japanese rice bowls not of precious
metal (chawan)
serving platters, not of precious
metal

비귀금속제 접시
비귀금속제 정종잔
비귀금속제 차세트
비귀금속제 커피세트

dishes not of precious metal

비귀금속제 컵(cup)
비귀금속제 핑거볼
비금속제 일회용 대접

cups, not of precious metal

비금속제 일회용 접시

sake cups [not of precious metal]
tea services not of precious metal
coffee services, not of precious
metal
finger bowls
disposable basins (receptacles) not
of precious metal
disposable dish not of precious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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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류 G1802
비금속제 일회용 컵
비커(음료용 용기)
빵 부스러기용 접시
사발
샌드위치 박스
샐러드 사발
생분해성 그릇
생분해성 접시
생분해성 종이펄프제 사발
생분해성 종이펄프제 접시
생분해성 종이펄프제 컵
생분해성 컵
샴페인 잔
샴페인 쿠프
세라믹제 머그컵
세라믹제 사발
세라믹제 식기
세라믹제 접시
소스 그릇
손잡이 뚜껑 달린 큰 맥주컵
손잡이 뚜껑 달린 큰 컵
숏글래스
수프담는 뚜껑 달린 움푹한 그릇
수프용 사발
술잔
술잔세트
스니프터브랜디 잔
식기받침(종이제 또는 직물제는
제외)
식기용 도기
식기용 자기
식기용 토기
식탁용 식기
식탁접시
식품 접대용 접시
아이스크림 접시
얕은 사발
어린이식기세트
여행자용 머그컵
오목한 그릇
오븐접시
오팔유리잔
와인받침
와인병 받침
와인잔
요구르트컵
요리용 계량컵
유리사발
유리접시
유리제 과일용 사발
유리제 그라파잔
유리제 마티니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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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osable cup not of precious metal
beakers [drinking vessels]
crumb trays
bowls [basins]
sandwich boxes
salad bowls
biodegradable bowls
biodegradable plates
biodegradable paper pulp-based
bowls
biodegradable paper pulp-based
plates
biodegradable paper pulp-based
cups
biodegradable cups
champagne flutes
champagne coupes
ceramic mugs
ceramic bowls
ceramic tableware
ceramic plates [tableware]
gravy boats
beer tankards
tankards
shot glasses
soup tureens
soup bowls
sake cups
liqueur sets
snifters
coasters, not of paper or textile
ceramic for tableware
porcelain for tableware
earthenware for tableware
services [dishes]

유리제 머그컵
유리제 밀맥주잔
유리제 보드카잔
유리제 술잔
유리제 쉐리잔
유리제 슈납스잔
유리제 스쿠너
유리제 야드잔
유리제 위스키잔
유리제 컵
유리제 코디얼잔
유리제 콜린스잔
유리제 파인트잔
유리제 포트잔
유리제 하이볼잔
유리컵
유아 및 아동훈련용 컵
유아 훈련용 컵
음료 접대용 식기
음료용 뿔잔
음료용 유리식기
음료용 잔
음료용 컵
음료용 컵 유지용 절연 슬리브
음료용잔 및 받침접시
음료컵용 절연 슬리브 홀더
이유식용 컵
이중벽 컵
일본식 개인식사용 쟁반 또는
받침(젠)
일본식 밥그릇(차완)
일본식 수프사발(완)

glass mugs
wheat beer glasses
vodka glasses
liqueur glasses
sherry glasses
schnapps glasses
schooners [glassware]
yard glasses
whisky glasses
cups (glass)
cordial glasses
collins glasses
pint glasses
port glasses
highball glasses
glass cups
training cups for babies and children
training cups for infants
servingware [vessels] for serving
beverages
drinking horns
beverage glassware
drinking glasses
drinking cups
insulating sleeves for holding
beverage cups
drinking cups and saucers
insulating sleeve holder for beverage
cups
cups for baby food
double wall cups
Japanese style personal dining trays
or stands (zen)
Japanese rice bowls (chawan)
Japanese style soup serving bowls
(wan)

table plates

일본식 찬합(주바코)

servingware [dishes] for serving food

Japanese nests of food boxes
(jubako)

일회용 사발
일회용 접시
일회용 판지제 내열 접시
자기제 머그컵
장식용 접시
전채(前菜)용 접시
접대용 사발
접대용 접시
접시
접시 덮개
접시 커버
접시용 단열뚜껑
제빵용 접시
종이제 또는 플라스틱제 컵
종이제 접시
종이컵
차세트(식기)

disposable bowls

sundae dishes
shallow bowls
tableware set for children
travel mugs
hollow ware
ovenware
opaline glass
wine coasters
wine bottle cradles
wine glasses
yoghurt cups
measuring cups for cooking
glass bowls
glass dishes
fruit bowls of glass
grappa glasses
martini glasses

disposable table plates
disposable paperboard bakeware
porcelain mugs
decorative plates
plates for hors d'oeuvre
serving bowls
serving dishes
plates
dish covers
covers for dishes
insulated lids for plates and dishes
baking dishes
cups of paper or plastic
paper plates
paper cups
tea services [tableware]

21류 G1803
차용 컵받침
차저 플레이트(식기)
찬합
찻잔
찻잔(유노미)
찻잔받침접시
채소용 접시
치즈접시커버
칵테일 잔
캔디접시
캠핑용 플라스틱제 컵
커피 잔
커피세트(식기)
컵
컵과 접시로 구성 커피잔 세트
케이크 접시
쿠프(사발)
크리스탈 유리식기
텀블러
텀블러(음료컵)
테이블장식용 접시
토기제 머그컵
트라이플용 접시
파이접시
판지제 컵
플라스틱제 도시락통
플라스틱제 머그잔
플라스틱제 접시
플라스틱제 접시받침
플라스틱제 컵
필스너 음주용 술잔
하치(일본식 사발)
합식기
혼합용 컵
혼합용 컵(셰이커)
휴대용 식기

drip mats for tea
chargers [dinnerware]

- 은박지, 주방용 호일(제16류/G1803)
- 주방용 직물제 수건(제24류/G1803)

nests of food boxes

포함되는 상품(예시)

tea cups
teacups (yunomi)
tea saucers
vegetable dishes
cheese-dish covers
cocktail glasses
candy dishes
plastic cup for camping
coffee mugs
coffee services [tableware]
cups
demitasse sets comprised of cups
and saucers
cake plates
coupes [bowls]
crystal [glassware]
tumblers
tumblers for use as drinking glasses
epergnes
earthenware mugs
trifle bowls
pie dishes
cardboard cups
lunch boxes made of plastic
plastic mugs
plastic plates
coasters of plastic
plastic cups
pilsner drinking glasses
hachi [Japanese-style serving bowls]
brassware
mixing cups
mixing cups [shakers]
mess-tins

가정용 강판(薑板)
가정용 귀금속제 바구니
가정용 귀금속제 쟁반
가정용 금속제 쟁반
가정용 깔때기
가정용 냅킨 디스펜서
가정용 바구니
가정용 반죽 디스펜서
가정용 발렛 트레이(작은 용기)
가정용 비귀금속제 바구니
가정용 비귀금속제 쟁반
가정용 비금속제 잠금식 식품용기
가정용 비금속제 쟁반
가정용 비전기식 거품기
가정용 비전기식 과일 압착기
가정용 비전기식 교반기
가정용 비전기식 믹서기
가정용 비전기식 빙수기
가정용 비전기식 음식믹서
가정용 비전기식 혼합기
가정용 빈 팝콘 통
가정용 빵바구니
가정용 생물분해 가능한 쟁반

[제21류/G1803] 가정용 식음료준비기구(전기식은 제외),
식품저장용기, 쟁반, 절구, 음료용 빨대
상품의 범위
◦ 가정용 비전기식 식음료가공기구
◦ 식품저장용기
◦ 제21류에 속하는 것으로 주로 주방에서 사용하는 물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바구니(제6류/G1803)
- 국자, 숟가락, 채소용 강판(제8류/G1803)
- 가스그릴,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요리용 석쇠장치(제11류/
G1803)
- 가정용 전기식 식음료 가공기구(제11류/G390601)

가정용 수동식 반죽 디스펜서
가정용 수동식 제분기
가정용 식음료 준비기구
(전기식은 제외)
가정용 여과기
가정용 유리관
가정용 일회용 알루미늄 호일
용기
가정용 일회용 쟁반
가정용 쟁반
가정용 점적 주입기
가정용 종이쟁반
가정용 죽제 바구니

graters for household purposes
baskets of metal, for household
purposes
trays, of precious metal, for household
purposes
trays, of metal, for household
purposes
pouring spouts for household
purposes
napkin dispensers for household
use
baskets for household purposes
batter dispensers for kitchen use
valet trays [receptacles for small
objects] for household purposes
baskets not of metal, for household
purposes
trays, not of precious metal, for
household purposes
lockable household containers, not
of metal, for food
trays, not of metal, for household
purposes
whisks, non-electric, for household
purposes
fruit presses, non-electric, for
household purposes
non-electric beaters for household
purposes
non-electric mixers for household
purposes
non-electric ice crushers for
household purposes
non-electric food blenders [for
household purposes]
blenders, non-electric, for
household purposes
popcorn tins, empty, for household
purposes
bread baskets for household
purposes
biodegradable trays for domestic
purposes
hand-operated batter dispensers for
household use
mills for household purposes,
hand-operated
food and drink preparation utensils
for household purposes [other than
electric]
strainers for household purposes
glass tubes for household purposes
disposable aluminium foil containers
for household purposes
disposable serving trays for domestic
purposes
trays for domestic purposes
droppers for household purposes
trays of paper, for household
purposes
bamboo baskets for domestic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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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류 G1803
가정용 체
가정용 치즈강판
가정용 큰숟가락
가정용 플라스틱 달걀홀더
가정용 플라스틱제 단지
가정용 혼응지제 바구니
각빙 제조용 틀
각설탕집게
감자 으깨는 기구
감자라이서
개수통
겨자통
고기에 양념 바르는 솔
고기용 집게
고토구(가정용 일본식 숯
가열기용 삼각대)
과일용 머들러
과일저장용기
과자 장식용 짤주머니
과자용 몰드
귀금속제 냅킨 홀더
귀금속제 냅킨링
귀금속제 설탕그릇
귀금속제 설탕통
귀금속제 소금셰이커
귀금속제 소금통
귀금속제 양념병
귀금속제 양념병 받침
귀금속제 여과기
귀금속제 이쑤시개 홀더
귀금속제 쟁반
귀금속제 차여과기
귀금속제 호두까기용 기구
그릴용 목제 널빤지
그릴용 철사제 바구니
기름 또는 식초용 귀금속제
양념병 스탠드
기름양념병
기름용 및 식초용 양념병받침
기름용 및 식초용 양념병세트
김발
김솔
김치통
깔때기
납작한 요리용 국자
냄비 및 팬용 스크레이퍼
냄비 받침대(삼발이)
냅킨링
냉장고용 각빙몰드
넛메그 강판
단지 따개
달걀 노른자 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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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ves [household utensils]
cheese graters for household
purposes
scoops for household purposes
plastic egg holders for domestic use
plastic jars for household purposes
baskets of papier mache, for
household purposes
ice cube moulds
sugar tongs
potato mashers
potato ricers
dishwashing buckets
mustard pots
brushes for basting meat
meat tongs
gotoku [trivets for Japanese charcoal
heaters for household purposes]
fruit muddlers
storing container for fruits
decorating bags for confectioners
confectioners' molds
napkin holders of precious metal
napkin rings of precious metal
sugar bowls of precious metal
sugar basins of precious metal
salt shakers of precious metal
salt cellars of precious metal
cruets of precious metal
cruet stands of precious metal
strainers of precious metal
toothpick holders of precious metal
cabarets [trays] of precious metal
tea strainers of precious metal

달걀 분리기
도마
도마용 홀더
동이
뒤집개(주방용품)
들통
등제 쟁반
뚜껑에 구멍이 있는 소금통
레몬 압착기
로터리 치즈 갈판
마늘 압착기
마늘박피용 롤러튜브
머그컵걸이
머핀 제빵용 컵
메뉴표홀더
목제 도마
목제 스푼(주방용품)
목제 절구공이
무쇠구이판
물수건받침대
믹싱 스푼
밀가루용 체
바(BAR)용 아이스 스쿱
바가지
바비큐 뒤집개
바비큐용 그릴팬
바비큐용 집게
바비큐용 포크
바탱이
반죽솔
반죽자르개
반찬용 식품저장용기

nut crackers of precious metal
grilling planks of wood
wire baskets for grilling
cruet stands of precious metal, for oil
or vinegar
oil cruets
cruet stands for oil and vinegar
cruet sets for oil and vinegar
laver bed
brush for laver
kimchi containers
funnels
flat cooking ladles
pot and pan scrapers
pot stands [trivets]
serviette rings
ice cube molds for refrigerators
nutmeg graters
jar openers
egg yolk separators

밥주걱(조리된 밥 서빙용)
밥통
버섯 손질용 솔
벌브 배스터
병용 포러
보온밥통
비귀금속제 기름양념병
비귀금속제 냅킨링
비귀금속제 냅킨홀더
비귀금속제 수저통
비귀금속제 스푼꽂이
비귀금속제 스푼받침대
비귀금속제 양념병받침
비귀금속제 양념통
비귀금속제 여과기
비귀금속제 이쑤시개통
비귀금속제 쟁반

egg separators, non-electric, for
household purposes
cutting boards
holders for cutting boards
earthenware jars
utility turner (kitchen equipment)
pails
serving trays made of rattan
salt shakers
lemon squeezers [citrus juicers]
rotary cheese graters
garlic presses [kitchen utensils]
roller tubes for peeling garlic
mug trees
muffin baking cups
menu card holders
wooden chopping blocks [utensils]
wooden spoons [kitchen utensils]
wood pestles
grills made of iron
wet towel trays for kitchen use
mixing spoons
flour sifters
ice scoops [barware]
large bowls
barbecue turners
grill pans for barbecue
barbecue tongs
barbecue forks
bataengi (earthenware)
pastry brushes
pastry cutters
containers for prepared side dishes
consisting primarily of meat, fish,
poultry or vegetable
rice paddles [cooked rice serving
scoops]
containers for cooked rice
mushroom brushes
bulb basters
bottle pourers
keeping warmth boiled-rice container
oil cruets, not of precious metal
napkin rings, not of precious metal
napkin holders, not of precious metal
spoon andchopstick holder (not of
precious metal)
spoon holder (not of precious metal)
spoon rest (not of precious metal)
cruet stands, not of precious metal
cruets not of precious metal
strainers, not of precious metal
toothpick holders, not of precious
metal
cabarets [trays], not of precious
metal

21류 G1803
비귀금속제 주방용 단지
비귀금속제 차여과기
비귀금속제 호두까기용 기구
비스킷 절단기
비전기식 거품기
비전기식 고기분쇄기
비전기식 과일주스 추출기
비전기식 과즙기
비전기식 교반기(攪拌器)
비전기식 달걀 교반기
비전기식 떡시루
비전기식 마늘 탈피기
비전기식 병따개
비전기식 불고기판
비전기식 빙과 및 아이스크림
제조용 금속제 용기
비전기식 빙수기
비전기식 식품혼합기
비전기식 와플굽는 틀
비전기식 요리용 번철
비전기식 우유거품기
비전기식 취반기
비전기식 커피분쇄기
비전기식 커피여과기
비전기식 커피퍼컬레이터
비전기식 코르크마개따개
비전기식 토르티야 압착기
(주방용품)
비전기식 회전 치즈강판
비종이제 커피여과기(비전기식
커피 제조기의 부품)
빵 상자
빵 써는도마
빵저장통
빵집게
삼각대
샐러드 스피너
샐러드용 부젓가락
생분해 쟁반
서빙스푼
서빙용 국자
서빙용 스쿱(가정용 또는 주방
용구용)
서빙용 쟁반
서빙용 집게
서빙포크
석쇠받침
설탕 및 크림통 세트
설탕통
세라믹구이판
세라믹코팅 구이판
셰이커
소금 및 후추분쇄기

kitchen urns [not of precious metal]
tea strainers, not of precious metal
nut crackers not of precious metal
biscuit cutters
whisks [non-electric]
non-electric meat grinders
fruit juice extractors, non-electric
juicers, non-electric
beaters, non-electric
non-electric egg beaters
rice-cake steamer, non-electric
non-electric garlic peelers
bottle openers, non-electric
pans for roast meat(non-electric)
vessels for making ices and ice
cream, non electric
non-electric ice crushers
food blenders, non-electric
waffle irons, non-electric
non-electric griddles [cooking
utensils]
non-electric milk frothers
non electric Rice cookers
non-electrical coffee grinders
coffee filters, non-electric
coffee percolators, non-electric
corkscrews, non-electric
tortilla presses, non-electric [kitchen
utensils]
rotary cheese graters, non-electric
coffee filters not of paper being part
of non-electric coffee makers
bread boxes
bread boards
bread bins
bread tongs
trivets
salad spinners
salad tongs
biodegradable trays
serving spoons
serving ladles
serving scoops [household or kitchen
utensil]
serving trays
serving tongs
serving forks
grill supports
sugar and creamer sets
sugar bowls
ceramic grill pans
ceramic-coated grill pans
shakers
salt and pepper mills

소금 및 후추통
소금통
소다수 사이펀
소풍용 바구니
수동식 국수기계
수동식 소금 그라인더
수동식 소금분쇄기
수동식 식품혼합기
수동식 양념분쇄기
수동식 우유거품기
수동식 칵테일셰이커
수동식 커피분쇄기
수동식 커피분쇄기 및 후추분쇄기
수동식 파스타 제조기
수동식 후추 그라인더
수동식 후추분쇄기
수저받침대
수저케이스
수저통
스테인리스제 얼음 대용품
스파게티 집게
스펀지 홀더
스푼받침대
시럽단지
식기건조대
식사용 쟁반
식초병
식탁 고정용 핀
식탁보 홀더
식탁용 냅킨 홀더
식탁용 삼각대
식탁용 칼꽂이대
식품 다지기용 수동기구
식품 으깨는 기구
식품용 가정용기
식품용 단열용기

salt and pepper shakers
salt cellars
soda siphons
fitted picnic baskets
hand-operated noodle machines
hand-operated salt grinders
hand-operated salt mills
food grinders, hand-operated
spice mills, hand-operated
milk frothers, hand-operated
manual mixers (cocktail shakers)
hand-operated coffee grinders
hand-operated coffee grinders and
pepper mills
pasta makers, hand-operated
hand-operated pepper grinders
hand-operated pepper mills
spoon supports
spoon cases
spoon holders
ice cube substitutes made of stainless
steel
spaghetti tongs
sponge holders
spoon rests
syrup jugs
dish drainers
meal trays
vinegar cruets
tablecloth weights
tablecloth holders
table napkin holders
trivets [table utensils]
knife rests for the table
hand-operated implements for
mincing food
food mashers
household containers for foods

식품용 양념조절기구
식품저장단지
식품저장용 유리제 밀폐용기
식품저장용기
실리콘제 머핀 제빵용 라이너
실리콘제 제빵용 매트
실리콘제 제빵용 용기
실리콘제 제빵용 컵
쌀통
아이스크림 스쿱
아이스팝용 플라스틱제 몰드
야채 으깨는 기구
양념병
양념병받침대
양념세트

thermally insulated containers for
food
food basters
food storage jars
sealed storage containers of glass
for preserving food
containers for foodstuffs
silicone muffin baking liners
silicone baking mats
baking cases of silicone
silicone baking cups
kitchen containers for rice
ice cream scoops
plastic molds for ice pops
vegetable mashers
cruets
cruet stands
spice 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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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저장용 유리관
얼음용 국자
얼음집게
오븐-테이블 선반
옥돌구이판
옥수수 속대 홀더
옥수수 홀더
와인 붓는 기구
와인 시음용 사이펀
와인 시음용 피펫
와인 에어레이터
와인 여과기
와인병용 드립칼라
와인병용 진공펌프
와인용 통
요리용 금속제 꼬챙이
요리용 꼬챙이
요리용 망 주머니(전자레인지용은
제외)
요리용 번철
요리용 비금속제 꼬챙이
요리용 석쇠(주방용품)
요리용 솔
요리용 스푼(주방용품)
요리용 치즈 클로스 주머니
요리용 틀
요리용 포크
우유 끓어넘침방지판
음료용 거품제거 막대
음료용 교반기
음료용 빨대
음료용 생분해성 쌀빨대
음식저장용 유리제 단지
이남박
이쑤시개
이쑤시개통
일본식 나무절구공이
일본식 도기절구(수리바치)

glass tubes for storing spices
ice scoops
ice tongs
oven-to-table racks
grill pans made of precious stone
corn cob holders
corn holders
wine pourers
wine-tasting siphons
wine-tasting pipettes
wine aerators
wine strainers
drip collars for wine bottles
vacuum pumps for wine bottles
wine buckets
cooking skewers of metal
cooking skewers
cooking mesh bags, other than for
microwaves
griddles [cooking utensils]
cooking skewers, not of metal
grills [cooking utensils]
basting brushes
basting spoons [cooking utensils]
cheesecloth bags for use in cooking
cookery moulds
cooking forks
plates to prevent milk boiling over
swizzle sticks
beverage stirrers
straws for drinking
biodegradable rice straws for
drinking
food preserving jars of glass
rice-washing bowls
toothpicks
toothpick holders
Japanese style wooden pestles
(surikogi)
Japanese style earthenware mortars
(suribachi)

일본식 밥주걱(샤모지)

Japanese style cooked rice scoops
(shamoji)

일회용 젓가락
자기제 단지
자동 이쑤시개 통
재사용 가능한 각빙
재사용 가능한 실리콘제 음식
덮개
잼 및 젤리용 유리제 단지
잼 및 젤리용 자기제 단지
잼 및 젤리용 토기제 단지
잼 및 젤리용 플라스틱제 단지
잼단지
쟁반

disposable chopst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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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celain jars
automatic toothpick dispensers
reusable ice cubes
reusable silicone food covers
glass jars for jams and jellies
porcelain jars for jams and jellies
earthenware jars for jams and jellies
plastic jars for jams and jellies
jars for jams and jellies
cabarets [trays]

전자저울 기능이 있는 도마
접시 건조대
접시 스탠드
접시를 갖춘 소풍바구니
젓가락
젓가락 스탠드
젓가락 케이스
젓가락꽂이대
제빵용 매트
제빵용 쟁반
제빵제품용 냉동선반
조리기구용 석쇠
조리용 강판(薑板)
조리용 깔때기
조리용 빈 기름단지
조리용 여과기
조리용 체
조미료대
조미료용 펌프식 디스펜서
종이제 제빵용 용기
종이제 제빵컵
주방 또는 가정용 연마패드
주방용 강판
주방용 국자
주방용 그물국자
주방용 깔때기
주방용 단지
주방용 도마
주방용 막자
주방용 목제 도마
주방용 몰드
주방용 밀방망이
주방용 비전기식 분쇄기
주방용 빵케이스
주방용 수동식 분쇄기
주방용 양념통
주방용 연마패드
주방용 음식물 혼합용 스푼
주방용 절구
주방용 절굿공이
주방용 종이수건용 홀더
주방용 주걱
주방용 철제 체
주방용 체
주방용 홈이 있는 스푼
진공 커피콩 용기
찜통 바구니
차여과기
차통
채소용 집게

cutting board incorporating electronic
scales
dish drying racks
dish stands
fitted picnic baskets, including
dishes
chopsticks
chopstick stands
chopstick cases
chopstick rests
baking mats
baking trays
cooling racks for baked goods
grills in the nature of cooking utensils
cooking graters
cooking funnels
jars for cooking grease, empty
cooking strainers
cooking sieves
stands for seasoning bottles
pump dispensers for condiments
baking cases of paper
baking cups of paper
abrasive pads for kitchen or
household purposes
graters for kitchen use
ladles, for kitchen use
skimmers for kitchen use
funnels for kitchen use
kitchen jars
cutting boards for the kitchen
pestles for kitchen use
wooden cutting boards for kitchen
use
moulds [kitchen utensils]
rolling pins, domestic
crushers for kitchen use,
non-electric
bread-cases [for kitchen use]
grinders, hand-operated [kitchen
utensils]
basters for kitchen use
abrasive pads for kitchen purposes
mixing spoons [kitchen utensils]
mortars for kitchen use
pestles (kitchen utensils)
paper towel holders
spatulas for kitchen use
splatter screens for kitchen use
colanders
slotted spoons [kitchen utensils]
vacuum coffee bean containers
steamer baskets
tea strainers
tea caddies
vegetable t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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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칼
초콜릿 몰드
치즈 덮개
치즈강판
치즈판
칵테일교반기(攪拌器)
칵테일셰이커
칵테일용 휘젓는 막대
칵테일픽
칼꽂이대
캐비어 냉각용기
캠핑용 석쇠
커피 제조용 비전기식 커피드리퍼
커피스쿱
컵걸이
컵케이크 제빵용 컵
컵케이크몰드
케이크 돔
케이크 링
케이크 만드는 틀
케이크 받침대
케이크 브러시
케이크 서버
케이크 장식용 팁 및 튜브
케이크덮개
케이크몰드
케이크용 베이스
코르크마개 따개
쿠키 절단기
쿠키단지
쿠키시트
쿠키프레스
타트용 국자
탄산수용 사이펀
토스트용 선반
티백받침대
파스타용 서빙포크
파이용 국자
파이용 깔때기
파이용 주석그릇
파이팬
페이스트리 몰드
페이스트리 판
페이스트리백
포도주 따개
포도주용 국자
푸딩몰드
플라스틱제 주스곽 홀더
플런저 스타일 비전기식 커피
메이커
피자스톤
피자필
함지박

julienne cutters
chocolate molds
cheese domes
cheese graters
cheese boards
cocktail stirrers
cocktail shakers
cocktail sticks

행주걸이
향신료 선반
향신료용 단지
향신료용 셰이커
향이 포함된 이쑤시개
호두까기용 기구
회전식 쟁반
후추통

rails and rings for dishcloth
spice racks
spice jars
spice shakers
flavored toothpicks
nutcrackers
lazy susans
pepper pots

cocktail picks
knife blocks
caviar coolers [dishes]
camping grills
non-electric coffee drippers for
brewing coffee
coffee scoops
cup hangers

[제21류/G1804] 물통, 보온통, 휴대용 냉각용기
상품의 범위
◦ 물통, 보온통, 물병
◦ 위에 준하는 휴대용 식음료저장용기

cupcake baking cups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cupcake molds
cake domes
cake rings
cake tins
cake stands

- 아이스박스(휴대용은 제외)(제11류/G1804)
- 도시락통(도시락 상자)(제21류/G1802)
- 병(甁)류(꽃병은 제외)(제21류/G2507)

협의의 포괄명칭

cake brushes
cake servers
cake decorating tips and tubes
cake covers

물통
보온통

corkscrews
cookie [biscuit] cutters
cookie jars
cookie sheets
cookie presses
tart scoops
siphons for carbonated water
toast racks
tea bag rests
pasta serving forks
pie servers
pie funnels
pie tins
pie pans
pastry molds
pastry boards
pastry bags
wine openers
ladles for serving wine
pudding molds
juice box holders made of plastic
plunger-style coffee makers,
non-electric
pizza stones
pizza peels
large wooden bowls

thermal insulated bottles

포함되는 상품(예시)

cake molds
cake bases

buckets

가정용 물통
가정용 얼음용기

buckets for household use

가정용 음료캔 단열용기

insulated containers for beverage
cans, for household purposes

금속제 물통
냉각용 병
목욕 완구용 플라스틱제 물통
물병(내용물이 없는 것)
버터냉각용기
보온냉수통
보온백
보온병
보온수통
보타백
비전기식 와인쿨러
비전기식 휴대용 아이스박스
빈 알루미늄제 수통
빈 플라스틱제 수통
사우나용 물통
샴페인통
수통
스포츠용 음료병
식음료 냉장용 냉각팩

metal buckets

식품 및 음료용 비전기식 휴대용
얼음통

portable ice chests, non-electric, for
food and beverages

containers for ice, for household
purposes

refrigerating bottles
plastic buckets for storing bath toys
water bottles sold empty
butter coolers
thermos bottles for cold water
isothermic bags
insulated flasks
thermos water bottles
bota bags
non-electric coolers for wine
non-electric portable coldboxes
aluminium water bottles, empty
plastic water bottles, empty
sauna buckets
champagne buckets
water bottles
drinking bottles for sports
cold packs for chilling food and
bever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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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음료 냉온 유지용 냉각팩

cold packs used to keep food and
drink cold

알루미늄제 수통
얼음양동이용 라이너
얼음통
여행자용 물통

aluminium water bottles

온도 표시 물병
우유통
운동용 물병(내용물이 없는 것)
유리물병
유리제 물통
유아용 물통
음료용 냉각용기
음료용 단열용기

thermoscope water bottles

음료용 병
음료용 보온병
음료용기용 단열 슬리브 홀더

bottles for beverages

음료캔 유지용 단열 슬리브

insulating sleeves for holding
beverage cans

자기제 얼음통
자전거용 빈 수통
자전거용 수통
재사용 가능한 스테인리스 물병
(내용물이 없는 것)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물병
(내용물이 없는 것)
접이식 물통
진공보온병
진공플라스크
캔의 내용물 냉온 유지용 단열
랩
포장용 플라스틱병
폼제 음료용 홀더(슬리브)
플라스틱 물통
플라스틱병
휴대용 물통
휴대용 비전기식 냉각용기
휴대용 비전기식 음료용 냉장기

ice buckets of porcelain

휴대용 술병
휴대용 아이스박스
휴대용 음료용 디스펜서 (용기)

hip flasks

fitted liners for ice buckets
coolers [ice pails]
drinking flasks for travelers (bottle
gourds)

휴대용 음료용기

milk cans

포함되는 상품(예시)

glass carafes
buckets of glass
buckets for infants
cooling containers for beverages
heat-insulated containers for
beverages

유리제 간판
유리제 또는 세라믹제 직립식
간판
자기제 간판
자기제 또는 유리제 간판

signboards of glass
upright signboards of glass or
ceramic
signboards of porcelain
signboards of porcelain or glass

drinking flasks
insulating sleeve holders for
beverage containers

water bottles, empty, for bicycles

[제21류/G1811] 석탄통
상품의 범위
◦ 석탄통

water bottles for bicycles
reusable stainless steel water
bottles sold empty
reusable plastic water bottles sold
empty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정용 석탄통
석탄통

coal buckets for household use
coal scuttles

collapsible buckets
vacuum bottles
vacuum flasks

[제21류/G1812] 파리채, 포충기

thermally insulated wraps for cans to
keep the contents hot or cold
plastic bottles for packaging
foam drink holders [sleeves]
buckets of plastic
plastic bottles
portable buckets
non-electric portable coolers

상품의 범위
◦ 파리채, 포충기
◦ 주로 가정에서 곤충이나 벌레는 잡는데 사용하는 도구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파리잡이용 점착제, 파리잡이용 종이(제5류/G1812)
- 곤충채집용 채(제28류/G1812)

portable beverage coolers,
non-electric
portable cool boxes, non-electric
portable beverage dispensers
[containers]
portable beverage containers

상품의 범위
◦ 자기제 간판, 유리제 간판
◦ 위 재료에 준하는 간판 또는 표찰류

유사상품 심사기준

- 금속제 간판, 금속제 표지판, 금속제 표찰(제6류/G1808)
- 발광성 가옥번호판(제11류/G1808)
- 종이제 또는 판지제 간판(제16류/G1808)
- 비금속제 광고기둥(제19류/G1808)
- 목제 간판, 플라스틱제 간판, 비금속제 표찰(제20류/G1808)
- 직물제 라벨(제24류/G1808)
- 경기용 번호표(제26류/G1808)

sports bottles sold empty

[제21류/G1808] 자기제 간판, 유리제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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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포함되는 상품(예시)
곤충 수집가용 상자
곤충수집통
곤충채집상자
비전자식 벌레억제기

insect collectors' boxes

비전자식 살충기
비전자식 해충박멸기

non-electronic insect killers

비전자식 해충방지기

non-electronic apparatus for
preventing vermin

비전자식 해충억제기

non-electronic apparatus for
suppressing vermin

실내용 개미채집상자
파리채

indoor ant habitats

cages for collecting insects
insect habitats
non-electronic apparatus for
suppressing insects
non-electronic apparatus for
destroying vermin

fly swatters

21류 G1816
파리통
포충기
해충박멸기

fly traps
insect traps
insect killers

꽃 및 식물용 살수기
꽃 및 식물용 스프링클러
꽃 및 식물지지구(꽃꽂이용)

[제21류/G1814] 쥐덫
상품의 범위
◦ 쥐덫
◦ 주로 가정에서 유해동물을 잡는데 사용하는 도구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야생동물용 덫(제6류/G1814)
- 그물형 덫(제22류/G1814)

포함되는 상품(예시)
끈끈이 쥐덫
쥐덫
쥐잡이판

flypaper type mouse traps
mouse traps
rat traps

[제21류/G1815] 화분, 실내식물재배용 테라리엄
(Terrarium), 물뿌리개
상품의 범위
◦ 주로 가정에서 원예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나 물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종이제 화분커버(제16류/G1815)
- 꽃꽂이용 폼 서포트(제17류/G1815)
- 초목용 비금속제 지지목(제20류/G1815)
- 화분받침대(가구)(제20류/G2601)
- 육생(陸生)동물용 실내테라리엄(제21류/G1816)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정용 무균배양기
가정용 산삼근배양기

incubators for sterile culture for
domestic purposes
incubators for panax ginseng culture
for domestic purposes

가정용 살수기구

watering device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새싹재배기

sprout grwwing container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수경재배장치

hydroponic growing container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스프링클러
가정용 스프링클러 장치

sprinkler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스프링클러 호스용 노즐

nozzles for sprinkler hose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식물배양기

plant growth containers for domestic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채소 재배기

electric vegetable cultivation
apparutus for household purposes

꽃 및 식물 재배용 상자

flower and plant cultivation trays

sprinkling devices for household
purposes

꽃 지지구
꽃용 살수기
도자기제 화분
물뿌리개
물뿌리개용 노즐
분재분
비종이제 화분커버
살수 호스용 플라스틱제
스프레이노즐
살수호스용 노즐
스프링클러호스용 노즐
식물배양기
식물용 바구니
식물용 살수기
식물용 화분
식물지지구
실내식물용 테라리엄
실내식물재배용 테라리엄
온실용 살수기
육묘포트
자기제 화분
잔디용 스프링클러
장식 화분
정원 식물배양기
정원용 살수기
정원호스용 분무기
정원호스용 분무기 봉
정원호스용 스프레이노즐
창가용 금속제 화분
창가용 목제 화분
창가용 석제 화분
창가용 콘크리트제 화분
창가용 플라스틱제 화분
창가용 화분
토양제 화분
화분
화분용 받침접시
화분용 트레이
화분용 플라스틱제 뚜껑
화분홀더

syringes for watering flowers and
plants
sprinklers for watering flowers and
plants
holders for flowers and plants [flower
arranging]
holders for flowers
flower syringes
flower pots made of china
watering cans
roses for watering cans
pots for potted dwarfed trees
covers, not of paper, for flower pots
plastic spray nozzles for watering
hoses
nozzles for watering hose
nozzles for sprinkler hose
planters [pots]
plant baskets
plant syringes
bowls for plants
holders for plants
indoor terrariums for plants
indoor terrariums [plant cultivation]
greenhouse syringes
pots for raising seedlings
porcelain flower pots
lawn sprinklers
cachepots
raised garden planters
garden syringes
sprayers attached to garden hoses
sprayer wands for garden hoses
spray nozzles for garden hoses
window boxes made of metal
window boxes made of wood
window boxes made of stone
window boxes made of concrete
window boxes made of plastics
window-boxes
flower pots for fertilizer
flowerpots
saucers for flower pots
trays for flower pots
lids of plastic for plant pots
flower pot holders

[제21류/G1816] 실내수족관(구조물은 제외)
상품의 범위
◦ 구조물이 아닌 실내수족관
◦ 주로 실내에서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기구
◦ 위에 준하는 실내용 동물사육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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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류 G1816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수족관용 공기펌프(제7류/G1816)
-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용 히터(제11류/G1816)
- 구조물로 된 수족관(제19류/G1816)
- 새장, 동물용 우리(제21류/G1817)

포함되는 상품(예시)
개미용 비바리움
곤충용 실내테라리엄
금붕어용 어항
동물 또는 곤충용 실내테라리엄
동물용 실내테라리엄
수족관
수족관용 덮개
수족관용 뚜껑
수족관용 자기제 장식물
수족관용 장식품
수족관용 플라나리아 덫
실내수족관
실내수족관용 수조(水槽)
실내용 개미 테라리움
실내용 곤충 테라리움
육생(陸生)동물용 실내테라리엄
파충류 테라리엄

ant vivaria
indoor terrariums for insects
glass bowls for live goldfish
indoor terrariums for animals or
insects
indoor terrariums for animals
aquariums
aquarium covers
aquarium hoods
aquarium ornaments of porcelain
aquarium ornaments
planaria traps for aquariums
indoor aquaria
tanks [indoor aquaria]
indoor ant vivariums
indoor insect vivariums
indoor terrariums [vivariums]
reptile terrariums

[제21류/G1817] 새장, 애완동물용 우리(Cages)
상품의 범위
◦ 새장(새우리/조롱)
․ 주로 철제를 이용하여 둥글게 만든 동물용 우리(조롱)
◦ 주로 새장과 함께 쓰이는 애완동물 용품
◦ 위에 준하는 애완동물 용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새잡이 끈끈이(제1류/G1817)
- 가축용 체인, 금속제 닭장, 동물용 방울(제6류/G1817)
- 동물용 목걸이, 애완동물용 의류(제18류/G1817)
-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제19류/G1817)
- 애완동물용 집(구조물과 새장은 제외), 애완동물용 쿠션, 애완동
물용 침대(제20류/G1817)
- 애완동물용 장난감(제28류/G1817)
- 애완동물용 모래종이(깔개), 동물용 깔짚(제31류/G1817)

동물 작동식 동물 사료공급기
동물 작동식 애완동물 사료공급기
동물 털손질용 장갑
동물배변통용 일회용 라이너패드
동물용 소형 사료공급기
동물용 칫솔
레이저 센서 작동식 애완동물
사료공급기
비기계식 동물 사료공급기
새 모이용 테이블
새 식별용 링
새(鳥) 욕조
새(鳥) 욕조(구조물은 제외)
새모이 통
새용 링
새장
새장용 버팀목
애완동물 배변통용 라이너
애완동물 폐기물처리용 스쿱
애완동물용 간식 단지
애완동물용 물통
애완동물용 배변통
애완동물용 빗
애완동물용 사료 및 물 사발
애완동물용 사료 사발
애완동물용 사료용기
애완동물용 솔
애완동물용 식기
애완동물용 우리
애완동물용 자동 배변통
애완동물용 전자식 사료공급기
애완동물용 칫솔
애완동물용 휴대용 물 및 액체
디스펜서 형태의 비기계식
애완동물용 급수기
자동식 애완동물 사료사발
전기식 애완동물용 브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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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

poultry rings

animal-activated pet feeders
animal grooming gloves
disposable liner pads adapted for
animal litter boxes
small animal feeders
toothbrushes for animals
pet feeding apparatus activated by
laser sensors
non-mechanized animal feeders
bird feeding tables
rings for identifying birds
bird baths
bird baths not being structures
bird feeders
rings for birds
birdcages
perches for bird cages
iners adapted for pet litter boxes
scoops for the disposal of pet waste
jars for pet treats
pet drinking bowls
litter trays for pets
combs for pets
pet feeding and drinking bowls
pet food bowls
feeding vessels for pets
brushes for pets
pet feeding dishes
cages for pets
automatic litter boxes for pets
electronic pet feeders
toothbrushes for pets
non-mechanized pet waterers in the
nature of portable water and fluid
dispensers for pets
pet feeding bowls, automatic
pet brushes, electric

[제21류/G1820] 양복솔
상품의 범위
◦ 양복솔

포함되는 상품(예시)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금용 링
가금용 새장
가정용 애완동물 사료 저장용
용기
강아지 음식용 국자
고양이 배변통용 여과기
고양이 배변통용 연마라이너
고양이용 배변통

animal activated animal feeders

양복솔

clothes brushes

bird cages for domestic birds
household containers for storing pet
food
dog food scoops
filters for use in cat litter boxes
abrasive liners for cat litter boxes
cat litter boxes

[제21류/G1821] 침실용 간이변기, 화장지걸이
상품의 범위
◦ 주로 가정에서 쓰이는 화장실 용품

21류 G1825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환자용 변기(제10류/G110301)
- 변기, 비데(제11류/G1821)
- 종이제 변기 시트커버(제16류/G1821)
- 직물제 변기 시트커버(제24류/G1821)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정용 셀룰로오스제 닦기용
디스펜서
가정용 종이타월 디스펜서
세라믹제 티슈박스커버
어린이용 이동변기
유아용 보조변좌
종이수건용 금속제상자

dispensers for cellulose wipes, for
household purposes
paper towel dispensers for
household use
tissue box covers of ceramic
portable potties for children
auxiliary toilet seats for babies
boxes of metal, for dispensing paper
towels
boxes for dispensing paper towels

종이수건용 상자
종이수건용 카운터탑 홀더
직물제 티슈박스커버
침실용 간이변기
티슈박스커버
화장실용 티슈 홀더
화장지 디스펜서
화장지걸이

countertop holders for paper towels
tissue box covers of textile
chamber pots
tissue box covers
toilet tissue holders

- 가열다리미용 히터(제11류/G1824)
- 자수용 도안형지, 재봉용 초크(제16류/G1824)
- 수틀, 목제 실패(제20류/G1824)
- 자수용 도안직물(제24류/G1824)
- 바늘꽂이, 바늘쌈지, 재봉상자, 재봉용 받침대(제26류/G1824)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정용 다림질홀더
넥타이프레스
다리미받침대
다림질대
다림질용 천
다림질판커버
바지용 신장구
바지프레스
성형된 다림질판 커버
셔츠용 신장구
의복용 신장구
인두대
장갑용 신장구
재봉용 분무기

holders for household irons
tie presses
flat-iron stands
ironing boards
ironing cloths
ironing board covers
trouser stretchers
trouser presses
ironing board covers, shaped
shirt stretchers
stretchers for clothing
ironing boards (kotedai)
glove stretchers
sprayers for sewing

toilet paper dispensers
toilet paper holders

[제21류/G1825] 유아용 휴대식 목욕통
상품의 범위

[제21류/G1822] 저금통
상품의 범위

◦ 주로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세면 또는 목욕용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저금통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또는 비금속제 금고(제6류/G2601)

- 욕조, 샤워기(제11류/G1825)
- 직물제 샤워커튼, 플라스틱제 샤워커튼(제24류/G1825)
- 욕실용 매트(제27류/G1825)

포함되는 상품(예시)

포함되는 상품(예시)
귀금속제 저금통
금속제 저금통
돼지 저금통
비귀금속제 저금통
비금속제 돼지저금통
비금속제 저금통
저금통

money boxes made of precious
metal
money boxes of metal
piggy banks
money boxes, not of precious metal
non-metal piggy banks
money boxes, not of metal
coin banks

[제21류/G1824] 다림질대
상품의 범위
◦ 주로 가정에서 다림질할 때 사용하는 보조용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다리미, 비전기식 재봉인두(제8류/G1824)

가정용 물비누용 디스펜서

dispensers for liquid soap [for
household purposes]

귀금속제 수건걸이
귀금속제 수건용 링
대야

towel rails of precious metal

면도용 그릇
면도용 사발
면도용 솔
면도용 솔받침대
면도용 오소리털 솔
물비누 디스펜서
벽걸이 비누대
벽용 비누접시
비귀금속제 수건걸이
비귀금속제 수건고리
비누 선반받이
비누갑

shaving pots

towel rings of precious metal
basins not being parts of sanitary
installations
shaving bowls
shaving brushes
shaving brush stands
shaving brushes of badger hair
liquid soap dispenser
wall-mounted soap dishes
wall soap dishes
rails for towels, not of precious metal
towel rings, not of precious metal
soap brackets
soap bo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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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류 G1825
비누그릇
비누그릇 및 비누갑
비누디스펜서
비누접시
세수대야

soap holders

세제용 디스펜서
수건 바
수건걸이 및 고리
어린이용 플라스틱제 목욕통
욕실부속품인 수건용 선반
욕실용 수건용 홀더
욕실용 양동이
욕실용 유리컵 홀더
욕실용 코너선반
욕조용 비누대
욕조용 캐디(테이블)
유아용 공기팽창식 욕조
유아용 목욕통
유아용 욕조
유아용 접이식 욕조
유아용 휴대식 목욕통
이동식 유아 욕조용 스탠드
플라스틱제 목욕통 선반

dispensers for cleaning preparations

[제21류/G2506] 유리제 마개, 유리제 병마개

soap holders and boxes

상품의 범위

soap dispensers
dishes for soap
wash basins (receptacles), not
being parts of sanitary installations
towel bars
towel rails and rings
plastic bathtubs for children
towel racks [bathroom fixtures]

◦ 유리제 마개, 도기 또는 자기제 마개
◦ 위에 준하는 봉인용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마개, 금속제 밀봉캡(제6류/G2506)
- 고무제 마개, 고무제 뚜껑(제17류/G2506)
- 비금속제 마개(제20류/G2506)

협의의 포괄명칭

bathroom towel holders
bathroom pails
bathroom glass holders

유리제 마개

glass stoppers

포함되는 상품(예시)

shower caddies
soap dishes
bath caddies
inflatable bath tubs for babies
baby baths

산업용 포장용기용 유리제 뚜껑
유리제 뚜껑
유리제 병마개

glass stoppers for bottles

baby bathtubs
foldable bath tubs for babies
baby baths, portable

[제21류/G2507] 병류(꽃병은 제외)

stands for portable baby baths
plastic bath racks [caddies]

[제21류/G2503] 유리제 상자, 캔디 상자

상품의 범위
◦ 주로 액체나 가루를 담는데 사용하는 목이 좁은 용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도자기제 장식품(제21류/G2603,G5203)

상품의 범위
◦ 유리제 상자
◦ 캔디 상자
◦ 위에 준하는 상자류

포함되는 상품(예시)

개인용 알약보관함
귀금속제 캔디상자
비귀금속제 캔디상자
비의료용 환약갑
유리제 상자
유리제 장식용 상자
캔디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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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les (except vases)

포함되는 상품(예시)

- 금속제 상자(제6류/G2503)
- 종이제 상자, 판지제 상자(제16류/G2503)
- 가죽제 상자, 경화섬유제 상자(제18류/G2503)
- 목제 상자, 플라스틱제 상자(제20류/G2503)
- 도자기제 장식품(제21류/G2603,G5203)

개인용 비귀금속제 환약갑

협의의 포괄명칭
병(甁)류(꽃병은 제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개인용 귀금속제 환약갑

glass lids for industrial packaging
containers
glass lids

pill boxes of precious metal for
personal use
pill boxes, not of precious metal, for
personal use
pill boxes for personal use
boxes of precious metal for sweets
candy boxes, not of precious metal
pill boxes [not for medical purposes]
boxes of glass
decorative boxes of glass
boxes for sweets

귀금속제 플라스크 병
내산성(耐酸性) 유리병
내산성병(耐酸性甁)
네오프렌제 지퍼가 달린 병홀더
디캔터 태그
디캔터(마개있는 유리병)
모발염색용 병
비귀금속제 플라스크 병
빈 스퀴즈병
빈 약제용 유리병
빈 약제용 유리앰플
세라믹제 병
식료용 병
앰풀병
약제용 빈 유리제 카트리지
약품용 병
와인용 디캔터
위스키용 디캔터

flasks of precious metal
glass jars [carboys]
carboys
neoprene zippered bottle holders
decanter tags
decanters
bottles for applying hair color
flasks, not of precious metal
squeeze bottles, empty
glass vials for medication, empty
glass ampoules for medication,
empty
ceramic vessels
bottles for foods
glass ampoules for medication, sold
empty
glass cartridges for medication, empty
bottles for medicines
wine decanters
whisky decanters

21류 G2702
유리병
유리제 디캔터
유리제 용기
장식 유리병
장식용 모래병
정종병(토꾸리)
직물제 물통
탄산수용 사이펀병
플라스크
필터를 가진 물통
향수병
호리병
화장품용 빈 병

glass vials [receptacles]
glass decanters
glasses [receptacles]
decorative glass bottles
decorative sand bottles
sake serving bottles (tokkuri)
buckets made of woven fabrics
siphon bottles for carbonated water
flasks
buckets having filters
perfume bottles
bottle gourds
cosmetic bottles sold empty

[제21류/G2602] 비종이제 및 비직물제 식탁매트
상품의 범위

도자기
리츄얼 꽃병
마욜리카자기
바닥 꽃병
백자기
비귀금속제 꽃병
비귀금속제 수반
비귀금속제 화병
석제 바닥 꽃병
세라믹제 꽃병
수반
유리제 바닥 꽃병
자기제품
점토제 바닥 꽃병
청자기
토기
포푸리 디쉬
화병

crockery
ritual flower vases
majolica
floor vases
white porcelains
flower vases, not of precious metal
flower bowls, not of precious metal
vases, not of precious metal
stone floor vases
ceramic vases
flower bowls
glass floor vases
porcelain ware
clay floor vases
celadon porcelains
earthenware
potpourri dishes
flower vases

◦종이제나 직물제가 아닌 다른 재질로 만든 식탁매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구두흙털이용 금속제 매트(제6류/G2602)
- 종이제 식탁매트, 종이제 식탁보(제16류/G2602)
- 직물제 식탁매트, 비종이제 식탁보(제24류/G2602)

[제21류/G2607] 제기(祭器), 향로
상품의 범위
◦ 제기, 향로
◦ 위에 준하는 장제(葬祭) 또는 종교용품

포함되는 상품(예시)
비닐제 식탁매트
비종이제 및 비직물제 식탁매트
비종이제 및 비직물제 테이블매트
플라스틱제 식탁매트
플라스틱제 테이블매트

vinyl place mats
place mats, not of paper or textile
tablemats, not of paper or textile
place mats of plastic
Tablemats of plastic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묘비, 금속제 묘표(제6류/G2607)
- 비금속제 묘비(제19류/G2607)
- 관, 봉안단지(제20류/G2607)
- 수의(제24류/G2607)

포함되는 상품(예시)

[제21류/G2603] 도자기, 꽃병, 수반
상품의 범위
◦ 도기, 자기
․ 주로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용도에 한정된 물품
은 용도에 따라 분류
◦ 위에 준하는 도자기 제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향로

dishes or bowls used in memorial
services for the deceased
incense burners

[제21류/G2702] 구둣골, 구둣주걱
상품의 범위
◦ 주로 가정에서 구두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식기(제21류/G1802)
- 김치통(제21류/G1803)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정용 도자기제품
귀금속제 꽃병
귀금속제 수반
귀금속제 화병
꽃병
도기

제기(祭器)

ceramics for household purposes

- 구두장신구(제14류/G2702)
- 스케이트화용 가죽끈(제18류/G2702)
- 구두꿰매는 실(제22류/G2702)
- 구두끈, 구두 트리밍(제26류/G2702)

vases of precious metal

포함되는 상품(예시)

flower bowls of precious metal
flower vases of precious metal
vases
pottery

구둣골
구둣주걱
목제 구둣골

shoe trees
shoe horns
shoe stretchers of wood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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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류 G2702
부츠트리
비전기식 구두닦는 기구

boot trees
wax-polishing appliances,
non-electric, for shoes
shoe brushes

신발솔
장화 벗는 기구

bootjacks

[제21류/G2902] 촛대
상품의 범위
◦ 촛대
◦ 양초과 관련된 주변용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양초(제4류/G4004)
- 크리스마스트리용 촛대(제28류/G2602)

포함되는 상품(예시)
귀금속제 양초링
귀금속제 촛대
귀금속제 촛불끄는 기구

candle rings of precious metal

바람막이가 달린 촛대
봉납용 양초홀더
비귀금속제 양초링
비귀금속제 촛대
비귀금속제 촛불끄는 기구

candlesticks with wind protection

비전기식 벽용 스콘스(촛대)

non-electric wall sconces [candle
holders]

양초 받침링
양초용 병(홀더)
양초용 접시
여러 갈래로 나뉜 큰 촛대
유리제 촛대
촛농 접시
촛대
촛불끄는 기구

candle drip rings

긴손잡이가 달린 타르 솔
나무통용 브러시
선박용 솔
와이어브러시(기계의 부품은
제외)
전동식 브러시(기계의 부품은
제외)
줄솔
쪽마루 바닥판용 솔
파이프용 브러시

candle extinguishers of precious
metal
holders for votive candles

brushes for industrial use, other than
parts of machines
tar-brushes, long handled
tub brushes
ship-scrubbing brushes
wire brushes, except parts of
machines
electric brushes, except parts of
machines
file brushes
brushes for parquet floors
brushes for pipes

[제21류/G3405] 안경수건
상품의 범위
◦ 안경수건

포함되는 상품(예시)

candle holders of precious metal

안경닦는 천
안경닦이수건
안경용 클리너

cloths for cleaning spectacles
spectacle cleaning cloths
cleaners for spectacles

candle rings, not of precious metal
candle holders not of precious metal
candle extinguishers, not of precious
metal

candle jars [holders]
pillar candle plates
menorahs
candlesticks of glass

[제21류/G380402] 동물용 구유, 동물용 빗
(애완동물용은 제외)
상품의 범위
◦ 가축용 구유
◦ 동물용 빗(애완동물용은 제외)
◦ 동물용 솔(애완동물용은 제외)
◦ 위에 준하는 동물용품(애완동물용은 제외)

bobeches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candlesticks
candle extinguishers

[제21류/G3104] 공업용 솔(기계부품은 제외), 선박용 솔
상품의 범위
◦ 전기로 작동되는 솔(브러시/귀얄)(기계부품은 제외)
․ 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며, 특정용도에 한정된 것은 그 용도에 따라
분류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회화용 솔(제16류/G2202)
- 페인트용 솔, 가정용 페인트롤러(제16류/G3104)

포함되는 상품(예시)
공업용 귀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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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솔(기계부품은 제외)

유사상품 심사기준

paste brushes for industrial purposes

- 착유기, 착유기용 흡착 컵(제7류/G3806)
- 부란기, 병아리암수감별기, 육추기(제7류/G3808)
- 수동식 농기구, 축산용 수공구(제8류/G380402)
- 낫자루(제8류/G380402)
- 전기울타리(제9류/G380403)
- 농업용 건조기, 농업용 살수장치(제11류/G380401)
- 농업용 트랙터(제12류/G380401)
- 사료선반(제20류/G380402)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금용 구유
가금용 물통
가축용 구유

poultry troughs

가축용 물통
가축용 여물통
갈기용 솔

drinking troughs for livestock

drinking troughs for poultry
mangers for animals [troughs for
livestock]
feeding troughs for livestock
mane brushes

21류 G430302
구유
동물 활성화 가축 피더
동물배설물팬
동물용 구유
동물용 물통
동물용 빗
동물용 빗(애완동물용은 제외)
동물활성화 가축급수기
돼지용 구유
돼지용 물통
말빗
말용 솔
말용 철사제 솔
설치류 살서제용 빈 미끼집
소용 금속제 냄비
음료수용 여물통

feeding troughs
animal activated livestock feeders

[제21류/G390602] 가정용 전기식 보풀제거기, 전기빗,
전기칫솔, 전기식 화장제거기구

animal litter pans

상품의 범위

mangers for animals
drinking troughs for animals
combs for animals
combs for animals (except for pets)

◦ 전기 빗
◦ 전기 칫솔
◦ 위에 준하는 가정용 전기용품

animal activated livestock waterers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pig troughs
drinking troughs for pigs
currycombs
horse brushes
horse brushes of wire
bait stations, empty, for feeding
rodenticides to rodents
metal pans for cattle
drinking troughs

- 가정용 전기믹서, 가정용 전기세탁기, 가정용 전기식 진공청소기
(제7류/G390601)
- 다리미(제8류/G1824)
- 전기면도기, 전기 손톱깎이, 전기이발기(제8류/G390602)
- 가정용 전기마사지기(제10류/G390602)
- 가정용 전기식 식기소독기, 가정용 전기식 정수기, 가정용 전기냉장고,
전기식 압력솥, 전기식 주전자(제11류/G390601)
- 가정용 식음료준비기구(전기식은 제외)(제21류/G1803)
- 비전기식 화장제거기구(제21류/G120401)

포함되는 상품(예시)

[제21류/G390601] 유인살충용 전기장치
상품의 범위
◦ 유인살충용 전기장치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전기면도기, 전기 손톱깎이, 전기이발기(제8류/G390602)
- 전기식 도어벨(제9류/G390601)
- 가정용 전기마사지기(제10류/G390602)
- 가정용 전기식 정수기, 가정용 전기냉장고(제11류/ G390601)
- 전열식 양말(제11류/G390601)
- 가정용 식음료준비기구(전기식은 제외)(제21류/G1803)
- 전기빗, 전기칫솔(제21류/G390602)

포함되는 상품(예시)
모기퇴치용 플러그인 디퓨저
유인살충용 전기장치
전기모기퇴치 램프
전기모기퇴치 방수등
전기모기퇴치 전구
전기벌레퇴치 램프
전기벌레퇴치 전구
전기살충기
전기식 모기퇴치기
전기해충박멸기
전기해충퇴치 방수등
전자장을 이용한 해충퇴치기
초음파 및 전자장을 이용한
해충퇴치기
초음파 살충기
초음파 해충퇴치기

plug-in diffusers for mosquito
repellents
electric devices for attracting and
killing insects
electric mosquito repellant lamps
electric mosquito repellant
waterproof lights
electric mosquito repellant bulbs
electric insects repellant lamps
electric insects repellant bulbs
electric insect killers
electric mosquito killers
electric apparatus for killing insects
electric insects repellant waterproof
lights
insects-repelling devices using
electromagnetic field
insect-repelling device using
ultrasonic wave and electromagnetic
wave
ultrasonic insect killers
ultrasonic insect-repelling device

가정용 전기식 보풀제거기
각질제거용 배터리작동식 브러시
각질제거용 전기식 브러시
메이크업용 에어브러시
열풍식 머리솔
음파진동 헤어브러시
전기가열식 헤어브러시
전기빗
전기식 머리빗
전기식 병따개
전기식 보풀제거기
전기식 코르크마개따개
전기식 헤어브러시
전기식 화장용 솔
전기식 화장용 페이셜 스펀지
전기식 화장제거기구
전기식 화장제거용구

electric nap removers for household
use
battery-operated exfoliating brushes
electric exfoliating brushes
air brushes for applying make-up
hot air hair brushes
sound wave vibration hairbrushes
electrically-heated hair brush
electric combs
electric hair combs
electric bottle openers
electric lint removers
electric corkscrews
electric hair brushes
electric brushes for make-up
electric facial sponges for applying
make-up
electric make-up removing appliances
appliances for removing make-up,
electric
electric rotating hair brushes

전기식 회전 머리솔
전기칫솔
전기칫솔 교체용 브러시

electrical toothbrushes

전기칫솔용 헤드
전열식 머리솔
화장용 전기식 전동 콤팩트
화장용 진동식 파운데이션
화장품 제거용 전동 브러시

brush for replacing electric
toothbrush
heads for electric toothbrushes
electrically heated hair brushes
electric compact for cosmetics
vibrating applicator for applying
foundation make-up
electric brush for removing make-up

[제21류/G430302] 코펠
상품의 범위
◦ 코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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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류 G430302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텐트팩, 등산용 아이젠(제6류/G430302)
- 골프벙커 정리용 써레(제8류/G430304)
- 다이빙 및 수영용 노즈클립(제9류/G430301)
- 비금속제 다이빙보드(제19류/G430301)
- 비금속제 텐트팩(제20류/G430302)
- 등산 또는 캠핑용 텐트(제22류/G430302)
- 침낭(제24류/G430302)
- 스포츠의류(제25류/G430301)
- 스포츠용 매트(제27류/G430301)
- 신체단련기구, 신체재활기구(제28류/G430301)

포함되는 상품(예시)
코펠

오븐용 장갑
오븐장갑
원예용 장갑
일반 가정용 장갑
작업용 면장갑

oven gloves

주방용 장갑
청소용 장갑
포트홀더
행사용 장갑

kitchen mitts

oven mitts
gardening gloves
household gloves for general use
household cotton gloves for general
use
gloves for cleaning
potholders
gloves for events

[제21류/G4510] 단추고리

portable pots and pans for camping

상품의 범위
◦ 단추고리

[제21류/G450403] 가사용 장갑, 광택용 장갑, 원예용 장갑
상품의 범위
◦ 가사용 장갑, 광택용 장갑, 원예용 장갑
◦ 위에 준하는 일반용도의 장갑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유아용 기저귀, 종이제 기저귀(제5류/G110303)
- 산업용 방호장갑(제9류/G450403)
- 의료용 장갑(제10류/G450402)
- 절연용 장갑(제17류/G450403)
- 목도리, 넥타이, 숄, 스카프, 방한용 귀덮개, 양말, 스타킹,
비전기식 보온용 발싸개, 방한용 장갑 (제25류/G450401)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사용 면장갑
가사용 비닐장갑
가사용 장갑
가정용 고무장갑
가정용 나이트릴장갑

cotton gloves for household
purposes
vinyl gloves for household purposes
gloves for household purposes
nitrile gloves for household
purposes
latex glove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일회용 라텍스제 장갑

disposable latex glove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일회용 장갑

disposable glove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일회용 플라스틱제 장갑

disposable plastic glove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청소용 장갑

household gloves for cleaning
purposes

가정용 플라스틱제 장갑

plastic gloves for household
purposes

광택용 장갑
구두 광택용 장갑
바비큐용 단열장갑
세차용 장갑

polishing gloves

유사상품 심사기준

- 커프스 단추(제14류/G4510)
- 단추, 지퍼(제26류/G4510)

포함되는 상품(예시)
단추고리

buttonhooks

[제21류/G4511] 때밀이용 스펀지
상품의 범위
◦ 때밀이용 스펀지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종이제 물티슈(제3류/G2102)
- 종이제 손수건(제16류/G2101)
- 직물제 수건, 목욕장갑, 직물제 보자기(제24류/G4511)

rubber household gloves

가정용 라텍스제 장갑
가정용 일회용 나이트릴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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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disposable nitrile gloves for household
purposes

mitts for polishing shoes
barbecue mitts
car washing mitts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정용 목욕수세미
각질제거용 브러시
각질제거용 슬리퍼
각질제거용 장갑
때밀이 장갑
때밀이 패드
때밀이용 망사스펀지

loofahs for household purposes

때밀이용 스펀지

abrasive sponges for scrubbing the
skin

마사지용 스펀지
목욕용 솔
목욕용 스펀지
바디세정용 나일론제 망사스펀지

massage sponges

바디스크럽용 스펀지

exfoliating brushes
exfoliating slippers
exfoliating gloves
abrasive mitts for scrubbing the skin
exfoliating pads
mesh sponges for scrubbing the
body

bath brushes
bath sponges
mesh sponges made of nylon for
cleaning the body
body scrub sponges

21류 G5203

[제21류/G4704] 브러시용 모
상품의 범위
◦ 솔 제조용 재료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비직물용 화학섬유사, 비직물용 무기섬유사(제17류/G4801)
- 비직물용 유리섬유(제21류/G4706)
- 직물용 실, 자수용 금속제 실(제23류/G4801)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미가공 모섬유(제22류/G4704)
- 인모(人毛)(제26류/G120402)

포함되는 상품(예시)
비직물용 유리사

glass thread, other than for textile
use
fiberglass thread, other than for
textile use

비직물용 유리섬유사

협의의 포괄명칭
솔제조용 재료

brush-making materials

포함되는 상품(예시)
동물강모(剛毛)제 솔
브러시용 너구리털

animal bristles [brushware]

브러시용 말털

horsehair for brushes

브러시용 모(毛)

hair for brushes

브러시용 우모(牛毛)

cattle hair for brushes

브러시용 합성섬유

synthetic fibers for brushes

솔 제조용 돼지털

pig bristles for brush-making

솔 제조용 말털

horsehair for brush-making

솔 제조용 필라멘트

filaments for making brushes

[제21류/G5203] 자기제 조각품, 테라코타제 조각품,
유리제 조각품

raccoon dog hair for brushes

[제21류/G4706] 비직물용 유리섬유
상품의 범위

상품의 범위
◦ 자기제 조각품
◦ 테라코타제 조각품
◦ 유리제 조각품
◦ 위 재료로 만든 예술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조각품(귀금속제는 제외한다)(제6류/G5203)
- 귀금속제 조각품(제14류/G5203)
- 혼응지제 조각품(제16류/G5203)
- 석제 조각품, 콘크리트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제19류/G5203)
- 목제 조각품, 밀랍제 조각품, 석고제 조각품, 플라스틱제 조각품(제
20류/G5203)

협의의 포괄명칭

◦ 비직물용 석영유리섬유
◦ 비직물용 유리섬유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비직물용 무기섬유(제17류/G4706)
- 비직물용 유리섬유사(제21류/G4801)
- 직물용 무기섬유(제22류/G4706)

포함되는 상품(예시)
강화 플라스틱용 유리섬유

glass fibers for reinforcing plastics

비절연용 또는 비직물용 유리섬유

fiberglass, other than for insulation
or textile use
vitreous silica fibers, other than for
textile use
glass fibers, other than for textile use

비직물용 석영유리섬유
비직물용 유리섬유

[제21류/G4801] 비직물용 유리섬유사
상품의 범위
◦ 비직물용 유리사
◦ 비직물용 유리섬유사
◦ 위에 준하는 유리섬유사

유리제 조각
유리제 조각품
자기제 조각
자기제 조각품

sculptures made of glass
works of art made of glass
sculptures made of porcelain
works of art of porcelain

포함되는 상품(예시)
도자기제 상
도자기제 소입상(小立像)
도자기제 조각품
도자기제 흉상
도자기제/테라코타제 또는
유리제 흉상
섬유유리제 소입상(小立像)
세라믹제 상
세라믹제 소입상(小立像)
세라믹제 조각
세라믹제 조각품
세라믹제 흉상
스테인글라스 소입상
유리제 상
유리제 소입상(小立像)
유리제 흉상

china statues
china figurines
works of art made of china
china busts
busts of china, terra-cotta or glass
fiberglass figurines
ceramic statues
ceramic figurines
ceramic sculptures
works of art made of ceramic
ceramic busts
stained glass figurines
glass statues
glass figurines
glass bu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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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제 상
자기제 소입상(小立像)
자기제 흉상
자기제/세라믹제/토기제 또는
유리제 소입상
자기제/세라믹제/토기제 또는
유리제 탁상용 조각상
자기제/세라믹제/토기제/
유리제 장식판
자기제/세라믹제/토기제/
유리제 조각
자기제/세라믹제/토기제/
테라코타제 또는 유리제 상(像)
자기제/세라믹제/토기제/
테라코타제 또는 유리제 소입상
(小立像)
자기제/세라믹제/토기제/테
라코타제 또는 유리제 조각품
자기제/세라믹제/토기제/테
라코타제 또는 유리제 흉상
자기제/테라코타제 또는
유리제 상
자기제/테라코타제 또는
유리제 소입상
자기제/테라코타제 또는
유리제 조각품
자기제/토기제 또는 유리제
조각품
케이크용 자기제/세라믹제/
토기제/테라코타제 또는 유리제
소입상(小立像)
크리스탈제 상
크리스탈제 소입상(小立像)
크리스탈제 조각품
크리스탈제 흉상
테라코타제 상
테라코타제 소입상(小立像)
테라코타제 조각
테라코타제 조각품
테라코타제 흉상
토기제 상
토기제 소입상(小立像)
토기제 조각품
토기제 흉상

porcelain statues
porcelain figurines
porcelain busts
figures of porcelain, ceramic,
earthenware or glass
desktop statuary of porcelain,
ceramic, earthenware or glass
plaques of porcelain, ceramic,
earthenware or glass
sculptures of porcelain, ceramic,
earthenware or glass
statues of porcelain, ceramic,
earthenware, terra-cotta or glass
statuettes of porcelain, ceramic,
earthenware, terra-cotta or glass
works of art of porcelain, ceramic,
earthenware, terra-cotta or glass
busts of porcelain, ceramic,
earthenware, terra-cotta or glass
statues of porcelain, terra-cotta or
glass
figurines [statuettes] of porcelain,
terra-cotta or glass
works of art, of porcelain, terra-cotta
or glass
works of art of porcelain,
earthenware or glass
figurines of porcelain, ceramic,
earthenware, terra-cotta or glass for
cakes
crystal statues
crystal figurines
works of art made of crystal
crystal busts
terra cotta statues
terra cotta figurines
sculptures of terra-cotta
works of art of terra-cotta
terra cotta busts
earthenware statues
earthenware figurines
works of art made of earthenware
earthenware busts

[제21류/G5205] 인조알
상품의 범위
◦ 인조알
◦ 자기/테라코타/유리를 재료로 하여 만든 모형(완구는 제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모형제작용 재료, 건축모형(제16류/G5205)
- 양복용 인체모형, 재단용 인체모형(제20류/G5205)
- 인조과일(제26류/G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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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

포함되는 상품(예시)
인조알
자기제 알

nest eggs, artificial
porcelain eggs

제

22 류

로프 및 노끈; 망(網); 텐트 및 타폴린; 직물제 또는 합성재료제 차양;
돛; 하역물운반용 및 보관용 포대; 충전재료(종이/판지/고무 또는 플라
스틱제는 제외); 직물용 미가공 섬유 및 그 대용품
(Ropes and string; nets; tents and tarpaulins; awnings of textile or synthetic
materials; sails; sacks for the transport and storage of materials in bulk;
padding, cushioning and stuffing materials, except of paper, cardboard,
rubber or plastics; raw fibrous textile materials and substitutes therefor)

본류에는 주로 돛 제조용 캔버스천 및 기타 재료, 로프, 충전용 재료 및 직물용 미가공 섬유가
포함된다.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천연 또는 인조직물용 섬유제, 종이제 또는 플라스틱제 끈 및 밧줄
어망, 해먹, 줄사다리
비성형된 수송기계용 덮개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달리 분류되지 않는 특정 포대
(예: 세탁용 망가방, 시체운반용 부대, 우편행낭)
- 직물제 포장용 포대
- 동물성 섬유 및 직물용 미가공 섬유(예: 동물모, 누에고치, 황마(黃麻), 미가공 또는
가공양모, 생사(生絲))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금속제 로프(제6류)
악기용 현(제15류) 및 스포츠라켓용 현(제28류)
종이 또는 판지제 충전재료(16류)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 충전재료(17류)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 특정 망 및 포대(예: 안전망(제9류), 수송기계기구용
그물선반(제12류), 여행용 옷가방(제18류), 머리망(제26류), 골프용 가방(제28류), 운동용
네트(제28류))
- 재료에 따라 분류되는 포장용 비직물제 포대(예: 포장용 종이제 또는 플라스틱제 포대
(제16류), 포장용 고무제 포대(제17류), 포장용 가죽제 포대(제18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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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류 G2003

제

22류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야생동물용 덫(제6류/G1814)
- 쥐덫(제21류/G1814)

【포괄상품명칭 목록】

포함되는 상품(예시)

포괄상품명칭

유사군코드 (구)포괄코드

충전재료(고무/종이 또는 플라스틱은 제외)
(padding materials, not of rubber,
paper or plastic)
충전재료(고무/플라스틱/종이 및 판지제는
제외)
(packing [cushioning, stuffing]
materials, not of rubber, plastics,
paper or cardboard)

G0802,
G1901,
G2003,
G4701,
G4702,
G4703,
G4704

snares [nets]

N22002

[제22류/G1819] 줄 사다리
상품의 범위
◦ 줄사다리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G2605,
N22003
G3702,
G430302

캔버스 타폴린
(canvas tarpaulins)

그물형 덫

- 금속제 사다리(제6류/G1819)
- 비금속제 사다리(제20류/G1819)

타폴린
(tarpaulins)

포함되는 상품(예시)
줄사다리

플라스틱제 다목적 타폴린
(all-purpose tarpaulins of plastic)
플라스틱코팅소재로 만든 타폴린
(tarpaulins made from plastics coated
materials)
방적섬유
(yarn fibers)
직물용 미가공 섬유재료
(raw fibrous textile materials)

rope ladders

[제22류/G1901] 충전용 짚
G4701,
G4702,
G4703,
G4704,
G4705,
G4706

직물용 미가공섬유
(raw fibrous textile)

상품의 범위

N22001

◦ 주로 충전용(充塡用)으로 사용되는 풀(草)이나 짚류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갈대, 볏짚, 보릿짚(제20류/G1901)
- 식물보온용 짚(제31류/G1901)

직물용 섬유
(textile fibers)

포함되는 상품(예시)

[제22류/G0802] 충전용 해초

실내장식용품 충전용 밀짚
실내장식용품 충전용 풀
충전용 짚

straw for stuffing upholstery
grasses for upholstering
straw for stuffing

상품의 범위
◦ 주로 충전용으로 사용하는 해초(海草)

[제22류/G2003] 대팻밥, 톱밥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보존처리한 식용해초, 해초가공식품(제29류/G0802)
- 식용 미가공 해초(제31류/G0802)

상품의 범위
◦ 주로 충전용(充塡用)으로 사용되는 목재 부산물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포함되는 상품(예시)
충전용 해초

seaweed for stuffing

- 펄프제조용 나무 조각(제31류/G2003)

포함되는 상품(예시)

[제22류/G1814] 그물형 덫
상품의 범위
◦ 그물형 덫

대팻밥
목모(木毛)
케이폭
톱밥

wood shavings
wood wool
kapok
sawd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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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류 G2202

[제22류/G2202] 종이제 먼지 받이용 덮개(미술재료)
상품의 범위
◦ 종이제 먼지 받이용 덮개(미술재료)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미술용 그림물감(제2류/G2202)
- 팔레트 나이프(제8류/G2202)
- 주판, 계산자(제9류/G2202)
- 가정용 풀(제16류/G1002)

포함되는 상품(예시)
먼지 받이용 덮개
종이제 먼지 받이용 덮개
(미술재료)

drop cloths
paper drop cloths [artists' materials]

속옷 세탁용 가방
속옷 세탁용 망 가방
시체운반용 부대
식물 및 나무 재배용 플라스틱
망섬유 포대
식물용 삼베 포장재
오염된 린넨수집 및 세탁용
폴리우레탄 수지제 포대
와인용 직물제 선물가방
우편행낭
직물제 선물가방
직물제 우편물용 포대
직물제 포장용 포대
하역물운반용 및 보관용 포대
화장(火葬)전 신체 고정용 마대
화학섬유포대

laundry wash bags
mesh bags for washing lingerie
body bags
plastic-covered mesh fabric bags for
growing plants and trees
burlap wraps for plants
polyurethane resin collection and
wash bags for contaminated linen
textile gift bags for wine
mail bags
fabric gift bags
fabric mailing pouches
packaging bags of textile material
sacks for the transport and storage
of materials in bulk
storage bags for holding a body prior
to cremation
chemical fiber bags

[제22류/G2504] 포장용 직물제 포대
상품의 범위
◦ 포장용 직물제 포대(백/자루)
◦ 하역용 또는 운반용 포대
◦ 위에 준하는 직물제 포대류

[제22류/G2505] 짚제 포장재, 가마니
상품의 범위
◦ 풀이나 짚을 엮어서 만든 저장․운반용기 또는 포장용 재료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포장용 종이제 포대, 포장용 플라스틱제 포대(제16류/G2504)
- 포장용 고무제 포대(제17류/G2504)
- 포장용 가죽제 백(봉투/자루)(제18류/G2504)

협의의 포괄명칭
포장용 직물제 포대

bags [envelopes, pouches] of textile,
for packaging

포함되는 상품(예시)
공업용 마대
공업용 면대
공업용 직물제 포장용기
공업용 화학섬유대
귀중품 보호용 직물제 가방
그라운드 시트
기저귀 보관용 직물제 가방
나무 살수용 관개용 포대
미사용시 지갑저장용 직물제
보호파우치
보관용 망 가방
보관용 신발가방
보관용 직물제 가방
사일리지 가방
세탁물 자루
세탁용 망가방
세탁용 삼베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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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용 짚(제22류/G1901)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마니

straw bags for the transport and
storage of materials in bulk
bottle envelopes of straw

밀짚제 병포장재
쌀가마니(카마수)
쌀밀짚가방(타와라)
짚제 포장재

rice straw bags (kamasu)
rice straw bags (tawara)
straw wrappers

jute bags for industrial purposes
cotton bags for industrial purposes
industrial packaging containers of
textile
chemical fiber bags for industrial
purposes
cloth bags for securing valuables
groundsheets
cloth bags specially adapted for the
storage of diapers
irrigation bags for watering trees
protection pouches made of fabric
for storing purses when not in use
mesh bags for storage
shoe bags for storage
canvas bags for storage
silage bags

[제22류/G2605] 천막(캠핑용은 제외)
상품의 범위
◦ 천막(캠핑용은 제외)
◦ 옥외용 블라인드
◦ 위에 준하는 옥외용 장치물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자동차용 차양(제12류/G3705)
-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제
19류/G2605)
- 비금속제 바람개비, 옥외장식용 원드차임, 풍경(제20류/G2605)
- 등산용 또는 캠프용 텐트(제22류/G4303)

laundry bags

협의의 포괄명칭

mesh bags for washing laundry
canvas bags for laundry

천막(캠핑용은 제외)

tents [not for camping]

22류 G430302
포함되는 상품(예시)
그늘막
베니션블라인드용 사다리테이프
베니션블라인드용 사다리테이프
또는 웨빙(Webbing)
비금속제 차양
비닐제 방수천
비성형된 보트커버
비성형된 수송기계용 덮개
비성형된 수영장 덮개
비성형된 스파 커버
선박용 차양
수송기계기구용 화물 공간용
비성형된 방수포
옥외용 직물제 블라인드
직물제 차양
캐노피(천막)
캔버스제 캐노피
콘크리트 양생용 직물제 덮개
통풍 칸막이 천
플라스틱제 차양
합성섬유제 차양

shade canopy
ladder tapes for venetian blinds
ladder tapes or webbing for venetian
blinds
awnings, not of metal
vinyl ground cloth
covers for boats, not fitted
vehicle covers, not fitted
swimming pool covers, not fitted
spa covers, not fitted
awnings for vessels
unfitted tarpaulins for lining the cargo
area of vehicles
outdoor blinds of textile
awnings of textile

포함되는 상품(예시)
동력기계용 비성형된 타폴린

tarpaulins, not fitted, for power
machinery

돛
돛용 캔버스천
보트 및 선박용 커버

sails
canvas for sails
unfitted covers for boats and marine
vehicles
sails for ship

선박용 돛
선박용 타폴린
세일보드용 돛
수상스키 세일링용 돛
요트용 돛
윈드서핑용 돛

tarpaulins [for ships]
sails for sailboards
sails for ski sailing
sails for yachts
windsurfing sails

[제22류/G3809] 어망용 부자

canopies (tents)

상품의 범위

canvas canopies
concrete curing blankets made of
textile
brattice cloth
awnings of plastic
awnings of synthetic materials

◦ 어망용 부자(浮子)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인공어초(제6류/G3809)
- 어업용 기계(제7류/G3809)
- 비금속제 인공어초(제19류/G3809)

[제22류/G2606] 해먹

포함되는 상품(예시)

상품의 범위

어망용 부자

floats being parts of fishing nets

◦ 해먹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매트리스, 방석, 베개, 쿠션(제20류/G2606)
- 이불, 침대커버, 베갯잇(제24류/G2606)
- 침낭(제24류/G430302)

포함되는 상품(예시)
해먹

hammocks

[제22류/G3702] 선박용 돛
상품의 범위
◦ 주로 선박에서 바람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천막류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계선부표, 금속제 마스트(제6류/G3702)
- 선박용 자동사각갈고리(제7류/G3702)
- 소방선, 구명보트(제9류/G3702)
- 선박용 냉난방장치, 선박용 조명기기(제11류/G3702)
- 선박(보트 및 배)(제12류/G3702)
-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
스트(제19류/G3702)
- 비금속제 계선부표(제20류/G3702)

[제22류/G430302] 등산 또는 캠핑용 텐트
상품의 범위
◦ 주로 스포츠와 레저 목적에 사용하는 텐트(천막)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천막(캠핑용은 제외)(제22류/G2605)
- 금속제 텐트팩, 등산용 아이젠(제6류/G430302)
- 골프벙커 정리용 써레(제8류/G430304)
- 다이빙 및 수영용 노즈클립(제9류/G430301)
- 비금속제 다이빙보드(제19류/G430301)
- 비금속제 텐트팩(제20류/G430302)
- 침낭(제24류/G430302)
- 코펠(제21류/G430302)
- 스포츠의류(제25류/G430301)
- 스포츠용 매트(제27류/G430301)
- 신체단련기구, 신체재활기구(제28류/G430301)

포함되는 상품(예시)
대피호용 야영용 색
등산 또는 캠핑용 텐트
등산용 로프
등산용 자일

bivouac sacks being shelters
tents for mountaineering or camping
mountaineering ropes
climbing ro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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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류 G430302
방풍용 텐트
차광용 텐트
캠핑용 타폴린
캠핑용 텐트
타프
텐트
텐트 플라이

wind proofing tents

[제22류/G4702] 미가공 견(絹)섬유

shading tents

상품의 범위

tarpaulins for camping
tents for camping
tarp
tents
tent flies

◦ 가공하지 않은 견(비단)
◦ 비단 부스러기
◦ 위에 준하는 견(絹) 섬유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제22류/G4601] 누에고치

- 누에고치(제22류/G4601)

협의의 포괄명칭

상품의 범위
견섬유
미가공 견(絹)섬유

◦ 누에고치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비단부스러기, 풀솜(제22류/G4702)
- 누에, 누에씨(제31류/G4601)

포함되는 상품(예시)
누에고치

cocoons

[제22류/G4701] 미가공 면(綿)섬유

silk fibers
raw silk fibers

포함되는 상품(예시)
부잠사(副蠶絲)
비단부스러기

schappe [raw silk waste]

생사(生絲)

raw silk

풀솜

floss silk

silk flock

[제22류/G4703] 미가공 마(麻)섬유
상품의 범위

상품의 범위
◦ 가공하지 않은 면(솜)
◦ 솜 부스러기
◦ 위에 준하는 면 섬유

◦ 가공하지 않은 마(麻)
◦ 삼 부스러기
◦ 위에 준하는 마(麻) 섬유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화장용 탈지면(제3류/G120401)
- 의료용 탈지면(제5류/G110301)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황마사(제23류/G4801)

포함되는 상품(예시)

협의의 포괄명칭
면섬유
미가공 면(綿)
미가공 면(綿)섬유

cotton fibers
raw cotton
raw cotton fibers

포함되는 상품(예시)
고무/종이 또는 플라스틱제를
제외한 충전솜
낙면(落綿)
담요용 이불솜
린터
솜부스러기
실내장식용품 충전용 솜
여과용 충전솜
의복용 충전솜
직물용 충전솜
충전용 솜부스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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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dding not of rubber, paper or
plastic for padding and stuffing
cotton waste
cotton batting for futon
linters
cotton tow
wadding for padding and stuffing
upholstery
wadding for filtering
cotton waddings for clothes
cotton wadding for clothes
cotton waste [flock] for padding and
stuffing

라피아섬유
마섬유

raffia

모시섬유

ramie fiber

미가공 라피아섬유

raffia fiber [raw]

미가공 마섬유

true hemp fiber [raw]

미가공 모시섬유

ramie fiber [raw]

미가공 사이잘삼

sisal fiber [raw]

미가공 아마섬유

flax fiber [raw]

미가공 황마(黃麻)섬유

jute fiber [raw]

사이잘삼

sisal

삼 부스러기

tow

야자섬유

coconut fibre

에스파토 섬유

esparto grass

인피(靭皮)섬유

liber

직물용 대나무섬유

bamboo fibers for textile use

황마(黃麻)

jute

hemp fibers

22류 G5001

[제22류/G4704] 미가공 모(毛)섬유
상품의 범위
◦ 동물의 모(毛), 새의 깃털
◦ 털 부스러기
◦ 위에 준하는 모(毛) 섬유

- 브러시용 모(제21류/G4704)
- 가발(제26류/G120402)

협의의 포괄명칭
raw wool fibers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축 털
깎은 양모
낙타털
다운(깃털)
동물모
돼지강모
돼지털(브러시 제조용은 제외)
말털
미가공 또는 가공 양모
미가공 양모
미국 너구리털(직물용/솔
제조용은 제외)
방모(紡毛)
비직물용 우모(牛毛)
소모(梳毛)
실내장식용품 충전용 깃털
실내장식용품 충전용 양모
아이더다운
알파카의 모(毛)
앙고라산양모
양모부스러기
우모(羽毛)
저질의 동물털
충전용 깃털
충전용 다운깃털
충전용 인조모발
침구용 깃털
털
토끼털
플리스 양모

cattle hair
shorn wool
camel hair
down [feathers]
animal hair
pig bristles
pig bristles, not for brush-making

직물용 화학섬유

chemical fibers for textile use

포함되는 상품(예시)
인조섬유 솜
직물용 반합성섬유
직물용 부직포제 고분자 섬유
직물용 아라미드섬유
직물용 인조모
직물용 재생섬유
직물용 폴리에스터 섬유
직물용 플라스틱섬유
직물용 합성섬유
직물제 필라멘트
충전용 폴리에스터 섬유
폴리에스터 솜

fiberfill
semi-synthetic fibers for textile use
non-woven polymeric fibers for
textile use
aramid fibers for textile use
artificial wools for textile use
regenerated fibers for textile use
polyester fibers for textile use
plastic fibres for textile use
synthetic fibers for textile use
textile filaments
polyester stuffing fibers
polyester batting

horsehair
raw or treated wool
wool [raw material]

[제22류/G4706] 직물용 무기섬유

raccoon dog hair [not for textile use,
not for brushes]
carded wool
cattle hair (not for textile use)
combed wool
feathers for stuffing upholstery
upholstery wool [stuffing]
eiderdown
alpaca hair

상품의 범위
◦ 직물용 무기섬유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비직물용 무기섬유(제17류/G4706)
- 비직물용 유리섬유(제21류/G4706)
- 직물용 화학섬유(제22류/G4705)

angora goat hair
wool flock
feathers and downs

협의의 포괄명칭
직물용 무기섬유

coarse animal hairs
feathers for stuffing
down feathers for use as stuffing
artificial hair for stuffing and padding
purposes
feathers for bedding
hair
rabbit hair

inorganic fibers for textile use

포함되는 상품(예시)
직물용 금속섬유
직물용 석영유리섬유

metallic fibers for textile use

직물용 알루미늄 섬유

aluminum fibers for textile use

직물용 유리섬유
직물용 탄소섬유

glass fibres for textile use

vitreous silica fibres for textile use

carbon fibres for textile use

fleece wool

[제22류/G4705] 직물용 화학섬유
상품의 범위
◦ 직물용 화학섬유

- 비직물용 화학섬유(제17류/G4705)
- 직물용 무기섬유(제22류/G4706)
- 직물용 화학섬유사(제23류/G4801)

협의의 포괄명칭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미가공 모(毛)섬유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제22류/G5001] 노끈, 비금속제 로프, 비금속제 케이블,
포장용 끈
상품의 범위
◦ 주로 섬유질을 꼬아서 만든 끈(줄/로프)
◦ 하역용 또는 포장용 비금속제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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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류 G5001
◦ 비금속제 케이블, 비금속제 로프 또는 벨트
◦ 위에 준하는 비금속제 끈류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로프(제6류/G5001)
- 고무끈, 석면제 끈(제17류/G5001)
- 가죽끈(제18류/G5001)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정용 플라스틱제 타이
견인용 나일론제 줄
결속용 고무밴드
계단 난간용 로프
고정용 나일론제 줄
곡물결속용 끈
꼰실
나무직립유지용 나일론제 보조 줄
내리닫이 창문용 끈
노끈
농업용 비금속제 결속끈
닻줄
더미보호용 폴리프로필렌제 줄
로프
로프 및 인조로프
마섬유제 끈
마섬유제 밧줄
망용(網用) 삼실
밀랍을 입힌 실
밧줄
보따리 보호용 비금속제 줄
보따리보호용 폴리프로필렌제 줄
비금속제 결속용구
비금속제 고정용 줄
비금속제 로프
비금속제 수하물 하역용 줄
비금속제 짚타이
비금속제 케이블
비금속제 케이블타이
사진걸이용 끈
삼실
새끼
선박용 로프
선박용 섬유제 밧줄
수하물 보호용 나일론제 줄
수하물 처리용 나일론제 줄
자동차견인용 로프
잡초 제거기용 나일론제 줄
정원용 플라스틱제 타이
종이제 꼰실
직물섬유제 코드

586

유사상품 심사기준

plastic ties for home use
nylon towing straps
elastic bands for binding
banister ropes
nylon tie-down straps
sheaf-binding yarns
twine
nylon support straps for holding
planted trees in an upright position
sash cords
string
binding thread, not of metal, for
agricultural purposes
anchoring ropes
polypropylene straps for securing
bales
ropes
ropes and synthetic ropes
hemp bands

직물제 하역 슬링
채찍끈
포도나무 결속용 작은 끈
포장용 끈
포장용 노끈
포장용 또는 결속용 비금속제
끈
포장용 로프
폴리에틸렌로프
하역용 비금속제 끈
하역용 비금속제 매다는 밧줄
하역용 비금속제 멜빵
하역용 비금속제 벨트
합성섬유 로프
합성섬유제 견인용 줄

cargo slings of fabric
whipcord
strips for tying-up vines
packing string
baling twine
non-metal bands for wrapping or
binding
packing rope
polyethylene ropes
braces, not of metal, for handling
loads
slings, not of metal, for handling
loads
harness, not of metal, for handling
loads
belts, not of metal, for handling loads
synthetic ropes

합성섬유제 고정용 줄
합성섬유제 긴급분리용 고정용 줄
합성섬유제 래싱용 줄
합성섬유제 래칫 고정용 줄
합성섬유제 천막용 줄
훅 및 루프 고정기가 포함된
수하물 처리용 나일론제 줄

tow straps made of synthetic textile
materials
tie-down straps made of synthetic
textile materials
quick-release tie-down straps made
of synthetic textile materials
lashing straps made of synthetic
textile materials
ratchet tie-down straps made of
synthetic textile materials
tarp straps made of synthetic textile
materials
nylon straps for handling loads
featuring hook and loop fasteners

cordage made of hemp
twine for nets
wax ends

[제22류/G5002] 비금속제 망(석면제는 제외)

cordage
straps, not of metal, for securing
bundles
polypropylene straps for securing
bundles
bindings, not of metal
tie-down straps, not of metal
ropes, not of metal
load lifting straps, not of metal
zip ties, not of metal
cables, not of metal
cables ties, not of metal

상품의 범위
◦ 주로 노끈을 역어서 만든 그물(금속제와 석면제는 제외)
◦ 위에 준하는 망(그물)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망(網)(제6류/G5002)
- 금속제 방충망, 철망(제6류/G5002)
- 석면제 망(제17류/G5002)
- 비금속제 방충망(제19류/G5002)
- 운동용 네트(제28류/G430301)

cords for hanging pictures

협의의 포괄명칭

twines
straw ropes
ropes for marine use

비금속제 망(석면제는 제외)
비금속제 망제품(석면제는 제외)

fibrous gaskets for ships

car towing ropes
nylon lines for weed trimmers
plastic ties for garden use
twine made of paper
cords made of textile fibres

network (not of metal or asbestos)

포함되는 상품(예시)

nylon strapping for securing loads
nylon straps for handling loads

nets (not of metal or asbestos)

가축 사양용 네트
견망(絹綱)
낙석방지용 망
네트
대형 건착망
레이더활용 위장망

animal feeding nets
silk netting
rockfall prevention nets
nets
purse seines
camouflage nets for radar use

22류 G5002
마섬유제 망(網)
망(금속제 또는 석면제는 제외)
면망(綿網)
방조망(防鳥網)
방초망(防草網)
사냥용 위장망
상업용 어망
시각활용 위장망
어류양식용 그물우리
어망
오이망
완구 및 기타 가정용 제품 보관용
직물제 및 폴리에스터 그물망
위장망
위장용 덮개
유리섬유제 망
절화방지망
제품포장용 폴리에스터
플라스틱제 망
직물제 낙석방지용 망
차광망
테니스코트용 플라스틱제
윈드스크린
폴리에틸렌어망
하우스보호망
한냉사망
화학섬유망
활어조용 망

hemp nettings
netting [not of metal or asbestos]
cotton netting
bird repelling nets
netting for grass
camouflage nets used in hunting
commercial fishing nets
camouflage nets for visual use
net pens for fish farming
fishing nets
cucumber nets
fabric and polyester mesh nets used
for storing toys and other household
items
nets for camouflage
covers for camouflage
glass fiber netting
flower protecting nets
polyester plastic netting for
packaging goods
rockfall prevention nets of textile
nets for shading
plastic windscreens for use on tennis
courts
polyethylene fishing nets
nets for protecting (vinyl) house
lawn nets
chemical fiber nettings
netting for fish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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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류

직물용 실(絲)
(Yarns and threads, for textile use)

본류에는 주로 섬유용 천연 또는 합성 실이 주로 포함된다.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직물용 유리섬유/탄성/고무제 및 플라스틱제 실(絲)
- 금속제를 포함한 자수/짜깁기 및 재봉용 실(絲)
- 견방사, 면방사, 양모사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특수용도의 특정 실(예: 전선식별용 섬조(纖條)(제9류), 외과용 실(제10류),
귀금속제 실(絲)(제14류))
- 재질에 따라 분류되는 비직물용 실(예: 금속제 결속끈(제6류), 비금속제 결속끈
(제22류), 탄성사,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 실(제17류), 유리섬유사(21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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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류 G4801

제

23류

[제23류/G4801] 직물용 실(絲), 자수용 금속제 실
상품의 범위
◦ 직물용 실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비직물용 화학섬유사, 비직물용 무기섬유사(제17류/G4801)
- 비직물용 유리섬유사(제21류/G4801)
- 낚시찌(제28류/G4304)

협의의 포괄명칭
사(絲)
직물용 실(絲)

yarn
yarn and thread for textile purposes

포함되는 상품(예시)

손명주실
수편모사
수편사
순대마사
아마사(亞麻絲)
아이더다운 실
앙고라사
야자섬유사
야잠사(野蠶絲)
양모사
양털실
연사
옥사
왁스처리된 실
유리섬유사
유사
은색사
의색사
자수사
자수용 금속제실
장식사
재봉사
제화공용 사
직물용 고무사
직물용 금속섬유사
직물용 반합성섬유사

hand spun silk yarn

직물용 사
직물용 유리사
직물용 유리섬유사
직물용 은실
직물용 재생섬유사

textile yarns

직물용 지사(종이실)
직물용 탄성사
직물용 플라스틱사

paper yarn for textile use

직물용 플라스틱제 사
직물용 피복고무사

plastic thread and yarn for textile use

hand knitting wools
hand knitting yarns
true hemp thread and yarn
linen thread and yarn
eiderdown yarn
angora yarn
coir thread and yarn
wild silk yarn
spun wool
wool thread
twisted threads and yarns
douppioni silk yarn
waxed thread
glass fiber thread and yarn
oiled threads
silver-foiled thread
moire threads
embroidery thread and yarn
thread of metal for embroidery

견련사
견방모사
견방사
견방추사
견사
그리스를 제거한 찌꺼기 사(絲)
극세사
금색사
금속섬유사
낙면사(落綿絲)
낙타털사
난연사
내열성 사(絲)
라미사
레이온사
마섬유사
마연사
면방사
면사
면연사
면위생가공사

twisted silk thread and yarn

sanitary worked cotton thread and
yarn

직물용 화학섬유사

chemical-fiber threads and yarns for
textile use

면화성혼방위생가공사

sanitary worked synthetic mixture of
cotton thread and yarn

cotton for darning

명주실사
모연사
반합성섬유사

hand spun silk thread and yarn

짜깁기용 면사
짜깁기용 사(絲)
천연염색견사
천연염색면사
캐시미어사
편사
합성사
합성섬유사
항해용 사
혼련사
혼방견사
혼방마사

방모사(紡毛絲)
방적사
색실
생 견사
셔닐사
소모사(梳毛絲)

silk-woolen thread and yarn
spun silk
spun silk yarn
silk threads and yarns
degreased waste threads and yarns
synthetic microfiber thread
gilt thread for textile use
metal fiber thread and yarn
waste cotton yarn
camel hair yarn
flame retardant fiber
heat-stable yarns and threads
ramie thread and yarn
rayon thread and yarn
hemp thread and yarn
twisted hemp thread and yarn
spun cotton
cotton thread and yarn
twisted cotton thread and yarn

twisted wool thread and yarn
semi-synthetic fiber thread and yarn
[chemically treated natural fiber
yarn]
woollen thread and yarn
spun thread
colored threads
raw silk yarn
chenille yarn
worsted

thread for decoration
sewing thread and yarn
shoemaker's thread
rubber thread for textile use
metal fiber thread for textile use
semi-synthetic fiber thread and yarn
for textile use
glass thread for textile use
fiberglass thread for textile use
silver thread for textile use
regenerated fiber thread and yarn for
textile use
elastic thread and yarn for textile use
threads of plastic materials for textile
use
covered rubber thread and yarn for
textile use

darning thread and yarn
natural dyed silk thread and yarn
natural dyed cotton thread and yarn
cashmere yarns
knitting yarns
synthetic thread and yarn
synthetic fiber thread and yarn
sail thread
twisted mixed thread and yarn
silk base mixed thread and yarn
hemp base mixed thread and y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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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류 G4801
혼방면사
혼방모사
혼방무기섬유사
혼방사
혼방적사
혼방화학섬유사
황마사(黃麻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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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tton base mixed thread and yarn
wool base mixed thread and yarn
inorganic fiber base mixed thread
and yarn
mixed thread and yarn
mixed spun threads and yarns
chemical fiber base mixed thread
and yarn
jute thread and yarn

제

24 류

직물 및 직물대용품; 가정용 린넨; 직물 또는 플라스틱제 커튼
(Textiles and substitutes for textiles; household linen; curtains of textile
or plastic)

본류에는 주로 직물 및 가정용 직물제 커버가 포함된다.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가정용 린넨(예: 침대덮개, 장식용 베갯잇, 직물제 수건)
종이제 침대린넨
침낭, 침낭 라이너
모기장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의료용 전기모포(제10류), 비의료용 전기모포(제11류)
종이제 테이블린넨(제16류)
석면제 방화막(제17류), 대나무제(竹製) 커튼 및 장식용 주렴(珠簾)(제20류)
말용 모포(제18류)
특수용도의 특정 직물(예: 제본용 직물(제16류), 절연용 직물(제17류), 지반용
직물(제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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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류 G1809

제

24류

포함되는 상품(예시)
건조용 접시 닦는 행주
마른 행주
유리그릇 닦는 천
주방용 직물제 수건

【포괄상품명칭 목록】
포괄상품명칭

tea towels
glass cloths [towels]
kitchen towels of textile

유사군코드 (구)포괄코드

침대 및 테이블 커버
(bed and table covers)

G2602,
G2606

N24002

[제24류/G1808] 직물제 라벨
상품의 범위

침대용 린넨 및 테이블 린넨
(bed linen and table linen)

◦ 직물제 라벨

테이블 및 침대린넨
(table and bed linen)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드레이퍼리
(draperies [thick drop curtains])

G2602,
G4901

N24001

[제24류/G120401] 화장제거용 천
상품의 범위
◦ 화장용 직물제 냅킨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인조손톱, 인조속눈썹, 화장용 접착제, 화장용 면봉(제3류/
G120401)
- 오렌지 스틱(매니큐어 기구)(제8류/G120401)
- 화장제거용 종이티슈(제16류/G2102)
- 휴대용 화장품케이스(내용물이 없는 것)(제18류/G120401)
- 비전기식 화장용 솔, 향수분무기, 빗, 화장용 콤팩트(제21류/
G120401)
- 비누갑(제21류/G1825)

포함되는 상품(예시)
화장제거용 천

dish towels for drying

cloths for removing make-up

[제24류/G1803] 주방용 직물제 수건
상품의 범위
◦ 주방용 직물제 수건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바구니(제6류/G1803)
- 국자, 숟가락, 채소용 강판(제8류/G1803)
- 가스그릴,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요리용 석쇠장치(제11류/G1803)
- 은박지, 주방용 호일(제16류/G1803)
- 음료용 빨대(제21류/G1803)
- 설거지용 천(수세미), 수세미, 위생걸레(제21류/G1401)

- 금속제 간판, 금속제 표지판, 금속제 표찰(제6류/G1808)
- 발광성 가옥번호판(제11류/G1808)
- 종이제 또는 판지제 간판(제16류/G1808)
- 견출지(제16류/G2202)
- 목제간판, 플라스틱제 간판, 비금속제 표찰(제20류/G1808)
- 경기용 번호표(제26류/G1808)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방용 직물제 접착태그
날염된 직물제 라벨
바코드용 직물제 라벨
옷구분용 직물제 라벨
의류용 직물제 바느질 부착형
태그
직물제 라벨
직물제 접착라벨

adhesive tags of textile for bags
printed textile labels
labels of textile for bar codes
labels of textile for identifying clothing
sew-on tags of textile for clothing
textile labels
adhesive labels (cloth)

[제24류/G1809] 직물제 또는 플라스틱제 기(旗)
상품의 범위
◦ 직물제 또는 플라스틱제 기(旗)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종이제 기(旗)(제16류/G1809)
- 비금속제 장대(제20류/G1809)

포함되는 상품(예시)
나일론제 기
문직(紋織)제 기(旗)
직물제 기(旗)
직물제 또는 플라스틱제 기(旗)
직물제 또는 플라스틱제 깃발
천
직물제 또는 플라스틱제 배너
직물제 배너
직물제 장식용 깃발
직물제 페넌트

nylon flags
brocade flags
cloth flags
flags of textile or plastic
bunting of textile or plastic
banners of textile or plastic
cloth banners
cloth bunting
pennants of tex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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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류 G1809
플라스틱제 기
플라스틱제 배너
플라스틱제 페넌트

plastic flags

[제24류/G1825] 직물제 샤워커튼, 플라스틱제 샤워커튼

plastic banners

상품의 범위

plastic pennants

◦ 직물제 또는 플라스틱제 샤워커튼

[제24류/G1817] 애완동물용 담요
상품의 범위
◦ 애완동물용 담요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욕조, 샤워기(제11류/G1825)
- 유아용 휴대식 목욕통(제21류/G1825)
- 직물 또는 플라스틱제 커튼(샤워커튼은 제외)(제24류/G2602)
- 욕실용 매트(제27류/G1825)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애완동물용 의류(제18류/G1817)
- 애완동물용 쿠션, 매트리스, 방석(제20류/G1817)

포함되는 상품(예시)
애완동물용 담요

blankets for household pets

포함되는 상품(예시)
비닐 커튼
샤워실용 커튼
샤워커튼
직물제 또는 플라스틱제 샤워
커튼
직물제 샤워커튼
플라스틱제 샤워커튼

vinyl curtains
shower room curtains
shower curtains
shower curtains of textile or plastic
shower curtains of textile
shower curtains of plastics

[제24류/G1821] 직물제 변기 시트커버
상품의 범위

[제24류/G2302] 인조가죽직물

◦ 직물제 변기시트커버

상품의 범위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변기, 비데(제11류/G1821)
- 종이제 변기 시트커버(제16류/G1821)
- 침실용 간이변기, 화장지걸이(제21류/G1821)

◦ 가죽 대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인조직물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인조가죽(제18류/G2302)
- 부직포, 압축 펠트(제24류/G4904)

포함되는 상품(예시)
직물제 변기시트커버
직물제 변기커버

fitted toilet lid covers of fabric
fitted toilet seat covers of textile

[제24류/G1824] 자수용 도안직물
상품의 범위
◦ 주로 자수 전용으로 쓰이는 직물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다리미, 비전기식 재봉인두(제8류/G1824)
- 자수용 도안형지, 재봉용 초크(제16류/G1824)
- 옷본(편물용 목수단 옷본은 제외)(제16류/G520102)
- 다림질대(제21류/G1824)
- 바늘꽂이, 바늘쌈지, 재봉상자, 재봉용 받침대(제26류/G1824)

포함되는 상품(예시)
자수용 도안직물

traced cloth for embroidery

태피스트리용 또는 자수용품용
캔버스

canvas for tapestry or embroid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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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는 상품(예시)
러버클로스
비닐클로스
식탁보용 오일클로스
여과포
오일클로스
인조가죽 직물

rubberized cloth
vinyl cloth
oilcloth for use as tablecloths
filtering materials of textile
oil cloths
fabric imitating animal skins

[제24류/G2602] 직물제 식탁장식품, 직물제 소파덮개
상품의 범위
◦ 직물제 소파덮개
◦ 직물제 또는 플라스틱제 커튼(샤워커튼은 제외)
◦ 직물제 소파덮개
◦ 위에 준하는 직물제 실내장식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구두흙털이용 금속매트(제6류/G2602)
- 종이제 식탁장식품, 비맞춤식 종이제 가구커버(제16류/G2602)
- 가구용 가죽제 커버(제18류/G2602)
- 동물박제, 실내용 블라인드, 비직물제 벽면장식(제20류/G2602)

24류 G2606
- 직물제 족자(제24류/G2604)
- 러그훅(제26류/G2602)
- 매트, 비직물제 벽걸이, 카펫(제27류/G2602)
-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조명용품과 과자류는 제외)(제28류/
G2602)
- 살아있는 나무로 만든 크리스마스트리(제31류/G2602)

협의의 포괄명칭
직물제 소파덮개
직물제 식탁장식품

upholstery of textile
table decorations of textile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구용 올이성긴 커버
가구용 직물제 커버
가구용 플라스틱제 커버
개인용 직물제 식탁매트
꽃병용 직물제 플레이스매트
다다미매트의 테두리띠용 천
드러게트
마름모꼴무늬 린넨
망커튼
맥주잔용 직물제 받침
문커튼
비성형된 직물제 슬립 커버
(가구용)
비종이제 식탁보
비종이제 테이블린넨
비종이제 테이블보
상보
실내외 커튼
연하장 보관용 직물제 상자
인쇄기용 직물제 블랭킷
직물 또는 플라스틱제 커튼
직물 또는 플라스틱제 커튼
(샤워커튼은 제외)
직물제 도일리
직물제 또는 플라스틱제 세탁기
커버
직물제 또는 플라스틱제 재떨이
받침
직물제 또는 플라스틱제 전화기
받침
직물제 또는 플라스틱제 책상보
직물제 또는 플라스틱제 테이블보
직물제 또는 플라스틱제
텔레비전 커버
직물제 또는 플라스틱제 피아노
커버
직물제 레이스 테이블매트
직물제 벽걸이
직물제 벽걸이 융단
직물제 상보
직물제 쉐이드
직물제 식탁냅킨

covers [loose] for furniture
furniture coverings of textile
coverings of plastic for furniture
individual place mats made of textile
textile placemats for flower vases
cloth for tatami mat edging ribbons
drugget
diapered linen
net curtains

직물제 식탁매트
직물제 식탁보
직물제 작은 커튼
직물제 장식용 벽걸이
직물제 장식천
직물제 접시받침
직물제 커튼
직물제 커튼고리
직물제 케스케이즈
직물제 테이블 린넨
직물제 테이블 매트
직물제 테이블 토퍼
직물제 테이블보
직물제 휘장(揮帳)
창문처리용 장식용 천
창문처리용 퍼프
창문커튼
커튼용 직물제 홀더
테이블린넨
플라스틱제 커튼

place mats of textile
tablecloths of textiles
small curtains made of textile
materials
decorative wall hangings of textile
fabric valances
coasters of textile
curtains made of textile fabrics
curtain loops of textile material
fabric cascades
table linen of textile
tablemats of textile
fabric table toppers
table runners of textile
draperies of textile
swags [window treatments]
puffs [window treatments]
window curtains
curtain holders of textile material
table linen
curtains of plastic

mats of textile for beer glasses
door curtains
unfitted fabric slipcovers for furniture

[제24류/G2604] 직물제 족자

table cloths not of paper
table linen, not of paper
table runners, not of paper

상품의 범위
◦ 직물제 족자

table covers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indoor and outdoor curtains
fabric boxes for storing greeting
cards
printers' blankets of textile

- 액자(제20류/G2604)
- 비직물제 족자(제27류/G2604)

curtains of textile or plastic
curtains of textile or plastic (except
shower curtains)

포함되는 상품(예시)
직물제 족자(簇子)

wall hanging scrolls of textile

cloth doilies
washing machine covers, unfitted, of
textile or plastic
ashtray mats of textile or plastic

[제24류/G2606] 이불, 침대커버, 베갯잇
상품의 범위

telephone mats of textile or plastic
unfitted desk covers of textile or
plastic
table runners of textile or plastic

◦ 이불
◦ 침대용 이불 및 침대용 커버
◦ 위에 준하는 직물제 침구용품

unfitted television covers of textile or
plastic
unfitted piano covers of textile or
plastic
lace table mats of textile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매트리스, 방석, 베개, 쿠션(제20류/G2606)
- 해먹(제22류/G2606)
- 침낭(제24류/G430302)

wall hangings of textile

포함되는 상품(예시)

tapestries of textile
table cloth of textile
fabric shades
table napkins of textile

가벼운 모포
가정용 린넨
겉싸개

throws
household linen
bathing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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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류 G2606
곡선형 매트리스용 커버
곡선형 시트
깃털이불
깃털이불커버
다운 이불
다운침대커버용 아이더다운
두베
리시빙 모포
맞춤 또는 비맞춤식 종이제
이불커버
매트리스 덮개(침구)
매트리스용 커버
모기장
모포
무릎덮개
무릎모포
박스스프링 커버
방석용 누비이불
베개커버
베갯잇
베이비 번팅
비단제 모포
비성형된 직물제 유아용
침대레일커버
살충제가 처리된 모기장
소풍용 담요
실크제 침대모포
아동용 모포
아동용 베갯잇
아동용 침대시트
아이더다운 커버
야외용 모포
양면담요
양모 모포
여행용 모포
여행용 무릎덮개
요
요커버
요홑이불
유아용 기저귀 교체용 천
유아용 모포
유아용 침낭
유아용 침대덮개
유아용 침대범퍼(침대용 린넨
제품)
유아용 침대시트
이불
이불커버
잇(린넨)
잇(매트리스커버)
종이제 베갯잇
종이제 침대커버
종이제가 아닌 기저귀 교환 패드
직물제 누비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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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oured mattress covers
contour sheets
eiderdowns [quilts]
duvet covers
down quilts
eiderdowns [down coverlets]
duvets
receiving blankets
paper futon covers [fitted or unfitted]
mattress protectors [bedding]
mattress covers
mosquito nets
blanket throws
lap rugs
lap blankets
box spring covers
futon quilts

침구용 퀼트모포
침대덮개
침대모포
침대보
침대시트
침대용 가벼운 모포
침대용 린넨 캐노피
침대용 린넨제품
침대용 스커트
침대용 이불
침대용 장식천
침대용 패드
침대커버
쿠션커버
타월제 누비이불
털실로 짠 담요
트리코트 누비이불

quilted blankets [bedding]
bedspreads
bed blankets
towelling coverlets
bed sheets
bed throws
canopies being bed linen
bed linen
bed skirts
bed quilts
bed valances
bed pads
bed covers
covers for cushions
quilts of towel
afghans
tricot quilts

pillow covers
pillowcases

[제24류/G2607] 수의

baby buntings

상품의 범위

silk blankets
crib rail covers of fabric, unfitted

◦ 수의

insecticide-treated mosquito nets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picnic blankets
silk bed blankets
children's blankets
children’s pillowcases
children’s bed sheets

- 금속제 묘비, 금속제 묘표(제6류/G2607)
- 비금속제 묘비(제19류/G2607)
- 관, 봉안단지(제20류/G2607)
- 제기, 향로(제21류/G2607)

eiderdown covers
blankets for outdoor use
reversible blankets

포함되는 상품(예시)
수의(壽衣)

shrouds

woollen blankets
throws for traveling
travelling rugs [lap robes]

[제24류/G430302] 침낭

Korean-style duvets

상품의 범위

sheet covers
single-layer quilt for sleeping mats
diaper changing cloths for babies
baby blankets
sleeping bags for babies
crib canopies
crib bumpers [bed linen]
crib sheets
quilts
quilt covers

◦야외에서 잠잘 때 쓰는 보온용 자루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텐트팩(제6류/G430302)
- 등산용 피켈(제8류/G430302)
- 비금속제 텐트팩(제20류/G430302)
- 코펠(제21류/G430302)
- 등산용 텐트(제22류/G430302)
- 이불, 베게커버, 야외용 모포(제24류/G2606)
- 캠핑용 매트(20류/G430302)

tick [linen]

포함되는 상품(예시)

ticks [mattress covers]
paper pillowcases
bed covers of paper
diaper changing pads not of paper
quilts of textile

침낭
침낭 라이너
침낭덮개용 야영용 색

sleeping bags
sleeping bag liners
bivouac sacks being covers for
sleeping bags

24류 G4901

[제24류/G4511] 직물제 수건, 목욕장갑, 직물제 보자기
상품의 범위
◦ 직물제 수건, 목욕장갑, 직물제 보자기
◦ 위에 준하는 직물제 신변용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종이제 물티슈(제3류/G2102)
- 종이제 손수건(제16류/G2102)
- 때밀이용 스펀지(제21류/G4511)
- 주방용 직물제 수건(제24류/G1803)

포함되는 상품(예시)
골프타월
대형 목욕타월
때밀이타월

golf towels
large bath towels

목욕 시트
목욕용 린넨제품
목욕용 수건
목욕장갑
부직포 수건
부직포 티슈
비종이제 수건
비종이제 트림용 천
비치 타월
손용 수건
수건 시트
수영타월
아동용 타월
얼굴수건
욕실용 직물제 수건
일본식 면수건
일본식 예식용 보자기(후쿠사)

abrasive towels for scrubbing the
skin
bath sheets
bath linen
bath towels
bath mitts
non-woven towel
non-woven tissue
towels, not of paper
burp cloths, not of paper
beach towels
hand towels
towel sheet
towel for swimming
children's towels
face cloths
bathroom towels of textile
Japanese cotton towels (tenugui)
Japanese ceremonial wrapping
cloth (Fukusa)

일본식 일반용 보자기(후로시키)

Japanese general wrapping cloth
(Furoshiki)

직물제 보자기
직물제 손 닦는 수건
직물제 손수건
직물제 수건
직물제 얼굴수건
직물제 티슈
터키 타월
테리직물제 타월
플라스틱제 손수건

wrapping cloth of textile
hand-towels made of textile fabrics
textile handkerchiefs
towels made of textile materials
face towels of textiles
tissue of textile
turkish towel
terry towels
plastic handkerchiefs

[제24류/G4901] 직물
상품의 범위
◦ 직물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석면직물(제17류/G4901)
- 메리야스 원단(제24류/G4902)
- 세폭직물(제24류/G4903)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구용 및 소파덮개용 직물
가구용 직물
거즈직물
격자직물
견면(絹綿) 교직물
견모(絹毛) 교직물
견방주사직물
견방직물
견직물
고무교직물
고무직물
구두용 린넨제 안감직물
그물직물
금속섬유직물
기구용(氣球用) 가스불투성
(不透性) 직물
기도용 천
기모직물
나일론직물
낙면직물
날염된 옥양목천
날염용 견직물
내화성 소파덮개용 직물
다마스크천
당구대용 천
데님직물
디미티천
라미 직물
라미네이트직물
란제리용 직물
레이온직물
린넨천
마견(麻絹)교직물
마면(麻綿)교직물
마모(麻毛)교직물
마소직(馬巢織)
마직물
매러부트
면직물
명주나일론 망사직물
모면(毛綿)교직물
모슬린 직물
모시직물
모직물
몰스킨
무기섬유교직물

furnishing and upholstery fabrics
furnishing fabrics
gauze [cloth]
trellis [cloth]
silk-cotton mixed fabrics
silk-wool mixed fabrics
hand spun silk fabrics
spun silk fabrics
silk fabrics
rubber mixed fabrics
rubberized textile fabrics
linen lining fabric for shoes
mesh-woven fabrics
metal fiber fabrics
fabric, impervious to gases, for
aeronautical balloons
prayer cloth
nap raised cloth
nylon fabric
waste cotton fabrics
printed calico cloth
silk fabrics for printing patterns
fireproof upholstery fabrics
damask
billiard cloth
denim fabric
dimity
ramie fabrics
laminated fabrics
lingerie fabric
rayon fabric
linen cloth
hemp-silk mixed fabrics
hemp-cotton mixed fabrics
hemp-wool mixed fabrics
haircloth [sackcloth]
hemp fabric
marabouts [cloth]
cotton fabric
bolting cloth
wool-cotton mixed fabrics
muslin fabric
ramie fabric
woollen cloth
moleskin [fabric]
inorganic fiber mixed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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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를 넣어 짠 옷감
반합성섬유직물
방모직물
방수용 고무직물
방수직물
방탄 및 방폭 피복/신발 및
보호구용 방탄직물

brocades

crepe [fabric]

semi-synthetic fiber fabrics

직물용 크레이프
직물용 플란넬

woolen fabrics

직물천

textile material

gummed waterproof cloth

천(직물)

cloth

waterproof fabrics

체비엇직물

cheviots [cloth]

ballistic fabrics for use in the
production of bullet-proof and blastproof clothing, shoes and shields

치즈 클로스

cheese cloth

버크램직물
범포(帆布)
벨벳직물
비스코스 직물
삼베
새틴
서스펜더지(地)

커튼용 직물

curtain fabrics

buckram

코팅직물

coated fabrics

sail cloth

크래퐁직물

crepon

velvet

탄성직물

elastic woven fabrics

viscose fabric

탄성혼방직물

elastic yarn mixed fabrics

hemp cloth

태피터직물

taffeta [cloth]

툴직물

tulle

파일직물

piled fabrics
fustian

satin
textile piece good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suspenders

flannel [fabric]

섬유직물
셔닐직물
소모직물
소파덮개용 직물
순모직물
식품 포장용 재사용 가능한 왁스
코팅 직물
신발용 안감직물
신발용 직물
실내장식용 직물
아마직물
안감
양모사직물
에스파토 직물
열부착식 점착성직물

fibre fabrics

퍼스티언직물

chenille fabric

폴리에스테르 직물

polyester fabric

worsted fabrics

풀라직물

foulard [fabric]

upholstery fabrics

프리즈천

frieze [cloth]

pure woolen fabric

플라스틱제 옷감

plastic material [substitute for fabrics]

reusable wax coated fabrics for
wrapping food

피복고무사직물

covered rubber yarn fabrics for
textile use

lining fabric for footwear

합성면직물

synthetic cotton fabrics

fabric for footwear

합성섬유직물

synthetic fiber fabrics

interior decoration fabrics

합성재료로 만든 직물

fabrics made of synthetic materials

flax fabrics

혼방견직물

silk base mixed fabrics

linings [textile]

혼방마직물

hemp base mixed fabrics

wool yarn fabrics

혼방면직물

cotton base mixed fabrics

esparto fabric

혼방모직물

wool base mixed fabrics

adhesive fabric for application by
heat

혼방섬유직물

mixed fiber fabrics

옥양목
의류 안감용 직물
의류 제조용 직물

calico

혼방화학섬유직물

chemical fiber base mixed fabrics

textile used as lining for clothing

화학섬유 교직물

chemical fiber fabrics

textile fabrics for the manufacture of
clothing

황마 직물

jute fabric

의류용 탄성직물
의복용 저지직물
인견직물
인조스웨트직물
자수직물
재봉용 프리컷 직물
재생섬유 직물
저지직물
점성고무천(문방구용은 제외)

elastic fabrics for clothing

제퍼직물
종이 제조용 넝마직물
직물
직물시트
직물용 모자안감
직물용 유리섬유직물
직물용 천
직물용 초직실(抄織絲) 직물

zephyr [cl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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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sey fabrics for clothing
artificial silk fabric

[제24류/G4902] 메리야스 원단

synthetic sweat fabrics

상품의 범위

embroidery fabric
precut fabrics for needlecraft
regenerated fiber yarn fabrics
jersey [fabric]
gummed cloth, other than for
stationery purposes
rags for paper making
fabric
sheets [textile]
hat linings, of textile, in the piece
fiberglass fabrics for textile use
fabrics for textile use
paper yarn fabrics for textile use

◦ 메리야스 원단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직물(제24류/G4901)
- 자수레이스원단(제26류/G4902)

포함되는 상품(예시)
견메리야스 원단
메리야스 원단
면메리야스 원단
모메리야스 원단
화학섬유메리야스 원단

knitted fabrics of silk yarn
knitted fabric
knitted fabrics of cotton yarn
knitted fabrics of wool yarn
knitted fabrics of chemical-fiber yarn

24류 G4904

[제24류/G4903] 세폭(細幅)직물
상품의 범위
◦ 특정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폭이 좁게 짠 직물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직물(제24류/G4901)
- 머리리본, 헤어밴드(장신구)(제26류/G4509, G4401, G4510)

포함되는 상품(예시)
리본직물
세폭(細幅)직물
테이프직물

ribbonlike fabrics
narrow woven fabrics
tape fabrics

[제24류/G4904] 부직포(不織布), 직물펠트
상품의 범위
◦ 부직포, 직물펠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석면제 펠트(제17류/G4904)

포함되는 상품(예시)
부직포 및 직물펠트
부직포(不織布)
부직포제 펠트
비닐하우스덮개
압축펠트
직물펠트
펠트 및 부직포(不織布)
펠트(직물)

non-woven fabrics and felts
non-woven textile fabrics
non-woven felt
vinyl house coverings
compressed felts
fabric felts
felt and non-woven textile fabrics
f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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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신발, 모자
(Clothing, footwear, headwear)

본류에는 주로 인체용 의류, 신발 및 모자가 포함된다.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의류, 신발, 모자의 부분(예: 커프스, 호주머니, 기성복안감, 뒤축 및 뒷굽, 모자챙, 모자틀)
- 스포츠용 의류 및 신발(예: 스키용 장갑, 스포츠용 싱글렛, 사이클복, 유도복 및 가라데복,
축구화, 체조화, 스키화)
- 가면무도회복
- 종이옷, 의류아이템용 종이 모자
- 비종이제 턱받이
- 양복 장식용 손수건
- 비전기식 보온용 발싸개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신발제작용 하드웨어의 소형물품(예: 금속제 신발고정쇠 및 신발 은못(제6류) 비금속제
신발고정쇠 및 신발 은못(제20류), 의류용 장식/액세서리 및 파스너, 신발, 모자(예: 고리,
버클, 지퍼, 리본, 모자밴드, 모자 및 신발 장식품)(제26류))
- 특수 목적의 특정 의류 및 신발(예: 스포츠용을 포함한 보호헬멧(제9류), 방화복(제9류),
수술복(제10류), 정형외과용 신발(제10류)), 특정 스포츠를 하는 데 필수적인 의류 및
신발(예: 야구글러브, 복싱용 글러브, 아이스스케이트(제28류))
- 전열식 의류(제11류)
- 전기식 보온용 발싸개(제11류), 유모차용 고정식 풋머프(제12류)
- 종이제 턱받이(제16류)
- 종이제 손수건(제16류), 직물제 손수건(제24류)
- 동물용 의류(제18류)
- 축제용 마스크(제28류)
- 인형용 피복(제28류)
- 파티용 종이모자(제28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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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류 G270101

제

[제25류/G270101] 신발

25류

상품의 범위
◦ 신발, 구두, 스포츠용 특수화
◦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품

【포괄상품명칭 목록】
포괄상품명칭

유사군코드 (구)포괄코드

아노락
(anoraks)

G430301, N25002
G450101

LED가 내장된 의류
(clothing incorporating LEDs)

G430301, N25005
G450101,
G450102,
G4502,
G4503,
G450401,
G4513

날씬해 보이는 재료가 들어있는 의류
(clothing containing slimming
substances)
의류
(clothing)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방호용 신발(제9류/G270102)
- 구두 트리밍(제26류/G2702)
- 스노 슈즈(제28류/G430301)

협의의 포괄명칭
신발

footwear

포함되는 상품(예시)
1. 신발 (예시)

자수가 새겨진 의류
(embroidered clothing)
G430301, N25004
G450101,
G450102,
G4503

유니폼
(uniforms)

나일론/면 또는 기타 직물제 여성용/남성용
및 아동용 리어타드 및 타이츠
(leotards and tights for women, men
and children of nylon, cotton or other
textile fibers)

G430301, N25003
G450401

리어타드 및 타이츠
(leotards and tights)
팬티/반바지 및 브리프
(panties, shorts and briefs)

G450101, N25006
G4503

호저리
(hosiery)

G4503,
N25007
G450401

[제25류/G2501] 머니벨트(의류)
상품의 범위
◦ 머니 벨트(의류)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머니클립, 여권홀더(제16류/G2501)
- 가방, 지갑(제18류/G2501)
- 의복용 벨트(제25류/G4508)

포함되는 상품(예시)
머니벨트(의류)

money belts [clothing]

가죽신
가죽제 슬리퍼
간호화
거실화
검도화

leather shoes
leather slippers
nursing shoes
footwear for living room

고무신
고무장화 덧신
골프화
군화
굽이 낮은 나막신(고마게다)
굽이 낮은 나막신(히요리게다)
굽이 높은 나막신(아시다)
기포가 주입된 발가락슬리퍼
나막신
낚시용 방수화
낚시용 장화
낚시용화(靴)
남성용 가죽신
남성용 및 여성용 신발
남성용 신발
남성화
농구스니커즈
농구화
단화
댄스화
덧신
덱슈즈
드라이버화
드레스슈즈
등산부츠
등산용 부츠
등산화
러닝슈즈
럭비화
레저화

footwear for Korean swordsmanship
(Kumdo)
rubber shoes
galoshes
golf shoes
army boots
low wooden clogs (koma-geta)
low wooden clogs (hiyori-geta)
high rain clogs (ashida)
foam pedicure slippers
wooden shoes
waterproof footwear for fishing
fishing waders
anglers' shoes
leather shoes for men
footwear for men and women
men's footwear
footwear for men
basketball sneakers
basketball shoes
shoes
dance shoes
babouches
deck-shoes
footwear for drivers
dress shoes
climbing boots
climbing boots [mountaineering
boots]
mountaineering boots
running shoes
rugby shoes
leisure sh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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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류 G270101
매직테이프가 장착된 단화
모카신
모터사이클용 부츠
목욕용 샌들
목욕용 슬리퍼
목제 신발
무도회장 댄스화
뮬
반부츠
발레용 슬리퍼
발레용 신발
발렌키(펠트부츠)
방한화
배구화
볏짚으로 된 일본식 신발
(와라지)
보행화
복싱화
볼링화
부인화
부츠
비닐화
비운동용 신발
비치샌달
비치슈즈
비치용 신발
사보(나막신)
사이클용 신발
사이클화
샌들
샌들나막신
숙녀용 부츠
스노 부츠
스니커즈
스키화
스포츠용 부츠
스포츠화
슬리퍼
승마화
신발(정형외과용 신발 제외)
신사화
아동용 신발
아쿠아슈즈
애프터 스키화
앵글부츠
야구화
에스파드리유
에스파토 신발 또는 샌들
여성용 신발
여성의 접이식 슬리퍼
여성화
오버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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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es with hook and pile fastening
tapes
moccasins
motorcyclist boots
bath sandals
bath slippers
footwear made of wood
ballroom dancing shoes
mules
half-boots
ballet slippers
ballet shoes
valenki [felted boots]
winter boots
volleyball shoes
Japanese footwear of rice straw
(waraji)
walking shoes
boxing shoes
bowling shoes
footwear for pregnant women
boots
footwear made of vinyl

오토바이 부츠
욕실화
우화
운동용 부츠
운동화
유아용 단화
유아용 부츠
유아용 부티
유아용 신발
유아용 신발 및 부츠
유아용 운동화
육상경기용화
인공피혁신
인조가죽신
일본식 가죽제 샌달
일본식 나막신 및 샌들
일본식 나막신용 금속제 부품
일본식 나막신용 목제 몸체
일본식 나막신용 목제받침대
일본식 나막신용 발가락끈

footwear not for sports

일본식 발가락끈 샌달

beach sandals

일본식 샌달용 등나무 갑피

beach shoes
beach footwear
sabots
cycling shoes
shoes for cyclists
sandals
sandal-clogs
ladies' boots
snow boots
sneakers
ski boots
boots for sports
sports shoes
slippers
horse-riding boots
footwear [excluding orthopedic
footwear]
formal footwear
children's shoes
aqua shoes
after ski boots
ankle boots
baseball shoes
espadrilles
esparto shoes or sandals
women's shoes
women's foldable slippers
footwear for women
overshoes

일본식 샌들(조리)
일본식 스타일 나막신(게다)
일본식 펠트 샌달
일본식의 발가락 부분이 분할
된 작업화(지카타비)
일회용 슬리퍼
자전거 신발
작업화
장화
족구화
즈크화
지카타비 신발용 고무밑창
짚신
체육관용 부츠
체조화
축구화
카누화
캔버스화
클로그
키높이 신발
테니스화
트레킹 부츠
펌프스(신발)
편상화
풋볼화
플립플롭(신발)
플립플롭(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사이로 끈을 끼워서
신는 샌들)

boots for motorcycling
bath shoes
rain boots
boots for sport
training shoes
baby shoes
baby boots
baby booties
booties
infants' shoes and boots
sports shoes for baby
footwear for track and field athletics
footwear made of imitation of leather
shoes made of imitation leather
Japanese style sandals of leather
Japanese style clogs and sandals
metal fittings for Japanese style
wooden clogs
wooden main bodies of Japanese
style wooden clogs
wooden supports of Japanese style
wooden clogs
toe straps for Japanese style
wooden clogs
Japanese toe-strap sandals
(asaura-zori)
uppers of woven rattan for Japanese
style sandals
Japanese style sandals (zori)
Japanese style wooden clogs (geta)
Japanese style sandals of felt
Japanese split-toed work footwear
(jikatabi)
disposable slippers
shoes for biking
work boots
long boots
foot volleyball shoes
plimsolls
rubber soles for jikatabi
straw sandals
gym boots
gymnastic shoes
football boots
canoe shoes
canvas shoes
clogs
heightening shoes
tennis shoes
trekking boots
pumps [footwear]
lace boots
football shoes
flip-flops for use as footwear
flip-flops

25류 G430301
피겨스케이팅선수용 부츠
하키화
핸드볼화

boots for figure skating players
hockey shoes

heightening inner soles
football spikes

handball shoes

2. 신발의 부품 및 부속품 (예시)
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 무늬를
넣은 뒷축
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 무늬를
넣은 밑창

embossed heels of rubber or of
plastic materials

골프용 미끄럼 방지용 밑창

golf cleats

골프화가방

bags specially adapted for golf
shoes

골프화용 바닥징

studs for golf shoes

골프화용 스파이크

spikes for golf shoes

구두밑창

shoe soles

깔창

insoles

뒤축

heels

뒷굽삽입물

heel inserts

부츠 및 신발용 대다리

welts for boots and shoes

부츠 및 신발용 미끄럼 방지구

non-slipping devices for boots and
shoes

부츠용 갑피

boot uppers

부츠용 금속제 부품

iron fittings for boots

부츠용 대다리

welts for boots

부츠용 뒷굽

heelpieces for boots

부츠용 미끄럼 방지 장치

non-slipping devices for boots

부츠용 커프스

boot cuffs

사냥 부츠용 가방

bags specially adapted for hunting
boots

수리용 구두밑창

shoe soles for repair

슬리퍼용 밑창

slipper soles

신발 및 부츠 보호용 금속품

protective metal members for shoes
and boots

신발 및 부츠용 금속제 부품

fittings of metal for shoes and boots

신발 및 부츠용 뒷굽

heelpieces for boots and shoes

신발 및 부츠용 텅 및 풀스트랩

tongue or pullstrap for shoes and
boots

신발깔창

inner soles

신발밑창

soles for footwear

신발용 갑피

footwear uppers

신발용 굽 보호구

heel protectors for shoes

신발용 금속제 부품

fittings of metal for footwear

신발용 대다리

welts for footwear

신발용 뒷굽

heelpieces for footwear

신발용 미끄럼 방지구

non-slipping devices for footwear

신발용 앞굽

tips for footwear

운동화 부착용 고정구

cleats for attachment to sports shoes

일본식 샌달 갑피
일본식 샌달 밑창
전기발열선이 내장된 신발용
깔창
조리(일본식 샌달)용 발가락끈

uppers for Japanese style sandals

축구화용 바닥징

키높이 신발깔창
풋볼스파이크

[제25류/G430301] 스포츠의류, 스포츠셔츠, 스포츠외투,
축구복, 검도복

embossed soles of rubber or of
plastic materials

soles for Japanese style sandals
inner soles with electric heating wire
toe straps for zori [Japanese-style
sandals]
studs for football shoes

상품의 범위
◦ 주로 전문가가 착용하는 스포츠 전용의복(스포츠용으로 용도가 한
정된 의복)
◦ 특정 스포츠에서 착용하는 특수형태의 의복
◦ 위에 준하는 스포츠 전용 의복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잠수복(제9류/G4507)
- 비금속제 텐트팩(제20류/G430302)
- 침낭(제24류/G430302)
- 방한용 장갑(제25류/G450401)
- 신체단련기구, 신체재활기구(제28류/G430301)

협의의 포괄명칭
스포츠의류

sports wear

포함되는 상품(예시)
1. 스포츠용 의류 (예시)
가라데복
검도복

karate suits

격투기 유니폼
경기용 스키복
남성용 및 숙녀용 수영복
남성용 수영복
농구복
농구팬츠
디지털 센서가 내장된 스포츠웨어
래시가드
럭비용 반바지
럭비용 셔츠
레슬링복
레저복
리어타드
마라톤복
모노키니
모터사이클복
무술용 유니폼
무용 의상
무용복
미식축구용 빕
발레복
배구복
배드민턴복
베이스레이어

Korean swordsmanship (Kumdo)
suits
combative sports uniforms
ski suits for competition
swim wear for gentlemen and ladies
bathing suits for men
basketball clothing
basketball pants
sportswear incorporating digital
sensors
rash guards
rugby shorts
rugby shirts
clothing for wear in wrestling games
leisure suits
leotards
marathon suits
monokinis
motorcyclists' clothing
martial arts uniforms
dance costumes
dance clothing
american football bibs
ballet suits
volleyball suits
articles of clothing for badminton
base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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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류 G430301
보드쇼츠
복싱 쇼츠
브라컵이 있는 수영복

boardshorts

비키니
빕쇼츠
사이클복
사이클선수용 저지
사이클용 반바지
사이클용 장갑
서핑복
수분 흡수성 스포츠 브라
수분을 흡수하는 스포츠셔츠
수상스키복
수영모자
수영복
수영팬츠
스노보드 바지
스노보드 재킷
스노보드복
스노보드용 슈트
스케이트보드바지
스케이트보드복
스케이트복
스키 재킷
스키복
스키용 바지
스키용 장갑
스포츠 브라
스포츠 코트
스포츠셔츠
스포츠외투
스포츠용 싱글렛
승마바지
승마복
승마용 장갑
승마코트
아동용 수영복
아이스하키복
야구 유니폼
야구복
에어로빅복
여성용 수영복
오토바이용 장갑
요가셔츠
요가용 바지
운전용 장갑
유니타드
유도복
유아용 수영복
인라인스케이트복
자동차운전자용 의류

bik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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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ing shorts
fitted swimming costumes with bra
cups
bib shorts
cyclists' clothing
cyclists' jerseys
cycling shorts
cycling gloves
surf wear
moisture-wicking sports bras
moisture-wicking sports shirts
waterskiing suits
bathing caps
bathing suits

자전거용 의류
주짓수 도복
짧은 소매 스포츠셔츠
체조복
축구복
태권도복
탱키니
테니스반바지
테니스복
테니스용 스커트
튀튀(발레할때 입는치마)
펜싱복
핸드볼복
혼합무술 또는 격투용 파이트쇼츠

clothing for cycling
jiu jitsu suits
sports shirts with short sleeves
clothing for gymnastics
soccer clothing
taekwondo uniforms
tankinis
tennis shorts
tennis dresses
tennis skirts
tutus
fencing wear
handball suits
fight shorts for mixed martial arts or
grappling

2. 기타 운동복 (예시)
겨울스포츠용 파카
겨울스포츠용 펠리스

parkas for winter sports
sweat suits

yoga pants

땀복
런닝복
수분 흡수성 스포츠용 팬츠
스노보드용 장갑
스웨트 쇼츠
스웨트 재킷
스웨트셔츠
스웨트팬츠
스포츠 오버유니폼
스포츠 조끼
스포츠용 바지
스포츠용 저지
스포츠용 점퍼
스포츠용 점프슈트
스포츠재킷
오토바이용 재킷
운동용 바지
운동용 반바지
운동용 셔츠
운동용 스커트
운동용 유니폼
워밍업용 운동복
웜업슈트
윈드재머
조깅 팬츠
조깅슈트
트랙슈트
트랙팬츠
트레이닝복
트레이닝슈트

driving gloves

트레킹용 바지

trekking pants

트레킹용 재킷

trekking jackets

하이킹용 바지

hiking pants

하이킹용 재킷

hiking jackets

후드달린 스웨트셔츠

hooded sweatshirts

bathing drawers
snowboard trousers
snowboard jackets
snowboard suits
snow boarding suits
skateboard pants
skateboard suits
skating outfits
ski jackets
clothing for skiing
ski pants
ski gloves
sports bras
sport coats
sports shirts
sports overcoats
sports singlets
breeches for wear
clothing for horseback riding
riding Gloves
riding coats
bathing suits for children
clothing for ice hockey
baseball uniforms
baseball clothing
aerobics suits
bathing costumes for women
motorcycle gloves
yoga shirts

unitards
clothing for wear in judo practices
swimming suits for infants
clothing for in-line skating
motorists' clothing

pelisses for winter sports
running Suits
moisture-wicking sports pants
snowboard gloves
sweat shorts
sweat jackets
sweat shirts
sweat pants
sports over uniforms
sports vests
sports pants
sports jerseys
windcheaters
jump suits for sports
sports jackets
motorcycle jackets
athletic pants
athletic shorts
athletic shirts
athletic skirts
athletic uniforms
warm-up sportswear
warm up suits
windjammers
jogging pants
jogging suits
tracksuits
track pants
training wear
training suits

25류 G450101

[제25류/G430301, G430302] 등산복
상품의 범위
◦등산시 입는 의류

- 낚시 바구니, 낚시의자(제20류/G4304)
- 낚시용 랜턴(제11류/G3902)
- 낚시용구, 낚시대 케이스(제28류/G4304)
- 낚시용 떡밥(제31류/G4304)

포함되는 상품(예시)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텐트팩(제6류/G430302)
- 등산용 피켈(제8류/G430302)
- 비금속제 텐트팩(제20류/G430302)
- 코펠(제21류/G430302)
- 등산용 텐트(제22류/G430302)
- 이불(제24류/G2606)
- 캠핑용 매트(제20류/G430302)
- 스포츠 의류(제25류/G430301)

포함되는 상품(예시)
등산바지

climbing trousers

등산복

climbing clothes

등산용 장갑

climbing gloves

등산용 조끼

climbing vests

낚시복
낚시용 바지
낚시용 장갑
낚시용 재킷
낚시용 조끼

clothes for fishing
fishing trousers
fishing gloves
fishing jackets
fishing vests

[제25류/G450101] 겉옷, 외투(스포츠의류와 한복
은 제외)
상품의 범위
◦ 겉옷류(스포츠 전용 및 한복은 제외)
◦ 외투류(스포츠 전용 및 한복은 제외)
◦ 위에 준하는 의복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제25류/G430301, G430303] 골프복
상품의 범위
◦골프활동시 입는 의류

- 수술복, 수술용 모자(제10류/G450102)
- 스포츠의류(제25류/G430301)
- 한복(제25류/G4502)
- 속옷, 스웨터, 와이셔츠(제25류/G4503)

협의의 포괄명칭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골프공, 골프채, 골프가방(제28류/G430303)
- 골프벙커 정리용 써레(8류/G430304)
- 골프용 고글(제9류/G3405)
- 골프화, 골프화 가방(제25류/G270101)
- 스포츠 의류(제25류/G430301)

포함되는 상품(예시)
골프바지
골프복
골프셔츠
골프용 넓은 반바지
골프용 스커트
골프용 잠바
골프용 조끼

golf trousers
golfwear
golf shirts
plus fours
golf skirts
golf jumpers
golf vests

외투(스포츠전용 의류 및
한복은 제외)
하의(의복)

overcoats (except wear for exclusive
use for sports and Korean traditional
dress)
bottoms [clothing]

포함되는 상품(예시)
1. 남성복 (예시)
가죽제 슈트
남성정장
슈트
신사바지
양복바지
치마레깅스
콤비
턱시도

suits of leather
men's suits
suits
formal pants
trousers
skirt leggings
combinations [clothing]
tuxedos

2. 여성복 (예시)

[제25류/G430301, G4304] 낚시복
상품의 범위
◦낚시할 때 입는 의류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낚시 줄 절단기(제8류/G310101)

니트드레스
니트스커트
드레스
드레스슈트
미니스커트
숙녀용 바지
숙녀용 슈트
스커트정장

knit dresses
knit skirts
dresses
dress suits
miniskirts
ladies' pants
ladies' suits
skirt 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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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류 G450101
신부 들러리 드레스
여름용 원피스
여성용 바지정장
여성용 슈트
여성용 예복
예복
원피스
웨딩드레스
이브닝 가운
이브닝드레스
점퍼드레스
점퍼스커트
졸업파티용 드레스
칵테일 드레스
타이외르
투피스
피혁제 드레스

bridesmaid dresses
sundresses
trouser suits for women
women's suits
women's ceremonial dresses
ceremonial dresses
one-piece suits
wedding dresses
evening gowns
evening dresses
jumper dresses
pinafore dresses
prom dresses
cocktail dresses
tailleurs
two piece suits
dresses made from skins

3. 유아동복 (예시)
배냇저고리
신생아복
아동복
영유아용 스냅가랑이 셔츠
유아복
유아용 바디슈트
유아용 바지(속옷)
유아용 바지(의류)
유아용 탑

Korean traditional upper garments
(Benet-jeogori)
layettes [clothing]
children's clothing
snap crotch shirts for infants and
toddlers
infants' clothing
baby bodysuits
babies' pants [underwear]
babies' pants [clothing]
baby tops

4. 외투 (예시)
가죽재킷
가죽점퍼
가죽제 코트
개버딘제 옷
그레이트코트
남성용 코트
니트재킷
다운 슈트
다운 코트
더스트코트
더플코트
데님재킷
데님제 코트
롱재킷
롱코트
면 재킷
면제 코트
모닝코트
모직재킷
모피제 외투
모피제 의류
모피제 재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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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ther jackets
leather jumpers
leather coats
gabardines [clothing]
greatcoats
coats for men
knit jackets
down suits
down coats
dust coats
duffle coats
denim jackets
coats of denim
long jackets
long coats
cotton jackets
cotton coats
morning coats
stuff jackets [clothing]
fur cloaks
clothing made of fur
fur jackets

모피제 코트
바람막이 재킷
바람막이용 조끼
반코트
반팔 점퍼
발한용 바지
방한복
방한용 코트
방한재킷
사파리
소매가 있거나 없는 재킷
소매없는 재킷
소매있는 재킷
스모킹재킷
스웨이드 재킷
실크재킷
아노락(파카)
야회복 재킷
양모 재킷
어부용 재킷
여성용 코트
오버코트
윈드재킷
윈드코트
재킷
점퍼
점프슈트
조명반사재킷
조명반사코트
졸업가운
캐시미어 재킷
코트
탑코트
털재킷
트렌치코트
파카
판초
펠리스
프록
피 코트
항공 재킷
헤비재킷

fur coats
wind resistant jackets
wind-resistant vests
half-length coats
short-sleeved jumpers
trousers for sweating
winter clothes
winter coats
winter jackets
safari suits
sleeved or sleeveless jackets
sleeveless jackets
sleeved jackets
smoking jackets
suede jackets
silk jackets
anoraks [parkas]
dinner jackets
wool jackets
fishermen's jackets
coats for women
overcoats
wind-jackets
wind coats
jackets [clothing]
jumpers [pullovers]
jump Suits
light-reflecting jackets
light-reflecting coats
graduation gown
cashmere jackets
coats
top coats
down jackets
trench coats
parkas
ponchos
pelisses
frocks
pea coats
bomber jackets
heavy jackets

5. 겉옷 (예시)
가면무도회복
가우초
가죽바지
가죽옷
겉옷
교복
기모노
기모노용 반오버코트(하오리)

masquerade costumes
gauchos
trousers of leather
clothing of leather
outerclothing
school uniforms
kimonos
short overcoat for kimono (haori)

25류 G4502
기모노용 주름스커트(하카마)

pleated skirts for formal kimonos
(hakama)

기성복
니트바지
더스터(의류)
데님청바지
데님팬츠
드레스팬츠
라운지 팬츠
라텍스 의류
레깅스(바지)
레인팬츠
롤플레잉 게임용 의상

ready-made clothing

리버리
망토
반바지
반바지 세트(의복)
버뮤다 쇼츠
볼레로
블레이저
블루머
블루종
비행용 슈트
빕 오버롤
사냥용 조끼
사리
상복(喪服)
선원 정장
슈트용 바지
스목
스커트
슬랙스
오버롤
오버트라우저
이발사용 스목
인조가죽옷
작업복
작업용 오버롤
작업용 유니폼
장백의(長白衣)
전신기모노(나가기)
제의복(祭依服)
종이옷
진바지
집오프팬츠
청바지
치마바지
치마반바지
카굴(겉옷)
카프리팬츠
카프탄

liveries

knit bottoms
dusters [clothing]
denim jeans
denim pants
dress pants
lounge pants
latex clothing
leggings [trousers]
rain trousers
costumes for use in role-playing
games
cloaks
shorts
short sets [clothing]
bermuda shorts
boleros

캐속
캐쥬얼 팬츠
커버롤
컴뱃 팬츠
케이프
코듀로이 바지
토가
튜닉
트윈세트
패딩재킷
팬츠
페달푸셔
풍선바지
플라스틱제 바지
플리스 반바지
할로윈의상
핫팬츠
헤어드레싱용 케이프
환자용 겉옷

cassocks
casual pants
coveralls
combat pants
capes
corduroy pants
togas
tunics
twin sets
padded jackets
pants (Am.)
pedal pushers
balloon pants
plastic trousers
fleece shorts
halloween costumes
hot pants
hairdressing capes
outerclothing for patients

blazers
bloomers
blousons

[제25류/G450102] 간호사용 유니폼

flight suits

상품의 범위

bib overalls
hunting vests
saris

◦ 간호사용 유니폼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mourning dress
sailor suits
suit trousers
smocks
skirts

- 수술복, 수술용 모자(제10류/G450102)
- 스포츠의류(제25류/G430301)
- 한복(제25류/G4502)
- 내의(속옷), 스웨터, 와이셔츠(제25류/G4503)

slacks

포함되는 상품(예시)

overalls
over-trousers
barber smocks

간호사용 유니폼
약사용 가운

nurse uniforms
gowns for pharmacists

clothing of imitations of leather
dungarees
working overalls

[제25류/G4502] 한복

uniforms for working

상품의 범위

albs
full-length kimonos (nagagi)

◦ 한복, 개량한복

chasubles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paper clothing
jeans
zip-offpants

- 버선(제25류/G450401)
- 망건(제25류/G450501)

blue jeans
culottes
skorts

협의의 포괄명칭
한복

cagoules (outerclothing)
capri pants
kaftans

hanbok [Korean traditional clothing]

포함되는 상품(예시)
동정

collars for Korean traditional
overcoats (Dong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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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류 G4502
두루마기
마고자

Korean topcoats [Durumagi]
Korean outer jackets worn over
basic garment [Magoja]
Korean traditional women's
waistcoats [Baeja]
basic upper garment of Korean
traditional clothes [Jeogori]
hanbok trousers [Korean traditional
clothing]
hanbok undergarments [Korean
traditional clothing]
hanbok skirts [Korean traditional
clothing]

배자
저고리
한복바지
한복속옷
한복치마

[제25류/G4503] 속옷, 스웨터, 셔츠
상품의 범위
◦ 주로 피부에 닿거나 겉옷 안쪽에 입는 옷(속옷/내의)
◦ 위에 준하는 의복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구명재킷(제9류/G3605)
- 스타킹, 만틸라(제25류/G450401)

포함되는 상품(예시)
1. 속옷, 내의
거들
기모노용 속셔츠(주반)
기모노용 속셔츠(코시마키)
나이트가운
남성용 속옷
남자용 팬티
내의
내의용 땀받이
네글리제
니커
니트 속옷
드레싱가운
땀제거용 내의
땀흡수내의
란제리
롬퍼즈
목욕가운
바디 슈트
베드재킷
베이비 돌파자마
베이스레이어 탑
베이스레이어 하의
보디스(속옷)
보디스(코르셋)
보온 내의
복서쇼츠
뷔스티에
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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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rdles
undershirts for kimonos (juban)
undershirts for kimonos (koshimaki)
nightgowns
men's underwear
undershorts
underwear
dress shields
negligees
knickers
knitted underwear
dressing gowns
anti-sweat underwear
sweat-absorbent underwear

브라렛
브래지어
사각팬티
속바지
속셔츠
속옷
속치마
속팬티
수유용 브라
슈미젯
슈미즈
슬립(속옷)
아동용 속옷
어깨끈 없는 브라
여성용 내의
여성용 속내의
여성용 속옷
일본식 잠옷 가운(네마키)
일회용 속옷
임산부용 브라
잠옷
접착식 브라
접착식 브래지어
종이제 속옷
종이제 팬티
직물제 속옷
짧은 페티코트
케미솔
코르셋(속옷)
코슬렛
콤비네이션 내의
테디(속옷)
트리코제 파자마
트리코트제 파자마
파자마
팬티
페티코트
허벅지쉐이퍼

lingerie

2. 스웨터, 셔츠류

rompers

경량 스웨터
긴소매 풀오버
긴소매조끼
긴팔 셔츠
긴팔 속셔츠
긴팔 티셔츠
나이트 드레스
남방셔츠
남성용 잠옷
니트셔츠
니트웨어
니트탑
단추식 알로하 셔츠

bathrobes
body suits
bed jackets
baby doll pyjamas
baselayer tops
baselayer bottoms
bodies [underclothing]
bodices [lingerie]
thermal underwear
boxer shorts
bustiers
bras

bralettes
brassieres
boxer briefs
drawers as clothing
undershirts
undergarments
underskirts
underpants
nursing bras
chemisettes
chemises
slips [underclothing]
children's underwear
strapless brassieres
ladies' underwear
underwear for women
women's underwear
Japanese sleeping robes (nemaki)
disposable underwear
maternity bras
nighties
adhesive bras
adhesive brassieres
paper underwear
paper panties
woven underwear
short petticoats
camisoles
corsets [underclothing]
corselets
combination underwear
teddies [underclothing]
pyjamas [from tricot only]
tricot pajamas
pyjamas
panties
petticoats
thigh shapers

lightweight sweaters
long sleeve pullovers
long sleeved vests
long-sleeved shirts
long-sleeved undershirts
long-sleeved T-shirts
nightdresses
aloha shirts
nightshirts
knit shirts
knitwear [clothing]
knit tops
button-front aloha shirts

25류 G450401
디키(프론트셔츠)
라운드티
면 스웨터
모시 셔츠
모직제 스웨터
반팔 속셔츠
반팔 티셔츠
반팔셔츠
배꼽티
버튼다운셔츠
분리형 칼라
브이넥 스웨터
블라우스
비치웨어
비치커버업
사롱(허리에 감는 천)
셔츠
셔츠요크
셔츠프런트
소매 없는 저지
슈트용 셔츠
스웨터
양모제 풀오버
오픈넥셔츠
옷깃을 단 셔츠
와이셔츠
의류용 칼라
저지
조끼
짧은 소매 셔츠
짧은 조끼
카디건
칼라
칼라커프스
캐시미어제 스웨터
캠프셔츠
커버업(수영복 등의 위에 입는
여성용 겉옷)
커프스
코듀로이 셔츠
탑스(의류)
탱크탑
터틀넥
터틀넥 풀오버
티셔츠
파레오
폴로니트 탑
폴로셔츠
풀오버
피켓셔츠
해변용 의류
홀터탑

dickeys [shirt fronts]
round neck T-shirts

화장옷
후드달린 풀오버

peignoirs
hooded pullovers

cotton sweaters
ramie shirts
wool sweaters
short-sleeved undershirts
short-sleeved T-shirts
short-sleeved shirts

[제25류/G450401] 양말, 스타킹, 비전기식 보온용 발
싸개, 목도리, 숄, 스카프, 넥타이,
방한용 장갑, 방한용 귀덮개
상품의 범위

crop tops
button down shirts
detachable collars
v-neck sweaters
blouses
beachwear
beach cover-ups
sarongs
shirts
shirt yokes
shirt fronts
sleeveless jerseys

◦ 보온이나 치장을 위한 피복중에서 의복, 모자, 마스크를
제외한 것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산업용 방호장갑(제9류/G450403)
- 의료용 탄성스타킹(제10류/G110301)
- 의료용 장갑(제10류/G450402)
- 실금용 기저귀, 의료용 기저귀, 유아용 기저귀(제5류/G110303)
- 절연용 장갑(제17류/G450403)
- 가사용 장갑, 광택용 장갑, 원예용 장갑(제21류/G450403)
- 머리리본(제26류/G4509, G4401, G4510)

shirts for suits

포함되는 상품(예시)

sweaters
fleece pullovers

1. 양말류 (예시)

open-necked shirts

각반(脚絆)
긴목 양말
남성양말
땀흡수 스타킹
땀흡수용 양말
레그워머
레깅스(레그워머)
모직물제 양말
모피 타이츠
무릎스타킹
미끄럼 방지 양말
바디 스타킹
발목양말
발한방지양말
방수양말
방한방지양말
버선
버선커버
보습양말
보온 양말
비전기식 보온용 발싸개
빕타이츠
스타킹
스타킹뒷꿈치를 덧댄 부분
스포츠 양말
슬리퍼 양말
아동용 양말
양말
양말커버
양모양말

collared shirts
dress shirts
collars [clothing]
jerseys [clothing]
waistcoats
short-sleeve shirts
jerkins
cardigans
collars
collar cuffs
cashmere sweaters
camp shirts
coverups
cuffs
corduroy shirts
tops [clothing]
tank tops
turtlenecks
turtleneck pullovers
tee-shirts
pareos
polo knit tops
polo shirts
pullovers
pique shirts
beach clothes
halter tops

spats
trouser socks
men's socks
sweat-absorbent stockings
sweat-absorbent socks
leg-warmers
leggings [leg warmers]
woolen socks
woollen tights
knee-high stockings
non-slip socks
body stockings
ankle socks
anti-perspirant socks
water socks
winter socks
Korean socks (Beoseon)
Korean socks (Beoseon) covers
socks for moisturizing
thermal socks
footmuffs, not electrically heated
bib tights
stockings
heelpieces for stockings
sports socks
slipper socks
children's socks
socks
socks covers
woollen s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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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류 G450401
여성용 양말
운동용 스타킹
운동용 타이츠
일본식 양말
타이츠
토시
팬티스타킹

women's socks
sport stockings
athletic tights
Japanese style socks (tabi)
tights
arm warmers
pantyhose

2. 스카프류 (예시)
기모노용 분리가능한 목도리
(하네리)
네커치프
넥 게이터
넥 튜브 스카프
모피스톨
목도리
바부시카(의류)
반다나(목도리)
방풍용 목도리
방풍용 스카프
보아(모피목도리)
서라피
숄
숄 및 스톨
숄더랩
숄더스카프
스카프
스톨
실크스카프
의류용 숄더랩
의복용 풀라드
트리코제 숄
포켓 스카프
헤드랩(의류)
헤드스카프

detachable neckpieces for kimonos
(haneri)
neckerchiefs
neck gaiters
neck tube scarves
fur stoles
mufflers
babushkas [clothing]
bandanas [neckerchiefs]
wind proofing mufflers
wind proofing scarves
boas [necklets]
serapes
shawls
shawls and stoles
shoulder wraps [clothing]
shoulder scarves
scarfs
stoles
silk scarves
shoulder wraps for clothing
foulards [clothing articles]
shawls [from tricot only]
pocket kerchiefs
head wraps [clothing]
headscarves

3. 넥타이 및 장갑 (예시)
가죽제 방한용 장갑
끈 넥타이
나비넥타이
넥타이
니트장갑
머프
면 넥타이
방한용 장갑
벙어리장갑
실크 넥타이
애스콧타이
의류용 장갑
의복용 장갑
장갑(가죽/수피/모피제 장갑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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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 gloves of leather
bolo ties

4. 기타 의류 (예시)
기모노용 장식띠
기성복 안감
넥워머
땀받이용 머리띠
만틸라
머리띠(의복)
모피 머프
방한용 귀덮개
베일(의복)
비종이제 턱받이
손목밴드(의류)
수녀용 머리수건
수대(手帶)
수면 안대
스웨트밴드
아동용 천 턱받이
양복 장식용 손수건
에이프런
오비(기모노용 장식밴드)
오비매듭용 허리받이
(오비아게신)
오비용 허리받이 홀더밴드
(오비아게)
유아용 비종이제 소매있는 턱받이
유아용 비종이제 턱받이
의류용 장식띠
의류용 호주머니
의복용 머리띠
이어밴드(의류)
일회용 에이프런
천 턱받이
쿨토시
크라바트
타이슬링(사람의 목 등에
착용하는 끈넥타이)
팔토시
퍼러린
헤드 스웨트밴드
헤드밴드

sash bands for kimono (obi)
ready-made linings [parts of clothing]
neck warmers
headbands against sweating
mantillas
headbands [clothing]
fur muffs
ear muffs [clothing]
veils [clothing]
bibs, not of paper
wristbands [clothing]
wimples
maniples
sleep masks
sweatbands
cloth bibs for children
pocket squares
aprons [clothing]
obi [sash bands for kimonos]
obiage-shin [bustles for obi-knots]
bustle holder bands for obi (obiage)
bibs, sleeved, not of paper
babies' bibs, not of paper
sashes for wear
pockets for clothing
headbands for clothing
earbands [clothing]
disposable aprons
cloth bibs
cool wristlets [clothing]
cravates
tie sling
arm sleeves
pelerines
head sweatbands
headbands

bow ties
neckties
knitted gloves
muffs [clothing]
cotton neckties
winter gloves
mittens
silk neckties
ascots
gloves for apparel
gloves [clothing]
gloves including those made of skin,
hide or fur

[제25류/G450403] 휴대용 전자터치스크린장치용
전도성 장갑
상품의 범위
◦ 휴대용 전자터치스크린장치용 전도성 장갑

포함되는 상품(예시)
전자제품 터치기술을 가진
의복용 장갑
전자제품의 터치기술을 가진
장갑용 안감
터치스크린 장치용 방한장갑

gloves for clothing having touch
technology of electronic products
linings for gloves having touch
technology of electronic products
warm gloves for touchscreen devices

25류 G4508

[제25류/G450501] 모자
상품의 범위
◦ 모자
◦ 모자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보호헬멧(제9류/G450502)
- 수술용 모자(제10류/G450102)
- 수영모자(제25류/G430301)

페도라
헬멧용 라이너(모자)
후드

caps headwear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죽제 모자
골프용 모자
관(冠)
나이트캡
남바위

◦ 방한용 마스크 (의류)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니트모자
망건
모자챙
모자틀
모피 모자
발라클라바
베레모
보닛(모자)
사초 모자(사초로 엮은 삿갓)
샤워캡
소형 모자
스키모자
스타킹 캡모자
스포츠용 캡모자 및 모자
썬캡
야구모자
양모제 모자
어린이용 모자
요리사용 모자
우모(雨帽)
의류아이템용 종이 모자
의류용 두건
의류용 헤드기어
종이 모자
주교관(主敎冠)
챙달린 모자
터번
테없는 모자
토크(모자)
톱햇
파티용 모자
패션모자

- 화장용 마스크(제3류/G1201, S120907, S128302)
- 방독면, 방호용 마스크(제9류/G450603)
- 의료용 호흡마스크(제10류/G450602)
- 펜싱용 마스크(제28류/G430301)

포함되는 상품(예시)

golf caps
nightcaps
Korean traditional winter caps
(Nanbawi)
knitted caps
Korean headbands made of
horsehair (Manggon)
cap peaks
hat frames [skeletons]
fur hats

방한용 마스크(의류)

winter face masks(clothing)

비의료 또는 비위생용 얼굴
가리개(의류)

face coverings [clothing], not for
medical or sanitary purposes

비의료 또는 비위생용 얼굴
마스크(의류)

face masks [clothing], not for
medical or sanitary purposes

[제25류/G4508] 의복용 벨트

balaclavas

상품의 범위

tams
bonnets

◦ 의복용 벨트(의복용 허리띠)

sedge hats (suge-gasa)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shower caps
small hats
ski hats
stocking caps

- 구명벨트(제9류/G3605)
- 유아를 업기위한 멜빵주머니(제18류/G2501)
- 소매 흐름방지용 탄력밴드(제26류/G4508)

sports caps and hats

협의의 포괄명칭

sun caps
baseball caps and hats

의복용 벨트

woolly hats

rain hats
paper hats for use as clothing items
hoods [clothing]
headgear for clothing
paper hats [clothing]
mitres [hats]
caps with visors
turbans
skull caps
toques
top hats
party hats [clothing]
fashion hats

belts [clothing]

포함되는 상품(예시)

children's headwear
chefs' hats

hoods

상품의 범위

leather headwear
Korean traditional hats (Gwan)

helmet liners [headwear]

[제25류/G450601] 방한용 마스크(의류)

협의의 포괄명칭
모자

fedoras

가죽제 벨트(혁대)
가터
각반용(脚絆用) 대님
기모노용 랩벨트(다테마키)
기모노용 조임끈(다테지메)

belts made of leather

기모노용 허리끈(코시히모)
남성용 서스펜더 벨트
대님

waist strings for kimonos (koshihimo)

서스펜더 벨트
스타킹 서스펜더
양말서스펜더
여성용 서스펜더 벨트

suspender belts

garters
gaiter straps
wrap belts for kimonos (datemaki)
tightening-up strings for kimonos
(datejime)
suspender belts for men
hanbok trousers straps(Korean
traditional clothing)
stocking suspenders
sock suspenders
suspender belts for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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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류 G4508
웨딩 가터
의류용 멜빵
의류용 벨트
의복용 혁대
인조가죽제 벨트
임부용 복부밴드(의복)
직물제 벨트
직물제 벨트(의류)
턱시도 벨트
하오리용 결속끈(하오리-히모)
허리끈

wedding garters
suspenders [braces]
belts for clothing
leather belts [clothing]
belts made from imitation leather
pregnancy belly bands (clothing)
belts made out of cloth
textile belts [clothing]
tuxedo belts
string fasteners for haori (haori-himo)
waistbands

[제25류/G4513] 방수용 피복
상품의 범위
◦ 방수용 피복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방화 피복, 잠수복(제9류/G4507)
- 방한재킷(제25류/G450101)

포함되는 상품(예시)
레인 케이프
레인코트
모터사이클용 방수용 슈트
방수바지
방수용 재킷
방수용 재킷 및 팬츠
방수용 피복
방수재킷
우비
우의
일회용 우의
코트식 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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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 capes
raincoats
waterproof suits for motorcyclists
waterproof pants
waterproof jackets
waterproof jackets and pants
waterproof clothing
rainproof jackets
rainwear
rain suits
disposable raincoat
rainc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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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스, 장식용 끈 및 자수포, 의류장식용 리본 및 나비매듭리본; 단추, 훅
및 아이(hooks and eyes), 핀 및 바늘; 조화(造花); 머리장식품; 가발
(Lace, braid and embroidery, and haberdashery ribbons and bows; buttons,
hooks and eyes, pins and needles; artificial flowers; hair decorations;
false hair)

본류에는 주로 재봉용품, 착용을 위한 천연 또는 인조 모발, 머리장식품 및 타류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물품장식용 소형 장식용품이 포함된다.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가발, 부분가발, 인조턱수염
바레뜨, 헤어밴드
의류장식용 또는 머리장식용품용 여러 재질로 된 리본 및 나비매듭리본
선물포장용 비종이제 리본 및 나비매듭리본
머리망
버클, 지퍼
참(장신구, 열쇠고리 또는 열쇠체인용은 제외)
조명을 포함한 크리스마스용 조화화관
헤어컬용품(예: 전기식 및 비전기식 헤어컬러(수동식은 제외), 헤어컬링핀, 헤어컬용 종이)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인조 속눈썹(제3류)
- 금속제 소형 훅(제6류) 또는 비금속제 고리(제20류), 커튼용 훅(제20류)
- 특수한 형태의 특정 바늘(예: 문신바늘(제8류), 측량용 나침반(제9류), 의료용 바늘(제10류),
완구용 볼공기주입기용 바늘(제28류))
- 수동식 헤어컬러(예: 컬용 인두, 속눈썹인두)(제8류)
- 인조모발(제10류)
- 참(장신구), 열쇠고리 또는 열쇠체인용 참(제14류)
- 특정 리본 및 나비매듭리본(예: 종이제 리본 및 나비매듭리본(의류장식용 및 머리장식용은
제외)(제16류), 리듬체조용 리본(28류))
- 직물용 실(絲)(제23류)
- 합성수지제 크리스마스트리(제28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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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류 G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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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류/G120402] 가발, 장식용 수염

26류

상품의 범위
◦ 가발, 장식용 수염

【포괄상품명칭 목록】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포괄상품명칭

유사군코드 (구)포괄코드

전기식 및 비전기식 헤어컬러(수동식은 제외)
(hair curlers, electric and
non-electric, other than hand
implements)

G120401, N26004
G390602

실을 제외한 재봉용품
(haberdashery [dressmakers'
articles], except thread)

G1824,
G3102,
G3817,
G4510

N26003

귀금속제 바늘
(needles of precious metal)

G3102,
G3811,
G3817

N26002

바늘
(needles)
레이스 및 자수포(刺繡布)
(laces and embroidery)

G4401,
G4509,
G4510,
G4902

포함되는 상품(예시)

N26001

[제26류/G120401] 머리염색용 캡, 비전기식 헤어롤러
상품의 범위
◦머리염색용 캡, 비전기식 헤어롤러
◦ 헤어컬용 종이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인조손톱, 인조속눈썹, 화장용 접착제, 화장용 면봉(제3류/
G120401)
- 오렌지 스틱(매니큐어 기구)(제8류/G120401)
- 휴대용 화장품 케이스(내용물이 없는 것)(제18류/G120401)
- 비전기식 화장용 솔, 향수분무기, 빗, 화장용 콤팩트(제21류/
G120401)
- 비누갑(제21류/G1825)
- 화장제거용 천(제24류/G120401)
- 가발, 장식용 수염(제26류/G120402)
- 댕기, 머리 리본(제26류/G4509, G4401, G4510)

포함되는 상품(예시)
머리염색용 캡
모발염색용 호일
비전기식 헤어롤러
비전기식 헤어컬러(수동식 제외)

hair colouring caps

헤어컬용 종이
헤어프로스팅용 알루미늄제
호일시트
헤어프로스팅용 캡

hair curling papers

hair coloring foils
non-electric hair rollers
hair curlers, other than hand
implements, non-electric
aluminium foil sheets for hair frosting
hair frosting caps

- 인조손톱, 인조속눈썹, 화장용 접착제, 화장용 면봉
(제3류/G120401)
- 오렌지 스틱(매니큐어 기구)(제8류/G120401)
- 휴대용 화장품 케이스(내용물이 없는 것)(제18류/G120401)
- 비전기식 화장용 솔, 향수분무기, 빗, 화장용 콤팩트(제21류/
G120401)
- 비누갑(제21류/G1825)
- 댕기, 머리 리본(제26류/G4509, G4401, G4510)
- 머리염색용 캡, 비전기식 헤어롤러(제26류/G120401)

가발
가발 장착용 고정구
광대용 가발
머리가발부착용 가발테이프
부분 가발
붙임머리
인모
인조콧수염
인조턱수염
일본식 가발(카모지)

plaited hair
fasteners for affixing wigs
clown wigs
toupee tape for affixing a toupee to
the head
hair pieces
hair extensions
human hair
false moustaches
false beards
false hair for Japanese hair styling
(kamoji)

일본식 부분가발(카미신)
장식용 수염
타보미노(일본식 헤어스타일링용
뒷부분 가발)

hairpieces for Japanese hair styling
(kamishin)
ornamental mustaches (beards)
tabomino [back-hairpieces for
Japanese hair styling]

[제26류/G1808] 경기용 번호표
상품의 범위
◦ 경기용 번호표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간판, 금속제 표지판, 금속제 표찰(제6류/G1808)
- 발광성 가옥번호판(제11류/G1808)
- 종이제 또는 판지제 간판(제16류/G1808)
- 목제간판, 플라스틱제 간판, 비금속제 표찰(제20류/G1808)
- 직물제 라벨(제24류/G1808)

포함되는 상품(예시)
경기용 번호표
비직물제 경기용 번호표
직물제 경기용 번호표

competitors' numbers
competitors' numbers, not of textile
competitors' numbers of textile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619

26류 G1824

[제26류/G1824] 바늘꽂이, 바늘쌈지, 재봉상자, 재봉용
받침대

- 단추, 지퍼(제26류/G4510)
- 매트, 비직물제 벽걸이, 카펫(제27류/G2602)

상품의 범위
◦ 재봉 또는 바느질용품(실과 바늘은 제외)

포함되는 상품(예시)
러그훅

rug hooks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다리미, 비전기식 재봉인두(제8류/G1824)
- 가열다리미용 히터(제11류/G1824)
- 자수용 도안형지, 재봉용 초크(제16류/G1824)
- 수틀, 목제 실패(제20류/G1824)
- 다림질대(제21류/G1824)
- 자수용 도안직물(제24류/G1824)
- 뜨개바늘(제26류/G3102)
- 재봉틀용 바늘(제26류/G3817)

포함되는 상품(예시)
곤충용 핀
귀금속제 바늘상자
귀금속제 바늘쌈지
귀금속제 바늘카세트
바늘꽂이
바늘상자
바늘쌈지
바늘에 실꿰는 기구
바늘카세트
바늘통
비귀금속제 바늘상자
세팅핀
자수용 실 또는 울 고정용 실패
(기계부품 제외)
재봉상자
재봉용 골무
재봉용 바구니
재봉용 받침대
편물코풀림방지기구
표시용 핀
핀꽂이
핀꽂이 및 바늘꽂이

entomological pins
boxes of precious metal for needles

[제26류/G2702] 구두끈, 구두 트리밍
상품의 범위
◦ 비귀금속으로 만든 구두용 장식품
◦ 위에 준하는 구두용 장식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구두장신구(제14류/G2702)
- 스케이트화용 가죽끈(제18류/G2702)
- 구둣골, 구둣주걱(제21류/G2702)
- 구두꿰매는 실(제22류/G2702)
- 신발(제25류/G270101)

needle cases of precious metal

포함되는 상품(예시)

needle cassettes of precious metal
needle cushions
boxes for needles
needle pouches (Ssamji)
needle-threaders
needle cassettes
needle cases
needle cases, not of precious metal
setting pins
bobbins for retaining embroidery
floss or wool [not parts of machines]
sewing boxes
sewing thimbles

구두 및 부츠용 금속제 파스너
구두끈
구두버클
구두용 파스너
구두용 훅
구두트리밍
비귀금속제 구두장식
신발 끈
신발용 금속장식
신발용 금속제 파스너
신발용 아이릿

metal fasteners for shoes and boots
shoe laces
shoe buckles
shoe fasteners
shoe hooks
shoe trimmings
shoe ornaments not of precious
metal
laces for footwear
metal ornaments for footwear
metal fasteners for footwear
shoe eyelets

sewing baskets
darning lasts
stitch holders for use in knitting

[제26류/G3002] 커튼상단부용 테이프

marking pins

상품의 범위

pin cushions
pin and needle cushions

◦ 커튼상단부용 테이프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제26류/G2602] 러그훅
상품의 범위

- 금속제 고리, 금속제 자물쇠(전기식은 제외)(제6류/G3002)
- 전기식 자물쇠(제9류/G3002)
- 플라스틱제 열쇠카드(인코딩 및 자기식 제외)(제20류/G3002)

포함되는 상품(예시)

◦ 러그훅(Rug hooks)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구두흙털이용 금속제 매트(제6류/G2602)
- 종이제 식탁장식품, 비맞춤식 종이제 가구커버(제16류/G2602)
- 가구용 가죽제 커버(제18류/G2602)
- 동물박제, 실내용 블라인드, 비직물제 벽면장식(제20류/G2602)
- 직물제 식탁장식품, 직물제 소파덮개
(제24류/G2602)

620

유사상품 심사기준

커튼상단부용 테이프

tapes for curtain headings

[제26류/G3102] 바늘(재봉틀용은 제외)
상품의 범위
◦ 바늘(재봉틀용은 제외)

26류 G450401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주사침, 봉합바늘(제10류/ G110101)
- 메리야스 기계용 편침(제26류/G3811)
- 가정용 재봉틀 바늘, 공업용 재봉틀 바늘(제26류/G3817)

협의의 포괄명칭
바늘(재봉틀용은 제외)

needles (not for sewing machines)

포함되는 상품(예시)
다다미 바늘
뜨개바늘
레이스바늘
마구용 바늘
손뜨개 바늘
자수용 바늘
재봉용 바늘
제본용 바늘
제화용 바늘
짜깁기용 바늘
캔버스용 바늘
코바늘
코바늘 뜨개질용 갈고리 바늘
타원형 구멍의 재봉용 바늘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정용 재봉틀 바늘

sewing machine needle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재봉틀 바늘통

sewing machine needle cases for
household purposes

공업용 재봉틀 바늘

sewing machine needles for industrial
purposes
sewing machine needle cases for
industrial purposes
sewing machine needles

공업용 재봉틀 바늘통
재봉틀용 바늘

tatami needles
bodkins
lacing needles

[제26류/G390602] 전기식 헤어컬러(수동식은 제외)

saddlers' needles
hand-knitting needles
embroidery needles
sewing needles
binding needles
shoemakers' needles
darning needles

상품의 범위
◦ 전기식 헤어롤러 (수동식은 제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헤어컬링용 수동기구(제8류/G3107)
- 비전기식 헤어롤러(제26류/G120401)

canvas needles

포함되는 상품(예시)

crochet needles
crochet hooks
sewing needles with an oval eye

전기가열식 헤어컬러(수동식은
제외)
전기식 헤어롤러
전기식 헤어컬러(수동식은 제외)

[제26류/G3811] 소모기(梳毛機)용 바늘, 어망제조용 북
상품의 범위
◦ 소모기용 바늘
◦ 어망제조용 북

hair-curlers, electrically heated,
other than hand implements
electric hair rollers
hair curlers, electric, other than hand
implements

[제26류/G390702] 휴대폰 장식용 참
상품의 범위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섬유기계(제7류/G3811)
- 뜨개바늘, 재봉용 바늘(제26류/G3102)

포함되는 상품(예시)
메리야스기계용 편침
소모기용(梳毛機用) 바늘
어망 제조용 북

hosiery loom needles

◦휴대폰을 장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신구 등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열쇠고리(장신구 또는 장식용 줄이 달린 분할 링) (제14류/ G3002)
- 자수직물제 팔찌(장신구), 모자장신구
(제14류/G4509,G4401,G4510)
- 전기통신기기, 휴대폰 케이스(제9류/G390702)

needles for wool combing machines

포함되는 상품(예시)

shuttles for making fishing nets

휴대폰 장식용 참
휴대폰용 장식참

cellular phone accessory charms
decorative charms for cellular phones

[제26류/G3817] 재봉틀용 바늘
상품의 범위

[제26류/G450401] 의류용 어깨 패드

◦ 재봉틀용 바늘통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재봉기계(제7류/G3817)
- 뜨개바늘(제26류/G3102)
- 소모기용 바늘(제26류/G3811)

상품의 범위
◦ 의류용 어깨 패드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실금용 기저귀, 의료용 기저귀, 유아용 기저귀(제5류/G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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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류 G450401
- 의료용 탄성스타킹(제10류/G110301)
- 의료용 장갑(제10류/G450402)
- 가사용 장갑, 광택용 장갑, 원예용 장갑(제21류/G450403)
- 목도리, 넥타이, 숄, 방한용 귀덮개, 양말, 스타킹(제25류/
G450401)
- 머리리본(제26류/G4509, G4401, G4510)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슴 리프트 테이프
의류용 실리콘 브라패드

breast lift tapes

의류용 어깨패드

shoulder pads for clothing

제거가능한 브래지어용 패드

removable pads for brassieres

제거가능한 실리콘제 가슴
강화패드(의류 부속품)
제거가능한 실리콘제 둔부
강화패드(속옷 부속품)

removable silicone breast enhancer
pads [clothing accessories]

silicone bra pads for clothing

removable silicone buttock enhancer
pads [undergarment accessories]

[제26류/G4508] 소매 흐름방지용 탄력밴드
상품의 범위
◦ 소매흐름방지용 탄력밴드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의복용 벨트(제25류/G4508)

포함되는 상품(예시)
사이클선수 바지흐름방지용
클립
소매흐름방지용 탄력밴드

trouser clips for cyclists
expanding bands for holding sleeves

[제26류/G4509, G4401, G4510] 머리장식용품, 의류
부착용 셔닐사(絲) 장식
상품의 범위
◦ 생활용 소품, 휴대품 등 장식을 위한 작은 장식품
◦ 머리장식용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귀금속제/보석제 장신구(제14류/G4509, G4401, G4510)
- 묵주(제14류/G4509, G4401, G4510)

협의의 포괄명칭
머리장식용품

decorative articles for the hair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장자리 장식용 레이스
가장자리용 레이스
가장자리용 술장식
귀금속제 벨트 버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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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e trimmings
lace for edgings
fringes
belt buckles of precious metals

꽃줄장식
나비매듭 머리리본
나비모양 머리리본
다리
댕기
동양식 머리핀
둥근머리끈(슈슈)
레이스
레이스(자수레이스는 제외)
레이스제 프릴
린넨 마크용 글자천조각
린넨 마크용 모노그램 천조각
린넨 마크용 숫자 또는 글자천
조각
린넨 마크용 숫자천조각
머리 웨이브핀
머리고무줄
머리리본
머리망
머리방울(폼폼)
머리싸개용 머리장식품

festoons [embroidery]
hair bows
bows for the hair
Korean hairpieces (Dari)
pigtail ribbons for Korean hair style
(Daeng-gi)
oriental hair pins
round hair ties (chouchou)
lace
laces [except embroidery laces]
frills [lacework]
letters for marking linen
monogram tabs for marking linen
numerals or letters for marking linen
numerals for marking linen
waving pins for the hair
hair elastics
hair ribbons
hair netting
top-knots [pompoms]
hair ornaments in the nature of hair
wraps

머리핀
머리핀 및 헤어그립
모자 트리밍
모자밴드
모자핀(장신구는 제외)
모직제 레이스
벨트버클
보비핀(머리핀)
보빈 레이스
보석 제조용 이외의 비즈
(장신구)
보조헴
복주머니

hair pins

부착스팽글장식
비귀금속제 머리장식용품

attachable spangle ornaments

비귀금속제 모자핀(장신구는
제외)
비귀금속제 배지

hat pins of precious metal, other than
jewellery

비귀금속제 버클(의류액세서리)

hair pins and hair grips
hat trimmings
hat bands
hat pins, other than jewelry
woollen laces
belt buckles
bobby pins
bobbin laces
beads other than for making jewelry
[haberdashery]
false hems
bok jumeoni[Korean traditional
lucky pouches for clothing
decoration]
hair ornaments (not of precious
metal)

badges for wear, not of precious
metal
buckles, not of precious metal
[clothing accessories]

비귀금속제 벨트장식

belt ornaments (not of precious
metal)

비귀금속제 비녀

Korean ornamental hairpins
(Beenyer) (not of precious metal)

비귀금속제 장식용 배지

ornamental novelty badges (not of
precious metal)

비귀금속제 조인트(귀걸이의
보석과 고정장치의 이음용 부품)

joint not of precious metal (connecting
parts for jewelry and fastening of
earings)
pad not of precious metal (stand for
attaching jewelry of earing)

비귀금속제 패드(귀걸이의 보석
안착용 받침)

26류 G4509, G4401, G4510
비귀금속제 헤어 챕스틱
비귀금속제 헤어그립
비귀금속제 헤어발렛
비귀금속제 헤어버튼
비귀금속제 헤어보우
비귀금속제 헤어클립
비귀금속제 헤어패스너
비귀금속제 휘장(徽章)
비금속제 메달
비보석제 브로치
비보석제 스카프클립
비즈(보석 제조용은 제외)
빗 형태의 머리장식용품
서스펜더용 버클
선글라스 표면 부착용 라인스톤
장식
선물포장용 비종이제 리본 및
나비매듭리본
선물포장용 직물제 나비리본
선물포장용 직물제 리본
섬유 소재의 리본
섬유제품수선용 가열접착식
패치
섬유제품장식용 가열접착식
패치
세라믹제 비즈(보석 제조용은
제외)
소매 홀딩용 완장
소매장식용 술
수공예용 비즈
스커트용 주름장식
스팽글장식
스포츠팀 멤버 포지션 결정용
암밴드
아플리케
암밴드(의류 부속품)
야광스프링줄
오비용 특수끈클립(오비-도메)
옷핀(비귀금속제)
완장
완장(군사 완장)
유리제 머리핀
유리제 비즈(보석 제조용은
제외)
의류 부착용 가장자리장식
의류 부착용 셔닐사(絲) 장식
의류액세서리용 귀금속제 버클

hair chopsticks not of precious metal

의류액세서리용 깃털
의류액세서리용 버클
의류액세서리용 브로치
의류액세서리용 새깃털

feathers [clothing accessories]

의류액세서리용 타조깃털
의류용 가장자리장식

hair grips (not of precious metal)
hair barrettes not of precious metal
hair buttons not of precious metal
hair bows not of precious metal
hair slides (not of precious metal)
hair fasteners not of precious metal
insignia (not of precious metal)
medal (not of metal)
brooches, other than jewelry
scarf clips not being jewelry
beads, other than for making jewellery
hair ornaments in the form of combs
buckle for suspender
rhinestone ornament attached to the
surface of sunglasses
ribbons and bows, not of paper, for
gift wrapping
textile bows for gift wrapping
ribbons of textile for gift wrapping
ribbons of textile materials
heat adhesive patches for repairing
textile articles
heat adhesive patches for decoration
of textile articles [haberdashery]
ceramic beads, other than for making
jewelry
armbands for holding sleeves
tassels [haberdashery]
beads for handicraft work
skirt flounces
mica spangles
arm bands for designating team
member positions in sports activities
appliques [haberdashery]
arm bands [clothing accessories]
night glow spring straps
special sash clips for obi (obi-dome)
pins not of precious metal
brassards
brassards [military armbands]
pins with glass heads
glass beads, other than for making
jewelry
passementerie
chenille [passementerie]
buckles of precious metal [clothing
accessories]
buckles [clothing accessories]
brooches [clothing accessories]
birds' feathers [clothing
accessories]
ostrich feathers [clothing
accessories]
edgings for clothing

의류용 귀금속제 벨트버클
의류용 버클
의류용 벨트버클
의류용 부착장식끈
의류용 비귀금속제 벨트버클
의류용 스팽글
의류용 자수패치
의류용 장식테두리 및 테두름
의류용 주름장식
의류용 직물제 패치
의류장식용 나비매듭리본
의류장식용 리본
의류장식품
의복용 자수배지
인조 코사지
일본식 머리 장식술(모토요이)

belt buckles of precious metal [for
clothing]
clothing buckles
belt buckles for clothing
cords for rimming, for clothing
belt buckles, not of precious metal,
for clothing
spangles for clothing
embroidered patches for clothing
borders and edgings for clothing
frills for clothing
cloth patches for clothing
haberdashery bows
haberdashery ribbons
trimmings for clothing
embroidered badges for clothing
artificial corsages
hair tassel strings for Japanese hair
styling (motoyui)

일본식 머리리본(테가라)

hair ribbons for Japanese hair styling
(tegara)

일본식 스타일 머리 장식술
(네가케)
일본식 스타일 백-헤어피스
고정핀(타보도미)
일본식 스타일 백-헤어피스
(타보미노)
일본식 시뇽(마게)

hair tassel ornaments for Japanese
hair styling (negake)

일본식 장식빗(마루구치)

ornamental combs for Japanese
hair styling (marugushi)

일본식 장식용 머리핀(코자이)

ornamental hair pins for Japanese
hair styling (kogai)

자수 패치
자수제 팬시상품
자수휘장
자카드 레이스
장미모양장식
장식용 깃털(의류 부착용
가장자리장식)
장식용 끈
장식용 리본
장식용 배지
장식용 의류패치
장식용 직물제 나비리본

embroidery patch

장식용 직물제 리본
장식핀(장신구는 제외)
재킷용 장식 접착패치
직물용 아플리케(장신구)
직물제 리본
직물제품 수선용 패치
참(보석/열쇠고리 또는
키체인용은 제외)
탄성리본
테두리 장식용 끈

back-hairpieces fixing pins for
Japanese hair styling (tabodome)
back-hairpieces for Japanese hair
styling (tabomino)
chignons for Japanese hair styling
(mage)

fancy goods [embroidery]
embroidered emblems
jacquard lace
rosettes [haberdashery]
feathers for ornamentation
[passementerie]
braids
decorative ribbons
ornamental novelty badges [buttons]
ornamental cloth patches
ornamental bows of textile for
decoration
ornamental ribbons of textile
ornamental novelty pins, other than
jewellery
ornamental adhesive patches for
jackets
fabric appliques [haberdashery]
ribbons of textile
patches for repairing textile articles
charms, other than for jewelry, key
rings or key chains
elastic ribbons
cords for tri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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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류 G4509, G4401, G4510
포니 테일 홀더 헤어리본
포니테일 끈
포장 및 용기용 직물제 리본
포장용 직물제 나비리본
포장용 직물제 리본
피복용 끈
피코
헤어 곱창밴드
헤어 바레뜨
헤어그립
헤어밴드(장신구)
헤어버클
헤어슬라이드
헤어용 고무밴드
헤어용 리본
헤어용 조개클립
헤어컬링핀
혁대고리
혁대용 버클
훈장리본
휴대폰액세서리용 레이스

ponytail holders and hair ribbons
ponytail holders
ribbons of textile for packaging and
for wrapping
textile bows for wrapping
ribbons of textile for wrapping
cords for clothing
picot [lace]
hair scrunchies
hair barrettes
hair grips
hair bands
hair buckles
hair slides
rubber bands for hair
ribbons for the hair
clam clips for hair
hair curling pins
belt clasps
strap buckles
prize ribbons
lace for cellphone accessories

[제26류/G4510] 단추, 지퍼
상품의 범위
◦ 단추, 지퍼, 의류용 아이릿(Eyelets)
◦ 위에 준하는 것으로 의류, 가방 등의 특정부분을 열고 닫는데
사용하는 물품

블라우스용 파스너
선물용 단추
셔츠단추
슬라이드 파스너 및 그 부품
슬라이드 파스너(지퍼)
아이릿(장신구)
의류용 갈고리 단추
의류용 단추
의류용 아이
의류용 아이릿
의류용 파스너
의류용 훅
의복용 고리
장식용 장식단추
장신구용 훅
지퍼
지퍼풀
직물로 덮혀진 자기식 단추
칼라 스테이
칼라 지지대
캠페인용 단추
코르셋 가슴살대
코르셋용 훅
타비용 훅(코하제)
프레스 단추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방용 죔쇠
가방용 지퍼
갈고리 단추 매직테이프
걸쇠용 파스너
노벨티 단추
단추
드레스용 파스너
똑딱단추

clasps for bags

란제리 부속품(장신구)
란제리 테이프
리벳단추
매직테이프
바지멜빵용 파스너
브래지어용 언더와이어
브래지어용 파스너

fittings for lingerie [haberdash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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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ppers for bags

novelty buttons
buttons
dress body fasteners
snap fasteners [press fasteners and
press studs]
lingerie tapes
rivet buttons
hook and pile fastening tapes
fastenings for suspenders
underwires for brassieres
fasteners for brassieres

shirt buttons
slide fasteners and parts thereof
slide fasteners [zippers]
eyelets [haberdashery]
hooks and eyes
buttons for clothing
eyes for clothing
eyelets for clothing
fastenings for clothing
clothing hooks [fasteners]
loops for clothing
ornamental novelty buttons
hooks [haberdashery]
zippers
zipper pulls
magnetic buttons covered in fabric
collar stays
collar supports
campaign buttons
whalebones for corsets
hooks for corsets
hooks for tabi (Kohaze)
press buttons (dressmaking articles)

상품의 범위
◦ 주로 종이, 직물,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인조 꽃(花)
◦ 위에 준하는 인조식물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생화(生花) (제31류/G0212)
- 인조과일(제26류/G5205)
- 생화화환, 장식용 건조식물(제31류/G4512)

hook and eye fastening tape
clasp fasteners

gift buttons

[제26류/G4512] 조화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커프스 단추(제14류/G4510)
- 단추고리(제21류/G4510)
- 구두용 파스너, 구두용 훅, 신발용 아이릿(제26류/G2702)

blouse fasteners

포함되는 상품(예시)
실내 인조나뭇잎
야외 인조단풍
의류 부착용 인조 꽃

indoor artificial foliage

인조 나무(크리스마스트리는
제외)
인조 분재 나무
인조 원예장식품
인조나뭇잎
인조식물(크리스마스트리는
제외)
조명을 포함한 크리스마스용
조화화관

artificial trees [other than Christmas
trees]

outdoor artificial foliage
artificial blossoms for attachment to
clothing

artificial bonsai trees
artificial topiaries
artificial foliage
artificial plants, other than Christmas
trees
artificial Christmas garlands
incorporating lights

26류 G5205
조명을 포함한 크리스마스용
조화화환
조화(造花)
조화꽃꽂이
조화화관
조화화관 및 화환
조화화환(造花花環)
종이제 조화(造花)
직물제 조화(造花)
크리스마스용 조화화관
크리스마스용 조화화환
플라스틱제 조화(造花)
혼상용 조화화환

artificial Christmas wreaths
incorporating lights
artificial flowers
artificial flower arrangements
artificial garlands
artificial garlands and wreaths
wreaths of artificial flowers
artificial flowers of paper
artificial flowers of textile
artificial Christmas garlands
artificial Christmas wreaths
artificial flowers of plastics
wreaths of artificial flowers for
marriages and funerals

[제26류/G4902] 금자수포, 은자수포, 자수레이스용 원단
상품의 범위
◦ 주로 자수와 레이스용으로 사용하는 편물원단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메리야스 원단(제24류/G4902)
- 조화(造花) (제26류/G4512)

포함되는 상품(예시)
금자수포(刺繡布)
은자수포(刺繡布)
의복용 금자수포
의복용 은자수포
의복용 자수포
자수레이스 원단
자수포(刺繡布)
편물레이스 원단

gold embroidery
silver embroidery
gold embroidery for garments
silver embroidery for garments
embroidery for garments
embroidery lace fabrics
embroidery
knitted lace fabrics

[제26류/G5205] 인조과일, 야채모조품
상품의 범위
◦ 주로 장식이나 미관용으로 사용하는 모조 과일, 야채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모형제작용 재료, 건축모형(제16류/G5205)
- 교육용 동식물모형(제16류/G5205)
- 양복용 인체모형, 재단용 인체모형(제20류/G5205)
- 인조알(제21류/G5205)
- 조화(造花) (제26류/G4512)

포함되는 상품(예시)
야채 모조품

artificial vegetables

인조과일

artificial f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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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 류

카펫, 융단, 매트, 리놀륨 및 기타 바닥깔개용 재료; 비직물제 벽걸이
(Carpets, rugs, mats and matting, linoleum and other materials for covering
existing floors; wall hangings, not of textile)

본류에는 주로 완공된 마루 및 벽 등에 붙이는 비품이 포함된다.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자동차용 카펫
마루깔개용 매트(예: 욕실용 매트, 현관매트, 체조용 매트, 요가매트)
인조잔디
직물제 벽지 포함 벽지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금속제 바닥재 및 마루타일(제6류), 비금속제 바닥재 및 마루타일(제19류),
목제 바닥판(제19류)
- 전열식 카펫(제11류)
- 지반용 직물(제19류)
- 유아 놀이틀용 깔개(제20류)
- 직물제 벽걸이(제2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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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류 G2602

제

27류

포함되는 상품(예시)
거적
고자 자리
꽃무늬패턴 자리

【포괄상품명칭 목록】
포괄상품명칭

유사군코드 (구)포괄코드

벽지 및 카펫
(wallpaper and carpet)

G210102, N27001
G2602

straw mats (Geojeok)
goza rush mats
rush mats with floral patterns
(hana-mushiro)
tatami mats

다다미 매트
돗자리
레저시트(돗자리)
멍석
자리
화문석

mats made of straw, rush and/or vinyl
leisure sheet
straw mats
rush mats
reed mats

[제27류/G1817] 애완동물용 급식매트
상품의 범위

[제27류/G210102] 벽지

◦ 애완동물용 급식매트

상품의 범위

포함되는 상품(예시)
애완동물용 급식매트

pet feeding mats

[제27류/G1825] 욕실용 매트
상품의 범위

◦ 벽지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화학시험지(제1류/G210101)
- 부활절 달걀 착색용지(제2류/G210101)
- 방충지(제5류/G210101)
- 종이(제16류/G210101)
- 석면지(제17류/G210101)

◦ 주로 세면장, 욕실에서 사용하는 매트류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욕조, 샤워기(제11류/G1825)
- 유아용 휴대식 목욕통(제21류/G1825)
- 직물제 샤워커튼, 플라스틱제 샤워커튼(제24류/G1825)
- 돗자리, 멍석, 화문석(제27류/G1902)
- 카펫(제27류/G2602)

포함되는 상품(예시)
규조토제 욕실 매트
욕실용 고무제 매트
욕실용 매트
욕실용 미끄럼 방지매트
욕조용 직물제러그
종이제 욕실용 매트
직물제 욕실 매트
플라스틱제 욕실 매트

diatomite bath mats
bath mats of rubber
bath mats
non-slip mats for baths
fabric bathtub rugs
bath mats of paper

포함되는 상품(예시)
방크기의 접착식 장식벽지
형태의 벽지
벽지
벽지 형태의 벽 장식 테두리
비닐제 벽지
비직물제 벽지
종이제 벽지
직물제 벽지
직물제 벽지시트
직물제 주름벽지
천 벽지
코르크제 벽지
플라스틱제 벽지

wallpaper in the nature of room-size
decorative adhesive wall coverings
wall paper
borders being wall decorations in the
nature of wall coverings
vinyl wall coverings
non-textile wallpaper
wall coverings of paper
textile wallcoverings
sheets of plastic for covering walls
textile lined wallpaper
cloth wall coverings
wallpaper of cork
plastic wall coverings

fabric bath mats
plastic bath mats

[제27류/G1902] 돗자리, 거적, 멍석
상품의 범위
◦ 주로 짚이나 풀, 갈대 등을 엮어서 만든 자리류(깔개)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가마니(제22류/G2505)
- 카펫(제27류/G2602)

[제27류/G2602] 매트, 비직물제 벽걸이, 카펫
상품의 범위
◦ 매트, 비직물제 벽걸이, 카펫
◦ 위에 준하는 실내용 깔개 또는 실내장치용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구두흙털이용 금속매트(제6류/G2602)
- 종이제 식탁장식품, 비맞춤식 종이제 가구커버(제16류/G2602)
- 가구용 가죽제 커버(제18류/G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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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류 G2602
- 동물박제, 실내용 블라인드, 비직물제 벽면장식 (제20류/G2602)
- 직물제 식탁장식품, 직물제 소파덮개(제24류/G2602)
- 러그훅(제26류/G2602)
- 비직물제 족자(제27류/G2604)
- 돗자리, 거적, 멍석(제27류/G1902)
- 체육관용 매트, 체조용 매트(제27류/G430301)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정용 직물제 바닥매트
개인좌석 매트
계단용 미끄럼 방지 바닥깔개

floor mats of textile for use in the
home
personal sitting mats
anti-slip floor coverings for use on
staircases

고무 매트
고무제 바닥깔개
고무제 바닥매트
기본카펫용 뒷대기
기존마루용 깔개
난로 및 바비큐용 방화용
바닥매트
냉각매트
놀이공간표면용 폼제 매트

rubber mats

동양식 부직포제 깔개
러그(깔개)
리놀륨
리놀륨시트
마루깔개
마루깔개용 리놀륨
마루깔개용 카펫타일
맞물린 바닥용 깔개
맞춤식 카펫
매트
모피제 러그
목제 현관매트
미끄럼 방지매트
미끄럼 방지용 바닥매트
바닥/벽 및 기타 표면용 하드
표면 탄력깔개
바닥깔개용 카펫
바닥보호용 깔개
바닥일부용 러그
비닐제 바닥깔개
비닐제 바닥매트
비안전용 정전기방지 매트
비전기식 안마 매트
비직물제 벽걸이
비직물제 태피스트리 스타일의
벽걸이
비치매트
수송기계기구용 바닥매트
수송기계기구용 카펫
시트폼 형태의 장식용 미끄럼
방지용 바닥깔개

oriental non-woven rugs (m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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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ber floor coverings
floor mats of rubber
primary carpet backing
coverings for existing floors
floor mats, fire-resistant, for fireplaces
and barbecues
cooling mat
foam mats for use on play area
surfaces
rugs
linoleum
linoleum sheets
floor mats
linoleum for use on floors
carpet tiles for covering floors
interlocking floor runners
carpeting
mats
fur rugs

실내용 비닐제 바닥매트
실외용 비닐제 바닥매트
야외용 매트
어린이용 안전매트
예배용 깔개
의자아래 바닥보호용 의자용
매트
인도고무제 현관매트
일회용 흡수 바닥패드
자동차용 매트
자동차용 카펫
정전기 방지용 바닥매트
종이제 바닥매트
지하장치용 미끄럼 방지용
바닥매트
직물제 바닥깔개
직물제 바닥매트
직물제 카펫타일
직물제 현관매트
차량용 카펫
카펫
카펫 및 융단
카펫 타일
카펫밑깔개
카펫용 바닥깔개
카펫용 안감
카펫충전물
코르크매트
플라스틱제 바닥깔개
플라스틱제 바닥매트
피로방지용 바닥매트
하드표면용 바닥깔개
현관매트

vinyl floor mats for indoor use
vinyl floor mats for outdoor use
mat for outdoor
play mats for children
prayer rugs
chair mats [under-chair floor protector]
door mats of India rubber
disposable absorbent floor pads
floor mats for automobiles
carpets for automobiles
anti-static floor mats
floor mats of paper
non-slip floor mats for use under
apparatus
textile floor coverings
floor mats of textiles
carpet tiles made of textiles
door mats of textile
vehicle carpets
carpets
carpets and rugs
carpet tiles
carpet underlays
underlay for carpets
carpet backing
carpet padding
floor mats of cork
plastic floor coverings
floor mats of plastic
anti-fatigue floor mats
hard surface coverings for floors
door mats

wooden door mats
non-slip mats
anti-slip floor mats

[제27류/G2604] 비직물제 족자

resilient hard surface coverings for
floors, walls and other surfaces
carpet underlay

상품의 범위
◦ 비직물제 족자

protective floor coverings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area rugs
vinyl floor coverings
floor mats of vinyl

- 액자(제20류/G2604)
- 직물제 족자(제24류/G2604)

antistatic mats for non-safety use

포함되는 상품(예시)

non-electric mat for massage
non-textile wall hangings

비직물제 족자(簇子)

non-textile hanging scrolls

tapestry-style wall hangings, not of
textile
beach mats
floor mats for vehicles

[제27류/G3303] 인조잔디
상품의 범위

carpets for vehicles
decorative slip-resistant floor
coverings in sheet form

◦ 인조잔디

27류 G430301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제6류/G3303)
-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제11류/G3303)
- 석면제 건축재, 건축용 방습재, 방음재, 보온용 단열재, 틈막이용
조성물(제17류/ G3303)
-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제19류/G3303)
- 비금속제 경첩, 비금속제 문 부속품(제20류/G3303)
- 천연잔디(제31류/G0212)

포함되는 상품(예시)
레크리에이션 지역표면 배치용
인조잔디
인조잔디

artificial turf for laying on the surfaces
of recreational areas
artificial turf

[제27류/G430301] 스포츠용 매트
상품의 범위
◦ 주로 스포츠 전용으로 쓰이는 매트류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다이빙 보드(제6류/G430301)
- 등산용 피켈(얼음도끼)(제8류/G430302)
- 골프벙커 정리용 써레(제8류/G430304)
- 다이빙 및 수영용 노즈클립(제9류/G430301)
- 비금속제 다이빙보드(제19류/G430301)
- 비금속제 텐트팩(제20류/G430302)
- 코펠(제21류/G430302)
- 등산 또는 캠핑용 텐트(제22류/G430302)
- 침낭(제24류/G430302)
- 스포츠의류(제25류/G430301)
- 신체단련기구, 신체재활기구(제28류/G430301)

협의의 포괄명칭
스포츠용 매트

sports mats

포함되는 상품(예시)
레슬링용 매트
스키슬로프 포면 제조용 로프
매트
스키슬로프용 로프매트
요가러그
요가매트
운동용 매트
체육관용 매트
체육관용 바닥깔개
체육관용 운동매트
체조용 매트
펜싱 피스트

wrestling mats
mats of woven rope for creating ski
slope surfaces
mats of woven rope for ski slopes
yoga rug
yoga mats
exercise mats
gymnasium mats
gymnasium floor coverings
gymnasium exercise mats
gymnastic mats
fencing pi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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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류

오락용구, 장난감; 비디오게임장치; 체조 및 스포츠용품;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
(Games, toys and playthings; video game apparatus; gymnastic and sporting
articles; decorations for Christmas trees)

본류에는 주로 완구, 게임용 장치, 운동장비, 오락, 파티용품 및 크리스마스트리용
특정 용품이 포함된다.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제어기를 포함한 오락 및 게임장치
- 장난 및 파티용 신기한 장난감(예: 축제용 마스크, 파티용 종이모자, 색종이
조각(놀이용품), 파티용 폭죽케이스 및 크리스마스용 크래커)
- 사냥 및 낚시용구(예: 낚시대, 낚시그물, 인조미끼, 사냥용 동물 유인음 발생기)
- 각종 운동 및 놀이용구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크리스마스트리용 양초(제4류), 크리스마스트리용 전등(제11류),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용 과자 및 초콜릿(제30류)
- 잠수장비(제9류)
- 성 장난감 및 성인용 인형(제10류)
- 체조 및 스포츠 전용의류(제25류)
- 특정 체조 및 스포츠용품(예: 보호헬멧, 스포츠용 고글 및 마우스가드(제9류),
스포츠용 화기(제13류), 체육관용 매트(제27류)) 및 기타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 특정 낚시 및 사냥장비(예: 사냥칼, 작살(제8류), 사냥총(제13류),
어망(제22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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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류

포함되는 상품(예시)

【포괄상품명칭 목록】
포괄상품명칭

유사군코드 (구)포괄코드

오락용구 및 장난감
(games and playthings)

G4301,
G4302

개박하를 포함한 애완동물용
완구
고양이용 완구
애완견용 완구
애완동물용 로프로 만든 장난감
애완동물용 장난감

cat toys
dog toys
pet toys made of rope
toys for domestic pets

N28002

[제28류/G2602]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조명용품과
과자류는 제외)

통신기능이 있는 오락용구 및 장난감
(portable games and toys incorporating
telecommunication functions)
체조 및 스포츠용품
(gymnastic and sporting articles)

G430301, N28003
G430302,
G430303

사냥 또는 낚시용 가짜미끼
(lures for hunting or fishing)

G430301, N28001
G4304

사냥 또는 낚시용 냄새유인기
(scent lures for hunting or fishing)
사냥용 또는 낚시용 인조미끼
(decoys for hunting or fishing)

[제28류/G1812] 곤충채집용 채
상품의 범위

상품의 범위
◦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용 소품(조명용품과 과자류는 제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크리스마스트리용 양초(제4류/G4004)
- 구두흙털이용 금속매트(제6류/G2602)
- 크리스마스트리용 전등(제11류/G3902)
- 종이제 식탁장식품, 비맞춤식 종이제 가구커버(제16류/G2602)
- 가구용 가죽제 커버(제18류/G2602)
- 동물박제, 실내용 블라인드, 비직물제 벽면장식(제20류/G2602)
- 직물제 식탁장식품, 직물제 소파덮개(제24류/G2602)
- 매트, 비직물제 벽걸이, 카펫(제27류/G2602)
- 살아있는 나무로 만든 크리스마스트리(제31류/G2602)

협의의 포괄명칭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
(조명용품 및 과자류는 제외)

◦ 곤충채집용 채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파리잡이용 점착제, 파리잡이용 종이(제5류/G1812)
- 곤충채집 상자(제21류/G1812)
- 파리채, 포충기(제21류/G1812)

포함되는 상품(예시)
곤충채집용 채

pet toys containing catnip

butterfly nets

[제28류/G1817] 애완동물용 장난감
상품의 범위
◦ 애완동물용 장난감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새잡이 끈끈이(제1류/G1817)
- 가축용 체인, 금속제 닭장, 동물용 방울(제6류/G1817)
- 동물용 목걸이, 애완동물용 의류(제18류/G1817)
-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제19류/G1817)
- 애완동물용 집(구조물과 새장은 제외), 애완동물용 쿠션, 애완
동물용 침대(제20류/G1817)
- 새장, 애완동물용 우리(제21류/G1817)
- 애완동물용 모래종이(깔개), 동물용 깔짚(제31류/G1817)

ornaments for Christmas trees,
except illumination articles and
confectionery

포함되는 상품(예시)
음악소리가 나는 크리스마스
트리용 장식품
인조 크리스마스트리
인조 크리스마스트리용 덮개

musical Christmas tree ornaments

조명/ 양초 및 과자를 제외한
크리스마스트리 장식품

ornaments for Christmas trees,
except lights, candles and
confectionery

크리스마스 돌
크리스마스트리 스커트
크리스마스트리 스탠드커버
크리스마스트리 장식물용 고리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용 반짝이
조각
크리스마스트리용 받침대
크리스마스트리용 벨
크리스마스트리용 양말
크리스마스트리용 인공눈(雪)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걸이
크리스마스트리용 촛대
합성수지제 크리스마스트리
화재경보기능이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용 장식품

Christmas dolls

artificial Christmas trees
covers specially adapted for artificial
Christmas trees

Christmas tree skirts
Christmas tree stand covers
hooks for Christmas tree ornaments
tinsel for decorating Christmas trees
Christmas tree stands
bells for Christmas trees
Christmas stockings
artificial snow for Christmas trees
hangers for Christmas tree ornaments
candle holders for Christmas trees
Christmas trees of synthetic material
Christmas tree ornaments
incorporating a fire alarm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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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류/G3611] 유원지용 탑승놀이기구
상품의 범위
◦ 주로 유원지에서 오락용으로 사용하는 탑승기구나 장치

포함되는 상품(예시)
유원지용 놀이기구
유원지용 탑승놀이기구

amusement park rides
fairground ride apparatus

[제28류/G4301] 완구, 인형
상품의 범위
◦ 완구(장난감)
◦ 인형
◦ 위에 준하는 어린이용 놀이도구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유모차(제12류/G370702)
- 유아용 놀이틀, 유아용 보행기(제20류/G4301)
- 오락 및 놀이용구(제28류/G4302)

협의의 포괄명칭
완구
인형
장난감

toys (playthings)
dolls
toys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면
가면무도회용 마스크
가정용 텔레비전 게임완구

costume masks

간이침대 부착용 완구
거품제조완구(거품 제조용 막대
및 거품제조액 포함)
건물 완구세트
건축완구
건축완구세트
고무제 마스코트인형
고무제 완구
고무제 인형
고무제 캐릭터 완구
곰 형태의 소프트완구
곰인형
공기팽창식 목욕용 완구
공기팽창식 수영장(놀이용품)

toys designed to be attached to cribs

공기팽창식 수영장완구
공기팽창식 얇은 고무제 완구
공기팽창식 완구
공기팽창식 탑승완구
공기팽창식 펀치놀이완구
관절가동식(關節可動式)인형

inflatable pool t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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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querade masks
television game toys for household
purposes
bubble making wands and solution
sets
playset buildings
construction toys
toy construction sets
mascot doll made of rubber
rubber toys
rubber dolls
rubber character toys
soft toys in the form of bears
teddybear
inflatable bath toys
inflatable swimming pools [play
articles]
inflatable thin rubber toys
inflatable toys
inflatable ride-on toys
inflatable bop bags
articulated dolls

관절완구
교육용 완구
교육용 전자완구
구체관절인형
금속제 시계태엽장치 장난감
금속제 완구
금속제 인형
기계식 완구
기계식 캐릭터인형
노벨티마스크(완구)
놀이용 공
놀이용 돈
놀이용 인형
놀이용 터널
놀이용 텐트
놀이터용 공
놀이터용 그네
놀이터용 모래상자
놀이터용 미끄럼대
놀이터용 유아용 그네
눈놀이용 컵
눈없는 달마인형
다루마 인형
닥종이 인형
동물 형태의 소프트완구
동물완구
동작완구
동작인물완구
동작형상완구
드론(장난감)
등제(藤製) 완구
딸랑이 장난감
뚜껑을 열면 인형이 튀어나오는
장난감
레버액션 장난감
레크리에이션용 공기팽창식
부유 매트리스 또는 패드
레크리에이션용 공기팽창식 풀
로봇 변신용 장난감용 수송기계
기구
로봇완구
리모트컨트롤을 이용한 작동
완구
마네킹 인형
마리오네트인형
마스코트완구
마스코트인형
마트료시카 인형
말하는 완구
말하는 인형
모델 장난감용 증기엔진
모래놀이완구
모래상자 완구

articulated toys
educational toys
electronic learning toys
ball-jointed dolls
clockwork toys [of metal]
metallic toys
dolls of metal
mechanical toys
mechanical action toys
novelty masks
balls for play
play money
dolls for playing
play tunnels
play tents
playground balls
swings
playground sandboxes
playground slides
baby swings for playgrounds
snow saucers
bodhidharma dolls with pupils
undrawn (menashi-daruma)
daruma dolls
dackjongie dolls
soft toys in the form of animals
toy animals
action toys
action figure toys
action figures
drones [toys]
rattan toys
rattles [playthings]
jack-in-the-boxes
lever action toys
inflatable float mattresses or pads for
recreational use
inflatable pools for recreational use
toy vehicles which transform into
robots
robotic toys
remote controlled mobiles [toys]
mannequin dolls
marionettes
mascot toy
mascot dolls
matryoshka dolls
talking toys
talking dolls
model toy steam engines
sand toys
sandbox t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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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상자(완구)
모빌 완구
모형 항공기
모형로봇
모형비행기
모형비행기용 회전의(回轉儀)
및 비행안정기
모형승용차
모형완구
모형완구 기차세트
모형헬리콥터
목수공구 완구세트
목욕용 완구
목욕용 플라스틱제 완구
목제(木製) 완구
무선 조종 장난감
무선조종 축소모형차량
물놀이완구
물놀이용 완구보트
물을 뿜어내는 장난감
물총
박제 및 포제 완구
박제 손가락인형
배치가능한 인물모형완구
배터리작동식 동작완구
보블헤드 인형
복화술 인형
봉제 장난감 곰
봉제동물완구
봉제완구
봉제인형
블록쌓기
블록쌓기(장난감)
블록완구
비눗방울 완구세트
비눗방울(장난감)
비닐제 인형
사용자가 입력한 프로그램에
따라 동작하는 작동완구
사쿠라인형
새 형태의 소프트완구
서양식 인형
서양인형용 옷
세트로 구성된 양동이/삽 완구
소입상 완구모형
소프트비닐제 인형
소형완구 형태의 파티장식
손가락 인형
손가락인형(퍼핏)
손인형
수영장(놀이용품)
수집용 인물완구

sandboxes [playthings]
toy mobiles
model air vehicles
model robots
scale model airplanes
gyroscopes and flight stabilizers for
model aircraft
model cars
toy models
toy model train sets
model helicopters
toy sets of carpenters' tools
bath toys
plastic toys for use in the bath
wooden toys
radio controlled toys
radio controlled scale model vehicles
water toys
toy boat for water
water-squirting toys
water pistols
stuffed and plush toys
stuffed puppets
positionable toy figures
battery-operated action toys
bobblehead dolls
ventriloquists' dummies
stuffed toy bears
stuffed toy animals
stuffed toys
stuffed dolls
building games
building blocks [toys]
blocks (toys)
bubble making wand and solution
sets
soap bubbles [toys]
vinyle dolls
action toys moving based on
programs input by users
sakura dolls
soft toys in the form of birds
european style dolls
clothes for European dolls
toy bucket and shovel sets
molded toy figures
soft vinyl dolls
party favors in the nature of small
toys
finger puppets
puppets
hand puppets
swimming pools [play articles]
collectable toy figures

스노 글로브
스퀴즈완구
스태킹 완구
시계태엽장치 장난감
시소
신축성 완구
실리콘완구
실외용 완구
실외용 장난감집
썰매(장난감)
아기인형
아동용 다양한 활동 완구
아동용 다양한 활동 테이블
(장난감)
아동용 모빌
아동용 세발자전거
아동용 장난감집
아동용 펀칭볼(놀이용품)
안락담요가 부착된 포제완구
압착식 소리내는 완구
액션 피규어용 플레이 세트
액션피규어 장난감용 부속품
액션피규어 장난감용 브로치
어린이 성장용 완구
어린이 완구용 자전거(운송용은
제외)
어린이용 또는 유아용 전동
자동차
어린이용 모형승용차
어린이용 삼륜차
어린이용 완구
어린이용 외발 스쿠터
어린이용 이륜차
어린이용 장난감 화장품
어린이용 흔들목마
에어바운스
여아용 축제인형 및 관련 부속품
연결이 가능한 완구용 블록쌓기
연극용 가면
연성 인형
연성조각 완구
연성조각 포제완구
완구 모형 취미용품 키트
완구모형제작용 반죽
완구시계
완구악기
완구용 가구
완구용 건물구조물 및 차량트랙
완구용 곤충채집 채
완구용 공
완구용 권총

snow globes
squeeze toys
stacking toys
clockwork toys
see-saws
bendable toys
silicon toys
outdoor toys
outdoor playhouses
sledges [playthings]
baby dolls
multiple activity toys for children
children's multiple activity tables
[playthings]
mobiles for children
tricycles for children
playhouses for children
punching ball for children(play
equipment)
plush toys with attached comfort
blanket
squeezable squeaking toys
play sets for action figures
accessories for action figure toys
broach for action figure toys
infant development toys
children's toy bicycles other than for
transport
electric ride-on toy cars for children
or infants
model vehicles for children
tricycles for children (playthings)
infant toys
scooters [toys]
two-wheeled vehicles for children
children's play cosmetics
rocking horses
inflatable air bouncers
girls' festival dolls and their fittings
toy building blocks capable of
interconnection
theatrical masks
soft dolls
soft sculpture toys
soft sculpture plush toys
toy model hobbycraft kits
toy modelling dough
toy clocks and watches
musical toys
toy furniture
toy building structures and toy vehicle
tracks
toy butterfly nets
playing balls
toy cap pist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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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용 권총집
완구용 글라이더
완구용 기계식 캔디볼 디스펜서
완구용 뇌관
완구용 레코드플레이어
완구용 로켓
완구용 메일 상자
완구용 무기
완구용 뮤직박스
완구용 부구
완구용 블록
완구용 비행기
완구용 소입상
완구용 소파
완구용 실로폰
완구용 얼굴 마스크
완구용 원반
완구용 음악상자(오르골)
완구용 인조손톱
완구용 자동차
완구용 점토
완구용 조리기구
완구용 집
완구용 철금(鐵琴)
완구용 총집
완구용 칼
완구용 크리스마스트리
완구용 패들볼
완구용 프리즘용 안경
완구용 피아노
완구용 하모니카
완구용 활 및 화살
완구차량용 트랙
요요
욕조완구
원격조종 장난감 차
원격조종 축소모형차량
유모차 부착용 완구
유아 장난감용 놀이매트
유아용 교육용 완구
유아용 그네
유아용 다양한 활동 장난감
유아용 딸랑이
유아용 모조젖꼭지와 결합된
유아용 딸랑이
유아용 미끄럼틀
유아용 세발자전거(장난감)
유아용 식탁의자 부착용 완구
유아용 완구
유아용 장난감
유아용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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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y holster
toy gliders
toy candy bowl mechanical dispensers
detonating caps [toys]
toy record players
toy rockets
toy mailboxes
toy weapons
toy musical boxes
floats
toy building structures
toy airplanes
toy figurines
sofas for toy
toy xylophones
toy and novelty face masks
flying discs [toys]
music box for toys (orgel)
toy fingernails
toy cars
toy clay
toy cookware
toy houses
toy glockenspiels
toy pistol holsters
toy swords
toy Christmas trees
paddle balls-toys
toy prism spectacles
toy pianos
toy harmonicas
toy bows and arrows
toy vehicle tracks
yo-yos
bathtub toys
radio controlled toy vehicles
remote-controlled scale model
vehicles
toys designed to be attached to
strollers
play mats incorporating infant toys
[playthings]
educational toys for babies
baby swings
multiple activity toys for babies
baby rattles
baby rattles incorporating teething
rings
slides for infants
tricycles for infants [toys]
toys designed to be attached to high
chairs
baby toys
baby playthings
baby gyms

은행놀이완구
음성제어식 장난감
음악/소리/빛 및 동작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작동식 액션완구
음악상자완구
인형극(장난감)
인형드레스
인형옷
인형옷 액세서리
인형용 가구
인형용 모자
인형용 방
인형용 슈즈
인형용 액세서리
인형용 완구세트
인형용 우유병
인형용 피복
인형의상
인형집
인형집용 가구
인형침대
인형케이스
일본전통인형
일본전통인형용 피복
자기제 인형
자동차좌석 부착용 완구
자석완구
자성 퍼티 장난감
작동완구
장난감 LED 라이트 스틱
장난감 가면
장난감 갑옷
장난감 건물
장난감 건물용 부속품
장난감 곰
장난감 공
장난감 공구
장난감 공구세트
장난감 공기권총
장난감 구조물용 케이스
장난감 권총
장난감 권총용 뇌관
장난감 기차
장난감 기타
장난감 로봇
장난감 미끄럼대
장난감 방패
장난감 보트
장난감 브로치
장난감 성
장난감 수송기계기구용 놀이
매트
장난감 수송기계기구용 부속품

toy banks
voice-controlled toys
battery operated action toys
featuring music/sound/light/motion
music box toys
puppet theaters [playthings]
dolls' dresses
dolls' clothes
dolls' clothing accessories
doll furniture
headwear for dolls
dolls' rooms
shoes for dolls
accessories for dolls
playsets for dolls
dolls' feeding bottles
clothes for dolls
dolls' costumes
dolls' houses
furniture for doll's houses
dolls' beds
doll cases
Japanese traditional dolls
clothes for Japanese traditional dolls
porcelain dolls
toys designed to be attached to car
seats
magnetic toys
magnetic putty being toys
mobile toys
toy LED light sticks
toy masks
toy armor
toy buildings
accessories for toy buildings
teddy bears
playing bowls
toy tools
toy tool sets
toy air pistols
cases for toy structures
toy pistols
caps for pistols [toys]
toy trains
toy guitars
toy robots
slides [playthings]
toy shield
toy boats
toy brooches
toy castles
play mats for use with toy vehicles
[playthings]
accessories for toy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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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수송기계기구용 케이스
장난감 슬링 비행기
장난감 시계
장난감 식품
장난감 쌍안경
장난감 얼굴 가면
장난감 열차용 부속품
장난감 음악상자(놀이용품)
장난감 인형
장난감 제빵기구
장난감 차
장난감 총
장난감 콩주머니
장난감 트럭
장난감 폭죽
장난감 풍선
장난감 항공기
장난감 호루라기
장난감 화물자동차
장난감 화살
장난감반죽
장난감용 고무제 모형도검
장난감용 권총집
장난감용 꽃
장난감용 동물 부속품
장난감용 레이싱세트
장난감용 막대
장난감용 모조화장품
장난감용 모형기차
장난감용 벽돌쌓기
장난감용 보호구
장난감용 뿔
장난감용 새
장난감용 생선
장난감용 식기
장난감용 야광봉

cases for toy vehicles

장난감용 유모차
장난감용 의류
장난감용 제어기
장난감용 커틀러리
장난감용 크립모빌
장난감용 트럼펫
장난감용 헬멧
장난감퍼티
장난감형태의 콩주머니
장난용 장난감
저글링용구(완구)
적층놀이용 완구컵
전기식 캐릭터인형
전자식 작동완구
전자완구

toy pushchairs

toy sling planes
toy watches
toy food
toy binoculars
novelty face masks
accessories for toy trains
toy musical boxes [play articles]
toy dolls
toy bakeware
toy vehicles
toy guns
toy beanbags [Otedama]
toy trucks
toy fireworks
toy balloons
toy aircraft
toy whistles
toy lorries
toy arrows
toy dough
toy swords made of rubber
toy gun holsters
toy flowers
accessories for toy animals
toy racing sets
toy wands
toy imitation cosmetics
toy model trains
toy building bricks
toy shields
toy horns
toy birds
toy fish
toy tableware [dishware]
toy sticks with glow-in-the-dark
features
articles of clothing for toys
controllers for toys
toy cutlery
crib mobiles [toys]
toy trumpets
toy helmets
toy putty
beanbags in the form of playthings
novelty toys for playing jokes
juggling equipment
toy cup for building play
electric action toys
electronic action toys
electronic toys

전통서양식 인형
전통의상을 입은 인형
점자 학습용 블록완구
정글짐(놀이기구)
조립식 놀이집
조립식 완구
조립식 완구용 장난감집
종이인형
좌상인형(오수와리 인형)
죽제완구
지제(紙製) 완구
축구장 모형완구
축소모형 차량
축소모형 차량용 원격조종기
축소모형 키트(완구)
축소모형 항공기
축제용 마스크
캐릭터 완구인형
캐릭터 인형
캐릭터 인형용 케이스
코케시인형
콩주머니 동물인형
콩주머니 인형
콴자용 인형
크립 모빌
크립완구
크립용 액션장난감
클라이밍 프레임(놀이용품)
탈
탑승식 장난감
태엽식 보행가능한 장난감
테디베어용 옷
파티용 장난감
파티용 장난감 야광봉 팔찌
판타지 캐릭터 완구
팝업 완구
팽이
퍼즐용 놀이매트
퍼큐션캡
펀칭 완구
포고 스틱
포제 인형
포제(布製) 완구
푸쉬 완구
풀 완구
플라스틱 워키토키 완구
플라스틱제 시계태엽장치 장난감
플라스틱제 완구
플라스틱제 완구용 소입상
플라스틱제 인형
플라스틱제 캐릭터완구
피규어(완구)

traditionally dressed western dolls
traditionally dressed dolls
toy blocks for learning braille
jungle gyms [play equipment]
pre-fabricated toy houses
pre-fabricated toys
modular toy play houses
paper dolls
dolls in sitting posture (osuwari dolls)
bamboo toys
paper toys
toy model football fields
scale-model vehicles
remote controls for operating scale
model vehicles
scale model kits [toys]
scale model aircraft
carnival masks
toy action figures
action figure dolls
cases for action figures
kokeshi dolls
bean bag animals
bean bag dolls
dolls for Kwanza
crib mobiles
crib toys
action toys for cribs
climbing frames [play equipment]
Korean traditional mask (Tal)
ride-on toys
wind-up walking toys
clothing for teddy bears
novelty toys for parties
toy glow stick bracelets for parties
fantasy character toys
pop-up toys
spinning tops
play mats for the purpose of putting
together puzzles
percussion caps [toys]
punching toys
pogo sticks
plush dolls
plush toys
push toys
pull toys
plastic walkie-talkie toy
clockwork toys [of plastics]
plastic toys
plastic toy figurines
plastic dolls
plastic character toys
toy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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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젯 완구
하고이타 놀이용 셔틀콕
하누카용 인형
학습교재용 완구
할로윈 마스크
핸드 클래퍼(소리내는 장난감)
헝겊인형

fidget toys
shuttlecocks for hagoita-play
dolls for Hanukkah
toys for education
halloween masks
hand clappers [noisemaker toys]
fabric dolls

[제28류/G4302] 오락 및 놀이용구
상품의 범위
◦ 오락 또는 게임전용기구
◦ 주로 실내에서 사용하거나 지적(知的)인 오락을 위한 놀이기구(어
린이 전용 오락용구는 완구로 분류)
◦ 위에 준하는 오락용구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컴퓨터 게임프로그램(제9류/G390802)

협의의 포괄명칭
오락 및 게임용구

games

포함되는 상품(예시)
LCD 게임기
LCD 스크린이 장착된 배터리
작동식 컴퓨터 게임용구
LCD가 있는 포켓용 게임용구
TV 수상기전용 게임장치
TV 수상기전용 오락장치
가정용 비디오게임기
게임 및 스포츠용 전자식 표적
게임 칩
게임기계기구
게임기구
게임센터용 코인작동식 오락
기계기구
게임용 계수기
게임용 원반계수기
게임용 컴퓨터화된 비디오게임
테이블
게임용 컴퓨터화된 비디오
테이블게임장치
게임용 트레이딩 카드
게임용 포커 칩
게임장비용 비디오 복권단말기
게임장비용 크랩스 테이블
게임장치(외부표시스크린 또는
모니터와 함께 사용하는 것은
제외)

640

유사상품 심사기준

lcd game machines
battery-powered computer game
with LCD screen
hand-held games with liquid crystal
displays (LCD)
games apparatus adapted for use
with television receivers
amusement apparatus adapted for
use with television receivers
home video game machines
electronic targets for games and
sports
gaming chips
game machines and apparatus
apparatus for games
coin-operated amusement
machines and apparatus for game
centers
counters for games
counters [discs] for games
computerized video game tables for
gaming purposes
computerized video table games for
gaming purposes
trading cards for games
poker chips [gaming equipment]
video lottery terminals [gaming
machines]
craps tables [gaming equipment]
apparatus for games other than
those adapted for use with an
external display screen or monitor

게임칩 (포커게임용 칩)
게임카드
게임콘솔
게임콘솔용 맞춤식 커버

chips for gambling

게임콘솔용 외부냉각팬

external cooling fans for game
consoles
controllers for game consoles

게임콘솔용 제어기
고게임용 스톤피스포트
고리게임용구
골패(骨牌)
공기(오락용구)
광고용 인쇄된 복권
구슬
굴렁쇠
놀이용 구슬
놀이용 딱지
다이스컵
다이아몬드 게임용구
다트
다트 게임용구
다트 보드 오버레이
다트배럴
다트샤프트
다트케이스
다트판
다트판용 케이스
다트포인트
다트포인트용 연마기
다트플라이트
당구 완충대
당구공
당구공용 삼각대
당구대
당구대용 쿠션
당구대포켓용 네트
당구용 마커
당구용 범퍼
당구장비
당구큐
당구큐 브리지
당구큐 초크 홀더
당구큐 초크용 홀더
당구큐 케이스
당구큐용 받침대
당구큐용 초크
당구큐용 케이스
당구큐팁
던지기놀이용 고리
도미노놀이용구
독립식 비디오게임기
동전작동식 당구대

game cards
game consoles
fitted covers specially adapted for
game consoles

stone-pieces pots for go game (goke
pots)
ring games
Korean dominos (Glopae)
bean bags (recreational goods)
printed lottery tickets for advertising
marbles
hoop
marbles for games
pogs for playing
dice cups
game equipment for diamond games
darts
dart games
dart board overlays
dart barrels
dart shafts
dart cases
dart boards
dartboard cases
dart points
dart point sharpeners
dart flights
pool bumpers
billiard balls
billiard ball racks
billiard tables
billiard table cushions
nets for billiard table pockets
billiard markers
billiard bumpers
billiard equipment
billiard cues
pool cue bridges
holders for billiard cue chalk
holders for pool cue chalk
cases for billiard cues
billiard cue bridges
chalk for billiard cues
cases for pool cues
billiard cue tips
quoits
dominoes
stand-alone video game machines
coin-operated billiard 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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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작동식 아케이드 비디오
게임기
동전작동식 오락기구
동전작동식 핀볼게임기
롤플레잉 게임용구
룰렛 휠
룰렛용 칩
리모트컨트롤을 이용한 게임
기구
마술용 트럼프
마술용구
마작 게임용구
마작용구
막대풍선
만화경
메모리게임용구
모자이크 퍼즐
물놀이용 매트리스
바둑게임
바둑게임장비
바둑알
바둑판
번호가 매겨진 당구공
번호가 새겨진 당구공
보드게임
복권티켓홀더
부메랑
비디오 게임기
비디오 게임기용 조이스틱
비디오 출력식 전자식 및 전자
기계식 게임용 테이블
비디오게임 컨트롤용 쌍방향
바닥패드
비디오게임기용 휴대장치
비디오게임용 조이스틱
비디오게임용 포켓장치
비디오게임용 포켓장치(외부
스크린 또는 모니터용은 제외)
비디오게임용 휴대용 콘솔
비디오게임장치
비디오게임장치용 가방
비디오게임콘솔
비치볼
빙고칩 메이커
빙고카드
빠찡꼬기구
새를 부르는 피리
색 테이프(파티용품)
색종이조각(놀이용품)
서양 주사위 놀이구

coin-operated arcade video game
machines
coin-operated amusement machines
coin-operated pinball machines
role playing games
roulette wheels
roulette chips
remote controlled apparatus for
games
playing cards for use in magic tricks
conjuring apparatus
mah jong games
mah-jong
balloons in the shape of stick
kaleidoscopes
memory games
mosaic puzzles
mattress for water
go games
go board games
go stones
go boards
billiard tally balls
pool tally balls
board games
holders specially adapted for lottery
tickets
boomerangs
video game machines

속임수퍼즐
쇼기게임용 나무조각(코마)
쇼기판
수영장용 공기팽창식 게임용품
수평식 핀볼기계(코린토-게임
기계)
스누커 레스트
스누커 큐용 초크
스누커볼
스누커볼용 삼각대
스누커장비
스누커큐
스누커큐 받침대
스누커큐 초크홀더
스누커큐 케이스
스누커큐 팁
스누커테이블
스누커테이블쿠션
스누커테이블포켓용 네트
슬롯 머신
시계 기능이 부착된 전자게임
용구
쌍륙(雙六)
아케이드 게임기
아케이드 비디오 게임기
아케이드 비디오게임기용 캐비닛

manipulative puzzles
wooden pieces for shogi game
(koma)
shogi boards
inflatable games for swimming pools
horizontal pinball machine
(korinto-game machines)
snooker rests
chalk for snooker cues
snooker balls
snooker ball triangles
snooker equipment
snooker cues
snooker cue bridges
holders for snooker cue chalk
cases for snooker cues
snooker cue tips
snooker tables
snooker table cushions
nets for snooker table pockets
slot machines [gaming machines]
electronic game equipment with a
watch function
Korean parchisi
arcade game machines
arcade video game machines
cabinets for arcade video game
machines

아케이드용 오락장치

amusement apparatus for use in
arcades

electronic and electromechanical
gaming tables with video output

액션 스킬 게임용품
어린이 교육용 전자게임기

action skill game equipment

interactive floor pads for controlling
video games

어린이 교육용 전자게임용구

electronic educational game
machines for children

연
연 손잡이
연꼬리
연얼레
연줄
오락게임기계
오락용 눈썰매
오락용 킥보드 부양장치

kites

외부 스크린 또는 모니터용
게임장치

game apparatus adapted for use
with an external display screen or
monitor

외부표시 스크린 또는 모니터용
비디오게임 콘솔용 보호케이스

protective carrying cases specially
adapted for video game consoles for
use with an external display screen
or monitor

외부표시스크린 또는 모니터용
비디오게임기
외부표시스크린 또는 모니터용
비디오게임장치

video game machines for use with an
external display screen or monitor

외부표시스크린 또는 모니터용
비디오게임콘솔

video game consoles for use with an
external display screen or monitor

joysticks for video game machines

hand-held units for playing video
games
joysticks for video games
pocket-sized apparatus for playing
video games
hand-held units for playing video
games, other than those adapted for
use with an external display screen
or monitor
hand-held consoles for playing video
games
video game apparatus
bags specially adapted for video
game consoles
video game consoles
beach balls
chip markers for bingo
bingo cards
pachinko machines
bird calls
streamers [party novelties]
confetti
backgammon games

electronic games for the teaching of
children

kite handles
kite tails
kite reels
kite lines
amusement game machines
snow sleds for recreational use
kickboard flotation devices for
recreational use

video games apparatus adapted for
use with an external display screen
or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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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표시스크린 또는 모니터용
비디오게임콘솔 보호용 맞춤
커버
외부표시스크린 또는 모니터용
비디오출력식 게임기
외부표시스크린 또는 모니터용
소비자게임용 장치
외부표시스크린 또는 모니터용
오락 및 게임장치
외부표시스크린 또는 모니터용
오락장치
외부표시스크린 또는 모니터용
전자게임용 휴대용 장치
외부표시스크린 또는 모니터용
전자게임장치
외부표시스크린 또는 모니터용
전자게임콘솔
외부표시스크린 또는 모니터용
휴대용 전자게임장치

fitted covers specially adapted to
protect video game consoles for use
with an external display screen or
monitor
video output game machines for use
with an external display screen or
monitor
apparatus for consumer games
adapted for use with an external
display screen or monitor
amusement and game apparatus
adapted for use with an external
display screen or monitor
amusement apparatus adapted for
use with an external display screen
or monitor
hand-held units for playing
electronic games for use with an
external display screen or monitor
apparatus for electronic games
adapted for use with an external
display screen or monitor
electronic games consoles adapted
for use with an external display
screen or monitor
hand-held electronic game units
adapted for use with an external
display screen or monitor

웨이저 결과 생성 또는 표시용
게임기
웨이저기기가 장착된 게임기

gaming machines that generate or
display wager outcomes

육면체형 퍼즐
윷
윷놀이세트
윷놀이판
응원봉

cube-type puzzles

응원용 막대풍선
응원용 폼폼
인쇄된 복권티켓
일본식 놀이카드(우타가루타)
일본식 놀이카드(하나후다)
일본식 수직핀볼기계(파친코
기계)
일본식 수평핀볼기계(스마트
볼기계)
일본식 주사위 게임
일본식 체스(쇼기게임)
자기식 다트게임
자립형 비디오 게임장치
장기짝
장기판
저글링 공
저글링용 곤봉
전자게임기(TV 수상기에
부착되는 오락기계는 제외)

inflatable balloon cheering sticks

전자게임용 포켓장치(외부표시
스크린 또는 모니터와 함께
사용하는 것은 제외)

hand-held units for playing electronic
games, other than those adapted for
use with an external display screen
or monitor

전자게임장치

electronic games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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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ing machines featuring a device
that accepts wagers
yuts
Korean board games (Yut Nori sets)
playing yuts
sticks for fans and for entertainment
being novelty items
cheerleading pom-poms
printed lottery tickets
Japanese playing cards (Utagaruta)
Japanese playing cards (hanafuda)
Japanese vertical pinball machine
(pachinko machines)
Japanese horizontal pinball
machines [smartball machines]
Japanese dice games (sugoroku)
Japanese chess (shogi games)
magnetic dart games
free-standing video games apparatus
Korean chess pieces (Jang-gi pieces)
Korean chess boards (Jang-gi pan)
balls for juggling
juggling clubs
electronic games other than those
adapted for use with television
receivers only

전자기타 게임컨트롤러용
기타스킨
전자식 다트게임용구
전자식 빙고게임기(게임기)
전자식 테이블게임
전자오락기구(외부표시스크린
또는 모니터용은 제외)
전자표적
종이제 페이스마스크(파티용품)
종이테이프(파티용품)
주사위
주사위 게임용구
주사위용 컵
중국식 체커용 조각
즉석복권
체스용구
체스짝
체스판
체커용 조각
체커용구
체커판
카루타 카드(일본식 카드게임)
컴퓨터 게임용 조이스틱
컴퓨터화된 비디오크랩스
게임테이블
크레이프종이로 만든 가느다란
리본(파티용품)
크리스마스용 크래커
크리스마스용 크래커(파티용품)
키노카드
타깃게임
타로카드
테이블 축구게임용 테이블
테이블 축구용 테이블
테이블탑 게임
테이블탑 농구게임용품
텔레비전 수상기 전용 오락장치
텔레비전 수상기용 게임기
텔레비전수신기용 휴대용
전자게임용구
텔레비전용 비디오게임기

guitar skins for electronic guitar
game controllers
electronic dart games
electronic bingo machines [gaming
machines]
electronic table games
apparatus for electronic games
other than those adapted for use with
an external display screen or monitor
electronic targets
paper face masks [novelty items]
paper streamers [party novelties]
dice
dice games
cups for dice
pieces for playing Chinese checkers
scratch cards for playing lottery
games
chess games
chess pieces
chessboards
checkers pieces
checkers [games]
checkerboards
karuta playing cards (Japanese card
game)
computer game joysticks
computerized video craps game
tables
crepe paper streamers [party
novelties]
Christmas crackers
Christmas crackers [party novelties]
keno cards
target games
tarot cards [playing cards]
table football tables
tables for table football
table-top games
tabletop basketball games
amusement apparatus adapted for
use with television receivers only
games adapted for use with
television receivers
hand-held electronic games adapted
for use with television receivers only
video game machines for use with
televisions

텔레비전용 비디오출력게임기

video output game machines for use
with televisions

트럼프
트럼프 섞는 기구
트럼프용 케이스
파친코
파티선물용 깜짝상자
파티용 삑삑이
파티용 인공치아
파티용 종이모자
파티용 폭죽케이스

playing cards
playing card shuffling device
cases for playing cards
pachinkos
novelties for parties
party blowouts
novelty fake teeth
paper party hats
party poppers [party nove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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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용 풍선
팔롤게임용품(실내놀이용품)
퍼즐
퍼즐게임
퍼즐용 그림 조각
편자던지기게임기구
포커 칩
포커머신
포켓용 LCD 게임기
포켓용 비디오게임기 전용보호
휴대케이스
포켓용 전자게임기
포켓용 전자게임용구
포켓용 전자비디오게임용구
푸스볼용 테이블
플라스틱제 파티모자
피나타
핀볼게임기
핀볼게임용구
핑거 스케이트보드
화투
회전식 추첨기
휴대용 LCD게임기

party balloons
parlor games
puzzles
puzzle games
jigsaw puzzles
horseshoe games
poker chips
slot and poker machines
hand-held games with liquid crystal
displays
protective carrying cases specially
adapted for handheld video games
electronic hand-held game units
hand-held electronic games
hand-held electronic video games
foosball tables
plastic party hats
pinatas
pinball machines
pinball games
finger skateboards
Korean playing cards (Hwatoo)
lottery wheels
portable games with liquid crystal
displays

휴대용 게임 콘솔
휴대용 게임기용 화면보호필름

handheld game consoles

휴대용 비디오게임장치
휴대용 비디오게임장치용 가방

hand-held video game apparatus

휴대용 비디오게임콘솔
휴대용 비디오게임콘솔용 가방
휴대용 전자게임기
휴대형 비디오게임기전용 가방

- 등산 또는 캠핑용 텐트(제22류/G430302)
- 침낭(제24류/G430302)
- 스포츠의류(제25류/G430301)
- 스포츠용 매트(제27류/G430301)

protective films adapted for screens
for portable games
bags specially adapted for
hand-held video game apparatus
hand-held video game consoles
bags specially adapted for
hand-held video game consoles
hand held units for playing electronic
games
bags specially adapted for handheld
video games

[제28류/G430301] 신체단련기구, 신체재활기구
상품의 범위
◦ 스포츠전용기구
◦ 주로 실외에서 근육운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용품
◦ 신체단련을 위한 장치나 기구
◦ 위에 준하는 스포츠 또는 레저용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다이빙 보드(제6류/G430301)
- 등산용 피켈(얼음도끼)(제8류/G430302)
- 골프벙커 정리용 써레(제8류/G430304)
- 다이빙 및 수영용 노즈클립(제9류/G430301)
- 비금속제 다이빙보드(제19류/G430301)
- 비금속제 텐트팩(제20류/G430302)
- 코펠(제21류/G430302)

포함되는 상품(예시)
1. 검도용품 (예시)
검도용 가슴받이

chest protectors for Korean
swordsmanship (Kumdo)
kendo plastrons

검도용 동구
검도용 마스크

masks for Korean swordsmanship
(Kumdo)
kendo masks

검도용 면
검도용 목도
검도용 장갑

kendo wooden swords
gloves for Korean swordsmanship
(Kumdo)
kendo bamboo swords

검도용 죽도
검도호구

kumdo suit for protecting bodies

2. 볼링용품 (예시)
볼링 장치 및 기계
볼링 핀세터
볼링공 리턴기
볼링백
볼링용 그립테이프
볼링용 글러브
볼링용 볼
볼링용 볼 클리너
볼링용 엄지덤
볼링용 완충대
볼링용 인서트
볼링용 퍼프볼
볼링핀

bowling apparatus and machinery
bowling pinsetters
bowling ball returns
bowling bags
bowling grip tapes
bowling gloves
bowling balls
ball cleaner for bowling
thumb insert for bowling
bowling bumpers
insert for bowling
puffball for bowling
bowling pins

3. 복싱용품 (예시)
권투연습용 펀칭볼
권투용 가방
복싱용 글러브
복싱용 링
복싱용 미트
복싱용 샌드백
복싱용 샌드용 회전고리
복싱용 펀칭볼
복싱용 포커스패드

punching balls [for boxing practice]
punching bags for boxing
boxing gloves
boxing rings
boxing mitts
punching bags
swivels for punching bags
punching balls for boxing
focus pads for boxing

4. 서핑용품 (예시)
니보드
바디 보드
바디보드용 마찰정지용 패드
바디보드용 속박끈
바디보드용 핀
서핑보드
서핑보드용 가방

kneeboards
bodyboards
traction pads for bodyboards
restraint straps for bodyboards
fins for bodyboards
surfboards
bags especially designed for
surfboards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643

28류 G430301
서핑보드용 끈
서핑보드용 트랙션패드
서핑보드용 핀
서핑스키
스케이드보드용 팔꿈치 보호대
스킴보드
윈드서핑용 장갑
직립식 패들보드 운반용 끈
카이트보드
패들 보드
패들보드용 마찰정지용 패드

surfboard leashes
traction pads for surfboards
fins for surfboards
surf skis
elbow guards for skateboarding
skimboards
windsurfing gloves
carrying straps specially adapted for
stand-up paddle boards
kiteboards
paddleboards
traction pads for paddle boards

5. 스케이트용품 (예시)
미식축구용 블로킹 슬레드
스노 스키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용 가방
스케이트보드용 그립테이프
스케이트보드용 데크
스케이트보드용 라이저패드
스케이트보드용 레일
스케이트보드용 마찰정지용
패드
스케이트보드용 바퀴
스케이트보드용 보호대
스케이트보드용 운동용 보호
무릎패드
스케이트보드용 운동용 보호
손목패드
스케이트보드용 운동용 보호
팔패드
스케이트보드용 트럭
스케이트보드용 패들
스키
스키 고정장치
스키 케이스
스키날
스키바인딩용 커버
스키보드
스키스틱
스키용 가방
스키용 덮개
스키용 맞춤식 보호덮개

football blocking sleds

스키용 바닥덮개
스키용 브레이크
스키용 씰
스키틀
스키폴
아이스스케이트 날 보호대
알파인 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
크로스컨트리스키용 바인딩

sole coverings for sk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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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 skis
skateboards
bags for skateboards
skateboard grip tapes
skateboard decks
skateboard riser pads
skateboard rails
traction pads for skateboards
skateboard wheels
protective padding for skateboarding
athletic protective knee pads for
skateboarding
athletic protective wrist pads for
skateboarding
athletic protective arm pads for
skateboarding
skateboard trucks

6. 야구용품 (예시)
1루수 장갑
본루
소프트볼용 투수판
소프트볼용 포수마스크
소프트볼용 포수용 장갑
야구 및 소프트볼용 러빙머드
야구경기용 아이패치
야구공
야구공 투척기
야구글러브
야구배트용 가방
야구배트용 그립테이프
야구배트케이스
야구배팅용 장갑
야구배팅용 티
야구배팅케이지용 네트
야구용 마스크
야구용 미트
야구용 배트
야구용 베이스
야구용 투수판
야구용 팔꿈치보호대
야구용 포수마스크
야구용 포수장갑
야구용 흉부보호대
야구피칭용 스크린
투구분석 기능이 있는 야구공
투수판
포수마스크
포수용 장갑

skateboard paddles

7. 육상경기용품 (예시)

skis

ski-boards

야외스포츠용 투포환
육상경기용 바
육상경기용 서클
육상경기용 투창
육상경기용 포환
육상경기용 해머

ski sticks

8. 체조용품 (예시)

ski bindings
ski cases
edges of skis
covers for ski bindings

bags especially designed for skis
ski covers
fitted protective covers specially
adapted for skis
ski brakes
seal skins [coverings for skis]
skittles
ski poles
ice skate blade guards
alpine skis
cross-country skis
bindings for cross-country skis

리듬스포츠체조전용 리본
리듬체조용 곤봉
리듬체조용 공
리듬체조용 로프
리듬체조용 리본
리듬체조용 후프
리듬체조용구
체조 훈련 의자
체조용 도약판
체조용 뜀틀
체조용 링
체조용 안마

first baseman's mitts
home plates
pitchers' plates for softball
catchers' masks for softball
catchers' mitts for softball
baseball and softball rubbing mud
eyepatch for baseball play
baseballs
baseball pitching machines
baseball gloves
bags adapted for baseball bats
grip tapes for baseball bats
baseball bat cases
baseball batting gloves
baseball batting tees
baseball batting cage nets
baseball masks
baseball mitts
baseball bats
baseball bases
pitchers' plates for baseball
arm guards for baseball
catchers' masks for baseball
catchers' mitts for baseball
chest protectors [for baseball]
baseball pitching screens
baseballs for pitching analysis
pitchers' plates
catchers' masks
catchers' mitts

shot puts for field sports
crossbars for field sports
circles for track and field
javelins [for field sports]
shots for field sports
hammers for field sports

ribbons specially adapted for
rhythmic sportive gymnastics
clubs for rhythmic gymnastics
balls for rhythmic gymnastics
ropes for rhythmic gymnastics
rhythmic gymnastics ribbons
hoops for rhythmic gymnastics
apparatus for rhythmic gymnastics
gymnastic training stools
springboards [for gymnastic]
vaulting horses for gymnastics
rings for gymnastics
pommel horses [for gymnastic]

28류 G430301
체조용 이단평행봉
체조용 철봉
체조용 평균대
체조용 평행봉
체조용구
평행봉
후프(리듬체조용)

테니스네트 중앙 끈
테니스라켓
테니스라켓 프레스
테니스라켓용 그립
테니스라켓용 맞춤식 보호덮개

tennis net centre straps

shaped covers for tennis rackets

table tennis nets

테니스라켓용 성형커버
테니스라켓용 헤드커버
테니스용 볼 투척기
플랫폼 테니스용 공
플랫폼 테니스용 네트
플랫폼 테니스용 패들

table tennis net posts

11. 펜싱용품 (예시)

uneven parallel bars for gymnastics
horizontal bars [for gymnastic]
balance beams [for gymnastic]
parallel bars [for gymnastic]
appliances for gymnastics
parallel bars
hoops for rhythmic sportive
gymnastics

9. 탁구용품 (예시)
탁구공
탁구공 회수기
탁구네트
탁구네트기둥
탁구대
탁구라켓
탁구라켓케이스
탁구채용 그립
탁구채용 성형커버
탁구채용 헤드커버

table-tennis balls
tennis ball retrievers

tables for table tennis
table tennis rackets
table tennis racket cases
grips for table tennis rackets
shaped covers for table tennis rackets
head covers for table tennis rackets

10. 테니스 및 배드민턴 용품 (예시)
라켓
라켓볼용 장갑
라켓용 그립
라켓용 그립테이프
라켓용 보호덮개
라켓줄
배드민턴 기둥용 안전패드
배드민턴공
배드민턴네트
배드민턴라켓
배드민턴라켓용 그립
배드민턴라켓용 성형커버
배드민턴라켓용 헤드커버
배드민턴라켓줄
배드민턴세트
배드민턴용 기둥
배드민턴장비
스쿼시라켓
정구공
정구라켓
테니스 기둥
테니스 기둥용 안전패드
테니스 또는 배드민턴용 라켓
테니스 또는 배드민턴용 라켓
손잡이
테니스 또는 배드민턴용 라켓
케이스
테니스 장비
테니스공
테니스공케이스
테니스네트
테니스네트 및 기둥

rackets
racketball gloves
grips for rackets
grip tapes for rackets
protective covers for rackets
gut for rackets
safety padding for badminton uprights

tennis rackets
tennis racket presses
grips for tennis rackets
fitted protective covers specially
adapted for tennis rackets
head covers for tennis rackets
tennis ball throwing apparatus
balls for playing platform tennis
platform tennis nets
paddles for playing platform tennis

에페(펜싱용 칼)
펜싱용 마스크
펜싱용 보호대
펜싱용 사벨
펜싱용 사브르
펜싱용 장갑
펜싱용 칼
펜싱장갑
펜싱장비
펜싱칼
포일(펜싱용 칼)

epee (swords for fencing)
fencing masks
fencing guards
fencing sabers
sabres [fencing weapon]
fencing gloves
fencing weapons
gauntlets [for fencing]
fencing equipment
epee [fencing weapons]
foils [fencing weapon]

12. 하키용품 (예시)
아이스하키 골키퍼용 패드
아이스하키스틱

pads for ice hockey goalkeepers

shuttlecocks
nets for badminton

아이스하키스틱용 가방

bags adapted for ice hockey sticks

badminton rackets

아이스하키스틱용 그립 테이프

grips for badminton rackets

grip tapes for ice hockey sticks

아이스하키스틱용 날

blades for ice hockey sticks

아이스하키스틱용 샤프트

shafts for ice hockey sticks

아이스하키용 골네트

nets for ice hockey goals

아이스하키용 골대

ice hockey goals

아이스하키용 스케이트

ice hockey skates

아이스하키용 퍽

pucks

squash rackets

필드하키골키퍼용 패드

pads for field hockey goalkeepers

tennis ball

필드하키스틱

field hockey sticks

tennis racket

필드하키스틱용 가방

bags adapted for field hockey sticks

tennis uprights

필드하키용 골네트

nets for field hockey goals

safety padding for tennis uprights

필드하키용 골대

field hockey goals

rackets (for tennis or badminton)

필드하키용 장갑

field hockey gloves

guts for rackets [for tennis or
badminton]

하키 훈련용 퍽 리바운더

puck rebounders for hockey training

하키골문

hockey goals

하키공

hockey balls

하키스틱

hockey sticks

하키용 보호대

body protectors for hockey

하키용 흉부보호대

chest protectors [for hockey]

tennis nets

하키장갑

hockey gloves

tennis nets and uprights

하키퍽

hockey pucks

shaped covers for badminton rackets
head covers for badminton rackets
strings for badminton rackets
badminton sets
badminton uprights
badminton equipment

racket cases [for tennis or badminton]
tennis equipment
tennis balls
cases for tennis balls

ice hockey st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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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영용품 (예시)
날개꼴 부낭
수상스포츠용 보드
수영 경기용 레인
수영벨트
수영보조기구
수영용 링
수영용 물갈퀴 장갑
수영용 보드
수영용 스타팅 블록
수영용 오리발
수영용 장갑
수영용 킥보드
수영용 팔에 끼는 부낭
수영용 폼제 부낭
수영장용 공기주입식 플로트
수영재킷
스케이트보드용 운동용 보호
팔꿈치패드
스쿠버다이빙용 오리발
잠수용 오리발
팽창식 수영용 부낭

water wings
boards used in the practice of water
sports
racing lanes for swimming pools
swimming belts
swimming aids
swimming rings
webbed gloves for swimming
swimming boards
starting blocks for swimming
flippers for swimming
swimming gloves
swimming kickboards
arm floats for swimming
foam floats for swimming
swimming pool air floats
swimming jackets
athletic protective elbow pads for
skateboarding
flippers for scuba diving
flippers for diving
inflatable swimming floats

14. 기타 운동용품 (예시)
가라데 표적용 패드
가라데용 장갑
가라데용 정강이패드
가라데용 킥패드
가라데용 표적패드
게임볼용 전용펌프
게임볼의 공기충전용 펌프바늘
경기용 공
경기용 공의 바람주머니
경기용 배트
경기용 원반
경기용 장갑
계단식 운동기계
고무제 공
고무제 야구공
공기팽창식 비치볼
공투척기
과녁
구기경기용 네트
궁도용 팔찌
근육 자극을 위한 전기식 접착
복부 운동 벨트
남성용 국부보호대(스포츠용품)

karate focus pads
karate gloves
karate shin pads
karate kick pads
karate target pads
pumps specially adapted for use with
balls for games
needles for pumps for inflating balls
for games
balls for games
bladders of balls for games
bats for games
discuses for sports
gloves for games
stair-stepping machines for exercise
rubber balls
rubber baseballs
inflatable beach balls
ball pitching machines
targets
nets for ball games
archery arm protectors
adhesive abdominal exercise belts,
electric, for muscle stimulation
men’s athletic supporters (sports
articles)

남성용 복부보호대(스포츠용품)

men's athletic supporters [sports
articles]

네트볼
농구공

netb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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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용 골대
농구용 네트
농구용 백보드
농구용 손가락 보호구
농구용 손가락 보호대
다리보호대
다리보호대(스포츠용품)
다리웨이트(스포츠용품)
덕 블라인드(운동용품)
덤벨샤프트
덤벨세트
도약판
동작감지센서 기능이 있는
줄넘기용 줄
돛을 포함한 세일보드
딥벨트
라인기
라켓볼 장비
라켓스포츠용 공
라켓용 방진구
라크로스 스틱시위
라크로스 스틱용 가방
라크로스 스틱용 줄
라크로스용 공
라크로스용 스틱
라크로스용 장갑
럭비공
런닝머신
레크리에이션용 날개꼴부낭
레크리에이션용 짚라인 장치
로잉머신
로진백
로프볼
롤러블레이드
롤러스케이트
롤러스키
롤러스키용 스키스틱
롤러스키용 스키폴
루지
릴레이 배턴
막대형 턱걸이
메디슨볼
모노스키
목마(스포츠용품)
무릎 가드
무릎보호대(스포츠용품)
무술용 정강이 보호패드
무술용 킥패드
무술용 포커스패드
무술훈련용 장비
미식축구공
미식축구용 거들

basketball goals
basketball nets
backboards for basketball
finger protectors for basketball
basketball finger guards
leg guards
leg guards [sports articles]
leg weights [sports articles]
duck blinds [sports articles]
dumb-bell shafts [for weight lifting]
dumb-bell sets
springboards
jump lopes incorporating motion
recognizing sensors
sailboards incorporating sails
dipbelt
liner
racquetball equipment
balls for racket sports
vibration dampeners for rackets
lacrosse stick strings
bags adapted for lacrosse sticks
strings for lacrosse sticks
lacrosse balls
lacrosse sticks
lacrosse gloves
goals for rugby
running machines
water wing swim aids for recreational
use
zip line apparatus for recreational
purposes
rowing machines
rosin bag
rope ball
roller blades
roller skates
roller skis
ski sticks for roller skis
ski poles for roller skis
luges
relay batons
doorway pull-up bars
medicine ball
monoskis
wooden horse (sports articles)
guard for protecting knee
knee guards [sports articles]
shin pads for martial arts
kick pads for martial arts
focus pads for martial arts
martial arts training equipment
American footballs
girdles for American foot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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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식축구용 골대
미식축구용 다리패드
미식축구용 몸체보호구
미식축구용 무릎패드
미식축구용 어깨패드
미식축구용 장갑
미식축구용 팔꿈치패드
미식축구용 흉부패드
바벨
발목보호대
배구 기둥용 안전패드
배구공
배구용 기둥
배구용 네트
배구용 네트안테나
배구장비
배틀도어용 라켓
배팅글러브
벤치프레스
벨트바이브레이터
보디빌딩기구
보호대(스포츠 슈트의 부품)
복부보호대(스포츠 슈트의 부품)
복싱용 붕대
봅슬레이
블로킹용 더미
비의료용 로잉머신

goals for American football
leg pads for American football
body protectors for American
football
knee pads for American football
shoulder pads for American football
gloves for American football
elbow pads for American football
chest pads for American football
bar-bells
ankle protectors
safety padding for volleyball uprights
volleyballs
volleyball uprights
volleyball nets
volleyball net antennas
volleyball equipment
battledore paddles (hagoitas)
batting gloves [accessories for
games]
bench press
belt vibrator
body-building apparatus
protective paddings [parts of sports
suits]
abdomen protectors (parts of sports
suits)
fist bandages for boxing
bob-sleighs
blocking dummies
rowing machines for physical
exercise (other than for medical use)

사격용 피스톨

pistols for marksmanship (sports
articles)

사냥용 냄새유인기
사냥용 동물 유인음 발생기
사냥용 블라인드(운동용품)
사냥용 스탠드(운동용품)
사냥용 위장막(스포츠용품)
사냥용 인조미끼
사냥용 화살촉
사냥용 활
사슴 유인장치
사슴용 유인제품
서바이벌 게임용 페인트총
석궁(운동용품)
세일보드
세일보드용 끈
세일보드용 돛대
세일보드용 풋스트랩
세일보드용 핀
세일보드용 하니스
소프트볼 배트용 가방
소프트볼공
소프트볼용 배트

scent lures for hunting
hunting game calls
hunting blinds [sports articles]
hunting stands [sports articles]
camouflage screens [sports articles]
lures for hunting
arrow points for hunting
hunting bows
deer attractants
deer lures
paintball guns [sports apparatus]
crossbows [sports articles]
sailboards
sailboard leashes
masts for sailboards
sailboard foot straps
fins for sailboards
harness for sailboards
bags adapted for softball bats
softballs
softball bats

소프트볼용 장갑
소프트테니스공
손 운동용 스트레스해소 공
손목단련기
수구공
수동식 운동장비

softball gloves

수상스키
수상스키 운반용 케이스
수상스키용 바인딩
수상스키용 장갑
수영용 부낭
수중 아령
스노 슈즈
스노보드
스노보드용 가방
스노보드용 덱
스노보드용 마찰정지용 패드
스노보드용 바인딩
스노보드용 보호대
스윔핀
스카이다이빙용 장갑
스켈레톤 썰매
스코어보드
스쿼시공
스쿼시라켓용 그립
스쿼시라켓용 성형커버
스쿼시라켓용 헤드커버
스쿼시장비
스타팅블록
스탠드업 패들 보드
스텝보드

waterskis

스텝퍼
스트레스 완화용 운동용 공
스포츠도구용 화살통 형태의
케이스
스포츠용 낭심보호대
스포츠용 새총
스포츠용 서포터
스포츠용 손덮개
스포츠용 썰매
스포츠용 어깨 및 팔꿈치보호대

soft tennis balls
stress relief balls for hand exercise
wrist training equipment
water polo balls
manually operated exercise
equipment
carrying cases for water skis
bindings for water skis
gloves for water-skiing
swimming floats
aquatic dumbbells
snowshoes
snowboards
bags adapted for snowboards
snowboard decks
traction pads for snowboards
bindings for snowboards
protective padding for snowboarding
swim fins
skydiving gloves
skeleton sleds
scoring boards
squash balls
grips for squash rackets
shaped covers for squash rackets
head covers for squash rackets
squash equipment
starting blocks
stand-up paddle boards
step-boards being exercise
equipment
exercise steppers
stress relief exercise balls
cases in the form of quivers for sports
implements
protective cups for sports
sling shots [sports articles]
supporters for sports
hand wraps for sports use
sleds [sports articles]
protective supports for shoulders
and elbows [sports articles]

스포츠용 작살총
스포츠용 조립식 풀

harpoon guns [sports articles]

스포츠용 콘마커
스포츠용 타격 보호구
스포츠용 팔꿈치보호대
스포츠용 페이스마스크
스포츠훈련용 레그웨이트
스프링 작살총(스포츠용품)

cone markers for sports

prefabricated swimming pools for
sports
striking shields for sports use
elbow guards [sports articles]
face masks for sports
leg weights for sports training
spring-activated spearguns [sports
articles]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647

28류 G430301
스프링보드(스포츠용품)
신체단련기구
신체용 운동기계
신체용 운동기구(의료용 제외)
신체재활기구
아령
아이스스케이트
아이스스케이트 날
알파인스키용 바인딩
양궁
양궁용 비망원경식 조준기
양궁용 스트링거
양궁용 오픈 조준기
양궁용 장갑
양궁용 팔보호대
양궁용 표적
양궁용 핑거탭
양궁용 화살대
양궁용구
에어로빅용 디딤대
에어로빅용 스텝머신
엘립티컬 운동기구
역기
역기용 바벨샤프트
역기용 벤치
역기용 아령
역기용 장갑
역도용 바벨
역도용 벨트
역도용 손목 스트랩
오리 사냥용 미끼
완력기
요가 그네
요가 색 밴드
요가 스트랩
요가연습용 베개
요가연습용 볼스터
요가연습용 아이필로우
요가용 블록
요가용 짐볼
운동선수용 로진
운동용 고정식 자전거
운동용 고정식 자전거롤러
운동용 공
운동용 네트
운동용 다리보호대
운동용 레그웨이트
운동용 몸체보호구
운동용 무릎패드
운동용 무선조정 항공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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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boards [sports articles]
body-training apparatus
machines for physical exercises
physical exercise apparatus, other
than for medical use
body rehabilitation apparatus
dumb-bells
ice skates
ice skate blades
bindings for alpine skis
bows for archery
non-telescopic bow sights for
archery
archery bow stringers
open bow sights for archery
archery gauntlets
arm guards for archery
archery targets
finger tabs for archery
arrow shafts for archery
archery implements
aerobic steps
aerobic step machines
elliptical exercise machines
exercise weights
bar-bell shafts for weight lifting
weight lifting benches
dumb-bells [for weight lifting]
weight lifting gloves
bar-bells [for weight lifting]
weight lifting belts [sports articles]
wrist straps for weightlifting
waterfowl hunting decoys
grip exercisers
yoga swings
yoga toning bands
yoga straps
pillows for use in the practice of yoga
bolsters for use in the practice of
yoga
eyepillows for use in the practice of
yoga
yoga blocks
gym balls for yoga
rosin used by athletes
stationary exercise bicycles
rollers for stationary exercise
bicycles
balls for sports
nets for sports
leg guards for athletic use
leg weights for exercise
body protectors for sports use
knee pads for athletic use
radio-controlled miniature aerial
targets for sports

운동용 바
운동용 발목 웨이트
운동용 벤치
운동용 벨트바이브레이터
운동용 보호패드
운동용 복부벤치
운동용 삼륜보드
운동용 손목보호대
운동용 손목웨이트
운동용 손악력기
운동용 스타팅 블록
운동용 스프링바
운동용 승강그물
운동용 승강로프
운동용 안면보호대
운동용 어깨패드
운동용 역기기계
운동용 전기 근육 자극 바디슈트

exercise bars

운동용 총구 보호대
운동용 타격백
운동용 트램폴린
운동용 트레드밀
운동용 팔목 및 발목 웨이트
운동용 풀리
운동용 플라이오메트릭 상자
운동용 플랫폼
운동용 핸드패드
운동용 허리 보호대
운동용 후프
운동용 흉곽확장기
운동용 흉부보호대
운동용 흉부신장기
운동장비용 가방

throat protectors for sports use

운동장용 코너깃발
워터슬라이드
원반
웨이크보드
육상경기용 출발대
육상경기용 허들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가방
인라인스케이트용 휠
일본식 및 서양식 양궁용구
일본식 양궁용 활
장대높이뛰기용 막대
정강이보호대(운동용품)
주먹보호대
줄넘기용 줄
짐볼
체력단련용 로잉머신

ankle weights for exercise
exercise benches
belt vibrators for sports
protective padding for playing sports
abdominal benches for exercise
three wheeled board for exercise
wrist guards for athletic use
wrist weights for exercise
exercise hand grippers
starting blocks for sports
spring bars for exercise
climbing nets (sports articles)
climbing ropes (sports articles)
face guards for athletic use
shoulder pads for sports use
weight lifting machines for exercise
electric muscle stimulation bodysuits
for sports
striking bags for sports use
exercise trampolines
exercise treadmills
wrist and ankle weights for exercise
exercise pulleys
plyometric boxes for exercise
exercise platforms
hand pads for sports use
waist protectors for athletic use
hoops for exercise
chest expanders [exercisers]
chest protectors for sports use
exercisers [expanders]
bags specially adapted for sports
equipment
corner flags for playing fields
water slides
discuses
wake boards
starting blocks for track sports
hurdles [for track sports]
in-line roller skates
in-line skates
bags for in-line skates
wheels for in-line skates
archery implements [of Japanese
and western styles]
bows for Japanese archery (yumi)
poles for pole vaulting
shin guards [sports articles]
fist protector
jump ropes
gym balls
rowing machines for fitness
purposes

28류 G430303
축구골대
축구공
축구용 니패드
축구용 장갑
측정 센서가 내장된 운동용 후프
치닝바
컬링 브룸
컬링 스톤
컬링용 막대(스포츠용품)
케틀벨
크로케 세트
크리켓가방
크리켓공
크리켓채
클레이사격용 발사장치
클레이사격용 접시사출장치
클레이사격용 접시표적
키킹 티
타깃런처(스포츠용품)
태권도 호구
태권도용 미트
터보건(스포츠용품)
테더볼
테더볼 장비
투창
트랙경기용 스타팅블록
트램폴린
트월링용 배턴
트위스트머신
티볼세트
팔보호대(스포츠용품)
팔지(양궁용 장갑)
패들볼용 공
패들볼용 패들
패러글라이더
패러포일 카이트
펀칭볼
페인트총용 탄약
페탕크 공
풋볼 또는 축구골대
필라테스링
필라테스밴드
필라테스운동용 바
필라테스토닝볼
필라테스폼롤러
핸드볼공
핸드볼용 장갑
행글라이더
허들
허리 트리머용 운동벨트
헬스용 고정식 승마기

soccer goals
footballs
knee pads for soccer
football gloves
hoops for exercise incorporating
measuring sensors
chinning bars
curling brooms
curling stones
curling brooms [sports articles]
kettlebells
croquet sets

호완용 장갑
홈베이스
화기용 표적
화살
화살에 깃을 다는 장치
화살촉
화살케이스
화살통
활시위
훌라후프
휴대용 무용용 바

kote gauntlets
home bases
firearm targets
arrows [for archery]
fletching for archery arrows
archery arrow points
cases for archery arrows
archery quivers
bowstrings
hula hoops
portable barres for dancing

cricket bags
cricket balls
cricket bats
launchers for clay pigeons

[제28류/G430302] 등산용 안전장착대, 등강기(등산
장비)

clay pigeon traps

상품의 범위

clay pigeons [targets]
kicking tees
target launchers [sports articles]
taekwondo suit for protecting bodies
taekwondo mitts
toboggans [sports articles]
tetherballs
tetherball equipment
javelins
starting blocks for athletics
trampolines
twirling batons
twist machine
teeball sets
arm guards [sports articles]

◦ 등산용 안전장착대, 등강기 (등산장비)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다이빙 보드(제6류/G430301)
- 등산용 피켈(얼음도끼)(제8류/G430302)
- 골프벙커 정리용 써레(제8류/G430304)
- 다이빙 및 수영용 노즈클립(제9류/G430301)
- 비금속제 다이빙보드(제19류/G430301)
- 비금속제 텐트팩(제20류/G430302)
- 코펠(제21류/G430302)
- 등산 또는 캠핑용 텐트(제22류/G430302)
- 침낭(제24류/G430302)
- 스포츠의류(제25류/G430301)
- 스포츠용 매트(제27류/G430301)

gauntlets [gloves for archery]
balls for playing paddleball
paddles for playing paddleball
paragliders
parafoil kites
punching balls
paintballs [ammunition for paintball
guns] [sports apparatus]

포함되는 상품(예시)
등강기(등산장비)
등산용 안전장착대(安全裝着帶)
등산용 캐밍장치
인공등반벽
인공암벽등반용 안전장착대

ascenders [mountaineering
equipment]
climbers' harness
climbing camming apparatus
artificial climbing walls
harness for artificial rock climbing

petanque balls
football or soccer goals
circle for pilates
flex-band for pilates
pilates exercise bars
pilates toning ball
pilates foam roller
handballs
handball gloves
hang gliders
hurdles for use in athletics
waist trimmer exercise belts
riding apparatus for fitness

[제28류/G430303] 골프공, 골프채, 골프가방
상품의 범위
◦ 골프공, 골프채, 골프가방
◦ 위에 준하는 골프용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금속제 다이빙 보드(제6류/G430301)
- 등산용 피켈(얼음도끼)(제8류/G430302)
- 골프벙커 정리용 써레(제8류/G430304)
- 다이빙 및 수영용 노즈클립(제9류/G4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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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류 G430303
- 비금속제 다이빙보드(제19류/G430301)
- 비금속제 텐트팩(제20류/G430302)
- 코펠(제21류/G430302)
- 등산 또는 캠핑용 텐트, 등산용 로프, 등산용 자일(제22류/
G430302)
- 침낭(제24류/G430302)
- 스포츠의류(제25류/G430301)
- 스포츠용 매트(제27류/G430301)

포함되는 상품(예시)
골프 가방용 태그
골프 드라이빙 연습용 매트
골프가방
골프가방용 끈
골프가방용 성형커버
골프가방용 스탠드
골프공
골프공 공급기
골프공 마커
골프공 반환기
골프공 자동공급기
골프공 회수기
골프공용 마커
골프깃발
골프네트
골프드라이버
골프백 스탠드

golf bag tags

골프백 카트
골프백 트롤리
골프스윙 교정기구
골프스윙 연습기구
골프아이언
골프연습용 공
골프연습용 그물
골프용 가방
골프용 기(운동용품)
골프용 잔디관리기
골프용 장갑
골프용 타수기
골프장갑
골프장비
골프장비용 트롤리 가방
골프채
골프채 그립
골프채 샤프트
골프채 헤드
골프채 헤드커버
골프채용 가방
골프채용 그립테이프
골프채용 맞춤식 보호덮개

golf bag carts

골프채용 커버

covers for golf clu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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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

driving practice mats [golf articles]
golf bags, with or without wheels
golf bag straps
shaped covers for golf bags
bag stands for golf bags

골프클럽 고정용 스탠드

stands specially adapted for holding
golf clubs

골프클럽용 커버
골프티
골프티용 가방
골프퍼터
골프퍼터용 성형커버
골프퍼팅 교정기구
골프퍼팅 연습장치
모터구동식 골프 트롤리
비모터구동식 골프트롤리
퍼팅 연습용 매트(골프용품)
피치마크 수선기

golf club covers

하프백
홀컵

half golf bags

golf tees
golf tee bags
golf putters
shaped covers for golf putters
golf putting alignment apparatus
golf putting exercising apparatus
golf trolleys, motorized
non-motorized golf trolleys
putting practice mats [golf articles]
pitch mark repair tools [golf
accessories]
hole cup

golf balls
golf ball dispensers
markers for golf balls

[제28류/G4304] 낚시용구

golf ball return

상품의 범위

automatic golf ball dispensers
golf ball retrievers
golf ball markers

◦ 낚시용구

golf flags
golf nets
golf drivers
stands specially adapted for holding
golf bags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낚시바구니, 낚시의자(제20류/G4304)
- 낚시용 사료(제31류/G0209)
- 낚시용 떡밥, 낚시용 살아있는 미끼(제31류/G4304)

협의의 포괄명칭

golf bag trolleys
golf swing alignment apparatus

낚시용구

golf swing exercisers

포함되는 상품(예시)

golf irons
golf practice balls
golf practice nets
golf bags
golf flags [sports articles]
divot repair tools [golf accessories]
gloves for golf
counters for golf
golf gloves
golf equipment
trolley bags for golf equipment
golf clubs
golf club grips
golf club shafts
golf club heads
golf club head covers
golf club bags
grip tapes for golf clubs
fitted protective covers specially
adapted for golf clubs

fishing tackle

견지
낚시 미끼드레더
낚시 미끼통
낚시 받침대
낚시가방
낚시그물
낚시그물고리
낚시대
낚시대 부착용 슬리브
낚시대 케이스
낚시대 튜브
낚시대 홀더
낚시대용 손잡이
낚시대용 연장핸들
낚시뜰채
낚시릴
낚시릴 케이스
낚시막대
낚시밑밥 투척용 주걱
낚시바늘

bamboo fishing trolls (Gyeonji)
bait threader
tin for fishing bait
fishing rod supports
bags for fishing
landing nets [for anglers]
fishing net ring
rods for fishing
sleeves for attaching fishing rod
fishing rod cases
fishing rod tubes
fishing rod holders
fishing rod handles
fishing rod extension handles
landing nets for fishing
fishing reels
fishing reel cases
fishing poles
spatulas for throwing ground bait
fish hooks

28류 G4304
낚시방울
낚시봉
낚시용 가짜미끼
낚시용 공기팽창식 부유튜브
낚시용 날벌레 미끼상자
(낚시용품)
낚시용 냄새유인기
낚시용 목줄
낚시용 미끼 상자(낚시용품)
낚시용 발광등
낚시용 부낭
낚시용 스피너
낚시용 아이스박스
낚시용 엉덩이 보호대
낚시용 인조날벌레
낚시용 인조미끼
낚시용 인조벌레
낚시용 플러그
낚시용 하네스
낚시용 회전고리
낚시용구 상자
낚시용구 케이스
낚시용구용 낚시바늘 제거기
낚시줄
낚시줄 가이드
낚시줄 감개
낚시줄용 야잠사(野蠶絲)
낚시줄을 낚시바늘에 묶는기구
낚시찌
낚시찌 케이스
낚시추
낚시크릴
뜰채
밑밥주걱
살림망
살아있는 미끼고정용 미끼 가방
수족관용 낚시망
얼음낚시용 스트라이크 인디
케이터
입질표시기
입질표시센서
휴대용 낚시그물

bells for fishing
fishing sinkers
lures for fishing
inflatable fishing float tubes
fishing fly boxes [fishing articles]
scent lures for fishing
fishing leaders
fishing lure boxes
luminous lamps for fishing
fishing buoys for anglers
fishing spinners
icebox for fishing
hip-guards for fishing
artificial flies for use in angling
fishing lures
artificial fishing worms
fishing plugs
fishing harnesses
fishing swivels
box for fishing apparatus
fishing tackle boxes
fish hook removers being fishing
tackle
lines for fishing
guides for fishing lines
fisfishing lines spools
gut for fishing
apparatus for tying fishing lines to
hooks
fishing floats
case for floats for fishing
fishing plumbs
fishing creels
landing nets
spatulas for ground bait
keepnet
bait bags for holding live bait
aquarium fish nets
strike indicators for ice fishing
bite indicators [fishing tackle]
bite sensors [fishing tackle]
handheld fishing n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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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 생선, 가금 및 엽조수; 고기진액; 보존처리/냉동/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 젤리, 잼, 콤폿; 달걀; 우유, 치즈, 버터, 요구르트 및 기타 유제품;
식용 유지(油脂)
(Meat, fish, poultry and game; meat extracts; preserved, frozen, dried and
cooked fruits and vegetables; jellies, jams, compotes; eggs; milk, cheese,
butter, yogurt and other milk products; oils and fats for food)

본류에는 주로 동물성 식품 및 야채 기타 식용 원예작물로서 식용 또는 보존용으로 처리를 한
것이 포함된다.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고기/생선/과일 또는 채소를 주원료로 하는 식품
식용벌레
우유를 주성분으로 한 우유음료
우유대용품(예: 아몬드유, 코코넛 밀크, 쌀우유, 두유)
보존처리된 버섯
식용 가공된 두류 및 견과류
식용 씨(향신료 또는 향미료인 것은 제외)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비식품용 유지(油脂)(예: 에센셜 오일(제3류), 공업용 오일(제4류), 의료용 피마자유(제5류))
유아용 식품(제5류)
의료용 식이요법식품과 식이요법제(제5류)
식이보충제(제5류)
샐러드 드레싱(제30류)
가공된 씨(향신료)(제30류)
초콜릿 입힌 땅콩(제30류)
신선 및 미가공 과일/채소/견과 및 종자(제31류)
사료(제31류)
살아있는 동물(제31류)
재배용 곡물종자(제31류)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653

`

29류 G020102

제

29류

【포괄상품명칭 목록】
포괄상품명칭

유사군코드 (구)포괄코드

보존처리/냉동/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
(preserved, frozen, dried and cooked
fruits and vegetables)

G0202,
G0204,
G0211

N29001

반찬
(prepared side dishes consisting
primarily of meat, fish, poultry or
vegetable)

G0204,
G0205,
G0206,
G0702,
G0703,
G0704,
G0707,
G0801,
G0802,
G0803

N29004

G0204,
G0206,
G0703,
G0803

N29002

농축 수프
(soup concentrates)
수프 믹스
(soup mixes)

통조림된 고기/생선/채소 및 과일
(tinned meat, fish, vegetables and
fruits)

G0204,
G0703,
G0803

N29003

가금 및 엽조수
(poultry and game)

G0701,
G0703

N29006

식육/생선/가금 및 엽조수
(meat, fish, poultry and game)

G0701,
G0703,
G0801,
G0803

N29007

생선
(fish)

G0801,
G0803

N29005

식육
(meat)
식육/가금 및 엽조수
(meat, poultry and game)
포장된 식육
(packaged meats)

[제29류/G020101] 냉동한 두류
상품의 범위
◦ 냉동된 식용 두류(콩류)
․ 원형이 유지된 콩을 의미하며, 냉동품이라고 하더라도 가공으로
원형이 바뀐 것은 두류가공식품으로 분류함.

수프 분말
(soup powders)
수프 제조용 믹스
(mixes for making soup)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수프 페이스트
(soup pastes)

- 공업용 곡분, 공업용 전분(제1류/G020102)
- 두류가공식품(두부와 두부가공식품은 제외)(제29류/G0206)
- 식용 가공 꽃가루(제29류/G020102)
- 도정(搗精)한 곡물, 곡물(발아한 것)(제30류/G020101)
- 식용 곡분, 식용 전분(제30류/G020102)
- 미가공 곡물, 미가공 두류(제31류/G020101)

수프
(soups)
수프용 조제품
(preparations for making soup)
수프진액
(extracts for soups)

포함되는 상품(예시)
냉동된 완두콩
냉동한 두류

인스턴트 또는 조리된 수프
(instant or pre-cooked soup)

frozen peas
frozen beans

인스턴트 수프
(instant soup)

[제29류/G020102] 식용 가공꽃가루

조리된 수프
(pre-cooked soup)

상품의 범위

콩소메
(consommes)

◦ 식용 가공 꽃가루

통조림된 수프
(canned soups)
식용 젤리
(jellies for food)
타진요리(가공된 고기/ 생선 또는 채소 요리)
(tagine [prepared meat, fish or
vegetable dish])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G0204,
G0703,
G0803

N29003

- 공업용 곡분, 공업용 전분(제1류/G020102)
- 도정(搗精)한 곡물, 발아한 곡물(제30류/G020101)
- 식용 곡분, 식용 전분(제30류/G020102)
- 미가공 꽃가루(제31류/G0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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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류 G020102
포함되는 상품(예시)
식용 가공 꽃가루

◦ 위에 준하는 채소 또는 과일 가공식품

pollen prepared as foodstuff

[제29류/G0202] 냉동한 채소
상품의 범위
◦ 냉동된 식용채소
․ 원형이 보존된 것을 의미하며, 냉동품이라고 하더라도 가공으로
원형이 바뀐 것은 채소가공식품으로 분류함.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건조된 채소, 보존처리된 채소, 요리된 채소(제29류/G0204)
- 신선한 채소, 미가공 채소, 유기농 신선한 채소(제31류/G0202)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냉동된 채소(제29류/G0202)
- 요리용 과일즙 및 채소즙(제29류/G0204, G0290)
- 냉동된 과실(제29류/G0211)
- 아몬드 페이스트, 케이퍼(제30류/G0204)
- 신선한 채소, 미가공 채소, 유기농 신선한 채소(제31류/G0202)
- 코프라(제31류/G0204)
- 신선한 과실(제31류/G0211)

협의의 포괄명칭
과실가공식품
발효 채소식품
채소가공식품

협의의 포괄명칭
냉동된 채소

frozen vegetables

포함되는 상품(예시)
냉동가지
냉동감자
냉동고구마
냉동고사리
냉동고추
냉동당근
냉동된 아이스플랜트
냉동마늘
냉동머위

eggplants (frozen)
frozen potatoes
frozen sweet potatoes
frozen brackens (Gosari)
frozen peppers
carrots (frozen)
frozen iceplant
frozen garlic
butterburs for use as vegetables
[frozen]
frozen radishes

냉동무
냉동배추
냉동버섯
냉동산삼
냉동생강
냉동시금치
냉동양파
냉동오이
냉동인삼

frozen celery cabbages
mushrooms (frozen)
frozen wild ginseng
gingers (frozen)
spinach, frozen
onions (frozen)
cucumbers (frozen)
ginsengs for use as vegetables
[frozen]

냉동죽순
냉동콩나물
냉동토마토
냉동파
냉동표고버섯

bamboo shoots, frozen
frozen bean sprouts
frozen tomatoes
frozen green onion
frozen shiitake mushrooms

[제29류/G0204] 채소가공식품, 보존처리된 채소, 과실
가공식품, 보존처리된 과일
상품의 범위
◦ 식용을 위해 건조, 가공 또는 보존처리한 채소(냉동채소는 제외)
◦ 식용을 위해 건조, 가공 또는 보존처리한 과실(냉동과실은 제외)
◦ 채소, 과일, 버섯 등 육생식물을 주 재료로 한 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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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products made primarily from
fruits
fermented vegetable foods
processed vegetable products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공된 가지
가공된 감자
가공된 개암
가공된 겨자잎
가공된 견과류
가공된 고구마
가공된 고지베리
가공된 과일
가공된 과일 및 견과로 만든 식품바

processed eggplant

가공된 노니
가공된 더덕
가공된 도라지
가공된 동충하초
가공된 땅콩
가공된 라이치(과일)
가공된 레몬그라스
가공된 마늘
가공된 마카다미아
가공된 망고
가공된 모둠 과일
가공된 무
가공된 밤
가공된 방울양배추
가공된 버섯
가공된 복숭아
가공된 브뤼셀 콩나물
가공된 블루베리
가공된 빈랑나무 열매
가공된 사과
가공된 사탕무
가공된 산삼

noni fruit, processed

가공된 수삼
가공된 식용 꽃

potatoes, processed
hazelnuts, prepared
mustard greens, processed
processed nuts
processed sweet potatoes
goji berries, processed
fruit, processed
processed fruit and nut based food
bars
processed deodeok
processed bellflower
processed Chinese caterpillar
processed peanuts
processed lychee fruit
lemongrass, processed
processed garlic
processed macadamia
mangos, processed
arrangements of processed fruit
processed raddishes
processed chestnuts
brussels sprouts, processed
mushrooms, processed
processed peaches
processed brussels sprouts
blueberries, processed
processed betel nuts
processed apples
beets, processed
processed wild ginseng for use as a
vegetable
processed ginseng, non-dried, for
use as a vegetable
edible flowers, processed

29류 G0204
가공된 식용 선인장
가공된 식용 알로에베라
가공된 식용 종자
가공된 씨앗
가공된 아몬드
가공된 아보카도
가공된 아사이베리
가공된 아스파라거스
가공된 아티초크
가공된 알로에
가공된 야채 및 과일
가공된 얌
가공된 양배추
가공된 양파
가공된 오디
가공된 오렌지
가공된 올리브
가공된 올리브 퓌레
가공된 인삼
가공된 종려나무 순
가공된 참깨
가공된 채소
가공된 천마
가공된 체리
가공된 치아씨
가공된 캐슈너트
가공된 코코넛
가공된 콜라드그린
가공된 콩나물
가공된 퀸스
가공된 토마토
가공된 파파야
가공된 포도잎
가공된 표고버섯
가공된 플랜테인씨
가공된 피망
가공된 피스타치오
가공된 해바라기씨
가공된 호두
가공된 호박
가공된 호박씨
가공된 홍삼
가공된 히카마
가공처리된 해바라기 씨
가공한 가든 샐러드
가공한 땅콩
가공한 사탕무
가공한 살구
가공한 아보카도
가공한 콩나물
가공한 함초

processed cactus for food
aloe vera prepared for human
consumption
processed edible seeds
seeds, prepared
processed almonds
avocados, processed
acai berries, processed
asparagus, processed
processed artichokes
processed aloe
processed vegetables and fruits
yams, processed
cabbage, processed
processed onions
processed mulberry
oranges, processed
processed olives
processed olive puree
processed ginseng for use as a
vegetable
hearts of palm, processed
processed sesame seeds
vegetables, processed
processed gastrodia elata blume
cherries, processed
chia seeds, processed
processed cashew nuts
prepared coconut
collard greens, processed
bean sprouts, processed
quinces, processed
tomatoes, processed
papayas, processed
grape leaves, processed
processed shiitake mushrooms
plantain seeds, processed
pimientos, processed
prepared pistachio
processed sunflower seeds
prepared walnuts
pumpkin, processed
processed pumpkin seeds
processed red ginseng for use as a
vegetable
jicama, processed
sunflower seeds, prepared
garden salads, prepared
peanuts, prepared
processed beets
processed apricots
processed avocados
processed bean sprouts
processed salicomia

가죽부각
가지 파미지아나
가지 페이스트
갈아놓은 아몬드
갈아서 만든 감자너겟
감말랭이
감자 샐러드
감자 프레이크
감자를 주원료로 한 뇨끼
감자만두
감자스낵
감자스프레드
감자튀김
감자퍼프
갓김치
건시
건조 무화과
건조된 과일
건조된 과일 및 채소
건조된 과일로 만든 스낵
건조된 과일믹스
건조된 대추야자열매
건조된 또는 향이 첨가된 과일
건조된 송로버섯(식용 균류)
건조된 식용 꽃
건조된 식용 백합 구근
건조된 식용 버섯
건조된 식용 흰목이버섯
건조된 올리브
건조된 자두
건조된 채소
건조된 코코넛
건조된 크랜베리
건조된 홍삼
건조된 흰망태버섯
건포도
견과류 및 씨앗으로 만든 스낵 바
견과류 살
견과류 토핑
견과류로 만든 스낵식품
견과류바
고기로 속을 채운 양배추말이
고들빼기김치
고추로 채운 올리브
고추장아찌
고추절임
곤약
곤약젤리(곤약)
곶감
과육

chinaberry chips
eggplant parmigiana
aubergine paste
ground almond
grated potato nuggets
dried persimmon
potato salad
potato flakes
potato-based gnocchi
potato dumplings
potato-based snack foods
potato-based dumplings
potato fritters
potato puffs
Korean pickled mustard leaves and
stems (Gatkimchi)
dried persimmons
dried figs
dried fruits
dried fruit and vegetables
dried fruit-based snacks
dried fruit mixes
dried dates
dry or aromatized fruit
dried truffles [edible fungi]
edible flowers, dried
edible lily bulbs, dried
dried edible mushrooms
dried edible tremella fuciformis
dried olives
prunes
dried vegetables
desiccated coconut
dried cranberries
dried red ginseng
dried long net stinkhorn
raisins
nut and seed-based snack bars
nutmeats
nut toppings
nut-based snack foods
nut bars
cabbage rolls stuffed with meat
kimchi made of crepidiastrum
sonchifolium
olives stuffed with red peppers
Korean sliced peppers preserved in
soy sauce or soybean paste (Jangajji)
pickled peppers
jelly made from devils tongue root
(konnyaku)
jelly made from devils' tongue root
(konnyaku)
dried persimmon (Got-gam)
fruit p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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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류 G0204
과일 및 채소 샐러드
과일 스프레드
과일 페이스트
과일 퓌레
과일껍질
과일레더
과일로 만든 디저트
과일샐러드
과일을 주원료로 한 스낵
과일잼
과일절임
과일젤리
과일젤리(과자는 제외)
과일칩(식품)
과카몰리
구아바 페이스트
구운 감자
구운 채소
군밤
김치
김치찌개
깍두기
깻잎김치
깻잎장아찌
껍질 벗긴 토마토
껍질을 벗긴 견과류
나박김치
냉동홍삼
다진마늘
단무지
대추야자열매
데친 견과류
도토리묵
동결건조된 채소
동치미
된장찌개
딜 피클
땅콩 스프레드
땅콩 페이스트
라타투이
레몬 스프레드
레몬 커드
마늘 버터
마늘 퓌레
마늘스프레드
마라스키노 체리
마멀레이드
매실장아찌
미리 자른 채소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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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uit and vegetable salads
fruit spreads
fruit paste
fruit purees
fruit peel
fruit leathers
dessert made of fruits
fruit salads
fruit-based snack food
fruit jams
pickled fruits
fruit jellies
fruit jellies [not being confectionery]
fruit chips
guacamole
guava paste
baked potatoes
grilled vegetables
roasted chestnuts
kimchi
kimchi jjigae [Korean dish consisting
primarily of fermented vegetables,
pork and tofu]
radish cubed kimchi (Kkakdugi)
kimchi made of perilla leaf
Korean sliced perilla leaf preserved
in soy sauce or soybean paste
(Jangajji)
peeled tomatoes
shelled nuts
nabak kimchi
frozen red ginseng
minced garlic
pickled radishes
dates
blanched nuts
dotorimuk
lyophilised vegetables
watery radish kimchi
cooked dish consisting primarily of
soybean paste and tofu
(Doenjang-jjigae)
dill pickles
peanut spread
peanut paste
ratatouille
lemon spread
lemon curd
garlic butter
garlic puree
garlic-based spreads
maraschino cherries
marmalade
Korean sliced plum preserved in soy
sauce or soybean paste (Jangajji)
pre-cut vegetable salads

밀크씨슬 가공식품
바나나 칩
발효가공된 홍삼
버섯 퓌레
벗긴 기다란 토마토
베리를 주재료로 한 풀(디저트)
베리수프
병조림된 과일
병조림된 채소
보존처리/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
보존처리/건조 및 조리된 올리브
보존처리된 견과류
보존처리된 견과류(냉동한 것은
제외)
보존처리된 과일
보존처리된 도라지
보존처리된 마늘
보존처리된 버섯
보존처리된 베리
보존처리된 생강
보존처리된 송로버섯
보존처리된 아스파라거스
보존처리된 아티초크
보존처리된 앵두
보존처리된 양파
보존처리된 올리브
보존처리된 채소
보존처리된 토마토
보존처리된 피망
보존처리한 대추
보존처리한 딸기
보존처리한 레몬
보존처리한 멜론
보존처리한 모과
보존처리한 밀감
보존처리한 바나나
보존처리한 밤
보존처리한 배
보존처리한 복숭아
보존처리한 사과
보존처리한 살구
보존처리한 은행
보존처리한 잣
보존처리한 포도
보존처리한 호두
볶은 견과류
부추김치
분말아몬드
브레디드버섯
빵가루를 묻히고 튀긴 할라피
뇨고추
사과 버터

milkthistle being processed food
banana chips
fermented processed red ginseng
mushrooms puree
peeled plum tomatoes
berry-based fool
berry soup
bottled fruits
bottled vegetables
preserved, dried and cooked fruit
and vegetables
preserved, dried and cooked olives
nuts, prepared
preserved nuts (other than those
frozen)
fruit, preserved
preserved balloon flower root
(Doraji)
preserved garlic
mushrooms, preserved
berries, preserved
ginger, preserved
truffles, preserved
asparagus, preserved
artichokes, preserved
cherries, preserved
onions, preserved
preserved olives
preserved vegetables
tomato preserves
preserved peppers
jujubes (preserved)
strawberries (preserved)
lemons (preserved)
melons (preserved)
Chinese quince (preserved)
mandarin oranges (preserved)
bananas (preserved)
chestnuts (preserved)
pears, preserved
peaches (preserved)
apples (preserved)
apricots (preserved)
gingko nuts (preserved)
pine nuts (preserved)
grapes (preserved)
walnuts (preserved)
roasted nuts
leek kimchi
almonds, ground
breaded mushrooms
breaded and fried jalapeno peppers
apple butter

29류 G0204
사과퓌레
살구잼
삶고 염장보존처리하여 발효
시킨 죽순(멘마)
샐러드용 자른 채소
생강잼
생강절임
설탕에 절인 과일
설탕에 절인 생강
설탕에 절인 형태의 가공된 식
용꽃
설탕에 조린 과일
설탕을 입힌 과일
설탕이 뿌려진 견과류
설탕이 뿌려진 과일스낵
설탕이 뿌려진 잣
설탕이 뿌려진 호두
소금에 절인 과일
소금에 절인 양배추
속을 채운 양배추말이
수박껍질 절임
슈크루트 가르니
스튜요리된 과일
시금치딥
시저 샐러드
식용 건목이버섯
식용 건조 가드니아꽃
식용 드라이플라워(말린 꽃)
식용 코코아버터
식초에 절인 채소
씨없는 건포도
아몬드로 채운 올리브
아몬드버터
아티초크 페이스트
알코올 보존처리된 과일
압착 과일 페이스트
야채 무스
야채육수
야채젤리
야채칩
야채튀김
얇게 썬 과일
얇게 썬 병조림된 과일
얇게 썬 야채
양념된 땅콩
양념된 아몬드
양념된 캐슈
양념된 피클
양념된 혼합견과류
양파링
오가리(건조한 채소)
오이소박이

apple puree

오이장아찌

apricot jam
fermented bamboo shoots boiled
and preserved in salt (menma)
pre-cut vegetables for salads
ginger jam
pickled ginger
crystallized fruits
crystallized ginger
processed edible flowers in
crystallized form
fruit conserves
frosted fruits
candied nuts
candied fruit snacks
candied pine nuts
candied walnuts
salted fruit
sauerkraut
stuffed cabbage rolls
pickled watermelon rind
choucroute garnie
fruit, stewed
spinach dips
caesar salad
dried edible black fungi
edible dried gardenia flowers
edible dried flowers
cocoa butter for food
vegetables in vinegar
sultanas
olives stuffed with almonds
almond butter
artichoke paste
fruit preserved in alcohol
pressed fruit paste
vegetable mousses
vegetable stock
vegetable jellies
vegetable chips
tempura vegetables
sliced fruits
bottled sliced fruits
sliced vegetables
spiced peanuts
spiced almonds
spiced cashews
spicy pickles
spiced mixed nuts
onion rings
dried slices of pumpkin (dried
vegetable)
cucumber Kimchi [Oi-sobagi]

오이절임
오일로 보존처리한 채소
올리브 페이스트
올리브 퓌레
와사비로 코팅한 땅콩
요리된 채소
요리용 과일펙틴
요리용 마늘 페이스트
요리용 코코넛 밀크
요리용 펙틴
우유대용품인 헴프밀크
유기농 견과류 및 씨앗으로
만든 스낵바
유아용 채소로 만든 식사
유카 칩
윤기처리된 과일
으깬 감자
인삼가공식품
인삼잼
인삼젤리
인스턴트 으깬 감자
장아찌

Korean sliced cucumber preserved
in soy sauce or soybean paste
(Jangajji)
pickled cucumbers
preserved vegetables (in oil)
olive pastes
olive puree
wasabi-coated peanuts
vegetables, cooked
fruit pectin for culinary purposes
garlic paste for culinary purposes
coconut milk for culinary purposes
pectin for culinary purposes
hemp milk for use as a milk substitute
organic nut and seed-based snack
bars
vegetable-based prepared meals
for toddlers
yuca chips
glazed fruits
mashed potatoes
ginseng processed food products
ginseng jam
ginseng jelly
instant mashed potato

잼
저지방 포테이토칩
저지방 포테이토크립스
전채요리 샐러드
절단된 과일
절단된 야채
절인 양파
절임 배추
절임 오이
조리된 과일
조리된 과일 및 채소
조리된 솔방울
조리된 시금치
조리된 야채
조리된 올리브
조리된 질경이씨
조리된 치아씨
조리된 호박씨
조미된 견과류
조미료 또는 양념이 아닌 조리된
참깨
즉석냉동 채소식품
채소 샐러드
채소로 만든 조리용 스프레이
채소로 만든 햄버거용 고기
채소를 주성분으로한 고기대용품
채소를 주원료로한 크림

Korean sliced vegetables preserved
in soy sauce or soybean paste
(Jangajji)
jams
low-fat potato chips
low-fat potato crisps
antipasto salads
cut fruits
cut vegetables
pickled onions
pickled cabbage
gherkins
fruits, cooked
cooked fruits and vegetables
prepared pignoli
spinach, cooked
cooked vegetables
cooked olives
plantain seeds, prepared
chia seeds, prepared
prepared pumpkin seeds
seasoned nuts
cooked sesame seeds, not being
seasonings or flavorings
vegetables, instant frozen
vegetable salads
vegetable-based cooking spray
veggie burger patties
vegetable-based meat substitutes
vegetable-based c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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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류 G0204
채소수프
채소수프용 조제품
채소스낵
채소스프레드
채소용 가공된 샬롯(조미료는
제외)
채소절임
채소퓌레
청국장찌개
총각김치
칠리레예노
칠리베르데(조리된 식품)
칠리콘카르네
칠리콘퀘소
칵테일 양파
캐슈 호두버터
케이크 및 파이용 과일 속
케일 칩
코울슬로
코코넛 밀크
코코넛 밀크 분말
코코넛 분말
코코넛버터
코코넛조각
콤폿
크랜베리 잼
크랜베리 콤폿
타히니
토마토 페이스트
토마토 퓌레
통조림 또는 병조림 과일
통조림 또는 병조림 채소
통조림 올리브
통조림 토마토
통조림된 과일
통조림된 땅콩
통조림된 시금치
통조림된 채소
튀긴 플랜테인
튀김감자
페스토로를 채운 해바라기
오일에 절인 올리브
페포호박 페이스트
포테이토스틱
포테이토칩(식품)
포테이토크립스 및 포테이토칩
푸틴(그레이비 및 치즈커드로
토핑된 캐나다식 감자튀김)
프렌치프라이
플랜테인 칩스
피넛버터
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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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getable soups
vegetable soup preparations
vegetable-based snack foods
vegetable-based spreads
processed shallots [used as a
vegetable, not seasoning]
pickled vegetables
vegetable puree
cooked dish consisting primarily of
rich soybean paste and tofu
(Cheonggukjang-jjigae)
chonggak kimchi
chile rellenos
chile verde [prepared dish]
chili con carne
chile con queso
cocktail onions

할라피뇨피클
해쉬브라운
해시 브라운 포테이토
향이 첨가된 견과류
향이 첨가된 과일
헤이즐넛 스프레드
호두 버터
호두 알맹이
홍삼 분말
홍삼가공식품
홍삼잼
홍삼절편

pickled jalapenos

홍삼젤리
홍시
후추 및 아몬드로 채운 올리브

red ginseng jelly

hash browns
hash brown potatoes
flavored nuts
aromatized fruit
hazelnut spreads
nut butter
walnut kernels
red ginseng powders
processed red ginseng products
red ginseng jam
red ginseng jeolpyeon [sliced Korean
red ginseng]

cashew nut butter

ripe persimmon
olives stuffed with red peppers and
almonds

fruit-based filling for cakes and pies
kale chips
coleslaw

[제29류/G0204, G0290] 요리용 과일즙 및 채소즙

coconut milk

상품의 범위

powdered coconut milk
coconut powder
coconut butter
flaked coconut
compotes
cranberry jam

◦ 요리용 과일즙 및 채소즙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채소가공식품, 과실가공식품(제29류/G0204)

포함되는 상품(예시)

cranberry compote
tahini
tomato paste
tomato puree
canned or bottled fruits
canned or bottled vegetables
tinned olives
canned tomatoes
fruits, tinned
canned peanuts
spinach, canned
vegetables, tinned
fried plantain
fried potatoes
olives stuffed with pesto in sunflower
oil

요리용 과일농축액
요리용 과일주스
요리용 라임즙
요리용 레몬즙
요리용 버주스
요리용 오미자즙
요리용 채소농축액

fruit-based concentrate for cooking

요리용 채소주스
요리용 채소추출물

vegetable juices for cooking

요리용 토마토주스
요리용 호박즙
요리용 홍삼농축액
토마토진액

tomato juice for cooking

fruit juices for cooking
lime juice for culinary purposes
lemon juice for culinary purposes
verjuice for culinary purposes
omija juice for culinary purposes
vegetable concentrates for culinary
purposes
vegetable extracts for culinary
purposes
pumpkin juice for culinary purposes
red ginseng concentrates for cooking
tomato extracts

vegetable marrow paste
potato sticks
potato chips
potato crisps and chips
poutine [Canadian dish consisting
primarily of French fries topped with
gravy and cheese curds]
french fries
plantain chips
peanut butter
pickles

[제29류/G0204, G1009] 채소/과실가공식품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상품의 범위
◦ 건조, 가공 또는 보존처리한 채소/과실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
보조식품
◦ 채소, 과일, 버섯 등을 주 재료로 한 가공식품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29류 G0206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식이보충제, 건강기능식품(제5류/G1004, G1009)
- 건조, 보존처리 또는 요리된 채소/과실(제29류/G0204)
- 요리용 과일즙 및 채소즙(제29류/G0204, G0290)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냉동한 콩(제29류/G020101)
- 가공한 곡물, 곡물가공식품(제30류/G0206)
- 싱싱한 콩(제31류/G020101)

포함되는 상품(예시)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공된 구기자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대추를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
식품

health supplements food mainly
based on processed Chinese
matrimony vine
health supplement food mainly
based on jujube

[제29류/G0205] 두부, 두부가공식품
상품의 범위
◦ 두부, 두부가공식품
◦ 두부에 준하는 콩 가공식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두류가공식품(두부와 두부가공식품은 제외)(제29류/G0206)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공된 깍지콩
가공된 병아리콩
가공된 사탕옥수수
가공된 에다마메
가공된 완두콩
가공된 콩
건조된 렌즈콩
건조된 콩
구운 콩
동부묵
두류 가공식품(두부 및 두부
가공식품은 제외)

string beans, processed

리프라이드빈

refried beans

메밀묵

maemilmuk

메주

fermented soybeans

메주가루

fermented soybeans powder

발효된 콩(낫토)

fermented soybeans (natto)

chickpeas, processed
sweet corn, processed
edamame, processed
peas, processed
pulses, processed
dried lentils
pulses, dried
baked beans
cowpea paste
processed beans, namely, foodstuffs
(excluding bean curds and foodstuffs
made from bean curds)

냉동건조된 두부조각(코오리)
냉동두부

freeze-dried tofu pieces (kohri-dofu)

보존처리된 깍지콩

string beans, preserved

frozen tofu

보존처리된 렌즈콩

lentils, preserved

농(濃)두부

thick tofu

보존처리된 식용 대두

soya beans, preserved, for food

두부

bean curd

보존처리된 완두콩

peas, preserved

두부 껍질

tofu skin

보존처리된 팥

adzuki beans, preserved

두부가공식품

foods prepared from bean curds
(tofu)

보존처리한 두류

beans, preserved
instant or pre-cooked miso soup

두부로 만든 스낵식품

tofu-based snacks

인스턴트 또는 조리된 미소수프

두부스틱

beancurd sticks

인스턴트 미소수프

instant miso soup

두부패티

tofu patties

조리된 깍지콩

string beans, prepared
prepared pulses

fermented bean curd

조리된 두류

순두부

unpressed bean curd

조리된 미소수프

pre-cooked miso soup

연두부

silken beancurd

조리된 에다마메

edamame, prepared

유부

fried tofu

조리된 콩

beans, prepared

콩비지

bean curd lees

청포묵

mung bean jelly

튀긴 두부
튀긴 두부조각(아부라아게)

deep fried tofu

카술레

cassoulet

fried tofu pieces (abura-age)

콘도그

corn dogs

콩 샐러드

legume salads

콩칩

soya chips

콩물

soybean soup

콩으로 만든 딥

bean dips

콩으로 만든 스낵식품

bean-based snack foods

콩으로 만든 햄버거용 고기

soya burger patties

콩을 주재료로 한 스낵

soya-based snack foods

콩을 주재료로하는 푸드바

soy-based food bars

콩자반

beans cooked in soy sauce
(Kongjaban)

발효된 두부

[제29류/G0206] 두류가공식품(두부와 두부가공식품은
제외), 보존처리한 두류
상품의 범위
◦ 식용을 위해 건조, 가공 또는 보존처리한 두류(두부는 제외)
◦ 두류(콩)를 주 재료로 한 가공식품(두부는 제외)
◦ 위에 준하는 두류(콩) 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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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류 G0206
콩패티

soya patties

템페

tempeh

토마토소스용 구운 콩

baked beans in tomato sauce

통조림 콩

beans, canned

통조림된 깍지콩

canned string beans

팔라펠

falafel

후무스

hummus

[제29류/G0701] 식용육
상품의 범위
◦ 식용으로 쓰이는 육상동물의 고기(肉)
․ 주로 생육 또는 냉동/냉장육을 의미하며, 내장품이나 2차 가공
품은 포함하지 않음.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육류 내장품, 육류 가공식품(제29류/G0703)

[제29류/G0211] 냉동한 과실
상품의 범위
◦ 냉동된 식용과실
․ 원형이 보존된 것을 의미하며, 냉동품이라고 하더라도 가공으로
원형이 바뀐 것은 과실가공식품으로 분류함.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건조, 가공, 보존처리 또는 요리된 과실(제29류/G0204)
- 신선한 과실(제31류/G0211)

포함되는 상품(예시)
냉동감
냉동딸기
냉동배
냉동복숭아
냉동블루베리
냉동사과
냉동오렌지
냉동포도
냉동한 견과류
냉동한 과실

frozen persimmons
frozen strawberries
frozen pears
frozen peaches
frozen blueberry
frozen apples
frozen oranges
frozen grapes
frozen nuts
frozen fruits

[제29류/G0301] 크로켓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금(살아있지 않은 것)
꿩고기
냉동계육
냉동돈육
냉동된 고기
닭고기
닭고기포장육
돼지고기
말고기
메추라기고기
목도리뇌조고기
사슴고기
삼겹살
새끼양고기
소고기
송아지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엽조수(살아있지 않은 것)
오리고기
인조육
칠면조고기
타조고기
토끼고기

poultry, not live
pheasant meat
frozen chicken meats
frozen pork meats
meat, frozen
chicken
packaged chicken meat
pork
horse meat
quails
ruffed grouse
venison meat
pork belly
lamb
beef
veal
mutton
goat
game, not live
duck meat
artificial meat
turkey
ostrich
hare meat

상품의 범위
◦크로켓

[제29류/G0702] 가공란, 식용란(卵)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약용 사탕(제5류/G1004)
- 채소가공식품(제29류/G0204)
- 고기를 주 재료로 하는 가공요리(제29류/G0703)
- 생선을 주 재료로 하는 가공요리(제29류/G0803)
- 과자, 빵, 풍선껌, 사탕(제30류 /G0301)
- 떡(제30류/G0303)

상품의 범위
◦ 식용란(卵)
◦ 난(卵)을 주 재료로 하는 가공 식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부화용 수정란(제31류/G0702)

포함되는 상품(예시)
닭고기크로켓
생선크로켓
연어크로켓
크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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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cken croquettes
fish croquettes
salmon croquettes
croquettes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공란
거위알
건조란
달걀

processed eggs
goose egg
dried eggs
eggs

29류 G0703
달걀노른자위
달걀흰자위
데빌드 에그
동결란
메추리알
메추리알조림
분말달걀
비알코올성 에그노그
비알코올성 에그노그믹스
소금에 절인 달걀
식용 란(卵)
액상란
오리알
오믈렛
요리용 알부민
타조알
피단(皮蛋)
훈제란

yolk of eggs
white of eggs
devilled eggs
frozen eggs
quail eggs
quail eggs boiled down in soy sauce
powdered eggs
non-alcoholic eggnog
non-alcoholic eggnog mixes
salted eggs
edible eggs
liquid egg
duck eggs
omelets
albumen for culinary purposes
ostrich egg
century eggs
smoked egg

[제29류/G0703] 가공한 식육, 육류내장품, 육류가공식품
상품의 범위
◦ 식용으로 쓰이는 육상동물의 내장품 및 도살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 식용을 목적으로 가공, 건조, 조리 또는 보존처리한 육상
동물의 고기
◦ 식용육 또는 육류내장품을 주 재료로 한 가공식품

건조된 고기
건조된 오리고기
고기 러우쑹
고기 페이스트
고기간장조림(쓰쿠다니 고기)
고기를 주원료로 한 스낵식품
고기를 주재료로 한 가공요리
고기를 주재료로 한 무스
고기를 주재료로 한 스프레드
고기를 주재료로 한 포장식품
고기수프
고기스톡
고기완자
고기젤리
고기진액
고기추출물
고형(固形) 수프
곰국
곱창
곱창전골
과립형 치킨 부용
구운 삼겹살
깐풍기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공된 고기
가공된 닭고기
가공된 돼지고기
가공된 삼겹살
가공된 쇠고기
가공된 양고기
가공한 식육
가금 추출물
가금을 주재료로 한 포장식품

prepared meat

간(肝)
간으로 만든 파테
간으로 만든 페이스트
간장소스치킨
간장에 절인 구운 고기
갈비찜
갈비탕
감자탕
건조 닭고기

liver

processed chicken
processed pork
processed pork belly (Samgyepsal)

processed meat
extracts of poultry
pre-packaged dinners consisting
primarily of poultry
liver pate
liver pastes
soy souce chicken
grilled meat marinated in soy sauce
braised short ribs
short rib soup (galbi tang)
pork-on-the-bone soup (gamja tang)
dried chicken meat

meat floss
meat pastes
meat boiled down in soy sauce
(tsukudani meat)
meat-based snack foods
prepared dishes consisting
principally of meat
meat-based mousses
meat-based spreads
pre-packaged dinners consisting
primarily of meat
meat soup
meat stock
quenelles
meat jellies
meat extracts
meat extract
stock cubes
beef soup
chitterlings
chitterling stew
granulated chicken bouillon
grilled pork belly (samgyeopsal)
deep-fried chicken in hot pepper
sauce (ganpengji)
ox-tail soup

녹용
농축부용
농축브로스
닭 모래주머니
닭 염통
닭가슴살로 만든 필레
닭간
닭갈비

deer antlers

processed beef
lamb, processed

dried duck meat

꼬리곰탕
내장탕
냉동브로스
냉동삼계탕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식용육, 냉장육(제29류/G0701)

dried meat

닭갈비꼬치
닭강정
닭고기 통조림
닭고기국물
닭고기너겟
닭고기무스
닭고기바비큐
닭고기소시지
닭고기수프
닭고기젤리
닭고기진액
닭꼬치
닭날개

beef tripe and intestine soup
frozen broth
frozen cooked dish consisting
primarily of chicken and ginseng
(samgyetang)
bouillon concentrates
broth concentrates
chicken gizzards
chicken heart
chicken breast fillets
chicken liver
dak galbi [Korean dish consisting
primarily of chicken stir-fried in a
fermented hot pepper paste]
dak-galbi skewers
sweet and sour chicken
canned chicken
chicken stock
chicken nuggets
chicken mousses
barbecued chicken
chicken sausage
chicken soup
chicken jellies
chicken extracts
chicken skewer
chicken w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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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류 G0703
닭불고기
닭을 주재료로 한 냉동 에피타이저
데리야끼치킨
도가니탕
돈가스
동결건조된 고기
돼지 간
돼지 껍데기
돼지막창
돼지불고기
돼지양념갈비
돼지족발
떡갈비
런천 미트
레닛
로스트 비프
모르타델라
미트볼
베이컨
베이컨 껍질
베이컨 비트
병조림된 고기
병조림육
보쌈고기
보존처리된 고기
보존처리된 소시지
부대찌개
부용
부용제조제
불고기
브라트부르스트
브로스
브로스 제조용 믹스
브로스 제조제
블랙푸딩
블랙푸딩 제조용 창자
블러드소시지
비프스테이크
비프스튜
뼈다귀해장국
사골육수
사떼
살라미
삼계탕
생 소시지
샤르꾸떼리
샤슬릭
선지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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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k bulgogi [Korean dish consisting
of sliced and seasoned barbecued
chicken]
frozen appetizers consisting primarily
of chicken
teriyaki chicken
dokani tang
pork cutlets
lyophilized meat
pork livers
pig's skin
pig's abomasum
dwaeji bulgogi [Korean dish consisting
of sliced and seasoned barbecued
pork]
marinated grilled beef ribs
pigs' feet
grilled short rib patties
luncheon meat
rennet
roast beef
mortadella
meatballs
bacon
bacon rinds
bacon bits
bottled cooked meat
potted meats
boiled pork eaten with a salty sauce
and wrapped in greens (bossam
meat)
meat preserves
preserved sausages
spicy sausage stew (budae jjigae)
bouillon
preparations for making bouillon
bulgogi
bratwurst
broth
mixes for making broths
preparations for making broths
black pudding
gut for making black pudding
blood sausage
beef steaks
beef stew
pork rib hangover soup
water boiled with cattle bone
satay
salami
samgyetang [Korean ginseng
chicken soup]
uncooked sausages
charcuterie
shashliks
ox blood hangover soup

설렁탕
소갈비
소고기 국물
소고기 패티
소금 절인 쇠고기
소금 절인 쇠고기 해시
소금에 절인 고기
소시지
소시지 창자
소시지용 고기
소위(胃)
송아지고기로 만든 국물
쇠고기 부용
쇠고기조각
수죽 소시지
순대
순대국
슬라이스식육
시시케밥
식물성 소시지
식용 골수
식용 닭발
식용 동물의 신장인 오팔
식용 오리발
식용 제비둥지
식품용 케이싱용 창자
앙두예트
야크 육포
야키토리
양념통닭
엽조수를 주재료로 한 조리된
요리
엽조수를 주재료로 한 포장식품
오리 콩피
오리백숙
오리주물럭
오리진액
오리탕
오리햄
오리훈제
우거지갈비탕
육개장
육류가공식품
육류내장품
육포
으깬 소시지
인조 소시지용 가죽
잘게 썬 고기
절인 고기
절인 돼지의 발
절인 햄

ox bone based broth (Seolleongtang)
cooked dish consisting primarily of
stired-fried beef and fermented soy
sauce (Sogalbi)
beef stock
beef patties
corned beef
corned beef hash
salted meat
sausages
sausage casings
sausage meat
tripe
veal stock
beef bouillon
beef slices
sujuk [sausages]
sundae
sundae soup
sliced meat
shish kebabs
vegetarian sausages
animal marrow for food
chicken feet for human consumption
animal kidneys [offal]
duck feet for human consumption
edible bird's nests
gut for making food casings
andouillettes
yak jerky
yakitori
fried chicken in sweet and chili sauce
prepared meals consisting principally
of game
pre-packaged dinners consisting
primarily of game
duck confits
boiled duck with rice
marinated grilled duck
duck extracts
duck soup
duck ham
smoked duck
cabbage and short rib soup
spicy beef broth (Yukgaejang)
processed meat products
processed organ meat
beef jerky
sausages in batter
artificial sausage skins
minced meat
cured meats
pickled pigs' feet
cured ham

29류 G0704
젤라틴
조리되지 않은 햄버거용 고기
조리된 통조림고기
족발
찜닭
찹쌀순대
천연 또는 인조 소시지 케이싱
초리조
치카론
치킨 샐러드
치킨너겟
치킨볼
칠면조로 만든 햄버거용 고기
케밥
킬바사
탕수육
토종순대
통조림된 고기
통조림된 돼지고기
튀긴 고기
튀긴 돼지고기 껍질
파스트라미
페퍼로니
편육
포크 스테이크
푸아그라
프랑크푸르터 소시지
프로슈토
핫도그 소시지
해기스
햄
햄버거스테이크
햄버거용 고기
햄버거용 돼지고기
헤드치즈
화이트 푸딩
훈제 고기
훈제 소시지

gelatine
uncooked hamburger patties
canned cooked meat
ham hocks
braised spicy chicken with
vegetables
Korean sausage with sweet rice
sausage casings, natural or artificial

포함되는 상품(예시)
녹용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health supplement food mainly
based on deer antlers

[제29류/G0704] 우유, 유(乳)가공식품, 알부민우유
상품의 범위

chorizo
chicharron
chicken salad
chicken nugget
chicken balls
turkey burger patties
kebob
kielbasa
sweet and sour pork
Korean traditional sundae

◦ 우유
◦ 우유를 주성분으로 한 우유음료
◦ 우유를 주 재료로 한 가공식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영아용 분유(제5류/G0704)
- 마가린(제29류/G0705)
- 유장(乳漿)음료(제32류/G0503)

meat, tinned

협의의 포괄명칭

canned pork
fried meat
puffed pork rind
pastrami
pepperoni
meat cuts
pork steaks
foie gras
frankfurters [sausages]
prosciutto
hot dog sausages
haggis
ham
hamburger steak
hamburger patties
meat for hamburger
headcheese
white pudding
smoked meat
smoked sausage

[제29류/G0703, G1009] 육류가공식품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상품의 범위
◦ 가공한 식육, 육류내장품, 육류가공식품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
강보조식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식이보충제, 건강기능식품(제5류/G1004, G1009)
- 가공된 고기, 고기진액, 고기 추출물, 닭을 주재료로 하는 냉동 에
피타이저(제29류/G0703)

유(乳) 가공식품
유제품

processed dairy products
milk products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공된 치즈
건조된 우유 분말
건조된 유장(乳奬)
견과류우유를 주재료로 한 음료
고형 크림
과실을 주성분으로 한 요구르트
과일을 함유한 우유음료
과일주스를 함유한 우유음료
귀리우유
그릭 요구르트
기 버터
끓인 발효 우유
단백질 우유
두유
디프형태의 치즈
땅콩우유
땅콩우유를 주재료로 한 음료
땅콩을 함유한 우유음료
마르카르포네
마리나라로 속을 채운 치즈스틱
마시는 요구르트
모짜렐라스틱
몰드 숙성치즈
무가당연유
밀크셰이크
밀크잼
바닐라향 우유음료

processed cheese
dried milk powder
dry whey
nut milk-based beverages
clotted cream
yogurt mainly based on fruits
milk beverages containing fruits
milk-based beverages containing
fruit juice
oat milk
greek yogurt
ghee
fermented baked milk
protein milk
soya milk
cheese in the form of dips
peanut milk
peanut milk-based beverages
milk beverages containing peanut
(milk predominating)
mascarpone
marinara stuffed cheese sticks
drinking yogurts
mozzarella sticks
mould-ripened cheese
evaporated milk
milk shakes
milk jam
milk-based beverages flavored with
van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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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류 G0704
발효 우유
버터
버터우유
버터크림
분말 산양유
분유
분유 (영아용은 제외)
비유제 우유대용품
비유제 크리머
빵조각에 바르는 지방함유품
사워 밀크
사워크림
사워크림 대용품
산양유
산양유 치즈
산화유
생크림
샹티이 크림
숙성치즈
스메타나
스트로베리향 우유음료
식물성 우유대용품
식용 우유 분말
식용 초유
식품용 건조된 우유
신선한 미숙성치즈
쌀우유
아몬드를 함유한 우유음료
아몬드우유
아몬드우유를 주재료로 한 음료
알부민우유
양유
양치즈
연유
연질 숙성 치즈
연질치즈
연질하얀치즈
요구르트
요구르트 음료
요리용 땅콩우유
요리용 쌀우유
요리용 아몬드 우유
요리용 우유효소
우유
우유 분말
우유대용품
우유를 기초로 한 디저트
(우유가 주됨)
우유를 주성분으로한 우유음료
우유를 주성분으로한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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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mented milk
butter
buttermilk
buttercream
powdered goat milk
powdered milk
powdered milk (except for infants)
non-dairy milk substitutes
non-dairy creamer
fat-containing mixtures for bread
slices
sour milk
sour cream
sour cream substitutes
goat milk
goat's milk cheese
soured milk
creme fraiche
chantilly cream
ripened cheeses
smetana
milk-based strawberry-flavored
beverages
plant-based milk substitutes
powdered milk for food purposes
colostrum for culinary purposes
dried milk for food
fresh unripened cheeses
rice milk
milk beverages containing almonds
(milk predominating)
almond milk
almond milk-based beverages
albumin milk
sheep milk
sheep cheese
condensed milk
soft-ripened cheeses
soft cheese
soft white cheese
yoghurts
yoghurt drinks
peanut milk for culinary purposes
rice milk for culinary purposes
almond milk for culinary purposes
milk ferments for culinary purposes
cows' milk
milk powder
milk substitutes
milk-based desserts (milk
predominating)
milk beverages, milk predominating
beverages consisting principally of
milk

우유크림
우유크림 분말
유고형분
유기농 우유
유산균 분말
유산균 우유
유산균발효치즈
유산균음료
유산음료
유장(乳奬)
유제 딥
유제품 스프레드
유제품 음료
유제품을 주성분으로한 커피
크림 대용품
음료용 크리머
응유(凝乳)
인공크림(유제품)

milk creams
milk cream powder
milk solids
organic milk
lactic acid bacteria powder
acidophilus milk
lactic acid bacteria fermented
cheese
lactic acid bacteria drinks
lactic acid drinks
whey
dairy-based dips
dairy-based spreads
dairy-based beverages
coffee whiteners consisting
principally of dairy products
creamers for beverages
curd
artificial cream (dairy product
substitutes)

정제 버터
차지키(요구르트에 오이·마늘·
허브·식초 등을 넣어 만든 그리스
전통요리)
초콜릿향 우유음료

clarified butter

치즈
치즈 스프레드
치즈가루
치즈대용품
치즈딥
치즈퐁듀
커피 크리머
커피를 함유한 우유음료

cheese

케피르
코코넛 밀크음료
코코아 함유 우유음료
코티지 치즈
코티지 치즈튀김
콩우유(두유)
쿠미스
쿠아르크
크림 분말
크림 치즈
크림(유제품)
팽팽한 연질의 하얀치즈
팽팽한 치즈
푸른곰팡이 치즈
프로마즈프레
하드치즈
하얀 치즈
향신료를 함유한 치즈
허니 버터
허브를 함유한 치즈

tzatziki

milk-based beverages flavored with
chocolate
cheese spreads
cheese powder
cheese substitutes
cheese dips
cheese fondue
coffee creamers
milk-based beverages containing
coffee
kephir
coconut milk-based beverages
milk beverages with cocoa
cottage cheese
cottage cheese fritters
soybean milk (soy milk)
kumys
quark
cream powder
cream cheese
cream, being dairy products
strained soft white cheeses
strained cheese
blue cheese
fromage frais
hard cheese
white cheese
cheese containing spices
honey butter
cheese containing herbs

29류 G0707
혼합 된 치즈
훈제치즈
휩크림

blended cheese
smoked cheese
whipped cream

[제29류/G0705] 식용 유지(油脂), 유지가공식품
상품의 범위
◦ 식용을 위한 동물성 또는 식물성 기름((油脂)
◦ 유지(기름)를 주 재료로 한 가공식품
◦ 마가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공업용 유지(제4류/G0705)
- 버터, 버터크림(제29류/G0704)

협의의 포괄명칭
식용 유지(油脂)
유지가공식품

edible oils and fats
food products made from oil and fat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공된 식용 유지
라드
마가린
마가린 대용품
쇼트닝
시드버터
식물성 유지
식용 경화유(硬化油)
식용 고급 올리브유
식용 고래기름
식용 고추씨기름
식용 골유
식용 동물기름
식용 동물성 유지
식용 동백기름
식용 들기름
식용 땅콩기름
식용 라드
식용 면실유
식용 분말유지
식용 소맥유
식용 식물성 지방
식용 쌀겨유
식용 아마인유
식용 어유(魚油)
식용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
식용 옥수수기름
식용 올리브유
식용 우지(牛脂)
식용 유채기름

processed oils and fats (for food)
lard
margarine
margarine substitutes
shortening
seed butters
vegetable oils and fats (for food)
hardened oils [hydrogenated oil for
food]
extra virgin olive oil for food

식용 유채오일
식용 지방
식용 지방 스프레드
식용 참기름
식용 코코넛기름
식용 코코넛유지
식용 코코넛지방팜유
식용 콩기름
식용 팜유
식용 팜핵유
식용 평지기름
식용 포도씨유
식용 해바라기유
식용 호박씨오일
식용 혼합야채오일
식용 혼합유
식용유
식용유 스프레드
식용지방 제조용 지방질물질

rape oil [for food]

식품용 소야 오일
오일로 만든 조리용 스프레이
올리브유
조리용 오일
채소유지
캐놀라유
코코넛지방
콩기름
포도씨 오일
향신료를 첨가한 오일

soya oil for food

edible fats
edible fat spread
sesame oil for food
coconut oil for food
coconut oil and fat [for food]
coconut palm oil for food
soya bean oil for food
palm oil for food
palm kernel oil for food
rapeseed oil for food
grapeseed oil for food
sunflower oil for food
pumpkin seed oil for food
blended vegetable oils for food
blended oil for food
oils for food
oils for food spread
fatty substances for the manufacture
of edible fats
oil-based cooking spray
olive oils
cooking oil
vegetable oil and fat
canola oil
coconut fat
soybean oil
grapeseed oil
spiced oils

whale oil and fat for food
chili seed oil
bone oil for food

[제29류/G0707] 살아있지 않은 식용벌레, 벌레가공식품

suet for food

상품의 범위

animal fats for food
camellia seed oil for food
perilla oil for food
peanut oil [for food]

◦ 식용을 위한 살아있지 않은 벌레류
◦ 벌레를 주 재료로 한 가공식품

lard for food
cotton seed oil for food
powdered oils and fats for food
wheat oil for food
vegetable fats for food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의료용 거머리(제5류/G1004)
- 동충하초 가공식품(제29류/G0204)
- 살아있는 벌레(제31류/G0707), 누에(제31류/G4601)

포함되는 상품(예시)

rice bran oil [for food]
linseed oil for food
fish oil for food
extra virgin olive oil for culinary
purposes
corn oil for food
olive oil [for food]
beef tallow [for food]
colza oil for food

가공된 식용 개미유충
벌레가공식품
살아있지 않은 식용벌레
식용 가공된 달팽이

edible ant larvae, prepared

식용 달팽이알
식용 번데기

snail eggs for consumption

food products made from worm
edible insects, not live
snails prepared for human
consumption
silkworm chrysalis for human
consumption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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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류 G0707
조리된 달팽이
조리된 에스카르고
통조림 달팽이

cooked snails
cooked escargot
canned snails

[제29류/G0801] 살아있지 않은 어패류(냉동 또는 염장한
것을 포함함)
상품의 범위
◦ 주로 식용으로 쓰이는 살아있지 않은 어패류
◦ 원형을 유지한 채 냉동, 냉장 또는 염장한 어패류
◦ 식용하는 어패류의 알(卵) 중에서 원형이 바뀌지 않은 것
◦ 살아 있지 않은 식용 수생동물 또는 그 부산물로서 위에 준하는 것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냉동이나 염장을 제외한 가공한 어패류(제29류/G0803)
- 원형이 바뀐 어패류의 알(卵) 가공품(제29류/G0803)
- 살아있는 어패류(제31류/G0801)

협의의 포괄명칭
살아있지 않은 어패류(냉
동 또는 염장한 것을 포함)

fish and shellfish (not live) (including
those frozen or preserved with salt)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리비젓
가물치(살아있지 않은 것)
가오리(살아있지 않은 것)
가자미(살아있지 않은 것)
가자미젓
가재(살아있지 않은 것)
갈치(살아있지 않은 것)
갈치속젓
갑각류(살아있지 않은 것)
건댕이젓
게(살아있지 않은 것)
고등어(살아있지 않은 것)
고등어젓
고래(살아있지 않은 것)
굴(살아있지 않은 것)
까나리액젓
꼴뚜기젓
꽁치(살아있지 않은 것)
낙지(살아있지 않은 것)
냉동된 조개
냉동생선
넙치(살아있지 않은 것)
녹새치(살아있지 않은 것)
농어(살아있지 않은 것)
대구(살아있지 않은 것)
대구알젓
대합(살아있지 않은 것)
도다리(살아있지 않은 것)
도미(살아있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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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ted and fermented scallop
snakeheads, not live
stingray, not live
flounder, not live
salted and fermented flatfish
crayfish, not live
hairtail, not live
salted and fermented guts of hairtail
crustaceans, not live
salted and fermented tiny shrimp
crabs, not live
mackerels, not live
salted and fermented mackerel
whales, not live
oysters, not live
liquid salted and fermented sand eel
salted and fermented baby octopus
saury, not live
small octopuses, not live
frozen shellfish
frozen fish
common plaice, not live
blue marlin, not live
sea basses, not live
codfishes, not live
salt-fermented cod roe
clams, not live
flounders, not live
sea bream, not live

돌고래(살아있지 않은 것)
돔(살아있지 않은 것)
말린 청어알
멸치(살아있지 않은 것)
멸치액젓
멸치젓
명태(살아있지 않은 것)
문어(살아있지 않은 것)
미꾸라지(살아있지 않은 것)
바다가재(살아있지 않은 것)
바다연어 또는 송어알(살아있지
않은 것)
바지락조개(살아있지 않은 것)
방어(살아있지 않은 것)
밴댕이(살아있지 않은 것)
밴댕이젓
뱀장어(살아있지 않은 것)
병어(살아있지 않은 것)
보리멸(살아있지 않은 것)
복어(살아있지 않은 것)
볼락(살아있지 않은 것)
붕어(살아있지 않은 것)
붕장어(살아있지 않은 것)
살아있지 않은 가재
살아있지 않은 갑오징어
살아있지 않은 생선
살아있지 않은 연체동물
삼치(살아있지 않은 것)
상어(살아있지 않은 것)
새우(살아있지 않은 것)
서대기(살아있지 않은 것)
성게(살아있지 않은 것)
성게알젓
소금에 절인 생선
소금에 절인 연어알
소라(살아있지 않은 것)
숭어(살아있지 않은 것)
식용 개구리(살아있지 않은 것)
식용 개불(살아있지 않은 것)
양미리(살아있지 않은 것)
연어(살아있지 않은 것)
오징어(살아있지 않은 것)
왕바다가재(살아있지 않은 것)
우렁쉥이(살아있지 않은 것)
육젓
은어(살아있지 않은 것)
잉어(살아있지 않은 것)
자라(살아있지 않은 것)
전갱이(살아있지 않은 것)
전복(살아있지 않은 것)
전어(살아있지 않은 것)
전어젓

dolphins, not live
sea breams [red snappers], not live
dried herring roe
anchovy, not live
liquid salted and fermented anchovy
salt-fermented anchovy
alaska pollack, not live
octopuses, not live
loach, not live
lobsters, not live
sea salmon or trout roe, not live
short-necked clams, not live
yellow tails, not live
large-eyed herring, not live
salted and fermented large-eyed
herring
eels, not live
pomfret, not live
sand smelt, not live
swellfish, not live
rockfish, not live
crucian carps, not live
congers, not live
crawfish, not live
cuttlefish, not live
fish, not live
mollusks, not live
spanish mackerel, not live
sharks, not live
shrimps, not live
sole fish, not live
sea urchins, not live
salt-fermented sea urchin roe
salted fish
salted salmon roe (not live)
turban shell, not live
gray mullet, not live
edible frogs, not live
edible urechis unicinctus, not live
dybowskii's sand eel, not live
salmon, not live
squid, not live
spiny lobsters, not live
sea squirt, not live
salted and fermente shrimps caught
in june
sweetfish, not live
carp, not live
soft-shelled turtles, not live
saurel, not live
abalones, not live
gizzard shad, not live
salted and fermented gizzard

29류 G0803
절인 생선
젓갈

cured fish

정어리(살아있지 않은 것)
조개(살아있지 않은 것)
조개젓
조기(살아있지 않은 것)
준치(살아있지 않은 것)
쥐치(살아있지 않은 것)
참새우(살아있지 않은 것)
참조기(살아있지 않은 것)
참치(살아있지 않은 것)
창란젓
청새치(살아있지 않은 것)
청어(살아있지 않은 것)
캐비어
피조개(살아있지 않은 것)
해삼(살아있지 않은 것)
홍어(살아있지 않은 것)
홍합(살아있지 않은 것)
황새치(살아있지 않은 것)

sardines, not live

salted and fermented seafood
(Jeotgal)
shellfish, not live
salted and fermented clam
yellow corvenia, not live
slender shad, not live
filefish, not live
prawns, not live
yellow croakers, not live
tuna fish, not live
salted and fermented intestine
spearfish, not live
herrings, not live
caviar
ark-shells, not live
sea cucumbers, not live
skate, not live
mussels, not live
swordfish, not live

김부각
다시마가루
다시마진액
도시락김
보존처리된 김
식용 가공된 조류(藻類)

vegetable and seaweed laver chips

식용 가공된 클로렐라

processed chlorella for human
consumption

식용 건조된 다시마 부스러기
(토로로-쿰부)
식용 알긴산염
식품용 한천

edible shavings of dried kelp
(tororo-kombu)

식품용 한천(해초와 쌀성분을
함유한 것에 한함)

agar-agar gelatine for culinary
purposes (containing substances of
seaweed and rice)

식품용 해초추출물
온수의 밥위에 뿌리는 건조된
해태 플레이크(오챠즈케-노리)
요리용 알긴산염
요리용 한천배지
자반김
해태로 만든 스낵식품

seaweed extracts for food

kelp powder
kelp liquid
laver for food
laver, preserved
processed algae for human
consumption

alginates for use in foodstuffs
agar-agar gelatine for culinary
purposes

dried flakes of laver for sprinkling on
rice in hot water (ochazuke-nori)
alginates for culinary purposes
agar-agar for culinary purposes
seasoned laver (Jaban-gim)
laver-based snack foods

[제29류/G0802] 보존처리한 식용해초, 해초가공식품
상품의 범위

[제29류/G0802, G1009] 해초가공식품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 식용을 위하여 건조, 염장, 보존처리한 해초류
◦ 해초를 주 재료로 한 가공식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충전용 해초(제22류/G0802)
- 식용 미가공 해초(제31류/G0802)

협의의 포괄명칭
보존처리한 식용해초
해초가공식품

seaweeds for food (preserved)
processed seaweed products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공된 다시마
가공된 스피루리나
가공한 감태
가공한 꼬시래기
가공한 다시마
가공한 모자반
가공한 미역
가공한 청각
가공한 톳
가공한 파래
가공한 해태
건조된 김
건조된 미역
건조된 한천젤리(칸텐)
김가루

kelp, processed
processed spirulina
processed sweet laver

상품의 범위
◦ 식용해초 또는 해초가공식품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식이보충제, 건강기능식품(제5류/G1004, G1009)
- 충전용 해초(제22류/G0802)
- 해초가공식품(제29류/G0802)
- 가공된 생선, 보존처리된 생선(제29류/G0803)
- 식용 미가공 해초, 신선한 김, 미가공 갈조류(제31류/G0802)

포함되는 상품(예시)
해초를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
식품

health supplement food mainly based
on seaweed

processed sewing thread sea string
processed sea tangle
processed gulf weed

[제29류/G0803] 보존처리한 어패류, 어패류가공식품

processed brown seaweed
processed seastaghorn
processed sea-weed fusiforme
processed green laver
processed laver
sheets of dried laver (hoshi-nori)
dried edible seaweed (hoshi-wakame)
dried pieces of agar jelly (kanten)
laver powder

상품의 범위
◦ 식용을 위해 건조, 조리 또는 보존처리한 어패류
(원형을 유지한 채 냉동 또는 염장 처리한 것은 제외)
◦ 어패류를 주 재료로 한 가공식품
◦ 위에 준하는 식용 가공수산물(해초류는 제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젓갈(제29류/G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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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류 G0803
협의의 포괄명칭
보존처리한 어패류
어패류 가공식품

fish and shellfish (preserved)
food products made from fish and
shellfish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공된 게알
가공된 생선
가공된 앤초비
가공된 어란(魚卵)
가다랑어포

crab roe, prepared

간고등어
간장게장

salted mackerel

갈치조림
건멸치
건제어패류
건조 오징어
건조된 조개
건조된 참새우
게맛살
게살
게알 페이스트
게알 퓌레
게장
과메기
관(管) 모양의 생선묵

braised cutlassfish

anchovies, processed
processed fish spawn
flakes of dried fish meat
(kezuri-bushi)
soy sauce marinated crab
(Ganjang-gejang)

굴비
꽃게장
꽃게탕
대구(분말화된 것)
대합 주스
멸치 페이스트
문어조림
미꾸라지진액
뱀장어 진액
보존처리된 뱀장어
보존처리된 생선
북어국
붕어진액
비스크
뼈를 발라낸 멸치
삶은 및 건조된 생선
새우 러우쑹
새우튀김
생선 러우쑹
생선 무스
생선 스테이크
생선 스톡
생선 절임
생선 페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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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ed anchovy
dried fish and shellfish
dried cuttlefish
dried shellfish
dried prawns
Imitation crab meat
crab meat
crab roe paste
crab roe puree
marinated crab
half-dried herring
tube-shaped toasted cakes of fish
paste (chikuwa)
dried yellow corvina
marinated blue crab with soybean
sauce
spicy blue crab soup
powdered cod
clam juice
anchovy paste
stewed octopus
mudfish extracts
eel extracts
preserved eels
preserved fish
dried pollack soup
crucian extracts
bisques
anchovy fillets
boiled and dried fish
shrimp meat floss
shrimp fritters
fish meat floss
fish mousses
fish steaks
fish stock
pickled fish
fish paste

생선가공식품
생선까스
생선매운탕
생선묵
생선묵(카마보코)
생선소시지
생선을 저민 조각
생선을 주재료로 한 가공요리

fish-based foodstuffs
fish cutlet
fish stew
steamed or toasted cakes of fish
paste
steamed or toasted cakes of fish
paste (kamaboko)
fish sausages
fish fillets
prepared dishes consisting
principally of fish

생선을 주재료로 한 포장식품

pre-packaged dinners consisting
primarily of fish

생선젤리
숭어 알 샐러드
식용 부레풀
식용 어분(魚粉)
어묵
오징어가공식품
오징어순대
오징어채
오징어튀김
오징어포
으깬 생선 및 참마를 쪄서 만든
어묵(햄픈)
으깬 식용 오징어
인공 물고기 어란
잉어즙
장어구이
재첩국
조리된 바다송어알
조리된 바다연어알
조린/훈제 및 건조된 가다랑어

fish jellies

조미오징어
쥐포
차우더
청어과메기
추어탕
코코넛 새우
크랩케이크
클립피쉬(염장 및 건조된 대구)
통조림된 생선
피시 스틱
피시 핑거
해물탕
해산물 간장조림(쓰쿠다니)

seasoning squid

해산물을 주성분으로한 앙트레

prepared entrees consisting primarily
of seafood

훈제된 생선
훈제된 조개
훈제어패류
훈제연어
훈제오징어

smoked fish

mullet roe salad
isinglass for food
fish meal for human consumption
fish cakes
squid processed foods
stuffed squid
dried shredded squid
squid fritters
dried squid
steamed cakes of smashed fish and
yam (hampen)
calamari in batter
artificial fish roes
carp extracts
roast eel
shellfish soup
sea trout roe, prepared
sea salmon roe, prepared
blocks of boiled, smoked and then
dried bonitos (katsuo-bushi)
dried filefish fillet
chowder
half-dried herring or billfish
loach soup
coconut shrimp
crab cakes
klipfish [salted and dried cod]
fish, tinned
fish sticks
fish fingers
seafood soup
seafoods boiled down in soy sauce
(tsukudani)

smoked shellfish
smoked fish and shellfish
smoked salmon
smoked squid

29류 G1001

[제29류/G0803, G1009] 어패류가공식품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상품의 범위
◦ 보존처리한 어패류 또는 어패류가공식품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식이보충제, 건강기능식품(제5류/G1004, G1009)
- 가공된 생선, 건제어패류(제29류/G0803)

포함되는 상품(예시)
건제어패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health supplement food based on
dried fish and shellfish

[제29류/G1001] 요리용 레시틴
상품의 범위
◦ 주로 식품가공에 쓰이는 요리용 레시틴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공업용 약품, 공업용 또는 과학용 화학제, 계면활성제(제1류/
G1001)
- 미가공 천연수지, 금속보호제, 목재 보존제 피혁용 매염제(제2류/
G1001)
- 가정용 탈지제, 세탁용 광택제, 탈색제(제3류/G1001)
- 먼지흡착제, 먼지제거제, 윤활제(제4류/G1001)
- 타르, 피치(제19류/G1001)
- 가정용 식육연화제, 아이스크림 응고제(제30류/G1001)

포함되는 상품(예시)
요리용 레시틴

lecithin for culinary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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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류

커피, 차(茶), 코코아 및 그 대용물; 쌀, 파스타 및 국수; 타피오카 및 사고
(sago); 곡분 및 곡물 조제품; 빵, 페이스트리 및 과자; 초콜릿; 아이스크림,
셔벗 및 기타 식용 얼음; 설탕, 꿀, 당밀(糖蜜); 식품용 이스트, 베이킹 파우더;
소금, 조미료, 향신료, 보존처리된 허브; 식초, 소스 및 기타 조미료; 얼음
(Coffee, tea, cocoa and substitutes therefor; rice, pasta and noodles;
tapioca and sago; flour and preparations made from cereals; bread, pastries
and confectionery; chocolate; ice cream, sorbets and other edible ices;
sugar, honey, treacle; yeast, baking-powder; salt, seasonings, spices,
preserved herbs; vinegar, sauces and other condiments; ice [frozen water])

본류에는 주로 과일 및 채소를 제외한 식물성 식품으로 식용 또는 보존용으로 처리한 것과
식품의 향미개량을 위한 보조적 재료가 포함된다.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커피, 코코아, 초콜릿 또는 차를 주재료로 한 음료
식용 가공곡물(예: 귀리플레이크, 콘칩, 탈곡한 보리, 불거, 뮤즐리)
피자, 파이, 샌드위치
초콜릿 입힌 땅콩
식품 또는 음료용 향미료(정유는 제외)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공업용 염류(제1류)
식품 또는 음료용 향미료(精油)(제3류)
의료용에 적합한 약초, 식이요법식품과 식이요법제(제5류)
유아용 식품(제5류)
식이보충제(제5류)
약제용 이스트(제5류), 동물용 효모(제31류)
커피, 코코아, 초콜릿 또는 차로 맛을 낸 우유 음료(제29류)
수프, 부용(제29류)
미가공 곡물(제31류)
신선한 허브(제31류)
사료(제31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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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류 G020102

제

탈곡한 쌀
통밀쌀
통보리
현미
현미찹쌀
흑미

30류

【포괄상품명칭 목록】
포괄상품명칭

wholemeal rice
pearled barley
brown rice
brown glutinous rice
black rice

유사군코드 (구)포괄코드

곡분 및 곡물 조제품
(flour and preparations made from
cereals)

G020102, N30001
G0206

초콜릿 제품
(chocolate products)

G0301,
G0502

N30003

조미료
(seasonings)

G0401,
G0402,
G0403,
G0404

N30002

[제30류/G020102] 식용 곡분, 식용 전분
상품의 범위

[제30류/G020101] 도정(搗精)한 곡물, 발아한 곡물
상품의 범위
◦ 껍질을 벗긴 식용 알곡
◦ 탈곡한 곡물
◦ 발아한 곡물

◦ 식용을 위한 곡물가루(곡분)
◦ 식용으로 쓰이는 전분(녹말)
◦ 식용으로 쓰이는 갈분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공업용 곡분, 공업용 전분(제1류/G020102)
- 냉동한 두류(제29류/G020101)
- 도정(搗精)한 곡물, 탈곡한 곡물, 곡물(발아한 것) (제30류/
G020101)
- 가공한 곡물, 곡물가공식품(제30류/G0206)
- 미가공 곡물, 미가공 두류, 미가공 꽃가루(제31류/G020101)

협의의 포괄명칭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공업용 곡분, 공업용 전분(제1류/G020102)
- 냉동한 두류(제29류/G020101)
- 가공한 곡물, 곡물가공식품(제30류/G0206)
- 겨자가루, 산초가루(향신료)(제30류/G0404)
- 미가공 곡물, 미가공 두류, 미가공 꽃가루(제31류/G020101)

협의의 포괄명칭
도정(搗精)한 곡물
쌀

husked rice

polished cereals
rice

포함되는 상품(예시)
강화미
뮤즐리
발아한 곡물

enriched rice [uncooked]

발아현미
백미
보리쌀
식용 겉겨를 없앤 귀리
압맥
율무
차조
찰보리
찰흑미
찹쌀
탈곡한 귀리
탈곡한 보리

germinated brown rice

muesli
sprouted grains prepared for human
consumption
polished rice
pearl barley
groats for human food
pressed barley
job's tears
glutinous millet
glutinous barley
black glutinous rice
glutinous rice
husked oats
husked barley

식용 곡분
식용 전분

meal
starch for food

포함되는 상품(예시)
곡분
녹두가루
땅콩가루
메밀가루
미강
미숫가루
밀가루
밀전분가루
보리가루
부침용 곡물가루
불거
빻은 밀
사고
세몰리나
스틸컷 귀리
식용 갈분(葛粉)
식용 감자가루
식용 고구마가루
식용 곡분(식용 곡물가루)
식용 들깨가루
식용 메밀가루
식용 밀전분가루
식용 보리가루
식용 사고야자전분
식용 옥수수가루

flour
mungbean powder
nut flours
buckwheat flour
rice bran
powder made of mixed grains
wheat flour
wheat starch flour
barley meal
flour for fry
bulgur
pounded wheat
sago
semolina
steel cut oats
arrowroot starch for food
potato flour
sweet potato starch for food
edible flour
perilla powder for food
buckwheat flour for food
wheat flour [for food]
barley flour for food
sago palm starch [for food]
corn flour [for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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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류 G020102
식용 옥수수전분
식용 율무가루
식용 콩가루
식용 타피오카가루
식용 현미가루
쌀가루
옥수수가루
옥수수녹말가루
으깬 귀리
으깬 보리
일본식 식용 갈근 분말(식품용
쿠주코)
찹쌀만두 제조용 가루
콩가루
타피오카
타피오카가루
튀김가루
호밀가루

corn starch [for food]
pulse flour for food
tapioca flour [for food]
brown rice flour for food
rice starch flour
cornflour
corn starch flour
crushed oats
crushed barley
Japanese arrowroot powder
(kudzu-ko, for food)
flour for making dumplings of
glutinous rice
soya flour
tapioca
tapioca flour
frying flour
rye flour

[제30류/G0204] 아몬드페이스트, 케이퍼
상품의 범위
◦ 아몬드페이스트, 케이퍼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채소가공식품, 보존처리된 채소, 과실가공식품, 보존처리된 과일
(제29류/G0204)
- 코프라(제31류/G0204)

포함되는 상품(예시)
보존처리된 재배 허브
아몬드 페이스트
케이퍼
타볼리
피카릴리

preserved garden herbs
almond paste
capers
tabouleh
piccalilli

[제30류/G0206] 가공한 곡물, 곡물가공식품
상품의 범위
◦ 곡물을 주 재료로 한 가공식품
․ 주로 곡물가루를 조미, 가공하여 주식(主食) 또는 주식 대용품으로
만든 식품을 의미하며, 과자/빵과 같은 간식류는 제외됨
◦ 곡물을 주재료로 한 기능성 식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두류가공식품(두부와 두부가공식품은 제외), 보존처리한 두류
(제29류/G0206)
- 도정한 곡물(제30류/G020101)
- 식용 곡분, 식용 전분(제30류/G020102)
- 빵, 과자, 비스킷(제30류/G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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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는 상품(예시)

adlay flour for food

가공된 귀리
가공된 메밀
가공된 세몰리나
가공된 수수
가공된 스펠트밀
가공된 퀴노아
가공된 테프
가공된 통곡물
가공한 곡물
가공한 밀
가공한 옥수수
감자옹심이
건면
건조된 밀글루텐
건조된 파스타
건조조리된 밥
고기만두(니쿠만쥬)

processed oats

고단백 시리얼바
곡물가공식품
곡물로 만든 칩
곡물소시지
곡물을 주원료로 한 스낵식품
곡물을 주재료로 한 칩
곡물조제품
곡분으로 만든 뇨끼
교자만두
교자용 파스타묶음
구운 옥수수알갱이
국수
국수로 만든 식사
군만두
굵게 간 옥수수
귀리를 주성분으로한 식품
귀리죽
귀리플레이크
그라놀라
그라놀라바
글루텐프리 파스타
김말이
김밥
김초밥
김치전
깨죽
나초
냉동 피자 크러스트
냉동만두
냉동면
냉동피자
냉면

high-protein cereal bars

buckwheat, processed
processed semolina
processed sorghum
spelt, processed
processed quinoa
processed teff
processed whole grains
processed cereals
processed wheat
processed corn
dough made of potatoes
dried noodles
dried pieces of wheat gluten
dried pasta
dried cooked-rice
steamed buns stuffed with minced
meat (niku-manjuh)
cereal-based processed products
chips [cereal products]
cereal sausage
cereal-based snack food
grain-based chips
cereal preparations
flour-based gnocchi
jiaozi
pasta-wrappings for gyoza
toasted corn kernels
noodles
noodle-based prepared meals
fried dumplings
hominy grits
oat-based food
oat porridge
oat flakes
granola
granola bars
gluten-free pasta
glass noodles in seaweed
gimbap
laver sushi
kimchi pancakes (Kimchijeon)
gruel made of powdered sesame
nachos
frozen pizza crusts
frozen dumplings
frozen noodles
deep-frozen pizzas
Korean buckwheat noodles
(Naeng-myun)

30류 G0206
녹두전
녹두죽
누룽지
누룽지튀김
단팥죽
단호박죽
닭죽
덤플링
덮밥
도시락밥
도우
떡국
떡볶이
라멘
라면
라볶이
라비올리
라이스 샐러드
라자냐
락사
랩 샌드위치
롤빵에 포함 된 햄버거
리조또
마카로니
마카로니 샐러드
막국수
만두
만두피
만쥬
메밀국수
메밀냉면
메밀면
물만두
묽게 탄 옥수수
뮤즐리 바
뮤즐리 스낵
미트볼 스파게티
밀가루로 만든 만두
밀면
밀을 주원료로 한 스낵식품
바로 먹을 수 있는 시리얼
바오즈
버미첼리
보리밥
볶은 밥
볶은 옥수수
부리토
비빔국수
비빔밥

mung bean pancake
mung bean rice porridge
nurungji [scorched rice crust]
fried nurungji
sweet red-bean soup
sweet pumpkin porridge
chicken rice porridge
dumplings
bowl of rice served with toppings
packed boiled rice
dough
cooked dish consisting primarily of
sliced oval rice cakes with broth
(Tteokguk)
cooked dish consisting primarily of
stir-fried rice cake with fermented hot
pepper paste (Topokki)
ramen
instant noodles
stir-fried rice cake with ramen
noodles (rabokki)
ravioli
rice salads
lasagna
laksa
wrap sandwiches
burgers contained in bread rolls
risotto
macaroni
macaroni salads
buckwheat noodles (makguksu)
mandu [Korean-style dumplings]
dumpling skins
manjuh
buckwheat vermicelli
cold buckwheat noodles (memil
naengmyeon)
buckwheat noodles
boiled dumplings (mul mandu)
hominy
muesli bars
muesli snacks
spaghetti with meatballs

빈대떡

bindaetteok [Korean-style pancakes
made with mung beans]

사모사
삼각김밥
새알심
새우만두
새우죽
샌드위치
샌드위치 랩(빵)
생선 샌드위치
생선만두
성형된 밀스낵
소면국수
소바국수
소파이피야(튀긴 페이스트리)
쇠고기버섯죽
수제비

samosas

수프용 파스타
스위트덤플링(단고)
스파게티
시리얼바
식용 곡물가공식품

pasta for soups

식용 곡분제 페이스트

farinaceous food pastes for human
consumption

식용 글루텐
식용 라이스페이퍼
식용 페이퍼
식용 페이퍼 웨이퍼
신선한 파스타
신선한 피자
쌀국수
쌀라면
쌀을 주원료로 한 동결건조요리

gluten prepared as foodstuff

쌀을 주원료로 한 스낵식품
아시아 국수
아침식사용 시리얼
야채죽
약식

rice-based snack food

엔칠라다
엔칠라다(속이 채워진 토르티야)
엠파나다
엠파나다 반죽
영양파스타
오니기리
오트밀
옥수수를 주재료로 한 스낵식품
옥수수플레이크
완탄
완탄 말이

enchiladas

wheat-based snack foods
ready-to-eat cereals
baozi
vermicelli
barley rice
stir-fried rice
roasted corn
burritos
spicy noodles (bibim guksu)
cooked rice mixed with vegetables
and beef (Bibimbap)

rice glue balls
shrimp dumplings
shrimp rice porridge
sandwiches
sandwich wraps [bread]
fish sandwiches
fish dumplings
extruded wheat snacks
somen noodles
soba noodles
sopapillas [fried pastries]
beef mushroom rice porridge
cooked dish consisting primarily of
dough flakes with broth (Sujebi)
sweet dumplings (dango)
spaghetti
cereal bars
processed cereals for food for human
consumption

flour-based dumplings
wheat noodles (milmyeon)

triangular gimbap

edible rice paper
edible paper
edible paper wafers
fresh pasta
fresh pizza
rice noodles
instant noodles made from rice
lyophilised dishes with the main
ingredient being rice
Asian noodles
breakfast cereals
vegetable rice porridge
yaksik [Korean dish consisting
primarily of sweet rice with added
nuts and jujubes]
enchiladas [filled tortillas]
empanadas
empanada dough
alimentary pasta
onigiri
oatmeal
corn-based snack foods
maize flakes
won tons
won ton wrap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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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류 G0206
완탄칩
요리되지 않은 당면
요리용 라이스펄프
우동
유부초밥
유아용 국수로 만든 식사
인스턴트 소바국수
인스턴트 우동
인스턴트 중국식 국수
인조미
자장면
잡채
잣죽
전
전병
전복죽
조리되지 않은 당면
조리되지 않은 마카로니
조리되지 않은 스파게티
조리되지 않은 우동
조리되지 않은 중국식 쌀국수

초밥
춘권
춘권채(春卷菜)
치미창가(속이 채워진 튀긴
토르티야)
치즈 마카로니
치즈레어빗
치즈버거(샌드위치)
칡냉면

sushi

카넬로니
카샤
칼국수
칼초네
컵라면
케사디야(속이 채워진 토르티야)
콘플레이크
콜리플라워로 만든 냉동 피자
크러스트
콩국수
콩전분으로 만든 국수
쿠스쿠스
퀘사디아
키쉬
타말리
타불레
타코
타코 칩
타코 피
타코야끼

cannelloni

토르티야
토스트
튀김용 반죽믹스
파스타
파스타 샐러드
파스타 피
파스타를 주원료로 한 동결
건조요리
파에야
파전
팟타이(태국식 볶음쌀국수)
팥죽
패스티(고기만두)
펠메니
포리지

tortillas

폴렌타 죽

polenta

chow mein

프랑크푸르트 샌드위치

frankfurter sandwiches

chow mein noodles

프렌치토스트

french toast

sesame porridge

피자

pizzas

tuna vegetable porridge

피자 크러스트
피자반죽

pizza crust

wonton chips
Chinese noodles
rice pulp for culinary purposes
udon noodles
fried tofu rice balls (yubu chobap)
noodle-based prepared meals for
toddlers
instant soba noodles
instant udon noodles
instant Chinese noodles
artificial rice [uncooked]
noodles with black soybean sauce
(jajangmyeon)
stir-fried noodles with vegetables
(Japchae)
pine nut porridge (jatjuk)
assorted pan-fried delicacies (Jeon)
jeonbyeong
abalone rice porridge (jeonbok juk)
Chinese noodles [uncooked]
macaroni [uncooked]
spaghetti [uncooked]
udon noodles [uncooked]
Chinese rice noodles (bifun,
uncooked)

조리되지 않은 콩전분 국수
(하루사메)
조리된 라비올리
조리된 밥
조리된 통곡물
조리된 파스타
조리된 피자
주로 쌀로 구성되고 고기/
생선 또는 채소도 포함된 미리
포장된 점심 도시락
주먹밥
중국식 쌀국수
중국식 찐만두(슈마이/조리된
것)
중면
즉석밥
지티(중간굵기의 속 빈 파스타)
짬뽕

bean-starch noodles (harusame,
uncooked)

짭짤한 팬케이크
짭짤한 팬케이크 반죽믹스
쫄면
찐쌀
찐만두
차루파(콘 토르티야)
차우멘
차우면
참깨죽
참치야채죽
채워진 파스타

savoury panc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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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violi [prepared]
cooked rice
cooked whole grains
prepared pasta
pizzas [prepared]
pre-packaged lunches consisting
primarily of rice, and also including
meat, fish or vegetables
rice balls
Chinese rice noodles
Chinese steamed dumplings
(shumai, cooked)
jungmyeon
instant rice
ziti
Chinese-style noodles with
vegetables and seafood (jjamppong)
savoury pancake mixes
spicy cold chewy noodles (jjolmyeon)
steamed rice
Chinese steamed dumplings
chalupas [corn tortillas]

filled pasta

Chinese spring rolls (chungwon)
egg roll
chimichangas [deep-fried filled
tortillas]
macaroni with cheese
cheese rarebit
cheeseburgers [sandwiches]
cold arrowroot noodles (chik
naengmyeon)
kasha
chopped noodles (kalguksu)
calzones
cup noodle
quesadillas [filled tortillas]
corn flakes
frozen pizza crusts made of
cauliflower
bean noodle
bean-starch noodles
couscous
quesadillas
quiches
tamales
tabbouleh
tacos
taco chips
taco shells
fried balls of batter mix with small
pieces of octopus (takoyaki)
toast
batter mixes
pasta
pasta salads
pasta shells
freeze-dried dishes with the main
ingredient being pasta
paella
green onion pancake (Pajeon)
pad thai (Thai stir-fried noodles)
red bean porridge (patjuk)
pasties
pelmeni
porridge

pizza dough

30류 G0301
필로가루 반죽
필로반죽
핫도그
핫도그 샌드위치
햄버거(샌드위치)
호박죽

filo doughs
phyllo dough

식용 맥아진액
엿기름

malt extract for food
malted rice

hot dogs (sausages in a bread roll)
hot dog sandwiches
hamburgers [sandwiches]

[제30류/G0301] 과자, 빵, 사탕, 초콜릿, 한과

pumpkin porridge (Hobak-juk)

[제30류/G0207] 누룩, 효모
상품의 범위
◦ 누룩, 효모(식용), 페이스트용 효소
◦ 효모를 주 재료로 한 가공식품
◦ 위에 준하는 식품용 미생물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공업용 효소(제1류/G1001)
- 미생물제제(의료용 및 수의과용은 제외)(제1류/G1006)
-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미생물제제(제5류/G1006)

상품의 범위
◦ 빵류
◦ 과자류
◦ 껌, 사탕, 초콜릿
◦ 위에 준하는 간식용 식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약용 사탕(제5류/G1004)
- 물엿, 분말엿(제30류/G0302)
- 떡(제30류/G0303)

협의의 포괄명칭
빵

포함되는 상품(예시)

포함되는 상품(예시)
누룩
맥주양조용 이스트
발효 맥아 쌀(코지)
베이킹소다 (요리용 중탄산소다)
베이킹파우더
비의료용 이스트정제
식용 이스트진액
식품용 이스트
요리용 중탄산소다(베이킹소다)
이스트진액
이스트파우더
페이스트용 효소
홍국
효모

Korean rice-wine starter(Nuruk)
yeast for brewing beer
fermenting malted rice (Koji)
baking soda [bicarbonate of soda for
cooking purposes]
baking powders
yeast extracts for human consumption
yeast extracts for food
yeast
bicarbonate of soda for cooking
purposes [baking soda]
yeast extracts
yeast powder
ferments for pastes
red yeast rice (hongguk)
leaven

[제30류/G0208] 식용 맥아
상품의 범위
◦ 식용 맥아(麥芽)
◦ 식용을 위한 맥아가공품(맥주용은 제외)
◦ 맥아를 주재료로 한 가공식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약제용 맥아(제5류/G1004)
- 양조용 및 증류용 맥아(제31류/G0208)
- 맥주용 맥아즙(제32류/G0602)

포함되는 상품(예시)
식물 엿기름
식용 맥아

malt extracts for use as flavoring
malt for human consumption

bread

가공한 팝콘
가금류 및 엽조수 고기파이
감초과자
강정
갸또
건(乾)과자
건빵
견과류가 함유된 초콜릿스프레드
고기파이
과일 과자
과일 빙과
과일 빵
과일 아이스크림
과일 아이스크림 바
과일아이스바
과일젤리 과자
과일젤리 캔디
과일케이크
과일파이
과자
과자용 가루
과자제품용 코코아재료
구강청량용 껌
구강청량용 박하사탕
굴뚝케이크
귀리 비스킷
그레이엄 크래커
글루텐이 없는 빵
껌
껌 페이스트(과자)
껌드롭스

processed popcorn
poultry and game meat pies
liquorice [confectionery]
deep-fried sweet rice puffs
(Gangjeong)
gateaux
dry confectionery
hardtack [biscuits]
chocolate spreads containing nuts
meat pies [prepared]
fruit confectionery
fruit ices
fruit breads
fruit ice creams
fruit ice cream bars
fruit ice bars
fruit jellies [confectionery]
fruit jelly candy
fruit cakes
fruit pies
confectionery
cake powder
cocoa-based ingredients for
confectionery products
chewing gum for breath freshening
mints for breath freshening
Chimney cakes
oatcakes
graham crackers
gluten-free bread
chewing gum
gum paste [confectionery]
gumdr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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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류 G0301
껌사탕
껍질이 딱딱한 파이
나초(토르티야칩)
난빵
납작모양의 감자빵
냉동 브라우니 반죽
냉동 비스코티 반죽
냉동 요구르트(얼음과자)
냉동 요구르트과자
냉동 요구르트케이크
냉동 요구르트파이
냉동 카스타드
냉동과자
냉동쿠키반죽
넌파레일
누가
누룽지과자
눈깔사탕
다식
다크 초콜릿
단팥빵
단팥젤리믹스(미주요카노모토)
대용 아이스크림
데니시 식빵
데니시 페이스트리
도넛
둘세데레체
둥근 빵
드롭스
디저트 수플레
디저트용 푸딩
땅콩 브리틀
땅콩과자
러걸러흐(페이스트리)
러스크(Rusk)
로젠지과자
롤리팝
롤빵
리큐어 초콜릿
마늘빵
마들렌
마시멜로
마시멜로 토핑
마지팬
마지팬 대용품
마카롱
막과자
막대 모양의 빵
막대형 감초과자
만주(안코로)
말려진 페이스트리 반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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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m sweets

maejakgwa

rolls [bread]

매작과
맥아 비스킷
머랭
머핀
모나카
모나카용 페이스트리 껍질
무발효 빵
무설탕 껌
무설탕 사탕과자
무스 과자
미러아이싱
민스미트파이
민트사탕
밀크초콜릿
밀푀유
바게트
바나나 푸딩
바바리안 크림
박하사탕과자
버터 스카치칩
버터비스킷
베이글
보리빵
분말 커피콩을 포함하는
초콜릿바크
붕어빵
브라우니
브라우니 반죽
브레드 푸딩
브리오슈
블루베리 파이
비건 케이크
비건 쿠키
비스코티
비스코티 반죽
비스킷
비스킷 믹스
비의료용 껌

liqueur chocolates

비의료용 로렌지과자

non-medicated lozenges
[confectionery]
water ice

marzipan

빙과
빙과용 셔벗
빙과용 셔벗믹스
빵가루

marzipan substitutes

빵에 채우는 재료믹스

bread-based stuffing mixes

macarons

사바랭

savarins

사브레 비스킷

shortbread biscuits

사워도우
사탕
사탕이 코팅된 사과
사탕이 코팅된 팝콘

sourdough

pates en croute
nachos [tortilla chips]
naan bread
potato-based flatbreads
frozen brownie dough
frozen biscotti dough
frozen yogurt [confectionery ices]
frozen yogurt confections
frozen yogurt cakes
frozen yogurt pies
frozen custard
frozen confectionery
frozen cookie dough
nonpareils
nougat
crust of overcooked rice
(confectionery)
boiled sweets
Korean traditional pressed sweets
(Dasik)
dark chocolate
bread with sweet red bean
mixes of sweet adzuki-bean jelly
(mizu-yokan-no-moto)
ice cream substitutes
danish bread
danish pastries
doughnuts
dulce de leche
buns
drops (confectionery)
dessert souffles
puddings for use as desserts
peanut brittle
peanut confectionery
rugelach [pastries]
rusks
lozenges [confectionery]
lollipops

garlic bread
madeleine
marshmallow
marshmallow topping

fried dough twists
breadsticks
stick liquorice [confectionery]
rice dumplings dressed with sweet
bean jam (ankoro)
ready-rolled pastry dough

malt biscuits
meringues
muffins
monaka
pastry shells for monaka
unleavened bread
sugar-free chewing gum
sugarless sweets
confectionery in the form of mousses
mirror icing [mirror glaze]
mincemeat pies
mint-based sweets
milk chocolate
mille-feuilles
baguettes
banana pudding
bavarian creams
peppermint candy
butterscotch chips
butter biscuits
bagels
barley bread
chocolate bark containing ground
coffee beans
carp cakes
brownies
brownie dough
bread pudding
brioches
blueberry pies
vegan cakes
vegan cookies
biscotti
biscotti dough
biscuits
biscuit mixes
chewing gum, not for medical
purposes

sorbets [ices]
sorbet mixes [ices]
bread crumbs

candies
candy-coated apples
candy-coated popcorn

30류 G0301
산자
새우 크래커
생강빵
생강쿠키
선데이 웨이퍼스
선디
설탕과자
설탕으로 만든 과자
설탕으로 만들어진 봉봉캔디
설탕을 함유한 콩과자
설탕이 함유된 물엿 또는 튀긴
쌀로 만든 케이크
설탕입힌 단단한 캐러멜
설탕입힌 커피콩
설탕입힌 팥을 재료로 한 팥소
(네리키리)
성형된 콘스낵
세이보리 비스킷
셔벗
셔벗믹스
셰리주 트라이플
소금을 친 비스킷
소보루
소시지롤
소파이피야
소프트 프레즐
속이 채워진 초콜릿
솔트크래커
솜사탕
쇼트브레드
쇼트크러스트 페이스트리 반죽
수수 케이크
쉬림프롤
슈크림
스낵과자
스트루들
스파이스 비스킷
스프링 롤
시나몬롤
식빵용 가루반죽
식용 과일 빙과
식용 웨이퍼스
식용 캔디
쌀가루로 만든 건조설탕 케이크
(라쿠간)
쌀과자
쌀로 만든 부드러운 핀으로
말은 케이크(규히)
쌀로만든 푸딩디저트
쌀빵
쌀엿
쌀크래커(센베이)
쌀푸딩

oil-and-honey pastry of rice/Korean
cracker (San-ja)
prawn crackers
gingerbread
gingersnaps
sundae wafers
sundaes
sugar confectionery
confectionery made of sugar
bonbons made of sugar
sugared beans (ama-natto)
cakes of sugar-bounded millet or
popped rice (okoshi)
sugar-coated hard caramels
sugar-coated coffee beans
sweet bean jam coated with
sugared-bean based soft shell
(nerikiri)
extruded corn snacks
savory biscuits
sorbets
sherbet mixes
sherry trifle
salted biscuits
soboru
sausage rolls
sopapilla
soft pretzels
filled chocolates
salt crackers
cotton candy
shortbread
shortcrust pastry dough
millet cakes
shrimp rolls
cream puffs
snack confectionery
strudel
spiced biscuits
spring rolls
cinnamon rolls
bread doughs
edible fruit ices
edible wafers
candy for food
dried sugared cakes of rice flour
(rakugan)
rice crackers
soft pin-rolled cakes of pounded rice
(gyuhi)
rice-based pudding dessert
rice bread
rice toffee
rice crackers [senbei]
rice pudding

아몬드과자
아몬드케이크
아몬드쿠키
아이스 밀크
아이스 밀크바
아이스바
아이스캔디
아이스케이크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가토
아이스크림 믹스
아이스크림 바
아이스크림 선데이
아이스크림 웨이퍼스
아이스크림 제조용 파우더
아이스크림 케이크
아이스크림 코넷
아이스크림 콘
아이스크림 파우더
아이스크림을 함유한 냉동과자
아이스팝
알갱이 형태의 쌀 크래커
(아라레)
약과
얇은 비스킷
얇은 시트형태의 무발효빵
얇은 웨하스 크래커
양갱
양파 또는 치즈비스킷
양파 비스킷
얼음과자
얼음사탕
에클레어
에클스 케이크
엿
와사비가 함유된 초콜릿
와플
와플콘
요구르트가 덮힌 프레첼(과자)
요크셔 푸딩
월병
웨이퍼스
웨이퍼스 반죽
웨이퍼스 플랑
웨이퍼스용 가루반죽
유과
윤기처리된 팝콘
인삼과자
인삼정과

almond confectionery
almond cake
almond cookies
ice milk
ice milk bars
ice lollies
ice candies
iced cakes
ice creams
ice cream gateaux
ice cream mixes
ice cream bars
ice cream sundaes
ice cream wafers
powders for making ice cream
ice-cream cakes
ice cream cornets
cones for icecream
ice cream powder
frozen confectionery containing ice
cream
ice pops
pellet-shaped rice crackers (arare)
Korean traditional cakes made from
wheatflour/oil and honey (Yak-kwa)
crispbread
unleavened bread in thin sheets
flat bread
bars of sweet jellied bean paste
(yohkan)
onion or cheese biscuits
onion biscuits
ice confectionery
ice confectioneries
eclairs
eccles cakes
toffees
chocolate with Japanese
horseradish
waffles
waffle cone
yogurt-covered pretzels
[confectionery]
yorkshire puddings
moon cakes
wafers
wafer dough
flan base wafers
wafer doughs
Korean deep-fried sweet rice cake
(Yugwa)
glazed popcorn
ginseng confectionery
ginseng confectionery preserved in
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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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류 G0301
인삼젤리과자
인삼캔디
인스턴트 도넛믹스
인스턴트 디저트푸딩
인스턴트 팬케이크 믹스
인스턴트 푸딩믹스
일본식 스펀지케이크(카스텔라)
일본식 찐 케이크(무시가시)
잉글리시 머핀
잉어빵
잼빵
저염 빵
전분사탕
전분사탕(아메)
전자레인지용 팝콘
정과
제과용 및 제빵용 초콜릿
제빵용 과자칩
젤라또
젤리과자
젤리과자 제조용 향미가 있는
젤리 결정체
젤리빈(겉은 딱딱하고 속은
젤리로 된 콩 모양 과자)
짭짤한 및 소금을 친 비스킷
짭짤한 비스킷
찐빵
참기름으로 만들어진 사탕과자
참새우 칩
초콜릿
초콜릿 과자
초콜릿 디저트
초콜릿 무스
초콜릿 분말
초콜릿 브라우니
초콜릿 소스
초콜릿 케이크
초콜릿 토핑
초콜릿 트뤼플
초콜릿 페이스트
초콜릿 퐁듀
초콜릿바
초콜릿스프레드
초콜릿을 얹힌 프레즐
초콜릿이 덮힌 견과류
초콜릿이 덮힌 포테이토칩
초콜릿이 덮힌 프레즐
초콜릿입힌 땅콩
초콜릿칩
초콜릿칩쿠키
초콜릿캔디
초콜릿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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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seng confectionery in jelly form
ginseng candy
instant doughnut mixes
instant dessert puddings
instant pancake mixes
instant pudding mixes
Japanese sponge cakes (kasutera)
Japanese style steamed cakes
(mushi-gashi)
english muffins
carp bread
jam buns
low-salt bread
starch-based candies
starch-based candies (ame)
microwave popcorn
fruits preserved in honey
chocolate for confectionery and
bread
confectionery chips for baking
gelato
confectionery in jelly form
flavored jelly crystals for making jelly
confectionery
jelly beans
savoury and salted biscuits
savoury biscuits
steamed bread
sweetmeat made of sesame oil
shrimp chips
chocolate
chocolate confections
chocolate desserts
chocolate mousses
chocolate powder
chocolate brownies
chocolate sauce
chocolate cakes
chocolate topping
chocolate truffles
chocolate pastes
chocolate fondue
chocolate bars
chocolate-based spreads
chocolate topped pretzels
chocolate-covered nuts
chocolate-covered potato chips
chocolate covered pretzels
chocolate-coated nuts
chocolate chips
chocolate chip cookies
chocolate candies
chocolate fudge

추로스
치미창가
치즈 비스킷
치즈맛 비스킷
치즈맛 콘스낵
치즈맛 팝콘스낵
치즈케이크
카스타드
카스타드 가루
카스타드 믹스
카스타드 타트
카스텔라 빵
캐러멜
캐러멜 함유 캔디
캐러멜(사탕)
캐러멜이 코팅된 팝콘
캔디민트
캔디바
케이크
케이크 믹스
케이크 및 파이용 초콜릿 속

churros

케이크 아이싱
케이크 팝
케이크 프로스팅(아이싱)
케이크반죽
케이크용 사탕 장식
케이크용 초콜릿 장식품
케이크용 초콜릿장식
케이크용 캔디장식품
케틀콘(팝콘)
코코넛 마카롱
코코아캔디
콘 토르티야 칩
콘칩
콘컬(치즈맛이 가미된 옥수수로
만든 스낵)
콩으로 만든 대용 아이스크림
콩이 들어있는 빵
콩이 채워진 웨이퍼(모나카)
쿠키
쿠키믹스
쿠키반죽
크래커
크래커/프레첼 또는 튀긴
팝콘으로 구성된 스낵믹스
크럼핏
크레이프
크레이프 믹스
크렘브릴레
크렘캐러멜
크루아상

cake icing

chimichanga
biscuits for cheese
cheese-flavored biscuits
cheese-flavored corn snacks
cheese-flavored puffed corn snacks
cheesecakes
custard
custard powder
custard mixes
custard tarts
sponge cakes
caramels
candy with caramel
caramels [sweets]
caramel-coated popcorn
candy mints
candy bars
cakes
cake mixes
chocolate-based fillings for cakes
and pies
cake pops
cake frosting [icing]
cake dough
candy decorations for cakes
cake decorations made of chocolate
chocolate decorations for cakes
candy cake decorations
kettle corn [popcorn]
coconut macaroons
candy with cocoa
corn tortilla chips
corn chips
corn curls [cheese-flavored puffed
corn snacks]
soya-based ice cream substitutes
bread with soy bean
bean-jam filled wafers (monaka)
cookies
cookie mixes
cookie dough
crackers
snack mixes consisting of crackers,
pretzels or popped popcorn
crumpets
crepes
crepe mixes
creme brulees
creme caramels
croissants

30류 G0302
크루톤
크리스마스트리장식용 과자
크리스탈 설탕피스(과자)
크림빵
크림파이
타이야키(다양한 재료로 속을
채운 물고기 모양의 일본식
케이크)
타트
탄산캔디
태피
터비나도 설탕
터키쉬 딜라이트
토르티야 칩
토르티야 피
토핑 초콜릿
통밀 토르티야 칩
통밀가루 빵
튀긴 반죽쿠키
튀긴 반죽쿠키(카린토)
튀김과자
튀밥
트리플
티라미수
파네토네
파르페
파이
파테
파히타
판데유카(치즈빵)
팝콘
팝콘스낵
팥빙수
팥빵
패스틸
팬케이크
팬케이크 믹스
팬케이크 반죽
팽 오 쇼콜라
퍼지
퍼프 페이스트리 반죽
퍼프드 치즈볼(콘스낵)
퍼프드 치즈컬(콘스낵)
퍼프드라이스
페이스트리
페이스트리 믹스
페이스트리 반죽
페티볼 비스킷
포춘 쿠키
포트 파이
포파덤
퐁당(과자)

croutons
confectionery for decorating
Christmas trees
crystal sugar pieces [confectionery]
cream buns
cream pies
taiyaki (Japanese fish-shaped cakes
with various fillings)
tarts
carbonic acid candy
taffy
turbinado sugar
turkish delight
tortilla chips
tortilla shells
chocolate for toppings
whole wheat tortilla chips
whole wheat bread
fried dough cookies
fried dough cookies (karintoh)
fried confectionery
popped rice
trifle
tiramisu
panettone
parfaits
pies
pate[pastries]
fajitas
pan de yuca [cheese bread]
popcorn
puffed corn snacks
shaved ices with sweetened red
beans
bean bun
pastilles [confectionery]
pancakes

푸딩
풍선껌
프랄린
프레첼
프로피테롤
프티푸르
플랩 잭
피넛버터칩(과자)
피자빵
피칸 로그
피타 빵
필로 페이스트리
한과
한방젤리과자
할바
핫케이크
햄버거용 빵
향신료로 풍미된 빵
호두과자
호떡
호밀 빵
호박파이
호빵
홍백색 가락엿
홍삼과자
홍삼껌
홍삼양갱
홍삼정과
홍삼젤리과자
홍삼진과
홍삼초콜릿
홍삼캔디
화이트 초콜릿

puddings
bubble gum
pralines
pretzels
profiteroles
petits fours
flapjacks
peanut butter chips [confectionery]
pizza bread
pecan logs
pita bread
filo pastries
Korean traditional sweets and
cookies (Hankwa)
herbal jellies (confectionery)
halvah
hot cake (pancake)
buns for hamburger
bread flavoured with spices
small walnut-flavored cake in the
size and shape of a walnut
Chinese pancake stuffed with sugar
(Hotteok)
rye bread
pumpkin pies
steamed bun
candy canes
red ginseng confectionery
red ginseng gum
bars of sweet jellied red ginseng
paste
red ginseng confectionery preserved
in honey [being confectionary]
red ginseng jellies (confectionery)
red ginseng confectionery preserved
in honey [being confectionery]
red ginseng chocolate
red ginseng candy
white chocolate

pancake mixes
pancake batter
pains au chocolat

[제30류/G0302] 천연감미료

fudge

상품의 범위

puff pastry dough
puffed cheese balls [corn snacks]
puffed cheese curls [corn snacks]

◦ 단맛을 내기 위한 식품용 감미료
◦ 식용 당류를 주 재료로 한 가공식품

puffed rice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pastries
pastry mixes
pastry dough
petit-beurre biscuits
fortune cookies

- 인공감미료(화학제) (제1류/G1003)
- 약제용 유당(乳糖)(제5류/G0302)
- 의료용 포도당, 약제용 로얄젤리(제5류/G1004)
- 엿(제30류/G0301)

potpies
poppadums
fondants [confectionery]

협의의 포괄명칭
천연감미료

natural sweete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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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류 G0302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루백설탕
각설탕
갈색 설탕
결정화된 빙당
골덴시럽
과당(果糖)
굵은 정백당
그래뉴당(糖)
꿀
꿀 및 당밀
당밀시럽
대용꿀
대용설탕
로얄젤리
맥아당
메이플시럽
백설탕
봉랍(蜂蠟)
분말엿
비의료용 식용 로얄젤리
설탕
설탕가루
스테비오사이드
식용 꿀
식용 당밀
식용 맥아당
식용 물엿
식용 봉랍(蜂蠟)
식용 분말 물엿
식용 포도당
식품용 과당(果糖)
쌀조청
아가베시럽(천연감미료)
액상과당
요리용 당밀시럽
요리용 옥수수시럽
요리용 올리고당
요리용 포도당
원당(原糖)
조청
종려당(糖)
차진 물엿(미주-아메)
천연감미료용 아가베시럽

herbal honey

cube sugar
brown sugar
crystallized rock sugar

[제30류/G0303] 떡, 인절미

golden syrup
fructose
crystal sugar [not confectionery]

상품의 범위
◦ 떡류

granulated sugar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honey
honey and treacle
molasses syrup

- 빈대떡(제30류/G0206)
- 호떡(제30류/G0301)

honey substitutes

포함되는 상품(예시)

sugar substitutes
royal jelly
maltose
maple syrup
white sugar
bee glue
powdered toffee
royal jelly for human consumption,
not for medical purposes
sugar
powdered sugar
stevioside
honey [for food]
molasses for food
maltose for food
starch syrup [for food]
propolis [bee glue] for human
consumption
powdered starch syrup [for food]
glucose for food
fructose for food
rice grain syrup
agave syrup [natural sweetener]
liquid fructose
molasses syrup for culinary
purposes
corn syrup for culinary purposes
oligosaccharides for culinary
purposes
glucose for culinary purposes
raw sugar
grain syrup
palm sugar

가래떡

stick of rounded rice cakes
(garaetteok)
potato cakes

감자떡
경단
구름떡

sweet dumplings
gureumtteok [cloud-shaped Korean
rice cakes]

꿀떡
떡
떡(절편)
떡볶이용 떡
망개떡
무지개떡

honey-filled rice cakes (kkultteok)

백설기

baekseolgi [Korean white rice cakes
with strawberries]

보리떡
부꾸미

barley cakes

rice cakes
pounded rice cakes (jeolpyeon)
rice cakes for stir-fried rice cake
nonglutinous steamed rice cakes
mujigaetteok [rainbow-shaped
Korean rice cakes]

설탕이 뿌려진 떡(모치가시)
송편

rice cake made by mixing various
flours (bukkumi)
sweet pounded rice cakes
(mochi-gashi)
songpyeon [half-moon-shaped rice
cakes with sweet or semi-sweet
fillings]

시루떡
쌀떡
약밥

steamed rice cakes (sirutteok)

인절미

injeolmi [glutinous rice cakes coated
with powdered beans]

조랭이떡
증편
찰떡
찹쌀떡
호박떡

rice cakes (joraengi)

pounded rice cakes (mochi)
flavored glutinous rice mixed with
honey/dates/chestnuts (yakbab)

nonglutinous rice cakes
rice dumplings
glutinous rice cakes
rice cakes with pumpkin

glutinous starch syrup (mizu-ame)
agave syrup for use as a natural
sweetener
xylose (wood sugar)

프로폴리스

propolis

유사상품 심사기준

honey glazes for ham

castor sugar

크실로스(목당)
토오피
팬케이크 시럽
프락토 올리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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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용 허니글레이즈
허브 꿀

toffee
pancake syrup
fructo-oligosaccharide for culinary
purposes

[제30류/G0401] 간장, 고추장, 된장
상품의 범위
◦ 간장, 고추장, 된장
◦ 위에 준하는 식용 장(醬)류
◦ 장류를 주 재료로 한 가공식품

30류 G0403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협의의 포괄명칭
소스

- 누룩(제30류/G0207)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루간장
가루고추장

powder of soya sauce

가루된장
가루자장

powder doenjang

가루청국장

powder of fermented soybean paste
(chonggug-jang)

가루춘장

powder of Chinese soybean paste
(chun-jang)

간장
고추장

soy sauce [soya sauce]

된장
미소된장
시금장
쌈장
자장

doenjang

청국장

fermented soybean paste
(Chonggug-jang)

청국장환

pills of fermented soybean paste
(chonggug-jang)

초고추장

fermented hot pepper paste with
vinegar (cho-gochu-jang)

초장

fermented hot pepper paste with
vinegar (cho-jang)

춘장

Chinese soybean paste (Chun-jang)

powder of fermented hot pepper
paste (gochu-jang)
power of ja-jang [black bean paste
for use as noodle sauce]

fermented hot pepper paste
(gochujang)
miso
sigumjang
seasoned bean paste
ja-jang [black bean paste for use as
noodle sauce]

[제30류/G0402] 화학조미료
상품의 범위
◦ 식용 화학조미료

협의의 포괄명칭
화학조미료

chemical seasoning

포함되는 상품(예시)
복합화학조미료

seasonings made of chemical
compounds
monosodium glutamate for culinary
purposes
nucleic acid seasoning

요리용 글루타민산소다
핵산조미료

[제30류/G0403] 마요네즈, 식초, 조미용 소스, 케첩
상품의 범위
◦ 마요네즈, 식초, 케첩
◦ 위에 준하는 식용 소스류

sauces

포함되는 상품(예시)
감식초
겨자소스
과일 쿨리스
굴소스
데리야끼소스
돈까스소스
디핑소스
마리네이드
마요네즈
매실식초
매운 소스
맥아 식초
메밀국수용 간장소스
바비큐고기용 소스
바비큐소스
사과식초
살사소스
삼발울렉 소스
샐러드드레싱
샐러드소스
스리라차 핫칠리소스
스키야키 소스
식초
애플소스
와인식초
우동소스
우스터소스
저크소스
조리된 소스
조미용 소스
칠리소스
카레소스
케첩
크랜베리 소스
크림이 포함된 샐러드드레싱
타르타르소스
탕수육소스
토마토소스
토마토케첩
통조림된 스파게티용 토마토
소스
파스타 소스
페스토
프렌치드레싱
피자소스
피칸테소스
핫소스
해리사(소스)

persimmon vinegar
mustard sauces
fruit coulis [sauces]
oyster sauce
teriyaki sauce
pork cutlet sauces
dipping sauces
marinades
mayonnaise
plum vinegar
spicy sauce
beer vinegar
soy sauce for buckwheat noodles
sauces for barbecued meat
barbecue sauce
apple vinegar
salsa sauces
sambal oeleks being condiments
salad dressings
salad sauces
sriracha hot chili sauce
sukiyaki sauces
vinegar
apple sauce [condiment]
wine vinegar
udon sauces
worcestershire sauce
jerk sauce
ready-made sauces
sauces [condiments]
chili sauce
curry sauces
ketchup
cranberry sauce [condiment]
salad dressings containing cream
tartar sauce
sweet and sour pork sauces
tomato sauce
tomato ketchup
canned spaghetti in tomato sauce
pasta sauce
pesto
french dressing
pizza sauces
picante sauces
hot sauce
harissa [condiment]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685

30류 G0403
향을 낸 식초
현미식초
화이트소스

flavoured vinegar
brown rice vinegar
white sauces

[제30류/G0404] 향신료
상품의 범위
◦ 식품에 특정의 맛과 향을 더하기 위한 첨가제(향신료)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식품향미용 정유(精油)(제3류/G0404)
- 채소수프(제29류/G0204)
- 식용 소금(제30류/G0405)

협의의 포괄명칭
식품용 향료
향신료

aromatic preparations for food
spices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공된 마늘(향신료)
가공된 해초(향신료)
가공된 허브(향신료)
건조된 고수(향신료)
건조된 고수씨(향신료)
건조된 칠리후추(향신료)
겨자(향신료)
겨자가루
계피(향신료)
계피가루
고추 향신료
고추가루
고추냉이가루
고춧가루
과일 향미료(정유는 제외)

processed garlic for use as
seasoning
processed seeds for use as a
seasoning
processed herbs [seasonings]

분말 형태의 향신료
사프란(향신료)
산초가루(향신료)
샐비어잎(향신료)
생강 페이스트(향신료)
생강가루
생강피클(향신료)
설탕에 절인 레몬 즙(향신료)
수프용 향미료(정유는 제외)

spices in the form of powders

스타아니스 열매(향신료)
스튜용 건조된 향신료 믹스
스튜용 향신료 믹스
식용 심황
식용 심황(향신료)
식용 향신료
식탁용 깨소금
식품 또는 음료용 레몬 향미료

star aniseed

식품 또는 음료용 아몬드 향미료

flavourings of almond for food or
beverages
food seasonings

식품 향신료
식품용 에센스(정유는 제외)

dried coriander seeds for use as
seasoning
dried chili peppers [seasoning]

식품용 향미료
식품향미료(정유는 제외)

mustard
mustard meal
cinnamon [spice]
cinnamon powder [spice]
pepper spice
powdered red pepper
horse radish vpowder
hot pepper powder [spice]
fruit flavorings, other than essential
oils
fruit flavorings (except essences)

그레이비
그레이비 믹스
깨소금
냉이가루
다진 마늘(향신료)
레몬 향미료
렐리쉬(향신료)
마늘가루
바닐라대용 바닐린
버섯가루(향신료)

meat gravies

유사상품 심사기준

flavourings for butter

dried coriander for use as seasoning

과일향미료
과자용 박하
과자용 페퍼민트
과자용 향미료(정유는 제외)

686

버터용 향미료
보존처리된 생강(향신료)
보존처리된 재배 허브(향신료)

mint for confectionery
peppermint for confectionery
flavourings, other than essential oils,
for cakes
gravy mixes
powdered sesame mixed with salt
pickpurse powder
minced garlic [condiment]
flavourings of lemons
relish [condiment]
garlic powder
vanillin [vanilla substitute]
mushroom powder (condiments)

식품향미료용 과일 페이스트
아니스열매(향신료)
아몬드향미료
올스파이스
와사비가루
요리용 바닐라(향신료)
요리용 아마인(향신료)

preserved ginger [condiment]
preserved garden herbs as
seasonings
saffron [seasoning]
Chinese pepper powder (spice)
sage [seasoning]
ginger paste [seasoning]
ground ginger
pickled ginger [condiment]
crystallized lemon juice [seasoning]
flavorings, other than essential oils,
for soups
dry seasoning mixes for stews
seasoning mixes for stews
edible turmeric
turmeric for food
edible spices
table salt mixed with sesame seeds
flavourings of lemons for food or
beverages

essences for foodstuffs, except
etheric essences and essential oils
flavourings for foods
food flavourings, other than
essential oils
fruit paste for flavouring of food
aniseed
flavorings of almond
allspice
wasabi powder [Japanese
horseradish]
vanilla flavourings for culinary
purposes
flaxseed for culinary purposes
[seasoning]

요리용 오렌지 블로섬 워터

orange blossom water for culinary
purposes

육계가루
육두구
음료 제조용 허브향미료

cinnamon powder

음료용 향미료(정유는 제외)

flavourings, other than essential oils,
for beverages

일본식 후추가루(산초 파우더)

Japanese pepper powder spice
(sansho powder)

정향(丁香)(향신료)
정향(丁香)가루
제빵용 양념
조리된 고추냉이(향신료)
차용 향미료
차우차우(향신료)
참깨(향신료)

cloves [spice]

nutmegs
herbal flavourings for making
beverages

clove powder [spice]
baking spices
prepared horseradish [condiment]
flavorings of tea
chow-chow [condiment]
sesame seeds [seasonings]

30류 G0501
처트니(향신료)
치즈용 향미료
칠리 향신료
칠리파우더
카레 페이스트
카레가루
카레용 향신료 믹스
커피향미료
케이크용 향미료

chutneys [condiments]

케첩 및 살사로 구성된 음식 조미료

food condiment consisting primarily
of ketchup and salsa

크랩보일(향신료)
타마린드(향신료)
타코용 향신료
피망(향신료)
해초(향신료)
향미료(정유(精油)는 제외)

crab boil [seasoning]

향미료용 맥아진액
향미료용 진액(정유를 제외)

malt extracts for use as flavorings

flavourings for cheeses
chili seasonings
chili powder
curry pastes

brine for cooking
seawater for cooking
bamboo-salt
brine for use in cocktails

curry spice mixes
coffee flavourings

[제30류/G0501] 차(茶)류

flavorings for cakes, other than
essential oils

상품의 범위
◦ 차, 차의 재료, 차의 대용품
◦ 차의 재료를 주 재료로 한 가공식품(음료는 제외)

tamarind [condiment]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taco seasonings
pimiento [condiment]

- 차를 주성분으로 하는 음료, 차(茶) 음료(제30류/G0503)

seaweed [condiment]
food flavorings, other than essential
oils

향신료 믹스
향신료용 가공한 샬롯

extracts for use as flavorings, other
than essential oils
taste and flavour enhancers
chili oil for use as a seasoning or
condiment
spice mixes
processed shallots for use as
seasoning
chili paste for use as a seasoning

향신료용 칠리 페이스트
호스래디시
후추
후추가루(향신료)

horseradish
pepper
pepper powder [spice]

[제30류/G0405] 식용 소금
상품의 범위
◦ 식용 소금, 식품보존용 소금, 식품용 소금물
◦ 소금을 주 원료로 한 가공식품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공업용 소금(제1류/G1001)

협의의 포괄명칭
edible salt

포함되는 상품(예시)
맛소금
셀러리소금
소금
식용 죽염
식용 천일염
식탁용 소금
식품보존용 소금

cooking salt

curry [spice]

향미증진제
향신료 또는 조미료용 칠리오일

식용 소금

요리용 소금
요리용 소금물
요리용 해수
죽염
칵테일용 소금물

seasoned salt
celery salt
salt
bamboo salt for food
bay salt for food
table salt
salt for preserving foodstuffs

협의의 포괄명칭
차(茶)

tea

포함되는 상품(예시)
갈근차
감미료가 첨가된 무카페인 차
감잎차
감초차
검은콩차
결명자차
계피차
곡물차
곰부차
과일차
구기자차
국화차
귤피차
금앵자차
꽃차
꿀차
녹차
녹차가루
녹차농축액
녹차잎
다래순차
다시마차
당귀차
대용차
대용차용 꽃 또는 잎
대추차
더덕차
도라지차
동규자차
두충차

pueraria tea
theine-free tea with added
sweeteners
persimmon leaf tea
licorice tea
black bean tea
cassia seed tea
cinnamon tea
cereal tea
kombucha
fruit teas
Chinese matrimony vine tea
(Gugijacha)
chrysanthemum tea
citrus peel tea
cherokee rose tea
flower tea
honey tea
green tea
green tea powder
green tea concentrates
green tea leaf
siberian gooseberry leaf
kelp tea
angelica root tea
tea substitutes
flowers or leaves for use as tea
substitutes
jujube tea
codonopsis tea
balloon flower root tea
malva verticillata tea
eucommia bark 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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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류 G0501
둥굴레차
들깨차
땅콩차
떡차
라임꽃 차
라임차
레몬차
로즈힙차
루이보스차
마테차
매실차
매화차
맥문동차
맥엽차
메밀차
모과차
무기차(구운 보리차)
무카페인 차
민들레차
밀크티
박하차
발효 녹차
발효차
백련차
백차
버섯차
보리껍질 마른분말 차
보리차
보이차
복분자차
볶은 보리차
볶은 현미차
비약제용 우려낸 즙
비의료용 허브차

solomon's seal tea
perilla tea
peanut tea
tea formed rice cakes
lime blossom tea
lime tea
lemon tea
rose hip tea
rooibos tea
mate tea
Asian apricot tea (Maesilcha)
plum tea
liriope rhizome tea
barley leaves tea
buckwheat tea
quince tea
mugi-cha [roasted barley tea]
theine-free tea
dandelion tea
milk tea, other than milk
predominating
peppermint tea
ferment green tea
fermented tea
white lotus tea (Baengnyeoncha)
white tea
mushroom tea
tea of parched powder of barley with
husk (mugi-cha)
barley tea
puer tea
raspberry tea
roasted barley tea
roasted brown rice tea
infusions, not medicinal
herbal teas, other than for medicinal
use

뽕잎차
산수유차
삼백초차
상엽차
상황버섯차
샐비어잎차
생강차
석류차
석창포차
설탕이 첨가된 무카페인 차

mulberry leaf tea

솔잎차
쌍화차

pine needle tea

쑥차
아이스티
알로에차
어성초차

mugwort 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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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i tea
bluet tea
upper leaf tea
phellinus linteus tea
sage tea
ginger tea
pomegranate tea
sweet flag tea
theine-free tea sweetened with
sweeteners
black herbal tea, other than for
medicinal use
iced tea
aloe tea
houttuynia cordata tea

유사상품 심사기준

얼그레이차
연근차
연꽃차
연잎차
엽차
영지차
오가피차
오디차
오룡차
오미자차
옥수수차
용안육차
원기차
유자차
율무차
은행잎차
인삼차
인스턴트차
인진쑥차
일본식 곰부가루차(다시마)
일본식 녹차
자소엽차
자스민차
작설차
장미차
쟈스민차
전통차
죽엽차
질경이차
차 농축액
차 추출물
차가버섯차
차를 주성분으로 하는 농축액
차의 잎
차의 잎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
차
차이차
천마차
청차
치커리차
칡차
침출차
카모마일차
콩차
페코차
하수오차
허브달인차
헛개나무차
현미녹차
호박차
홍삼차
홍차

earl grey tea
lotus root tea
lotus flower tea
lotus leaf tea
leaf tea
ganoderma tea
acanthopanax tea(Ogapicha)
mulberry tea
oolong tea [Chinese tea]
schisandra tea
corn tea
longan tea
stamina enhancing tea
citron tea
adlay tea
ginkgo leaf tea
ginseng tea
instant tea
injinssuk tea
Japanese tea made from powdered
kombu [kelp]
Japanese green tea
perilla frutescens tea
jasmine tea
jakseol tea
rose tea
jasmin tea
traditional tea
bamboo leaf tea
plantain tea
tea concentrates
tea extracts
chaga tea
tea based concentrates
tea leaves
powdered tea based on the
substances of tea leaf
chai tea
gastrodia tea
qing-cha
chicory tea
kudzu tea
leached tea
chamomile tea
bean tea
pekoe
wilfordi tea
herbal infusions
hovenia dulcis tea
green tea mixed with brown rice
pumpkin tea
red ginseng tea
black tea [English tea]

30류 G0505
황기차
회향차

milk vetch root tea
fennel tea

[제30류/G0502] 커피, 코코아
상품의 범위
◦ 가공 커피 원두
◦ 커피를 주 재료로 한 음료
◦ 코코아를 주 재료로 한 음료
◦ 커피와 코코아를 주 재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음료는 제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미가공 코코아 원두(제31류/G0502)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공된 커피
가공된 커피음료
내용물이 채워진 캡슐 커피
대용 코코아
대용커피
대용커피용 치커리 및 치커리
혼합물
드립백용 분말커피
디카페인 커피
무카페인 커피
볶은 커피콩
분말 커피콩
식용 코코아진액
아이스커피
에스프레소
우유 함유 커피음료
우유 함유 코코아음료
우유가 함유된 커피음료
우유함유 초콜릿음료
인스턴트 커피
인조커피
천연커피원두
초콜릿시럽
초콜릿을 주성분으로 한 음료
초콜릿음료
치커리(커피대용품)
카푸치노
커피
커피 및 치커리혼합물
커피 에센스
커피(볶은/분말/과립 또는
액상형태인 것)
커피대용품용 식물 조제품
커피대용품용 커피 에센스

커피대용품용 커피진액
커피대용품인 치커리 및
치커리믹스
커피를 주성분으로 한 음료
커피시럽
커피음료
커피진액
코코아
코코아 파우더
코코아(볶은/분말/과립 또는
액상형태인 것)
코코아믹스
코코아스프레드
코코아음료
프라페
핫초콜릿

coffee extracts for use as substitutes
for coffee
chicory and chicory mixtures for use
as substitutes for coffee
beverages with coffee base
coffee syrup
beverages made of coffee
coffee extracts
cocoa
cocoa powder
cocoa [roasted, powdered,
granulated, or in drinks]
cocoa mixes
cocoa spreads
cocoa-based beverages
frappes
hot chocolate

processed coffee
prepared coffee beverages
coffee capsules, filled

[제30류/G0503] 차를 주성분으로 하는 음료, 차음료

cocoa substitutes
coffee substitutes [artificial coffee or
vegetable preparations for use as
coffee]
chicory and chicory mixtures, all for
use as substitutes for coffee

상품의 범위
◦ 차 음료
◦ 차를 주성분으로 하는 음료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powdered coffee in drip bags
decaffeinated coffee

- 차(茶), 차의 재료, 차의 대용품(제30류/G0501)

caffeine-free coffee

포함되는 상품(예시)

roasted coffee beans
ground coffee beans
cocoa extracts for human
consumption
iced coffee
espresso
coffee beverages with milk
cocoa beverages with milk
coffee-based beverages containing
milk
chocolate beverages with milk
instant coffee

과일향이 첨가된 차음료
우유가 함유된 차음료
차를 주성분으로 하는 음료
차를 주성분으로 한 음료
차음료
캐모마일음료

- 드라이아이스(제1류/G1001)

mixtures of coffee and chicory
coffee essences
coffee [roasted, powdered,
granulated, or in drinks]
vegetal preparations for use as
coffee substitutes
coffee essences for use as
substitutes for coffee

chamomile-based beverages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chicory [coffee substitute]
coffee

beverages made of tea

◦ 식용 얼음
◦ 음식물의 냉각 또는 냉동용 얼음

chocolate-based beverages
cappuccino

beverages with tea base

상품의 범위

unroasted coffee
beverages with a chocolate base

beverages with a tea base

[제30류/G0505] 얼음

artificial coffee
chocolate syrups

tea-based beverages with fruit
flavoring
tea beverages with milk

포함되는 상품(예시)
각빙
식용 얼음
얼음
얼음조각
음식물용 얼음

ice cubes
edible ices
ice
ice blocks
ice for refre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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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류 G0505
천연 또는 인공얼음
향이 첨가된 얼음

ice, natural or artificial
flavored ices

[제30류/G1001] 가정용 식육연화제, 아이스크림 응고제,
생크림용 안정제, 요리용 농화제
상품의 범위
◦ 제30류에 속하는 것으로 주로 식품가공에 쓰이는 화학제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공업용 약품, 공업용 또는 과학용 화학제, 계면활성제(제1류/
G1001)
- 미가공 천연수지, 금속보호제, 목재 보존제, 목재용 매염제,
피혁용 매염제(제2류/G1001)
- 가정용 탈지제, 세탁용 광택제, 탈색제(제3류/G1001)
- 먼지흡착제, 먼지제거제, 윤활제(제4류/G1001)
- 타르, 피치(제19류/G1001)
- 요리용 레시틴(제29류/G1001)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정용 식육연화제
곡물을 원재료로한 빵품질개량제
생크림용 안정제
소시지용 결착제
아이스크림 응고제
요리용 구아검
요리용 글루텐 첨가제
요리용 농화제(濃化劑)
요리용 타르타르크림
햄 글레이즈
휩크림용 안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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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

meat tenderizers for household
purposes
quality improvement preparation
based on grains
preparations for stiffening fresh
cream
sausage binding materials
binding agents for ice cream
guar gum for culinary purposes
gluten additives for culinary
purposes
thickening agents for cooking
foodstuffs
cream of tartar for culinary purposes
ham glaze
preparations for stiffening whipped
cream

제

31 류

미가공 농업, 수산양식, 원예 및 임업 생산물; 미가공 곡물 및 종자; 신선한
과실 및 채소, 신선한 허브; 살아 있는 식물 및 꽃; 구근(球根), 모종
및 재배용 곡물종자; 살아있는 동물; 동물용 사료 및 음료; 맥아
(Raw and unprocessed agricultural, aquacultural, horticultural and forestry
products; raw and unprocessed grains and seeds; fresh fruits and vegetables,
fresh herbs; natural plants and flowers; bulbs, seedlings and seeds for
planting; live animals; foodstuffs and beverages for animals; malt)

본류에는 주로 식용, 신선한(가공하지 않은) 육산물(陸産物) 및 수산물, 살아있는 동
식물 및 사료가 포함된다.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미가공 곡물류
신선한 과실 및 채소(세척 및 왁싱한 것을 포함)
식물 찌꺼기
미가공 해조류
제재전(製材前) 목재
부화용 수정란
신선한 버섯 및 송로버섯
동물용 깔짚(예: 향처리 모래, 애완동물용 모래종이)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의료용 배양미생물, 의료용 거머리(제5류)
동물용 식이보충제 및 의료용 동물사료(제5류)
반가공 목재(제19류)
낚시용 인공미끼(제28류)
쌀(제30류)
담배(제3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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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류 G0202

제

31류

【포괄상품명칭 목록】
포괄상품명칭

유사군코드 (구)포괄코드

신선한 과실 및 채소
(fresh fruits and vegetables)

G0202,
G0211

N31002

식용 또는 사료용 미가공 해조류
(seaweed, unprocessed, for human or
animal consumption)

G0209,
G0802

N31001

[제31류/G020101] 미가공 곡물, 미가공 두류, 미가공
꽃가루
상품의 범위
◦ 탈곡이나 도정하지 않은 곡물
◦ 가공하지 않은(신선한) 두류(콩류)
◦ 가공하지 않은(신선한) 꽃가루(花粉)

미가공 일본 피

unprocessed Japanese barnyard
millet

미가공 조
미가공 퀴노아
미가공 테프
미가공 피
미가공 호밀
밀
배아
생 렌즈콩
생 완두콩
생밀
생콩
생팥
신선한 강낭콩
신선한 귀리
신선한 꼬투리콩(에다마메)

unprocessed foxtail millet

신선한 대두
신선한 로커스트콩
신선한 병아리콩
신선한 에다마메
신선한 잠두콩

quinoa, unprocessed
unprocessed teff
unprocessed barnyard millet
unprocessed rye
wheat
embryo bud
lentils, fresh
fresh peas
fresh wheat
beans, fresh
raw red beans
fresh string beans
fresh oats
young fresh soybeans in the pod
(eda-mame)
soya beans, fresh
fresh locust beans
fresh chick peas
edamame, fresh
fresh broad beans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공업용 곡분, 공업용 전분(제1류/G020102)
- 냉동한 두류(제29류/G020101)
- 도정(搗精)한 곡물, 발아한 곡물(제30류/G020101)
- 식용 곡분, 식용 전분(제30류/G020102)

협의의 포괄명칭
미가공 곡물
미가공 꽃가루
미가공 두류

unprocessed grain

미가공 소형 스펠트밀
미가공 수수
미가공 스펠트밀
미가공 식용 아마인
미가공 식용 참깨
미가공 옥수수

상품의 범위
◦ 신선한(가공하지 않은) 식용 채소
◦ 가공하지 않은 식용 버섯
◦ 위에 준하는 신선한(가공하지 않은) 식용 육상식물

pollen [raw material]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unprocessed beans

포함되는 상품(예시)
귀리
난초 꽃가루
미가공 귀리
미가공 기장
미가공 들깨
미가공 로커스트콩
미가공 메밀
미가공 밀
미가공 벼
미가공 보리
미가공 사탕옥수수알

[제31류/G0202] 신선한 채소, 미가공 채소, 유기농
신선한 채소

oats

- 의료용 약초(제5류/G1004)
- 냉동한 채소(제29류/G0202)
- 건조, 조리 또는 가공한 채소(제29류/G0204)

orchid flower powder

협의의 포괄명칭

unprocessed oats
unprocessed proso millet

미가공 채소

unprocessed vegetables

unprocessed perilla seeds

신선한 채소

vegetables, fresh

유기농 신선한 채소

organic fresh vegetables

locust beans, raw
buckwheat, unprocessed
unprocessed wheat
unprocessed rice
barley
unprocessed sweet corn ears
[husked or unhusked]
small spelt, unprocessed
unprocessed sorghum
spelt, unprocessed
edible flaxseed, unprocessed
edible sesame, unprocessed
raw corn

포함되는 상품(예시)
고사리 (신선한 것)
미가공 감자
미가공 버섯
미가공 생강
미가공 양고추냉이 뿌리
미가공 쪽파
미가공 토마토
배추(신선한 것)
생 감자

fresh fern (Gosari)
unprocessed potatoes
unprocessed mushrooms
raw ginger
raw horseradish root
unprocessed shallots
unprocessed tomatoes
fresh napa cabbage (Baechu)
fresh potat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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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류 G0202
생버섯
신선한 가지
신선한 강활
신선한 고구마
신선한 고사리
신선한 고추
신선한 당근
신선한 대황
신선한 도라지
신선한 동아
신선한 마늘
신선한 마이크로그린
신선한 마츠타케 버섯
신선한 무
신선한 미나리
신선한 미니양배추
신선한 밀싹
신선한 박하
신선한 반하
신선한 배추
신선한 부추
신선한 브뤼셀 콩나물
신선한 산초나뭇잎(산초)
신선한 상추
신선한 생강
신선한 서양고추냉이
신선한 셜롯
신선한 송로버섯
신선한 송이버섯
신선한 시금치
신선한 식용 고추냉이(와사비)
신선한 식용 꽃
신선한 식용 백합 구근
신선한 식용 버섯
신선한 식용 뿌리채소
신선한 식용 생화
신선한 식용 쇠비름
신선한 식용 쑥갓
신선한 식용 알로에베라
신선한 식용 원추리꽃
신선한 식용 흰목이버섯
신선한 아스파라거스
신선한 아티초크
신선한 야콘 뿌리
신선한 양배추
신선한 양파
신선한 연교
신선한 오이
신선한 요리용 허브
신선한 울금
신선한 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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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sh mushrooms
fresh eggplants
fresh angelica Korean root
fresh sweet potatoes
fresh brackens
fresh chilies
fresh carrots
rhubarb, fresh
fresh balloon flower root (Doraji)
fresh wax gourds
fresh garlic
microgreens, fresh
matsutake mushrooms, fresh
fresh radishes
fresh water parsley
brussels sprouts, fresh
fresh wheatgrass
fresh mint
fresh pinellia
fresh Chinese cabbage
leeks, fresh
fresh brussels sprouts
fresh flavoring leaves of Japanese
pepper tree (Sansho)
fresh lettuce
ginger, fresh
horseradishes, fresh
shallots, fresh
truffles, fresh
fresh pine mushroom
fresh spinach
fresh Japanese edible horseradishes
(wasabi)
fresh edible flowers
edible lily bulbs, fresh

신선한 잔대
신선한 재배허브
신선한 주키니
신선한 죽순
신선한 중국 아티초크 뿌리
(야채)
신선한 차이브
신선한 차조기 잎(시소)
신선한 참마
신선한 처빌
신선한 체리토마토
신선한 치커리
신선한 치커리뿌리
신선한 케일
신선한 콩과 식물
신선한 콩나물
신선한 토마토
신선한 파스닙
신선한 파슬리
신선한 폐포호박
신선한 포도토마토
신선한 표고버섯
신선한 플럼토마토
신선한 향부자
신선한 허브
신선한 호박
신선한 호스래디시 뿌리
신선한 황금
신선한 흰망태버섯
신선한 히카마
유기농 신선한 허브
치커리뿌리
화분에 심어진 신선한 허브

fresh saucer for a wine cup
garden herbs, fresh
fresh zucchini
fresh bamboo shoots
fresh chinese artichoke roots being
vegetables
chives, fresh
fresh perilla leaves (Shiso)
fresh yams
fresh chervil
cherry tomatoes, fresh
chicory, fresh
fresh chicory roots
fresh kale
fresh legumes
fresh bean sprouts
fresh tomatoes
fresh parsnips
fresh parsley
vegetable marrows, fresh
grape tomatoes, fresh
fresh shiitake mushrooms
plum tomatoes, fresh
fresh cyperus rotundus
fresh herbs
squashes, fresh
horseradish root, fresh
fresh scutellaria
fresh long net stinkhorn
jicama, fresh
organic fresh herbs
chicory roots
potted fresh herbs

fresh edible mushrooms
fresh roots for food
edible flowers, fresh

[제31류/G0203] 신선한 사탕무, 사탕수수

fresh edible purslane
fresh edible crown daisies
fresh edible aloe vera

상품의 범위
◦ 당료 작물

edible daylilies, fresh
fresh edible white jelly mushrooms
fresh asparagus
fresh artichokes
yacon roots, fresh
fresh cabbage

포함되는 상품(예시)
미가공 사탕수수
사탕수수
사탕수수 찌꺼기
신선한 사탕무

raw sugar cane bagasses
sugarcane
bagasses of cane [raw material]
fresh beets

onions, fresh
fresh forsythia fruit
cucumbers, fresh

[제31류/G0204] 코프라

fresh culinary herbs
fresh tumeric
fresh ginseng

상품의 범위
◦ 코프라(Copra)

31류 G0209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채소가공식품, 보존처리된 채소, 과실가공식품, 보존처리된 과일
(제29류/G0204)
- 아몬드 페이스트, 케이퍼(제30류/G0204)

포함되는 상품(예시)
코프라

copra

[제31류/G0208] 양조용 및 증류용 맥아
상품의 범위
◦ 양조 및 증류용 맥아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약제용 맥아(제5류/G1004)
- 식용 맥아(제30류/G0208)

포함되는 상품(예시)
양조용 맥아
양조용 및 증류용 맥아
증류용 맥아

malt for brewing
malt for brewing and distilling
malt for distilling

[제31류/G0209] 사료
상품의 범위
◦ 가축 또는 애완동물용 먹이
◦ 사료용 재료
◦ 비수의과용 사료 첨가물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쌀겨깻묵비료(제1류/G0101)
- 의료용 사료첨가제(제5류/G1004)
- 낚시용 살아있는 미끼(제31류/G4304)

협의의 포괄명칭
사료

fodder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금 산란용 조합제
가금용 빻은 밀
가금용 사료
가축 비육용 삶은 사료
가축 사료
가축용 대용유
가축용 사료
가축용 소금
가축용 옥수수찌꺼기
가축용 평지씨찌꺼기
강아지사료

preparations for egg laying poultry
groats for poultry
foodstuffs for poultry
mash for fattening livestock
livestock feed
milk substitutes for cattle
foodstuffs for farm animals
salt for cattle
maize cake for cattle
rape cake for cattle
foodstuffs for puppies

강화사료
개 사료용 비스킷
개 사료용 케이크
개/고양이용 소화가능한 씹는 뼈

strengthening animal forage

개껌형태의 애완동물용 특식
개사육용 사료
개용 소화가능한 씹는 뼈
개용 식용 츄
개용 음료
고양이사료
고양이용 음료
금붕어 사료
단미사료
닭사료
대두박(大豆粕)사료
동물 사료용 간장찌꺼기
동물 사료용 녹말덩어리
동물 사료용 대두

pet treats in the nature of bully sticks

동물 사료용 아마인씨
동물 사료용 종자
동물 사료용 천연 벼
동물 사료용 코코넛 밀
동물 사료용 콩 및 곡물찌꺼기
동물 사료용 향미료
동물 사료용 효모
동물용 곡물가루
동물용 대용유
동물용 땅콩가루
동물용 땅콩찌꺼기
동물용 분유
동물용 비육제
동물용 사료
동물용 식용 츄
동물용 식품
동물용 씹는 식용 사료
동물용 음료
동물용 효모
마초(말먹이)
말먹이
말용 사료
맥주찌꺼기
물고기사료
물고기용 사료
밀기울
발효 사료
배합사료
비육용 사료
사료용 건초
사료용 겨
사료용 곡물

dog biscuits
cake for dog food
digestible chewing bones for dogs/
cats
dog food
digestible chewing bones for dogs
edible chews for dogs
beverages for canines
cat food
beverages for cats
food for goldfish
feed for animal consumption
foodstuffs for chickens
soybean hull for animal consumption
soy sauce cakes (animal feed)
starch pulp for animal consumption
soya bean meal for animal
consumption
flaxseed meal for animal
consumption
seeds prepared for consumption by
animals
natural rice for use as animal fodder
coconut meal for animal consumption
cakes of soy and cereal residue for
animal consumption
flavorings for animal feed
yeast for animal fodder
meal for animals
milk replacers for animals
peanut meal for animals
peanut cake for animals
powdered milk for animals
animal fattening preparations
foodstuffs for animals
edible chews for animals
animal foodstuffs
edible food for animals for chewing
animal beverages
yeast for animal consumption
forage
foodstuffs for horses
horse feed
draff
fish food
food for fishes
wheat bran
fermented foodstuff for animal
formula animal feed
stall food for animals
hay
bran
grains for animal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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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류 G0209
사료용 곡물부산물

by-products of the processing of
cereals, for animal consumption

사료용 깻묵
사료용 맥아
사료용 밀기울
사료용 밀짚
사료용 뿌리
사료용 석회
사료용 싸라기
사료용 아마부스러기
사료용 아마인
사료용 아마인(아마씨)
사료용 알가로빌라
사료용 어분(魚粉)
사료용 증류잔재물
사료용 증류찌꺼기

oil cake

사료용 콩가루
사료용 평지씨박
사료용 포도찌꺼기
사료용 해조류
사료용 해조류 분말
사료향미제
새 모이
새먹이
새먹이용 오징어뼈
생선찌꺼기사료
설치류용 사료
송아지사료
수족관 어류용 사료
식물추출물을 포함한 동물용
사료
식용 개껌
식용 개용 특식
식용 고양이용 특식
식용 말 특식
식용 새특식
쌀겨 사료
애견용 간식
애견용 배합사료
애완동물용 간식
애완동물용 껌
애완동물용 먹이
애완동물용 분유
애완동물용 사료
애완동물용 음료
애완동물용 트리트
애완동물용 특식
야생동물용 씨앗믹스
양사료
양어사료
우유를 주성분으로 한 동물용
사료
캐틀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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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at germ for animal consumption
bran mash for animal consumption
straw [forage]

통조림된 개 사료
통조림된 고양이 사료
합성동물사료
해양동물용 사료
햄스터사료
혼합동물사료

canned foodstuffs for dogs
canned foodstuffs for cats
synthetic animal feed
foodstuffs for marine animals
food for hamsters
mixed animal feed

roots for animal consumption
lime for animal forage
rice meal for forage

[제31류/G0210] 종자, 구근(球根), 버섯 균사

flax meal [fodder]

상품의 범위

linseed for animal consumption
flaxseed for animal consumption
algarovilla for animal consumption
fish meal for animal consumption
residue in a still after distillation
distillery waste for animal
consumption
soy bean meal (animal feed)
rapeseed meal for animal
consumption
fruit residue [marc]
algae for animal consumption

◦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식물의 씨앗이나 뿌리
◦ 버섯의 균사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묘목(제31류/G0212)

협의의 포괄명칭
구근(球根)
버섯균사
재배용 종자(種子)

algae powder for animal consumption
feed ingredients for animal
consumption
bird seed
bird food
cuttle bone for birds
fish residue for animal consumption
food for rodents
foodstuffs for calves
food for aquarium fish
foodstuffs for animals containing
botanical extracts
edible chewing bones for dogs
dog treats, edible
cat treats, edible
horse treats, edible
bird treats, edible
rice bran (animal feed)
snacks for dogs
formula animal feed for dogs
snacks for pets
gum for pets
pet food
powdered milk for pets
pet feed
beverages for pets
pet treats
pet treats, edible
seed mixtures for wildlife
foodstuffs for sheep
foodstuffs for fish
foodstuffs for animals on a milk basis
cattle cake

bulbs
mushroom spawn for propagation
seeds

포함되는 상품(예시)
과일 및 채소용 종자
과일종자
구경(球莖)
꽃구근
꽃구근 및 구경(球莖)
꽃종자
농산용 구근(球根)
농업용 균사
농업용 균사체
농업용 미가공 종자
농업용 식물구근
농업용 종자
농작물종자
모종
미가공 곡물종자
미가공 삼씨
미가공 아마씨앗
미가공 채유용 종자
미가공 치아종자
미가공 호박씨
밀종자
사과나무 종자
솔방울
수경재배용 종자
식물구근
식물육성용 배종(胚種)
식물재배용 종자
식물종자
우루쉬나무 종자

seeds for growing fruits and
vegetables
fruit seeds
flower corms
flower bulbs
flower bulbs and corms
seeds for flowers
bulbs for agricultural purposes
spawn for agricultural purposes
mycelium for agricultural purposes
unprocessed seeds for agricultural
use
plant bulbs for agricultural purposes
seeds for agricultural purposes
crop seeds
seedlings
cereal seeds, unprocessed
hemp seeds, unprocessed
unprocessed flax seeds
oil seeds, unprocessed
unprocessed chia seeds
unprocessed squash seeds
wheat seeds
apple tree seeds
pine cones
seeds for hydroponics
plant bulbs
seed germ for botanical purposes
seeds for growing plants
plant seeds
urushi tree seeds

31류 G0211
원예용 구근(球根)
원예용 종자
재배용 곡물종자
채소용 종자
파종용 종자
풀 종자
허브재배용 종자
호밀 종자

bulbs for horticultural purposes
seeds for horticultural purposes
seeds for planting
seeds for vegetables
sowing seeds
grass seeds
seeds for growing herbs
rye seed

[제31류/G0211] 신선한 과실
상품의 범위
◦ 신선한(가공하지 않은) 나무의 열매나 씨앗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가공한 과실, 과실가공식품(제29류/G0204)
- 냉동한 과실(제29류/G0211)

협의의 포괄명칭
신선한 과실

fruit, fresh

포함되는 상품(예시)
노간주나무열매(신선한 것)
미가공 견과
미가공 과일
미가공 사과
미가공 올리브
생밤
신선한 감귤
신선한 개암
신선한 견과
신선한 고지베리
신선한 구아바
신선한 노간주나무열매
신선한 노니
신선한 대추
신선한 대추야자열매
신선한 두리안
신선한 딸기
신선한 땅콩
신선한 라임
신선한 람부탄
신선한 레몬
신선한 리치
신선한 망고
신선한 망고스틴
신선한 멜론
신선한 모과
신선한 모둠 과일
신선한 무화과
신선한 밀감

juniper berries
nuts, unprocessed
unprocessed fruits
unprocessed apples
unprocessed olives
chestnuts, fresh
citrus fruit, fresh
hazelnuts, fresh
fresh nuts
goji berries, fresh
fresh guavas
fresh juniper berries
noni fruit, fresh
dates, fresh
fresh dates
fresh durians
fresh strawberries
peanuts, fresh
fresh limes
fresh rambutans
lemons, fresh
lichees, fresh
mangos, fresh
fresh mangosteens
fresh melons
fresh quince
arrangements of fresh fruit
fresh figs
fresh mandarin oranges

신선한 바나나
신선한 배
신선한 베리
신선한 복분자
신선한 복숭아
신선한 블루베리
신선한 비파
신선한 빈랑나무 열매
신선한 사과
신선한 산수유

fresh bananas

신선한 살구
신선한 살라크
신선한 석류
신선한 수박
신선한 아몬드
신선한 아보카도
신선한 아사이베리
신선한 애플망고
신선한 앵두
신선한 양조용 포도(釀造用
葡萄)
신선한 여지
신선한 오렌지
신선한 올리브
신선한 용과
신선한 용안
신선한 은행
신선한 일본 감
신선한 자두
신선한 자몽
신선한 잣
신선한 참외
신선한 캐슈너트
신선한 코코넛
신선한 콜라열매
신선한 크랜베리
신선한 키와노
신선한 키위
신선한 키위프루트
신선한 파인애플
신선한 파파야
신선한 페이조아
신선한 포도
신선한 포멜로(왕귤나무의 열매)
신선한 플랜테인
신선한 피스타치오
신선한 피칸
신선한 호두
올리브(신선한 것)
유기농 신선한 과일
참외(신선한 것)

fresh apricots

pears, fresh
berries, fresh
fresh black raspberry (Bokbunja)
fresh peaches
fresh blueberries
fresh loquats
betel nuts, fresh
fresh apples
fresh corni fructus (Sansuyu) in the
nature of live plants
salaks, fresh
fesh pomegranates
watermelon, fresh
fresh almonds
fresh avocados
acai berries, fresh
fresh apple mangos
fresh cherries
fresh wine grapes
lychees, fresh
oranges, fresh
fresh olives
fresh dragon fruits
fresh longan
fresh gingko nuts
fresh Japanese persimmons
fresh plums
fresh grapefruits
fresh pine nuts
fresh oriental melons
fresh cashew nuts
fresh coconuts
fresh cola nuts
cranberries, fresh
horned melons, fresh
kiwi fruit, fresh
fresh kiwifruits
fresh pineapples
fresh papayas
fresh feijoa
fresh grapes
pomelos, fresh
fresh plantains
fresh pistachio
fresh pecan
fresh walnuts
olives, fresh
organic fresh fruit
fresh oriental melon (Cham-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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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류 G0212

[제31류/G0212] 살아있는 식물 및 꽃
상품의 범위
◦ 살아있는 식물 및 꽃
◦ 생화(生花)
◦ 위에 준하는 것으로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육상식물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조화(造花) (제26류/G4512)
- 인조잔디(제27류/G3303)
- 생화로 만든 화환(제31류/G4512)

협의의 포괄명칭
살아있는 식물 및 꽃

lawn/turf
roses
rose flowers
rose bushes
rose saplings
landscape trees
palm trees
natural bonsai trees
sod
vine plants
grape saplings
grasses

natural plants and flowers

포함되는 상품(예시)
감나무
감묘목
과일식물
관목
관상수
국화
꽃
나무
매실묘목
모
목초
묘목
배묘목
복숭아나무
분재
블루베리나무
블루베리묘목
사과나무
사과묘목
산초나무
살아있는 과일나무
살아있는 꽃식물
살아있는 나무
살아있는 나뭇잎
살아있는 식물
살아있는 잔디
살아있는 장미나무
살아있는 코르사주
살아있는 토피어리
살아있는 후추나무
삼림수
생화(生花)
수족관 풍경용 살아있는 식물
쐐기풀
알로에 베라 식물
약용수
유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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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장미
장미꽃
장미나무
장미묘목
조경수
종려나무
천연 분재 나무
천연잔디
포도나무
포도묘목
풀

유사상품 심사기준

[제31류/G0406] 홉(Hop)
상품의 범위

persimmon trees
persimmon saplings
fruit plants

◦ 홉(Hop), 홉의 열매

bushes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ornamental trees
chrysanthemum

- 맥주제조용 홉 진액(제32류/G0406)

flowers

포함되는 상품(예시)

trees
plum saplings
rice sprouts
grass

미가공 홉
홉(Hops)
홉열매

unprocessed hops
hops
hop cones

saplings
pear saplings
peach trees
potted dwarfed trees (bonsai)

[제31류/G0502] 미가공 코코아 원두

blueberry trees

상품의 범위

blueberry saplings
apple trees

◦ 가공하지 않은 코코아 원두

apple saplings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prickly ash
living fruit plants
flowering plants, natural

- 커피, 코코아(제30류/G0502)

live trees
natural foliage
plants

포함되는 상품(예시)
미가공 코코아원두

raw cocoa beans

natural turf
rose bushes (live)
live corsages

[제31류/G0702] 부화용 수정란

live topiaries

상품의 범위

peppers [plants]
forest trees

◦ 부화용 수정란[종란]

flowers [natural]
live plants used as aquarium
landscapes
nettles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식용란, 난가공식품(제29류/G0702)

aloe vera plants
medicinal trees
fruit trees

포함되는 상품(예시)
부화용 수정란

eggs for hatching, fertilised

31류 G0801

[제31류/G0706] 살아있는 짐승, 살아있는 조류

[제31류/G0801] 살아있는 어패류

상품의 범위
◦ 살아있는 짐승류
◦ 살아있는 조류(鳥類)
◦ 위에 준하는 살아있는 육생(陸生)동물

협의의 포괄명칭
살아있는 동물
살아있는 짐승

live animals
wild animals with four legs (live)

포함되는 상품(예시)
가축
개
동물원동물
돼지(가축)
사육용 가금
사육용 가축
사육용 동물
사육용 새
산란용 암탉
살아있는 가금
살아있는 가축
살아있는 병아리
살아있는 실험실용 동물
살아있는 엽조수(獵鳥獸)
살아있는 조류(鳥類)
살아있는 포유동물
애완용 새
양(가축)
종축용 가축

◦ 살아있는 어류, 조개류, 갑각류
◦ 살아있는 어란(魚卵)
◦ 위에 준하는 수생(水生)동물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살아있지 않은 어패류(냉동 또는 염장한 것을 포함함)
(제29류/G0801)
- 어패류가공식품(제29류/G0803)

협의의 포괄명칭

livestock
dogs
menagerie animals
pigs [livestock]
poultry for breeding
bred stock
animals for breeding
breeder birds
hens for egg laying
poultry, live
livestock (live)
live chicks
live laboratory animals
live game
live birds
live mammals
pet birds
sheep [livestock]
livestock for breeding stock

[제31류/G0707] 살아있는 벌레
상품의 범위
◦ 살아있는 벌레류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의료용 거머리(제5류/G1004)
- 살아있지 않은 식용벌레, 벌레가공식품(제29류/G0707)
- 낚시용 살아있는 미끼(제31류/G4304)
- 누에(제31류/G4601)

포함되는 상품(예시)
살아있는 곤충
살아있는 굼벵이
살아있는 나비
살아있는 벌레
살아있는 식용 곤충
살아있는 지렁이

상품의 범위

live insects
maggots (live)
butterflies, live
worms (live)
edible insects, live
earthworms (live)

살아있는 어패류

fish and shellfish (live)

포함되는 상품(예시)
비식용 살아있는 어류
살아있는 가재
살아있는 갑각류
살아있는 갑오징어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농어
살아있는 담치
살아있는 도다리
살아있는 도미(적 도미)
살아있는 모시조개
살아있는 문어
살아있는 바다가재
살아있는 붕장어
살아있는 비단잉어
살아있는 산호
살아있는 서대기
살아있는 수족관 산호
살아있는 식용수생동물
살아있는 연어
살아있는 연체동물
살아있는 오징어
살아있는 왕바다가재
살아있는 잉어
살아있는 전복
살아있는 정어리
살아있는 조개
살아있는 참새우
살아있는 참조기
살아있는 청어
살아있는 피조개
살아있는 해삼
살아있는 홍합
생 가물치
생 가오리
생 가자미
생 갈치

live fish [not for food]
crayfish, live
crustaceans, live
cuttlefish, live
live crabs
live sea basses
live blue mussels
flounders, live
live sea breams [red snappers]
live short-necked clams
live octopuses
live lobsters
congers (live)
koi carp, live
live coral
sole fish, live
live aquarium coral
live edible aquatic animals
live salmon
mollusks, live
calamari, live
spiny lobsters, live
live carp
live abalones
live sardines
live clams
live prawns
yellow croakers, live
herrings, live
live ark-shells
sea-cucumbers, live
mussels, live
snakeheads (live)
stingray (live)
flounder (live)
hairtail (live)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699

31류 G0801
생 고등어
생 고래
생굴
생 꽁치
생 낙지
생 넙치
생 녹새치
생 농어
생 대구
생 대합
생 도미
생 멸치
생 미꾸라지
생 바지락조개
생 방어
생 밴댕이
생 뱀장어
생 병어
생 보리멸
생 복어
생 볼락
생 붕어
생 삼치
생 상어
생 새우
생 성게
생 어란(魚卵)
생 오징어
생 은어
생 자라
수족관 물고기
식용 개구리
식용 살아있는 생선
활어(活魚)

mackerels (live)
whales (live)
live oysters
saury (live)
small octopuses (live)
flatfish (live)
blue marlin (live)
live sea bass
cods (live)
clams, live
sea breams, live
anchovy, live
loach (live)
short-necked clams, live
yellow tails (live)
large-eyed herring (live)
eels (live)
pomfret (live)
sand smelt (live)

미가공 스피루리나
미가공 우뭇가사리(텐구사해초)
미가공 파래(아오사해초)
미가공 해초(와카메)
식용 미가공 해조류

unprocessed agar (Tengusa
seaweed)
unprocessed sea lettuce (Aosa
seaweed)
unprocessed seaweed (Wakame)
unprocessed algae for human
consumption

신선한 감태
신선한 김
신선한 꼬시래기
신선한 다시마
신선한 모자반
신선한 미역
신선한 식용 해조류
신선한 청각
신선한 클로렐라
신선한 톳
신선한 파래
신선한 해태

fresh sweet laver
fresh laver
fresh sewing thread sea string
fresh sea tangle
fresh gulf weed
fresh brown seaweed
fresh algae for human consumption
fresh seastaghorn
fresh chlorella
fresh sea-weed fusiforme
fresh green laver
laver (fresh)

swellfish (live)
rockfish (live)
crucian carps (live)
spanish mackerel (live)

[제31류/G1817] 애완동물용 모래종이(깔개), 동물용
깔짚

sharks (live)
shrimps, live
sea urchins (live)
fish spawn
squid, live
sweetfish (live)
soft-shelled turtles, live
aquarium fish
edible frogs
live fish for human consumption
fish, live

상품의 범위
◦ 애완동물 깔개용 모래종이
․ 주로 애완동물 깔개용을 의미함
◦ 동물용 깔짚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가축용 체인, 금속제 닭장, 동물용 방울(제6류/G1817)
- 동물용 목걸이, 애완동물용 의류(제18류/G1817)
-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제19류/G1817)
- 애완동물용 집(구조물과 새장은 제외), 애완동물용 쿠션, 애완동물용
침대(제20류/G1817)
- 새장, 애완동물용 우리(제21류/G1817)
- 애완동물용 장난감(제28류/G1817)

[제31류/G0802] 식용 미가공 해초
상품의 범위
◦ 신선한(가공하지 않은) 해초류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충전용 해초(제22류/G0802)
- 보존처리한 식용해초, 해초가공식품(제29류/G0802)

협의의 포괄명칭
식용 미가공 해초

unprocessed edible seaweed

포함되는 상품(예시)
미가공 갈조류(히지키해초)
미가공 다시마(곰부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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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processed spirulina

유사상품 심사기준

unprocessed brown algae (Hijiki
seaweed)
unprocessed kelp (Kombu seaweed)

포함되는 상품(예시)
고양이용 깔개
고양이용 모래
깔개용 토탄
깔짚
동물 잠자리용 대팻밥
동물 잠자리용 잘려진 밀짚
동물 잠자리용 종이
동물 잠자리용 풀려있는 삼
동물용 깔짚
동물용 깔짚용 대팻밥
새집용 자갈로 만든 종이
소형 동물용 깔짚

cat litter
sand for cats
litter peat
straw litter
wood shavings for use as animal
bedding
chopped straw for animal bedding
paper for use as animal bedding
loose hemp for use as animal
bedding
litter for animals
wood shavings for use as animal
litter
gravel paper for bird cages
litter for small animals

31류 G2602
애완동물 깔개용 모래종이

sanded paper for domestic animals
(litter)

애완동물 화장실용 모래

sand for pet toilets

애완동물용 깔개

litter for domestic animals

애완동물용 모래종이(깔개)

sanded paper [litter] for pets

애완동물용 향처리 모래(깔개)
작은 동물용 고양이깔개 및 깔개

aromatic sand [litter] for pets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제19류/G2002)
- 고리버들, 등나무 기(제20류/G2002)
- 나무줄기(제31류/G2001)

포함되는 상품(예시)

cat litter and litter for small animals

[제31류/G1901] 식물보온용 짚
상품의 범위
◦ 식물보온용 짚

미가공 나무껍질
미가공 코르크
야자나무의 잎
야자나무의 잎(미가공 또는
부분 가공한 재료)
종려나무잎
코코넛 껍질

raw barks
rough cork
leaves of palm tree
palm tree leaves [unworked or partly
worked material]
palms [leaves of the palm tree]
coconut shell

◦ 위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갈대, 짚, 풀류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갈대, 볏짚, 보릿짚(제20류/G1901)

[제31류/G2003] 펄프제조용 나무 조각
상품의 범위

- 충전용 짚(제22류/G1901)

포함되는 상품(예시)
뿌리덮개용 짚

straw mulch

식물보온용 짚

straws for thermal protection for
plant

◦ 펄프제조용 나무 조각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대팻밥, 톱밥(제22류/G2003)

포함되는 상품(예시)

[제31류/G2001] 제재전(製材前) 목재
상품의 범위

나무펄프 제조용 나무조각

wood chips for the manufacture of
wood pulp
wood chips for use as ground cover

지상 표지용 나무조각

◦ 벌목된 나무로 제재하지 않았거나 껍질만을 벗긴 것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건축용 목재, 가공 목재(제19류/G2001)
- 갱도용 목재, 비금속제 침목(제19류/G3306)
- 죽재(건축용은 제외)(제20류/G2001)

포함되는 상품(예시)
껍질 벗긴 목재
껍질을 벗기지 않은 목재
나무줄기
미가공 목재
제재전(製材前) 목재

undressed timber
non-debarked timber
trunks of trees
raw timber
unsawn timber

[제31류/G2002] 미가공 나무껍질

[제31류/G2602] 살아있는 나무로 만든 크리스마스트리
상품의 범위
◦ 살아있는 나무로 만든 크리스마스트리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구두흙털이용 금속매트(제6류/G2602)
- 종이제 식탁장식품, 비맞춤식 종이제 가구커버(제16류/G2602)
- 가구용 가죽제 커버(제18류/G2602)
- 동물박제, 실내용 블라인드, 비직물제 벽면장식(제20류/G2602)
- 직물제 식탁장식품, 직물제 소파덮개(제24류/G2602)
- 러그훅(제26류/G2602)
- 매트, 비직물제 벽걸이, 카펫(제27류/G2602)
-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조명용품과 과자류는 제외)
(제28류/G2602)

상품의 범위
◦ 가공하지 않은 나무껍질
◦ 야자나무의 잎, 종려나무의 잎
◦ 위에 준하는 나무의 부산물

포함되는 상품(예시)
살아있는 나무로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

live Christmas trees [cut]

잘린 크리스마스트리

cut Christmas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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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류 G4304

[제31류/G4304] 낚시용 떡밥, 낚시용 살아있는 미끼

[제31류/G4601] 누에, 누에씨

상품의 범위

◦ 누에, 누에씨[누에알/잠종]

◦ 낚시용 떡밥
◦ 낚시용 살아있는 미끼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낚시바구니, 낚시의자(제20류/G4304)
- 낚시용구(제28류/G4304)
- 양어사료(제31류/G0209)
- 살아있는 벌레(제31류/G0707)

포함되는 상품(예시)
낚시용 떡밥
낚시용 살아있는 미끼

paste bait for angling

동결건조된 낚시용 미끼

freeze-dried fishing bait

살아있는 미끼

live baits

live bait for fishing

[제31류/G4512] 생화(生花)화환, 장식용 건조식물
상품의 범위
◦생화(生花)화환, 장식용 건조식물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조화(造化)(제26류/G4512)

포함되는 상품(예시)
건조된 부토니에
건조된 코르사주
건조화환
드라이플라워
부활절바구니 잔디용 건초
살아있는 꽃꽂이
생화(生花) 화환
생화로 만든 부토니어
생화로 만든 코르사주
생화묶음
장식용 건조된 옥수수 껍질
장식용 건조된 허브
장식용 건조된 허브로 만든 화환
장식용 건조식물
장식용 드라이플라워
장식용 드라이플라워 꽃꽂이
장식용 천연 녹색잎
절단된 생화(生花) 화환
절화
토피어리
혼상용 생화화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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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ed boutonnieres
dried corsages
wreaths of dried flowers
dried flowers
hay for use as Easter basket grass
live flower arrangements
wreaths of natural flowers
boutonnieres of natural flowers
corsages of natural flowers
arrangements of natural flowers
corn husks, dried, for decoration
herbs, dried, for decoration
wreaths of dried herbs for decoration
plants, dried, for decoration
flowers, dried, for decoration
arrangements of dried flowers for
decorative purposes
natural greenery for decoration
fresh cut garlands
cut flowers
topiaries
wreaths of natural flowers for
marriages and funerals

- 누에고치(제22류/G4601)
- 살아 있는 벌레(제31류/G0707)

포함되는 상품(예시)
누에
누에 사육용 누에고치
누에씨
산란용 고치
잠종(蠶種)

silkworms
cocoons for silkworm breeding
silkworm eggs
cocoons for egg production
breed of silkworms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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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비알코올성 음료; 광천수 및 탄산수; 과실음료 및 과실주스; 시럽
및 비알코올성 음료용 제제
(Beers; non-alcoholic beverages; mineral and aerated waters; fruit beverages
and fruit juices; syrups and other preparations for making

non-alcoholic

beverages)

본류에는 주로 알코올을 포함하지 않은 음료 및 맥주가 포함된다.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알코올 성분이 제거된 음료
청량음료
쌀 및 콩을 주원료로 하는 음료(우유대용품은 제외)
에너지음료, 아이소토닉음료, 단백질강화 스포츠음료
비알코올성 음료 제조용 에센스 및 과실액(果實液)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음료용 향미료(정유)(제3류) 또는 음료용 향미료(정유는 제외)(제30류)
의료용 식이요법음료(제5류)
우유를 주성분으로 한 우유음료, 밀크셰이크(제29류)
우유대용품(예: 아몬드유, 코코넛 밀크, 쌀우유, 두유)(29류))
요리용 레몬즙, 요리용 토마토주스(제29류)
커피, 코코아, 초콜릿 또는 차를 주재료로 한 음료(제30류)
애완동물용 음료(제31류)
알코올성 음료(맥주는 제외)(제33류)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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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류

【포괄상품명칭 목록】
포괄상품명칭

유사군코드 (구)포괄코드

광천수 및 탄산수
(mineral and aerated waters)

G0503,
G0504

N32001

[제32류/G0406] 맥주제조용 홉 진액
상품의 범위
◦ 맥주제조용 홉 진액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홉(제31류/G0406)

포함되는 상품(예시)
맥주 제조용 홉 진액
주류 제조용 맥아진액

extracts of hops for making beer
malt extracts for making liquors

[제32류/G0503] 청량음료, 발포성 음료용 재료, 채소
또는 과실 가공 음료
상품의 범위
◦ 청량음료, 과실음료, 탄산음료
◦ 위에 준하는 비알코올성 음료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요구르트, 우유를 주성분으로 한 우유음료(제29류/G0704)
- 커피음료, 커피시럽, 코코아음료(제30류/G0502)
- 차를 주성분으로 하는 음료(제30류/G0503)
- 음료용 채소진액(제32류/G0503, G0290)

협의의 포괄명칭
과실음료 및 과실주스
비알코올성 음료
청량음료

fruit beverages and fruit juices
non-alcoholic beverages
soft drinks

포함되는 상품(예시)
감귤주스
감주(음료)
곡물 및 귀리가 함유된 스무디

citrus juices

과라나음료
과실농축음료
과실음료 및 주스
과일 넥타

guarana drinks

rice nectar (beverages)
smoothies containing grains and
oats
concentrated fruit juice
fruit drinks and juices
fruit nectars

과일 스무디
과일 스쿼시
과일맛음료
과일음료
과일음료 및 과일주스
과일주스
과일주스 농축음료
과일주스 및 과일음료
과일주스를 함유한 무알코올
음료
과일탄산주스
과일향 음료
과일향 청량음료
과일향 탄산음료
과일향미 음료
과즙음료
과즙혼합음료
구기자음료
구아바주스
구연산 함유 혼합음료
꿀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알코
올음료
냉동과일음료
냉동탄산음료
노니주스
농축된 과일주스
니코틴산아미드함유 혼합음료
단백질강화 스포츠음료
당근주스
대추음료
대추주스
딸기음료
딸기주스
라무네(일본식 사이다)
레모네이드
레몬수
레몬스쿼시
마늘음료
망고주스
매실음료
매실주스
밀감수
발포성 주스를 주성분으로 하는
음료
배음료
배주스
버섯음료
보리음료
복분자음료
복분자주스
복숭아음료
복숭아주스
블루베리주스
비알코올 칵테일음료

fruit smoothies
fruit squashes
fruit-flavored beverages
fruit-based beverages
fruit drinks and fruit juices
fruit juice
fruit juice concentrates
fruit juices and fruit drinks
non-alcoholic beverages containing
fruit juices
aerated fruit juice
fruit flavored drinks
fruit-flavored soft drinks
fruit flavoured carbonated drinks
fruit flavoured drinks
fruit drinks
fruit drink mixes
boxthorn drinks
guava juice
citric acid drink mixes
non-alcoholic honey-based
beverages
frozen fruit beverages
frozen carbonated beverages
noni juices
concentrated fruit juices
nicotine acid amide drink mixes
protein-enriched sports beverages
carrot juices
jujube drinks
jujube juices
strawberry drinks
strawberry juices
ramune (Japanese soda pops)
lemonades
lemon water
lemon squash
garlic drinks
mango juices
plum drinks
plum juices
mandarin orange juices
sparkling juice based beverages
pear drinks
pear juices
mushroom drinks
barley-based beverages
raspberry drinks
raspberry juices
peach drinks
peach juices
blueberry juices
cocktails, non-alco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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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알코올성 건과일음료
비알코올성 과일넥타
비알코올성 과일주스음료
비알코올성 과일칵테일
비알코올성 과일펀치
비알코올성 아페리티프
비알코올성 알로에베라음료
비알코올성 와인
비알코올성 인삼넥타
비알코올성 차향 음료

non-alcoholic dried fruit beverages

비알코올성 채소주스음료

non-alcoholic vegetable juice
beverages
non-alcoholic cocktail mixes

비알코올성 칵테일음료
비알코올성 코디얼
비알코올성 탄산음료
비알코올성 펀치
비알코올성 홍삼넥타
비타민음료
비타민이 풍부한 비알코올성
음료
비타민이 함유된 음료
비타민이 함유된 혼합음료
비탄산 라임음료
비탄산 레몬 라임음료
비탄산 레몬음료
비탄산 아세로라 체리음료
비탄산 청량음료
비탄산 칼슘 강화음료
비탄산 탄제린 오렌지음료
비탄산 포도음료
사과주스
사과주스(음료)
사이다
살구음료
살구주스
생강음료
석류음료
석류주스
셀처탄산수
소다수
소다음료
수정과

fruit nectars, non-alcoholic
non-alcoholic fruit juice beverages
fruit cocktails, non-alcoholic
non-alcoholic fruit punch
alcohol free aperitifs
aloe vera drinks, non-alcoholic
alcohol free wine
non-alcoholic ginseng nectar
non-alcoholic beverages flavored
with tea

non-alcoholic cordials
carbonated non-alcoholic drinks
non-alcoholic punches
non-alcoholic red ginseng nectar
vitamin enriched water [beverages]
non-alcoholic beverages fortified
with vitamins
drinking water with vitamins
vitamin flavoured drink mixes
non-aerated lime drinks
non-aerated lemon lime drinks
non-aerated lemon drinks
non-aerated acerola cherry drinks
non-carbonated soft drinks
non-aerated calcium-fortified
beverages
non-aerated tangerine orange drinks
non-aerated grape drinks
apple juice
apple juice beverages
soda pop
apricot drinks
apricot juices
ginger beverages
pomegranate drinks
pomegranate juices
seltzer water
soda water
soda drinks
non-alcoholic cinnamon punch with
dried persimmon (Sujeonggwa)

숙취방지음료

non-alcoholic beverages for
prevention of hangover, not for
medical purposes

숙취해소용 기능성음료

functional beverages against
hangover, not for medical purposes

스무디
스포츠음료
식이섬유음료
식혜
쌀을 주원료로 하는 음료
(우유대용품은 제외)

smooth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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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s drinks
energy drinks with dietary fiber
non-alcoholic rice punch (Sikhye)
rice-based beverages, other than
milk substitutes

아미노산 함유 음료
아이소토닉 비알코올성 음료
아이소토닉음료
아이스 과일음료
알로에 주스음료
알로에베라 주스
알로에주스
알코올성분을 제거한 와인
액상 음료믹스
양파주스
에너지음료
오가피음료
오가피주스
오디음료
오디주스
오렌지 스쿼시
오렌지음료
오렌지주스
오미자음료
오미자주스
용안육음료
유기산음료(구연산음료)
유자주스
유장(乳漿) 음료
음료 제조용 라임주스

drinks containing amino acid
isotonic non-alcoholic drinks
isotonic beverages
iced fruit beverages
aloe juice beverages
aloe vera juices
aloe juices
de-alcoholized wines
concentrates and syrups used in the
preparation of soft drinks
onion juices
energy drinks
siberian ginseng drinks
siberian ginseng juices
mulberry ginseng drinks
mulberry ginseng juices
orange squash
orange drinks
orange juice
schisandra drinks
schisandra juices
longan drinks
organic acid drinks (citric acid drinks)
yuzu juice beverages
whey beverages
lime juice for use in the preparation
of beverages

음료 제조용 레몬주스

lemon juice for use in the preparation
of beverages

음료용 사르사파릴라

sarsaparilla [non-alcoholic
beverage]

음료용 셔벗
음료용 알로에주스
인삼넥타
인삼주스(음료)
자몽주스
저칼로리 청량음료
전해질이 함유된 스포츠음료
진저비어
진저에일
차향 과일청량음료

sherbets [beverages]

차향 청량음료
차향(茶香)을 첨가한 비알코올성
음료
채소 또는 과실 가공음료
채소 스무디
채소주스음료
천마음료
체리주스
커피맛 청량음료
커피향을 첨가한 비알코올성
음료
케일진액 함유음료

aloe juices for beverages
ginseng nectar
ginseng juices (beverages)
grapefruit juices
low-calorie soft drinks
sports drinks containing electrolytes
ginger beer
ginger ale
fruit-based soft drinks flavored with
tea
soft drinks flavored with tea
non-alcoholic beverages with tea
flavor
vegetable-based beverages and
fruit-based beverages
vegetable smoothies
vegetable juices [beverages]
gastrodia drinks
cherry juices
coffee-flavored soft drinks
non-alcoholic beverages flavored
with coffee
kale extract containing beverages

32류 G0503, G0290
코코넛 음료
코코넛주스
콜라
콜라(청량음료)
콜라음료
콩을 주원료로 하는 음료
(우유대용품은 제외)
콩음료
콩음료(우유대용품을 제외)
크랜베리주스
크림소다
키니네탄산수
키위주스
탄산 과일주스
탄산광천수
탄산수
토닉워터
토마토주스음료
파인애플주스
포도음료
포도주스
함초음료
허브음료
현미음료
현미주스
혼합과일주스
홍삼음료
홍삼주스(음료)
훈제된 매실 주스음료

coconut-based beverages
coconut juices
cola
colas [soft drinks]
cola drinks
soya based beverage (other than
milk substitutes)
soya-based beverages
soya-based beverages, other than
milk substitutes
cranberry juice
cream soda
quinine water
kiwi juices
aerated fruit juices
aerated mineral waters
aerated water
tonic water
tomato juice beverages
pineapple juice beverages
grape drinks
grape juice
beverages containing salicomia
herb drinks
brown rice beverages
brown rice juices
mixed fruit juice
red ginseng drinks
red ginseng juices (beverages)
smoked plum juice beverages

[제32류/G0503, G0290] 음료용 채소진액
상품의 범위
◦ 채소 및 과실을 가공한 음료용 분말, 시럽, 정제
◦ 음료용 채소진액
◦ 위에 준하는 음료용 재료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요리용 과일즙 및 채소즙(제29류/G0204, G0290)
- 청량음료, 채소 또는 과실 가공음료
(제32류/G0503)

협의의 포괄명칭
발포성 음료용 분말
발포성 음료용 재료

powders for effervescing beverages

발포성 음료용 정제
시럽 및 음료용 제제

pastilles for effervescing beverages

preparations for making effervescent
beverages
syrups and other preparations for
making beverages

포함되는 상품(예시)
과일음료 제조용 농축액

concentrates for making fruit drinks

과일음료제제용 분말
과일주스 제조용 농축액
과일향 음료 제조용 시럽
레모네이드용 시럽
레몬에이드 제조용 시럽
비발효 포도액
비알코올성 과일진액
비알코올성 사과즙
비알코올성 음료 제조용
비알코올성 에센스(에센셜
오일은 제외)
비알코올성 음료 제조용 시럽
비알코올성 음료 제조용 에센스
(에센셜오일은 제외)
비알코올성 음료 제조용 제제
비알코올성 칵테일 주재료
비알코올성 칵테일재료
비알코올성 홍삼진액
비타민 함유 과실액
아몬드시럽
유장 음료 제조용 시럽
음료 제조용 과일 퓌레
음료 제조용 비알코올성 에센스
음료 제조용 시럽
음료 제조용 전분 기반 건조 혼합물
음료수 제조용 비알코올성
과일진액
음료용 과실 분말
음료용 과실시럽
음료용 과실액(果實液)
음료용 녹용진액
음료용 마늘진액
음료용 맥아 시럽
음료용 배즙
음료용 분말

powders used in the preparation of
fruit-based beverages
concentrates for making fruit juices
syrups for making fruit-flavored
drinks
syrups for lemonade
syrups for making lemonade
must
non-alcoholic fruit extracts
cider, non-alcoholic
non-alcoholic essences for making
non-alcoholic beverages, not in the
nature of essential oils
syrups for making non-alcoholic
beverages
essences for making non-alcoholic
beverages [not in the nature of
essential oils]
preparations for making
non-alcoholic beverages
non-alcoholic cocktail bases
cocktail bases, non-alcoholic
non-alcoholic red ginseng extracts
vitamin-enriched fruit extracts,
non-alcoholic
orgeat
syrups for making whey-based
beverages
fruit purees for making beverages
non-alcoholic essences for making
beverages
syrups for making beverages
starch-based dry mixes for beverage
preparation
non-alcoholic fruit extracts used in
the preparation of beverages
fruit powders for beverages
fruit syrups for beverages
fruit extracts for beverages
deer antler extracts for beverages
garlic extracts for beverages
malt syrup for beverages
pear infusions for beverages
powders used in the preparation of
non-alcoholic drinks

음료용 비알코올성 홍삼진액

non-alcoholic red ginseng extracts
for beverages

음료용 시럽
음료용 알로에베라즙
음료용 알로에즙
음료용 야채즙
음료용 양파즙
음료용 인삼 분말
음료용 인삼진액
음료용 조제품
음료용 칡즙
음료용 포도즙
음료용 홍삼 분말
음료용 홍삼시럽

syrups for beverages
aloe vera extracts for beverages
aloe extracts for beverages
vegetable extracts for beverages
onion extracts for beverages
ginseng powders for beverages
ginseng extracts for beverages
preparations for beverages
arrowroot extracts for beverages
grape extracts for beverages
red ginseng powders for beverages
red ginseng syrups for bever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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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류 G0503, G0290
음료용 홍삼진액
음료용 흑삼 분말
음료용 흑삼진액
차음료 제조용 향미시럽

red ginseng extracts for beverages
black ginseng powder for beverages

flavoured mineral water
flavored waters

black ginseng extracts for beverages

청량음료 제조용 농축액
청량음료 제조용 농축액/시럽
및 분말
청량음료 제조용 분말
청량음료 제조용 시럽
콜라시럽
탄산수 제조제
향이 가미된 광천수 제조용 시럽
홍삼시럽

flavoring syrups for making tea
beverages
concentrates used in the
preparation of soft drinks
concentrates, syrups and powders
used in the preparation of soft drinks
powders used in the preparation of
soft drinks
syrups used in the preparation of soft
drinks
cola syrup
preparations for making carbonated
water
syrups for making flavoured mineral
waters
ginseng syrups

[제32류/G0504] 광천수, 생수
상품의 범위
◦ 생수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의료용 광천수(제5류/G1004)
- 얼음(제30류/G0505)

포함되는 상품(예시)
고로쇠 생수
광천수
광천수 제조용 에센스(에센셜
오일은 제외)
리튬염수
먹는 샘물
무탄산수
비의료용 생수
빙하수
생수
스틸워터
식수
식탁용 광천수
식탁용 미네랄워터
심층수
음료용 광천수
음료용 샘물
음료용 심층수
음료용 증류수
정화된 식수
지장수
해수 가공 음료
해양심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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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첨가된 광천수
향이 첨가된 물

유사상품 심사기준

drinking beverages made of maple
mineral water
essences for making flavoured
mineral water [not in the nature of
essential oils]
lithia water
drinkable spring water
non-aerated water
bottled water (not for medical
purposes)
glacial water
waters [beverages]
still water
drinking waters
table water
table waters
water pumped from underground
mineral water [beverages]
spring water (beverages)
water pumped from underground for
making beverages
distilled drinking water
purified drinking water
water from soil
seawater processed beverage
processed sea water for drinking

[제32류/G0602] 맥주, 맥주용 맥아즙
상품의 범위
◦ 맥주, 맥주용 맥아즙
◦ 리큐르 제조제
◦ 위에 준하는 주류제조용 재료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보드카, 브랜디, 위스키, 매실주, 머루주, 포도주(제33류/G0602)

포함되는 상품(예시)
드라이진저에일
라거
라거비어
라이트비어
루트 비어
맥아맥주
맥아즙
맥주
맥주/에일 및 라거
맥주/에일 및 포터
맥주/에일/라거/스타우트
및 포터
맥주용 맥아즙
맥주음료
맥주함유 칵테일
무알코올 맥주
밀맥주
발리 와인(맥주)
보크 비어
비알코올성 맥아음료
비알코올성 맥주맛 음료
비알코올성 맥주향 음료
샌디
스타우트
알코올성분을 제거한 맥주
에일 및 포터
에일(맥주)
유사맥주
인디아 페일 에일
커피맛 맥주
커피맛 에일
크바스
페일 에일
포터
필젠맥주
합성맥주
향이 첨가된 맥주
흑맥주

dry ginger ale
lagers
lager beers
low-alcohol beer
root beer
malt beer
malt wort
beers
beer, ale and lager
beer, ale and porter
beer, ale, lager, stout and porter
beer wort
beer-based beverages
beer-based cocktails
de-alcoholized beer
wheat beer
barley wine [beer]
bock beer
non-alcoholic malt beverages
non-alcoholic beer flavored
beverages
non-alcoholic beer-flavoured
beverages
shandy
stout
de-alcoholised beer
ale and porter
ale (beer)
imitation beer
india pale ales (IPAs)
coffee-flavored beer
coffee-flavored ale
kvass
pale ale
porter
pilsner beer
synthetic beer
flavored beer
black beer [toasted-malt b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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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류

알코올성 음료; 음료제조용 알코올성 제제
(Alcoholic beverages; alcoholic preparations for making beverages)

본류에는 주로 알코올성 음료, 에센스, 즙이 포함된다.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와인, 강화포도주
알코올성 사과즙, 배술
증류주, 리큐어
알코올에센스, 알코올성 과일진액, 비터즈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의료용 음료(제5류)
알코올 성분이 제거된 음료(제32류)
맥주(제32류)
알코올성 음료 제조용 비알코올성 믹서(예: 청량음료, 소다수(제32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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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류 G0602

제

[제33류/G0602] 보드카, 브랜디(Brandy), 위스키, 진(Gin),
딸기주, 매실주, 머루주, 포도주, 사과주

33류

상품의 범위

【포괄상품명칭 목록】
포괄상품명칭

유사군코드 (구)포괄코드

알코올도수 1.2% 이하의 저알코올성 음료
(맥주는 제외)
(low alcohol drinks, except beers,
containing not more than 1.2% by
volume of alcohol)

G0601,
G0602,
G0603

N33001

알코올성 음료(맥주는 제외)
(alcoholic beverages except beers)

[제33류/G0601] 소주, 약주, 청주, 법주, 탁주, 막걸리
상품의 범위
◦ 우리나라의 전통주
◦ 국내에서 흔히 소비되는 일반주류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위스키, 과실주, 포도주(제33류/G0602)
- 고량주, 박하주, 벌꿀주, 송엽주(제33류/G0603)

포함되는 상품(예시)
동동주

Korean suspended rice-wine
(Dongdongju)

막걸리

Korean traditional rice wine
(Makgeoli)

모주

crude liquor

미림주

mirim liquor

법주

Korean traditional rice wine (Bupju)

소주

Korean distilled spirits (Soju)

쌀로 빚은 술

rice alcohol

아와모리(쌀소주)

awamori [distilled rice spirits]

약주

refined rice wine (Yag-ju)

인삼 및 기나피 진액이 함유된
일본식 감미주

Japanese sweet grape wines
containing extracts of ginseng and
cinchona bark

일본식 백주(시로자케)

Japanese sweet rice-based mixed
liquor (shiro-zake)

일본식 소주(쇼추)

Japanese white liquor (shochu)

일본식 재생주(나오시)

Japanese regenerated liquors
(naoshi)

증류식 소주

spirits (soju)

청주

sake

탁주

unstrained rice wine (Tag-ju)

합성청주

compound rice wine

◦ 서양의 양조법에 따라 빚은 술(양주)
◦ 과실즙을 발효시키거나 과실을 우려서 만든 술(과실주)
◦ 위에 준하는 알코올성 음료(맥주는 제외)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맥주, 맥주용 맥아즙(제32류/G0602)

포함되는 상품(예시)
감귤주
강화포도주
과실주
과일와인
과일함유 알코올 음료
까막까치밥나무 향 리큐어
냉장젤라틴의 형태의 알코올성
칵테일
돌배주
딸기주
라이 위스키
럼주
럼주 음료
럼주(알코올 음료)
레드와인
로제와인
리몬첼로(레몬 리큐어)
리큐어
막포도주
매실주
매실진액으로 만든 일본술

citrus fruit liquor

맥아 위스키
머루주
메즈칼
미리 혼합된 알코올 음료
(맥주는 제외)
발포성 포도주
배술
버번 위스키
버찌주
베르뭇
보드카
복숭아주
브랜디
블렌드 위스키
비타민 함유 데킬라
비터즈
뽀모
사과주
사탕수수 주스럼주

malt whisky

fortified wines
sparkling fruit wine
fruit wine
alcoholic beverages containing fruit
blackcurrant liqueur
alcoholic cocktails in the form of
chilled gelatins
wild pear liquor
strawberry wine
rye whisky
rum
rum-based beverages
rum [alcoholic beverage]
red wine
rose wines
limoncello [lemon liqueur]
liqueurs
piquette
Japanese apricot liquor
Japanese liquor flavored with Asian
plum extracts
wild grapes wine
mezcal
pre-mixed alcoholic beverages,
other than beer-based
sparkling wines
perry
bourbon whiskey
kirsch
vermouth
vodka
peach liquor
brandy
blended whisky
tequila infused with vitamins
bitters
pommeau
cider
sugar cane juice 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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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류 G0602
사탕수수를 주재료로 하는
알코올 음료
삼부카
상그리아
셰리주
소화촉진용 술
슈나프스
스위트와인
스틸와인
스파클링와인
스파클링포도주
식탁용 포도주
싱글 몰트 위스키
아니스 리큐어
아니스 술
아라크 술
아락
아메리칸 위스키
아몬티라도
아쿠아비트
아페리티프
알코올 아페리티프 비터즈
알코올성 과일음료
알코올성 과일진액
알코올성 과일칵테일음료
알코올성 맥아음료(맥주는 제외)
알코올성 에그노그
알코올성 차음료
알코올성 칵테일 믹스
알코올성 커피음료
알코올성 코디얼
알코올성 탄산음료(맥주는 제외)
알코올성 펀치
알코올에센스
알코올진액
알코팝
압상트
양주
오디주
와인
와인음료
와인펀치
요리용 브랜디
우유함유 알코올칵테일
위스키
위스키로 만든 리큐어
유자주
음료용 와인쿨러
음료용 증류주
조리용 맛술
조제 알코올 칵테일
조제 와인칵테일
주정음료 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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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

sugarcane-based alcoholic
beverages
sambuca
sangria
sherry
digestifs [liqueurs and spirits]
schnapps
sweet wines
still wines
sparkling wine
sparkling grape wine
table wines
single malt whisky
anisette
anise [liqueur]
arrack [arak]
arak
American whiskey
amontillado
aquavit
aperitifs
alcoholic aperitif bitters
alcoholic fruit beverages
fruit extracts, alcoholic

증류주
진
천연 발포성 포도주
천연스파클링와인
체리브랜디
체리주
카샤사
칵테일
캐나디언 위스키
커피주
큐라소
크렘 리큐어
크림 리큐어
테이블와인
테킬라
테킬라 명칭이 보호되는 비타
민이 첨가된 증류주
포도주
퓨어 몰트 위스키
향이 첨가된 양조 맥아음료
(맥주는 제외)
향이 첨가된 위스키
화이트 와인

spirits [beverages]
gin
natural sparkling wine
natural sparkling wines
cherry brandy
cherry liqueur
cachaca
cocktails
canadian whisky
coffee-based liqueurs
curacao
creme liqueurs
cream liqueurs
table wine
tequila
spirits protected by the appellation of
origin "Tequila" infused with vitamins
grape wine
pure malt whisky
flavored brewed malt beverages,
except beers
flavor-infused whisky
white wines

alcoholic fruit cocktail drinks
alcoholic malt beverages, except
beers
alcoholic eggnog
alcoholic tea-based beverages

[제33류/G0603] 고량주, 오가피주, 박하주, 송엽주(松葉酒,)
벌꿀주, 약미주(藥味酒)

alcoholic cocktail mixes

상품의 범위

alcoholic coffee-based beverages
alcoholic cordials
alcoholic carbonated beverages,
except beer
alcoholic punches

◦ 주로 중국에서 전래한 동양식 제조법에 따라 빚은 술
◦ 약리적 효능을 위하여 특정한 재료를 가미하여 빚은 술
◦ 위에 준하는 주류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alcoholic essences
alcoholic extracts
alcopops
absinthe

- 법주, 청주(제33류/G0601)
- 위스키, 과실주, 포도주(제33류/G0602)

western liquor
mulberry liquor
wines
wine-based beverages
wine punch
cooking brandy
alcoholic cocktails containing milk
whiskey [whisky]
whisky-based liqueurs
citron wine
wine coolers [beverages]
potable spirits
cooking wine
prepared alcoholic cocktails
prepared wine cocktails
extracts of spirituous liquors

포함되는 상품(예시)
고량주
곡물을 주재료로 한 증류 알코올
음료
구기자주
국화주
노주(老酒)
더덕주
도라지주
동충하초주
두충주
마가목주
박하주
버섯주
벌꿀주

kaoliang (Chinese liquor)
grain-based distilled alcoholic
beverages
boxthorn liqueur
chrysanthemum liqueur
laojiao [Chinese brewed alcoholic
beverages]
codonopsis liquor
balloon flower root liquor
cordyceps liquor
eucommia bark liquor
mountain ash liquor
peppermint liqueurs
mushroom liquor
mead [hydromel]

33류 G0603
보명주(保命酒)

tonic liquor containing herb extracts
(homeishu)

복분자주
산삼주
산수유주
살모사 진액으로 만든 일본술

black raspberry wine (Bokbunjaju)

살모사주

tonic liquor containing mamushisnake extracts (mamushi-zake)

상황버섯주
생강주
선인장주
송엽주

phellinus linteus liquor

송이버섯술
수수로 만든 중국식 증류주
약미주
약용주(藥用酒)
오가피주
오미자주
용안육주
인삼주
장뇌산삼주
중국식 백주(바이깐)
중국식 수수소주(고량주)

pine mushroom liquor

중국식 양조주(라오주)

laojiou (Chinese brewed alcoholic
beverages)

중국식 혼합주(오가피주)
천마주
하수오주
홍삼주

Chinese mixed liquor (wujiapie-jiou)

wild ginseng liquor
corni liquor
Japanese liquor containing
mamushi-snake extracts

ginger liquor
cactus liquor
tonic liquor flavored with pine needle
extracts (matsuba-zake)
sorghum-based Chinese spirits
flavored tonic liquors
herbal liqueurs
acanthopanax wine (Ogapiju)
schisandra liquor
longan liquor
ginseng liquor
cultivated wild ginseng liquor
Chinese white liquor (baiganr)
Chinese spirit of sorghum
(gaolian-jiou)

gastrodia liquor
wilfordi liquor
red ginseng liqu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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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및 대용담배; 권연 및 여송연; 흡연자용 전자담배 및 기화기; 흡연
용구; 성냥
(Tobacco and tobacco substitutes; cigarettes and cigars; electronic cigarettes
and oral vaporizers for smokers; smokers' articles; matches)

본류에는 주로 담배, 흡연용구 및 관련 액세서리와 용기가 포함된다.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비의료용 대용 담배
흡연자용 전자담배 및 기화기용 향미료(정유(精油)는 제외)
흡연용 허브
코담배
담배 및 흡연용구 관련 특정 액세서리 및 용기(예: 흡연용 라이터, 재떨이,
담배항아리, 코담배상자, 담배저장함)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담배 잎을 사용하지 않은 의료용 담배(제5류)
- 전자담배용 배터리 및 충전기(제9류)
- 자동차용 재떨이(제12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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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상품명칭 목록】
포괄상품명칭

유사군코드 (구)포괄코드

담배 및 흡연용구
(tobacco and smokers' articles)

G0901,
G0902

N34001

흡연용라이터를 포함한 흡연용구
(smokers' articles (including lighters
for smokers)

G0902,
N34002
G410202

[제34류/G0901] 담배(의료용은 제외)

자가말이담배
전기담배(전자담배)

roll your own tobacco

전자담배
전자담배용 액체 니코틴액

electronic cigarettes

전자담배용 용액

liquid solutions for use in electronic
cigarettes

전자담배용 향미료(정유(精油)는
제외)
전통담배대안용 전자담배

flavourings, other than essential oils,
for use in electronic cigarettes

electric cigarettes [electronic
cigarettes]

코담배
파이프 담배
필터가 달린 담배
허브 몰라세(담배대용품)
흡연용 담배
흡연용 허브

liquid nicotine solutions for use in
electronic cigarettes

electronic cigarettes for use as an
alternative to traditional cigarettes
snuff
pipe tobacco
filter-tipped cigarettes
herbal molasses [tobacco
substitutes]
smoking tobacco
herbs for smoking

상품의 범위
◦ 담배, 담배 대용품

[제34류/G0902] 흡연용구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의료용 담배(제5류/G1004)

협의의 포괄명칭
담배
대용담배

상품의 범위
◦ 흡연용 도구 및 흡연 보조용품
◦ 흡연용구의 장식품

tobacco
tobacco substitutes

포함되는 상품(예시)
각초(刻草)
권연
니코틴혼합액
담배(의료용은 제외)
담배대용품
담배용 향미료(정유(精油)는
제외)
말이담배
멘톨권연
멘톨담배
멘톨을 함유한 파이프담배
무연담배
비의료용 담배대용물제 권연

shredded tobacco

비의료용 대용담배

tobacco substitutes not for medical
purposes

소형엽궐련
손말이담배
스누스 담배
씹는 담배
여송연
연초
일본식 각초(키자미 담배)

cigarillos

잎담배

leaf tobacco

cigarettes
nicotine mixture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라이터용 연료(제4류/G410202)
- 시가용 밴드(제16류/G0902)
- 직물제 또는 플라스틱제 재떨이받침(제24류/G2602)
- 성냥(제34류/G4101)
- 흡연용 라이터(제34류/G410202)

협의의 포괄명칭

tobacco (not for medical purposes)
tobacco substitute
flavourings, other than essential oils,
for tobacco
rolling tobacco
menthol cigarettes
mentholated tobacco
menthol pipe tobacco
smokeless tobacco
cigarettes containing tobacco
substitutes, not for medical purposes

hand-rolling tobacco
snus
chewing tobacco
cigars
smoking herbs
Japanese shredded tobacco (kizami
tobacco)

흡연용구

smokers' articles

포함되는 상품(예시)
권연 튜브
권연 팁
권연 필터용 물부리
권연 홀더용 물부리
권연말음종이
권연말음종이묶음
권연말이기
권연말이기용 휴대기계
권연말이기용 휴대기구

cigarette tubes

권연말이기용 휴대장치

pocket devices for self-rolling of
cigarettes

귀금속제 권연 상자
귀금속제 권연 홀더
귀금속제 담배케이스
귀금속제 담배파이프
귀금속제 담뱃대

cigarette boxes of precious metal

cigarette tips
mouthpieces for cigarette filters
mouthpieces for cigarette holders
cigarette paper
books of cigarette papers
cigarette rolling machines
pocket-size cigarette rolling machines
pocket apparatus for self-rolling
cigarettes

cigarette holders of precious metal
cigarette cases of precious metal
tobacco pipes of precious metal
long tobacco pipes of precious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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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류 G0902
귀금속제 성냥갑
귀금속제 성냥홀더
귀금속제 시가케이스
귀금속제 시가홀더
귀금속제 여송연 상자
귀금속제 여송연 홀더
귀금속제 재떨이
귀금속제 코담배상자
귀금속제 흡연용구
금연 파이프
담배 분쇄기
담배 팁용 종이
담배말이용 휴대기구

match boxes of precious metal

성냥갑
성냥홀더

match boxes

cigar holders of precious metal

시가 및 권연 홀더용 황색호박제
물부리

tips of yellow amber for cigar and
cigarette holders

cigar boxes of precious metal

시가 절단기

cigar cutters

holders of cigars of precious metal

시가케이스

cigar cases

ashtrays of precious metal

아시안 긴담배파이프(키세루)

Asian long tobacco pipes (kiseru)

snuff boxes of precious metal

아시안 긴담배파이프용 시스

Asian long tobacco pipe sheaths

smokers' articles of precious metal

여송연 가습장치

cigar humidifiers

stop smoking pipe

여송연 튜브

cigar tubes

tobacco grinders

여송연 홀더

cigarette holders

tipping paper for cigarettes

재떨이

ashtrays

pocket apparatus for rolling
cigarettes

전자 담배 케이스

cases for electronic cigarettes

담배쌈지
담배저장함
담배케이스
담배통
담배파이프
담배파이프 소제구

tobacco pouches

전자권연 박스

electronic cigarette boxes

humidors

전자권연 케이스

electronic cigarette cases

cigarette cases

전자담배 카트리지

electronic cigarette cartridges

tobacco tins

전자담배용 USB 어댑터

USB adapter for electronic cigarettes

smoking pipes

전자담배용 목걸이 줄

neck chains for electronic cigarettes

tobacco pipe cleaners

전자담배용 무화기

atomizers for electronic cigarettes

담배파이프용 탬퍼

tampers for tobacco pipes

전자식 끽연파이프

electronic smoking pipes

담배파이프용 파이프랙

pipe racks for tobacco pipes

전자식 물담뱃대

electronic hookahs

담배파이프용 파이프소제구

pipe cleaners for tobacco pipes

코담배상자

snuffboxes

담배파이프용 흡수종이
담배필터
담배함

absorbent paper for tobacco pipes

타구(唾具)

tobacco spittoons

cigarette filters

파이프 쌈지

pipe pouches

tobacco boxes

파이프 탬퍼

pipe tampers

담배항아리

match holders of precious metal
cigar cases of precious metal

match holders

tobacco jars

파이프용 필터

filters for pipes

멘톨을 함유한 파이프

mentholated pipes

휴대용 권연말이기

pocket machines for rolling cigarettes

무연 기화장치용 파이프

smokeless cigar vaporizer pipes

흡연자 권연 제조용 기계

무연식 담배기화파이프

smokeless cigarette vaporizer pipes

machines allowing smokers to make
cigarettes by themselves

물담뱃대

hookahs

흡연자용 기화기

oral vaporizers for smokers

비귀금속제 권연 케이스

cigarette cases not of precious metal

비귀금속제 권연 홀더

cigarette holders not of precious
metal

비귀금속제 담배파이프

tobacco pipes, not of precious metal

비귀금속제 담배함

cigarette boxes, not of precious
metal

비귀금속제 대통

bowl of tobacco pipes (not of
precious metal)

비귀금속제 마도로스파이프

sailors tobacco pipe (not of precious
metal)

비귀금속제 성냥갑

match boxes not of precious metal

비귀금속제 성냥홀더

match holders not of precious metal

비귀금속제 여송연 케이스

cigar cases, not of precious metal

비귀금속제 여송연 홀더

cigar holders, not of precious metal

비귀금속제 재떨이

ashtrays, not of precious metal

비귀금속제 코담뱃갑

snuff boxes, not of precious metal

비귀금속제 흡연용구

smokers' articles, not of precious
metal

비금속제 권연케이스
비금속제 담배함
비금속제 담뱃대
비금속제 재떨이

cigarette cases (not of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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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garette boxes (not of metal)
tobacco pipes (not of metal)
ashtrays (not of metal)

[제34류/G4101] 성냥
상품의 범위
◦ 성냥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라이터용 연료(제4류/G410202)
- 직물제 또는 플라스틱제 재떨이받침(제24류/G2602)
- 흡연용 라이터(제34류/G410202)

포함되는 상품(예시)
성냥
안전성냥(황린(黃燐)을 사용치
않는 지금의 보통 성냥)
유황성냥
유황을 함유한 성냥
파라핀 성냥
황린성냥

matches
safety matches
sulphur matches
sulfur matches
paraffin matches
yellow phosphorus matches

34류 G410202

[제34류/G410202] 흡연용 라이터
상품의 범위
◦ 흡연용 라이터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라이터용 연료(제4류/G410202)
- 점화기(흡연용은 제외)(제11류/G410201)
- 자동차용 여송연라이터(제12류/G3705)

포함되는 상품(예시)
귀금속제 담배라이터
담배라이터
담배라이터 홀더
담배라이터용 귀금속제 홀더

cigarette lighters of precious metal

담배라이터용 심지
라이터돌
라이터용 액화가스실린더

wicks adapted for cigarette lighters

라이터용 필터

filters specially adapted for cigarette
lighters

부싯돌
비귀금속제 담배라이터
(자동차용은 제외)
비귀금속제 담배라이터홀더

firestones

비귀금속제 라이터(자동차용은
제외)
비금속제 담배라이터

lighters not of precious metal (not for
automobiles)

시가라이터용 가스용기
흡연용 라이터

gas containers for cigar lighters

cigarette lighters
cigarette lighter holders
holders, of precious metal, for cigarette
lighters
lighter flints
liquefied gas cylinders for cigarette
lighters

cigarette lighters, not of precious
metal, other than for automobiles
holders, not of precious metal, for
cigarette lighters

cigarette lighters, not of precious
metal
lighters for smo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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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 사업관리/조직 및 경영업; 사무처리업
(Advertising; business management,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office
functions)
35류에는 주로 광고, 마케팅, 홍보 서비스뿐만 아니라 상업 또는 공업적 기업의 사업 관리,
운영, 조직 및 관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한다. 분류의 목적상, 상품의 판매는 서비스로
간주되지 않는다.

◦ 특히 포함되는 서비스업
- 고객이 편리하게 상품을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타인을 위해 다양한 상품을 모아놓은
운송을 제외한 서비스업; 그러한 서비스는 소매점, 도매점, 자동판매기, 우편주문 카탈
로그 또는 웹사이트 또는 TV쇼핑프로그램과 같은 전자 매체를 통해 제공된다.
- 광고, 마케팅 및 홍보업(예: 상품견본 배포업, 광고콘셉트 개발업, 광고문 작성 및 출판업)
- 쇼윈도 장식업
- 선전홍보서비스업
- 텔레쇼핑 프로그램 제작업
- 상업적 또는 광고 목적의 무역 박람회 및 전시회 조직업
- 판촉용 검색엔진 최적화업
- 상업적 지원업(예: 인사 채용업, 사업 계약 협상대행업, 비용가격 분석업, 수출입업무
대행업
- 사업 거래 및 재무 기록과 관련된 관리업(예: 경리업, 재무표 작성업, 기업회계 및 재무
감사업, 사업 평가업, 세무 대리 및 신고서비스업)
- 상품 및 서비스 라이선스 상업적 관리대행업
-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또는 등록업무와 관련된 문서의 기재, 전기(轉記), 작성,
편집, 정리 및 수학적 또는 통계적 자료의 편집을 행하는 서비스업
- 사무처리업(예: 약속일정관리서비스업, 컴퓨터자료 검색업, 컴퓨터화된 파일관리업, 전화
교환대 서비스업)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금융서비스업(예: 재무분석업, 재무관리업, 재정보증업)(제36류)
부동산관리업(제36류)
증권 중개업(제36류)
운송물류업(제39류)
에너지 감사업(제42류)
판촉물 그래픽디자인업(제42류)
계약협상 관련 법률대행업(제45류)
지적재산권 라이선스업, 라이선스의 법적 관리업, 저작권 관리업(제45류)
도메인명의 등록업(제45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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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류 S0101

제

35류

협의의 포괄명칭
광고업
홍보업

【포괄상품명칭 목록】
포괄서비스명칭
경영관리 및 마케팅 분야에 관한 상담업
(advice in the field of business
management and marketing)

advertising services
publicity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유사군코드 (구)포괄코드
S0101,
S123101

N35001

1. 마케팅서비스업 (예시)
거주용 및 상업용 청소서비스용
협력 광고 및 마케팅업
광고 관련 정보제공업

cooperative advertising and
marketing for residential and
commercial cleaning services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advertising
providing information about
products via telecommunication
networks for advertising and sales
purposes

광고 및 기업경영 상담업
(advertising and business
management consultancy)

광고 및 판매 목적의 통신 네트
워크를 통한 제품정보제공업

광고 및 사업 자문업
(advertising and business advice)

광고 및 판촉 및 관련 정보제공업

광고 및 상업 정보제공업
(advertising and commercial
information services)

advertising and promotion services
and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hereto

광고 및 홍보 관련 상담업

consultancy relating to advertising
and promotion services

광고 및 홍보 및 관련 상담업

advertising and promotion services
and consultancy related thereto

광고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전화
여론조사 수행업

processing telephone inquiries
regarding advertised goods and
services

광고 커뮤니케이션 전략상담업

consultancy regarding advertising
communications strategy

광고/마케팅 및 홍보 상담/자문
및 보조업

advertising, marketing and
promotional consultancy, advisory
and assistance services

광고/홍보 및 마케팅 관련 상담업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advertising, publicity and marketing

광고반응분석업
광고자료 작성업
국제스포츠행사 후원을 통한
제품 및 서비스 홍보업

analysis of advertising response

사업 및 마케팅 정보제공업
(providing business and marketing
information)
사업 및 마케팅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조사업
(information or enquiries on business
and marketing)
기업경영 및 사무처리업
(business administration and office
work)

S123101, N35004
S1370

사업경영/관리 및 사무처리업
(business operation, business
administration and office functions)
사업관리 및 사무처리업
(business management and
transaction of office functions)
비서업 및 사무서비스업
(secretarial and clerical services)

S1370,
S173502

N35003

기업 마케팅업
기업 홍보 서비스업
기업경영 및 관리 관련 마케팅
및 홍보활동업
기업광고 상담업

[제35류/S0101] 라디오광고업, 텔레비전광고업, 옥외
광고업, 광고물작성업, 상품견본배포업,
광고물배포업, 마케팅서비스업, 쇼윈도
장식업, 상품전시업, 텔레마케팅업, 홍보
목적의 패션쇼 개최업
서비스업의 범위
◦ 라디오광고업, 텔레비전광고업, 옥외광고업
◦ 광고물작성업
◦ 상품견본배포업, 광고물배포업, 쇼윈도장식업, 상품전시업
◦ 마케팅서비스업
◦ 텔레마케팅업, 홍보목적의 패션쇼 개최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광고물인쇄업(제40류/S1202)
- 신제품 다지인업(제42류/S121302)

drafting of publicity material
promotion of goods and services
through sponsorship of international
sports events
business marketing
corporate communications services
marketing and promotional activities
relating to business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consultancy relating to business
advertising

기업마케팅상담업

business marketing consulting
services

기업용 홍보캠페인 개발업

developing promotional campaigns
for businesses

꽃 마케팅서비스업

marketing service for flower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업

database marketing

마케팅 계획개발업

marketing plan development

마케팅 기관 서비스업

marketing agency services

마케팅 목적의 인구통계학 상담업

consultancy relating to demographics
for marketing purposes

마케팅 및 홍보업

marketing and promotional services

마케팅 보고서 제공업

provision of marketing reports

마케팅 보고서 준비업

preparation of marketing reports

마케팅 분석업

marketing analysis services

마케팅 분야의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in the field of
marketing

마케팅 전략 계획업

marketing strategy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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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류 S0101
마케팅 전략 및 콘셉트 개발업
마케팅 정보업
마케팅 조사준비업
마케팅 콘셉트 개발업
마케팅데이터 통계평가업
마케팅보조업
마케팅상담업
마케팅서비스업
마케팅업
마케팅자문업
마케팅판촉행사 준비 및 진행
대행업
부동산 마케팅분석업
부동산 마케팅업
사업마케팅정보제공업
상업적 전시회 및 쇼 준비 및
진행업
소셜미디어분야의 마케팅상담
제공업
소프트웨어 출판 기반의
마케팅업
쇼윈도 장식 및 진열서비스업
수송기계기구 관련 홍보 및
마케팅업
스포츠행사 후원을 통한 제품
및 서비스 홍보업

development of marketing
strategies and concepts
marketing information

others

텔레 마케팅업
판촉 마케팅업
판촉용 검색엔진최적화업

telemarketing services

표적 마케팅업
행사 마케팅업
협력 광고 및 마케팅업

targeted marketing

홍보 분야 연구진행업

conducting studies in the field of
public relations

marketing advisory services

홍보캠페인 개발업

arranging and conducting marketing
promotional events for others

development of promotional
campaigns

화학제품 마케팅 자문업

providing advice relating to the
marketing of chemical products

preparation of marketing surveys
development of marketing concepts
statistical evaluations of marketing
data
marketing assistance
marketing consulting
marketing services
marketing

real estate marketing analysis
real estate marketing

가구 전시업
가방 판촉업
거울판촉업

providing marketing consulting in the
field of social media

거주용 부동산 광고업
검색가능한 온라인 광고가이드
제공업
검색가능한 온라인가이드를
통한 온라인 벤더의 제품 및 서
비스 광고업
경품권 발행을 통한 판촉업

window dressing and display
arrangement services
publicity, promotional and marketing
services relating to vehicles
promotion of goods and services
through sponsorship of sports
events
promotional marketing services
using audiovisual media

search engine optimization for sales
promotion
event marketing
cooperative advertising and
marketing

2. 광고 또는 홍보대행업 (예시)

providing business marketing
information
arranging and conducting of
commercial exhibitions and shows

marketing in the framework of
software publishing

promotional marketing

demonstration of furniture
sales promotion of bags
sales promotion of mirrors (looking
glasses)
advertising of residential real estate
providing searchable on-line
advertising guides
advertising the goods and services
of on-line vendors via a searchable
on-line guide
sales promotion for others through
trading stamp schemes

고객충성도 프로그램 관리업

administration of consumer loyalty
programs
sales promotion through customer
loyalty programs

on-line marketing

고객충성도 프로그램을 통한
판촉업
관광 및 여행 분야 광고업

promotion, advertising and
marketing of on-line websites

광고 관련 중개업

on-line advertising and marketing
services
marketing services in the field of web
site traffic optimization

intermediary services relating to
advertising

광고 또는 판매촉진시범업

modeling services for advertising or
sales promotion

광고 목적의 윈도우 장식업

window dressing services for
advertising purposes

website traffic optimization

광고 및 마케팅업
광고 및 판촉대행업

advertising and marketing

consultancy services in the field of
Internet marketing

광고 및 홍보계약 알선대행업

arranging of advertising and
promotion contracts for third parties

인플루언서 마케팅업
제품 마케팅업
제품 및 서비스 판촉용 인센티브
보상프로그램 진행대행업

influencer marketing

광고 및 홍보목적의 광고문안
작성업

copywriting for advertising and
promotional purposes

광고 및 홍보업

advertising and promotional
services

presentation of products to the public

광고 캠페인 준비업
광고/마케팅 및 판촉업

preparation of advertising campaigns

제품공개 프레젠테이션업
제휴 마케팅 상담업

consultancy services in the field of
affiliate marketing

광고/마케팅 및 홍보업

제휴 마케팅업

affiliate marketing

advertising, marketing and publicity
services

직접 마케팅업

direct marketing

광고/홍보 및 홍보대행업

advertising, promotional and public
relations services

직접마케팅상담업

direct marketing consultancy

광고계약알선대행업

차량용 배터리 마케팅업

marketing of automobile batteries

arranging of advertising contracts
for others

추천 마케팅업

referral marketing

advertising agencies

타인의 상품 및 서비스의 마케팅업

marketing the goods and services of

광고대행업
광고목적의 대본 작성업

시청각 미디어를 이용한 홍보
마케팅업
온라인 마케팅업
온라인 웹사이트 홍보/광고
및 마케팅업
온라인광고 및 마케팅업
웹사이트 트래픽 최적화 분야
마케팅서비스업
웹사이트 트래픽 최적화업
웹사이트를 통한 마케팅정보
제공업
인터넷 마케팅 상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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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ing marketing information via
websites

product marketing
administration of incentive award
programs to promote the sale of the
goods and services of others

advertising in the field of tourism and
travel

publicity and sales promotion
services

advertising, marketing and promotion
services

scriptwriting for advertising
purposes

35류 S0101
광고목적의 상품전시업
광고목적의 진열서비스업
광고물 및 광고 제작업
광고알선업
광고용 시청각 프레젠테이션
준비업
광고자료 출판업
광고자료업데이팅업
광고전단지 배포대행업
광고준비 및 배치업
광고준비대행업
광고중개업
광고행사 준비 및 진행업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제품 및 서비스 판촉대행업
금융 및 보험서비스 판촉대행업
금융서비스 판촉대행업
기업 및 브랜드정체성 생성용
광고업
기업 홍보 관련 보조업
기업웹사이트 광고업
기업의 상품화계획 전시서비스업
다양한 방법을 통한 광고자료
배포에 의한 제품 및 서비스
홍보대행업
다이렉트 메일 광고업
당뇨병 치료제 광고업
대중 및 전문 언론내 광고업
대중의 제품구매 유도용 촉진
대행업
디스플레이 광고대행업
디지털 광고업
라디오 광고업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광고대행
광고업

demonstration of goods for
advertising purposes
layout services for advertising
purposes
production of advertising matter and
commercials
placing advertisements for others
preparation of audiovisual
presentations for use in advertising
publication of publicity materials and
texts
updating of advertising material
advertising flyer distribution for
others
preparing and placing of
advertisements
preparing advertisements for others
mediation of advertising
arranging and conducting of
advertising events
promoting the goods and services of
others via a global computer network
promotion of financial and insurance
services, on behalf of third parties
promotion of financial services, on
behalf of third parties
advertising services to create
corporate and brand identity
providing assistance in the field of
business promotion
advertising of business websites
business merchandising display
services
promoting the goods and services of
others by distributing advertising
materials through a variety of
methods
direct mail advertising services
advertising services relating to
pharmaceuticals for the treatment of
diabetes
advertising in the popular and
professional press
merchandising services for inducing
the purchasing public to buy the
goods of others
displaying advertisements for others
digital advertising services
radio advertising
advertising services of a radio and
television advertising agency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광고대행업

advertising services provided by a
radio and television advertising
agency

라디오광고대행업

radio advertising agencies services

레스토랑서비스 및 소매서비스
촉진용 고객충성도 프로그램
운영대행업

administration of a consumer loyalty
program to promote restaurant
services and retail services of others

레터숍을 통한 다이렉트 메일
광고업

direct mail advertising services
provided by lettershops

마케팅전략 개발 및 수행대행업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marketing strategies for others

맞춤광고 준비대행업

preparation of custom
advertisements for others

모든 통신수단을 통한 광고업
모바일을 통한 광고업
물류표준화 선전 홍보업
미용 관련 선전홍보업
미용 관련 판촉대행업

advertising through all public
communication means
advertising via mobile phone
networks
public relations related to distribution
standardization
public relations related to beauty
sales promotion for relating to
beauty
banner advertising

배너 광고업
보석 관련 광고업
보험서비스 판촉대행업
부동산 광고업
분류 광고업
분류된 광고업
브랜드 정체성 생성용 광고업
사업을 위한 판촉 활동 개발업
사회복지 관련 공공인식 제고용
광고업
상업 또는 거주용 부동산 광고업
상업/홍보 또는 광고 목적의
고객충성도 프로그램 조직업
상업용 부동산 광고업
상업적 또는 광고목적의
웹인덱싱업
상업적 또는 마케팅 목적의
소비자 프로파일링업
상업적/홍보적/광고적 목적을
위한 고객 충성 서비스업
상용고객우대프로그램서비스업
상품 및 서비스 판촉대행업
상품전시업
새로운 고객유치 및 기존 고객
베이스 유지용 다이렉트 메일
광고업
선전 홍보업
선호고객프로그램을 통한
제품 및 서비스 홍보대행업
소매목적의 통신매체상의
상품전시업
소매점용 쇼윈도 장식업

advertising services relating to
jewelry
promotion of insurance services, on
behalf of third parties
real estate advertising
classified advertising
classified advertising services
advertising services to create brand
identity for others
developing promotional campaigns
for business
advertising services to promote
public awareness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advertising of commercial or
residential real estate
organization of customer loyalty
programs for commercial,
promotional or advertising purposes
advertising of commercial real
estate
web indexing for commercial or
advertising purposes
consumer profiling for commercial or
marketing purposes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customer loyalty programs for
commercial, promotional or
advertising purposes
administration of frequent flyer
programs
promoting the goods and services of
others
demonstration of products
direct mail advertising to attract new
customers and to maintain the
existing customer base
public relations
promoting the goods and services of
others by means of a preferred
customer program
presentation of goods on
communication media, for retail
purposes
window dressing services for retail
shops

쇼윈도 장식업

shop window dressing

쇼윈도에서의 실시간 모델을
통한 상품전시업
수출업무촉진업
스포츠마케팅서비스업
시사 관련 공공인식 제고용 광고업

product demonstration in shop
windows by live models

시청각 미디어를 이용한 판촉업

export promotion services
sports marketing services
advertising services to promote
public awareness of social issues
sales promotion using audiovisua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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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류 S0101
신문 광고업
신문광고 상담업
신문출판 광고업
신용카드용 구매포인트 부여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의 홍보대행업
신제품 상업화 관련 광고업
실시간모델을 통한 쇼윈도
상품전시업
안내서 및 견본 배포업
약제 관련 광고업

newspaper advertising
press advertising consultancy
press advertising services
promoting the sale of goods and
services of others by awarding
purchase points for credit card use
advertising services relating to the
commercialization of new products
product demonstration services in
shop windows by live models
distribution of prospectuses and
samples
advertising services relating to
pharmaceutical products

인터넷을 통한 판촉대행업
인플루언서를 통한 제품 홍보업
잡지 광고업
잡지 홍보기사를 통한 패션제품
판촉업
전송 및 배달 관련 광고업
전자매체를 통한 광고업
전자수단을 통한 제품 및 서비스
전시업
전자잡지 광고 준비 및 배치를
통한 제품 및 서비스 홍보대행업

sales promotion by internet
promotion of goods through
influencers
magazine advertising
promoting the sale of fashion goods
through promotional articles in
magazines
advertising relating to transport and
delivery services
advertising via electronic media
demonstration of goods and
services by electronic means
promoting the goods and services of
others by preparing and placing
advertisements in electronic
magazines
advertising by transmission of
on-line publicity for third parties
through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dvertising in periodicals, brochures
and newspapers

엘리베이터 광고업
영상음향매체를 이용한 판촉
조직업
영화 광고업
영화관 광고업
영화관 광고준비업
영화시리즈 촉진대행업
온라인 광고업
온라인에서 접근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 관련 홍보 및 판촉업

elevator advertising

우편주문에 의한 광고업
운동경기 및 행사 홍보업

advertising by mail order
promotion of sports competitions
and events

정보광고를 통한 제품 및 서비스
홍보대행업
제품 및 서비스 관련 홍보 및
판촉업
제품 전시 조직 및 수행업

윈도우진열장식업

window display arrangement
services

제품 판매 관련 광고업

음악콘서트 홍보업
의료계 사안 관련 공공인식
제고용 광고업
의료기계기구 체험 후원 및
판매촉진업

promotion of musical concerts

advertising services relating to the
sale of goods

advertising services to promote
public awareness of medical issues

제품 판촉업
제품 홍보용 광고업

product merchandising

promoting services for med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and
experiences thereof, through
sponsoring arrangements

조명분야 전문가대상 에너지
효율적 조명 기술 이점 홍보업

promoting the benefits of energy
efficient lighting technologies to
professionals in the lighting field

의약품 및 생체영상제품 광고업

advertising relating to pharmaceutical
products and in-vivo imaging products

주식 및 기타 유가증권중개판
촉용 광고업

이동전화 네트워크를 통한
광고업
인쇄물 배포 및 홍보 경연대회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의 판촉대
행업

advertising via mobile telephone
networks

advertising services for promoting
the brokerage of stocks and other
securities

직원 채용 광고업

advertising for the recruitment of
personnel

질병 관련 공공인식 제고용 광고업

advertising services to promote
public awareness of medical
conditions

채용 광고업

advertising for recruitment purposes

체내 영상장치 관련 광고업

advertising services relating to in
vivo imaging apparatus

체내 영상제품 관련 광고업

advertising services relating to in
vivo imaging products

충성도 보상 카드전략을 통한
제품 및 서비스 홍보대행업

promoting the goods and services of
others by means of a loyalty rewards
card scheme

커피에 관한 온라인 판촉대행업

on-line sales promotion for coffee

컴퓨터 통신네트워크를 통한
온라인 광고업

online advertising via a computer
communications network

marketing services by internet

컴퓨터네트워크 및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홍보업

on-line promotion of computer
networks and websites

advertising automobiles for sale by
means of the Internet

컴퓨터네트워크상의 온라인
광고업

online advertising on a computer
network

promoting the goods and services of
others on the Internet

쿠폰 배포를 통한 제품 및 서비스
홍보대행업

promoting the goods and services of
others by distributing coupons

인쇄물을 통한 제품 및 서비스
판촉대행업
인터넷 광고업
인터넷상의 기업 및 제품 및
서비스 전시업
인터넷웹사이트상의 광고를
통한 제품 및 서비스 판촉대행업
인터넷을 이용한 판촉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광고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광고업
인터넷을 통한 마케팅서비스업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판매
광고업
인터넷을 통한 제품 및 서비스
판촉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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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sation of promotions using
audiovisual media

전자통신망을 통한 온라인광고
전송 광고업

advertising for motion picture films
advertising of cinemas
arranging of advertising in cinemas
promoting a series of films for others
on-line advertising
publicity and sales promotion
relating to goods and services
available on-line

promoting the sale of goods and
services of others through the
distribution of printed material and
promotional contests
promoting the sale of goods and
services of others through printed
material
advertising on the internet for others
presentation of companies and their
goods and services on the Internet
promoting the goods and services of
others through advertisements on
Internet websites
sales promotion via internet
advertising for others on the Internet
advertising via the Internet

정기간행물/브로슈어 및
신문광고업
정기간행물/신문 및 잡지내
의 광고공간 제공업

provision of advertising space in
periodicals, newspapers and
magazines
promoting the goods and services of
others through infomercials
publicity and sales promotion
relating to goods and services
organisation and conducting of
product presentations

advertising services for the
promotion of goods

35류 S0101
쿠폰광고기획업
쿠폰제공을 통한 판촉대행업
클릭당 과금 광고업
택시 탑 광고업
텔레비전 광고 제작업
텔레비전 광고업
텔레비전/라디오 또는 우편
으로 제공되는 광고 및 홍보업
텔레쇼핑프로그램 제작업
특권사용자카드를 통한 판촉
대행업
특별 행사 홍보업
특별회원카드 배포 및 관리를
통한 판촉대행업

planning services for advertising by
distributing coupons
sales promotion through the
provision of coupons
pay per click advertising
taxi top advertising
production of television
commercials
television advertising
advertising and publicity services
provided via television, radio or mail
production of teleshopping programs
sales promotion for others by means
of privileged user cards
promotion of special events
sales promotion for others provided
through the distribution and the
administration of privileged user
cards

광고 및 판촉 및 관련상담업
광고 준비 및 배치대행업
광고 콘셉트 개발 분야 상담업
광고 콘셉트 개발업
광고기획업
광고목적의 상품배포업

advertising and promotion services
and related consulting
preparing and placing
advertisements for others
consulting services in the field of
development of advertising concepts
development of advertising concepts
advertising planning

광고목적의 인쇄물 출판업
광고문 작성업
광고문 출판업
광고물 또는 광고의 제작 이후
편집업
광고물 온라인출판업

distribution of products for
advertising purposes
publication of printed matter for
advertising purposes
writing of publicity texts
publication of publicity texts
post-production editing of
advertising or commercials
publication of publicity materials
on-line

광고물 작성대행업

preparation of advertisements for
others

광고물 작성업

preparation of advertising material

광고물 제작 및 업데이팅업

creating and updating advertising
material

판매 및 홍보용 인센티브전략
조직/운영 및 감독업

organization, operation and
supervision of sales and promotional
incentive schemes

판매/구매 시점 판촉대행업

sales promotions at point of
purchase or sale, for others

광고물 제작업

production of advertising materials

판매전시대행업

sales demonstration for others

광고물 출판 및 업데이팅업

판매촉진업

sales promotion services

issuing and updating of advertising
texts

판촉대행업

sales promotion for others

광고물 출판업

publication of publicity materials

판촉업

merchandising services

광고물 편집/제작 및 보급업

할인카드프로그램을 통한 제품
및 서비스 홍보대행업

promoting the goods and services of
others through discount card
programs

compilation,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advertising matter
film directing of advertising films

향료 관련 광고업

advertising services relating to
perfumery

홍보 관련 상담업

consultancy relating to public
relations

홍보 광고업

promotional advertising services

홍보대행업

publicity agency services

홍보상담업

public relations consultancy

광고영화 연출업
광고영화 제작업
광고자료제공업
광고정보제공업
광고카피업
라디오 광고 제작업
미디어 및 광고 플랜과 콘셉트
작성 및 실현업

홍보용 견본배포업

distribution of samples for publicity
purposes

상업적 또는 광고목적의 정보
색인 편집업

compiling indexes of information for
commercial or advertising purposes

홍보행사를 통한 제품 및 서비스
판촉대행업

promoting the sale of goods and
services of others through
promotional events

인터넷 웹페이지상의 광고
편집업

compilation of advertisements for
use as web pages on the Internet

화장품 관련 광고업

advertising services relating to
cosmetics

전자 형태의 광고목적의 인쇄물
출판업

publication of printed matter for
advertising purposes in electronic
form

환경문제 관련 공공인식 제고
용 광고업

advertising services to promote
public awareness of environmental
matters

텔레비전 및 라디오광고 제작업

production of radio and television
commercials

해설식광고 제작업

production of infomercials

환경문제 및 계획의 공공인식
제고용 광고업

advertising services to promote
public awareness of environmental
issues and initiatives

홍보 및 판촉자료 작성대행업

preparation of promotional and
merchandising material for others

휴대전화 네트워크를 통한 광고업

advertisement via mobile phone
networks

홍보 커뮤니케이션 전략상담업

consultancy regarding public
relations communication strategies

홍보물 업데이트업
화학제품 마케팅에 관한 상담업

updating advertising material

3. 광고물작성업 (예시)
광고 관련 상담업
광고 또는 홍보목적의 광고문안
작성업
광고 문안 작성업
광고 및 마케팅 상담업

consulting services relating to
publicity
copy writing for advertising or
promotional purposes

production of advertising films
providing publicity material
advertising information services
advertising copywriting
production of radio commercials
preparation and realization of media
and advertising plans and concepts

advice concerning chemical product
marketing

4. 옥외광고업 (예시)

copywriting

간판 광고업
광고목적의 인쇄물 전자출판업

advertising and marketing
consultancy

광고상담업

advertising on signboards
electronic publication of printed
matter for advertising purposes
advertising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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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氣球)를 이용한 광고업

advertising services by means of
balloon displays

철도 광고면 임대업

벽보 부착업
옥외 광고업
옥외광고 준비 및 배치대행업

bill sticking

통신매체상의 광고시간 임대업

전자광고판을 이용한 광고업

electronic billboard advertising

outdoor advertising
preparing and placing outdoor
advertisements for others

5. 광고공간 및 장비의 임대업 (예시)

홍보 및 마케팅 프레젠테이션
자료 임대업
홍보 및 마케팅자료 임대업
홍보물 대여업
홍보물 제공 및 임대업

고용 광고용 인터넷상의 광고
공간 임대업
광고 및 마케팅 프리젠테이션
자료 임대업
광고게시판 임대업
광고공간 및 광고물 임대업

rental of advertising space on the
Internet for employment advertising

rental of advertisement space and
advertising material

광고 목적의 정기간행물 배포업

광고공간 및 외부광고공간 제공
및 임대업

provision and rental of advertising
space and outdoor advertising
space

광고 및 광고물(전단지/브로
슈어/인쇄물 및 견본) 배포업

광고공간 및 홍보물 제공 및 임대업

provision and rental of advertising
space and publicity material
provision and rental of advertising
space
provision of advertising space

광고 및 상업적 홍보물 배포업

광고공간 제공 및 임대업
광고공간제공업
광고목적의 간판 임대업
광고시간 및 공간 임대 관련 중개업
광고장비 임대업
광고장소 임대업
광고탑에 의한 광고업
광고판 임대업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 상의
광고 공간제공업
마케팅 자료 임대업
상품 및 서비스광고를 위한
웹사이트공간 제공업
샌드위치 광고판을 이용한
광고업
신문의 광고공간제공업
영화관 광고시간 임대업
온라인 광고공간 임대업
외부광고공간 제공 및 임대업

rental of all publicity and marketing
presentation materials
advertisement hoarding rental

rental of signs for advertising
purposes
intermediary services relating to the
rental of advertising time and space
rental of advertising equipment
rental of advertising space

광고목적의 정기간행물 및
견본 배포업
광고목적의 제품배포업

광고물 배포업
광고물 온라인 배포업

provision of space on websites for
advertising goods and services

provision and rental of publicity
material

광고물(전단/안내서/인쇄물/
견본) 배포업

distribution of advertising mail and of
advertising supplements attached to
regular editions
distribution of prospectuses for
advertising purposes
dissemination of advertisements
and of advertising material [flyers,
brochures, leaflets and samples]
distribution of advertisements and
commercial announcements
dissemination of advertisements
dissemination of advertising,
marketing and publicity materials
handbill distribution for advertising
purposes
distribution of prospectuses and
samples for advertising purposes
distribution of goods for advertising
purposes
dissemination of advertising and
promotional materials
distribution of advertising materials
dissemination of advertising matter
on-line
distribution and dissemination of
advertising materials [leaflets,
prospectuses, printed material,
samples]
distribution of samples for
advertising purposes

advertising services by means of
sandwich board

광고용 견본배포업

provision of advertising space in
newspapers
rental of advertising time in cinemas

광고용 전단지/브로슈어/
인쇄물 및 상품 견본 배포업

distribution of flyers, brochures,
printed matter and samples for
advertising purposes

광고자료 거리보급업

street dissemination of advertising
materials

광고자료(전단지/소책자 및
인쇄물) 배포업

dissemination of advertising
material [leaflets, brochure and
printed matter]

광고전단지 배포업
광고지배포업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광고 제작
및 배급업
상품견본배포업
온라인 전자커뮤니케이션네
트워크를 통한 광고물 배포
대행업
온라인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광고물배포업
우편에 의한 광고물배포업

distribution of advertising flyers

인터넷 온라인 통신망을 통한
광고배포업

dissemination of advertising for
others via an on-line communications
network on the internet

rental of advertising space on-line
provision and rental of outdoor
advertising space
rental of advertising space on
websites

인터넷상의 광고공간 대여업

rental of advertising space on the
Internet

인터넷상의 광고공간 임대 및
제공업

provision and rental of advertising
space on the Internet

인터넷상의 광고장소 임대제공업

providing and rental of advertising
space on the internet

잡지의 광고공간 제공업

provision of advertising space in
magazines

전자매체상의 광고공간제공업

provision of advertising space on
electronic media

정기간행물/신문 및 잡지내
광고공간 제공업

providing advertising space in
periodicals, newspapers and
magazines

정기간행물의 광고공간 제공업

provision of advertising space in
periodicals

유사상품 심사기준

광고 배포업
광고/마케팅 및 홍보 자료
배포업
광고목적의 광고지배포업

rental of billboards

웹사이트상의 광고공간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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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메일 및 정기간행 광고물
배포업

광고물 및 판촉물 배포업

rental of marketing materials

rental of publicity and marketing
materials
publicity material rental

6. 광고물 배포업 (예시)

advertising tower services
provision of advertising space on a
global computer network

leasing of advertising space on
railway properties
rental of advertising time on
communication media
rental of publicity and marketing
presentation materials

handbill distributio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radio
and television commercials
sample distribution
dissemination of advertising for
others via an on-line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
dissemination of advertising via
on-line communications networks
dissemination of advertising matter
by mail

35류 S0101
인터넷을 통한 광고물배포업
인터넷을 통한 광고배포업

dissemination of advertising via the
Internet
dissemination of advertising for
others via the internet

7. 상업적 또는 광고목적의 행사조직업 (예시)
게임 후원 및 흥행촉진업
경제적 또는 광고목적의 무역
박람회/전시회 및 전시회 계획
및 진행업

promotion of products and services
of third parties through sponsoring
arrangements relating to game
planning and conducting of trade
fairs, exhibitions and presentations
for economic or advertising
purposes

골프경기 후원 및 흥행촉진업

promotion of products and services
of third parties through sponsoring
arrangements relating to golf
competitions

광고목적의 무역박람회조직업

organization of trade fairs for
advertising purposes

광고목적의 전시회조직업

organization of exhibitions for
advertising purposes
organization of advertising events

광고행사조직업
라디오 오락 흥행촉진업
마케팅 행사 준비 및 진행업
모바일 게임경기 후원 및 흥행
촉진업
무역박람회조직업
무역쇼 홍보 및 진행업
사업 또는 판촉목적의 전시회
및 무역박람회 조직업
사업 및 광고목적의 박람회 및
전시회 준비 및 진행업
상업 및 광고목적의 무역쇼 및
무역박람회 진행/준비 및
조직업
상업/판촉 및 광고목적의
이벤트/전시회/박람회 및 쇼
조직업
상업적 또는 광고 목적의 무역
박람회 준비 및 진행업
상업적 또는 광고 목적의 예술
전시회 조직업
상업적 또는 광고 목적의 예술
전시회 준비 및 진행업
상업적 또는 광고 목적의 전시회
및 이벤트조직업
상업적 또는 광고목적의 꽃 및
식물전시회 조직업
상업적 또는 광고목적의 무역
박람회/행사 및 전시회 조직
및 진행업
상업적 또는 광고목적의 무역
박람회와 전시회조직업
상업적 또는 광고목적의 무역쇼
및 박람회 진행/알선 및 조직업

promoting services for radio
entertainment
arranging and conducting of
marketing events
promotion of products and services
of third parties through sponsoring
arrangements relating to mobile
game competitions
organization of trade fairs
promoting and conducting of trade
shows
organisation of exhibitions and trade
fairs for business and promotional
purposes
arranging and conducting of fairs
and exhibitions for business and
advertising purposes
conducting, arranging and
organizing trade shows and trade
fairs for commercial and advertising
purposes
organization of events, exhibitions,
fairs and shows for commercial,
promotional and advertising
purposes
arranging and conducting of trade
fairs for commercial or advertising
purposes
organization of art exhibitions for
commercial or advertising purposes
arranging and conducting of art
exhibitions for commercial or
advertising purposes
organisation of exhibitions and
events for commercial or advertising
purposes
organization of exhibitions of flowers
and plants for commercial or
advertising purposes
organizing and conducting trade
fairs, events and exhibitions for
commercial or advertising purposes
organization of fairs and exhibitions
for commercial and advertising
purposes
conducting, arranging and
organising trade shows and trade
fairs for commercial and advertising
purposes

상업적 또는 광고목적의 사용자
등급제공업
상업적 또는 광고목적의 사용자
리뷰제공업

providing user rankings for
commercial or advertising purposes

상업적 또는 광고목적의 사용자
순위제공업

providing user ratings for
commercial or advertising purposes

상업적 또는 광고목적의 전시회
및 무역박람회 조직업

organization of exhibitions and trade
fairs for commercial or advertising
purposes

상업적 또는 광고목적의 전시회
조직업

organization of exhibitions for
commercial or advertising purposes

상업적 또는 광고목적의 행사
조직업

consultancy of events for
commercial and promotional
purposes

상업적 또는 홍보목적의 전시회
및 행사 조직업

organization of exhibitions and
events for commercial or advertising
purposes

상업적 목적의 꽃 전시회 조직업

organizing flower exhibitions for
commercial purposes

상업적 목적의 무역박람회조직업

organization of trade fairs for
commercial purposes

상업적 목적의 전시회조직업

organizing exhibitions for
commercial purposes

상업적 목적의 패션쇼 전시회업

fashion show exhibitions for
commercial purposes

상업적 목적의 패션쇼 조직업

organisation of fashion shows for
commercial purposes

상업적 전시회 준비 및 진행업

arranging and conducting of
commercial exhibitions

상업적/홍보목적/광고목적의
이벤트 조직업

organisation of events for
commercial/promotional and
publicity purposes

상업적/홍보목적/광고목적의
전시회 조직업

organisation of exhibitions for
commercial/promotional and
publicity purposes

상업적/홍보목적/광고목적의
패션쇼 조직업

organisation of fashion shows for
commercial/promotional and
publicity purposes

스포츠 후원 및 흥행촉진업

promotion of products and services
of third parties through sponsoring
arrangements relating to sports
events

야구경기 흥행촉진업

promoting services for baseball
game

야구경기후원업

sponsoring services for baseball
game

오락 흥행촉진업

sponsoring and promoting services
for amusement

전통무예 경기 후원 및 흥행촉
진업

promotion of products and services
of third parties through sponsoring
arrangements relating to traditional
martial arts competitions

제품 프리젠테이션 조직 및 진행업

organization and conducting of
product presentations

판매촉진 목적의 패션쇼 조직업

organization of fashion parades for
sales promotion purposes

홍보 및 마케팅행사 준비 및
진행업

arranging and conducting of
promotional and marketing events

홍보목적의 패션쇼 개최업

arranging of fashion shows for
promotional purposes

홍보목적의 패션쇼 조직업

organization of fashion shows for
promotional purposes

홍보행사 준비 및 진행업

arranging and conducting of
promotional events

providing user reviews for
commercial or advertising purposes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729

35류 S120401

[제35류/S120401] 회계업, 세무대리업
서비스업의 범위
◦ 회계업, 세무대리업, 관세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비용가격분석업(제35류/S123101)
- 주식시세평가업(제36류/S0201)
- 재무가치평가업, 재무관리업, 재무상담업, 입목(立木) 재무평가업, 모
직물재무평가업(제36류/S120401)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경리업
경영회계업
기업회계감사업
매출계정관리업
미수금 관련 회계업
법정회계업
비용회계대행업
비용회계업
세금 대리 및 세금 신고 관련
정보제공업

book-keeping
administrative accounting
business auditing
management of sales accounts
accountancy services relating to
accounts receivable
forensic accounting

재무감사업
재무표 감사업
재무표 작성 및 분석업

financial auditing

재무표 작성업

drawing up of statements of
accounts

전자자금 이체 경리업

book-keeping for electronic funds
transfer

컴퓨터화된 회계업

computerized accounting services

헬스케어 원가관리업

health care cost management

회계 관련 관리/청구서 작성
및 조정대행업

administration, billing and
reconciliation of accounts on behalf
of others

회계 관련 상담 및 정보업

consulting and information
concerning accounting

회계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업

consultancy and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accounting

회계 자문업
회계감사업
회계대행업
회계상담업
회계업

accounting advisory services
accounting for third parties
accounting consultancy
accounting services

auditing utility rates for others
cost accounting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ax
preparation and tax filing services

[제35류/S120501, G1004] 의료용 위생제 도매업,
소독제 소매업

preparation of documents relating to
taxation

세무 관련 회계상담업

accounting consultancy relating to
taxation

세무 관련 회계자문업

accountancy advice relating to
taxation

세무 대리 및 상담업

tax preparation and consultancy
services

세무 대리 자문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ax
preparation

세무 환급 준비 관련 회계자문업

accountancy advice relating to the
preparation of tax returns

세무 환급 준비업

preparation of tax returns

세무대리 회계자문업

accountancy advice relating to tax
preparation

세무대리업
세무상담업
세무서류 작성업
세무신고서비스업
세무신고절차대행업

tax preparation

소독제 소매업

tax consultations

의료용 위생제 도매업

세무자문업
세무전략 관련 상담업

tax advisory services

세무전략 관련 회계업

accounting services relating to tax
planning

세무회계업
소득세 세무대리업
소득세 환급 준비업
원가관리 회계업
원가관리업
인수합병용 회계업

tax auditing

유사상품 심사기준

financial statement preparation and
analysis for businesses

account auditing

세무 관련 문서 준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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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ting of financial statements

서비스업의 범위
◦ 의료용 위생제 도매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약제연구업, 의학연구업(제42류/S120505)
- 약국업, 약조제자문업(제44류/S120501)
- 치과 서비스업, 치과보조업, 치의료상담업(제44류/S120502)
- 내과업, 외과업, 안과업, 한의원업(제44류/S120503)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disinfectants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sanitary preparations for medical
use

tax document preparation
tax filing services
tax declaration procedure services
for others

[제35류/S120501, G1004, G1009] 건강기능식품 도매업

consultancy relating to tax
accounting

income tax preparation
preparation of income tax returns
cost management accounting
cost management
accounting services for mergers and
acquisitions

서비스업의 범위
◦ 건강기능식품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
구매대행업 등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치료용 건강기능식품 도매업
식이보충제용 건강기능식품
도매업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nutraceuticals for therapeutic purposes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nutraceuticals for use as dietary
supplements

35류 S123101
난(卵)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
기능식품 도매업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health functional food mainly based
on egg

치료용 또는 의료용 건강기능
식품 판매대행업

sales agency services for nutraceutical
preparations for therapeutic or medical
purposes

[제35류/S123101] 기업경영 및 조직상담업, 사업경영
자문업, 인사관리상담업, 기업정보
제공업, 상업정보제공업, 시장조사업,
호텔경영지원업
서비스업의 범위
◦ 기업경영 및 조직상담업, 사업경영자문업, 인사관리상담업, 기업
정보제공업, 상업정보제공업, 시장조사업, 호텔경영지원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
- 컴퓨터화된 사업정보 보관업(제42류/S123301, G390802)
- 컴퓨터 하드웨어 디자인업(제42류/S123302)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1. 경영보조업 (예시)
개품종 등록관리업
거래계약알선업
건강관리 클리닉 경영관리대행업

maintaining a registry of dog breeds
arranging of contractual
(trade)services with third parties
management of health care clinics
for others

건강보험지불 관련 계약협상업

negotiation of contracts with health
care payors

건축프로젝트의 사업프로젝
트 관리업
경영진 및 리더십 개발 분야의
사업관리상담업

business project management
services for construction projects

경제예측 및 분석업
경제예측업
계약매매알선업
계약협상으로 구성된 저작권
대리점업
고객관계관리업
곡물시장 분석업
공항 사업관리업
광고 관련 사업자문업
교육기관용 강의 관련 관리업

business management consultancy
in the field of executive and
leadership development
economic forecasting and analysis
prognosis on economical affairs
arranging of buying and selling
contracts for third parties
literary agency services consisting of
the negotiation of contracts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grain market analysis
business management of airports
business advice relating to advertising
providing academic course
administration services for
academic institutions

기업 평판 관리 및 개선업

business reputation management
and improvement services

기업 프로세스 관리 상담업

consultancy relating to business
process management

기업 프로세스 관리업
기업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업

business process management

기업 프로젝트 관리업

business project management
services

기업 효율성 분야 자문업

providing advice in the field of
business efficiency

기업감독업
기업경영 계획업
기업경영 관련 자문업

business supervision

기업경영 및 기업상담업

business administration and
business consultancy services

기업경영 및 기업운영 관련 자문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business
management and business
operations

기업경영 및 조직상담업

business management and
organization consultancy

기업경영/ 상담 및 자문업

business management consultancy
and advisory services
business management supervision

business management planning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business administration

기업경영감독업
기업경영보조업
기업경영상담업

business management assistance

기업경영업
기업경영에 관한 지원/자문
및 상담업
기업경영자문업
기업관리 및 경영업
기업관리 연구조사 온라인 수행업
기업관리자문업
기업관리지원업
기업네트워킹업
기업문제 관련 전문가 평가 및
보고서 작성업
기업분석 및 평가업
기업상담/경영/계획 및 감독업
기업상담업
기업승계 계획업

business management consultancy
services
business administration
assistance, advisory services and
consultancy with regard to business
management
business management advisory
business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conducting on-line business
management research surveys
business management consulting
corporate management assistance
business networking
preparation of expert evaluations
and reports relating to business
matters
analyses and appraisals of
enterprises
business consulting, management,
planning and supervision
business consultancy

기업연구조사업
기업용 아웃소싱행정관리업
기업운영사업지원업

극장 사업관리업

business management of theaters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판매촉진용 기업경영업

business administration services for
the processing of sales made on a
global computer network

기업위기관리업
기업위험관리상담업

기업 또는 상업적 목적의 통계
집계업
기업 위험관리 관련 자문업

compilation of statistics [for business
or commercial purposes]

기업 콘셉트 개발업

development of concepts for
business economy

기업을 위한 사업상담업
기업을 위한 사업정보업
기업의 사업관리업
기업의 조직 및 경영자문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business
risk management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business management succession
planning
business research and surveys
outsourced administrative
management for companies
operational business assistance to
enterprises
business risk management services
business risk management
consultancy
business consulting for enterprises
business information for enterprises
business management of companies
advice relating to the organisation
and management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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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미지 통합전략서비스업
기업이미지구축 상담업

corporate identity services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자문업
리드 육성 서비스업
리조트호텔 사업관리업

business advice relating to
restaurant franchising

기업이전 관련 경영서비스업

administrative services for the
relocation of businesses

기업이전 관련 상담업

consultancy relating to relocation
services for businesses

마케팅 관련 사업자문업
모델 사업관리업
무역 및 서비스회사 사업관리업

business advice relating to marketing

기업이전업
기업인수상담업
기업인수합병 상담업

business relocation services
business acquisition and merger
consultation

무역거래 및 상거래 계약알선업

기업전략상담업

consultancy services regarding
business strategies

arranging of trading transactions and
commercial contracts

무역거래 중개대행업

기업조직 관련 보조업

providing assistance in the field of
business organization

무역회사 조직 또는 관리상담업

기업조직 및 경영 관련 지원
및 자문업

assistance and advice regarding
business organization and
management

mediation of trade business for third
parties
consultancy regarding the
organization or managing of a trade
company
cost price analysis of logistics

기업조직 및 경영상담업

consulting services in business
organization and management

기업조직 및 관리 관련 보조
및 자문업

assistance and advice regarding
business organisation and
management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business organization and
management
business organizational
consultation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business organization
assistance, advisory services and
consultancy with regard to business
organization
business merger consultation

기업조직 및 관리 자문업
기업조직 상담업
기업조직 자문업
기업조직에 관한 지원/자문
및 상담업
기업합병상담업
기업활동경영지원업
기업회의 계획업
농업 분야 기업상담업
농업분야 사업상담업
다양한 전문가와 고객간 매칭
관련 사업중개업
데이터처리 관련 사업상담업
도매 아웃렛 사업관리업
도소매 아웃렛 사업관리업

corporate image development
consultation

business acquisitions consultation

assistance in management of
business activities
business meeting planning
business consultancy services in the
field of agriculture
business consulting services in the
agriculture field
business intermediary services
relating to the matching of various
professionals with clients
business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data processing
business management of wholesale
outlets
business management of wholesale
and retail outlets

동물 품종등록 관리업

maintaining a registry of animal
breeds

디지털 변환용 사업상담서비스업

business consulting services for
digital transformation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시청률
조사업
랩톱 관련 소비자 제품 자문업

audience rating determination for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s

레스토랑 경영대행업
레스토랑 사업관리업

restaurant management for others

레스토랑 운영 관련 사업관리
보조업
레스토랑 창업 및 운영 관련
사업관리보조업

business management assistance in
the operation of restau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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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ing consumer product advice
relating to laptops
business management of
restaurants

business management assistance i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restaurants

물류 비용 가격분석업
물류 사업관리대행업
물류망분석 및 모조품검사
관련 사업상담업
배우 사업관리업
법률문서 관리 관련 관리업
병원 경영시스템 개발업
병원 사업관리업
병원 행정관리업

lead generation services
business management of resort
hotels
business management of models
business management for a trade
company and for a service company

business management of logistics
for others
business consultancy in connection
with logistic chain analysis and
counterfeit detection
business management of actors
administrative services relating to
the management of legal dockets
development of hospital
management systems
business management of hospitals
administrative management of
hospitals

병원경영업
병원입원 관련 관리업

hospital management

보험 관련 관리업

administrative services relating to
insurance

보험사 알선 관련 관리업

administrative services relating to
referrals for insurance agents

보험청구 관리처리업

administrative processing of
insurance claims

보험청구 처리 관련 관리업

administrative services relating to
insurance claims processing

브랜드 관리업
브랜드 제작업

brand management

브랜드상담업

brand consultancy

브랜드적응업

brand orientation

브랜드전략업

brand strategy services

브랜드평가업

brand evaluation services

브랜드포지셔닝업

brand positioning services

비용 가격 분석업

cost price analysis

비용/이윤 분석을 포함한
산업경영상담업
비용가격평가업
비용절감업
사무관리업
사업 개발업
사업 및 경영상담업

industrial management consultation
including cost/yield analyses

사업 보고서 작성에 관한 상담업
사업 보고서 작성에 관한 자문업

administrative services relating to
hospital referrals

brand creation

cost assessment services
cost containment
office administration
business development services
business and management
consultancy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preparing business reports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preparing busines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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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보고서 준비업
사업 수익성 연구 준비업
사업 연구 및 분석업
사업 위험관리업
사업 조사/평가/전문감정/
정보제공 및 연구업
사업 조직 및 관리 관련 자문업
사업 프로세스 관리 및 상담업
사업경영 및 계획지원업
사업경영업
사업경영에 관한 상업지원업
사업경영자문업
사업계약 협상대행업
사업계획 관련 상담업
사업계획 관련 자문업
사업계획 및 사업지속성 상담업
사업계획업
사업계획에 관한 지원/자문
및 상담업
사업관련 전문가 평가 및 보고
서 작성업
사업관리 관련 상담 및 자문업
사업관리 목적의 벤치마킹업
사업관리 및 경영업
사업관리 및 계획 보조업
사업관리 및 기업조직상담업
사업관리 및 상담업
사업관리 및 자문업
사업관리 및 조직 관련 보조
및 상담업

preparation of business reports
preparation of business profitability
studies
business enquiries and analysis
services
business risk management
business investigations,
evaluations, expert appraisals,
information and research
providing advice relating to the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businesses
business process management and
consultancy relating thereto
assistance with business
management and planning
administration of business affairs
commercial assistance in business
management
advisory services for business
management
negotiation of business contracts for
others
consultancy relating to business
planning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business planning
business planning and business
continuity consultancy
business planning

사업목적의 조직업

organizational services for business
purposes

사업문제에 관한 기업평가업

business appraisals and evaluations
in business matters

사업보고서 작성업
사업보조업
사업분석 관련 상담업

preparing business reports

사업분석 관련 자문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business analysis
assistance, advisory services and
consultancy with regard to business
analysis
business consultancy and advisory
services
business consultation services

business assistance
consultancy relating to business
analysis

사업분석에 관한 지원/자문
및 상담업
사업상담 및 자문업
사업상담서비스업
사업상담업
사업성과 분석업
사업승계 계획업
사업연구 및 조사 수행업
사업연구 및 조사업

business consultation
analysis of business performances
business succession planning
conducting business research and
surveys
business enquiries and
investigations

사업연구상담업
사업연구업
사업위험 평가서비스업
사업의 보조/관리 및 경영업

business research consultancy

사업자문 및 상담업
사업자문업
사업전략 개발업

business advice and consultancy

consultancy and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business management
benchmarking services for business
management purposes
business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providing assistance in the field of
business management and planning
business management and
enterprise organization consultancy
business management and
consultancy services
business management and advice

사업전략 계획업
사업전략 기획서비스업

business strategic planning

사업전략 분야 상담 및 자문업

consultancy and advisory services in
the field of business strategy

사업전략 상담업

consultancy relating to business
strategy

사업조사 보고서 작성업

preparation of business inquirie
reports

사업조사 분석업

analysis of business inquiries

사업조사업

business investigations

사업조사연구업

business inquiries research

assistance and consultancy relating
to business management and
organization

사업조사평가업

appraisals of business inquiries

사업조직업 및 경영상담업

business organization and
management consulting

assistance, advisory services and
consultancy with regard to business
planning
expert evaluations and reports
relating to business matters

business research
business risk assessment services
business assistance, management
and administrative services
business advice
business strategy development
services
business strategic planning services

사업관리 및 조직 상담업

consultancy relating to business
management and organization

사업조직에 관한 자문업

사업관리 분야 보조업

providing assistance in the field of
business management

advisory services for business
organization

사업중개 및 자문업

사업관리 자문 및 보조업

business management advice and
assistance
business management

business intermediary and advisory
services

사업타당성 조사업

business feasibility studies

사업평가상담업

consultancy relating to business
appraisals

사업평가업

business appraisals

사업프로젝트관리업

business project management

business data analysis services

사업활동관리 보조업

arranging of presentations for
business purposes

providing assistance in the
management of business activities

사업효율자문업

business efficiency advice

사회공헌활동 관련 사업 계획업

business planning relating to
corporate philantrophy

사업관리업
사업기록관리업
사업능률향상에 관한 전문가
조언업
사업데이터 분석업
사업목적용 프레젠테이션
준비업
사업목적의 성격테스트업

business records management
business efficiency expert services

personality testing for business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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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 관련 사업조사업

business inquiries relating to
corporate philantrophy

산업 또는 상업기업 사업경영
지원업

assistance to industrial or commercial
enterprises in the running of their
business
business management assistance
for industrial or commercial
companies
help in the management of business
affairs or commercial functions of an
industrial or commercial enterprise
providing assistance in the
management of industrial or
commercial enterprises
industrial management assistance

산업 또는 상업기업경영지원업
산업 또는 상업기업의 사업 또는
상업기능에 관한 경영보조업
산업 또는 상업적 기업 관리
보조업
산업경영지원업
산업관리 상담업
상거래 관련 정보제공 및 자문업
상거래 협상 및 체결대행업
상거래협상 수행 및 준비용
자문서비스업

industrial management consultancy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e-commerce
negotiation and conclusion of
commercial transactions for third
parties
advisory services for preparing and
carrying out commercial
transactions

상업 관리업

commercial business management

상업 또는 산업경영지원업

commercial or industrial
management assistance

상업 보고서 작성업
상업거래 협상 및 합의대행업

preparation of commercial reports

상업거래알선 및 체결대행업

arranging and concluding
commercial transactions for others

상업경영지원업

commercial management
assistance

상업기업 관리 및 경영지원업

management and operation
assistance to commercial businesses

상업기업관리업

commercial business management
services

상업문제 관련 평가업

evaluations relating to commercial
matters

상업상담업

commercial consultancy

상업적 거래 관련 자문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commercial transactions

상업적 거래의 중개 및 체결대행업

mediation and conclusion of
commercial transactions for others

상업적 로비서비스업
상업적 목적의 자료제공업
상업적 중개업

commercial intermediation services

상업판매 관련 정보제공업

provision of information concerning
commercial sales

상점 경영지원업

business management for shops

상품 매매 계약의 대행업

procurement of contracts for the
purchase and sale of goods and

상품 매매 계약체결 알선업

procuring of contracts for the
purchase and sale of goods

상품 및 서비스 매매를 위한
사업중개업

negotiation and settlement of
commercial transactions for third
parties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자 및
판매자용 온라인 시장제공업

provision of an online marketplace
for buyers and sellers of goods and
services

상품 및 서비스의 상업관리
대행업
상품가격평가업
상품매매 계약중개업

commercial management of goods
and services for third parties

상품매매에 관한 협상중개업
상품재고조사업
상환프로그램의 사업관리
대행업
생수 온라인 소매업 관련 사업
관리업
생활숙박시설경영대행업
생활숙박시설경영지원업
서비스 제공용 계약알선대행업
소매 아웃렛 사업관리업
소비자 구매습관 분석 관련
자문업
소비자 제품 자문업
소프트웨어 관련 소비자 제품
자문업
수리 및 서비스 계약의 관리업
(상업적 서비스)
수송 및 배달분야 사업관리업
수영장 시설사업 관리업

cost assessment services of goods
mediation of contracts for purchase
and sale of products
mediation of agreements regarding
the sale and purchase of goods
inventorying merchandise
business management of
reimbursement programs for others
business management in relation to
on-line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water
living accommodations
management for others
living accommodations
management assistance
arranging of contracts, for others, for
the provision of services
business management of retail
outlets
providing advice relating to the
analysis of consumer buying habits
providing consumer product advice
providing consumer product advice
relating to software
contract administration of repair and
services (commercial services)
business management in the field of
transport and delivery
business management of swimming
pool complexes

수의학 사례 사업관리업

business management of veterinary
practices

스포츠선수 매니저업

business management of sports
people

시스템실행 및 시스템통합관련
상업지원업

commercial assistance relating to
system implementation and system
integration

시장 보고 및 연구업

market reports and studies

시장 보고서 작성 및 연구업

commercial lobbying services

market reports and studiescost price
analysis services

시장 인텔리전스 서비스업

market intelligence services

data provision for commercial
purposes

시장평가서비스업

market assessment services

신상품에 관한 마케팅 활동 및
발매 관련 사업상담 및 관리업

business consultation and
management regarding marketing
activities and launching of new
products

신상품에 관한 마케팅 활동과
발매에 관한 사업관리업

business management regarding
marketing activities and launching of
new products

신상품에 관한 마케팅 활동과
발매에 관한 사업상담업

business intermediary services for
the sale and purchase of goods and
services

business consultation regarding
marketing activities and launching of
new products

신상품용 마케팅 활동 및 런칭
관련 사업상담 및 관리업

상품 및 서비스업 라이선싱의
상업적 관리업

commercial administration of the
licensing of the goods and services
of others

business consultancy and
management services regarding
marketing activities and launching of
new products

신용카드등록 관련 관리업

상품 및 서비스업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계획업

business planning for sales
promotion of goods and services

administrative services relating to
credit card registration

아웃소싱 계획업(사업보조)

outsourcing services [business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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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기반 관련 보험사 및
브로커 사업관리업
약제 재고품 관리용 약국 행정
보조업
에너지분야 회사업무 관리분야
지원 및 상담 서비스업
엔터테이너 사업관리업
엔터프라이즈용 사업상담 및
사업정보업
연구보조금 관리 및 운영업
연극대행사가 제공하는 사업
관리업
연예인대행서비스업(공연
예술가의 업무 관리업)
연예인매니저업
온라인 강의등록 관련 교육강의
관련 관리업
온라인 또는 인터넷을 통한
사업관리 및 기업경영 관련
정보제공/자문 및 상담업
온라인 상점을 통한 상업거래
알선대행업
운송 관련 기업경영업
운송 및 배달 분야 기업경영
상담업
운송 및 배달 분야 기업경영업
운송 및 배달 분야 사업관리업
운송 및 배달 분야 사업상담업
운송 및 배달분야 사업관리
상담업
운송문서제공대행업(관리업)
음악가 사업관리업
음악공연가 사업관리업
의료분야 위험관리 및 보험업계
및 전문가의 규정준수 관련
쌍방향 기록보존업
의료의뢰 관련 관리서비스업
인구통계관련 상담을 포함한
기업경영업
인력배치 관련 관리업
인사 관리 및 고용 상담업
인사 관리 지원업
인사 관리부서 대행업
인사 자문업
인사관리 관련 전문상담업

business management of insurance
agencies and brokers on an
outsourcing basis
providing administrative assistance
to pharmacies for managing drug
inventories
assistance and consultancy services
in the field of business management
of companies in the energy sector
business management of
entertainers
business consultancy and business
information services provided to
enterprises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of
research grants
business management services
provided by theatrical agencies

인사관리를 위한 적성검사업

talent agency services [business
management of performing artists]

인터넷상의 판매처리를 위한
기업관리업

management of performing artists

인터넷을 통한 기업경영상담업

providing academic course
administration services relating to
on-line course registration
information, advisory and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business management and
business administration provided
on-line or via the Internet
arranging commercial transactions,
for others, via on-line shops
business administration services in
the field of transportation
business management consultancy
in the field of transport and delivery
business administration in the field of
transport and delivery
business management in the field of
transport and delivery services
business consultancy, in the field of
transport and delivery
business management consultancy
in the field of transport and delivery
services
providing transportation
documentation for others
[administrative services]
business management of musicians
business management of musical
performers
interactive record-keeping services
for use in risk management and
regulatory compliance by insurers
and professionals in the medical field
administrative services for medical
referrals
company management, including
consultancy in demographic matters
administrative services relating to
the relocation of personnel
personnel management and
employment consultancy
personnel management assistance
serving as a human resources
department for others
human resources consultation
professional consultancy relating to
personnel management

인사관리를 포함한 기업조직
및 관리상담업
인사관리상담업
인사관리업
인사상담업
인수 및 합병 관련 상담업
인수 및 합병 상담업
인터넷 및 기타매체상의 사업
프레젠테이션업
인터넷상의 가공판매용 기업
경영업

인터넷을 통한 사업관리 상담업
임시사업관리업
입찰모임응답용 행정보조업
자선단체 봉사프로젝트 개발
및 조정업
작가 및 저자의 사업관리업
작업능률향상에 관한 전문가
조언업

aptitude tests for personnel
management
business organization and
management consultancy including
personnel management
personnel management consulting
personnel management
personnel consultancy
consultancy relating to mergers and
acquisitions
acquisition and merger consultation
presentation of companies on the
Internet and other media
business administration services for
processing sales made on the
internet
business administration services for
the processing of sales made on the
Internet
business management consultancy,
also via the Internet
business management consultancy
services provided via the Internet
interim business management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responding to calls for tenders
developing and coordinating
volunteer projects for charitable
organizations
business management of authors
and writers
efficiency experts

잠재적 개인 투자자와 자금이
필요한 기업가의 매칭 관련
사업중개업

business intermediary services
relating to the matching of potential
private investors with entrepreneurs
needing funding

재고관리업

inventory control

재해 계획 및 복구 관련 기업
상담업

business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disaster planning and
recovery

전략 계획 및 관리 프로젝트
분석/수행용 프로세스 개발업

development of processes for the
analysis and the implementation of
strategy plans and management
projects

전략/마케팅/생산/인사 및
소매판매 관련 사업관리상담업

business management consultancy
relating to strategy, marketing,
production, personnel and retail sale
matters

전략경영 계획업

strategic business planning

전문능력결정용 시험업

testing to determine professional
competency

전문사업상담업

professional business consulting

전문운동선수 사업관리업

business management of
professional athletes

전문적인 사업상담업
전문적인 사업연구업
전문직업능력평가사 등록관리업

professional business consultancy

전자재고관리업
전화번호부 보조서비스업
제안요청에 따른 행정보조업

professional business research
maintaining a registry of professional
vocational evaluators
electronic inventory management
services
telephone directory assistance
services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responding to requests for proposals
[RF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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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 및 공급업자용 부품
및 구성부품 재고관리업

inventory management of parts and
components for manufacturers and
suppliers

제품 구매 및 판매 관련 계약
협상업
제품 구매대행 관련 자문 및
상담업

negotiation of contracts relating to
the purchase and sale of goods

제품 및 서비스 구매 관련
상담업
제품 및 서비스 구매 및 판매
계약 알선대행업
제품 상업화 분야 보조업
제품 판매 관련 계약 알선대행업
제품 판매 및 구매용 계약알선
대행업
제품 판매 분야 사업중개 및
자문업
종업원 지주제도 관련 관리업

advisory and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the procurement of goods
for others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procurement of contracts for the
purchase and sale of goods and
services
providing assistance in the field of
product commercialization
procurement of contracts for others
relating to the sale of goods
arranging of contracts, for others, for
the buying and selling of goods
business intermediary and advisory
services in the field of product sales
administrative services relating to
employee stock plans

주차시설 사업관리업

business management of car
parking facilities

지속가능한 글로벌 사업솔루션
상담업

providing consultancy services in the
area of global sustainable business
solutions

직무능력 검사업

testing to determine employment
skills

직업능력결정용 시험업
직원 배치업
직원 복리후생제도 운영업

testing to determine job competency

직원 복지제도 운영업
직원 업무능력 및 기타 업무자질
검사용 업무분석업
직원 인센티브 보상프로그램
수행업
직원 재배치 관련 정보제공업
직원 재배치 관리 상담업
직원 재배치를 위한 적성검사업
직원 재배치업
직원 퇴직연금제도 운영업

staff placement services
administration of employee benefit
plans
administration of employee welfare
benefit plans
work analysis to determine worker
skill sets and other worker
requirements
conducting employee incentive
award program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employee relocation services
consultancy for management of
employee relocation
aptitude tests for employee relocation
employee relocation
administration of employee pension
plans

직원관리 분야 기업조직 및 관리
상담업

business organization and
management consultancy in the field
of personnel management

직원관리 상담 및 자문업

consultancy and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personnel management
career placement consulting
services
personality testing for the selection of
personnel

직원배치상담업
직원선별용 인성테스트업
직원의 요구 사항 평가업

evaluation of personnel
requirements

진로계획 상담업
진로계획업
창업지원 사업관리대행업

career planning consultancy

창업컨설팅업

business consulting services for
start-up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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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planning
providing business management
start-up support for other businesses

채용을 위한 심리검사업

psychological testing for the
selection of personnel

채용을 위한 정신측정검사업

psychometric testing for the
selection of personnel

출장 분야 사업관리상담업

business management consultancy
in the field of corporate travel
business management of
conference centers
computerized inventory management

컨퍼런스센터 사업관리업
컴퓨터화된 재고관리업
통신시스템을 통한 상업거래
협상 및 체결대행업
판매기법 및 판매프로그램
상담업
판매량 조사대행업
판매방법 및 기술 자문업
판매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업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관리업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자문 및
상담업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자문업
프랜차이즈 기업경영자문업
프랜차이즈 분야 사업관리
보조업
프랜차이즈 사업관리 보조업
프랜차이즈 설립 및 운영 관련
사업자문업
프랜차이즈 운영 관련 자문업
프랜차이즈계약 관점에서의
기업경영 및 제품상업화보조업
프랜차이즈계약 관점에서의
기업경영보조업

negotiation and conclusion of
commercial transactions for third
parties via telecommunication
systems
consulting in sales techniques and
sales programmes
sales volume tracking for others
providing advice relating to sales
methods and techniques
information about sales methods
business management services
relating to franchising
business advice and consultancy
relating to franchising
business advice relating to franchising
advice in the running of establishments
as franchises
business management assistance in
the field of franchising
providing assistance in the
management of franchised
businesses
business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ranchises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he
operation of franchises
providing assistance in the field of
business management and product
commercializ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a franchise contract
providing assistance in the field of
business management within the
framework of a franchise contract

프랜차이즈계약 관점에서의
제품상업화보조업

providing assistance in the field of
product commercializ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a franchise contract

프랜차이즈화된 상업회사
경영 관련 지원업
프랜차이징 관련 사업관리자
문업
프로운동선수 매니저업
프리랜서서비스제공자 사업
관리업
항공사 사업관리업

assistance in franchised commercial
business management

항공회사관리업

management of an airline company

해외무역정보제공 및 상담업

foreign trade information and
consultation

헬스케어 관련 기업경영업

business administration services in
the field of healthcare

헬스케어클리닉 경영관리업

administrative management of health
care clinics

헬스클럽 멤버쉽 관련 종업원
혜택계획 관리업

administration of employee benefit
plans concerning fitness club
memberships

business management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franchising
management of professional athletes
business management for freelance
service providers
business management of an airlin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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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기업경영업
호텔 보상프로그램 관리대행업
호텔 행정 및 경영 관련 상담업
호텔경영대행업
호텔경영지원업
호텔사업경영대행업
화장품 관련 소비자 제품 자문업
환자알선 관련 경영업
후원자 검색 관련 상담업
후원자탐색업

business administration of hotels
management of hotel incentive
programs for others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the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of
hotels
hotel management for others
administrative hotel management
business management of hotels for
others
providing consumer product advice
relating to cosmetics
administrative services relating to
the referral of patients
consultancy relating to sponsorship
search
sponsorship search

2. 상업정보제공업 (예시)
가격비교서비스업
경영지원/관리 및 정보제공업

price comparison services

경쟁정보서비스업
경제 또는 상업에 관한 통계정보
제공업
고객용 상업정보제공업

competitive intelligence services

고객충성도 관련 시장연구업

market research services regarding
customer loyalty

공급망관리업
광고 목적의 시장연구업

supply chain management services

광고 및 마케팅 관련 연구업

research services relating to
advertising and marketing

광고반응 분석 및 시장연구업

analysis of advertising response and
market research

광고조사업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리스트 정보제공업

advertising research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정보제공업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상업정보제공업
기업 관련 상업정보제공업
기업 및 경영 또는 기업관리에
관한 정보제공/자문 및 상담업
(온라인 또는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포함)
기업 및 시장연구조사업

business assistance, management
and information services
provison of statistical information
concerning economy or business
providing commercial information to
consumers

market research for advertising
purposes

providing business directory
information via a global computer
network
provision of business information via
global computer networks
providing commercial information
via a global computer network
providing commercial information
relating to companies
information, advisory and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business and
management or business
administration, including such
services provided on line or via the
internet
conducting business and market
research surveys

기업리스트 집계업
기업상담 및 정보제공업
기업상담/조사 또는 정보제공업
기업수익 분석업
기업을 위한 사업상담 및 사업
정보제공업
기업정보 집계 및 제공업
랩톱 관련 소비자 제품 정보제공업
마케팅 연구 및 시장분석 진행업
마케팅 연구 및 조사업
마케팅 연구수행업
마케팅/시장연구 및 시장분석업
마케팅전략연구업
무역정보제공업
브랜드 시험업
비용 편익 분석업
사업 또는 상업용 통계정보
제공업
사업 및 상업 보고서 및 정보
준비 및 집계업
사업 및 상업적 자문 및 정보
제공업
사업 및 시장조사업
사업 정보/뉴스 제공업
사업 통계 준비업
사업감정 평가준비업
사업관리 관련 데이터 및 정보
집계 및 분석업
사업관리 정보제공업
사업관리/행정 및 정보제공업
사업목적의 소비자 신용보고서
모니터링 및 변화 관련 위험
사항 제공업

compilation of business directories
business consulting and information
services
business consulting, inquiries or
information
business profit analysis
business consulting and business
information for enterprises
compilation and provision of
business information
providing consumer product
information relating to laptops
conducting marketing studies and
market analysis
marketing research and studies
conducting marketing studies
marketing, market research and
market analysis
investigations of marketing strategy
trade information
brand testing
cost-benefit analysis
providing statistical information for
business or commercial purposes
preparation and compilation of
business and commercial reports
and information
providing business and commercial
advice and information
business and marketing research
providing of business
information/news
preparation of business statistics
conducting of business appraisals
compilation and analysis of data and
information relating to business
management
provision of business management
information
business management,
administration and information
services
monitoring consumer credit reports
and providing an alert as to any
changes therein for business
purposes

사업목적의 통계분석 및 보고서
작성업

statistical analysis and reporting
services for business purposes

사업문제관련 정보제공업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business matters

사업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보
제공업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preparing business reports

사업보고서기록업

business record keeping services

기업 정보제공 및 연구업

business information and research
services

사업상담 및 사업정보제공업

기업 정보제공 및 조사업
기업 정보제공 및 평가업

business information and inquiries

business consulting and business
information services

사업에 관한 자문/조사 또는
정보제공업

business advice, inquiries or
information

사업위험평가업
사업자문 및 시장분석업

business risk assessment

기업 정보제공업
기업 통계 정보제공업
기업경영 관련 정보 및 데이터
수집분석업

business information services and
appraisals
providing business information
provision of business statistical
information
information and data compiling and
analyzing relating to business
management

사업자문 및 정보제공업
사업자문/상담 및 정보제공업

business advice and analysis of
markets
business advice and information
business advisory, consultancy and
informa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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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문업 및 상업정보제공업
사업정보 서비스업
사업정보관리업
사업정보제공 및 조사업
사업정보제공 및 평가업

business advice and commercial
information agency services
business information services
business information management
business information services and
research
business information and appraisal
services

사업정보제공업
사업정보평가업
사업조사 수행업
사업통계 및 상업정보 집계업

information in business matters

사업통계 및 상업정보편집업

compilation of business statistic and
commercial information

사업통계집계업
산업기계장비 직거래정보
제공업
산업기계정보제공업
상업 및 비즈니스 정보 제공업

compilation of business statistics

상업기업경영 관련 자문 및 정
보제공업
상업등기집계업
상업적 기업관리 관련 자문 및
정보제공업
상업적 목적의 소비자를 위한
상품 추천 제공업
상업적 및 사업적 연락처 정보
제공업
상업적 및 사업적 통계정보
제공업
상업적 사업 관련 사업관리 및
운영지원 제공업
상업적 정보 집계업
상업적 판매 관련 정보제공업
상업정보 및 상품판매정보
제공업
상업정보대행업
상업정보대행업(마케팅 또는
인구통계 데이터 기업정보
제공업)
상업정보수집업
상업정보제공업
상품 및 서비스선택 관련 소비자를
위한 상업정보 및 상담제공업
상품의 가격/판매점에 관한
정보제공업
상품의 판매를 위한 정보제공업
소비자 제품 정보제공업
소비자 제품 추천업
소비자연구조사업
소셜미디어분야에서의 사업
정보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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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for business information
conducting of business surveys
compilation of business statistics
and commercial information

provision of direct dealing information
of industrial machines and apparatus
provision of industrial machines

소프트웨어 관련 소비자 제품
정보제공업
수명주기 원가계산업
시세조작 관련 연구 및 분석업
시장 보고서 및 조사 준비업
시장 분석 및 연구업
시장 분석 보고서 작성업
시장 분석업
시장 연구조사 수행업
시장분할상담업
시장여론조사연구업
시장연구 및 시장연구분석업
시장연구업
시장연구용 인터뷰업

commercial and business
information agencies
advice and information concerning
commercial business management

시장연구정보검색업

compilation of commercial registers

시장조사 데이터 및 통계 분석업

providing advice and information
relating to commercial business
management
providing recommendations of
goods to consumers for commercial
purposes
providing commercial and business
contact information
provison of statistical information
concerning business and commerce
providing business management
and operational assistance to
commercial businesses
compilation of commercial information
providing information concerning
commercial sales
provision of product sales information
and commercial information
commercial information agency
commercial information agencies
(provides business information, e.g.,
marketing or demographic data)
collection of commercial information
commercial information agency
services
providing commercial information
and advice for consumers in the
choice of products and services
providing of product information
including cost and shop information
providing information for other sales
of goods
providing consumer product
information
providing consumer product
recommendations
consumer research
providing business information in the
field of social media

시장연구정보수집업

시장조사 데이터의 분석업
시장조사 데이터의 해석업
시장조사 및 사업분석업

providing consumer product
information relating to software
life-cycle costing
research and analysis in the field of
market manipulation
preparation of market reports and
studies
market analysis and research services
preparation of market analysis
reports
market analysis
conducting of market research
surveys
market segmentation consultation
market opinion polling studies
market study and analysis of market
studies
market studies
interviewing for market research
purposes
market research data retrieval
services
market research data collection
services
analysis of market research data and
statistics
analysis of market research data
interpretation of market research
data
market research and business
analyses

시장조사 분석업

analysis of market studies

시장조사 수행업

conducting of market surveys

시장조사 연구업

market research studies

시장조사 정보제공업

provision of market research
information

시장조사 통계 분석업

analysis of market research statistics

시장조사/분석 및 연구업

market surveys, analysis and
research

시장조사/연구 및 분석업

market canvassing, research and
analysis services

시장조사데이터 통계평가업

statistical evaluation of market
research data

시장조사상담업
시장조사업
시장조사정보수집업

market research consultancy

에너지가격비교업

energy price comparison services

여론 조사 준비업

preparation of public opinion surveys

여론 조사업

public opinion surveys

여론조사를 포함한 시장조사업

conducting of market studies involving
opinion polling

온라인 가격 비교 서비스 제공업

provision of online price comparison
services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상업정보제공업

provision of commercial information
from on-line databases

온라인 사업목록 가공편집업

compilation of on-line business
directories

온라인 상업목록정보제공업

providing on-line commercial directory
information services

원가분석용 비용가격분석업

cost analysis

market research services
collection of market research
information

35류 S123102
웹사이트를 통한 기업정보
제공업
인터넷 사용습관 관련 시장
연구업
인터넷 사용습관 및 고객충성도
관련 시장조사업

providing business information via a
website

인터넷을 통한 사업정보제공업

providing business information via
the Internet

인터넷을 통한 상업 및 사업용
연락정보제공업

provision of commercial and
business contact information via the
Internet

인터넷을 통한 상업기업 및 상
업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about
commercial business and
commercial information via the
global computer network

인터넷을 통한 상업정보제공업

provision of commercial information
via the Internet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제품
정보제공업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상업
정보디렉토리 제공업
자동차 판매 관련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업
재고조사업
전략사업 분석업
전화번호부 정보제공업

providing consumer product
information via the Internet

제품 또는 서비스 비용견적업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소비자정
보제공업
제품 선택 및 구매한 물품 관련
소비자 정보제공 및 자문업

price quotations for goods or services

주주기록업
지속가능한 글로벌사업솔루
션 정보제공업

shareholder record keeping services

채용목적의 인성테스트업

personality testing for recruitment
purposes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시장조사업
컴퓨터 지원식 기업정보 및
조사업
컴퓨터화된 사업보고서기록업

market research by means of a
computer database

컴퓨터화된 사업정보제공업

computerized business information
services

컴퓨터화된 시장조사업

computerized market research
services

컴퓨터화된 재고준비업
통계분석 및 보고업

computerized inventory preparation

통계자료집계업

compilation of statistical data

통계정보집계업
통계집계업
폐기물처리/제거/처리 및
재활용 관련 비용가격분석업

compilation of statistical information

해외무역정보제공업
헬스케어사용 관련 통계집계업

market research services regarding
Internet usage habits
market research services regarding
Internet usage habits and customer
loyalty

providing an on-line commercial
information directory on the internet
providing information via the Internet
relating to the sale of automobiles

호텔비용 비교정보제공업
화장품 관련 소비자 제품 정보
제공업
화장품/향수 및 미용제품 분야
마케팅조사업

providing telephone directory
information
providing consumer information
relating to goods and services
providing information and advice to
consumers regarding the selection
of products and items to be
purchased
providing information in the area of
global sustainable business
solutions

computer-assisted business
information and research services
computerized business record
keeping services

statistical analysis and reporting

compilation of statistics
cost price analysis regarding waste
disposal, removal, handling and
recycling
services for provision of foreign trade
information
compilation of statistics relating to
health care utilization

marketing research in the fields of
cosmetics, perfumery and beauty
products

[제35류/S123102] 직업알선업, 직업소개업, 취업정보
제공업
서비스업의 범위
◦ 직업알선업, 직업소개업, 취업정보제공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정보의 데이터베이스가공 편집업(제35류/S123301)
- 기업경영 및 조직상담업, 사업경영자문업, 인사관리상담업,
기업정보제공업, 상업정보제공업, 시장조사업, 호텔경영지원업
(제35류/S123101)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stocktaking
strategic business analysis

providing hotel rate comparison
information
providing consumer product
information relating to cosmetics

경력네트워킹업
경영자 채용업
경영진 채용업
고등학교운동선수 스포츠
선발업
고용정보제공업
고위관리임원 채용업

career networking services

공연 종사자 중개업
공연예술가 채용예약업

theatrical agencies

공항 지상직 채용업
과외 중개업

recruitment of airport ground staff

executive recruiting services
executive recruitment services
sports recruiting services for high
school athletes
providing employment information
recruitment of high-level management
personnel
employment booking services for
performing artists

관리직 조사 및 알선업
구직기회 관련 정보제공업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고용정보제공업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채용정보제공업
기술스태프 채용업
도우미소개업
모델 알선업
모델 채용대행업
미용 관련 직업소개업
변호사 추천업
보모알선업
비영리조직 숙련된 자원봉사자
매칭업
사무보조직원 채용업
사무직원 채용업
사회강사 알선업

job and personnel placement
services for tutoring
executive search and placement
services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jobs
and career opportunities
providing employment information
via a global computer network
providing recruitment information via
a global computer network
recruitment of technical staff
helpers recuitment
modelling agencies services
model recruitment agencies services
employment services for relating to
beauty
attorney referrals
nanny placement services
matching skilled volunteers with
non-profit organizations
recruitment of office support staff
recruitment of office staff
society lecturer agencies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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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파견 간병서비스업
심리테스트를 통한 직원 채용업
의료 및 간호인력 알선 관련
고용대행업
이력서 작성업
이력서대서업
인턴직알선업
임시 사무보조 직원 제공업
임시 직원 알선업
임시 직원 채용업
임시직 채용대행업
임시직업서비스업
임시직업소개업
임시직원소개업
임시직원의 고용 서비스업
임원 조사 및 선발업
전문가 채용 서비스업
직업 및 직원알선업
직업박람회 조직 및 수행업
직업박람회 조직 및 진행업
직업소개업
직업안내업
직업알선 프랜차이즈업
직업알선상담업
직업알선업
직원 고용/채용/배치/스태핑
및 커리어네트워킹업

providing helpers for mother
personnel selection using
psychological testing
employment agency services
relating to placement of medical and
nursing personnel
resume preparation
writing of curriculum vitae for others
internship placement services
providing temporary office support
staff
placement of temporary personnel
recruitment of temporary personnel
employment agency services for
temporary work assignments
temporary personnel services
temporary employment agencies
temporary employment agency
services
temporary personnel employment
services
executive search and selection
services
professional staffing services
job and personnel placement
organizing and conducting job fairs
organising and conducting job fairs
employment agency services
vocational potential improvement
guidance
franchise services for job placement
job placement consultancy
job placement
employment hiring, recruiting,
placement, staffing and career
networking services

직원 알선 및 채용업
직원 재취업 알선업
직원 채용 관련 정보제공업

personnel placement and recruitment

직원 채용 및 직업소개업

personnel recruitment services and
employment agencies

직원 채용상담 및 자문업

consultancy and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personnel recruitment

직원 채용상담업
직원 채용업
직원알선 상담 및 자문업

employment recruiting consultancy

직원알선/채용 및 관리 관련
상담 및 자문업

employment outplacement servic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employment recruitment

employment recruiting services
consultancy and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personnel placement
consultancy and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personnel placement,
recruitment and management

직원알선상담업

consultancy of personnel recruitment

직원알선업

personnel placement

직원파견업

employee leasing

채용대행업
취업관련 자료처리업

recruitment agencies services

취업정보와 관련된 통계정보
제공업
취업정보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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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processing services relating to
the job
providing statistics information
relating to the job
providing information in the field of
employment

취직 및 이직 상담업
클라이언트 변호사 알선 관련
행정업
항공사직원 채용업
항공요원 채용업
항공요원/기술 지상 직원 및
비기술 지상 직원 채용업

employment consultancy services

헤드헌팅업

headhunting services

administrative services relating to
the referral of clients to attorneys
recruitment of airline personnel
recruitment of flight personnel
recruitment of flight personnel,
technical ground staff and nontechnical ground staff

[제35류/S123301]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가공편집업,
정보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구축업,
컴퓨터 자료검색업, 컴퓨터화된
파일관리업
서비스업의 범위
◦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가공편집업, 정보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구
축업, 컴퓨터 자료 검색업, 컴퓨터화된 파일 관리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컴퓨터화된 사업정보 보관업(제42류/S123301, G390802)
- 컴퓨터 하드웨어 디자인업(제42류/S123302)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기업용 파일 관리업
데이터뱅크 정보 가공편집 및
구축업
데이터베이스 관리업
데이터처리 서비스업(사무
처리업)
레지스트리 내 정보 업데이트
및 관리업
온라인 데이터 처리업
인터넷 자료 검색제공업
인터넷 출판용 상공인 성명록
가공편집업
인터넷상의 정보검색대행업

business file management

인터넷상의 출판목록 가공
편집업
전자데이터 처리 상담업

compilation of directories for
publishing on the Internet

전자데이터 처리업
전자전송용 정보 가공편집 및
구축업

electronic data processing

정보의 데이터뱅크 가공편집
및 구축업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가공
편집업
정보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가공편집 및 구축업
정보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가공편집 및 입력업
정보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구축업

compilation and systematisation of
information in databanks

compilation and systematization of
information in databanks
database management
data processing services [office
functions]
updating and maintenance of
information in registries
on-line data processing services
retrieval services for internet data
compilation of business directories
for publishing on the Internet
information retrieval services on the
internet for others

electronic data processing
consultancy
compilation and systemization of
information used in electronic
transmissions

compilation of information into
computer databases
compilation and systemization of
information into computer databases
input and compilation of information
into computer databases
systemization of information into
computer databases

35류 S1370
정보의 컴퓨터화된 등록 가공
편집업
중앙파일 관리업
컴퓨터 데이터 입력업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검색업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가공편집업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관리업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자료구축업

compilation of information into
computerized registers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정보
집계업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정보
체계화업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정보의
수집 및 조직화업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사업데이터 및 정보의 수집/
구축/가공편집 및 분석업

compiling of information into
computer databases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수집업

collating of data in computer
databases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업데이트 및 유지관리업

updating and maintenance of data in
computer databases

컴퓨터 자료 검색업

data search in computer files for
others

컴퓨터 파일 관리업
컴퓨터화된 기록관리업
컴퓨터화된 데이터베이스
관리업
컴퓨터화된 등록관리업
컴퓨터화된 의료기록 및 파일
관리업
컴퓨터화된 자료처리업
컴퓨터화된 중앙파일 및 사업
파일 관리업
컴퓨터화된 파일관리업
헬스케어정보 관련 전자데이터
처리업

computer file management

central file management
computer data entry services
computer database retrieval
management and compilation of
computerised databases
computer database management
systematization of data in computer
databases

systemisation of information into
computer databases

수출입업무대행업
에너지분야의 수출입업무대행업

invoicing services
invoicing
import agency services
export agency services
advisory and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import-export agencies
import and export agencies
import-export agencies in the field of
energy

오퍼업
중개무역업

offer services (trade agency)

통관 관련 행정업

administrative services relating to
customs clearance

intermediary services relating to the
trading of goods and services

collection and systematisation of
information into computer databases
collection, systematization,
compilation and analysis of business
data and information stored in
computer databases

[제35류/S1370] 사무처리업, 복사업
서비스업의 범위
◦ 사무처리업, 복사업, 사무기기임대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경리업, 재무표작성업(제35류/S120401)
- 송장작성업(제35류/S1312)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computerised register management
computerized database management
computerized register management
computerized management of
medical records and files
computerized data processing
computerized central file and
business file management
computerized file management
electronic data processing services
relating to health care information

[제35류/S1312] 수출입업무대행업
서비스업의 범위
◦ 수출입업무대행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관세절차대행업(제36류/S1312)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무역대리업
무역상담업
무역자문업
사업송장 작성업
상품수출입업무대행업

송장 서비스업
송장 작성업
수입업무대행업
수출업무대행업
수출입대행 관련 자문 및 상담업

foreign trade agency service
trade consultancy
trade advisory services
business invoicing services
goods import-export agencies

1. 복사업 (예시)
복사업
서류복제대행업
서류복제업

photocopying
copying of documents for others
document reproduction

2. 문서작성업 (예시)
다이렉트 메일 목록 가공편집업
병원용 의료청구서 발부업
봉급명세서 작성대행업

compilation of direct mailing lists

봉급명세서 작성업
비서 속기업
서류작성사무업
서신 및 자료 기재서비스업

wage payroll preparation

속기 및 복사업
속기업
속기타이핑업
에너지 분야 청구서 발부업
우편목록 작성업
우편발송목록 가공편집업
워드프로세싱 및 타이핑업
워드프로세싱업
의료 필사업(사무처리업)

stenographic transcription

의료보고서 편집업
의료청구서발부업
의사용 의료청구서 발부업

compilation of medical reports

medical billing services for hospitals
administration of business payroll for
others
shorthand secretarial services
document filing [office functions]
registration of written
communications and data
shorthand services
shorthand typing
billing services in the field of energy
preparation of mailing lists
compilation of mailing lists
word processing and typing services
word processing
medical transcription services [office
functions]
medical billing
medical billing services for do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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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류 S1370
전화비 청구서 발부업
정보의 컴퓨터 타이핑업
차트 작성업

telephone billing

상품 주문 대행업
상품 주문 알선 대행업
서류 및 자기테이프정리업
(사무처리업)
서신전사업
선물목록 작성서비스업

ordering services for goods for others

약속상기서비스업(사무처리업)

appointment reminder services
[office functions]

약속일정관리서비스업
(사무처리업)

appointment scheduling services
[office functions]

온라인 주문업

on-line ordering services

3. 사무기기의 임대업 (예시)

우편주문회사에 제공되는
서비스구조내 구매주문의
관리처리업

공동 사무시설내에 사무기기
임대업

rental of office equipment in
co-working facilities

administrative processing of purchase
orders within the framework of
services provided by mail-order
companies

전자주문처리업

electronic order processing

복사기 임대업
사무기기 및 설비 임대업

rental of copying machines

전화 또는 컴퓨터 구매주문
관리처리업

administrative processing of
purchase orders placed by telephone
or computer

사무용 기계 또는 장치 임대업

hiring of machines or apparatus for
offices

전화에 의한 상품 주문 대행업

telephone order-taking services for
others

사무용 기계 임대업
사무용 기구 임대업

rental of office machines

전화회담 전사업

conference call transcription services

주문관리처리업

administrative processing of orders

사무용품 대여업
사무장비 임대업
사진복사기 임대업
산업 및 상업기업을 위한
사무용품 지원관리업

rental of office equipment

컴퓨터화된 구매주문 관리
처리업

administrative processing of
computerized purchase orders

hire of office equipment

컴퓨터화된 온라인 선물주문업

computerized on-line gift ordering
services

컴퓨터화된 온라인 주문업

computerized on-line ordering
services

통신전사업(사무처리업)

transcription of communications
[office functions]

청구서고지업
청구서발부업
컴퓨터화된 사무관리업
컴퓨터화된 워드프로세싱업
타이핑업
필사업
헬스케어 분야 청구서 발부업

타자기 및 복사기 임대업
타자기 임대업

typing information into computers
chart preparation being office
functions
bill presentment services
billing
computerised office management
computerized word processing
typing
transcription
billing services in the field of
healthcare

office machines and equipment
rental

rental of office machinery and
equipment

rental of photocopying machines
management on behalf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enterprises in terms
of supplying them with office
requisites
rental of typewriters and copying
machines
rental of typewriters

administrative processing of
purchase orders

급여 관련 데이터처리업

data processing services in the field
of payroll

기록된 통신전사업

transcription of recorded
communications

뉴스 클리핑업
도매주문업
레스토랑 테이크아웃 및 배달
분야 온라인주문업
방문자 응대서비스업(사무
처리업)
보증서등록문서 처리대행업

news clipping services

gift registry services

서비스업의 범위
◦경매서비스업, 온라인 경매서비스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auction and reverse auction services

경매 준비업
경매 판매 및 실시업
경매서비스업
경매시세 서비스업

arranging of auction sales

reception services for visitors [office
functions]

경매준비 및 진행업

arranging and conduction of auction
sales

processing warranty registration
documents for others

경매진행업

carrying out auction sales

부동산 경매업

real estate auctions

쌍방향 가상경매 진행업

conducting interactive virtual
auctions

온라인 경매대행업

on-line auction bidding for others

온라인 경매서비스업

auctioneering provided on the internet

온라인경매제공업
이동전화기를 통한 경매 및
역경매 준비 및 진행업

providing on-line auction services

wholesale ordering services
online ordering services in the field of
restaurant take-out and delivery

administrative processing of warranty
claims

보증서청구 처리 관련 행정업

administrative services relating to
warranty claims processing

봉투 주소(성명)기재 서비스업

addressing of envelopes

사무서비스업
사무처리업
상품 배달 서비스 관리처리업

clerical services

유사상품 심사기준

message transcription

경매 및 역경매업

보증서청구 관리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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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ng documents or magnetic-tapes
[office functions]

[제35류/S173501] 경매서비스업

4. 사무처리업 (예시)
구매주문 관리처리업

order placement for goods for others

office functions
administrative processing services
in the field of goods delivery

conducting of auction sales
auctioneering
bidding quotation

arranging and conducting of
auctions and reverse auctions via
mobile telephones

35류 S2002
인터넷 경매 준비 및 진행업
인터넷 경매조직업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경매
서비스업
인터넷을 통해 판매자가 상품을
경매하고 입찰하는 온라인거래업
자산경매업
전화 및 텔레비전 경매업
컴퓨터 및 통신네트워크를 통한
경매 및 역경매 준비 및 진행업
통신망을 통한 경매업

arranging and conducting of Internet
auctions
organisation of internet auctions
on-line auctioneering services via
the Internet
on-line trading services in which
seller posts products to be auctioned
and bidding is done via the Internet
auctioneering of property
telephone and television auctions
arranging and conducting of auctions
and reverse auctions via computer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auctioning via telecommunication
networks

[제35류/S173502] 비서업
서비스업의 범위
◦비서업, 전화응답서비스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부재전화가입자를 위한 전화
응답대행업
비서업
전화 콜센터 관리 상담업

telephone answering for unavailable
subscribers

전화교환대 대행업

operation of a telephone
switchboard for others

secretarial services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the
management of telephone call
centers

전화교환대 서비스업
전화수행대행업
전화응답 및 메시지 처리업

telephone switchboard services

전화응답 서비스업
전화응대 및 안내원서비스
조직대행업

telephone answering services

전화콜센터 관리대행업

management of telephone call
centers for others

initiating telephone calls for others
telephone answering and message
handling services
organisation for a third party of
telephone welcoming services and
of telephone receptionist services

[제35류/S173503] 자동판매기임대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미디어패키지 가입알선업

arranging subscriptions to media
packages

서적/리뷰/신문 또는 만화책
정기구독알선업

arranging subscriptions to books,
reviews, newspapers or comic books

서적/평론지/신문 또는 만화책
정기구독서비스업

subscriptions to books, reviews,
newspapers or comic books

신문정기구독알선업

arranging newspaper subscriptions
for others

온라인 출판물 정기구독알선업

arranging subscriptions of the online
publications of others

인터넷 가입알선업

arranging subscriptions to Internet
services

전자저널 가입서비스업

subscriptions to electronic journals

전자저널 정기구독 알선업

arranging subscriptions to electronic
journals

전화 가입알선업

arranging subscriptions to telephone
services

정보매체 정기구독알선업

arranging subscriptions to
information media

정보매체패키지 가입서비스업

subscription to an information media
package

정보패키지 가입알선업

arranging subscriptions to
information packages

출판물 정기구독알선업

arranging of subscriptions for the
publications of others

텔레마틱/전화 또는 컴퓨터
서비스 가입알선업

arranging subscriptions to a
telematics, telephone or computer
service

텔레비전 채널 가입알선업

subscription to a television channel

통신가입알선업

arranging subscriptions to
telecommunication services [for
others]

학습지보급알선업

disemmination of study books or
papers for others

[제35류/S2001] 비료 판매대행업
서비스업의 범위
◦ 비료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매대
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0101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서비스업의 범위
◦자동판매기임대업, 판매대임대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비료 판매대행업

commercial intermediary services in
the field of fertilizers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자동판매기 임대업
판매대 임대업

rental of vending machines
rental of sales stands

[제35류/S2002] 가공한 곡물 소매업, 가공된 과일 도매업,
사료 판매알선업
서비스업의 범위

[제35류/S173599] 제35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서비스업의 범위
◦ 신문정기구독알선업, 통신가입알선업

◦ 과일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매대
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020101~G0213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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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류 S2002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processed grains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processed fruits
sales arranging of animal feed

가공한 곡물 소매업
가공된 과일 도매업
사료 판매알선업

[제35류/S2002, G1009] 채소/과실가공식품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서비스업의 범위
◦ 채소/과실가공식품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도매업/소매
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매대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0204, G1009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제35류/S2005] 광천수 소매업, 가공된 커피 도매업
서비스업의 범위
◦ 생수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매대
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0501~G0505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광천수 소매업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mineral water

과일음료 도매업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fruit-based beverages

가공된 커피 도매업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processed coffee

[제35류/S2006] 주류 도매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가공된 구기자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대추를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
조식품 소매업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health
supplements mainly based on
processed Chinese matrimony vine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health
supplement food mainly based on
jujube

[제35류/S2003] 과자 소매업, 떡 소매업

서비스업의 범위
◦ 동동주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매대
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0601~G0603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동동주 도매업

wholesale store services korean
suspended rice-wine (dongdongju)

소주 도매업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Korean distilled spirits (Soju)

서비스업의 범위
◦ 과자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매대
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0301~G0303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빵제품 소매업
떡 소매업

retail services relating to bakery products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rice cakes

[제35류/S2007] 식육 중개업, 우유 소매업
서비스업의 범위
◦ 식육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매대
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0701~G0707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가축 중개업

[제35류/S2004] 향신료 소매업, 화학조미료 소매업
서비스업의 범위
◦ 조미료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매대
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0401~G0406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향신료 소매업
화학조미료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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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condiments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chemical seasonings

식육 중개업
우유 소매업

business intermediary services
relating to the purchase and sale of
livestock
brokerage services of meat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milk

[제35류/S2007, G1009] 육류가공식품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도매업
서비스업의 범위
◦ 육류가공식품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도매업/소매업/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중개업/구매대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0703, G1009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35류 S2013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녹용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
보조식품 도매업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health supplement food mainly
based on deer antlers

[제35류/S2008] 식용 미가공 해초 소매업

[제35류/S2010] 공업용 화학제 도매업, 세탁용 풀 소매업
서비스업의 범위
◦ 공업용 화학품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
중개업/구매대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1001 내지 G1003, G1005 내지 G1007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서비스업의 범위

공업용 화학제 도매업
◦ 식용 미가공 해초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
업/구매대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0801~G0803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간장게장 도매업
식용 미가공 해초 소매업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soy sauce marinated crab (ganjangejang)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unprocessed edible seaweed

[제35류/S2008, G1009] 어패류가공식품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도매업
서비스업의 범위
◦ 어패류가공식품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도매업/
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매대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0802, G1009 또는 G0803, G1009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해초를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
식품 도매업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health supplement food mainly
based on seaweed

건제어패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health
supplement food based on dried fish
and shellfish

세탁용 풀 소매업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industrial chemicals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laundry
starch

[제35류/S2011] 의료기기 판매대행업, 젖병 소매업
서비스업의 범위
◦ 의료기기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매대
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110101~G110303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
재하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의료기기 판매대행업
젖병 소매업

sales agency services for med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babies'
bottles

[제35류/S2012] 향료 소매업, 화장품 판매알선업
서비스업의 범위
◦ 향료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매대
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1201〜G120402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
재하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향료 소매업
화장품 판매알선업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perfumery
sales arranging of cosmetics

[제35류/S2009] 담배 판매대행업, 흡연용구 도매업
서비스업의 범위
◦ 담배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매대
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0901~G0902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제35류/S2013] 세제 소매업, 치약 도매업
서비스업의 범위
◦ 세제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매대
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1301~G1302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담배 판매대행업

commercial intermediary services in
the field of tobacco

흡연용구 도매업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smokers' articles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세제 소매업
치약 도매업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detergents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tooth p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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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류 S2014

[제35류/S2014] 비전기식 청소용구 소매업, 세탁 및
청소용구(전기식은 제외) 소매업, 쓰레기통
도매업
서비스업의 범위
◦ 비전기식 청소용구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
개업/구매대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1401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비전기식 청소용구 소매업
세탁 및 청소용구(전기식은
제외) 소매업
쓰레기통 도매업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non-electric dusting apparatus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cleaning
tools and washing utensils (other than
electric)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waste basket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건축용 유리 판매알선업

sales arranging of building glass

미가공 판유리 소매업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plate
glass [raw material]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fused silica [semi-worked product],
other than for building

비건축용 반가공 석영유리
도매업

[제35류/S2018] 식탁용 식기 소매업, 샤워용 욕조 소매업
서비스업의 범위
◦ 식탁용 식기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
매대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1801~G1825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제35류/S2015] 도료(페인트) 도매업, 염료 소매업
서비스업의 범위
◦ 염료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매대
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1501~G1506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paints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dyestuffs

도료(페인트) 도매업
염료 소매업

식탁용 식기 소매업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services [dishes]

로스터용 꼬치 도매업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roasting spits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shower baths

샤워용 욕조 소매업

[제35류/S2019] 돗자리 소매업, 충전용 짚 도매업
서비스업의 범위
◦ 돗자리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매대
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1901~G1902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제35류/S2016] 맥반석 소매업, 보석의 원석 도매업
서비스업의 범위
◦ 맥반석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매대
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1601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quartz (feldspar) porphyry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gemstones

맥반석 소매업
보석의 원석 도매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돗자리 소매업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mattings

충전용 짚 도매업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straw for stuffing

[제35류/S2020] 건축용 목재 판매대행업, 죽재(건축용은
제외) 소매업
서비스업의 범위

[제35류/S2017] 건축용 유리 판매알선업, 비건축용 반가공
석영유리 도매업

◦ 죽재(건축용은 제외)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
개업/구매대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2001~G2003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서비스업의 범위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 건축용 유리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
매대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1701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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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목재 판매대행업
죽재(건축용은 제외) 소매업

sales agency services for building
timber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bamboo
(other than for construction)

35류 S2027

[제35류/S2021] 벽지 도매업, 화장지 도매업
서비스업의 범위
◦ 벽지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매대
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210101~G2102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wallpapers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toilet paper

벽지 도매업
화장지 도매업

[제35류/S2022] 문방구 판매대행업, 인쇄잉크 도매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목재펄프 도매업
포장용 플라스틱제 필름
소매업

[제35류/S2025] 가방 및 지갑 소매업, 종이제 상자 도매업
서비스업의 범위
◦ 가방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매대
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2501~G2507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서비스업의 범위
◦ 문방구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매대
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2201~G2202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wood pulp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plastic film for wrapping

가방 소매업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bags

슈트케이스 도매업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suitcases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boxes made of paper

종이제 상자 도매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commercial intermediary services in
the field of stationery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printing ink

문방구 판매대행업
인쇄잉크 도매업

[제35류/S2026] 가구 도매업, 도자기 도매업, 이불 판매
알선업
서비스업의 범위

[제35류/S2023] 가죽중개업, 인조가죽 소매업
서비스업의 범위
◦ 가죽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매대
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2301~G2302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가죽 중개업

brokerage services of leather

섀미가죽(청소용 제외)
도매업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skins of chamois, other than for
cleaning purposes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imitation leather

인조가죽 소매업

[제35류/S2024] 목재펄프 도매업, 포장용 플라스틱제
필름 소매업
서비스업의 범위
◦ 목재펄프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
매대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2401~G2404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 가구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매대
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2601~G2607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가구 도매업
도자기 도매업
이불 판매알선업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furniture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pottery (chinaware)
sales arranging of quilts

[제35류/S2027] 신발 판매대행업, 우산 도매업
서비스업의 범위
◦ 신발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매대
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270101~G2705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
재하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신발 판매대행업
우산 도매업

commercial intermediary services in
the field of footwear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umbrel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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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류 S2028

[제35류/S2028] 급속 냉동기 도매업, 온수난방기구 소매업
서비스업의 범위
◦ 급속 냉동기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
매대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2801~G2803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deep freezers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hot-water heating apparatus

급속 냉동기 도매업
온수난방기구 소매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비전기식 면도기 도매업
수동식 렌치 도매업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non-electric razors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wrenches [hand-operated]

[제35류/S2032] 강철 도매업, 미가공 또는 반가공 비철
금속 소매업
서비스업의 범위

[제35류/S2029] 비전기식 조명기기 소매업, 촛대 도매업

◦ 강철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매대
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3201~G3203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서비스업의 범위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 비전기식 조명기기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
개업/구매대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2901~G2902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강철 도매업
미가공 또는 반가공 비철금속
소매업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steels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unwrought or semi-wrought nonerrous metals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비전기식 조명기기 소매업
촛대 도매업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non-electric lighting apparatus and
devices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candelabra (candlesticks)

[제35류/S2030] 금속제 너트 도매업, 수도꼭지용 좌금
(座金) 도매업, 전기식 자물쇠 소매업

[제35류/S2033] 석재 중개업, 시멘트 도매업
서비스업의 범위
◦ 석재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매대
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3301~G3306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서비스업의 범위
◦ 전기식 자물쇠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
구매대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3001~G3002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금속제 너트 도매업
수도꼭지용 좌금(座金) 도매업
전기 자물쇠 소매업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nails of metal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washers for water taps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locks,
electric

[제35류/S2031] 비전기식 면도기 도매업, 수동식 렌치 도매업
서비스업의 범위
◦ 비전기식 면도기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
개업/구매대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310101~G3107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
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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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ntermediary services relating
to the purchase and sale of stone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cement

석재 중개업
시멘트 도매업

[제35류/S2034] 사진기기 도매업, 안경 판매알선업
서비스업의 범위
◦ 사진기기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
매대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3401~G3405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사진기기 도매업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photographic apparatus and
instruments

실험실용 버너 소매업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laboratory burners
sales arranging of spectacles

안경 판매알선업

35류 S2041

[제35류/S2035] 시계 구매대행업
서비스업의 범위
◦ 시계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매대
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3501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시계 구매대행업

clock and watch procurement
services for others (purchasing clock
and watch for other businesses)

[제35류/S2036] 경보기 도매업, 구명장치 소매업,
자동판매기 중개업

(서비스업의 대상(G3801~G3833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재봉기계 중개업
산업용 식음료가공기계 소매업
유리가공기계 중개업
인쇄기계 판매알선업

[제35류/S2039] 전기음향영상기기 판매알선업, 전기
절연재료 도매업, 전기조명기구 소매업

서비스업의 범위
◦ 자동판매기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
매대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3601~G3613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경보기 도매업
구명장치 소매업
자동판매기 중개업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alarms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life
saving apparatus and equipment
brokerage services of automatic
vending machines

[제35류/S2037] 자동차 도매업, 자전거 판매대행업,
공기타이어 소매업

서비스업의 범위
◦ 전기음향기기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
매대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390101~G3909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전기음향영상기기 판매알선업

sales arranging of electric audiovisual
apparatus and instruments

전기절연재료 도매업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electrical insulating materials

전기조명기구 소매업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electric
lighting apparatus (fixtures)

[제35류/S2040] 부동액 도매업, 액체연료 소매업

서비스업의 범위
◦ 자동차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매대
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370101~G3712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자동차 도매업
자전거 판매대행업
공기타이어 소매업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automobiles
commercial intermediary services in
the field of bicycles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pneumatic tyres

[제35류/S2038] 재봉기계 중개업, 산업용 식음료가공
기계 소매업, 유리가공기계 중개업, 인쇄
기계 판매알선업
서비스업의 범위
◦ 재봉기계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
매대행업 등

business intermediary services
relating to the purchase and sale of
sewing machines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machines for food and drink
processing for industrial purposes
brokerage services of glass working
machines
sales arranging of printing machines

서비스업의 범위
◦ 부동액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매대
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4001~G4006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부동액 도매업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antifreeze

액체연료 소매업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liquid fuels

[제35류/S2041] 가스점화기 도매업, 흡연용 라이터 소매업
서비스업의 범위
◦ 흡연용 라이터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
매대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4101〜G410202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
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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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류 S2041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가스점화기 도매업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gas lighters

흡연용 라이터 소매업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lighters for smokers

[제35류/S2042] 화기 판매대행업, 화약 도매업
서비스업의 범위
◦ 화기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매대
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4201~G4202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제35류/S2045] 외투(스포츠전용 의류 및 한복은 제외)
도매업, 한복 판매대행업
서비스업의 범위
◦ 한복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매대
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450101~G4512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
재하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외투(스포츠전용 의류 및
한복은 제외) 도매업
한복 판매대행업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outerwear (except wear for exclusive
use for sports and korean traditional
dress)
commercial intermediary services in
the field of korean traditional dress
(hanbok)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commercial intermediary services in
the field of firearms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gunpowder

화기 판매대행업
화약 도매업

[제35류/S2043] 낚시용구 중개업, 신체단련기구 소매업,
완구 도매업
서비스업의 범위
◦ 신체단련기구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
매대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4301~G4305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낚시용구 중개업

brokerage services of fishing tackle

신체단련기구 소매업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body-training apparatus

완구 도매업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toys (playthings)

[제35류/S2046] 누에씨 소매업, 양잠기계 도매업
서비스업의 범위
◦ 누에씨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매대
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4601~G4602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silkworm eggs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sericultural machines

누에씨 소매업
양잠기계 도매업

[제35류/S2047] 미가공 면(綿)섬유 도매업, 직물용 화학
섬유 소매업
서비스업의 범위
◦ 미가공 면섬유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
매대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4701~G4706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제35류/S2044] 보석 도매업
서비스업의 범위
◦ 보석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매대
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4401〜G4402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보석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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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jewelry

미가공 면(綿)섬유 도매업
직물용 화학섬유 소매업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raw cotton fibers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chemical fibers for textile use

[제35류/S2048] 직물용 실(絲) 소매업
서비스업의 범위
◦ 직물용 실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
매대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4801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5류 S2090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직물용 실(絲) 소매업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yarns
and threads for textile purposes

비직물용 유리섬유사
소매업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fiberglass thread, other than for
textile use

(서비스업의 대상(G520101~G5206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books procurement services for
others (purchasing books for other
businesses)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ticket procurement services for
others (purchasing books for other
businesses)

서적 구매대행업
서화(書畵) 도매업

[제35류/S2049] 메리야스 원단 도매업, 직물 중개업

티켓 구매대행업

서비스업의 범위
◦ 직물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매
대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4901~G4904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야 한다)

[제35류/S2053] 특수세라믹제조용 합성물 도매업
서비스업의 범위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메리야스 원단 도매업
직물 중개업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knitted fabric
brokerage services of fabrics

◦ 특수세라믹제조용 합성물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
중개업/구매대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5301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제35류/S2050] 고무끈 소매업, 금속제 망(網) 도매업

특수세라믹 제조용 합성물
도매업

서비스업의 범위
◦ 고 무 끈 도매업/소 매 업 /판 매 대 행 업 /판 매 알 선 업 /중 개 업 /
구매대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5001~G5002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고무끈 소매업
금속제 망(網) 도매업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cords
of rubber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metal nets

wholesale store services featuring
compositions for the manufacture of
technical ceramics

[제35류/S2090] 백화점업, 슈퍼마켓업
서비스업의 범위
◦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 규모의 매장을 갖추고 식품류 및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서비스업
◦ 일반 대중 을 대상 으로 온라 인 통신 망을 통하 여 각종 상 품
(유형재)을 소매하는 서비스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제35류/S2051] 악기 구매대행업

- 개별 상품의 소매업(제35류/S2001~S2053)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서비스업의 범위
◦ 악기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매
대행업 등
(서비스업의 대상(G510101~G510102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악기 구매대행업

musical instrument procurement
services for others (purchasing
musical instruments for other
businesses)

대형할인마트업

retail services provided by
hypermarket services
retail department store services

백화점업
슈퍼마켓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supermarkets
promoting the goods and services by
means of operating an on-line
comprehensive shopping mall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편의점업

business intermediary services
relating to mail order by
telecommunications
retail convenience stores

[제35류/S2052] 서적 구매대행업, 서화(書畵) 도매업
서비스업의 범위
◦ 서적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구매
대행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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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통화 및 은행업; 보험서비스업; 부동산업
(Financial, monetary and banking services; insurance services; real estate
affairs)
본류에는 주로 은행 및 기타 금융 거래와 관련된 서비스업, 재무평가업 및 보험
및 부동산 활동이 포함된다.

◦ 특히 포함되는 서비스업
- 금융 거래 및 지불서비스업(예: 환전업, 전자자금이체업, 신용카드 및 직불
카드 지불처리업, 여행자 수표 발행업)
- 재무관리 및 조사업
- 재무평가업(예: 보석, 미술품 및 부동산 감정업, 수선비용평가업)
- 수표검증업
- 금융 및 신용 서비스업(예: 대부업, 신용카드 발행업, 임차구매 금융업 또는
임대구매 금융업)
- 크라우드펀딩업
- 대여금고업
- 재정보증업
-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관리업, 아파트 임대업, 임대료 징수업
- 보험업, 보험통계업
- 중개업(예: 증권, 보험 및 부동산중개업, 탄소배출권 중개업, 전당포업)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사업 거래 및 재무 기록과 관련된 관리업(예: 경리업, 재무표작성업, 기업
및 재무 회계감사업, 사업평가업, 세무대리 및 신고서비스업)(제35류)
- 후원자 탐색업, 스포츠 행사 후원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 홍보업(제35류)
- 자동현금인출기(ATM) 현금보충업(제39류)
- 화물운송 주선업, 운송중개업(제39류)
- 모직물 및 입목품질평가업(제42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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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위한 현금 선지급업

36류

기업저축예금업
내국환거래업
내국환거래에 관한 정보제공업

【포괄상품명칭 목록】
포괄서비스명칭

유사군코드 (구)포괄코드

농장 신용대부업

은행 및 보험업
(banking and insurance services)

S0201,
S0301

N36002

금융 또는 재무에 관한 상담업
(consultancy relating to financial and
monetary affairs)

S0201,
S120401

N36001

당좌예금업
대금지급서비스업
대부 및 신용 설비제공업
대부 알선 및 보증대행업

cash advance services for
businesses
corporate savings account services
domestic currency exchange
servic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domestic currency exchange
services
farm credit financing agency
services
current account services
money payment services
providing loan and credit facilities
financing, arranging and securing of
loans for others

금융 또는 재무에 관한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financial and monetary affairs)

대부상담업
대출 금융업
대출상담업

financial loan consultancy

arranging of loans

[제36류/S0201] 예금접수업, 자금대부업, 내국환거래업,
증권업, 탄소배출권 중개업

대출알선업
멤버쉽신용카드발행업
멤버쉽카드 겸용 선불신용카드
관리용 금융서비스업

서비스업의 범위
◦ 예금접수업, 자금대부업, 내국환거래업, 증권업, 탄소배출권중
개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금융관련 신용조사업(제36류/S1232)
- 복권추첨운영업(제41류/S121002)
- 전자상거래용 웹사이트 관리업(제42류/S123301, G390802)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1. 금융업 (예시)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은행업
IC칩이 내장된 교통카드 발행업

ATM banking services

IC칩이 내장된 신용카드 발행업

issuance of credit cards embedded
with IC chip

가치저장카드 발행업
개인은행업
고객카드 및 신용카드서비스업
구매금융업
구매대금 결제중개업
국내송금업
국제 금융상담업

issuance of stored value cards

국제 금융업
금융 및 대부업
금융거래 실행업
금융거래 창구서비스업
금융거래업
금융서비스업
기업 은행업

international banking

issuance of transportation cards
embedded with IC chip

private banking
charge card and credit card services
financing of purchases
brokerage of purchase payment
domestic remittance services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international finance
financing and loan services
execution of financial transactions
financial trading counter services
financial transaction services
financing services
corporate banking

financing of loans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loans

멤버쉽카드 기능을 겸한 선불
카드 발행업
모바일뱅킹업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서비스업
무역 은행업
보증금융업
보험 프리미엄 금융업
비즈니스 은행업
산업용 프로젝트 금융업
상업 금융업
상업 은행업
상업은행 및 투자은행업
선불식 전화카드 발행업
송금수표업
송금업
수송기계기구 금융업
수표 및 신용장 발행업

issuance of membership credit card
financial services for the
management of prepaid credit cards
with membership card function
issuance of prepaid card with
membership card function
mobile banking services
credit card services via wireless
terminals
merchant banking
financing of guarantees
insurance premium financing
business banking services
financing of industrial projects
commercial finance
merchant banking services
merchant banking and investment
banking services
issuance of prepaid
telecommunications calling cards
money order services
money transfer services
vehicle financing

수표 회수업
수표검증업
수표교환업
수표발행업
신용조합을 통한 소비자 금융업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발행업
신용카드 지불처리업
신용카드발행업
신용할부금융업
신탁설립업
여행산업용 에스크로업
여행자수표 및 신용장 발행업

issuance of checks and letters of
credit
check recovery services
cheque verification
clearing of checks
issuing of cheques
consumer banking services
provided by credit unions
credit and debit card services
processing of credit card payments
issuing of credit cards
installment credit financing
establishment of trusts
escrow services for the travel
industry
issuance of travelers' checks and
letters of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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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수표 발행업
예금 관련 은행업
예금관리업
예금신탁업
예금접수업
온라인 금융거래업
온라인 비즈니스뱅킹업
온라인 현금계좌업
온라인뱅킹업
옵션거래소 시장의 옵션 온라인
거래업
외화교환업
외환거래대행업
외환거래소업
외환거래업
외환시세정보제공업
외환정보서비스업
유언에 따른 은행계좌 자금
이체업
융자제공업
은행계좌 자금이체업
은행상담업
은행수표 발행업
은행업
인터넷뱅킹업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금융업
인터넷을 통한 전자 은행업
임시대부업
자금 대부업
자금 송금업
자금 예치업
자금 이체업
자금 조달업
자금 중개업
자동수표교환서비스업
자동차 대출중개업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은행업
자산투자 은행업
저당 및 대부 알선업
저당알선업
저축 은행업
저축예금 거래처리업
저축예금계좌업
저축은행 및 대부업
전자 뱅킹업
전자수단을 통한 금융업
전자식 외환지불처리업
전화로 제공되는 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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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

issuance of travellers' cheques
banking services relating to the
deposit of money
administration of deposit taking
trusteeship of deposit
deposit-taking services
on-line financial transactions
on-line commercial banking
on-line cash account services
online banking
on-line trading of options on the
options exchange market
foreign currency exchange
conducting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for others
foreign exchange bureaux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provision of pricing information about
foreign exchange
foreign exchange information
services
testamentary banking services
relating to the transfer of funds from
accounts
loan providing

종이 없는 전자 당좌예금업
종이 없는 전자 뱅킹업
주택담보 대출업
주택융자알선업
준비기금제공업
직불카드발행업
텔레뱅킹서비스업
토지 취득 금융업
통화거래업
통화환전운용업
현금 및 외환거래업
현금거래처리업
현금카드서비스업
홈뱅킹업
화폐이체업
환전업

가변 보험 투자업
개인고객 펀드 관리업
개인고객용 단위신탁관리업

issuing of bank cheques

개인고객용 펀드관리업
개인금융 관련 자문업

internet banking
financial services provided over the
Internet
electronic banking via a global
computer network [internet banking]
temporary loans
money lending
money wiring services
placement of funds
money transfer
fund raising
money brokerage
check cashing
auto loan brokerage services
automated banking services
property investment banking services

home equity loans
arranging the finance for home loans
provident fund services
issuance of debit card
telephone banking services
financing of land acquisition
currency trading
monetary exchange operations
cash and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processing of cash transactions
cash card services
home banking
currency transfer services
currency exchange services

2. 자본시장업 (예시)

banking services relating to the
transfer of funds from accounts
banking consultancy
banking

telephone
paperless electronic checking
account services
paperless electronic banking services

개인금융 분야 정보제공업
개인으로부터 모은 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업
개인자본 금융업
개인자본 투자관리업
거래 가능한 증권발행업
계정 미수금 금융업
고속도로 요금징수 서비스업
공공자본 금융업
공공자본 투자관리업
교육 자금지원 관련 상담업

variable insurance investment
services
administration of personal funds
unit trust management services for
private clients
fund management for private clients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personal finance
providing information in the field of
personal finance
crowdfunding services in the nature
of providing financing from money
collected from individuals
private equity financing
private equity investment
management
issuing of tradable securities
accounts receivable financing
highway toll collection services
public equity financing
public equity investment
management
consultancy relating to financial
assistance for education

국내 및 외국 시장증권선물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domestic and foreign market
securities futures

국내시장 증권선물 거래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trading of domestic market
securities futures

국내시장 증권선물 거래업

trading of domestic market securities
futures

savings and loan services

국제 기업용 자산투자업

electronic banking services

equity investment in international
companies

국제펀드투자업
귀금속용 금고예탁 관련 정보
제공업
귀중품용 금고예탁 관련 정보
제공업

international fund investment

arranging of mortgages and loans
arranging of mortgages
savings bank services
processing of savings account
transactions
savings account services

financial services provided by
electronic means
electronic foreign exchange
payment processing
financial services provided by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safe
deposit services for precious metal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safe
deposit services for valuables

36류 S0201
글로벌 투자연구업
금 거래업
금융 관련 자문업
금융 관련 정보제공/상담 및
자문업
금융 관련 정보제공/자문업

global investment research services
gold trading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monetary affairs
providing information, consultancy
and advice in the field of finance
providing information and advice in
the field of finance

금융 및 금융투자 분야 정보제공
및 연구업

providing information and research
in the field of finance and financial
investments

금융 및 통화거래업
금융 및 투자 관련 보고서 작성업

financial and monetary transactions

금융 및 투자 관련 정보관리업
금융 및 투자 관련 정보제공/
자문/상담 및 연구업

preparation of reports relating to
finance and investments
providing information in the fields of
finance and investment
information, advisory, consultancy
and research services relating to
finance and investments

금융 선물(先物)거래의 수탁업

trustee services relating to futures
exchange

금융 투자 및 자문업

financial investment and advisory
services

금융거래 알선업
금융거래 처리업
금융기관/주식/옵션 및 기타
파생상품 거래업

arranging financial transactions

금융기관/주식/옵션 및 기타
파생상품 온라인거래업

on-line trading of financial
instruments, shares, options and
other derivative products

금융보조금 관련 자문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financial grants
trading of financial instruments

금융상품 거래업
금융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상담업
금융선물계약신탁업
금융자산 감정업
금융자산 관리업

processing of financial transactions
trading of financial instruments,
securities, shares, options and other
derivative products

financial services and consultancy
relating thereto
trusteeship of financial futures
contracts
financial asset appraisal
financial wealth management
services

금융자산 운용업
금융자산관리 관련 자문업

financial asset management

금융자산관리 컨설팅업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financial wealth management
financial securities exchange
services
sponsorship in the form of financial
support

금융증권거래업
금융지원 형태의 후원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financial asset management

금융투자 감정업
금융투자 관련 설계업

financial investment appraisal

금융투자 관련 연구업
금융투자 관련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및 분석업

financial investment research

금융투자 관련 정보제공 및 자문업

providing information and advice in
the field of financial investments

금융투자 관리 관련 자문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financial
investment management

금융투자 분석 및 주식연구업

financial investment analysis and
stock research

금융투자관련 투자상담업

investment consultation in relation to
financial investment

planning services relating to
financial investment
providing information and analysis
via the Internet in the field of financial
investments

금융투자관리업
금융투자분석업
금융투자알선업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위험상담업

financial investment management

금융투자유치업
금융투자인수업

attraction of financial investment

financial investment analysis
arranging of financial investments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consultancy for financial investment
risk
financial investment underwriting
services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financial investment
arranging of financial investment

금융투자자문업
금융투자주선업
금융투자중개업
금전신탁업
금전채권 회수대행업

financial investment brokerage
trusteeship of money

금전채권매수업
기금관리업
기금보증금용 금융서비스업
기금투자업
기업용 벤처자금 펀드지원업
기업합병 및 창업을 위한 벤처
캐피탈펀드업
단위신탁관리업
담보저당 조달대행업
담보저당 중개업
대출 관련 금융업
대출 자문업
대출융자금 및 인출액 관리/
투자/보조금 및 융자 관련 자문업
대학용 벤처캐피탈 자금지원업
라디오프로그램용 금융준비업
리스증권업
무선 단말기를 통한 주식중개업
무선통신을 이용한 금융정보
제공업
무선통신을 이용한 증권투자
상담업
무현금 지불거래 수행업
무현금지불거래 실행 관련
금융상담업
물품관련 헤지펀드서비스업
뮤추얼펀드 개발업
뮤추얼펀드 거래가격정보제공업

money receivables collection
agencies
monetary claim purchasing
fund management
financing services for securing of
funds
funds investment
venture capital funding services for
companies
venture capital funding services for
emerging and start-up companies
unit trust management
mortgage procurement for others
mortgage brokerage services
financial services relating to loans
loan advice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credit
and debit control, investment, grants
and financing of loans
venture capital funding services for
universities
arranging finance for radio programs
lease securitization
stock brokerage via wireless
terminals
provision of information in the field of
financing via wireless
communications
stock investment consultancy via
wireless communications
conducting cashless payment
transactions
financial consultancy relating to the
execution of cashless payment
transactions
hedge fund services relating to
commodity
mutual fund development services
provision of pricing information
about mutual funds

뮤추얼펀드 계획업

mutual fund planning services

뮤추얼펀드 관리업

mutual fund management

뮤추얼펀드 배당업

mutual fund distribution

뮤추얼펀드 분석업

mutual fund analysis services

뮤추얼펀드 설립 대행업

establishing mutual funds for others

뮤추얼펀드 자문업

mutual fund advisor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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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펀드 중개업
뮤추얼펀드업
뮤추얼펀드투자업
백화점카드 거래처리업
법인 금융자산 관리업
법인 금융자산 운용업
벤처 자금 자문업
벤처 자금 중개업
벤처 캐피탈 및 대여금 투자업
벤처 캐피탈 설계업
벤처 캐피탈의 투자 펀드 제공업
보너스 및 보상제도 관련 전자
지불카드 발행업
부동산 어음중개업
부동산 펀드업
부동산 펀드투자대행업
부동산기금투자업
부동산투자신탁 관리업
부동산투자신탁 자문업
부동산투자신탁업
부채 상담업
부채 회수업
비영리단체용 벤처캐피탈
자금지원업
사모채권업
사모투자펀드 투자업
사모펀드관리업
사모펀드업
사모펀드투자 관련 상담업
사업자본연구업
상업적 단체용 벤처캐피탈
자금지원업
상업적 자산중개업
상장증권 관리업
상품 및 서비스 선불 관련 금융업
상품선물거래대행업
선물가격정보제공업
선물거래업
선물거래중개업
선물계약중개업
선물교환업
선물중개업
수표 인증 및 현금화업
수표처리 및 요금납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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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ual fund brokerage
mutual fund services
mutual fund investment
processing of store card
transactions
administration of corporate financial
assets
corporate financial asset
management
venture capital advisory services
venture capital brokerage
venture capital and debt investment
venture capital structuring
provision of venture capital
investment funds
issuance of electronic payment
cards in connection with bonus and
reward schemes
real estate note brokerage
real estate funds services
real estate funds investment
services for others
real estate funds investment
service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management service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advisory
service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services
debt counselling services
debt collection and recovery
services
venture capital funding services for
non-profit entities

신용 및 채무 조절 관련 자문업
신용 회복 및 회수업
신용중개업
양도성 유가증권 포트폴리오
관리업
에스크로 증권/펀드 및 기타
자산 보유업
역외펀드관리업
연구기관용 벤처캐피탈 자금
지원업
연금 관련 금융업
연금 관련 투자관리업
연금기금 관리업
온라인 기업자금조달업
온라인 투자자금 정보제공업
온라인 할인 증권중개업
옵션거래업
외국시장 증권 및 증권지수선물
거래 관련 정보제공업
외국시장 증권 및 증권지수선물
거래업
외국시장 증권선물 중개대행업
외국시장 증권선물거래 관련
정보제공업
외국시장증권선물 거래대행업

private equity bonds

외국시장증권선물 중개업

private equity fund investment
services
management of private equity funds

외환 중개업
외환거래 관련 정보제공업

private equity funds
consultancy in the field of private
equity investment
business equity research
venture capital funding services for
commercial entities
brokerage of commercial property
management of listed securities
financial services relating to
pre-payment for goods and services
agencies for commodity futures
trading
provision of pricing information
about futures
futures trading
brokerage services relating to
futures exchange
brokerage of futures contracts
futures exchange services
futures brokerage
check verification and encashment
services
check processing and bill payment
services

유가증권 차익거래업
유가증권발행업
유가증권중개업
은행 및 금융서비스업
은행이체거래 처리업
은행인수어음 거래업
의료연구 금융업
인터넷을 통한 증권거래 및
투자업
인터넷을 통한 증권거래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credit
and debit control
credit recovery and collection
credit brokerage
management of portfolios of
transferable securities
holding securities, funds and other
assets in escrow
offshore fund management
venture capital funding services for
research institutions
financial services relating to
pensions
investment management services
relating to annuities
pension fund management
on-line business fund raising
services
providing on-line investment
account information
on-line discount securities brokerage
services
options trading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trading of securities and securities
index futures in foreign markets
trading of securities and securities
index futures in foreign markets
agencies for brokerage of foreign
market securities futur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trading of foreign market securities
futures
agencies for trading of foreign
market securities futures
brokerage of foreign market
securities futures
foreign exchange brokerage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securities arbitrage
issuing of negotiable instruments
security brokerage
banking and financing services
processing of bank transfer
transactions
trading of bank acceptances
financing of medical research
securities trading and investing
services for others provided via the
Internet
securities trading services provided
via the Internet

인터넷을 통한 지불거래처리업

processing of payment transactions
via the Internet

임차구매 관련 중개업

brokerage services relating to
lease-purchase

자기자본연구업
자기자본투자업
자동 동전 계수/분류 및 변환업

equity research

자동증권중개업
자본 투자 자문업

automated securities brokerage

equity capital investment
automated coin counting, sorting
and converting services
capital investment advisory services

36류 S0201
자본관리업
자본금융업
자본모금업
자본시장 거래수행업
자본투자 중개서비스업
자본투자기금 관리업
자본투자상담업
자본투자중개업
자산 관련 투자업
자선목적의 펀드 투자업
저당금융/대출 및 중개업
전기요금 회수대행업
전자금융거래업
전자수단을 통한 금융 및 투자
관련 정보제공업
전자수단을 통한 금융정보제공업
전자수표 지불 처리업
전자식 저축채권 구매용 금융업
전자증권거래소업
전자화폐 지불거래 처리업
전화를 통한 투자자금 정보제공업
정기할부공탁금 인수업
주가지수 유가증권 선물옵션
거래업
주가지수선물거래업
주가지수선물옵션 거래업
주식 및 기타증권 중개업
주식 및 채권 거래업
주식 및 채권 중개업
주식 중개업
주식/증권시장 정보제공업
주식/채권/증권 및 자산용
금융거래 완료업
주식거래 정보의 컴퓨터 분석업
주식거래업
주식계약서 거래업
주식시세 고지업
주식시세 정보제공업
주식시세 평가업
주식시세고지 및 상장업
주식시장 가격견적업
주식시장 정보제공업

capital management
equity financing
raising of capital
conducting of capital market
transactions
brokerage services for capital
investments
management of a capital investment
fund
consultancy of capital investment
capital investment brokerage
investment services relating to
equities
investment of funds for charitable
purposes
mortgage banking, lending and
brokerage services
agencies for collecting electric
power utility payments
electronic financial trading servic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finance and investment via
electronic means
providing financial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processing of electronic check
payments
financial services for the purchase of
electronic savings bonds
electronic stock exchange services
processing of payment transactions
for electronic money
providing investment account
information by telephone
banking services relating to the
acceptance of fixed interval
installment payments
trading of marketable securities
index futures
trading of securities index futures
stock index futures options trading
services
brokerage of shares and other
securities
trading of stocks and bonds
stocks and bonds brokerage
stock broking services
providing stock/securities market
information
completion of financial transactions
for stocks, bonds, securities and
equities for others
computer analyses of stock exchange
information
stock trading
trading of stock contracts
share price information services
stock exchange information
valuation of stock exchange
quotations
stock exchange quotation and listing
services
quotation of stock market prices
providing stock market information

주식인수 중개업
주택담보 대출 계획업
주택담보대출용 증권발행업
주택융자금융업
증권 관련 투자업
증권 대출업
증권 및 채권 거래업
증권 포트폴리오 관리업
증권/증권지수선물/증권옵션
및 국내시장증권선물 거래업
증권거래 가격견적업
증권거래 관련 정보제공업
증권거래관련 정보 및 데이터
제공업
증권거래대행업
증권거래소업
증권거래실행업
증권거래업
증권계약거래업
증권분야 재무투자업
증권시장 정보제공업
증권신탁업
증권업
증권예금업
증권옵션 거래대행업

brokerage of share subscriptions
mortgage planning
issuance of mortgage-backed
securities
financing of home loans
investment services relating to
securities
securities lending
trading of securities and bonds
management of portfolios
comprising securities
trading of securities, securities index
futures, securities options, and
domestic market securities futures
securities exchange price
quotation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securities trading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data
concerning stock exchanges
agencies for trading of securities
stock exchange services
securities trade execution services
trading in securities
trading of securities contracts
financial investment in the field of
securities
providing securities market
information
trusteeship of securities
securities trading services
securities deposit services

증권옵션 및 외국시장증권선
물 거래업
증권옵션 중개대행업
증권옵션거래 관련 정보제공업
증권옵션거래업
증권옵션중개업
증권용 금고예탁 관련 정보
제공업
증권인수 관련 정보제공업
증권인수업
증권정산중개업
증권중개대행업
증권중개업
증권지수 선물 중개대행업

agencies for trading of securities
options
trading of securities options and
foreign market securities futures
agencies for brokerage of securities
option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trading of securities options
trading of securities options
brokerage of securities option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safe
deposit services for securiti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securities underwriting
securities underwriting
brokerage for securities liquidation
agencies for brokerage of securities
securities brokerage services
agencies for brokerage of securities
index futures

증권지수 선물 중개업
증권지수 선물거래 관련 정보
제공업
증권지수 선물거래 대행업

brokerage of securities index futures

증권투자상담업
지불 및 대출서비스업
지불거래처리업
지불계좌 차변기입업

stock investment consultancy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trading of securities index futures
agencies for trading of securities
index futures
payment and credit services
processing of payment transactions
accounts payable debit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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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금 수금업
지식재산권 벤처캐피탈 기금
관리업
직불카드거래 처리업
차입계약중개업
채권 거래업
채권 및 기타 증권 중개업
채권 투자업
채권 회수업
채권결제 관련 금융업
채권결제업
채권관리상담업
채권관리서비스업
채권매수업
채권발행업
채권자문업
채권중개업
채권통합업
채권회수대행업
청구서 통합 서비스업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또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증권거래
정보제공업
크라우드펀딩업
탄소배출권 중개업
텔레비전프로그램용 금융준비업
토목공사 및 인프라 프로젝트의
금융 관련 상담업
토큰 발행 및 회수업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식
펀드 이체업
통화거래 및 자문업
투자 및 금융 관련 자문업
투자 상담/중개 및 관리업
투자 은행업
투자관리업
투자기금 이체 및 거래업
투자상담업
투자신탁관리업
투자위험평가업
투자유가증권의 발급자용 전송
기관서비스업
투자은행 관련 정보제공/상담
및 자문업
투자은행 상담 및 자문업
투자자금 관리업
투자자문업
투자자용 벤처캐피탈 자금
지원업
투자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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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ment collection agency services
intellectual property venture capital
fund management services
processing of debit card transactions
brokerage of credit agreements
bond trading
brokerage of bonds and other
securities
debt investment services
debt recovery services

투자증권 관련 금융업
투자포트폴리오 관리업
파생금융상품 거래업
파생상품 중개업
펀드투자상담업
펀드투자업
프로젝트 파이낸싱업
할부판매 및 임대용 펀드제공업

financial services relating to debt
settlement
debt settlement services

할인중개업
할인증권중개업

debt management consultancy

합작회사 인수용 투자관리업

debt management services
bond purchasing
issuance of bonds
debt advisory services
brokerage of bonds
debt consolidation services
debt collection agency services
bill consolidation services
providing on-line stock exchange
information from a computer
database or the Internet
crowdfunding
brokerage of carbon credits
arranging finance for television
programs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the
financing of civil works and
infrastructure projects
issue and redemption of tokens of
value
electronic transfer of funds by means
of telecommunications networks
currency exchange and advice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investments and finance
investment consultancy, brokerage
and management services
investment banking services
investment management
investment fund transfer and
transaction services
investment consultancy
investment trust management
investment risk assessment services
transfer agency services rendered
to issuers of investment securities
providing information, consultancy
and advice in the field of investment
banking
investment banking consultancy
and advisory services
investment fund management
advice relating to investments
venture capital funding services for
inventors
investment brokerage

해외시장증권선물거래업
헤지펀드 관리업
헤지펀드 투자업
헤지펀드/사모펀드/증권 및
파생상품 사모대행업
헤지펀드운영업
화폐 및 기타 금융상품 관련
거래용 온라인 중개업
환어음 채무보증 및 인수업
환어음할인업
환율 관련 금융정보제공업

financial services relating to
investment securities
investment portfolio management
trading of financial derivatives
brokerage of financial derivatives
fund investment consultancy
investment of funds
project financing
provision of funds for hire purchase
and for leasing
discount brokerage services
discount securities brokerage
services
investment management services in
the field of acquiring joint ventures
trading of overseas market
securities futures
hedge fund management
hedge fund investment services
private placements of hedge funds,
private equity funds, securities and
derivatives for others
administration of hedge fund
on-line brokerage for trading and
transactions relating to currency and
other financial products
liability guarantee and acceptance of
bills of exchange
discount of bills of exchange
providing financial information
relating to exchange rates

3. 기타금융업 (예시)
ATM기기 임대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ntal of automated teller machines
[ATMs]

ATM기기 임대업

rental of automated teller machines
[ATMs]

가격할인용 쿠폰발행업

issuance of discount coupons in the
nature of tokens of value

가상통화 중개업

virtual money brokerage

가스요금 또는 전기요금 지불/
수취대행업
가스요금 또는 전기요금 징수
대행업
가스요금 회수대행업

payment and receipt of gas or
electricity bill for others

개발 금융 상담업
개발 프로젝트 금융업
개인대출금융업
개인대출알선업
개인자산 신탁업
거래분석 및 금융정보제공업
거래승인 및 정산서비스업
건강 인식 프로젝트용 프로젝트
보조금 제공업
건축프로젝트 자금지원업
건축프로젝트의 금융준비업

agencies for collecting gas or electric
power utility payments
agencies for collecting gas utility
payments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development financing
financing of development projects
personal loan financing
arranging of personal loans
trusteeship of personal property
trading analysis and financial
information
transaction authentication and
verification services
providing project grants for health
awareness projects
financing of building projects
arranging finance for construc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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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대출업
고객충성도 프로그램의 일환인
신용카드용 현금 및 기타 환급금
제공업
공공 및 개인 자산금융업
관세환급 서비스업
교육장학금제공업
교통요금 결제를 위한 마일리지
중개업
국제전화 선불카드서비스업
군금융업
귀금속용 금고예탁업

marriage loan services
providing cash and other rebates for
credit card use as part of a customer
loyalty program

providing educational scholarships

기업신탁관리업
기업신탁서비스업
기업재정조달업

mileage brokerage for transportation
payment

다양한 연금 관련 투자관리업

public and private equity financing
duty drawback services

international call prepaid card
services
military finance
safe deposit services for precious
metals

귀중품예탁업
귀중품용 금고예탁업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신용카드거래 전자처리업

deposits of valuables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자금조달대행업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지불처리업

providing fund raising services for
others via a global computer network

금융 관련 컨설팅업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finance

금융 및 투자시장 위험 분석/
평가 및 예측업
금융 보증업
금융 중개업
금융보조금제공업
금융보조업
금융분야 온라인뉴스제공업

financial and investment market risk
analysis, appraisal and projection

금융분야 정보제공업
금융분야의 공연 마일리지 중개업
금융분야의 백화점 마일리지
포인트 중개업
금융분야의 숙박업체 마일리지
포인트 중개업
금융분야의 외식업체 마일리지
중개업
금융상품중개업
금융선물계약 신탁 관련 정보
제공업

safe deposit services for valuables
electronic processing of credit card
transactions via a global computer
network

electronic processing of electronic
payments via a global computer
network

financially-guaranteed financing
financial brokerage services
providing financial grants
financial assistance
providing on-line news in the field of
finance
providing information in the financial
field
brokerage of performance mileage
in the financial field
brokerage of retail department store
mileage point in the financial field
brokerage of accommodation
mileage point in the financial field
brokerage of restaurant mileage in
the financial field
brokerage services relating to
financial instrument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rusteeship of financial futures
contracts

금융시장 분석 및 관련 보고서
작성업

financial market analysis and
preparation of reports relating
thereto

금융신탁 계획업
금융신탁관리업
금융정보제공업

financial trust planning

금융클레임 매수 및 이전업

acquisition and transfer of monetary
claims
transfer of monetary claims

금융클레임 이전업
금융파생상품 거래/자문/관리/
처리 관련 금융서비스업

금융평가업
금전채권 신탁업
기업 인수합병용 자본모금업

financial trust administration
provision of information in the field of
financing

financial services relating to trading,
advising, managing and dealing in
financial derivatives

financial evaluation
trusteeship of monetary claim
raising of capital for business
acquisitions and mergers
corporate trust management
corporate trust services

단기대출금융업
담보 대출업
담보대출 결산업
담보대출 알선 관련 자문업
담보대출알선업
대금지불 및 수취대행업
대부업
대여금고업
대여금회수대행업
대출 분야 금융업

business finance procurement
services
investment management services
relating to variable annuities
financing of bridging loans
mortgage lending
closing services for mortgage loans
providing advice relating to the
arranging of mortgages
arranging of loans against security
payment and receipt of money as
agents
loans [financing]
safe deposit services
collection of debts

대출보증업
대학장학금 제공업
동전 계수 및 분류기계 임대업
라디오프로그램 재정보증 및
자금지원업
리볼빙 대출업
리스금융업
말기환금 서비스업
멤버십카드를 통한 참여업체
할인 제공업
모기지 에스크로 계좌 유지업
모기지론 중개서비스업
모기지론서비스업
모기지재융자업
모기지중개업
모든 종류의 운전자본 신용 및
대출 제공업
모바일 지불 중개서비스업
모바일 할인쿠폰발행업
무담보 대출업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운송료/
운임료 금융 결제서비스업
무선통신장치 및 기기를 통한
지불업
무역금융업
물품거래업(금융서비스업)
바우처 발행업(금융분야)
배출권 중개업
밴처캐피탈펀드관리업
벤처캐피탈금융업
보증금 대여업

financial services in the field of
money lending
loan guarantee services
providing college scholarships
rental of machines for counting and
sorting coins
financial sponsorship and funding of
radio programs
revolving loans
lease financing
viatical settlement services
providing rebates at participating
establishments of others through
use of a membership card
maintaining mortgage escrow
accounts
brokerage of mortgage loan
mortgage loan services
mortgage refinancing
mortgage brokerage
provision of working capital credits
and loans of all kinds
brokerage of mobile payment
issuance of mobile discount coupon
in the nature of tokens of value
unsecured loans
finance settlement services of
porterage via wireless terminals
payment services provided via
wireless telecommunications
apparatus and devices
trade finance services
commodity trading (financial
services)
issuing of vouchers (finance)
brokerage of emission rights
venture capital fund management
venture capital financing
lending against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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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대출업
보증기간 연장 제공업
보증담보업
보험담보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loans against security

보험료 징수업
부동산 개발 금융업
부동산 대출서비스업
부동산 분야 금융투자업

collection of insurance premiums

부동산개발프로젝트 금융업

financing of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s

부동산구매금융알선업

arranging the provision of finance for
real estate purchase

부동산금융업
블록 체인 기술을 통해 제공되는
전자 자금 이체업
사이버머니발행업
사이버머니충전중개업

real estate financing

사이버머니환전업
사주 계획 관리서비스업

exchanging cyber money

사회적/자선 및 종교 단체
재정지원업

providing financial assistance to
social, charitable and religious
organizations

사회적/자선 및 종교 단체
재정후원업
산업금융업
산업활동 자금조달업
상업 대출업
상업 용지 확보 대출 제공업

financial sponsorship of social,
charitable and religious organizations

상업적 자산 임대업
상품권 발행업
상호신용금고업
상호신용기금업
상환가능 제품 또는 서비스용
상품권 발행업

rental of commercial property

생명/상해 및 실업보험 수익금
관련 채무면제업

debt cancellation services using
proceeds of life, disability and
unemployment insurance

선박구매 관련 금융서비스업

financing services for the purchase
of ships

선불 무선서비스 사용시간
추가용 지불처리업

processing payments for adding
airtime to prepaid or pay-as-you-go
wireless services

선불 전화카드서비스업

prepaid telephone calling card
services

선불식 장례비용계획제공업

providing prepaid funeral expense
schemes

선불식 증표발행업
선불식 현금카드서비스업
선불카드 거래처리 서비스업

issuance of tokens of value

선불카드 전자지불처리업

processing electronic payments
made through prepaid cards

선불카드를 통한 전자지불처리업

processing electronic payments
made with prepaid cards

선불카드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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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ing extended warranties
surety servic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insurance coverage
financing of real estate development
real estate lending services
financial investment in the field of
real estate

electronic funds transfer provided
via blockchain technology
issuance of cyber money
financial brokerage services for
charging cyber money
employee stock plan administration
services

선불카드시스템 구축 및 운영업

systemization and operation of
pre-paid card system

세금설계 관련 금융서비스업

financial services relating to tax
planning
processing of tax payments

세금지불처리업
소기업 및 소기업오너 워킹캐
피탈 금융제공업
소매점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객 작동식 전자 단말기를
통한 여러 결제 옵션 제공업
소비자 구매업
소비자금융 대출업
수출금융업
수표처리업
숙박권발행업
스마트칩이 내장된 교통카드
발행업
스마트칩이 내장된 신용카드
발행업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쿠폰
발행업

industrial financing services

스왑(swpas) 감정평가업
스톡옵션평가업
스포츠/문화/연예오락 프로
젝트용 금융지원 알선업
시간 재충전용 선불식 장거리
전화카드 비용지불업

financing of industrial activities

신기술사업금융업

commercial lending
providing loans secured by
commercial paper
issuance of gift certificates
mutual savings
mutual funds
issue of gift certificates which may
then be redeemed for goods or
services

pre-paid cash card services
pre-paid card transaction processing
services

prepaid card services

신용 및 융자서비스업
신용장발행업
신용조합을 통한 대출업
신용카드 거래처리서비스업
신용카드 검증업
신용카드 구매 분야 사기배상업
신용카드 및 지불카드 서비스업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서비스업
신용카드 및 차지카드업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서비스업
신용카드 팩토링서비스업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전자
수표 거래처리업
신용카드거래처리업
신용카드등록서비스업
신용카드로 구매한 상품용
구매보호 제공업

providing working capital financing
to small businesses and small
business owners
providing multiple payment options
by means of customer-operated
electronic terminals available
on-site in retail stores
financing of consumer purchases
consumer lending services
export finance services
check processing
issuance of lodging ticket
issuance of transportation cards
embedded with smart chip
issuance of credit cards embedded
with smart chip
issuance electronic coupons in the
nature of tokens of value via smart
phones
swpas appraisal evaluation services
stock option valuation services
arranging of finance for sporting,
cultural and entertainment projects
making payments on prepaid
long-distance calling cards for
recharging minutes
financing services for new
technology business
credit and loan services
issuing of letters of credit
provision of loans by credit unions
credit card transaction processing
services
credit card verification
fraud reimbursement services in the
field of credit card purchases
credit card and payment card
services
credit card and debit card services
credit card and charge card services
credit and cash card services
credit card factoring services
credit card, debit card and electronic
check transaction processing
services
processing of credit card transactions
credit card registration services
providing purchase protection
insurance for goods purchased
using credit cards

신용카드로 구매한 상품용
연장된 보증 제공업

providing extended warranty services
for goods purchased using credit
cards

신용카드업
신용회복대행업
신탁관리업
신탁대행업

charge card services
credit recovery agency services
trustee services
fiduciary represent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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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세금지불 처리업
신탁업
약속어음발행업
어음교환소업
어음교환업
어음대부 및 할인업
어음할인업
에너지프로젝트 자금지원 관련
상담업
에너지회사 금융투자중개업
에이즈프로젝트용 프로젝트
보조금 제공업
여행자를 위한 의료비 지불보증업

processing of fiduciary tax payments
trusteeship
issuing of promissory notes
financial clearing houses
clearing-houses, financial
loans [financing] and discount of bills
discounting drafts
consultancy concerning financing of
energy projects
brokerage of financial investments
in energy companies
providing project grants for HIV/AIDS
projects
guaranteeing payment of medical
expenses for travellers

연구보조금제공업
연금 자산 관련 신탁업
연금 자산 관련 재정보증업

providing research grants

연금 중개업
연금계획 관련 재무금융업

pensions brokerage

연금기금서비스업
연금신탁업
연금투자 운용업
연금평가업
영화용 금융준비업
영화재정보증 및 자금지원업
예술 분야 연구보조금 제공업
온라인 국내송금업
온라인 요금납부서비스업
온라인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주식시장 정보제공업
온라인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증권시장 정보제공업

fiduciary relating to pension assets
financial sponsorship relating to
pension assets
financial services relating to pension
plans
pension funds services
trusteeship of pensions
annuities investment
pension valuation services
arranging finance for films
financial sponsorship and funding of
films
providing research grants in the field
of the arts
domestic remittance services
provided on-line
on-line bill payment services
providing stock market information
via an on-line computer database
providing securities market
information via an on-line computer
database

온라인실시간 통화거래업
외국시장 증권선물 중개 관련
정보제공업

on-line real-time currency trading

요금결제데이터 전자처리 및
후속전송을 포함한 전자지불
처리업

electronic payment services
involving electronic processing and
subsequent transmission of bill
payment data

요금납부서비스업
요금청구대행업
요금청구서 인수업
요트 금융서비스업
우편환지불보증업

bill payment services

운전자본 제공업
웹사이트를 통한 요금납부업

providing working capital

유언에 따른 자금관리업

testamentary management of funds
for others

유언에 따른 자금예치업

testamentary placement of funds

유언에 따른 장학금 지급업

testamentary awarding of
scholarship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brokerage of foreign market
securities futures

billing for others
acceptance of bill payments
yacht financing services
money order payment guarantee
services
bill payment services provided
through a website

의료 연구의 재정 후원업

financial sponsorship of medical
research

의료공학 및 기술 분야 금융
서비스업

financing services in the field of
medical engineering and technology

의료예금업
이동전화기를 통한 은행업

medical savings account services

이자율 위험 관리업
인도주의 프로젝트의 금융
준비업
인쇄산업 관련 금융투자업

banking services provided via
mobile telephone
interest rate risk management
arranging of financing for
humanitarian projects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in
relation to the printing industry

인터넷 및 전화를 통해 제공되는
금융서비스업
인터넷상에서 공연요금 결제를
위한 포인트 중개업

financial services provided over the
Internet and by telephone

인터넷상에서 식당요금 결제를
위한 포인트 중개업
인터넷상의 제품 및 서비스
구매용 자금계좌구축업

brokerage of point for restaurant fare
payment on the internet

인터넷을 이용한 주식시세고지업

stock exchange quotations via
internet

인터넷을 통한 증권거래 및
투자대행업
임대료 납부서비스업
임대료징수업
임시 대출 제공업
임차구매 금융업
임차구매 대출업
입금 취소 복구업
자금 이체서비스업
자동결제서비스업
자동이체서비스업
자동차 금융업
자동차리스금융업
자동현금입출금기 서비스업
자동화된 증권무역업

securities trading and investing
services for others via the internet

자본 제공 및 구조화 관련 금융
서비스업
자본투자업
장비금융서비스업
재무 포트폴리오 관리업
재무금융업
재보험금 정산업
재산신탁관리업
재정 보증업
재정금융업
재정보증 및 재정후원업
저당금융업
전당포업
전자 자금 이체업
전자상품권발행업
전자수단에 의한 투자업

on-line financial brokerage services
relating to purchase points for
entertainment performance tickets

establishing funded accounts used
to purchase goods and services on
the Internet

rent payment services
rent collection
providing temporary loans
lease-purchase financing
lease-purchase loans
chargeback recovery services
funds transfer services
automated payment services
direct debit services
financing relating to automobiles
automobile lease financing
automated teller machine services
automated securities trade
execution services
financial services relating to the
provision and structuring of capital
capital investment
equipment financing services
financial portfolio management
financial services
settlement of reinsurance claims
estate trust management
financial sponsorship
financial banking
financial patronage and sponsorship
mortgage banking
pawnbrokerage
electronic funds transfer
issuance of electronic gift certificates
which may then be redeemed for
goods or services
investment by electronic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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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 대여금 회수대행업
전자식 상거래 지불업
전자식 신용카드거래 처리업
전자식 직불거래업
전자식 직불카드거래 처리업
전자식 청구서 결제업
전자식 청구서 지불처리업
전자식 현금거래처리업
전자식 현금처리업
전자신용카드거래업
전자여행티켓용 선불카드
발행업
전자요금징수서비스업
전자자금 이체 및 지불업
전자지갑 결제서비스업
전자지갑을 이용한 금융정보
제공업
전자지불결제대행서비스업
전자지불업
전자지불처리업
전자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 간 금융 서비스업
전자통신네트워크를 통한
자금이체업
전자통신네트워크를 통한 제품
및 서비스 구매용 지불처리업
전자통신네트워크를 통한 제품
구매용 자금이체업

electronic debt collection
electronic commerce payment
services
processing of electronic credit card
transactions
electronic credit and debit transactions
processing of electronic debit
transactions
electronic bill payment services
processing of electronic bill payments
processing of electronic cash
transactions
electronic cash transactions
electronic credit card transactions
issuing stored value cards for use as
electronic travel tickets
electronic toll collection services
electronic funds transfer and
payment services
e-wallet payment services
provision of information in the field of
financing via electronic wallet
electronic payment for others
electronic payment services
electronic processing of payments
person-to-person financial services
via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
transfer of funds via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s
processing payments for the
purchase of goods and services via
an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
transfer of funds for the purchase of
goods, via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s

전화에 의한 계좌정보제공업

providing bank account information
by telephone

정치 자금조달업
제품 개발 자금지원업
제품 및 서비스용 지불회수대행업

political fund raising services

조인트벤처용 자본모금업
조인트벤처용 자본제공업
주가 정보제공업
주차장 임대료징수대행업

raising of capital for joint ventures

주차장요금징수대행업
증권 중개 관련 정보제공업

agencies for charge of parking

증권/뮤추얼펀드/포트폴리
오관리 분야 금융투자업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in the
fields of securities, mutual funds and
portfolio management

증권옵션 중개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brokerage of securities options

증권용 금고예탁업
증권지수 선물 중개 관련 정보
제공업
지불거래용 어음교환업

safe deposit services for secu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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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ng of product development
collection of payments for goods and
services
providing funding for joint ventures
share price information
agencies for rent collection of
parking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securities brokerage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brokerage of securities index futures
clearing services for payment
transactions

지불솔루션에 관한 상담업
지불지시 제공업
지불처리업
지불카드 서비스업
지폐 계수 및 분류기계 임대업
지폐 및 동전 계수 또는 분류기계
임대업
지폐 및 동전계산기계 임대업
직불카드지불처리업
차량고장비용의 상환을 위한
채무보증서비스업
차량사고비용의 상환을 위한
채무보증서비스업

consulting services regarding
payment solutions
providing payment instructions
payment processing services
payment card services
rental of machines for counting and
sorting banknotes
rental of machines for counting or
sorting banknotes and coins
rental of paper money and coin
counting machines
processing of debit card payments
financial guarantee services for the
reimbursement of expenses
incurred as a result of vehicle
breakdown
financial guarantee services for the
reimbursement of expenses
incurred as a result of vehicle
accident

채무 보증업

financial guarantees [surety
services]

채무재조정업
컴퓨터화된 금융업
컴퓨터화된 은행서비스업
탄소상쇄 중개업
텔레비전프로그램 재정보증
및 자금지원업
토큰 상환업
통신을 이용한 전자 자금 이체업

debt restructuring services

퇴직금지불업
투자 분석업
투자금융업

retirement payment services

투자신탁업
투자용 에스크로 계좌 관리업
투자자 재무정보제공업
팩토링대행업
팩토링서비스업
팩토링중개업
펀드투자대행업
학생 대출 정보제공업
학자금 대출업
학자금대출제공업
할부 대출업
할부금대부업
할부판매금융업
할부판매중개업
합의에 의한 채무금 징수업
항공기 금융서비스업
현금관리업
현금자동지급기 임대업
현금지급기 또는 현금자동
인출기 대여업
화폐 계수 및 분류기계 임대업

computerized financial services
computerized banking services
brokerage of carbon offsets
financial sponsorship and funding of
television programs
redemption of tokens of value
electronic funds transfer by
telecommunications
investment analysis
financial services relating to
investment
investment trust services
maintaining escrow accounts for
investments
providing investors with financial
information
factoring agencies
factoring
factoring agency services
investment of funds for others
providing student loan information
student loan services
providing student loans
installment loans
instalment loans
hire purchase financing services
brokerage for hire-purchase
collection of money owed from
settlements
aircraft financing services
cash management services
rental of automated-teller machines
rental of cash dispensers or
automated-teller machines
rental of machines for counting and
sorting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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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전자이체업
환경보호용 프로젝트보조금
제공업
환경인식프로젝트용 프로젝트
보조금 제공업
환어음 보증책임 및 인수 관련
정보제공업

electronic transfers of money

환어음 인수업

acceptance of bills of exchange

providing project grants for
environmental projects
providing project grants for
environmental awareness project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liability guarantees and acceptance
of bills of exchange

[제36류/S0301] 보험업
서비스업의 범위
◦ 생명보험업
◦ 손해 및 보증보험업
◦ 사회보장보험업
◦ 기타보험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보험관련 신용조사업(제36류/S1232)
- 보험의 재무가치평가업(제36류/S120401)

협의의 포괄명칭
보험업

insurance services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1. 생명보험업

건물보험 정보제공업
구매자신용보험업
도난보험업
보증 보험업
부동산 관련 보험청구 평가업
부동산 보험업
부동산보험 상담업
부동산보험 중개업
상품운송보험업
손해 보험업
손해사정업
수송기계기구 보험상담업
수송기계기구 보험업
수송기계기구 보험정보제공업
수송기계기구 보험중개업
운송 보험업
운수 보험업
운수보험 상담업
운수보험 정보제공업
자동차 보험업
자동차보험 관련 상담 및 중개업
자동차보험 상담업
자동차보험 정보제공업
자동차보험 중개업
재산 보험업
전문직배상책임보험업
주택 보험업
주택보험 관련 상담 및 중개업

생명 보험업
생명보험 관련 상담 및 중개업

life insurance underwriting

생명보험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life
insurance underwriting

생명보험 및 관련 정보제공업

life insurance underwrit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생명보험 및 연금보험업
생명보험 상담업
생명보험 자문업

life insurance and annuity services

생명보험 정보제공업
생명보험 중개 관련 정보제공업

life insurance information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life
insurance brokerage

주택보험 상담업
주택보험 정보제공업
주택보험 중개업
주택보험사업
책임보험업
항공 보험업
해상 보험업
해상보험 상담업
해상보험 정보제공업
해상보험 중개업
해상사고 보험업

생명보험 중개 및 관련 정보
제공업
생명보험 지급업
생명보험사업
생명보험설계업

life insurance brokerage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해상운송 보험업

생명보험중개업
선불식 건강 보험용 보험업

life insurance brokerage

consultancy and brokerage services
relating to life insurance

life insurance consultancy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life
assurance

life insurance settlement services
life insurance agency services
planning services relating to life
assurance
underwriting insurance for prepaid
health care

2. 손해 및 보증보험업
건물 보험 상담업
건물 보험 중개업
건물 보험업

buildings insurance brokerage
buildings insurance services

buyer's credit underwriting
burglary insurance services
guarantee assurance underwriting
appraisals for insurance claims
relating to real estate
real estate insurance services
real estate insurance consultancy
real estate insurance brokerage
insurance of goods in transit
insurance against loss
loss adjustment services
vehicle insurance consultancy
vehicle insurance services
vehicle insurance information
vehicle insurance brokerage
transit insurance underwriting
transport insurance services
transport insurance consultancy
transport insurance information
automobile insurance services
consultancy and brokerage services
relating to vehicle insurance
automobile insurance consultancy
automobile insurance information
motor vehicle insurance brokerage
property insurance underwriting
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
home insurance services
consultancy and brokerage services
relating to home insurance
home insurance consultancy
home insurance information
home insurance brokerage
home insurance agency services
liability insurance services
aviation insurance services
marine insurance underwriting
marine insurance consultancy
marine insurance information
marine insurance brokerage
marine accidents insurance
underwriting
marine transportation insurance
underwriting
marine fire insurance underwriting

해상화재 보험업
화재 보험업
화재보험 상담업
화재보험 정보제공업
화재보험 중개업

fire insurance underwriting
fire insurance consultancy
fire insurance information
fire insurance brokerage

3. 사회보장보험업
건강보험 관련 상담 및 중개업

buildings insurance consultancy

buildings insurance information

건강보험 구매대행업
건강보험 상담업

consultancy and brokerage services
relating to health insurance
health insurance procurement
services for others
health insurance consult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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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설계의 운영 및 관리업
건강보험 정보제공업
건강보험업
건강보험제도 관련 정보제공업
건강보험중개업
사회보장보험업
산업재해보험업
양로 보험업
연금 보험업
연금 보험중개업
의료 보험업
의료 보험중개업

operation and managemant of
health insurance
health insurance information
health insurance underwriting
providing information about
healthcare insurance plans
brokerage of health insurance
compulsory social security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underwriting
endowment insurance services
annuity underwriting
pension insurance brokerage
medical insurance services
health insurance brokerage

4. 기타 보험

여행보험 상담업
여행보험 정보제공업
여행보험 중개업
재보험 관련 상담업
재산보험 중개업
재해 보험업
재해보험 상담업
재해보험 정보제공업
재해보험 중개업
직장책임보험 관련 보험업
치과 보험업
치과보험 상담업
치과보험 정보제공업
치과보험 중개업

광범위한 보증보험업

extended warranty insurance
services

교육 보험업

educational endowment insurance

개인자산 보험청구평가업

교통보험 중개업

transport insurance brokerage

개인재산 관련 보험청구 평가업

농업 보험업

agricultural insurance services

농업보험사업

agricultural insurance agency services

농업보험상담업

agricultural insurance consultancy

농업보험정보제공업

agricultural insurance information

농업보험중개업

agricultural insurance brokerage

모든 종류 보험 인수업

insurance underwriting services for
all types of insurance
bail-bonding

보석(保釋) 보증업
보험 위험 관리업
비생명보험 중개 관련 정보
제공업
비생명보험 중개업
상해 보험업
상해보험 관련 상담 및 중개업
상해보험 상담업
상해보험 정보제공업
상해보험 중개업
상해보험사업
상호 보험업
선불식 법률 서비스용 보험업
손해 및 재해보험 분야 자문업
스포츠관련 보험업
신용카드로 구입한 제품의
가격보호 관련 보험업
신용카드로 구입한 제품의
구매보호 관련 보험업
신용카드로 구입한 제품의
연장된 보증 관련 보험업
여행 보험업
여행보험 관련 상담 및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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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risk management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brokerage of non-life insurance
brokerage of non-life insurance
accident insurance underwriting
services
consultancy and brokerage services
relating to accident insurance
accident insurance consultancy
accident insurance information
accident insurance brokerage
accident insurance agency services
mutual insurance services
underwriting insurance for prepaid
legal services
providing advice in the field of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insurance services relating to sport
insurance services relating to price
protection for goods purchased
using credit cards
insurance services relating to
purchase protection for goods
purchased using credit cards
insurance services relating to
extended warranty for goods
purchased using credit cards
travel insurance services
consultancy and brokerage services
relating to travel insurance

travel insurance consultancy
travel insurance information
travel insurance brokerage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reinsurance
brokerage of property insurance
casualty insurance services
casualty insurance consultancy
casualty insurance information
casualty insurance brokerage
insurance underwriting in the field of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dental insurance services
dental insurance consultancy
dental insurance information
dental insurance brokerage

5. 보험관련서비스업

고용인 고용보험의 운영 및 관
리와 관련한 정보제공업
보험 감정업
보험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업
보험 및 보험 통계 관련 상담
서비스업
보험 및 재보험 관련 자문업
보험 상담 및 자문업
보험 서비스 및 이와 관련된
정보제공업
보험 자문업
보험 정보제공업
보험 중개업
보험 통계업
보험거래처리업
보험대리업
보험대리점업
보험료율 계산업
보험료율산출 관련 정보제공업
보험보고서 작성업
보험사업자서비스업
보험사정업
보험상담 및 정보제공업
보험상담업
보험상품설계업
보험손실 통제관리업
보험손실평가업
보험손해사정 및 합의업
보험알선업

appraisals for insurance claims of
personal property
appraisals for insurance claims
relating to personal property
provision of information regarding
operation and managemant of
employment insurance
insurance appraisal
consultancy and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insurance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insurance and insurance statistics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insurance and reinsurance
insurance consultancy and advisory
services
insurance service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insurance advisory services
providing insurance information
insurance brokerage
actuarial services
processing of insurance
transactions
insurance subrogation
insurance agencies
insurance premium rate computing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insurance premium rate computing
preparation of insurance reports
insurance carrier services
insurance assessments
consulting and information
concerning insurance
insurance consultancy
financial planning services relating
to insurance
insurance loss control management
insurance loss assessment
insurance claims adjustment and
settlement services
arranging of insurance

36류 S120401
보험중개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업
보험청구 및 지급자료 전자
처리업
보험청구 합의업
보험청구조정업
보험청구처리업
보험청구평가업
보험통계 상담 및 자문업
부동산보험 정보제공업
비생명 보험업
비생명보험 관련 정보제공업
비생명보험 손해사정업
비생명보험용 손해사정 관련
정보제공업
수송기계기구 보험료시세
제공업
재보험 관련 정보제공업
재보험 중개업
재보험업
재보험청구 처리업
재보험통계업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또는
인터넷을 통한 보험 관련 온라인
정보제공업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또는
인터넷을 통한 재보험 관련
온라인 정보제공업

consultancy and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insurance brokerage

금융의 재무평가업

financial evaluation (banking)

기업신용 재무평가 및 관련
정보제공업

financial assessment of company
credit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기업신용 재무평가업

financial assessment of company
credit

기업재무에 관한 정보제공업

assessing insurance claim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corporate financial affairs

기업재정/재무평가업

actuarial consultancy and advisory
services
real estate insurance information

모직물 재무평가업
보험/금융/부동산의 재무평가업

corporate financial and fiscal
analyses
financial valuation of wool

electronic processing of insurance
claims and payment data
settlement of insurance claims
insurance claims adjustment
insurance claims processing

non-life insurance underwriting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non-life insurance underwriting
claim adjustment for non-life
insurance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claims adjustment for non-life
insurance
providing vehicle insurance rate
quotes

보험/은행 및 부동산용 재무
평가업

providing reinsurance information

부동산의 재무평가업
상표가치평가업
알파카섬유 재무평가업
연금 자산 관련 재무가치 평가업

reinsurance brokerage
reinsurance services
processing of reinsurance claims
reinsurance actuarial services
providing on-line information about
insurance from a computer database
or the Internet

보험관련 재무평가업
보험손해사정 관련 재무평가/
조정 및 합의업
보험용 재무평가업

오일/가스 및 광산업 관련
개발비용 재무평가업

financial evaluation [insurance,
banking, real estate]
financial evaluation services for
insurance, banking and real estate
purposes
financial evaluation for insurance
purposes
financial valuation, adjustment and
settlement services relating to
insurance claims
financial evaluation services for
insurance purposes
financial evaluation of real estate
trademark valuations
financial evaluation of alpaca fiber
fiscal valuations and assessments
relating to pension assets
financial evaluation of development
costs relating to the oil, gas and
mining industries

웹사이트를 통한 재무정보
제공업

providing financial information via a
website

입목 채권평가업

bond valuation of standing timber

입목(立木) 재무평가업

financial valuation of standing timber

입찰모임응답용 재무평가업

financial appraisals in responding to
calls for tenders

재무 운용업

financial operations

재무 재조정업

financial restructuring services

재무 타당성 조사업

conducting financial feasibility
studies

재무가치평가업

fiscal valuations and assessments

재무보고 제공업

financial reports

재무분석 및 상담업

financial analysis and consultation

재무분석 및 조사업

financial analysis and research
services

재무위험평가업

financial risk assessment services

재무평가업

fiscal valuations

재무평가용 수선비용평가업

repair costs evaluation [financial
appraisal]

재보험용 재무평가업

financial evaluation services for
reinsurance purposes

재정보증평가업

financial guarantee assessment
services

재해 피해 관련 재무평가업

providing financial assessments of
damages after a disaster

1. 보험/금융/부동산 등의 재무평가업 (예시)

제안요청에 따른 재무평가업

financial appraisals in responding to
requests for proposals [RFPs]

개인자산 평가대행업

지식재산가치평가업

financial assess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기술가치평가업

evaluation of technology value of

providing on-line information about
reinsurance from a computer
database or the Internet

[제36류/S120401] 재무가치평가업, 재무관리업, 재무
상담업, 입목(立木) 재무평가업, 모직
물재무평가업
서비스업의 범위
◦ 재무평가업, 재무관리업, 재무상담업
◦ 산림재무평가업, 모직물재무평가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회계업, 세무대리업, 관세업(제35류/S120401)
- 비용가격분석업(제35류/S123101)
- 주식시세평가업(제36류/S0201)

협의의 포괄명칭
재무업

financial affairs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개인재산 및 부동산의 재무평가업

appraisal of personal property for
others
financial valuation of personal
property and real estate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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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류 S120401
intellectual property

증권의 재무관리업
직원연금 재무관리업

지식재산권 재무평가업

financial valu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ssets

지식재산권 중개업

brokerag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식재산권 평가진단업

evaluation services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식재산권관련 감정업

appraisal services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합작투자 관련 재무구조화업

지적재산평가업

intellectual property valuation
services

회사재무 청산업

퇴직금 재무 계획업
투자자본 재무관리업

securities and equities
financial management of stocks
financial administration of employee
pension plans
financial planning for retirement
financial management of investment
capital
financial structuring services
relating to joint ventures
business liquidation services,
financial

3. 재무분석업 (예시)

2. 재무관리업 (예시)

건축프로젝트 관련 재무계획업

financial planning services relating
to building projects
preparation of financial reports
relating to building projects

개발자본 재무관리업

financial management of
development capital

건물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재무관리업

financial management of building
renovation projects

건축물 용도비용 관련 재무
관리업

financial management of building
occupancy expenses

건축프로젝트 관련 재무보고서
작성업
건축프로젝트 자금지원 관련
재무보고서 작성업

건축프로젝트 관련 재무관리업

financial management of building
projects

공동 투자제도 재무관리업

financial management of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기업 및 개인의 신용가치 관련
재무정보제공업

providing financial information
relating to the creditworthiness of
companies and individuals

세금 관련 재무계획업

기업 인수합병용 재무구조화업

financial structuring services relating
to business acquisitions and mergers

financial planning services relating
to taxation

연금 자산 관련 재무분석업

기업 주식 재무관리업

financial management of shares in
other companies

financial analysis relating to pension
assets

corporate finance services

온라인 재무계획업
온라인 재무정보제공업

on-line financial planning services

기업재무업
부동산 관련 재무관리업

financial management of real estate

부동산프로젝트 재무관리업

financial management of real estate
projects

위험관리 분야 재무연구업

financial research in the field of risk
management

상환지불 재무관리대행업

financial management of
reimbursement payments for others

재무 계획업
재무 관리/분석 및 정보제공업

financial planning

연금 자산 재무관리업

financial management relating to
pension assets

재무 데이터베이스 제공업

연금의 재무관리업

financial management of pensions

재무 분석/정보제공업

온라인 재무업

conducting of financial affairs on-line

위험자본 재무관리업

financial management of risk capital

유언에 따른 재무관리업

financial management by wills

은퇴계좌 재무관리업

financial management of retirement
accounts

은퇴자금 재무관리업

financial management of retirement
funds

인터넷을 통한 재무관리업

financial management via the Internet

자산 관련 재무관리 및 투자업

financial management and investment
services relating to equities

장학프로그램 재무관리업

financial management of scholarship
programs

재무관리업

financial management

재무설계 및 관리업

financial planning and management

재무위기관리업

financial risk management

재무위험관리업
종업원 급부제도 재무관리업

financial risk management services

종업원 복지제도 재무관리업
증권 관련 재무관리 및 투자업
증권 및 자산 관련 재무관리 및
투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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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management of employee
benefit plans
financial management of employee
welfare benefit plans
financial management and investment
services relating to securities
financial management and
investment services relating to

재무 분석업
재무 예측업
재무 정보제공/관리 및 분석업
재무 포트폴리오 분석업
재무보고서 작성업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분석업
재무분석 및 관련 보고서 작성업
재무연구업
재무정보제공업
재무정보처리업
재무조사 및 정보제공업
재무조사업
재무평가 및 분석업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재무정보제공업
투자 관련 재무분석업
환경집중 투자 관련 금융산업
과 관련된 재무정보제공업

preparation of financial reports
relating to the financing of building
projects

providing financial information
on-line

financial management, analysis and
information services
providing a databases of financial
affairs
financial analysis and information
services
financial analyses
financial forecasting
financial information, management
and analysis services
financial portfolio analysis services
preparation of financial reports
preparation and analysis of financial
reports
financial analysis and preparation of
reports relating thereto
financial research services
providing financial information
financial information processing
financial research and information
services
financial research
financial evaluation and analysis
providing financial information by
means of a computer database
financial analysis services relating to
investments
provision of financial information
relating to the finance industry
involved in environmentally focused
investments

36류 S1212
4. 재무상담업 (예시)

재무위험 관리에 관한 자문
서비스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financial
risk management

기반시설투자 관련 재무상담업

financial consultancy relating to
infrastructure investment

재무자문 및 상담업

기업 인수합병용 재무자문업

financial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business acquisitions and mergers

financial advice and consultancy
services

재무정보제공 및 자문업

기업재무상담업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corporate finance
financial consultancy relating to
loans
financial consultancy for lottery
winners

financial information and advisory
services

재무평가 관련 정보제공 및
자문업

providing information and advice in
the field of financial valuations

재무평가 관련 정보제공/상담
및 자문업

providing information, consultancy
and advice in the field of financial
valuation

대출 재무상담업
복권당첨자용 재무상담업
부동산어음중개 관련 재무
상담업
부동산투자 관련 재무상담업

financial consultancy in the field of
real estate note brokerage

전략적 기업재무자문업

strategic corporate financial advisory
services

financial consultancy relating to real
estate investment

전략적 재무자문업

strategic financial advisory services

세금관련 재무상담업

financial consultancy relating to
taxation

증권/파생상품 및 기타 금융
상품 관련 재무자문업

financial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securities, derivatives and other
financial products

세금관련 재무자문업

financial advice relating to taxation

지급불능 관련 재무자문업

세금제도 관련 재무자문업

financial advice relating to tax
planning

financial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insolvency

지식재산권 재무평가 관련 상담업

소득세 관련 재무자문업

financial advice relating to income
tax

consultancy relating to the financial
valu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ssets

소액금융 관련 재무상담 및
자문업

financial consultancy and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microfinance

투자 관련 재무상담업

financial consultancy relating to
investments

소액대출 관련 재무상담 및
자문업

financial consultancy and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microcredit

프랜차이징 관련 재무자문업

financial advice in the field of
franchising

학자금대출 관련 재무상담업

신용 관련 재무자문업

financial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credit

financial consultancy relating to
student loan services

합작투자 관련 재무자문업

신용서비스 관련 재무상담업

financial consultancy relating to
credit services

financial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joint ventures

신탁 관련 재무자문업

financial advice relating to trusts

연금 관련 재무자문업
연금 플래닝에 관한 상담업

financial advice relating to pensions

연금설계 관련 재무자문업

financial advice relating to pension
planning

위험관리 분야 재무상담업

financial consultancy in the field of
risk management

유언 관련 재무상담업
은퇴설계 재무상담업

financial consultancy regarding wills

인수합병 관련 재무상담업

financial consultancy in the field of
mergers and acquisitions

자산관리를 위한 재무자문업

financial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assets management

재무 관련 상담/연구 및 정보
제공업
재무 자문/관리/상담업

consultancy, research and
information relating to financial affairs

재무 자문업
재무가치평가 자문업
재무계획 상담업

financial advice

재무관리 및 상담업

financial management and
consultancy services

재무상담 및 정보제공업

financial consultancy and
information services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pension planning

[제36류/S1212] 부동산감정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의 범위
◦ 부동산감정업, 부동산관리업
◦ 부동산중개 및 임대업

financial retirement plan
consultancy services

financial advisory, management and
consultancy services
advice on fiscal assessments
consultancy in the field of financial
planning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이동식가옥임대업(제43류/S1212)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1. 부동산감정업 (예시)
건물 감정업
건물/토지 감정평가업

buildings appraisal

부동산 가치평가업

real estate valuation services

부동산 감정 및 평가업

appraisal and evaluation of real
estate

부동산 감정업

real estate appraisal

부동산 종가세 평가업

ad valorem appraisals of real estate
valuations in real estate matters

appraisal or evaluation of buildings
and land

재무상담업

financial consultancy

부동산 평가업

재무설계자문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financial
planning

임야 감정업

forests and fields appraisal

재무위험 관리상담업

financial risk management
consultancy

주택 감정업
토지 감정업

home appraisal services
land apprai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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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용 부동산 중개업

2. 부동산관리업 (예시)
거주용 건물 관련 부동산관리업
건물관리업
건축단지 관련 부동산관리업
건축물 신탁업
공동 사용하는 휴가용 주택
관리업
공동 주택관리업
공업용 부지 관련 부동산관리업
별장 부동산관리업
부동산 관리 상담업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다중목록업
부동산 및 주택 관리업
부동산 소유권 관리업
부동산 시분할업
부동산수탁관리업
부동산신탁 계획업
부동산신탁업

real estate management services
relating to residential buildings
management of buildings
real estate management services
relating to building complexes
trusteeship of buildings
shared accommodation
management services
apartment house management
real estate management services
relating to industrial premises
real estate management of vacation
homes
real estate management consultancy
real estate management
real estate multiple listing services
real estate and housing
management
managing ownership of real estate
real estate time-sharing
real estate trustee services
estate trust planning
trusteeship of real estate property

공동 사용하는 숙박 시설 거래업
부동산 구매/판매 형태의
부동산투자대행업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취득대행업
부동산 취득서비스업
부동산구매알선업
부동산상담업
부동산업
상업용 및 주거용 부동산 중개업
상업용 부동산대행업
아파트 검색 관련 부동산 중개
대행업
재산 임대 관련 부동산 중개업

real estate agency services for the
leasing of buildings
transaction services for shared
accommodation
real estate investment services in
the nature of purchasing and selling
of real estate for others
real estate agency services
real estate procurement for others
real estate acquisition services
purchasing agencies of real estate
real estate consultancy
real estate affairs
commercial and residential real
estate agency services
commercial real estate agency
services
real estate agency services relating
to finding apartments for others
real estate agency services for the
leasing of property

주택알선업

accommodation bureau services
[apartments]

주택중개업

housing agency services

토지 구매/판매 관련 부동산
중개업

real estate agency services relating
to the purchase and sale of land

토지 취득대행업

acquisition of land for others

부동산투자 관련 자문업

providing advice relating to real
estate investment

부동산투자 관리 관련 부동산업

real estate services relating to the
management of property investments

토지취득 관련 부동산 중개업

real estate brokerage services
relating to land acquisition

부동산투자업
사무용 부지 관련 부동산관리업

real estate investment services

토지취득 관련 중개업

real estate management services
relating to office premises

brokerage services relating to the
leasing of land

산업단지관리업
상가 관리업

real estate investment

4. 부동산임대업 (예시)

상업적 건물 관련 부동산관리업

real estate management services
relating to commercial buildings

상업적 자산의 부동산 관리업

real estate management of
commercial property

쇼핑몰 관련 부동산관리업

real estate management services
relating to shopping malls

건물 영구 임대업

시분할 관련 부동산관리업

real estate management services
relating to time-sharing

시장관리업

market management (real estate)

아파트 관리업

management of apartments

건물 임대업
건물 임차 중개업
건물임대 대행 또는 중개업

오락용 부지 관련 부동산관리업

real estate management services
relating to entertainment venues

은퇴자커뮤니티 부동산관리업

real estate management of
retirement communities

임대자산의 부동산 관리업

real estate management of rental
properties

주택관리업
주택단지 관련 부동산관리업

house management (real estate)

토지 관련 부동산관리업

real estate management services
relating to land

토지 신탁업

trusteeship of land

real estate management services
relating to shopping centers

real estate management services
relating to housing estates

3. 부동산중개업 (예시)
건물 구매/판매 관련 부동산
중개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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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agency services relating
to the purchase and sale of buildings

가구가 비치된 아파트 임대업
가스충전소 임대업
거주용 주택 임대업
거주지 임대 및 아파트 임대용
부동산 상장업

공장 임대업
과수원 임대업
농장 임대업
리조트 임대업
면세점 임대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 관련
부동산업

rental of furnished apartments
leasing of gas station
rental of residential housing
real estate listing services for
housing rentals and apartment
rentals
rental of buildings for permanent
occupancy
leasing or renting of buildings
agencies for renting of buildings
agencies or brokerage for renting of
buildings
leasing of factories
leasing of orchard
rental of farms
leasing of resort
leasing of duty free shop
real estate services relating to the
sale, purchase and leasing of real
estate

부동산 임대 대행 또는 중개업

agencies or brokerage for leasing or
renting of land

부동산 임대 및 임대계약 주선업

arranging of leases and rental
agreements for real estate

부동산 임대갱신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중개 및 임대업

real estate lease renewal services
rental of real estate
brokerage, rental and leasing of real
estate

36류 S1312
부동산임대 인도업

real estate lease surrender services

빌딩 임대업
사무공간 임대업
사무실 임대업
산업공간 임대업
상가 임대업
상업건물 임대업
쇼핑몰 공간 임대업
아파트 및 사무실 임대업
아파트 임대업
아파트 커뮤니티의 아파트
임대업
아파트/스튜디오 및 방 임대업
아파트/주택/상업용 부지 및
사무실 임대업
영구주택 임대업

leasing of buildings

영구주택용 객실 임대업

rental of cabins for use as permanent
homes

주거용부동산대행서비스업

residential real estate agency
services

주택 임대업

rental of houses

코워킹용 사무실 임대업

rental of offices for co-working

토지 임대대행 또는 중개업

agencies or brokerage for renting
land

토지 임대업

leasing of land

토지 임대용 부동산 중개대행업

real estate agency services for the
leasing of land

학생주거 임대업

rental of student housing

호텔개발용 거주용 콘도 임대업

leasing of residential condominiums
located within hotel developments

leasing of office space
rental of offices [real estate]
leasing of industrial space
leasing of shopping center space
rental of business premises

아파트 분양업
오피스텔 분양업
콘도미니엄 분양업

rental of apartments and offices
rental of apartments

건물 분양 정보제공업

providing real estate listings and real
estate information via the Internet
providing real estate information
relating to property and l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leasing of land

[제36류/S1232] 금융관련 신용조사업, 보험관련 신용조사업

rental of apartments in an apartment
community
rental of flats, studios and rooms
rental of apartments, houses,
commercial premises and offices

서비스업의 범위
◦ 금융관련 신용조사업
◦ 보험관련 신용조사업

rental of permanent housing
accommodation

sales agency services of building
real estate sales services
real estate services relating to the
sale of shopping center
apartment sales
efficiency apartment sales
condominium sales

6. 부동산관련 정보제공업 (예시)
건물 또는 토지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in the field of
real estate via the Internet

leasing of shopping mall space

5. 부동산분양업 (예시)
건물 분양업
부동산 분양업
상가 분양업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정보
제공업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목록 및
부동산 정보제공업
재산 및 토지 관련 부동산 정보
제공업
토지취득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real estate information
relating to building or land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building sales

건물/토지에 관한 정보제공업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buildings and land

건물임대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ntal of buildings

건물임대 및 관련 정보제공업

rental of building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단지 계획업

estate planning

부동산 관련 정보제공업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real estate

부동산 에스크로 서비스업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관련
정보제공업

real estate escrow servic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real
estate affairs via the Internet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개인신용조회업
금융 관련 신용조사업

credit bureau services

금융신용평가서비스업
기업 및 개인 신용가치평가업

credit inquiries services relating to
finance
financial credit scoring services
evaluation of the credit worthiness of
companies and private individuals

기업신용보고업
기업의 신용리스크 관리에
관한 조언업
기업의 신용조사업
기업의 신용조사에 관한 정보
제공업
보험관련 신용조사업

business credit reporting services

사업신용평가 서비스업
소비자 신용상담업
신용 조회 및 상담업
신용등급평가업
신용보고서비스업

business credit verification services

신용상담업
신용위험관리업
신용조사대행업
신용조사업
신용평가서비스업

credit counseling services

expert services relating to corporate
credit risk management
credit inquiries of enterpris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credit inquiries of enterprises
credit inquiries services relating to
insurance
consumer credit consultancy
credit inquiry and consultancy
credit rating services
credit reporting services
credit risk management
credit reporting agency
credit inquiries
credit scoring services

[제36류/S1312] 관세절차대행업
서비스업의 범위
◦ 관세절차대행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수출입업무대행업, 무역중개업(제35류/S1312)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관세절차대행업

financial customs brokerag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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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류/S173601] 골동품 감정업, 미술품 감정업
서비스업의 범위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1. 골동품, 미술품 감정업 (예시)

골동품 감정업
골동품 감정에 관한 정보제공업
그림 감정업
미술공예품 감정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품 감정에 관한 정보제공업
미술품/골동품의 평가업

ancient (antique) document
appraisal
antique appraisal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antique appraisal
picture appraisal services
appraisal services for works of art

기부물품 모집과 관련된 자문업

기아 구제를 위한 기금모금업
긴급구호 상황시 주거안정비
모금업
긴급구호 상황시 피해복구비
모금업
나무 및 환경보호 인식제고용
자선금모금업

numismatic appraisal
stamp appraisal
coin appraisal

서비스업의 범위
◦귀금속 및 보석감정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귀금속 감정업

appraisal of precious metals

귀석 감정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precious stone appraisal

귀석 감정 및 관련 정보제공업

precious stone appraisal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다이아몬드 평가업

diamond appraisal

다이아몬드/귀석 및 귀금속
평가업
보석감정업
보석의 원석 평가업

appraisal of diamonds, precious
stones and precious metals

달리기 및 걷기행사를 통한
자선금모금업
대학교육비용 기금모금대행업
동물복지단체용 기금모금업
말 감정업
볼링 행사를 통한 자선금모금업
부동산 계획의 일환인 자선금
기부 관련 정보제공업
오락행사를 통한 자선금모금업
요트 감정업
유언에 따른 자선금 지급업
음악콘서트를 통한 자선금
모금업
의료연구 자금지원용 자선
기부금 인수업

precious stone appraisal

의료연구지원용 자선금모금업

gemstone appraisal

자동차 감정업
자선 기부금 인수업

[제36류/S173699] 제36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서비스업의 범위
◦기부금모금업, 자선금모금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유사상품 심사기준

기부금과 관련된 상담업
기부금모금업
기부물품 모집과 관련된 상담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art
appraisal
art appraisal and antique evaluation

[제36류/S173602] 귀금속 감정업, 보석 감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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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자선금 모금에 관한
정보제공업

기부물품모집과 관련된 컨설팅업

commemorative coin appraisal

고정식 자전거 경주를 통한
자선금모금업

기부금/자선금 모금대행업

art appraisal

2. 우표 및 옛날 화폐감정업 (예시)
기념주화 감정업
옛날화폐 감정업
우표 감정업
주화 감정업

금전적 기부 분야 자선서비스업
기념 기금 모금업
기부금 관련 자선서비스업

◦골동품 및 미술품감정업
◦우표 및 옛날화폐감정업

고문서 감정업

골프행사를 통한 자선금모금업

charitable fund raising by means of
stationary bicycle races

charitable fund raising by means of
a golf event
eleemosynary services in the field of
monetary donations
memorial fund raising
philanthropic services concerning
monetary donations
collection of charitable donations
and charitable fund raising, for
other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organization of collections and
charitable fund
consultancy relating to collections
organization of monetary collections
consultancy relating to solicitation
for donations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solicitation for donations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solicitation for donations
fund-raising for famine relief
organization of emergency
residential security costs
organization of emergency damage
repair costs
charitable fund raising services to
promote awareness of tree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charitable fund raising by means of
running and walking events
raising funds for others for tertiary
education costs
raising money for animal welfare
organizations
equine appraisals
charitable fund raising by means of
a bowling event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charitable donations as part of estate
planning
charitable fund raising by means of
entertainment events
yacht appraisal
testamentary charitable fund
payment
charitable fund raising by means of
musical concerts
acceptance of monetary charitable
contributions to fund medical
research
charitable fund raising services to
support medical research
automobile appraisal
acceptance of monetary charitable
contributions

자선 우표 판매를 통한 자선금
모금업
자선금 모금 관련 정보제공업

charitable fund raising through the
sale of charity stamps

자선금 모금업
자선단체 기부금 제공업

charitable fund raising services

자선목적의 기부금 모금업

collection of monetary donations for
charitable purposes
charitable fund raising services for

장애청소년 및 성인 여름캠프용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charitable fund raising
providing monetary grants to
charities

36류 S173699
자선금모금업
재난예방 및 방지를 위한 자선
금모금업
저소득층 아동용 자선금모금업
중고차 감정업
중고차 평가 관련 정보제공업
행사 조직 및 진행을 통한 자선금
모금업

sending children and young adults
with disabilities to a summer camp
charitable fund raising in view of
disaster precautions and prevention
charitable fund raising services for
underprivileged children
appraisal of used automobil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appraisal of used automobiles
charitable fundraising services by
means of organizing and conducting
ga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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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 류

건축서비스업; 설치 및 수리서비스업; 채광업/석유 및 가스 시추업
(Construction services; installation and repair services; mining extraction,
oil and gas drilling)

본류에는 주로 건설, 물리적 또는 화학적 성질을 변경하지 않고 대상물을 원래 상태로
복원하거나 보존하는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 특히 포함되는 서비스업
- 건물, 도로, 교량, 댐 또는 송전선의 건설 및 철거 및 내외 도장, 미장, 배관작업,
난방장비 설치 및 지붕을 이는 건설서비스업
- 조선(造船)업
- 건축공구, 기계 및 장비 임대업(예: 불도저 임대업, 크레인임대업)
- 다양한 수리서비스업(전기, 컴퓨터하드웨어, 가구, 기구, 공구 분야)
- 다양한 복원 서비스업(예: 건물 복원, 가구 복원 및 조각품 복원)
- 대상물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고 원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서비스업(예: 가구
유지보수, 차량 유지보수, 수영장 유지보수 및 컴퓨터 하드웨어 유지보수)
- 다양한 물품 청소업(예: 창문, 차량, 의류 및 의류 세탁 및 다림질)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상품의 물리적 보관업(제39류)
- 필수 속성의 변화 과정을 수반하는 대상 또는 물질의 변형업(예: 직물절단,
염색, 내화업(제40류), 주조, 도금, 금속 처리업(제40류), 맞춤 양재업, 의류
양재업, 자수(刺繡)업(제40류), 음식 및 음료수 보존업(제40류))
-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치/업데이트 및 관리업(제42류), 웹사이트 제작 및 호스팅업
(제42류)
- 건축설계 및 건축연구 서비스업(제42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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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류 S040101

제

37류

완충기 수리업
(repair of shock absorbers)

S050137, N37003
S050138

제동장치 수리업
(repair of braking devices)

【포괄상품명칭 목록】
포괄서비스명칭

유사군코드 (구)포괄코드

공기정화기 설치업
(installation of air purifiers)

S050138,
S050139

홍수방지장치의 설치 및 수리업
(installation and repair of flood
protection equipment)

S040101,
S050199

공기정화장치 및 기계 점검업
(inspection of air purifying apparatus
and machines)

가정용 정수기 관리업
(maintenance of water purifiers for
household use)

S050118,
S050139

공기정화장치 및 기계 조작업
(operating of air purifying apparatus
and machines)

가죽 세탁/수선업
(leather cleaning and repair)

S050123, N37002
S1282

공기정화장치 설치/관리/수리업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air freshening apparatus)
공기정화장치 수리업
(repair of air purifying apparatus and
machines)

가죽의 손질/클리닝 및 수리업
(leather care, cleaning and repair)
모피 손질/클리닝/수리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fur
care, cleaning and repair)

진공청소기 수리업
(vacuum cleaner repair)

모피의 손질/클리닝/수리업
(fur care, cleaning and repair)
냉동기 설치업
(installation of freezers)

S050128,
S050139

냉동기 수리업
(repair of freezers)

[제37류/S040101] 종합건설공사업, 건축물 건설업, 도로
건설공사업, 토목공사업, 건물방음설비
공사업, 건물절연설비공사업, 건설
상담업, 건설 및 건축장비임대업

냉동기계기구 수리업
(repair of freezing machines and
apparatus)

서비스업의 범위

냉동기계기구 수리업 또는 관리업
(repair or maintenance of freezing
machines and apparatus)

◦ 종합건설공사업, 건축물건설업, 도로건설공사업, 토목공사업
◦ 건물방음설비공사업, 건물절연설비공사업
◦ 건설상담업
◦ 건축장비임대업

냉동기계장치 수리업
(repair of freezing machines)
냉동기계장치 유지관리업
(freezing machines and apparatus
maintenance)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조선업(제37류/S040102)
- 조경업, 조경디자인업(제44류/S174402)

냉동기기 수리 또는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freezing
machines and apparatus)

협의의 포괄명칭
건설업

냉동기기 수리 또는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repair or maintenance of freezing
machines and apparatu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construction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1. 종합건설공사업 (예시)

보일러 청소 및 수리업
(boiler cleaning and repair)

S050128,
S128101

면도기 수리업
(repair of razors)

S050131, N37004
S050139

이발기 수리업
(repair of hair clippers)

청소기 설치/관리/수리업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cleaning machines)

간이식건물조립공사업

construction of pre-fabricated
buildings

간척공사업
강구조물 공사업
거주용 건물 건설공사업
거주용 건물 및 주택 건설공사
및 수리업

reclamation of land
steel structure construction
construction of residential buildings
construction and repair of residential
buildings and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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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류 S040101
거주용 건물 수리 및 관리업

repair and maintenance of
residential buildings

건물 개조 및 수리업

renovation and restoration of
buildings

건물 건축 및 개조업

construction and renovation of
buildings

건물 건축 및 관리업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buildings

건물 건축 및 보수업
건물 건축/관리/개조업

construction and repair of buildings

건물 건축/수리/관리업

construction, repair and
maintenance of buildings

건물 건축업
건물 기초 부설업
건물 및 기타 구조물 건설공사
및 개조업
건물 및 기타 구조물 건설공사
및 수리업
건물 및 기타 구조물 건설공사업

building construction

건물 복원업
건물 수리 및 관리업
건물 외벽공사업
건물 유지보수업

restoration of buildings

건물 인테리어 건축업
건물/댐/교량 건설공사업

construction of building interiors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renovation of buildings

laying of foundations
construction and renovation of
buildings and other structures
construction and repair of buildings
and other structures
construction of buildings and other
structures

건축용 비계 및 작업/건축용
플랫폼 수리 및 관리업
건축청부업
경기장건설공사업
고가로 건설 공사업
고속도로 건설업
고속도로 유지관리업
고속전철 및 전철건설공사업
공공 건설업
공공사업 건축/관리/개조업
공업용 건물 건설공사업
공장건설업
공항 및 공항시설 건축 및 수리업
공항건설업
관개 시스템 설치 및 관리업
관개시설 설치 및 보수업

repair and maintenance of buildings

교량 건설공사 및 개조업

construction on building facades

construction of buildings, dams and
bridges

교량건설공사업
교량보수업
굴뚝 건설업
굴착 서비스업
근대건축 문화재보수업

건물/도로/교량/댐 건설공
사업
건물개조업
건물단지/거주지건물/거주용
부동산/상업용 건물/쇼핑센터/
사무용 건물/주차용 구조물
건축/관리업

construction of buildings, roads,
bridges and dams

기념비 등의 광고물 건축업

건물리모델링업
건물보수업
건물에너지 소비절감 시스템
유지관리업
건물의 유지관리업
건물의 인테리어 개조업
건물의 점검업
건설 현장의 유틸리티 설치업

remodeling of buildings

건설엔지니어링업
건설의 대행업
건축 비계/작업 및 건축플랫폼
설치업
건축 장비 임대업
건축물 관리 및 하자 보수업
건축물 설치서비스업
건축물 유지 및 보수업
건축물 조립 공사업
건축물 철거업
건축물 철거후 보수 및 관리업

construction engineering services

건축물 하자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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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enance and repair work on
buildings

renovation of buildings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building complexes, residential
buildings, housing estates,
commercial buildings, shopping
centers, office buildings and parking
structures
repair work on buildings
maintenance of building energy
consumption reduction system
maintenance of buildings
refurbishment of buildings
check of buildings
installation of utilities in construction
sites
agencies of constructions
installation of building scaffolds,
working and building platforms
rental of construction equipment
maintenance and repair of buildings
instatallation of construction
building maintenance and repair
building assembly construction
building demolition
repair and maintenance of buildings
in case of demolition
repair of buildings

놀이시설 설치업
대체 에너지 발전설비 시공업
댐 건설공사업
댐 및 저수시설건설공사업
데크 건축업
도로건설공사업
도로공사업
맞춤 건축 및 건물개조업
목공사업
목조주택건축업
박람회 매점 건축업
발전소 건설업
발전플랜트설치공사 및 보수업
방송통신시설물 유지관리업
방파제 건설업
병원 건축업
부두축조업
비계보수업
비계설치/토목공사 또는
콘크리트 건축업
비굴착식 매설관 보수업
비굴착식 배수관 보수업
빌딩건설업

repair and maintenance of building
scaffolds, working and building
platforms
building contracting services
stadium construction
overpass construction
construction of expressway
maintenance of expressway
construction of high-speed electric
railways and electric railways
construction of public works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renovation of public works
construction of industrial buildings
factory construction
construction and repair of airports
and airport facilities
construction of airports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irriga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repair of irrigation
devices
construction and renovation of
bridges
construction of bridges
repair of bridges
chimney construction
excavation services
repair work on modern architecture
cultural properties
construction of advertisement stand
such as monuments
installation of amusement facilities
construction of equipment for
alternative energy generation
construction of dams
construction of dams and water
storage facilities
construction of decks
construction of roads
street construction
custom construction and building
renovation
carpentry services
building of wooden houses
building of fair stalls and shops
construction of power plants
construction and repair of power
generating plants
maintenance of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pier breakwater building
building of hospitals
pier construction
scaffolding repair
scaffolding, earthworks or concrete
construction
repair of pipe buried (trenchless)
repair of drain pipe (trenchless)
construction of buildings

37류 S040101
빌딩유지관리업
빌라트 건축업
빗물 탱크 설치업
사무용 건물 건설공사업
사무용 건물 수리 및 관리업
사무용 건물건축업
상업센터/주택지구 및 생산시설
건축업
상업용 건물 건설공사업
상업용 건물건축업
상하수도공사업
소목공사업
소목공사업(목재 제품 수리업)
송유관건설업
송유관설치공사업
송전탑건설업
쇼핑센터 건설공사업
쇼핑센터/산업단지/사무용
건물/거주용 건물/기타 부동산
개발 개조 및 관리업
쇼핑센터/산업단지/사무용
건물/거주용 건물/기타 부동산
개발 수리 및 관리업
쇼핑센터/산업용 단지/사무용
건물/주거용 건물/기타 부동산
개발 관련 건설공사업
수력발전설비 건설업
수리공의 건물 관리 및 수리업
수중 건축 및 건설업
수중건설업
수중준설업
수질관리시설 공장건설업
스크린 골프장 리모델링업
스크린 골프장 부스 개조업
스포츠경기장 건설업
스포츠경기장 건축업
스포츠센터/헬스클럽/레저
센터/레크리에이션 건물
건축/관리업
시설물 건축 및 유지보수업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시공업

building maintenance services
construction of villat
installation of rainwater tanks
construction of office buildings
repair and maintenance of office
buildings
construction of building for office
erecting of commercial centres,
housing areas and manufacturing
plants
construction of commercial buildings
construction of commercial building
construction of sewers and water
supply systems
joinery
joinery services [repair of woodwork]
oil pipeline construction
oil pipeline laying

빌라/오두막집 건축 및 관리업
암반굴착공사업
애완동물용 보호시설 설치업
에너지효율화 건물/구조물
건축업
에어컨디셔닝 공장의 정비업
연립주택리모델링업
열병합발전소건설업
오일생산장치의 설치업
오피스텔 건축업
오피스텔 리모델링업
옥내외도장업
온실 건축/관리/수리업

remodeling of efficiency apartment
painting, interior and exterior

construction of shopping centers

옹벽공사업
우물굴정 공사업
우물시추업
우물천공업
운하 잠금 건축업
운하수로공사업
원유 수송용 구조물 건축업

underwater dredging
construction of water treatment
plants
remodeling of screen golf
remodeling of screen golf booth
construction of sports fields
construction of sports arenas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sports centers, health clubs, leisure
centers and recreational complexes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renovation of property
construction of new regeneration
energy materials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시공업

construction of new regeneration
energy factory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
풍력포함) 발전설비 시공업

construction of new regeneration
energy factory, including sunlight
generation or wind power

아케이드건축업
아파트 건축업
아파트 리모델링업
아파트/스튜디오/방갈로/

arcade construction
apartment construction
remodeling of apartments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refurbishment of air conditioning
plants
remodeling of row house
installation of oil production
apparatus
construction of efficiency apartment

온실/그린하우스 건축업

building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provided by a handyman
underwater building and
construction
underwater construction

installation of pet containment
systems
construction of energy efficient
buildings and structures

construction of cogeneration plant

construction of power-line towers
renovation and maintenance of
shopping centers, industrial
complexes, office buildings,
residential buildings and other real
estate developments
repair and maintenance of shopping
centers, industrial complexes, office
buildings, residential buildings and
other real estate developments
building construction supervision
services relating to shopping
centers, industrial complexes, office
buildings, residential buildings and
other real estate developments
hydroelectric factory construction

apartments, studios, bungalows,
villas and cottages
rock drilling

원유생산용 구조물건축업
원유저장용 구조물건축업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conservatories and
greenhouses
construction of conservatories and
greenhouses
construction of retaining walls
drilling of wells
boring of wells
water well drilling
building of canal locks
canal and waterway construction
construction of structures for the
transportation of crude oil
construction of structures for the
production of crude oil
construction of structures for the
storage of crude oil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유지
보수업
원자로건설업
웨딩홀리모델링업
유리공사업
유정 굴착용 케이싱/튜빙/
드릴파이프 설치업
의료 시설물 건축업

nuclear power station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services

이동식 및 조립식 건물 건축/
관리/수리업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transportable and
prefabricated buildings

인도 마킹서비스업
인도 스트라이핑업
일광욕실 건축업
일반건설업자서비스업
잠수 및 수중공사업
장례식장건축업
저소득층용 주택 개조 및 건축업

pavement marking services

전력케이블 부설공사업

laying services for electrical power
cables

전문공사업
전통건축물리모델링업
전통건축물보수업
전통건축물복원업
절연물질 설치공사업

custom construction services

nuclear reactor construction
remodeling of wedding hall
glazing (glasswork)
oil well casing, tubing, and drill pipe
installation
construction of medical
establishments

pavement striping
construction of sunrooms
general building contractor services
diving and underwater construction
building of funeral hall
renovating and constructing homes
for low-income families

remodeling of traditional buildings
repair of traditional buildings
restoration of traditional buildings
installation of insulat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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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측정기기 제조 공장 유지
관리업
조립식 건물 및 구조물 설치업
종합건설공사업
주거용 및 상업용 건축물건설업
주방공사업
주상복합건물 건축관리업
주상복합건물 건축상담업
주상복합건물 건축업
주조제품 설치공사업
주택 건축 및 수리업
주택 건축업
주택 리모델링업
주택 맞춤건축업
준설(浚渫)공사업
지하갱도건설업
지하구조물 건축업
지하도공사업
지하방수공사업
지하방수제품 설치업
지하철건설공사업
창고 건설 및 보수업
창고 건설업
창고 보수업
천연 가스 수송용 구조물 건축업
천연가스 생산용 구조물 건축업
천연가스 저장용 구조물 건축업
철근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철도건설공사업
철로 설치/관리/수리업
콘도미니엄 건축업
콘크리트 건축업
콘크리트 광택처리업
콘크리트구조물 보수업
콘크리트구조물 수리업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업
태양광발전소 수리업
태양열설비 설치 및 관리업
택지공사업
터널건설공사업
토목공사 건축업
토목공사업
토지개발 공사업
통나무주택건축업
통신선로 설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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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enance of manufacturing
factory for precision measuring
apparatus
erection of prefabricated buildings
and structures
general construction
residential and commercial building
construction
construction of kitchens
construction of management of
multipurpose building
architectural consultancy of
multipurpose building
construction of multipurpose building
installation of foundry products
construction and repair of houses
construction of houses
remodeling of houses
custom construction of homes
dredging
construction of underground drift
building of underground structures
construction of underground
passages
waterproofing of basements
installation of basement
waterproofing products
subway construction
warehouse construction and repair
construction of warehouses
repair of warehouses
construction of structures for the
transportation of natural gas
construction of structures for the
production of natural gas
construction of structures for the
storage of natural gas
building reinforcing
reinforced concrete work
railway construction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railroad tracks
construction of condominium
concrete construction
concrete polishing
maintenance of concrete structure
repair of concrete structure
installation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installations
repair of solar power plant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solar
thermal installations
residential land preparation works
tunnel construction
earthworks construction
construction of civil engineering
works
development of land (construction)
building of log cabin
telecommunication wiring

통신탑 구축업
파랑에너지 파워플랜트 건축업
파랑에너지 파워플랜트 수리/
관리업
폐기물처리시설공사업
폐기물처리용 전기식산업설
비 설치업
풍력 발전설비 설치공사업
풍력 발전플랜트 수리 및 관리업
풍력발전소 건설/설립/설치/
수리/개조/정비/관리/해체업
풍력발전소의 건설업
풍력발전소의 보수업
하드스케이핑업
하수종말처리시설시공 및
건설업
학교 건축업
항만건설업
해양건설업
현관 건축업
화학공장 보수업
화학공장 수리 또는 관리업
화학공장 유지관리업
휴일가정/휴가캠프/임시숙박/
호텔/거주용 호텔 건축/관리업

construction of telecommunication
towers
construction of wave energy power
plants
repair and maintenance of wave
energy power plants
construction of waste disposal
facilities
installtion of electrical industrial
facilities for waste disposal
installation of wind power plants
facilities
repair and maintenance of wind
power plants
construction, erection, installation,
repair, renovation, servicing,
maintenance and dismantling of
wind farms
construction of wind power plants
repair of wind power plants
hardscaping services
construction of sewage treatment
facilities
building of schools
harbour construction
marine construction
construction of porches
repair of chemical plants
repair or maintenance of chemical
plants
maintenance of chemical plants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holiday homes, holiday camps,
temporary accommodation, hotels
and residential hotels

2. 전문건설공사업 (예시)
가스 및 물 파이프라인 설치업
가스 저장탱크 건설업
가스도관부설공사업
가정욕실 리모델링업
가정욕실 인테리어업
건물 기초공사업

installation of gas and water
pipelines
construction of gas storage tanks
laying services for gas conduits
remodeling of home bathroom
interior of home bathroom
construction of foundations for
buildings

건물 내벽 줄눈시공업

construction joint of buildings
(interior surface)

건물 내장공사업
건물 내화공사업

interior finishing of buildings

건물 단열 설치 공사업

installation of thermal insulation for
buildings

건물 도색업
건물 도장업
건물 방수방습공사 및 접합
밀봉업
건물 방습공사업
건물 방음설비 설치업
건물 외벽 줄눈시공업
건물 인테리어 미장공사 및
도색업

building painting

fire-proofing of buildings during
construction

painting of buildings
building sealing and caulking services
damp-proofing [building]
installation of soundproofing facilities
construction joint of building facades
plastering and painting of building
inter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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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잔해 제거업(건축업)

removal of debris from buildings
[construction services]

건물 절연설치공사업
건물/지붕/구조물용 절연재료
설치업
건물방수방습공사업
건물방음설비공사업
건물습기방지업
건물용 열절연업
건물절연설비공사업
건물해체공사업
건물해체업
건식 벽 패널 설치업
건축 석재 공사업
건축/공사용 플랫폼 설치공사업

installation of building insulation

건축물 바닥 공사업
건축물 바닥보수업
건축물 벽보수업
건축물 복원업
건축물 안전시설설치 해체업
건축물 외장 몰딩 시공업
건축물 지붕 보수업
건축물 코킹업
건축물해체공사업
건축용 비계설치업

installation of insulating materials in
buildings, roofs and structures
building sealing
building soundproofing services
building damp-proofing
thermal insulating of buildings
building insulating
demolition of buildings
wrecking services
installation of drywall panels
stone working for construction
installation services of working and
building platforms
building floor construction
repair of building floor
repair on wall of building
building restoration
installation and demolition of secure
facility on buildings
moulding of building (the exterior of
building)
repair on roof of building
building caulking services
demolition work on buildings
installation services of building
scaffolds

건축울타리공사업
건축장치물설치공사업
건축철물 공사업
경지정리업
골프코스조성공사업
공원묘지조성공사업
공원조성공사업
광발전설비 설치 및 관리업

building of construction fence

광섬유통신망부설공사업

construction of fiberopt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교량해체공사업
교통 바리케이드 설치 및 관리업

demolition of bridges

구조물해체공사업
그라우팅공사업
금속표면 도장업
나무 바닥 설치업
낙서방지용 코팅도료 도장업
낙석방지옹벽구축공사업

demolition of structures

난간시공업
난방/환기 및 공기 조절(HVAC)
시스템 설치 관련 건축업

construction of guardrail

내외장 벽/천장/지붕 절연
공사업
내외장벽 도색 및 렌더링업

insulating of internal and external
walls, ceilings and roofs

installation of building equipments
ironworking for construction
readjustment of arable land
construction of golf courses
construction of park cemeteries
park construction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photovoltaic installations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traffic barricades
grouting services
painting of metal surfaces
installation of wood flooring
application of anti-graffiti coatings
construction of retaining wall for
falling stone
construction services relating to the
installation of 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 systems

painting and rendering of interior and
exterior walls

내화벽 및 제연경계벽 설치/
관리/수리업
냉난방공사업
노면마킹업
누수 방지 설비업
누수 방지 시공업
누수방지정비업
누수탐지업
니스칠업
단열공사업
도로 밀봉 및 박리업
도로 박리업
도로 실링업
도로/하수/급수시스템 공사업
도로용 바리케이드 수리업
도로용 바리케이드 시공업
도로용 중앙분리대 수리업
도로용 중앙분리대 시공업
도로용 차량 충격 흡수대 시공업
도로용 차량충격 흡수대 수리업
도로용 충격 흡수 울타리 시공업
도로용 충격흡수울타리 수리업
도로용 충돌 방지 장벽 시공업
도로용 충돌방지장벽 수리업
도로차선 공사업
도로포장공사업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업
도로표지 수리업
도로표지 시공업
도배공사업
도배업
도장 및 니스칠업
도장업
동력기계(육상차량용은 제외)
제조공장의 유지관리업
등산로 보수업
등산로 유지관리업
리벳팅업
마루공사업
말뚝박기업
매장 건축업
묘지석물설치공사업
미끄럼 방지용 안전 바닥 실러
도포업
미장공사업
바닥 샌딩업
바닥타일 설치업
방수/방습 및 내화공사업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fire and smoke barriers
installation of air-conditioning and
heating systems
road marking services
installation of leakage protection
construction of leakage protection
management of leakage protection
detecting of water leakage
varnishing
construction of insulation
road sealing and stripping
road stripping
road sealing
construction of roads, sewers and
water supply systems
repair of barricade for road
construction of barricade for road
repair of median strip for road
construction of median strip for road
construction of shock absorber for
road
repair of shock absorber for road
construction of shock absorbing
fence for road
repair of shock absorbing fence for
road
construction of crash barriers for
road
repair of crash barriers for road
road striping
road paving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road
signs
repair of road signs
construction of road signs
paper hanging
wallpapering
painting and varnishing
painting
maintenance of manufacturing plant
for motive power machines (other
than for land vehicles)
repair of trail
trail maintenance
riveting
construction of floors
pile driving services
building of shops
installation of stone figures for tombs
application of slip-resistant safety
floor sealers
plastering
floor sanding
installation of floor tiles
construction of
waterproofing/fireproofing/damp-pr
oo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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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공사업
배관 공사업
배관 및 가스 및 상수도 설치업
배관 설치업
배관시스템 설치업
배관의 관리업
벽널 설치업
벽돌쌓기업
벽지공사업
벽판 설치업
보링업
부식방지용 금속표면 도장업
비계설치공사업
샌딩업
석공사업
석면 제거업
석제 벽 및 구조물 복원업
성벽 건축업
소음방지처리업
수압식 시스템용 고압라인/
호스/파이프라인 설치/관리/
수리업
실내 밀봉 및 코킹업
실내개조업
실내외도장업
실내조명 인테리어업
아스팔트포장공사업
외벽 절연공사업
울타리 설치업
이중벽 단열 설치업
인도 실링업
장식도장업
전시스탠드/스테이지 및 부스
건축 및 조립공사업
정화조 설치업
주조장비 설치업
주택 도장업
주택 및 건축물해체공사업
지붕 관리업
지붕 설치업
지붕 수리업
지붕잇기 및 함석공사업
지붕잇기업
지역난방 설비공사업
창문유리공사업
창호공사업
철골공사업
카펫 부설업
카펫깔기업

soundproofing

타일공사업

tile laying

plumbing

타일깔기/벽돌쌓기 또는
블록깔기 공사업

tile laying, bricklaying or block laying

토목공학 구조물 해체공사업

demolition of civil engineering
structures

파이프 라인 부설/건축업
파이프라인 건설업
파이프라인 관리업
파이프라인 보수업
파이프라인 부설공사/수리/
관리/교체/개조업

laying and construction of pipelines

plumbing and gas and water
installation
installation of plumbing
installation of plumbing systems
maintenance of plumbing
installation of siding
bricklaying
wallpaper hanging
installation of wallboards
boring
painting of metal surfaces to prevent
corrosion
scaffolding
sanding
masonry services
asbestos removal
restoration of masonry walls and
structures
construction of ramparts
noise prevention work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high pressure lines, hosing and
pipelines for hydraulic systems
interior sealing and caulking
services
interior renovation

pipeline maintenance
maintenance of pipe lines
laying, repair, maintenance,
replacement and refurbishment of
pipelines
pipelin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installation and repair of pipeline
construction of pipelines
pipe laying services
laying of paving
interior decoration of bathroom

3. 전기 ․ 통신설비공사업 (예시)
전기공사 서비스업
전기설치공사업
케이블부설공사업

services of electricians
electrical installation services
laying of cable

4. 소방공사업 (예시)
소방공사업

installation of fire preventing and
extinguishing equipment

interior lighting decoration

5. 건설 자문 및 건설정보제공업 (예시)

asphalting

건물 개조 감독업
건물 건설공사 상담업

supervision of building renovation

건물 건축 및 수리/설치 관련
온라인 정보제공업

providing online information relating
to the construction of buildings, and
repair and installation services

건물 건축 및 수리/설치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construction of buildings, and repair
and installation services

건물 건축/수리/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construction, repair and
maintenance of buildings

건물 건축/수리/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construction, repair and maintenance
of building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건물 공사 관련 자문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he
construction of buildings

건물 도장 관련 상담업

consultancy relating to painting of
buildings

건물 및 기타 구조물 건축 관련
자문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he
construction of buildings and other
structures

건물 및 기타 구조물 관리/수리/
개조 관련 자문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he
maintenance, repair and renovation
of buildings and other structures

건물 해체공사 감독업
건물 해체공사 관련 자문업

supervision of building demolition

건물개조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building renovation

건물공사 관련 온라인 정보제
공업

providing on-line information
relating to the construction of
buildings

insulating of external walls
installation of fencing
installation of cavity wall insulation
pavement sealing
decorative painting services
construction and erection of
exhibition stands, stages and booths
installation of septic tanks
installation of foundry equipment
house painting
demolition of houses and buildings
maintenance of roofing
roofing installation
repair of roofing
roofing works and zinc works
roofing services
works for district heating plants
glazing of windows
construction of windows and doors
steel structure construction works
carpet laying
laying of carpet
construction of partitioning

콘크리트 외벽 미장 마갑업

finishing of plastering concrete
exterior

콘크리트공사업

concrete works

유사상품 심사기준

파이프라인 설치 및 수리업
파이프라인설치 공사업
파이프배설업
포장 부설업
화장실 인테리어업

interior and outside painting

칸막이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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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라인 설치 공사 및 보수업

pipeline construction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the
construction of buildings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building
demolition

37류 S040101
건물재건축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building reconstruction

웨딩홀리모델링상담업
웹사이트를 통한 건축 정보
제공업
재건축 감독업
전자수단을 통한 건축정보
제공업
전통건축물 공사 상담업
전통건축정보제공업

wedding hall remodeling consultancy

건물해체공사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building demolition

건설 공사 프로젝트 관리업

building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건설 공사에 관한 조언업

provision of advice in relation to
building construction

건설 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

supervision by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건설 정보제공업
건설공사 자문제공업
건설상담업
건설엔지니어링상담업

provision of construction information

주택 및 빌딩건축상담업

consultancy relating to residential
and building construction

construction consultancy

지붕설치/수리 관련 정보제공업

construction engineering
consultation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roofing installation and repair

토목건설감리업

supervision of engineering
construction

건축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업

consultancy and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construction

건축감리업
건축계획관리업

construction supervision

현장 건설감리업
화학플랜트 수리 또는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on-site construction supervision

건축물 시공 감리업

supervision relating to construction
of building

건축물 시공 관리업
건축정보제공업
건축프로젝트용 빌딩건설공
사감독업
공공물 건축 관련 자문업

management of constructions

공공사업 건설공사 관련 상담/
정보제공/자문업

consultancy, information and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he construction of
public works

건설용 중기 차량 임대업
건축 장비 임대 관련 정보제공업

공공사업 관련 건설공사 정보
제공업
공항 및 공항시설 건축 및 수리
관련 자문업

provision of construction information
relating to public works

건축 장비/콘크리트 믹서기/
콘크리트 펌프 및 크레인 임대업

배관 설치 관련 자문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he
installation of plumbing

부동산프로젝트 건설공사감독업

building construction supervision
services for real estate projects

비굴착식 하수관 보수업
빌딩 및 사무소의 인테리어
설치관리업

repair of sewer pipe (trenchless)

빌딩 및 사무소의 인테리어
설치상담업
빌딩건설 공사감독상담업

consultancy relating to installation
interior for building and office

빌딩건설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building construction

빌딩건설공사 건축감독업

building inspection in the course of
building construction

빌딩건설공사감독업
원자력 발전소 건설 관련 상담업

building construction supervision

원자력 발전소의 수리 및 유지
관련 상담업

consulting services in the field of
repair and maintenance of nuclear
energy power plants

원자력발전소 수리 또는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nuclear
power plants

원자력발전소 수리 또는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repair or maintenance of nuclear
power plant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provision of construction advice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services

providing construction information
building construction supervision
services for building projects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he
construction of public works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he
construction and repair of airports
and airport facilities

maintenance services relating to
interior installations of buildings and
offices

consultation in building construction
supervision

consulting services in the field of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화학플랜트 수리 또는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building construction
information via a web site
supervision of building reconstruction
provision of construction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traditional buildings consultation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traditional building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chemical
plants
repair or maintenance of chemical
plant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6. 건설장비 임대업 (예시)
건설 및 건축 장비 임대 정보
제공업
건설 및 건축 장비 임대업

건축기계 및 공구 임대업
건축기계기구 임대 관련 정보
제공업
건축기계기구 임대 및 관련
정보제공업
건축기계기구 임대업
건축용 비계 및 작업/건축용
플랫폼 임대업
건축용 비계/플랫폼/몰드/
기계 임대업
건축용 승강 작업용 플랫폼
임대업
건축용 승강장치 임대업
굴착기 임대업
기중기 임대업
도로포장기계 임대업
도로포장장비/기계 임대업
불도저 임대업
착정기(鑿井機) 대여업
콘크리트 믹서기 대여업
콘크리트 펌프 대여업
크레인 임대업

providing information about rental of
construction and building equipment
rental of construction and building
equipment
rental of construction vehicle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ntal of construction equipment
rental of construction equipment,
concrete mixers, concrete pumps
and cranes
rental of construction machines and
tool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ntal of construction machines and
apparatus
rental of construction machines and
apparatu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rental of construction machines and
apparatus
rental of building scaffolds, working
and building platforms
rental of scaffolding, platforms, molds
and machinery for use in construction
rental of elevating work platforms for
use in construction
rental of lifting apparatus for use in
construction
rental of excavators
rental of crane
rental of road paving machines
rental of road paving equipment/
machines
rental of bulldozers
rental of oil well drilling tools
rental of concrete mixers
rental of concrete pumps
rental of cranes [construction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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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류 S040101
토공장비 및 굴착기 대여업
토목건축용 자재처리장비/
기계 임대업
토목건축용 장비/기계 임대업

rental of earth moving equipment
and excavators
rental of equipment and machine for
material handlers for the civi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rental of equipment and machine for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and
construction purposes

수의용 기계기구 수리업
외과용 기계기구 설치업
외과용 기계기구 수리업
외과용 기기 설치/관리/수리업
외과용 기기 수리 및 관리업

[제37류/S040102] 조선업
서비스업의 범위
◦ 조선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건축물 건설업(제37류/S040101)
- 조경업, 조경디자인업(제44류/S174402)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선박/요트/보트/배/수상운송
기계기구 건조감독업
요트건조업
조선 관련 정보제공업

supervision of the construction of
watercraft, yachts, boats, ships and
water vehicles
yacht building

조선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shipbuilding
shipbuild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shipbuilding

주문 조선업

custom shipbuilding

해군조선소업

naval shipyard services

조선 및 관련 정보제공업

[제37류/S050109] 흡연용구 수리업
서비스업의 범위
◦흡연용구 수리업
(서비스업의 대상(G0902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끽연기구수선업
흡연용구 수리업

repair of smoking equipment
repair of smokers' articles

[제37류/S050111] 의료용 기계기구 수리업
서비스업의 범위
◦의료용 기계기구 수리업
(서비스업의 대상(G110101~G110303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보청기 및 청각보호기 수리업
수의과용 기기 설치/관리/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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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air of hearing aids and hearing
protector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veterinary apparatus and
instruments

외과용/의료용/치과용/
수의과용 기기 설치/관리/
수리업
의료기계기구 관리업
의료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업
의료기계기구 수리업
의료기구/장치 및 장비 수리
및 관리업
의료기기 관리업
의료기기 설치 및 관리업

repair of instruments and appliances
for veterinary purposes
installation of surg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repair of surg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surg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repair and maintenance of surgical
instruments and apparatu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surgical, medical, dental and
veterinary apparatus and instruments
maintenance of med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repair or maintenance of medical
machines and apparatus
repair of medical machines and
apparatus
repair and maintenance of medical
instruments, apparatus and
equipment
maintenance of medical devices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medical devices

의료기기 설치/관리/수리업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med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의료기기 수리 및 관리업

repair and maintenance of medical
devices

의료기기 수리/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medical
machines and apparatus

의료기기 수리/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repair or maintenance of medical
machines and apparatu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의료기기 수리업
의료용 공기정화기 설치업

repair of medical devices

의료용 설비 관리업
의료용 설비 수리 및 관리업

maintenance of medical instruments

의료용 설비 수리업
의료용 장치 관리업
의료용 장치 설치업
의료용 장치 수리 및 관리업

repair of medical instruments

의료용 장치 수리업
의료용 전기안마기 수리업

repair of medical apparatus

의료장비관리업
의료진단용 내시경 수리업

maintenance of medical equipment

전자혈압계 수리업

repair of electronic arterial blood
pressure measuring apparatus

청각장애인 보청기 수리 및
관리업
치과용 기기 보수 및 수리업

repair and maintenance of hearing
aids for the deaf

치과용 기기 설치/관리/수리업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dental apparatus and instruments

치과용 기기 설치업

installation of dental apparatus and
instruments

치과용 의료기계기구 설치업

installation of medical devices and
apparatus for dental use

installation of medical air purification
apparatus
repair and maintenance of medical
instruments
maintenance of medical apparatus
installation of medical apparatus
repair and maintenance of medical
apparatus
repair of medical electric massage
apparatus
repair of endoscopes for diagnostic
use

maintenance and repair of dental
apparatus and instruments

37류 S050118
치과용 의료기계기구 수리업

repair of medical devices and
apparatus for dental use

공업용 오븐 수리업
그릴 설치업
로스터의 설치/수리 및 관리업

repair of industrial ovens

치과용 핸드피스 수리업
휠체어 수리업

repair of dental handpiece

목욕용 장치 관리업
목욕용 장치 설치업
목욕용 장치 수리업
목욕장치 설치 및 관리업

maintenance of bathing apparatus

버너 관리 및 수리업
버너 수리 또는 관리 관련 정보
제공업
버너 수리 또는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burner maintenance and repair

버너 수리업
비데 관리업
비데 설치업
비데 수리업
비데용 세정수장치가 포함된
변기 수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repair of burners

비데용 세정수장치가 포함된
변기 수리업
비전기식 냄비의 수리업
비전기식 요리용 가열기 수리
또는 보수업
비전기식 조리기계기구 수리
또는 설치업

repair of toilet bowls with integrated
bidet water jets

비전기식 조리기구 수리/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non-electric cooking apparatus and
installations

비전기식 조리기구 수리/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repair or maintenance of non-electric
cooking apparatus and installation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비전기식 조리히터 수리업

repair of non-electric cooking
heaters

비전기식 조리히터의 관리업

maintenance of non-electric cooking
heaters

샤워기구 수리 또는 보수업
세면실용 장치 설치업

repair or maintenance of showers

수족관 관리업

maintenance of aquariums

식기 수선업

tableware repair

식기소독기 수리업

repair of dish disinfectant apparatus

painting or repair of signs

싱크대 수선업

sinks repair

sign painting

씽크대 설치업

sinks installation

maintenance of signboards

오일버너 정비 및 수리업

oil burner servicing and repair

installation or repair of signboards

욕조 수리 또는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repair or maintenance of bathtub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욕조 수리 또는 관리업
욕조 수리업
욕조관리업
욕조복구업
전기다리미 수리 및 유지관리업

repair or maintenance of bathtubs

repair of wheelchair

[제37류/S050114] 비전기식 청소용구 수리업
서비스업의 범위
◦비전기식 청소용구 수리업
(서비스업의 대상(G1401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
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비전기식 청소용구 수리업

repair of non-electric dusting apparatus

[제37류/S050118] 주방용품/간판/실내수족관/변기/
샤워기 수리업
서비스업의 범위
◦주방용품/간판/실내수족관/변기/샤워기 수리업
(서비스업의 대상(G1801~G1825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가스레인지 설치업
가스오븐 수리 또는 보수업
가위 갈이업
가위 및 주방용 칼 갈이업
가위 및 주방용 칼 연마 관련
정보제공업
가위 및 주방용 칼 연마 및 관련
정보제공업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수리
또는 보수업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수리업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유지
관리업
간판 도색 또는 수선업
간판 도색업
간판 보수업
간판 설치 또는 수리업
간판 수리 및 유지관리업
간판 수리/관리 관련 정보
제공업
간판 수리/관리 및 관련 정보
제공업
간판 수리업
간판 수선업

installation of gas ranges
repair or maintenance of gas cooking
ovens
sharpening of scissors
sharpening of scissors and kitchen
kniv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sharpening of scissors and kitchen
knives
sharpening of scissors and kitchen
knive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repair or maintenance of
non-electric water purifiers for
household purposes
repair of non-electric water purifiers
for household purposes
maintenance of non-electric water
purifiers for household purposes

repair and maintenance of signboard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signboards
repair or maintenance of signboard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repair of signboards
sign repair

installation of grills
installation/repair and maintenance
services for roasting devices
installation of bathing apparatus
repair of bathing apparatus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bathing apparatu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burners
repair or maintenance of burner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bidets maintenance
installation of bidets
repair of bidets
repair of toilet bowls with integrated
bidet water jet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repair of non-electric pots
repair or maintenance of non-electric
cooking heaters
repair or maintenance of
non-electric cooking apparatus and
installations

installation of apparatus for
washrooms

repair of bathtubs
bath tubs maintenance
restoration of bath tubs
repair and maintenance of electric
i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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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류 S050118
조리냄비 및 팬 수리업 또는
관리업
조리용 냄비 및 팬 수리 또는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조리용 냄비 및 팬 수리 또는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주방기구 설치업
주방용 오븐레인지의 수리업
주방용 장비 설치/관리/수리업
주방용 칼 갈이업
칼갈이업
포충기설치 관리업

repair or maintenance of cooking
pots and pan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cooking
pots and pans
repair or maintenance of cooking
pots and pan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kitchen equipment installation
repair of kitchen ranges (oven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kitchen equipment
sharpening of kitchen knives
knife sharpening
insect traps maintenance

[제37류/S050122] 문방구 수리업
서비스업의 범위
◦문방구 수리업
(서비스업의 대상(G2201~G2202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야 한다)

가방 또는 파우치 수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repair of bags or pouche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가방 및 핸드백 수선업
가방 수선업
금속제 액체 저장탱크 수리업
금속제 저장탱크 보수업
금속제 저장탱크 유지관리업
수송컨테이너 수리업
슈트케이스 수리업
연료탱크 수리 또는 보수업
운반 용기 수리 및 관리업

repair of bags or pouches

저장용 탱크 수리 및 보수업

repair and maintenance of storage
tanks

저장탱크 수리 또는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storage
tanks
repair or maintenance of storage
tank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repair or maintenance of storage
tanks

저장탱크 수리 또는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저장탱크 수리 또는 관리업
저장탱크(금속제/석제는 제외)
유지관리업

repair of bags
repair of metal fluid storage tanks
maintenance of metal storage tanks
metal storage tanks maintenance
repair of shipping containers
suitcase repair
repair and maintenance of fuel tank
repair and maintenance of transport
containers

maintenance of storage tanks (not of
metal nor of masonry)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만년필 수리업
잉크카트리지 충전업
토너카트리지 충전업

fountain pen repair
refilling of ink cartridges
refilling of toner cartridges

[제37류/S050123] 가죽/모피 수선업
서비스업의 범위
◦가죽/모피 수리업
(서비스업의 대상(G2301~G2302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가죽/모피 수선업
모피 관리 및 수선업
모피 손질/수리 관련 정보
제공업
모피 수선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가구 관리업
가구 광택칠업
가구 도장업
가구 복원/수리 및 관리업

fur care and repair

가구 설치업
가구 수리 관련 정보제공업

fur care and repair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fur repair

◦포대와 기타 용기 수선업
(서비스업의 대상(G2501~G2507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유사상품 심사기준

◦가구/이불/우편함/혼상제구 수리업
(서비스업의 대상(G2601~G2607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야 한다)

가구 설치 관련 조립서비스업

서비스업의 범위

786

서비스업의 범위

repair of leather/fur

[제37류/S050125] 가방 수선업

가방 또는 파우치 수리 관련
정보제공업

[제37류/S050126] 가구/이불/우편함/혼상제구 수리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f bags or pouches

가구 수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가구 수리 및 관리업
가구 수리 및 복구업
가구 수리업
가구용 칸막이 설치업
가구용 칸막이 수리업
금고 설치업
금고 수리업
금고 정비 및 수리업
다다미 매트 수선 관련 정보
제공업
다다미 매트 수선 및 관련 정보
제공업

furniture maintenance
furniture varnishing
painting of furniture
furniture restoration, repair and
maintenance
assembly services relating to the
installation of furniture
installation of furniture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furniture restoration
furniture restoration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repair and maintenance of furniture
repair and restoration of furniture
furniture restoration
installation of partitions for furniture
repair of partitions for furniture
installation of safes
repair of safes
safe maintenance and repair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f tatami mats
repair of tatami mat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37류 S050128
다다미 매트 수선업
롤러 블라인드의 설치/수리
및 관리업
매트 유지보수업
매트리스 수리 또는 보수업
무역박람회 및 전시회 스탠드
설치업
베니치아풍 블라인드 설치/
수리업
블라인드 설치 및 수리업
상점용 가구 설치업
소파 덮개 수선업
액자 수선업
어린이집 가구 설치업
주방 캐비닛 설치업
주방용 가구 설치/관리/수리업
천갈이업
침구 수선업
카펫 설치업
카펫 수선업
캐비닛 수선업
캐비닛 재수리업
커튼 설치업
커튼 수리업
혼상제구수선업

repair of tatami mats
installation/repair and maintenance
services for roller blinds
mats maintenance
repair or maintenance of mattress
construction of trade fair and
exhibition stands
venetian blind installation and repair
installation and repair of blinds
installation of furniture for stores
upholstery repair
repair of picture frames
installation of furniture for nurseries
installation of kitchen cabinet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kitchen furniture
upholstering
mending of bed clothes
installation of carpets
repair of carpets
cabinet repair
cabinet refacing
installation of curtains
curtains repair
repair of untensils for marriage and
funeral

(서비스업의 대상(G2801~G2803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가스급탕기 보수업
가스급탕기 수리업
가스냉온수기 설치업
가스냉장고 수리 또는 보수업
가스보일러 수리업
가스온수기 수리 또는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가스온수기 수리 또는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가스온수기 수리업 또는 관리업
가스화로 설치업
가정용 가스급탕기 수리 또는
보수업
가정용 냉각기 시공업
가정용 냉각기 유지관리업
가정용 레인지후드 관리업
건물용 난방/환기/에어컨디셔닝
설비 개조업
건물용 난방설비 개조업

[제37류/S050127] 신발/우산 수선업
서비스업의 범위
◦신발/우산/지팡이/부채와 그들의 부속품 수선업
(서비스업의 대상(G270101~G2705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골프화수선업
신발 수선 관련 정보제공업
신발 수선 및 관련 정보제공업
신발 수선 및 관리업
신발 수선업
양산 수선업
우산 수리 관련 정보제공업
우산 수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우산 수선업

repair of golf sho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shoe repair
shoe repair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repair and maintenance of footwear
shoe repair
parasol repair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umbrella repair
umbrella repair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umbrella repair

[제37류/S050128] 냉방기구/난방기구/환풍기 수리업
서비스업의 범위
◦냉․난방기구/냉장기계기구/환풍기 수리업

건물용 에어컨디셔닝설비
개조업
건물용 환기설비 개조업
건물용 환기설비 설치업
건물용 환기설비 수리업
공기조절시스템 설치 및 수리업
공기조절시스템 설치업
공기조절장치 설치 및 수리업
공기조절장치 설치업
공기조절장치 수리업
공기조절장치 환기구 밀봉업
공업용 공기조절장치 수리 또는
관리업
공업용 보일러 수리업
공업용 에어컨디셔닝장치 설치
또는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공조기기 수리업
난방 및 냉각장치 설치 관련
자문업
난방 및 냉각장치 설치업

maintenance of gas water heater
repair of gas water heater
installation of gas chiller-heater
repair or maintenance of gas
refrigerators
repair of gas boiler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gas water
heaters
repair or maintenance of gas water
heater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repair or maintenance of gas water
heaters
installation of gas furnace
repair or maintenance of gas water
heater for household purposes
construction of coolers for
household purposes
maintenance of coolers for
household purposes
maintenance of range of hoods for
household purposes
retrofitting of 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 installations in
buildings
retrofitting of heating installations in
buildings
retrofitting of air conditioning
installations in buildings
retrofitting of ventilating installations
in buildings
installation of ventilation
(air-conditioning) installations for
buildings
repair of ventilation (air-conditioning)
installations for buildings
installation and repair of air
conditioning systems
installation of air conditioning
systems
installation and repair of
air-conditioning apparatus
installation of air conditioning
apparatus
repair of air conditioning apparatus
air conditioning vent sealing services
repair or maintenance of
air-conditioning apparatus [for
industrial purposes]
repair of industrial boilers
repair or maintenance of air
conditioning apparatus for industrial
purpose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repair of conditioning equipment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he
installation of heating and cooling
apparatus
installation of heating and cooling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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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류 S050128
난방/환기 및 공기 조절
(HVAC) 시스템 설치/수리업
난방/환기 및 공기 조절
(HVAC) 시스템 설치업
난방기구 설치 및 수리업
난방기구 설치업
난방설비 관리 및 수리업
난방시스템 설치 및 관리업
난방시스템 설치/관리/수리업
난방시스템 설치업
난방시스템 수리업
난방장비 설치/수리/관리업

installation and repair of 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
systems
installation of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HVAC] systems

보일러 수리업
보일러 수리업 또는 관리업

repair of boilers

보일러시스템 설치/관리/수리업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boiler systems

installation and repair of heating
equipment
heating equipment installation

에어컨디셔너 설치 및 수리업

installation and repair of air
conditioners

에어컨디셔너 수리업

repair of air conditioners

maintenance and repair of heating
installations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heating system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heating systems
installation of heating systems

에어컨디셔너 유지관리업

maintenance of air conditioners

에어컨디셔닝시스템 설치/
관리/수리업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air conditioning systems

에어컨디셔닝용 조절시스템
설치업

installation of control systems for air
conditioning

에어컨디셔닝장치 설치 또는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air
conditioning apparatus

에어컨디셔닝장치 설치/관리/
수리업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air conditioning apparatus

에어컨디셔닝장치 수리 또는
관리업

repair or maintenance of air
conditioning apparatus

repair of heating system
installation, repair and maintenance
of heating equipment

repair or maintenance of boilers

난방장치 설치/관리/수리업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heating apparatus

난방장치 설치업
난방장치 수리 및 관리업

installation of heating apparatus
repair and maintenance of heating
apparatus

에어컨디셔닝장치 수리 및 관리업

repair and maintenance of air
conditioning apparatus

난방장치 수리업
난방장치 정기점검업
냉각기 수리업
냉각기기 수리 및 관리업

repair of heating apparatus

에어컨디셔닝장치 정기점검업

routine servicing of air conditioning
apparatus

온도조절환경용 냉각 및 에어
컨디셔닝시스템 설치/관리/
수리업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cooling and air conditioning
systems for temperature-controlled
environments

냉각탑 수리 또는 보수업

repair or maintenance of cooling
towers

온수기 설치업

installation of water heaters

냉난방기구 설치업

installation of heating and air
conditioning instrument

원격접속에 의한 공기조절장치
수리 및 보수업

repair and maintenance of air
conditioning apparatus by remote
access

냉난방기구 수리업

repair of heating and air conditioning
instrument

원격접속에 의한 난방기구
수리 및 보수업

repair and maintenance of heating
equipment by remote access

냉난방기기 설치 및 수리업

installation and repair of heating and
air conditioning apparatus

냉난방장치 보수업

maintenance of heating and cooling
apparatus

원격접속에 의한 냉동장치
수리 및 보수업

repair and maintenance of
refrigerating apparatus by remote
access

냉난방장치 수리업

repair of heating and cooling
apparatus

전기난방기기 설치 및 수리업

installation and repair of electric
heating equipment

냉동고 보수업
냉동고 수리업
냉동장치 설치 및 수리업

freezer maintenance

주택용 환기설비 설치업

installation of residential ventilation
(air-conditioning) installations

freezer repair

주택용 환기설비 수리업

freezing equipment installation and
repair

repair of residential ventilation
(air-conditioning) installations

증기발생장치 수리업

repair of steam generating apparatus

냉동장치 설치업
냉동장치 수리 및 관리업

freezing equipment installation

지열 냉방장치 설치 및 수리업

installation and repair of
air-conditioning and heating
equipment by ground heat

냉동장치 수리업
냉동장치 정기점검업

repair of refrigerating apparatus

repair of air-conditioning and heating
installations by ground heat

냉방장치 설치/관리/수리업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refrigerating apparatus

냉방장치 설치업
냉방장치 수리업
냉온수기 수리업
룸쿨러 설치업
보일러 설치업
보일러 수리/관리 관련 정보
제공업
보일러 수리/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installation of refrigerating apparatus

지열에너지를 이용하는 냉난방
설비의 수리업
클린룸용 에어컨디셔닝장치
설치업
태양열 난방시스템 설치업
환기기구 설치업
환기장치 설치/관리/수리업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ventilating apparatus

환기장치 설치업
환기장치 수리 및 관리업

installation of ventilating apparatus

환기장치 수리업
환기장치 정기점검업

repair of ventilating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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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ine servicing of heating apparatus
repair of refrigerators
repair and maintenance of cooling
appliances and installations

repair and maintenance of
refrigerating apparatus
routine servicing of refrigerating
apparatus

repair of cooling apparatus
repair of chiller-heater
installation of room coolers
installation of boiler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boilers
repair or maintenance of boiler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installation of air conditioning
apparatus for use in clean rooms
installation of solar heating systems
installation of ventilation
(air-conditioning) apparatus

repair and maintenance of ventilating
apparatus
routine servicing of ventilating
apparatus

37류 S050134

[제37류/S050129] 비전기식 조명기기 수리업
서비스업의 범위
◦등류와 그 부속품(전기․전지용품은 제외) 수리업
(서비스업의 대상(G2901~G2902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비전기식 조명기기 수리업

repair of non-electric lighting
apparatus and devices

[제37류/S050134] 이화학/광학/사진/영화/측정기계
기구 수리업
서비스업의 범위
◦이화학/광학/사진/영화/측정기계기구(전자응용기계기구 또는
전기자기측정기에 속한 것은 제외), 사진재료 및 안경과 그 부속품
수리업
(서비스업의 대상(G3401~G3405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CCTV 카메라 관리 및 수리업

[제37류/S050130] 자물쇠/열쇠고리 수리업
서비스업의 범위
◦자물쇠/열쇠고리 수리업
(서비스업의 대상(G3001~G3002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금속제 도어록 설치업
디지털 도어록 수리업
열쇠 수선업
자물쇠 설치 또는 수리 관련
정보제공업
자물쇠 설치 또는 수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자물쇠 설치 및 수리업
자물쇠 설치/변경/교체 및
수리업
자물쇠 수리업
잠금장치 설치업
잠금장치설치업 및 수리업

installation of door locks of metal
repair of digital door locks
repair of key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setup or repair of locks
setup or repair of lock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installation and repair of locks
installation, changing, replacement
and repair of locks
lock repair services
installation of locking devices
setup or repair of locks

CCTV 카메라 설치업
CCTV 카메라 수리업
LCD 프로젝터 수리업
감시용 카메라 수리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장치 설치/관리/수리업
공기분석장치 설치/관리/수리업
광학기계 설치업
광학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광학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광학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업
광학기구 수리업
금속분석측정기기 관리업
기상 계측타워 설치/관리/
수리업
나노측정기기 관리업
나노측정기기 설치업

[제37류/S050131] 수공구 및 수동기구 수리업
서비스업의 범위

난방자동온도조절기 설치업
누수센서 관리업

maintenance and repair of cameras
for CCTVs
installation of cameras for CCTVs
repair of cameras for CCTVs
repair of LCD projector
repair of cameras for surveillance
repair of meter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weighing apparatu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air analysis apparatus
installation of optical instrument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optical
machines and instruments
repair or maintenance of optical
machines and instrument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repair or maintenance of optical
machines and instruments
repair of optical instrument
metal anaysis measuring apparatus
maintenance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meteorological masts
nano-measuring instruments
maintenance
nano-measuring instruments
installation
installation of heating automatic
control apparatus
maintenance of sensor for water
leakage

누수센서 설치업

installation of sensor for water
leakage

누수센서 수리업
레이저 측정장치 수리 및 유지
관리업
비의료용 시험장치 수리업

repair of sensor for water leakage

사진기계기구 수리/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photographic
machines and apparatus

사진기계기구 수리/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repair or maintenance of photographic
machines and apparatu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repair of hand-operated tools

사진기계기구 수리업 또는 관리업

repair or maintenance of machines
and apparatus for use in barbers'
shops

repair or maintenance of photographic
machines and apparatus

사진기기 수리업
사진장치 수리 및 관리업

photographic apparatus repair

◦수동공구/수동이기류 수리업
(서비스업의 대상(G310101~G3107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네일손질용 핸드피스 수리업
미용실용 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업

repair of handpiece for nail

비전기식 이발기 수리업
수동공구 수리업
이발소용 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업

repair of non-electric hair clippers

repair or maintenance of machines
and apparatus for use in beauty
salons

repair and maintenance of laser
measuring apparatus
repair of Testing apparatus not for
medical purposes

repair and maintenance of
photographic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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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류 S050134
선글라스 수선업
센서/측정기기 관리업
센서/측정기기 설치업
수송기계기구용 속도검사장치
설치업
수질분석측정기기 관리업
수질분석측정기기 설치업
시험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업
시험기기 수리업
실시간 가스 측정기기 설치업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기기 관리업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업
실험실 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repair of sunglasses
maintenance of sensors/measuring
apparatus
installation of sensors/measuring
apparatus
installation of speed checking
apparatus for vehicles
water analysis apparatus
maintenance
water analysis apparatus installation
repair or maintenance of testing
machines and instruments
repair of test apparatus
installation of real-time gas measuring
apparatus
maintenance of real-time fine dust
measuring apparatus
installation of real-time fine dust
measuring apparatu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laboratory
apparatus and instruments

이화학기계기구 수리업
자동차 후방센서 설치업
자동차 후방센서 수리업
재료실험기기 유지관리업
전기식 및 전자식 측정 및 시험
기계기구 설치/관리/수리업
정밀측정기기 수리업

repair of machines and devices for
physics
installation of rear sensors for
automotive
repair of rear sensors for automotive
maintenance of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testing material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measuring and testing apparatus
and instruments
repair of precision measuring
apparatus

정밀측정기기 유지관리업

maintenance of precision
measuring apparatus

측량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

installation and repair and
maintenance of measuring
apparatus and instruments

측정 및 시험기계 수리 또는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measuring
and testing machines

측정 및 시험기계 수리 또는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repair or maintenance of measuring
and testing machine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실험실 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repair or maintenance of laboratory
apparatus and instrument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측정 및 시험기계기구 설치/
관리/수리업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measuring and testing apparatus
and instruments

실험실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업
쌍안경 수리업
안경 수리 관련 정보제공업

repair or maintenance of laboratory
apparatus and instruments

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maintenance of measuring and test
equipment

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정보
제공업
측정 및 테스트용 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업

information on the maintenance of
measuring and test equipment

안경 수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안경 수리 및 관리 관련 정보제
공업
안경 수리 및 관리 및 관련 정보
제공업
안경 수리 및 관리업
안경 수선업
영사기 관리업
영사기 수리업
영사기 수선 및 보수업
영화용 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영화용 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영화용 기계기구 수리업 또는
관리업
영화용 영사기 수리 또는 관리업
온도조절장치 설치/관리/수리업
원격접속에 의한 사진기기 수리
및 보수업
유도단위계량기기의 수리업
이화학기계기구 보수업
이화학기계기구 수리 또는
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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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air of binocular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f spectacles
repair of spectacle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and maintenance of
spectacles
repair and maintenance of
spectacle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repair and maintenance of
spectacles
repair of spectacles

측정/검사 장치의 보수 또는
정비업
측정기계기구 설치업
측정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업
측정기계기구 수리 또는 보수업

maintenance of projection apparatus
repair of projection apparatus
film projector repair and maintenance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cinematographic machines and
apparatus
repair or maintenance of
cinematographic machines and
apparatu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repair or maintenance of
cinematographic machines and
apparatus
repair or maintenance of movie
projector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temperature control apparatus
repair and maintenance of
photographic apparatus and
instruments by remote access
repair of weighing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derived unit
machines and devices for physics
maintenance
repair or maintenance of machines
and devices for physics

측정기계기구 수리업

repair or maintenance of measuring
and testing machines and
instruments
repair or maintenance of measuring
and testing machines
installation of measurement machine
apparatus machine and apparatuses
repair or maintenance of measuring
machines and instruments
repair or maintenance of
measurement machine apparatus
machine and apparatuses
repair of instruments and appliances
for measuring and testing

측정기계기구의 보수업

instruments and appliances for
measuring and testing maintenance

측정기계기구의 설치/수리
및 보수업

installation/repair and maintenance
of measurement machine apparatus
machine and apparatuses

측정장치 설치/관리/수리업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measuring apparatus

카메라 수리업
투시물환등기(OHP) 수리업
또는 관리업
풍속계 설치/관리/수리업

repair of cameras
repair or maintenance of overhead
projector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anemometers

[제37류/S050135] 시계 수리업
서비스업의 범위
◦시계와 그 부품 수리업
(서비스업의 대상(G3501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7류 S050136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시계 및 기타 시계용구 설치/
관리/수리업
시계 수리 또는 관리업
시계 수리/관리 관련 정보
제공업
시계 수리/관리 및 관련 정보
제공업
시계 수리업
시계용구 수리 및 관리업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clocks and other horological and
chronometric instruments
clock and watch repair or
maintenance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clocks and
watches
repair or maintenance of clocks and
watche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clock and watch repair
repair and maintenance of horological
and chronometric instruments

[제37류/S050136] 사무용 기계기구/자동판매기/주유기기/
소화기/교통신호기/이미용 의자/
구명장치/경보기/잠수용 기계기구/
유원지용 탑승놀이기구/잔디깎는
기계의 수리업
서비스업의 범위
◦ 사무용기계기구(전자응용기계기구에 속하는 것은 제외)와 그
부속품, 기타의 기계기구류 수리업
(서비스업의 대상(G3601~G3613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ATM기기 설치/관리/수리업
가스경보기 수리 또는 보수업
가스누설 감지센서 관리업
가스누출 감지기 수리 또는
보수업
경보기 수리업
교통관리시스템 설치업
교통신호기 도색업
교통신호기 설치업
교통신호기 수리업
교통신호등 관리업
교통신호등 설치업
교통신호등 수리업
구명장치 설치 및 유지보수업
금전등록기 설치/관리/수리업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automated teller machines
repair or maintenance of gas alarm
gas leakage sensors maintenance
repair or maintenance of gas leakage
sensors
repair of alarms
installation of traffic management
system
painting of traffic signals
installation of traffic signal devices
repair of traffic signal devices
traffic signal devices maintenance
installation of traffic light devices
repair of traffic light devices
installation/repair and maintenance
of life-saving apparatus and
instrument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cash registers

금전등록기 수리 또는 보수업

repair or maintenance of cash
registers

다이빙기구 수리/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diving
machines and apparatus

다이빙기구 수리/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repair or maintenance of diving
machines and apparatu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도난경보기 관리업

maintenance of burglar alarm

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설치 및 관리업
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설치/수리업
도난경보기 설치 및 수리업
도난경보기 설치/관리/수리업
도난경보기 설치업
도난경보기 수리업
도로표지판 도색업
동작감지기관리업
라벨기 설치/관리/수리업
방화기기 설치업
보안장치 수리업
사무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업
사무기기 설치 및 관리업
사무기기 설치/관리 및 수리업
사무기기 설치/수리 및 보수업
사무기기 설치업
사무기기 수리업
사무실용 설비 설치/수리 및
보수업
사무실장비 관리업
사무실장비 설치업
사무용 기계/장비 설치 및
수리업
사무용 기계기구 관리/수리
관련 정보제공업
사무용 기계기구 관리/수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소화기 재충전업
소화기 점검업
소화기 정비업
소화기 조작업
소화용 자동스프링클러 설치/
유지관리업
식음료 자동판매기기 설치업
식음료 자동판매기기 유지관리
관련 자문업
알람경보기 설치업
압축천연가스 충전기 설치/
관리/수리업
원격접속에 의한 보안장치 수리
및 보수업
자동판매기 설치업
자동판매기 수리 또는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자동판매기 수리 또는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burglar or fire alarms
installation and repair of burglar or
fire alarms
burglar alarm installation and repair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burglar alarms
installationburglar alarm
repair of burglar alarm
road signage painting
motion senors maintenance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labeling machines
installation of fireproof apparatus
and instruments
repair of security locks
repair or maintenance of office
machines and apparatus
office machine and equipment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installation/maintenance and repair
of office equipment and machines
office machines and equipment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installation of office machines
repair of office machines and
apparatus
installation/maintenance and repair
of office installations
office apparatus maintenance
installation of office apparatus
installation and repair of business
and office machinery and equipment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office
machines and apparatus
repair or maintenance of office
machines and apparatu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fire extinguisher recharging services
testing of Fire extinguishers
maintenance of Fire extinguishers
operating of Fire extinguishers
installation/maintenance of
automatic sprinkler for fire protection
installations for automatic food and
beverage vending machines
advices relating to the maintenance
of automatic food and drink vending
machines
installation of alarms devices
installation/maintenance/repair of
compressed natural gas charger
repair and maintenance of security
locks by remote access
installation of vending machin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vending
machines
repair or maintenance of vending
machine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791

37류 S050136
자동판매기 수리업 또는 관리업
잔디깎는 기계(수동식은 제외)
수리업
잔디깎이 날 갈이업
잠수용 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업
전기식 문 개폐장치 관리업
전기식 문 개폐장치 보수업
전기식 문 개폐장치 설치업
전자식 금전등록기 수리업
주유기기 수리 또는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주유기기 수리 또는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주유장치 수리업 또는 관리업
지폐 진본 검사용 장치 설치/
관리/수리업
침입경보기 관리업
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업
현금자동입출금기 수리업
현금자동지급기(ATM) 관리업
화재 대피용 사다리 설치 및
유지관리업
화재 대피용 사다리 점검업
화재 대피용 사다리 정비업
화재 및 보안경보기기 설치/
관리/수리업
화재/연기/열 감지기 설치/
관리/수리업
화재/연기/열 경보기기 설치/
관리/수리업
화재감지시스템 설치업
화재감지장치 설치/관리/수리업
화재경보기 설치 및 수리업
화재경보기 설치 및 유지관리업
화재경보기 설치/관리/수리업
화재경보기 설치업
화재경보기 수리 또는 관리업
화재경보기 수리업
화재경보기 점검업
화재경보기 정비업
화재경보기기 수리 또는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화재경보기기 수리 또는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화재경보설비 관리업
화폐계수 및 분류기계 설치/
관리/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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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air or maintenance of vending
machines
repair of lawnmowers (machines)

[제37류/S050137] 수송기계기구 수리업

lawn mower blade sharpening

◦수송기계기구와 그 부속품 수리업
(서비스업의 대상(G370101~G3712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야 한다)

repair or maintenance of diving
machines and apparatus
maintenance of electric door
opening and closing apparatus
repair of electric door opening and
closing apparatus
installation of electric door opening
and closing apparatus
repair of electronic cash register
system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gasoline
station equipment
repair or maintenance of gasoline
station equipment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repair or maintenance of gasoline
station equipment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apparatus for checking the
authenticity of banknotes
maintenance of intruder alarms
installation of automatic teller machine
repair of automatic teller machine
maintenance of automated-teller
machines (ATM)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fire
escapes
testing of fire escapes
maintenance of fire escape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fire and security alarm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fire, smoke and heat detector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fire, smoke and heat alarms
installation of fire detection system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fire detection apparatus
fire alarm installation and repair
fire alarms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fire alarms
installation of fire alarms
repair or maintenance of fire alarms
repair of fire alarms
testing of fire alarms
maintenance of fire alarm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fire alarms
repair or maintenance of fire alarm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maintenance of fire alarm installation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money counting and sorting
machines

서비스업의 범위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계단용 승강장치 설치/관리/
수리업
고객센터 내 자동차오일교환업
공기식 수송장치용 노즐 수리
또는 보수업
공중수송차량 및 장치의 수리/
정비 및 관리업
관리 및 수리 전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점검업
굴착기 수리 또는 보수업
기존 육상차량 및 그 구조부품
맞춤복구업
긴급 도로변 수송기계기구 수리업
대중교통수송기계기구 수리/
관리업
대형트럭 정비 및 수리업
리프트 설치 및 수리업
리프트 수리업
모터 차량 도장업
모터차량 관리/수리용 정비
소서비스업
모터차량 냉각시스템 수리 및
관리업
모터차량 및 그 부품 수리 및
관리업
모터차량 및 비행기 관리 및 수
리업
모터차량 수리 관련 자문업
모터차량을 위한 배터리 충전업
모터차량을 위한 주유소업
모터차량을 위한 천연가스
충전업
무빙워크 설치/관리/수리업
보트 수리 또는 정비업
보트 수리 및 관리업
비상차량 수리업
비행기 수리 또는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비행기 수리 또는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비행기 수리 및 관리업
비행기 제설 및 제빙업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stairway lifts
mobile automotive oil change services
provided at the customer's location
repair or maintenance of nozzles for
air vehicles
repair, servicing and maintenance of
vehicles and apparatus for
locomotion by air
inspection of automobiles and parts
thereof prior to maintenance and
repair
repair or maintenance of excavators
custom rebuilding of existing land
vehicles and structural parts therefor
emergency roadside vehicle repair
services
repair and maintenance of public
transport vehicles
large truck maintenance and repair
lift installation and repair
repair of lifts
painting of motor vehicles
garage services for the maintenance
and repair of motor vehicles
repair and maintenance of motor
vehicle cooling systems
repair and maintenance of motor
vehicles and parts thereof
maintenance and repair of motor
vehicles and airplanes
advisory servicesrelating to repair
motor cars
battery charging service for motor
vehicles
gasoline refuelling service for motor
vehicles
natural gas refuelling service for
motor vehicle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moving sidewalks
boats repair or maintenance
repair and maintenance of boats
emergency vehicle repair servic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aircraft
aircraft maintenance or repair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repair and maintenance of air
vehicles
snow removal and de-icing services
for airplanes

37류 S050137
상하역 기계 설치/관리/수리업
상하역기계기구 관리/수리
관련 정보제공업
상하역기계기구 관리/수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선박 수리 및 관리업
선박 수리업
선박 수리업 또는 관리업
선박내장 설치업
선박용 밸러스트장치 설치/
관리/수리업
선박용 크레인 수리 또는 보수업
선박해체업
수상운송기계기구 건조/관리/
수리업
수상운송기계기구 수리업
수송기계 도장업
수송기계 배터리충전업
수송기계 수리업
수송기계 윤활유 주입업
수송기계기구 관리/정비/수리업
수송기계기구 도장업
수송기계기구 및 기계 관리업
수송기계기구 섀시부품 및
본체 설치/수리 및 관리업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loading and unloading machin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loadingunloading machines and apparatus
repair or maintenance of loadingunloading machines and apparatu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repair and maintenance of ships
repair of ships
repair or maintenance of vessels
installation of ship interior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ballast apparatus for ships
repair or maintenance of crane for
ships
ship dismantling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water vehicles
repair of water vehicles
vehicle undercoating services
vehicle battery charging
vehicle breakdown repair services
vehicle lubrication
maintenance, servicing and repair of
vehicles
painting of vehicles
maintenance of vehicles and
machine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chassis parts and bodie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섀시부품 및
본체 수리 및 관리업
수송기계기구 수리 관련 상담업
수송기계기구 수리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업
수송기계기구 수리 관련 정보
제공업
수송기계기구 수리 및 관리업
수송기계기구 수리업
수송기계기구 에어서스펜션
시스템 수리업
수송기계기구 연료공급업
수송기계기구 연마가공수리업
수송기계기구 연마가공처리업
수송기계기구 정비 및 수리업
수송기계기구 정비소업
수송기계기구 정비업 (연료보급
및 유지관리)
수송기계기구 타이어 수리 및
관리업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장치
수리업
수송기계기구용 스카이라이트의
설치/수리 및 관리업

repair and maintenance of chassis
parts and bodie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트랜스미션액
교환업

changing transmission fluid for
vehicles

consultancy relating to vehicle repair
information and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vehicle repair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vehicle repair
vehicle repair and maintenance
vehicle repair services
repair of suspension systems for
vehicles
fuelling of vehicles
polishing repair of vehicle
polishing of for vehicle
vehicle maintenance and repair
vehicle service stations
vehicle service stations [refuelling
and maintenance]
repair and maintenance of vehicle
tires
repair of brake systems for vehicles
installation/repair and maintenance
services for skylights (windows) for
vehicles

수입자동차전문정비업
스쿠터 수리업
승강기 수리 또는 보수업
승강기관리업
승강작업용 플랫폼 정비 및 수리업
승강장치 점검업
승강장치 정비 및 수리업
승강장치 정비업
승객용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
자문업
승객용 엘리베이터 설치/관리/
수리업
승객용 엘리베이터/에스컬
레이터/탑승교/무빙워크/
계단용 승강장치 설치/관리/
수리업
승객탑승교 설치/관리/수리업
썬루프 설치업
에스컬레이터 설치/관리/수리업
에스컬레이터 수리 또는 보수업
엘리베이터 및 승강기 설치업
엘리베이터 설치 및 수리업
엘리베이터 설치업
엘리베이터 수리업
엘리베이터시스템 수리업
오토바이 수리 및 관리업
요트 및 보트 개조/수리 및 수리업
요트 수리 및 관리업
요트내부 설치업
운반기계설치 및 관리업
운항중지 비행기 관리 및 수리업
워터슬라이드용 보트 설치업
워터슬라이드용 보트 유지관리업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한
엘리베이터(승강기) 유지관리업
육상차량 관리 및 수리업
육상차량 수리 관련 정보제공업
육상차량 수리업
이륜모터차량 수리 또는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maintenance of imported cars
scooters repair
lifts repair or maintenance
lifts maintenance
servicing and repair of elevating
work platforms
testing of lifts
servicing and repair of lifting apparatus
maintenance of lifts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he
installation of passenger elevator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passenger elevator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passenger elevators, moving
sidewalks, passenger bridges,
moving stairways and stairway lift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passenger bridges
sunroof installation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escalators
escalator repair or maintenance
installation services for elevators
and lifts
elevator installation and repair
installation of elevators
repair of elevators
elevator system repair
repair and maintenance of
motorcycles
yacht and boat conversion,
renovation, refit and repair
repair and maintenance of yachts
installation of yacht interiors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transport machinery
maintenance and repair of grounded
aircraft
installation of waterslide rafts
maintenance of waterslide rafts
maintenance of elevators [lifts] via
remote monitoring systems
maintenance and repair of land
vehicl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f land vehicles
repair of land vehicl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two-wheeled motor vehicles

이륜모터차량 수리 또는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repair or maintenance of two-wheeled
motor vehicle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이륜모터차량수리업 및 관리업

repair or maintenance of
two-wheeled motor vehicles

자동차 관리업
자동차 내외장 관리업

maintenance of automobiles

자동차 냉각수 교환 서비스업

replacement of automotive cooling
water as part of automobile
maintenance services

maintenance of interior and exterior
of auto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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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노변수리업
자동차 덴트복원업
자동차 덴트전문수리업
자동차 덴트처리업
자동차 도난경보기 수리 또는
보수업
자동차 도색업
자동차 도장업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수리 및
관리업
자동차 본체수리 및 표면처리
대행업
자동차 부동액 교환 서비스업

roadside repair of automobiles

자동차 세부장식업
자동차 수리/관리 관련 정보
제공업

automobile detailing

자동차 수리/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repair or maintenance of automobile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자동차 수리/관리/정비업

repair, maintenance and overhaul of
automobiles

자동차 수리/관리업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수리업 또는 관리업

car repair and maintenance

자동차 수리용 정비소서비스업

garage services for automobile
repair

자동차 실내 맞춤설치업

custom installation of automobile
interiors

자동차 알람장치 설치업

installation of automative alarm
devices

자동차 알람장치 수리업
자동차 외형복원업
자동차 윤활유 교환 서비스업

repair of automobile alarm devices

자동차 윤활유주입업
자동차 재조정 서비스업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

automobile greasing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 타이어 수리업

motor vehicle maintenance

자동차 표면처리업
자동차 핀스트라이핑업
자동차내장품수선업
자동차도난경보기 수리업
자동차도색도장업
자동차문 수리 또는 보수업

automotive refinishing

자동차배터리 교환업
자동차부품 교체업
자동차오일교환업
자동차용 냉난방장치 수리
또는 보수업
자동차용 냉난방장치 수리업
자동차용 엔진오일 교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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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obile restoration
repair of automotive dents
automotive dent treating
burglar alarm repair or maintenance
painting of automobiles
automobile undercoating services
repair and maintenance of
automobiles and parts thereof

자동차용 완충기 수리업
자동차용 유리 관리 및 수리관련
상담업
자동차용 타이어 수리 또는
보수업
자동차용 휠 수리 또는 보수업
자동차용 히터 수리업
자전거 수리 관련 정보제공업

automobile body repair and finishing
for others

자전거 수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antifreeze replacement as part of
automobile maintenance services

자전거 수리 및 관리업
자전거 수리업
적재하역 기계기구 수리업 또는
관리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automobiles

automobile repair
repair or maintenance of
automobiles

automobile appearance restoration
lubricating oil replacement as part of
automobile maintenance services
automobile reconditioning services
motor vehicle maintenance and
repair
vulcanizing of automobile tires
[repair]
automobile pinstriping
automobile internals repair
automobile burglar alarms repair
automobile painting
automobile door repair or
maintenance
automobile battery replacement
services
replacement of automobile parts
automotive oil change services
repair or maintenance of heating and
cooling systems for motor cars
repair of heating and cooling
systems for motor cars
engine oil change for automobiles

전기식 수송기계기구 수리 및
관리업
전기식 수송기계기구 충전업
전기식 수송기계기구용 충전업
전기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
전동차관리업
제설기 수리 또는 관리업
지게차 수리업
차량 관리 관련 자문업
차량 관리업
차량수리 및 관리업
철도차량 수리 또는 관리업
철도차량 수리 및 관리업
철도차량 수리/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철도차량 수리/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컨베이어 수리 또는 관리업
타이어 가황(加黃)처리 수리업
타이어 밸런싱업
타이어 수리업
타이어 재생업
타이어 정비 및 수리업
타이어 튜브 수선업
타이어 평형조정업
타이어 회전 및 밸런싱업
타이어의 점검 또는 유지관리업
트럭 수리업
트레일러 수리업
하역기계기구 보수업
하역기계기구 수리 또는 유지
관리업
하역기계기구 수리업

repair of shock absorbers for
automobiles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maintenance and repair glass for
automobiles
repair or maintenance of automobile
tires
repair or maintenance of wheels for
automobiles
automobile heater repair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f bicycles
repair of bicycle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repair and maintenance of bicycles
repair of bicycles
repair or maintenance of
loading-unloading machines and
apparatus
repair and maintenance of electric
vehicles
recharging services for electric
vehicles
charging of electric vehicles
electric motor vehicle maintenance
and repair
electromotive car maintenance
repair or maintenance of snow
ploughs
repair of fork lift trucks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vehicle
maintenance
vehicle maintenance
repair and maintenance of vehicles
repair or maintenance of railway
rolling stock
repair and maintenance of rail
vehicl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railway
rolling stock
repair or maintenance of railway
rolling stock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repair or maintenance of conveyors
vulcanization of tyres [repair]
tyre balancing
repair of tires
retreading of tyres
tires maintenance and repair
repair of tire tubes
tire balancing
tire rotating and balancing
check or maintenance of tires
repair of trucks
repair of trailers
maintenance of apparatus for
loading and unloading
repair or maintenance of apparatus
for loading and unloading
repair of apparatus for loading and
unloading

37류 S050138
항공기 관리 또는 수리업
항공기 관리 및 수리업
항공기 도장업
항공기 수리 및 관리업
항공기 수리 및 관리정보제공업
항공기 수리업
항공기 제빙업
항공기 주유업
항공기부품 수리업
항공분야 수리정보제공업
헬리콥터 수리 또는 보수업

aircraft maintenance or repair
aircraft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painting of aircraft
repair and maintenance of aircraft
information with relation to aircraft
repair and maintenance
repair of air vehicles
airplane de-icing services
fuelling of aircraft
repair of parts of air vehicles
providing information on repair
services in the aviation sector
repair and maintenance of helicopters

[제37류/S050138] 산업/동력/풍수력기계기구 수리업,
금속가공기계 수리업, 용광로 설치
및 수리업
서비스업의 범위
◦산업/동력/풍수력기계기구 수리업, 금속가공기계수리업,
용광로 설치 및 수리업
(서비스업의 대상(G3801~G3832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3D 프린터 수리 및 유지관리업
가스 공급 및 분배용 장치 설치업
가스 또는 공기압축기 임대업
가스공급장치 긴급정비업
가스공급장치 설치/관리/수리업
가스터빈 수리 또는 보수업
가스터빈 엔진 수리업

repair and maintenance of 3D
printers
installation of gas supply and
distribution apparatus
rental of gas or air compressors
emergency servicing of gas supply
apparatu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apparatus for supplying gas
repair and maintenance of gas
turbines
repair and maintenance of gas
turbine engines

가스화용융장치 설치업

installation of gasification melting
apparatus

건설기계기구의 수리 또는
보수업

repair or maintenance of
construction machines and
apparatus

건설용 기계기구 보수 및 수리업

installation/maintenance and repair
of construction machines and
apparatus

건설용 기계기구 설치업

installation of construction machines
and apparatus

건설용 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construction
machines and apparatus

건설용 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repair or maintenance of
construction machines and
apparatu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건설용 기계기구 수리업

repair of construction machines and
construction equipment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drying apparatus
installation of drying apparatus

건조장치 설치/관리/수리업
건조장치 설치업

건조장치 수리 및 관리업

repair and maintenance of drying
apparatus

건조장치 수리업
건조장치 정기점검업
건축 및 농업용 기계 수리업

repair of drying apparatus

건축 장비 관리업

maintenance of construction
equipment

건축 장비 수리 또는 관리업

repair or maintenance of construction
equipment

건축 장비 수리업
건축용 기계 관리업

repair of construction equipment

건축용 기계 수리업
경작기계기구 수리업 또는
관리업
고무제품 제조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업

routine servicing of drying apparatus
repair of construction and agricultural
machinery

maintenance of construction
machines
repair of construction machines
repair or maintenance of cultivating
machines and implements
repair or maintenance of machines
and apparatus for manufacturing
rubber goods

고무제품 제조기계기구 수리업
또는 관리업

repair or maintenance of
rubber-goods manufacturing
machines and apparatus

고무제품 제조용 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machines
and apparatus for manufacturing
rubber goods

공기 살균기 설치 및 보수업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air
sterilisers
installation/maintenance and repair
of air cooling heat exchangers

공기냉각식 열교환기 설치/
관리 및 수리업
공기송풍기 설치/관리/수리업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air blowers

공기여과기 및 그 부품 수리업
공기여과기 수리업
공기펌프 설치/관리/수리업

repair of air filters and parts thereof

공업용 기계 설치/관리/수리/
복구업

installation, maintenance, repair
and reconditioning of industrial
machinery

공업용 기계 설치업
공업용 기계 수리업
공업용 노 설치업
공업용 노 수리 또는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installation of industrial machinery

공업용 노 수리 또는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repair of air filtering apparatu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air pumps

repair of industrial machinery
installation of industrial furnac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industrial
furnaces
repair or maintenance of industrial
furnace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공업용 노(爐) 수리업
공업용 세척기 수리 또는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repair of industrial furnaces

공업용 세척기 수리 또는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repair or maintenance of industrial
washing machine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공업용 세척기 수리 또는 관리업

repair or maintenance of industrial
washing machines

공업용 식기세척기 수리 또는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industrial
dishwashing machines

공업용 식기세척기 수리 또는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repair or maintenance of industrial
dishwashing machine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공업용 식기세척기 수리 또는
관리업

repair or maintenance of industrial
dish washing machin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industrial
washing mach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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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제습기 관리 및 수리업

maintenance and repair of industrial
dehumidifiers

공업용 조리기 수리 또는 관리업

repair or maintenance of cooking
apparatus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조리장치 수리 또는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repair or maintenance of cooking
apparatus for industrial purpose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repair or maintenance of industrial
furnace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equipment and apparatus for use
in mining, open pit mining and
quarrying
repair and maintenance of mining
machines
repair of mining machinery

공업용 화로 수리업 또는 관리업
광산/노천채굴/채석용 장비/
장치 설치/관리/수리업
광산기계 수리 및 관리업
광산기계 수리업
광산기계기구 관리/수리 관련
정보제공업
광산기계기구 관리/수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광산기계기구 수리업 또는
관리업
광산용 장비 수리 및 관리업
광산용 장비/장치 설치/관리/
수리업
교반기의 설치업
구두 제조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업
구두 제조용 기계기구 관리/
수리 관련 정보제공업
금속/시트금속 가공/처리용
시스템/기계/장치 설치/관리/
수리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mining
machines and apparatus
repair or maintenance of mining
machines and apparatu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repair or maintenance of mining
machines and apparatus
repair and maintenance of mining
equipment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equipment and apparatus for use
in mining
installation of beaters
repair or maintenance of shoe
making machines and instrument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machines
and instruments for making shoe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systems, machinery and
apparatus for working and
processing metals and sheet metal

금속가공기계 및 공구 수리 또는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metalworking machines and tools

금속가공기계 및 공구 수리 또는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repair or maintenance of
metalworking machines and tool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금속가공기계 설치/관리/수리업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metalworking machines

금속가공기계 설치공사업
금속가공기계 수리 또는 보수업

installation of metalworking machines

금속가공기계 수리업
금속가공기계 유지관리업
금속가공기계기구 수리업 또는
관리업
금속가공용 프레스 설치 관련
조립업

repair or maintenance of
metalworking machines
repair of metalworking machines
and apparatus
maintenance of metalworking
machines
repair or maintenance of
metalworking machines and tools
assembly services relating to the
installation of presses for processing
metals

금속가공용 프레스 설치업

installation of presses for processing
metals

금속가공용 프레스 수리 및
관리업
금속가공장치 설치/관리/수리업

repair and maintenance of presses
for processing me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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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apparatus for processing metals

금속생산/금속처리/금속가공용
설치물 수리업

repair of installations for use in metal
production, metal processing and
metal working

금속처리 및 가공용 기계 및
공작기계 설치업

installation of machines and
machine tools for treating and
processing metals

금속처리 및 가공용 기계 및
공작기계 수리 및 관리업

repair and maintenance of machines
and machine tools for treating and
processing metals

금속처리 및 가공용 기계/
공작기계/자동화시스템 현대화
관련 설치업

installation services relating to the
modernization of machines,
machine tools and automatic
systems for treating and processing
metals

금속처리/가공용 기계 및
공작기계 설치 관련 조립업

assembly services relating to the
installation of machines and
machine tools for treating and
processing metals

금속처리/가공용 기계/공작
기계/자동시스템 설치 관련
조립업

assembly services relating to the
installation of machines, machine
tools and automatic systems for
treating and processing metals

급수펌프 또는 부스터펌프
수리 및 관리업
기계 개조 및 전환업

repair and maintenance of feed or
booster pumps

기계 관리 및 수리업
기계 설치 관련 정보제공업

machinery maintenance and repair

기계/모터 또는 엔진용 기계
필터 수리업
기계류 설치/유지관리 및 수리업

repair of filters for machines, motors
or engines

기계류 설치업
기계식 주차시스템 수리 또는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machinery installation

기계식 주차시스템 수리 또는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repair or maintenance of mechanical
parking system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기계식 주차시스템 수리 또는
관리업
기계식 주차장 유지관리업
기계식 주차장치의 보수업

repair or maintenance of mechanical
parking systems

기계식 주차장치의 수리업
기계용 마찰방지 베어링 수리/
개조 관련 상담업

repair of mechanical parking

기계용 마찰방지 베어링 수리/
개조업
기계용 베어링 수리/개조 관련
상담업

repair and reconditioning of
anti-friction bearings for machines

기계용 베어링 수리/개조업

repair and reconditioning of bearings
for machines

기계용 베어링/볼베어링/
롤러베어링/마찰방지 베어링
수리/개조 관련 상담업

consultancy relating to the repair and
reconditioning of bearings,
ball-bearings, roller bearings and
anti-friction bearings for machines

기계용 베어링/볼베어링/
롤러베어링/마찰방지 베어링
수리/개조업
기계용 차축 수리업
기계용 흡기에어필터 수리업

repair and reconditioning of bearings,
ball-bearings, roller bearings and
anti-friction bearings for machines

machinery retrofit and conversion
servic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installation of machinery

machinery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mechanical
parking systems

maintenance of mechanical parking
repair work on mechanical parking
apparatus
consultancy relating to the repair and
reconditioning of anti-friction
bearings for machines

consultancy relating to the repair and
reconditioning of bearings for
machines

repair of axles for machines
repair of intake air filters for
machi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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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작동용 수동기구 수리 또는
보수업
내화기계장치인 보일러 설치업
노(爐) 벽돌로 막기 및 개축업
농기계 수리 및 관리업
농기계기구 관리/수리 관련
정보제공업
농기계기구 관리/수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농업용 기계 설치업
농업용 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업
농업용 기구 수리업
농업용 장비 수리 및 관리업
담배 제조기계기구 수리업 또는
관리업
담배가공기계 수리 또는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담배가공기계 수리 또는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대기오염 방지장치 설치업
도로건설용 기계 수리 및 관리업
도로건설용 장비 수리 및 관리업

repair or maintenance of hand-held
tools (other than hand-operated)

먼지적출장치 설치업

installation of boilers in refractory
machinery and equipment
rebricking and rebuilding of furnaces

먼지추출장치 정기점검업

repair and maintenance of agricultural
machin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agricultural
machines and implements
repair or maintenance of agricultural
machines and implement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installation of agricultural machines

목공용 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업
물여과장치 설치 및 수리업

repair or maintenance of agricultural
machines and implements
agricultural equipment repair
repair and maintenance of agricultural
equipment
repair or maintenance of tobacco
processing machin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tobacco
processing machines
repair or maintenance of tobacco
processing machine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installation of air pollution control
facilities
repair and maintenance of road
making machines
repair and maintenance of road
making equipment

도로건설용 장비/장치 설치/
관리/수리업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equipment and apparatus for use
in road building

도장(塗裝)기계 설치업
도장(塗裝)기계 수리업
도장(塗裝)기계 유지관리업
도장(塗裝)기계기구 수리 또
는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installation of painting machines

도장(塗裝)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repair or maintenance of painting
machines and apparatu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도장기계기구 수리업 또는
관리업
동력기계 유지관리업

repair or maintenance of painting
machines and apparatus

동력기계(육상차량용은 제외)의
설치/수리 및 보수업

installation/repair and maintenance
of motive power machines (other
than for land vehicles)

동력기계기구(육상차량용은
제외) 수리업
동력기계부품 수리업
드릴비트 갈이업
레이저 용접기계 수리 및 보수업

repair of motive power machines
(other than for land vehicles)

매트리스 세척기계 수리업

repair of cleaning machines for
mattress

머시닝센터 수선업
머시닝센터 유지관리업
먼지 추출장치 수리 및 관리업

repair of machining centers

painting machines repair
painting machines maintenance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painting
machines and apparatus

maintenance of motive power
machines

repair of parts of power machines
drill bit sharpening
laser welding machines repair and
maintenance

maintenance of machining centers
repair and maintenance of dust
extraction apparatus

모터차량용 엔진 수리 및 관리업

물연화장치 설치 및 수리업
물정화용 산화장치 설치업
물정화용 산화장치 수리업
물정화용 산화장치 유지보수업
물정화용 폭기장치 설치업
물정화용 폭기장치 수리업
물정화용 폭기장치 유지보수업
발전기 및 풍력 터빈의 수리업
배기가스 저감시스템 설치/
관리/수리업
배수펌프 수리업
베니어 제조용 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업
부란기(孵卵器) 수리 또는
보수업
블로우성형기 설치/관리/수리업
비가정용 전기식 커피 제조기
설치업
비가정용 전기식 커피 제조기
수리업
빗물집수시스템 설치업
빗물추수시스템 설치업
사료 압착기 수리 또는 보수업
사료 절단기 수리 또는 관리업
사료분쇄기 수리 또는 관리업
사료혼합기 수리 또는 관리업
산업폐기물처리기 수리업
상업용 요리용 기구 설치업
서류작업용 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업
선박엔진 수리업
선박용 엔진부품 수리업
섬유기계기구 수리/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섬유기계기구 수리/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섬유기계기구 수리업 또는
관리업

installation of dust extraction
apparatus
routine servicing of dust extraction
apparatus
repair and maintenance of engines
for motor vehicles
repair or maintenance of machines
and apparatus for woodworking
installation and repair of water
filtering apparatus
installation and repair of water
softening apparatus
installation of oxidation apparatus
for water purifying
repair of oxidation apparatus for
water purifying
maintenance of oxidation apparatus
for water purifying
installation of aeration apparatus for
water purifying
repair of aeration apparatus for
water purifying
maintenance of aeration apparatus
for water purifying
repair services for electric generators
and wind turbine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exhaust gas reduction systems
drainage pumps repair
repair or maintenance of machines
and apparatus for veneer making
repair or maintenance of egg
incubator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blow molding machines
installation of electric coffee makers
(other than for household purposes)
repair of electric coffee makers
(other than for household purposes)
installation of rainwater collection
systems
installation of rainwater harvesting
systems
repair or maintenance of fodder
presses
repair or maintenance of fodder
cutters
repair or maintenance of fodder mills
repair or maintenance of fodder
mixers
repair of industrial waste treatment
machines
installation of commercial cooking
apparatus
repair or maintenance of machines
and apparatus for paper-working
repair of marine engines
repair of parts of marine engin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textile
machines and apparatus
repair or maintenance of textile
machines and apparatu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repair or maintenance of textile
machines and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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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설비 수리 및 관리업

repair and maintenance of vehicle
washing installations

압연기 설치/관리/수리업

세탁소용 전기세탁기 수리업

repair of electric washing machines
for laundry

손상 또는 파손된 엔진 복구업

rebuilding engines that have been
worn or partially destroyed

압축공기기계 수리업
압축기 설치/관리/수리업

송풍기 수리 또는 보수업
송풍기 유지관리업
수송기계 엔진 교체업

repair or maintenance of blowers

수송기계기구 세차설비 수리
또는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vehicle
washing installations

수송기계기구 세차설비 수리
또는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repair or maintenance of vehicle
washing installation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수송기계기구 세차설비 설치업

maintenance of vehicle washing
installations

수송기계기구 세차설비 수리업
수송기계기구용 세차설비
수리 또는 관리업
수송기계기구용 차축 수리업
수질오염 방지장치 설치업

repair of vehicle washing installations

수질오염 제어장비 수리 또는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water
pollution control equipment

유리 제조기계기구 수리업 또는
관리업

수질오염 제어장비 수리 또는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repair or maintenance of water
pollution control equipment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installation/repair and maintenance
of glass working machines

수질오염 제어장비 수리업
또는 관리업
수질오염방지장치 보수업

repair or maintenance of water
pollution control equipment

유리가공기계 설치/수리 및
보수업
유리제품 제조용 기기 수리 또는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수질오염방지장치 수리업

repair of water pollution control
equipment

유리제품 제조용 기기 수리 또는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수질정화장치 수리업 또는
관리업
수확기계기구 수리업 또는
관리업
식물섬유가공기계기구 수리
또는 보수업

repair or maintenance of water
purifying apparatus

repair or maintenance of glassware
manufacturing machines and
apparatu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유압기기 수리정보제공업

repair or maintenance of harvesting
machines and implements

provision of oil hydraulic equipment
repair information

유압기기용 기어펌프의 보수업

maintenance of gear pump for oil
hydraulic equipment

repair or maintenance of plant fiber
processing machines and
implements

repair of couplings for land vehicles

식음료 가공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machines
and apparatus for processing food or
beverages

육상차량용 커플링 수리업
육추기(育雛器) 수리 또는
보수업
인쇄 또는 제본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식음료가공기계 수리업

repair of food and drink processing
machines

식음료공정용 기계기구 수리업
또는 관리업

repair or maintenance of machines
and apparatus for processing foods
or beverages

인쇄 또는 제본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repair or maintenance of printing or
bookbinding machines and
apparatu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실크스크린 인쇄기계 수리업
쓰레기 압축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업
쓰레기 처리기 수리업
쓰레기분쇄기 수리 또는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repair of silk-screen printing machines

인쇄 또는 제본기계기구 수리업
또는 관리업
인쇄기 및 그 부품 설치/관리/
수리업

repair or maintenance of printing or
bookbinding machines and apparatus

maintenance of printing machines
and digital printing systems

쓰레기분쇄기 수리 또는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repair or maintenance of waste
crushing machines and apparatu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인쇄기 및 디지털인쇄시스템
관리업
인쇄기 설치/관리/수리업
인쇄기 수리/관리업

repair or maintenance of printing
machines

쓰레기분쇄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업

repair or maintenance of waste
crushing machines and apparatus

인쇄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printing
mach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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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

maintenance of blowers

압축기 수리 또는 보수업
압축기/공기펌프/진공펌프
설치/관리/수리업

replacement of engines for engines
for land vehicles

야금설비 및 압연기 수리업

repair or maintenance of vehicle
washing installation
repair of axles for vehicles
installation of water pollution control
facilities

maintenance of water pollution
control equipment

repair or maintenance of waste
compacting machines and apparatus
repair of garbage disposal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waste
crushing machines and apparatu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rolling mills
repair of compressed air machine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compressors
repair or maintenance of compressor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compressors, air pumps and
vacuum pumps
repair of metallurgical plants and
rolling mills

어업용 기계기구 수리업 또는
관리업
열교환기 설치업

repair or maintenance of fishing
machines and instruments

오일분리기 설치/관리/수리업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oil separators

용광로 설치 및 수리업
용광로 설치업
용접기계기구 관리업

furnace installation and repair

우유여과기 수리업
유기폐기물 처리기계 수리업

installation services in respect of
heat exchangers

blast furnaces installation
maintenance of welding machines
and equipment
repair of milk filters
repair of machines for treating
organic waste
repair or maintenance of glassware
manufacturing machines and
apparatu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machines
and apparatus for manufacturing
glassware

repair or maintenance of chick
brooder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printing or
bookbinding machines and
apparatu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printing machines and parts
thereof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printing mach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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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기용 프레스 및 그 부품
설치/관리/수리업
인쇄기용 프레스 설치/관리/
수리업
인쇄기용 프레스용 잉크롤러
설치/관리/수리업
인쇄기용 프레스용 잉크측정
장치 설치/관리/수리업
인쇄기용 프레스용 품질관리
장치 설치/관리/수리업
인쇄산업용 기계 설치/관리/
수리업
인쇄제본기계기구 수리업
자동사료배급기 수리업
자동차 엔진 복구업
재봉틀 수리/관리 관련 정보
제공업
재봉틀 수리/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재봉틀 수리업 또는 관리업
전기식 마루왁스광택기 수리
및 유지관리업
전동드릴 수리업
전동식 바닥 청소기계 수리업
또는 관리업
전동식 바닥청소기계 수리/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전동식 바닥청소기계 수리/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전동식 펌프 수리업
정수장치 보수업
정수장치 수리 또는 유지관리업
정수장치 수리 및 관리업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printing presses and parts thereof

중공업기계기구 수리업

repair of heavy industrial apparatus
and device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printing presses

중수 처리설비 설치업

installation of heavy water disposal
installations

지역난방장치 설치/관리/수리업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district heating apparatus

진공펌프 및 그 부품 개조업

reconditioning of vacuum pumps
and parts thereof

진공펌프 및 그 부품 수리/관리
관련 상담 및 자문업

consultancy and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he repair and
maintenance of vacuum pumps and
parts thereof
repair and maintenance of vacuum
pumps and parts thereof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ink rollers for printing presse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ink metering apparatus for printing
presse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quality control apparatus for
printing presse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machinery for the printing industry
repair of printing or bookbindig
machines and apparatus
repair of automatic livestock feeders
rebuilding of automobile engin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sewing
machines
repair or maintenance of sewing
machine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repair or maintenance of sewing
machines
repair and maintenance of electric
parquet wax-polishers
repair of electrical drills
repair or maintenance of powerdriven floor cleaning machin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powerdriven floor cleaning machines
repair or maintenance of powerdriven floor cleaning machine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power operated pumps repair
maintenance of water purification
apparatus
repair or maintenance of water
purification apparatus
repair and maintenance of water
purification apparatus

정수장치 수리/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water
purifying apparatus

정수장치 수리/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repair or maintenance of water
purifying apparatu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정수장치 수리업
정수장치 유지관리업
정화시스템 관리업
제본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repair of water purifying apparatus

진공펌프 및 그 부품 수리/
관리업
진공펌프 설치/관리/수리업
진공펌프 수리 또는 보수업
착유기(搾乳機) 수리 또는
보수업
채탄용 장비/장치 설치/관리/
수리업
촉매 변환기 설치/관리/수리업

maintenance of concrete construction
machines

토공(土工) 기계 수리 및 관리업

repair and maintenance of earth
moving machines

토공(土工)용 장비 수리 및
관리업
토목건축기계 수리업

repair and maintenance of earth
moving equipment

파이프절연체 설치업
펄프 제조용 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업
펌프 수리 또는 관리 관련 정보
제공업
펌프 수리 또는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installation of pipe insulation

펌프 수리 또는 관리업
펌프 수리업
펌프수리업 및 관리업
폐기물 압축기계기구 수리/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폐기물 압축기계기구 수리/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maintenance of septic system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bookbinding
apparatus and machines

폐기물파쇄장치 수리업
폐수처리용 산화장치 설치업

제본기계기구 수리/관리업

repair or maintenance of bookbinding
apparatus and machines

폐수처리용 산화장치 수리업

제재용 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업
제지용 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업
조형용 기계 설치/관리/수리업

repair or maintenance of machines
and apparatus for lumbering

폐수처리용 산화장치 유지보수업

repair or maintenance of machines
and apparatus for papermaking

폐수처리용 폭기장치 설치업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molding machine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equipment and apparatus for use
in coal mining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catalytic converters

콘크리트 건축용 기계 유지관리업

폐기물압축장치 수리 또는
보수업
폐기물파쇄장치 보수업

maintenance of water purifying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vacuum pumps
repair or maintenance of vacuum
pumps
repair or maintenance of milking
machines

폐수처리용 폭기장치 수리업

repair of machines for civi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repair or maintenance of machines
and apparatus for pulp-making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pumps
pump repair or maintenance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pump repair or maintenance
pump repair
pump repair and maintenance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waste
compacting machines and apparatus
repair or maintenance of waste
compacting machines and apparatu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waste compacting machines repair
or maintenance
maintenance of waste crushing
machines
repair of waste crushing machines
installation of oxidation apparatus
for waste water
repair of oxidation apparatus for
waste water
maintence of oxidation apparatus for
waste water
installation of aeration apparatus for
waste water
repair of aeration apparatus for
waste water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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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용 폭기장치 유지보수업

maintenance of aeration apparatus
for waste water

포장기계 설치/관리/수리업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packaging machines

포장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packing or
wrapping machines and apparatus

포장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repair or maintenance of packing or
wrapping machines and apparatu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포장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업

repair or maintenance of packing or
wrapping machines and apparatus

풍력발전용 터빈 설치업
풍력발전용 터빈 수리업
풍력발전용 터빈 유지관리업
풍차 수리업
풍차/풍력 터빈 설치/관리/
수리 관련 상담업

installation of wind turbines

풍차/풍력 터빈 설치/관리/
수리업
플라스틱 가공기계 설치/관리/
수리업
플라스틱 가공기계기구 수리/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windmills and wind turbines

플라스틱 가공기계기구 수리/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repair or maintenance of plastic
processing machines and
apparatu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repair of wind turbines
maintenance of wind turbines
repair of wind mills
consultancy relating to the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windmills and wind turbine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machines for processing plastic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plastic
processing machines and apparatus

화학처리 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화학처리기계기구 수리 또는
보수업
흡입공기여과기 및 그 부품 수리업

서비스업의 범위
◦전기/전기통신/전자응용기계기구(의료기구에 속하는 것은
제외), 전기재료 수리업
(서비스업의 대상(G390101~G3909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
재하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DC 발전기(교류 발전기)의 수리업
GPS 설치업
GPS 유지관리업
LCD 패널 설치 및 수리업
LCD 패널 제조장치의 설치/
유지관리 및 수리업
LED 제조장치 설치업

repair or maintenance of plastic
processing machines and apparatus

LED 제조장치 수리업

installation of river water purification
installations

LED 제조장치 유지관리업

하천수 정화설비 수리업

repair of river water purification
installations

LED 조명장치 설치/관리/수리업

하폐수 처리장치 설치업

installation of wastewater treatment
apparatus

가로등 설치/관리/수리업

하폐수 처리장치 수리업

repair of wastewater treatment
apparatus

하폐수내 질소 제거장치 설치업

installation of nitrogen removal
devices in wastewater

해수 담수화설비 설치업

installation of seawater desalination
plants

해수 담수화설비 수리업

repair of seawater desalination
plants

해체공사용 장비/장치 설치/
관리/수리업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equipment and apparatus for use
in demolition

화학 플랜트기기 설치업

installation of chemical plants
apparatus and devices

화학공정 성능평가장치 설치
및 수리업

installation and repair of performance
evaluation devices for chemical
processing

화학공정용 반응기 보수업

maintenance of reaction vessels for
chemical processing

화학공정용 반응기 설치 및 수리업

installation and repair of reaction
vessels for chemical processing

화학공정용 반응기 유지관리업

reaction vessels for chemical
processing maintenance

화학기계기구 수리업

repair of chemical machines and
apparatus

화학처리 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chemical
processing machines and apparatus

유사상품 심사기준

repair of intake air filters and parts
thereof

[제37류/S050139] 전기/전기통신/전자응용기계기구 수리업

플라스틱 제조기계기구 수리업
또는 관리업
하천수 정화설비 설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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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air or maintenance of chemical
processing machines and apparatu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repair or maintenance of chemical
processing machines and apparatus

가정용 식기건조기 설치/수리
및 유지관리업
가정용 전기교반기 수리 및
유지관리업
가정용 전기믹서 수리업

repair of DC power generators
(alternators)
installation of GPS
maintenance of GPS
installation and repair of LCD panels
installation/maintenance and repair
of LCD panels
installation of maintenance of light
emitting diode (LED) making
apparatus
repair of light emitting diode (LED)
making apparatus
maintenance of light emitting diode
(LED) making apparatu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LED lighting apparatu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street lights
installation/repair and maintenance
of dish dryers for household purposes
repair and maintenance of electric
beaters for household purposes
repair of electric mixer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냉방장치 설치업

installation of electric space cooling
apparatu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커피제조기 설치업

installation of electric coffee maker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기식 커피제조기 수리업

repair of electric coffee maker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전열식 카펫 수리업

repair of electric heated carpets for
household purposes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설치 및
수리업
공업용 컴퓨터 설치업

installation and repair of golf
simulation apparatus

공업용 컴퓨터 수리업
광섬유 네트워크 설치/관리/
수리업
교류발전기 설치/관리/수리업

repair of computer for industrial use

냉장고 수리업

refrigerator repair

installation of computer for industrial
use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fiber optic network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altern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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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네트워크 시스템(하드웨어)
설치 및 수리업
네트워크용 서버컴퓨터 보수업

installation and repair of network
systems (hardware)

네트워크용 서버컴퓨터 설치업

server computers for networks
installation

네트워크용 서버컴퓨터 수리업

repair of server computers for
networks

네트워크용 서버컴퓨터 유지
관리업
누전차단기 설치/수리 및
보수업
데이터 처리 및 컴퓨터 장비
관리업
데이터 처리 및 컴퓨터 장비
설치업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용 하드
웨어 설치/관리/수리업

maintenance of computer servers
for networking

데이터입력장치 관리 및 수리업

data input apparatus maintenance
and repair

반도체 제품 수리업
반도체/액정 제조기계 수리업

데이터처리장치용 하드웨어
설치/관리/수리업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hardware for data processing
apparatus

반도체/액정 제조기계 유지
관리업

데이터처리장치용 하드웨어
수리/관리업
디지털 미디어 플레이어 내수
도료 도장업
라디오 또는 TV세트 수리업
라디오 수리업
라디오수신기 및 텔레비전
수신기 수리업
라디오시스템 및 네트워크
설치업
로봇 하드웨어 설치/유지관리
및 수리업
로봇하드웨어 수리업
모터 및 엔진용 기동기 관리 및
수리업
무선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리
및 수리업
무선시스템 및 네트워크용 제어
시스템 관리 및 수리업

repair and maintenance of hardware
for data processing apparatus

무선통신기계기구 수선업

repair of radio communication
machines and apparatus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수리/
관리업
무정전(無停電) 전원 공급 장치
시스템 설치업
무정전(無停電) 전원공급 장치
시스템 수리업
무효전력보상장치 설치업

repair and maintenance of
uninterruptible power supplies

발전기 유지관리업
발전기 점검업
발전기 정비업
발전기 조작업
발전용 전기장치 수리업

installation of uninterruptible electrical
power supplies

발전용 전기장치 시공업

repair of uninterruptible electrical
power supplies

발전용 전기장치 유지관리업

installation of reactive power
compensation apparatus

발전용 태양광 장치의 설치/
관리 및 보수업

반도체 가공기계(현상장치)
설치업

installation of semiconductor
processing machines (devices for
developing)

발전용 태양전지판 수리업

반도체 가공기계(현상장치)
수리업
반도체 제조기계 및 시스템 수리
또는 보수업

repair of semiconductor processing
machines (devices for developing)

발전용량 계측장치 설치업

repair or maintenance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machines and systems

발전용량 계측장치 수리업

maintenance of server computers
for networks

installation/repair and maintenance
of earth leakage breakers

반도체 제조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반도체 제조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업
반도체 제조용 기계 및 시스템
수리업 또는 관리업

data processing and computer
equipment maintenance services

반도체 제조장치 보수업

data processing and computer
equipment installation

반도체 제조장치 수리 또는
보수업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hardware for data communication
networks

반도체 제조장치 수리업

application of water-resistant
coatings to digital media players
repair of radio or television sets
repair of radios
repair of radio receivers and television
receivers
installation of radio systems and
networks
robot hardware
installation/maintenance and repair
robot hardware repair

반도체가공기계(현상장치)
보수점검업
발전기 보수업
발전기 설치대행업
발전기 설치업
발전기 수리 및 관리업
발전기 수리 및 유지관리업
발전기 수리/관리 관련 정보
제공업

maintenance and repair of starters
for motors and engines

발전기 수리/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repair and maintenance of radio
systems and networks

발전기 수리업
발전기 수리업 및 관리업

maintenance and repair of control
systems for radio systems and
network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machines and systems
repair or maintenance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machines and system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repair or maintenance of machines
and systems for manufacturing
semiconductors
repair or maintenance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machines and systems
maintenance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repair or maintenance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repair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repair of semiconductor products
repair of semiconductor/crystalline
liquid manufacturing machines
maintenance of semiconductor/
crystalline liquid manufacturing
machines
maintenance and check of
semiconductor processing
machines (devices for developing)
maintenance of electricity generators
installation services for electricity
generators for others
installation of machinery for
generating electricity
repair and maintenance of electricity
generators
electricity generators repair and
maintenanc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power
generators
repair or maintenance of power
generator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repair of generators
repair or maintenance of power
generators
maintenance of power generators
inspection of generators
maintenance of generators
operating of generators
electric apparatus for electricity
generating
construction of electric apparatus for
electricity generating
electric apparatus for generating
maintenance
installation/maintenance and repair
of photovoltaic equipment for
electricity generation
repair of solar panels for electricity
generation
installation of electricity generation
capacity measuring metrology
devices
repair of electricity generation
capacity measuring metrology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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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량 계측장치 유지관리업
발전장치 및 설비 관리/정비/
수리업
발전장치 및 설비 관리업
발전장치 및 설비 수리업
발전장치 및 설비 정비업
발전장치 설치/관리/수리업
발전장치 설치업
배전 또는 제어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업
배전 또는 제어용 기기 설치
또는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배전 또는 제어용 기기 설치
또는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배전기기 수리업
배전기기/전기제어기기/
전기변압기의 점검업
배전기기/전기제어기기/
전기변압기의 정비업
배전기기/전기제어기기/
전기변압기의 조작업
배전장치 설치/관리/수리업
배터리 및 축전지 설치/관리/
수리업
배터리 및 축전지 충전업
배터리충전기 임대업
비디오 주파수 증폭기 수리 및
관리업
손상된 컴퓨터 수리업
솔라셀 수리업
솔라프레임 수리업
수송기계기구 조종 및 제어용
시뮬레이터 원격제어장치의
설치 및 수리업
스마트폰 내수도료 도장업
스마트폰 방수도료 도장업
스마트폰 보호도료 도장업
스테레오시스템 수리업
스포츠 관련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업
시청각장비 설치 관련 자문업
시청각장비 설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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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enance of electricity
generation capacity measuring
metrology devices
maintenance, servicing and repair of
apparatus and installations for
generating power
maintenance of apparatus and
installations for generating power
repair of apparatus and installations
for generating power
servicing of apparatus and
installations for generating power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apparatus for generating power
installation of apparatus for
generating power
repair or maintenance of power
distribution or control machines and
apparatu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power
distribution or control machines and
apparatus
repair or maintenance of power
distribution or control machines and
apparatu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repair of electric power distribution
machines and apparatus
inspection of electric power
distribution machines and apparatus/
electrical controllers/ transformers
(electricity)
maintenance of electric power
distribution machines and apparatus/
electrical controllers/ transformers
(electricity)
operationg of electric power
distribution machines and apparatus/
electrical controllers/transformers
(electricity)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apparatus for distributing electricity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batteries and accumulators
recharging of batteries and
accumulators
rental of battery chargers
repair and maintenance of video
frequency amplifiers
repair of damaged computers
repair of solar cell
repair of solar frame
installation and repair of remote
control apparatus for the steering
and controlsimulators of vehicles
application of water-resistant
coatings to smart phones
application of waterproof coatings to
smart phones
application of protective coatings to
smart phones
stereo system repair
services for computer installation
related to sport - hardware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he
installation of audiovisual equipment
installation of audiovisual equipment

식기세척기 설치업
안테나 설치 및 수리업
연료전지 설치업
연료전지 수리업
영상주파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업
영상처리장치 설치업
영상처리장치 수리업
오디오 주파수 증폭기 수리 및
관리업
원격 접속에 의한 전화기/
무선전화기 수리 및 보수업
원격접속에 의한 세탁기 수리
및 보수업
원격접속에 의한 음향 및 영상의
기록 또는 전송 또는 재생용
장치의 수리 및 보수업
원격접속에 의한 전기조명기구
수리 및 보수업
원격접속에 의한 컴퓨터 수리
및 보수업
원격접속에 의한 프린터 수리
및 보수업
원격제어장치 관리 및 수리업
원격제어장치 설치/관리/수리업
원적외선방사장치 설치업
원적외선방사장치 수리업
위성접시 설치 및 수리업
위성접시 설치업
음향 또는 영상 기록/전송/
재생용 장치 설치업
음향기기 설치업
인쇄판 교환용 원격제어장치
설치/관리/수리업
인터넷접속용 케이블 설치업
인터넷접속용 하드웨어 및
케이블 설치업
인터넷접속용 하드웨어 설치업
자기측정기기 수리업
자동조종기계 수리업
자동조종기계 유지관리업
자동차 서브우퍼 설치업
자동차 서브우퍼 수리업
자동차 앰프 설치업
자동차 앰프 수리업
자동차 오디오 스피커 설치업
자동차 오디오 스피커 수리업

installation of dish washers
antenna installation and repair
installation of fuel cells
repair of fuel cell
repair or maintenance of video
frequency machines and apparatus
installation of image processing
apparatus and instrument
repair of image processing
apparatus and instrument
repair and maintenance of audio
frequency amplifiers
repair and maintenance of
telephone sets/radiotelephony sets
by remote access
repair and maintenance of washing
machines by remote access
repair and maintenance of
apparatus for the
recording/transmission or
reproduction of sound and images
by remote access
repair and maintenance of electric
lighting apparatus by remote access
repair and maintenance of computer
by remote access
repair and maintenance of printer by
remote access
remote control apparatus
maintenance and repair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remote control apparatus
far infrared ray spinning apparatus
installation
far infrared ray spinning apparatus
repair
satellite dish installation and repair
installation of satellite dishes
installation of apparatus for recording,
transmission or reproduction of
sound or images
installation of audiovisual apparatus
and instrument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remote control apparatus for
changing printing plates
installation of cables for Internet
access
installation of hardware and cables
for Internet access
installation of hardware for Internet
access
magnetic measuring apparatus and
instrumentsrepair
repair of automatic handling machines
maintenance of automatic handling
machines
subwoofers for automobiles
installation
subwoofers for automobiles repair
automotive amplifiers installation
automotive amplifiers repair
automotive audio speakers
installation
automotive audio speakers re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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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원격시동장치 설치업
자동차 원격시동장치 수리업
자동차용 내비게이션 관리업
자동차용 오디오장치 수리 또는
보수업
자동화 분야 전기식 및 전자식
장치 설치/관리/수리업
재생 에너지발생 장치 설치업
전기 장비의 설치/유지/수리업
전기 전환기기 관리 및 수리업
전기 조절기기 관리 및 수리업
전기 축적기기 관리 및 수리업
전기 통제기기 관리 및 수리업
전기 회전 변류기 수리업
전기공급장치 긴급정비업
전기공급장치 설치/관리/수리업
전기기구 수리업
전기냉장고 수리업
전기레인지의 수리업
전기모발건조기의 수리 및
유지관리업
전기모터 수리업 또는 관리업
전기밥솥 수리업
전기시스템 수리업
전기식 및 전자식 기계기구
설치/관리/수리업
전기식 조리기계기구 수리 또는
설치업
전기식 조리기구 수리/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전기식 조명장치 설치/관리/
수리업
전기음향기기 설치업
전기음향기기 수리업
전기음향영상기기 관리 및 수리업
전기음향영상기기 설치 및
보수업
전기장치 및 전기공학장치 수리업
전기장치 설치 관련 정보제공업

installation of automotive remote
start systems
repair of automotive remote start
systems
maintenance of car navigations
repair or maintenance of automobile
audio apparatu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apparatus
for use in the field of automation
installation of renewable energy
conversion installation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electrical equipment
maintenance and repair of electric
converters
maintenance and repair of apparatus
for controlling electricity
maintenance and repair of instruments
for accumulating of electricity
maintenance and repair of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controlling
electricity
repair of electric rotary converters
emergency servicing of apparatus
for supplying electricity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apparatus for supplying electricity
electrical appliance repair
repair of electric refrigerators
repair of microwave ovens
repair and maintenance of electric
hair dryers
repair or maintenance of electric
motors
repair of electric rice cookers
electric system repair service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apparatus and equipment
repair or maintenance of electric
cooking apparatus and installation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electric
cooking apparatus and installation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electrical lighting apparatus
installation of electric audio equipment
repair of electric audio equipment
maintenance and repair of electric
audio and visual apparatus and
instruments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electric audio and visual apparatus
and instruments
repair of electrical equipment and
electrotechnical installation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installation of electrical apparatus

전기장치 설치 및 보수업

electric appliance installation and
repair

전기장치 소음원제거업

interference suppression services
for electrical apparatus

전기장치 수리업
전기제어기기 보수업

repair of electric apparatus
maintenance of electrical controllers

전기제어장치 수리 또는 보수업
전기조명기구 수리 및 유지관리업
전기조명기구 수리업
전기조명기구 유지관리업
전기조명장치 수리 또는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repair or maintenance of electrical
controlling devices
repair and maintenance of electric
lighting apparatus
repair of electric lighting apparatus
maintenance of electric lighting
apparatu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electric
lighting apparatus

전기조명장치 수리 또는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repair or maintenance of electric
lighting apparatu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전기조명장치 수리업 또는 관리업

repair or maintenance of electric
lighting apparatus

전기측정기기 관리 및 수리업

maintenance and repair of electricity
measuring apparatus and
instruments

전기측정기기 수리업

repair of electricity measuring
apparatus and instruments

전기측정기기 유지관리업

maintenance of electricity measuring
apparatus and instruments
maintenance of electrical
communication machines and
instruments
repair of telecommunication
machines and apparatus
maintenance and repair of
communications and
telecommunications apparatus and
instruments
maintenance of communications
and telecommunications apparatus
and instruments
installation/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relating to
telecommunication machines and
implements
maintenance of telecommunication
machines and implements
diagnosing repair and maintenance
of telecommunication machines and
apparatus (used for computer
communication networks)
repair and maintenance of electric
plugs
repair of motors (other than for
vehicles)

전기통신기계기구 보수업
전기통신기계기구 수리업
전기통신기기 관리 및 수리업

전기통신기기 보수업
전기통신기기 설치/수리 및
보수업
전기통신기기 유지관리업
전기통신기기 진단 수리 및
관리업
전기플러그 수리 및 유지관리업
전동기(수송기계기구용은 제외)
수리업
전력계 원격측정을 위한 데이터
전송용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및
관리업
전력선 수리업
전력조정기 설치대행업
전선 개조/수리/관리업
전선 설치업
전자 회로기판 수리 및 관리업
전자기계 수리업
전자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업
전자기계기구 수리/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전자기계기구 수리/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computer hardware for the transfer
of data for remote reading of
electricity meters
repair of power lines
installation services for electric
powerregulators for others
renovation, repair and maintenance
of electrical wiring
installation of electrical wiring
repair and maintenance of electronic
circuit board
repair of electronic machines
repair or maintenance of electronic
machines and apparatu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electronic
machines and apparatus
repair or maintenance of electronic
machines and apparatu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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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데이터 처리장치 설치/
관리/수리업
전자데이터처리 시스템용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관리/
수리업
전자디스플레이패널 수리/
관리업
전자모니터링장치 설치/관리/
수리업
전자식 내비게이션 및 위치확인
기계기구 수리/관리업
전자식 사업장비 수리업
전자식 설비 수리 및 관리업
전자식 장치 설치/관리업
전자식 장치 수리 및 관리업
전자장치 관리업
전자장치 수리업
전자제어장치 설치/관리/수리업
전자조절장치 설치/관리/수리업
전자회로기판 관리 및 수리업
전자회로기판 수리업
전지 관리업
전파측정기기 수리업
전파측정기기 유지관리업
전화/통신장비 설치/관리/
수리업
전화기 가설업
전화기 설치 및 수리업
전화기 설치/관리/수리업
전화기 수리업
전화기/라디오수신기 및 텔
레비전 수신기를 제외한 통신
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업
전화선 설치업
전화세트/라디오수신기/
텔레비전 수신기를 제외한
통신장치 수리 및 관리업
전화장비 설치 관련 자문업
전화장비 설치업
전화장치 수리 또는 관리업
절전 제어장치의 설치업
조명용 장치 관리업
조명용 장치 설치 및 관리업
조명용 장치 설치업
조명용 장치 수리 및 관리업
조명용 장치 수리업

804

유사상품 심사기준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electronic data processing
apparatu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computer hardware for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s
repair and maintenance of electronic
display panel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electronic monitoring apparatus
repair and maintenance of electronic
navigational and positioning
apparatus and instruments
repair of electronic business
equipment
repair and maintenance of electronic
installations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electronic apparatus
repair and maintenance of electronic
apparatus
maintenance of electronic apparatus
repair of electronic apparatu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electronic control apparatu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electronic regulating apparatus
maintenance and repair of electronic
circuit board
repair of electronic circuit board
battery management
repair of wavemeters
maintenance of wavemeter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telephone and communication
equipment
telephone installation
telephone installation and repair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telephones
telephone repair
repair or maintenance of
telecommunication machines and
apparatus, other than telephone
sets, radio receivers and television
receivers
installation of telephone lines
repair and maintenance of
telecommunications apparatus,
other than telephone sets, radio
receivers and television receivers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he
installation of telephone equipment
installation of telephone equipment
repair or maintenance of telephone
apparatus
installation of power saving
controlling devices of power saving
maintenance of lighting apparatus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illuminating apparatus
installation of illuminating apparatus
repair and maintenance of lighting
apparatus
repair of illuminating apparatus

조명장치 설치 관련 자문업
조명장치 설치/관리/수리업
조명장치 설치업
조명장치 수리업
주방에 관한 전기조명기구 수리업
중계교환기 설치업
집적회로 제조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업
집적회로 제조기계기구 수리업
및 관리업
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시스템
수리/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카드리더기 설치/관리/수리업
카오디오 설치업
카오디오 유지관리업
카오디오 튜닝업
컴퓨터 관리 및 수리업
컴퓨터 및 전화 배터리 충전
서비스업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설치/수리 및 관리업
컴퓨터 및 통신 하드웨어 수리
및 관리업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 및
유지관리업
컴퓨터 설치 및 수리업
컴퓨터 수리 또는 관리업
컴퓨터 수리업
컴퓨터 장비 설치업
컴퓨터 장비 수리업
컴퓨터 장비 유지관리업
컴퓨터 통신 네트워크용 전기
통신기기 수리 또는 유지관리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he
installation of lighting apparatu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lighting apparatus
installation of lighting apparatus
repair of lighting apparatus
repair of electric lighting apparatus
relating to kitchen
installation of transit switches
repair or maintenance of machines
and systems for manufacturing
integrated circuits
repair or maintenance of integrated
circuits manufacturing machines
and system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machines
and systems for manufacturing
integrated circuit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card readers
car audio installation
car audio maintenance
tuning of car audio
maintenance and repair of
computers
computer and telephone battery
recharge services
installation, repair and maintenance
of computers and computer
peripherals
repair and maintenance of computer
and telecommunications hardware
repair and maintenance of computer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computer installation and repair
repair or maintenance of computers
repair of computers
installation of computer equipment
repair services of computer
equipment
maintenance of computer equipment
repair or maintenance of
telecommunication machines and
apparatus for computer
communication networks

컴퓨터 하드웨어 관리 및 수리업

maintenance and repair of computer
hardware

컴퓨터 하드웨어 관리업
컴퓨터 하드웨어 및 전자학습
기계기구 설치/관리/수리업

maintenance of computer hardware

컴퓨터 하드웨어 및 주변기기
설치/관리/수리업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computer hardware and
peripherals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및 수리업

installation and repair of computer
hardware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유지
관리 및 수리업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업
컴퓨터 하드웨어 수리업
컴퓨터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업
컴퓨터 하드웨어 유지관리업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computer hardware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computer hardware and
electronic teaching equipment and
apparatus

installation of computer hardware
repair of computer hardware
upgrading of computer hardware
computer hardware maintenance
and repair

37류 050142
컴퓨터네트워크 및 인터넷접
속용 하드웨어 설치 및 관리업
컴퓨터네트워크 설치업
컴퓨터네트워크 시스템 및 기기
설치업
컴퓨터네트워크 시스템 및 기기
유지관리업
컴퓨터네트워크/정보기술장비
설치/관리/수리업
컴퓨터네트워크기기 보수업
컴퓨터네트워크기기 설치업
컴퓨터네트워크기기 수리업
컴퓨터네트워크기기 유지관리업
컴퓨터네트워크용 하드웨어
관리 및 수리업
컴퓨터네트워크용 하드웨어
설치/관리/수리업
컴퓨터네트워크용 하드웨어
설치업
컴퓨터시스템 설치업
컴퓨터시스템용 하드웨어 설치업
컴퓨터장치 보수업
컴퓨터장치 설치업
컴퓨터장치 유지관리업
컴퓨터주변기기 설치/관리/
수리업
콜센터 전자디지털 접속을 위한
설치업
태양광 발전기 설치업
태양광 발전기 수리업
태양광 발전기 유지관리업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대행업
태양광 전지 및 모듈 설치/관리/
수리업
태양광모듈 설치/관리/수리업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설치업
태양광전지 및 모듈 설치업
텔레비전 수리업
텔레비전장치 설치/수리업
통신 네트워크 장치 설치 및 유
지업
통신 네트워크/장치/설비 관리/
수리업
통신기계기구 수리업 또는
관리업
통신기기 설치 및 수리업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hardware for computer networks
and Internet access
computer network installation
services
installation of computer network
systems and apparatus
maintenance of computer network
systems and apparatu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computer network and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repair of computer network
apparatus and instruments
installation of computer network
apparatus and instruments
repair of computer network systems
and apparatus
maintenance of computer network
apparatus and instruments
maintenance and repair of hardware
for computer network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hardware for computer networks
installation of hardware for computer
networks
installation of computer systems
installation of hardware for computer
systems
computer apparatus repair
computer apparatus installation
computer apparatus maintenance

통신기기 설치/관리/수리업
통신기기 수리 또는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통신설비 설치 및 유지업
통신시스템용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관리/수리업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telecommunications apparatus
and instruments
repair or maintenance of
telecommunication machines and
apparatu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telecommunication equipment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computer hardware for
telecommunications systems

통신장비 관리업

maintenance of communications
equipment

통신장비 설치 관련 자문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he
installation of communication
equipment

통신장비 설치/관리/수리업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통신장비 설치업

installation of communication
equipment

통신장치 관리업

maintenance of telecommunications
apparatus

팩시밀리 수리업
풍력 발전기의 설치업
풍력 발전기의 수리업
풍력발전용 인버터 설치업

repair of facsimile machines

피뢰침 설치업
항공술장비 수리업
핵발전소 수리업 또는 관리업

installation of lightning conductors

휴대폰 배터리 충전 서비스업

installation of wind power generators
repair of wind power generators
installation of inverters for wind
generators
repair of aerial navigation equipment
repair or maintenance of nuclear
power plants
cell phone battery charging service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computer peripherals
installation of electronic and digital
connection to a call centre
installation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ors
repair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ors
maintenance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ors
installation services for solar
powered devices for other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photovoltaic cells and module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photovoltaic modules
installation of inverters for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installation of photovoltaic cells and
modules
repair of television apparatus
installation and repair of television
apparatus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communication network apparatus
maintenance and repair of
telecommunications networks,
apparatus, and instruments
repair or maintenance of
telecommunication machines and
apparatus
installation and repair of
telecommunication machines and
apparatus

[제37류/S050141] 가스점화기/흡연용 라이터 수리업
서비스업의 범위
◦가스점화기/흡연용라이터 수리업
(서비스업의 대상(G410201~G410202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
재하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흡연용 라이터 수리업

repair of lighters for smokers

[제37류/S050142] 총포 수리업
서비스업의 범위
◦총포 수리업
(서비스업의 대상(G4201~G4202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전투용 헬멧탑재형 조준장치
수리업
총포 수리업
총포류 수리업 또는 관리업

repair of aiming devices with helmet
for combat
repair of guns and bullets
repair or maintenance of firearms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805

37류 S050142
화기 수리/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firearms

스포츠장비 수리 또는 관리업

repair or maintenance of sporting
equipment

화기 수리/관리 및 관련 정보
제공업

repair or maintenance of firearm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스포츠장비 수리 및 관련 정보
제공업

repair of sports equipment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스포츠장비 수리업

repair of sports equipment

어린이 놀이터용 놀이기구
설치업
어린이놀이터용 놀이기구 수리업

installation of play equipment for
children's playgrounds

[제37류/S050143] 완구/오락 및 놀이용구/스포츠용구 수리업
서비스업의 범위
◦완구/오락 및 놀이용구/스포츠용구 수리업
(서비스업의 대상(G4301~G4305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게임기계기구 수리 관련 정보
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f game machines and
apparatus

게임기계기구 수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repair of game machines and
apparatu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게임기계기구 수리업 또는
관리업
낚시용 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repair of game machines and
apparatus

낚시용 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repair or maintenance of fishing
machines and instrument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낚시용구 수리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f fishing tackle

낚시용구 수리 또는 관리업

repair or maintenance of fishing
tackle

낚시용구 수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repair of fishing tackle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낚시용구 수리/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fishing
tackle

낚시용구 수리/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repair or maintenance of fishing
tackle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낚시용구류 수선업
당구장비 수리 관련 정보제공업

repair of fishing tackle

당구장비 수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repair of billiard equipment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fishing
machines and instruments

repair of billiard equipment

스포츠 및 피트니스 장비 수리
및 관리업
스포츠기계 및 기구 설치업

repair and maintenance of sports
and fitness equipment

스포츠기계기구 수리 및 보수업

repair and maintenance of sporting
machines and apparatus

스포츠장비 수리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f sports equipment

스포츠장비 수리 또는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sporting
equipment

유사상품 심사기준

오락기계기구 수리/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오락기계기구 수리업 또는 관리업
완구인형수선업
워터슬라이드 설치업
워터슬라이드 유지관리업
장난감 수리 및 관리업
장난감/인형 수리 관련 정보
제공업
장난감/인형 수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체조 및 스포츠용품 수리 및
관리업
텐트 설치업
트램폴린 시설 설치공사 및
보수업
트램폴린 시설 수리업

repair/maintennace of tents for
mountaineering or camping
maintenance and repair of skis
ski tuning services

installation of sporting machines and
apparatus

installation of waterslides
maintenance of waterslides
repair and maintenance of toy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f toys or dolls
repair of toys or doll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repair and maintenance of
gymnastic and sporting articles
installation of tents
trampoline facilities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trampoline facilities construction
and repair

[제37류/S050144] 보석 수선업
서비스업의 범위
◦보석/귀금속 및 그 모조품 수선업
(서비스업의 대상(G4401~G4402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f billiard equipment

당구장비 수리업
등산 또는 캠핑용 텐트 수리/
보수업
스키 관리 및 수리업
스키 튜닝 서비스업

806

오락기계기구 수리/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repair of play equipment for children's
playground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amusement
machines and apparatus
repair or maintenance of amusement
machines and apparatu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repair or maintenance of amusement
machines and apparatus
repair of toys or dolls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보석 리마운팅업
보석 수선업

jewelry remounting
repair of jewelry

[제37류/S050145] 피복/귀금속제 장신구/의류장식품
수선업
서비스업의 범위
◦피복/액세서리용품 수선업
(서비스업의 대상(G450101~G4512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
재하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가죽 피복 수선업
가죽재킷 수선업

leather clothes repair
leather jackers repair

37류 S050199
모자 복원업
모자 수선업
보석장식품 관리업
의류 수선 및 관리업
의류 수선업
의류수선 관련 정보제공업
의류수선 및 관련 정보제공업
장신구용품 수선업

maintenance of jewelry ornaments

서적 수선 및 복원업
서적 수선업
예술품 관리 및 복원업

repair and maintenance of clothing

예술품 복원업

hat restoration
hat repair

renovation of clothing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clothing repair services
clothing repair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repair of personal ornaments

book repair and restoration
book repair
maintenance and restoration of
works of art
restoration of works of art

[제37류/S050199] 각종 시설물 설치 및 기타 물품 수리/
수선업
서비스업의 범위

[제37류/S050146] 양잠기계 수리 또는 보수업

◦귀중품 보관실 관리 및 수리업, 수영장시설 관리업, 창문설치업
(서비스업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서비스업의 범위
◦양잠기계 수리 또는 보수업
(서비스업의 대상(G4602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양잠기계 수리 또는 보수업

repair or maintenance of sericultural
machines and implements

[제37류/S050151] 악기 수리업
서비스업의 범위
◦악기 수리업
(서비스업의 대상(G510102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악기 복구업
악기 수리 또는 관리업

restoration of musical instruments

악기 수리/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악기 수리/관리 및 관련 정보
제공업
악기 수리업
악기튜닝서비스업
악기튜닝업
전자음악기구 수리업
피아노 조율업

repair or maintenance of musical
instrument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musical
instruments
repair or maintenance of musical
instrument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repair of musical instruments
musical instrument tuning services
tuning of musical instruments
rlectronic musical instruments repair
piano tuning

[제37류/S050152] 인쇄물/서화/조각품/모형물 수선업
서비스업의 범위
◦서적 수선업, 예술품 복원업
(서비스업의 대상(G520101~G5206의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
재하여야 한다)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고급 예술품 복원업
서적 복원업

restoration of fine artwork
book restoration services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management of public water supply
or drainage system for others

귀중품보관실 관리 및 수리업
금속제 문 보수업
금속제 방화문 점검업
금속제 방화문 정비업
금속제 방화문 조작업
급배수장치 보수업

strong-room maintenance and repair

급배수장치 수리업

repair of water supply and drainage
system

급수설비 수리업
급수설비 점검업
급수설비 정비업

repair of water supply installations

급수설비 조작업
급수장치 설치/관리/수리업

operating of water supply installations

급수장치 설치업
급수장치 수리업
기계식 출입 플랫폼 정비 및 수리업

installation of water supply apparatus

놀이시설 관리업
놀이터 보수업
놀이터 설치업
도어 설치업
마루관리업
문 및 창문 설치업
문 및 펜스 설치/관리/수리업

management of amusement facilities

문 설치업
문 수리업
문틀 설치/수리업
문틀 설치업
문틀 수리업
방호책 설치업
배수관 수리업
배수설비 점검업

installation of doors

배수설비 정비업

door of metal maintenance
inspection of metallic fire doors
maintenance of metallic fire doors
operating of metallic fire doors
maintenance of water supply and
drainage system

inspection of water supply installations
maintenance of water supply
installation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water supply apparatus
repair of water supply apparatus
servicing and repair of mechanical
access platforms
playgrounds maintenance
playgrounds installation
door installation
floor management
installation of doors and window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doors and fences
repair of doors
installation and repair of door frames
door casings installation
door casings repair
guard fence installation
drain pipes repair
inspection of water distribution
installations
maintenance of water distribution
instal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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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류 S050199
배수설비 조작업
배수처리 시스템의 설치업
배수처리장치 수리 또는 보수업
배수펌프 임대업
생물분석장치 수리업
수도관 설치업
수영장 수질관리업
수영장 시설 관리업
수영장 시설 설치업
수영장 시설 수리업
수영장 장비 수선업
수중(水中) 수리업
압력용기 설치업
온실/창문/문/그린하우스용
유리 설치/단열업
온실/창문/문/그린하우스용
유리 설치업
원자력설비 수리업
위생설비 관리업
위생설비 수리 및 관리업
위생설비수리업
위생용 장치 관리업
위생용 장치 설치 및 관리업
위생용 장치 수리 및 관리업
위생용 장치 수리업
위생장치 및 설비 점검업
위생장치 및 설비 정비업
위생장치 및 설비 조작업
위생장치 설치업
인조잔디 수선업
임시마루 설치업
자동비상구 설치/관리/수리업
자전거 주륜(駐輪)기구 보수업
자전거 주륜(駐輪)기구 수리업
자전거 주차기구 수리 및 유지
관리업
자전거 주차장 수리업
자전거 주차장 유지관리업
자전거 주차장치 수리 또는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자전거 주차장치 수리 또는
관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자전거 주차장치 수리 또는
관리업
저장설비 설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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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of water distribution
installations
installation of systems for treating
drainage
repair or maintenance of apparatus
for treating drainage
rental of drainage pumps
repair of microbiology analyzers
apparatus
installation of water pipes
swimming-pool water quality control
swimming-pool maintenance
swimming-pool installation
swimming-pool repair
swimming-pool equipment
maintenance
underwater repair
installation of pressure vessels
installation of insulating glass in
conservatories, windows, doors and
greenhouses
installation of glass in conservatories,
windows, doors and greenhouses
repair of nuclear facilities
maintenance of sanitary
installations
repair and maintenance of sanitary
installations
repair of sanitary installations
maintenance of sanitary apparatus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sanitary apparatus
repair and maintenance of sanitary
apparatus
repair of sanitary apparatus
inspection of sanitary apparatus and
installations
maintenance of sanitary apparatus
and installations
operating of sanitary apparatus and
installations
installation of sanitary apparatus

전력생산용 태양열설비 설치/
관리/수리업
정유설비 수리업
주방용 급배수시설 설치업
창문 설치업
창문 수리업
창문 조인트 수리 및 절연업
창문블라인드 설치/수리업
창문틀 설치업
창문틀 수리업
창틀 도장업
창틀 설치/수리업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automatic emergency exits
maintenance of wheel parking
apparatus for bicycles
repair of main wheel parking
apparatus for bicycles
repair and maintenance of bicycle
parking apparatu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air or maintenance of bicycle
parking apparatus

window repair
repair and insulation of window joints
installation and repair of window
blinds
window frames installation
painting of window frames

태양열 집열판 설치/관리/수리업
판유리 설치 및 수리업
하수구냄새차단기구 설치업
화염도관 설치업
환경보호연구시설물 설치 및
보수업

installation and repair of window
frames
repair and maintenance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installation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solar collectors
installation and repair of plate glass
installation of odor blocking
apparatus for drain
installation of flare stacks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research establishment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protection

[제37류/S100111] 경석에 의한 연마처리업, 주석에 의한
재도금업
서비스업의 범위
◦ 경석에 의한 연마처리업, 주석에 의한 재도금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금속가공업, 도금처리업, 보석 및 귀금속가공업(제40류/S100111)
- 타이어재생업, 타이어수리업(제37류/S050137)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경석에 의한 연마처리업
주석에 의한 재도금업

pumicing
re-tinning

[제37류/S120101] 유정업, 채광업, 채석업, 광산용 기계
장비 임대업
서비스업의 범위

repair of bicycle parking
maintenance of bicycle parking

installation of water supply and
drainage facilities for kitchen
installation of windows

window frames repair

태양광 발전설비 수리 및 보수업

artificial turf installation
temporary floor installation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solar installations for generating
power
oil refining facility repair services

◦ 유정업, 채광업, 채석업, 광산용 기계장비 임대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repair or maintenance of bicycle
parking apparatu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repair or maintenance of bicycle
parking apparatus

- 굴정공사업(제37류/S040101)
- 유정시험분석업(제42류/S174206)

installation of storage facilities

가스 시추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gas drilling

37류 S128101
가스추출업
광산용 기계장비 임대 관련
정보제공업
광산용 기계장비 임대 및 관련
정보제공업
광산용 기계장비 임대업
귀금속 채광업
귀석 채광업
다이아몬드 채광업
다이아몬드/귀석/귀금속 채광업
드릴링 및 광산용 장치 임대업
드릴링플랫폼 임대업
석유 및 가스 시추업
수압균열공사업
오일 시추 및 펌핑업
오일 펌핑업
오일추출업
오일펌핑 및 추출업
원유시추업
원유펌핑업
유정 또는 가스정 채굴업
유정굴착업
유정업
채광업
채석업

extraction of ga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ntal of mining machines and
apparatus
rental of mining machines and
apparatu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rental of mining machines and
apparatus
mining for precious metals
mining for precious stones
mining for diamonds
mining for diamonds, precious
stones or precious metals
rental of drilling and mining
apparatus
rental of drilling platforms
oil and gas drilling
hydraulic fracturing services
drilling and pumping of oil
oil pumping
extraction of oil
oil pumping and extraction
drilling for crude oil
pumping crude oil
drilling of deep oil or gas wells
oil well drilling
drilling of oil wells
mining extraction
quarry services

[제37류/S128101] 건축물청소업, 청소장비 대여업
서비스업의 범위
◦ 건물청소업, 청소장비대여업
◦ 하수구․수도배관청소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항공기청소업, 세차기계임대업(제37류/S128102)
- 방역소독업(제37류/S128103)
- 세탁업(제37류/S1282)
- 연마광택처리업(제40류/S100111)

협의의 포괄명칭
가구 청소업

cleaning of furnishings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가솔린 탱크 청소업
가정방문 청소업
가정용 식기세척기 임대업

cleaning of gasoline tanks

가정용 전기식 정수기세척업

electric washing of water purifiers for
household purposes

거리 청소업
거리청소 관련 정보제공업

street cleaning

home-visit cleaning
rental of dishwashers for household
purpos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street cleaning services

거리청소 및 관련 정보제공업
거주 및 상업용 건물 청소업
건물 내부 청소 및 유지관리
서비스업
건물 내부 청소업
건물 내외부 청소업
건물 녹방지처리업
건물 녹제거업
건물 바닥 청소업
건물 외벽 청소업
건물 외부 청소업
건물/공업부지/건축대지 청소업
건물배관 녹방지처리업
건물소독업
건물외장 세척 관련 정보제공업
건물외장 세척 및 관련 정보
제공업
건물청소 관련 정보제공업
건축물 청소대행 관리업
건축물 청소대행업
건축물 청소대행점 체인업
건축물 청소업
경기장 청소업
공공장소 청소업
공기정화장치 및 기계 청소업
공기조절장치 청소업
공업용 식기세척기 임대업
공장 청소업
굴뚝 청소업
굴뚝청소 관련 정보제공업
굴뚝청소 및 관련 정보제공업
급배수관 청소업
기계설비 세척업
깔개세척업
낙서제거업
내외부 창문 청소업

street clean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cleaning of residential and
commercial properties
cleaning and maintenance of
buildings (interior)
cleaning of buildings [interior]
cleaning of building interiors and
exteriors
rustproofing
rust removal
building floor polishing
cleaning of buildings [exterior surface]
cleaning of facades
cleaning of buildings, industrial sites
and building sites
rustproofing of plumbing
disinfection of premis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cleaning of building exteriors
cleaning of building exterior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building cleaning
management of cleaning agency of
buildings
cleaning agency of buildings
chain services for cleaning agency of
buildings
cleaning of buildings
stadium cleaning
cleaning of public areas
cir purifying apparatus and machines
cleaning
air conditioning apparatus cleaning
services
rental of dishwashers for industrial
purposes
cleaning of factories
chimney sweeping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chimney sweeping services
chimney sweep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cleaning of pipes for water supply
and drainage
washing of machine equipment
cleaning of rugs
removal of graffiti

냉난방기기 청소업
냉장고 청소업
도로 청소기계 임대업
도로 청소업
레인지후드 청소업
매트리스청소 및 소독방역소독업
몹걸레 대여업
몹걸레 임대 관련 정보제공업

interior and exterior window cleaning
services
cleaning of heating and cooling
machines and apparatus
refrigerators cleaning
rental of road sweeping machines
street sweeping services
range hood cleaning services
claning and sterilising/disinfecting of
mattresses
rental of mop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ntal of m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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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류 S128101
몹걸레 임대 및 관련 정보제공업
무빙워크세척업
물받이 세척업
물탱크 청소업
바닥 청소업
바닥광택 관련 정보제공업
바닥광택 및 관련 정보제공업
바닥광택처리업
바닥청소용 기계 임대 관련
정보제공업
바닥청소용 기계 임대 및 관련
정보제공업
바닥청소용기계 임대업
배관 세척업
배수관 청소업
병원 청소업
보육시설 살균업
보육시설 세척업
보육시설 소독업
보육시설 청소업
보일러 청소업
분뇨정화조 청소 관련 정보
제공업
분뇨정화조 청소 및 관련 정보
제공업
블라인드 청소업
비데 청소업
빌딩 외부 청소업
사무기기 청소업
사무용 건물 및 상업용 건물
청소업
산업건물 청소업
세척기계 임대업
세척업
소파 청소업
소파덮개 살균업
수도배관 청소업
수영장 세척업
수영장 청소업
식기건조기 임대업
식기세척기 임대업
식당 및 레스토랑 청소업
실내 청소업
실내외 청소업
실내장식용품 방취업
에스컬레이터 청소업
에어덕트 청소서비스업
에어컨 소독 세척업
열교환기 청소업

810

유사상품 심사기준

rental of mop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washing of moving walkways
clearing and cleaning gutters
cleaning of water tanks
cleaning of floor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floor
polishing services
floor polish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floor polishing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ntal of floor cleaning machines
rental of floor cleaning machine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rental of floor cleaning machines
washing of plumbing
drain cleaning services
cleaning of hospitals
sterilization service of nursery
facilities
washing of nursery facilities
disinfection of nursery facilities
cleaning of nursery facilities
boiler cleaning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septic tank cleaning services
septic tank clean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cleaning of blinds
cleaning of bidets
cleaning of external surfaces of
buildings
cleaning of office machines and
equipment
cleaning of office buildings and
commercial premises
cleaning of industrial premises
rental of cleaning machines
washing
cleaning of sofas
sanitizing of upholstery
cleaning of water supply pipework
washing of swimming pools
swimming pool cleaning services
rental of dish drying machines
rental of dishwashing machines
restaurant cleaning
domestic cleaning services
indoor and outdoor cleaning
deodorizing of upholstery
escalator cleaning services
air duct cleaning services
disinfecting and washing of air
conditioners
cleaning of heat-exchanging
machines

오물정화조 청소업
오물정화조 펌핑 및 청소업
오수정화조 펌핑업
외과기구 및 장비 청소업

septic tank cleaning

외과용 기구 소독업
외과용 설비 살균업
외과용 장비 살균업
외과용 장치 살균업
욕실 청소업
욕조 및 목욕보일러 청소업
욕조 및 욕실보일러 청소 관련
정보제공업

disinfecting of surgical instruments

욕조 및 욕실보일러 청소 및
관련 정보제공업

bathtub and bath boiler clean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운송을 제외한 쓰레기수집
형태의 청소업
위생도기세척업
의료기기 살균업
의료용 도구 방사선조사(照射)업
장난감 살균업
장난감 세척업
장난감 소독업
장난감 청소업
저장탱크 청소 관련 정보제공업

cleaning services in the nature of
collecting trash, other than transport

저장탱크 청소 및 관련 정보제
공업
전기세척기계 임대업
전시용 스탠드 세척업
전화핸드세트 소독업
전화핸드셋 소독 관련 정보
제공업
전화핸드셋 소독 및 관련 정보
제공업

storage tank clean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정수기 소독세척업

disinfecting and washing of water
purifiers

제설업
주방용 환기후드 청소업

snow removal services

주방위생/청소 및 주방용품
세척업
주방청소 및 주방용품 세척업

kitchen hygiene/cleaning and kitchen
utensils washing

주택 청소업
창문 청소업
창문청소 관련 정보제공업

cleaning of residential houses

창문청소 및 관련 정보제공업

window clean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청소장비 대여업
청소장치 대여업
체육관 청소업
침구류 청소업
카펫 및 깔개 청소업

rental of cleaning equipment

septic tank pumping and cleaning
pumping septic tanks
cleaning of surgical instruments and
equipment
sterilization of surgical instruments
sterilization of surgical equipment
sterilization of surgical apparatus
bathroom cleaning
bathtub and bath boiler cleaning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bathtub and bath boiler cleaning
services

washing of sanitary ware
sterilisation of medical instruments
irradiation of medical instruments
sterilization services of toys
washing of toys
disinfecting of toys
cleaning of toy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storage tank cleaning services

rental of electric washing machines
cleaning of exhibition stands
disinfecting of telephone hand-set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disinfection of telephone handsets
disinfecting of telephone handset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extractor hoods for kitchens
cleaning

kitchen cleaning and kitchen utensils
washing
window cleaning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window cleaning services

rental of cleaning apparatus
cleaning of sports center
cleaning of bed cloths
carpet and rug cleaning

37류 S128103
카펫 및 러그 세척 관련 정보
제공업
카펫 및 러그 세척 및 관련 정보
제공업
카펫 청소기계 대여업
카펫 청소업
컴퓨터 출장 청소관리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cleaning of carpets and rugs
cleaning of carpets and rug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rental of carpet cleaning machines
carpet cleaning

탱크크리닝서비스업
폐기물 처리대행업(청소
서비스업)
포장재료/포장용 컨테이너/
수송팰릿 세척업
표면의 연마 청소업
하수구 청소업
하수구/수도배관 청소업
하우스키핑 서비스업(청소
서비스업)
행사전후 장소 청소업
호텔 청소업
화장실 청소업
화학공정용 반응기 부식방지
처리업
화학공정용 반응기 오염제거업

management of on-site cleaning of
computers
storage tank cleaning
waste disposal for others [cleaning
service]
cleaning of packaging materials,
packing containers and transport
pallets
abrasive cleaning of surfaces
cleaning of gullies
cleaning of gullies/water supply
pipework
housekeeping services [cleaning
services]
cleaning of venues before and after
events
cleaning of hotels

수송기계 녹방지처리업
수송기계 세차업
수송기계 청소업
수송기계기구 세차업
수송기계기구 세척업
자동차 광택처리업
자동차 세차업
자동차 세차장치 임대 관련
정보제공업
자동차 세차장치 임대 및 관련
정보제공업
자동차 청소 및 세차업
자동차 청소업
항공기 내외부 청소업
항공기 외부 및 내부 청소업
항공기 청소업

decontamination of chemical
processing reactors

vehicle washing
vehicle cleaning
vehicle detailing
washing and cleaning of vehicles
automobile polishing
washing of motor vehicl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ntal of car washing apparatus
rental of car washing apparatu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automobile cleaning and car washing
cleaning of automobiles
outer and inner cleaning of aircraft
exterior and interior cleaning of
aircraft
cleaning of aircrafts

[제37류/S128103] 방역소독업

restroom cleaning services
anti-corrosive treatment for
chemical processing reactors

anti-rust treatment for vehicles

서비스업의 범위
◦ 방역소독업
◦ 훈증소독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제37류/S128102] 항공기청소업, 세차기계임대업
서비스업의 범위
◦ 항공기청소업,
◦ 세차기계임대업

- 건물청소업, 청소장비대여업, 하수구․수도배관청소업(제37류/
S128101)
- 항공기청소업, 세차기계임대업(제37류/S128102)
- 세탁업(제37류/S1282)
- 연마광택처리업(제40류/S100111)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건물청소업, 청소장비대여업, 하수구․수도배관청소업(제37류/
S128101)
- 방역소독업(제37류/S128103)
- 세탁업(제37류/S1282)
- 연마광택처리업(제40류/S100111)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동전작동식 세차기 제공업
범죄현장 청소업
비행기 세척업
비행기 청소업
선박 청소업
선박갑판 외부 청소업
세차기계 임대업
세차설비 임대업
셀프세차업
손세차업
수송기계 광택처리업

provision of coin-operated car
washing machines
crime scene clean-up services
washing of airplanes
cleaning of airplanes
cleaning of ships
cleaning of exterior ships' decks
rental of car-washing apparatus
rental of car washing installations
self-car wash
hand operated car wash
vehicle polishing

가구 방역소독업
거주지 및 상업건물 조류제거업

disinfecting for furniture

건물 방역소독업
농업용/수산양식용/원예용
및 임업용을 제외한 방충업

disinfecting for building

농업용/수산양식용/원예용
및 임업용을 제외한 해충구제업

vermin exterminating other than for
agriculture, aquaculture, forestry
and horticulture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을
제외한 해충구제 관련 정보
제공업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을
제외한 해충구제 및 관련 정보
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vermin exterminating, other than for
agriculture, forestry or horticulture

방역소독업
비농업용 해충구제업

disinfecting

비농업용 해충박멸업

pest control, other than for agricultural
purposes

비농업용 흰개미 및 해충 박멸업

termite and pest control, other than
for agricultural purposes

수송기계 방역소독업

disinfecting for vehicles

removing birds from residential and
commercial buildings
pest control services, other than for
agriculture, aquaculture, horticulture
and forestry

vermin exterminating, other than for
agriculture, forestry or horticulture,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vermin extermination other than for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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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류 S128103
해충구제업(농업/임업 또는
원예용은 제외)
해충에 대한 건물의 훈증업
화장실방역소독업
훈증 소독업

vermin exterminating, other than for
agriculture, forestry or horticulture
fumigation of buildings against pests
disinfecting for toilets
fumigating

[제37류/S128104] 구두닦이업
서비스업의 범위
◦ 구두닦이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구두 수선업(제37류/S050127)
- 세탁업(제37류/S1282)
- 연마광택처리업(제40류/S100111)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구두광택업
구두닦이업

shoe shining
shoe cleaning

[제37류/S1282] 세탁업

세탁기 임대업
세탁기계 임대업
세탁물 건조기 임대업
세탁소 체인점업
세탁시설 제공업
세탁업
셀프서비스 세탁시설 제공업
셀프서비스 세탁업
신발세탁업
옷감 다림질업
유아용 기저귀 세탁업
의류다림질 관련 정보제공업
의류다림질 및 관련 정보제공업
의류다림질업
의류세탁업
의류용 회전식건조기 임대업
직물 세탁업
직물다림질업
천 다림질업
천 세탁업
천/의류/섬유/린넨/직물 세탁업
천/의류/섬유/직물 다림질업

서비스업의 범위

천/의류/섬유/직물 세탁업
침구세탁 및 소독업

◦ 세탁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건물청소업, 청소장비대여업, 하수구․수도배관청소업(제37류/
S128101)
- 방역소독업(제37류/S128103)
- 폐기물운송업(제39류/S080101)
- 폐기물보관업(제39류/S090102)
- 공기정화업, 수질오염방지처리업, 분뇨처리업, 산업폐기물소각업
(제40류/S128105)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가죽제품 클리닝업
기저귀세탁업

leather cleaning

다림질세탁 서비스업

pressure washing services

동전 작동식 세탁기 대여업

rental of coin-operated cleaning
machines

드라이크리닝업
린넨다림질업
린넨세탁업
빨래방프랜차이즈업
섬유 다림질 업
섬유세탁업
세척 및 건조용 세탁시설 제공업

dry cleaning

세탁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launder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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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및 관련 정보제공업

유사상품 심사기준

diaper cleaning

linen ironing
washing of linen

launder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rental of clothes-washing machines
rental of laundry washing machines
rental of laundry dryers
chain services for laundry
provision of laundry facilities
laundering
provision of self-service laundry
facilities
self-service laundries
cleaning of shoes
ironing of cloth
laundering of babies' diaper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pressing of clothing
pressing of cloth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pressing of clothing
cleaning of clothing
rental of spin dryers for clothes
laundering of textiles
fabric ironing
pressing of cloth
washing of cloth
washing of cloth, clothing, fabric,
linen and textiles
pressing of cloth, clothing, fabric and
textiles
laundering of cloth, clothing, fabric,
linen and textiles
bed clothes cleaning and disinfection

[제37류/S173701] 자동차 장식업
서비스업의 범위
◦ 자동차 장식업, 자동차 튜닝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개인용 수송기계기구의 외장/
내장 및 기계부품 맞춤설치업
(튜닝업)
모터차량용 엔진 개조업
생산용 자동차 및 그 엔진 전환
및 튜닝업
수송기계기구 좌석 장식업
자동차 장식업
자동차 튜닝업
자동차용 모터 및 엔진 튜닝업
자동차용 차체 튜닝업

custom installation of exterior, interior
and mechanical parts of vehicles
[tuning]
tuning of engines for motor vehicles
conversion and tuning of production
automobiles and their engines
upholstering of vehicle seats
automobile decoration
tuning of motor vehicles
tuning of motors and engines for
automobiles
tuning of bodies for automobiles

franchise services of launderette
pressing of textiles
textile laundering
providing washing and drying
laundry facilities

[제37류/S173799] 제37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서비스업의 범위

◦ 인공강설(降雪)서비스업, 전기기기의 간섭(유해전파)차단업

37류 S173799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인공 강설(降雪) 서비스업
전기기기의 간섭(유해전파)
차단업
태양광모듈의 냉각기계 임대업

artificial snow-making services
interference suppression in
electrical apparatus
rental of refrigerating machines for
photovoltaic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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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 류

통신서비스업
(Telecommunications services)

본류에는 주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와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와 방송
서비스 및 데이터 전송 서비스와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특히 포함되는 서비스업
-

주문형 비디오 전송업
디지털파일 및 전자우편 전송업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용 사용자 접속제공업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업
인터넷 채팅방 및 온라인 포럼 제공업
전화 및 음성 메일 서비스업
원격회의 및 화상회의서비스업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라디오 광고업(제35류)
-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제35류)
- 통신작용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 또는 주제(예: 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 파일
(제9류), 웹사이트를 통한 사업정보 제공업(제35류),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통한 내려받기 불가능한 영화 및 텔레비전프로그램 제공업(제41류))
- 통신 연결을 사용하여 수행되는 서비스업(예: 내려받기 가능한 디지털 음악용
온라인 소매서비스업(제35류), 온라인 뱅킹업 (제36류))
-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업(제41류)
- 통신 기술 컨설팅업(제42류)
-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업(제45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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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류 S0601

제

38류

텔레비전 프로그램 방송 및 전송업
(broadcasting and transmission of
television programs)

【포괄상품명칭 목록】
포괄서비스명칭
데이터 송신 및 데이터 방송업
(data transmission and data broadcasting)
라디오프로그램 방송 및 전송업
(broadcasting and transmission of
radio programs)
실시간 오디오/비디오/정지 및 동영상 이미
지/텍스트/데이터 전송/방송/수신업
(transmission, broadcasting and
reception of audio, video, still and
moving images, text and data in real
time)
쌍방향 방송 및 통신서비스업
(interactiv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services)
오디오/비디오/정지 및 동영상 이미지/텍
스트/데이터 전송/방송/수신업
(transmission, broadcasting and
reception of audio, video, still and
moving images, text and data)
원격통신업
(telecommunications services)
위성통신 및 텔레비전 방송업
(satellite transmission and television
broadcasting services)

유사군코드 (구)포괄코드
S0601,
S0701

N38001

S0601,
S0701

N38001

텔레비전프로그램의 무선전송 및 방송업
(wireless transmission and
broadcasting of television
programmes)

[제38류/S0601] 전화통신업, 이동전화통신업, 전자우편
전송업, 통신사(通信社)업, 통신기기 및
장비의 임대업
서비스업의 범위
◦ 전화통신업, 이동전화에 의한 통신업, 전자우편전송업, 컴퓨
터터미널에 의한 통신업
◦ 통신사(通信社)업
◦ 통신기기 및 장비의 임대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1. 전화 및 이동전화에 의한 통신업 (예시)
IPTV 전송업
ISDN 선을 이용한 데이터 송신업
ISDN 선을 이용한 오디오 및
비디오 콘텐츠 송신업
MVNO 사업을 통한 이동통신
서비스업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IPTV]
transmission services
transmission of data via ISDN lines
transmission of audio and video
content via ISDN lines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s
via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MVNO) business

개인휴대통신업(PCS서비스업)
고정 및 이동식 전화서비스업
공중전화통신서비스업

personal communications services

유료시청 텔레비전프로그램 방송 및 전송업
(broadcasting and transmission of
pay-per-view television programs)

광대역 라디오통신업
광대역 무선통신서비스업

broadband radio communication

인터넷을 통한 주문형 비디오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비디오 및 오디오 콘텐츠로의 원
격통신 접속제공 및 방송업
(broadcasting services and provision
of telecommunication access to video
and audio content provided via a
video-on-demand service via the
Internet)

구내교환전화 다이얼링업
구독자에 대한 전화번호부
정보제공업
국제전화서비스업
긴급신호 전송업
긴급전문배달용 통신서비스업

pbx dialing services

단문문자서비스업
대표번호접속업
디지털 모바일 전화를 이용한
데이터 무선전송업
디지털 통신네트워크를 통한
광고프로그램 및 미디어광고
통신전송업

short message services [SMS]

라디오 및 텔레비전 전송업
라디오 및 텔레비전 호출업
라디오 및 텔레비전프로그램
전송업
라디오 및 휴대통신서비스 제공업

radio and television transmission

인터넷을 통한 필름 및 영화 비디오방송 및
전송업
(video broadcasting and transmission
of films and movies via the Internet)
주문형 비디오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영화/
텔레비전프로그램 방송서비스 및 통신접속
제공업
(broadcasting services and provision
of telecommunication access to films
and television programs provided via a
video-on-demand service)
케이블 텔레비전 프로그램 방송 및 전송업
(broadcasting and transmission of
cable television programs)

fixed and mobile telephone services
pay-telephone communication
services
wide band radio communication
services
provision of telephone directory
information to subscribers
international telephone services
transmission of emergency signals
communication services for the
delivery of emergency messages
line hunting services
wireless transfer of data via digital
mobile telephony
transmission of advertising programs
and media advertising
communications via digital
communications networks
radio and telephone paging services
transmission of radio and television
programs
providing radio and cellular
communica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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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수신 및 송신 설비제공업
라디오 전송업
라디오/전신/전화/텔레비전
송신기를 통한 통신업
라디오/전화 또는 다른 전자통신
수단을 이용한 호출서비스업
라디오/전화기 및 전신 통신업
라디오를 통한 통신업
라디오주파수 통신서비스업
라디오통신업
라디오프로그램 전송업
메시지 전송업
모바일 및 인터넷을 이용한
동영상 전송업
모바일 및 인터넷을 이용한 영상
및 음성 전송업
모바일 음성통신업
모바일 전자회의 서비스업
모바일 통신기기간의 SMS
송신업
모바일 통신기기간의 메시지
및 화상송신업
모바일 통신기기간의 음향 및
화상송신업
모바일 통신기기간의 화상송신업
모바일기기를 통한 정보접속
제공업
모바일등 유무선통신을 통한
채팅서비스업
무선 근거리 통신 서비스제공업
무선 디지털 문자 및 숫자 전송업
무선 음성우편서비스업
무선 주파수 통신시스템 운영업
무선/디지털 통신서비스업
무선/전화 호출서비스업
무선/전화/전신 통신서비스업
무선광대역통신업
무선데이터 통신업
무선디지털 메시지 서비스업
무선사설구내교환(PBX)
서비스업
무선이동전화서비스업
무선전화 대여업
무선전화서비스업
무선전화업
무선전화통신서비스업
무선통신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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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sion of facilities for radio
receiving and radio transmission
radio transmission
communication via radio, telegraph,
telephone and television
transmissions
paging services [radio, telephone or
other means of electronic
communication]
radio, telephone and telegraph
communication services
communication via radio
radio frequency communications
services
radio communication
transmission of radio programs
message sending
transmission of video via the mobile
and internet
transmission of video and audio via
the mobile and internet
mobile voice telecommunications
mobile e-conferencing services
transmission of short messages
[SMS] between mobile
telecommunications devices
transmission of messages and
images between mobile
telecommunications devices
transmission of sound and images
between mobile
telecommunications devices
transmission of images between
mobile telecommunications devices
providing access to a global computer
network via mobile devices
providing chat services via mobile
and wired communication
providing wireless local area
communication services
text and numeric wireless digital
messaging services
wireless voice mail services
operation of radio frequency
communications systems
wireless and digital communication
services
radio/telephone paging services
radio, telephone, telegraph
communication services
wireless broadband communication
services
radio communications of data
wireless digital messaging services
wireless PBX services
wireless mobile telephone services
leasing of radio telephones
wireless telephone services
wireless telephony
radio telephone communication
services
wireless communications services

무선팩시밀리 서비스업
무선팩시밀리 우편서비스업
문자메시지 및 동영상 전송업

radio-facsimile services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가상
대화방 서비스업
부가가치네트워크 통신서비스업

virtual chatrooms established via
text messaging

부재중전화 공지업
비디오송신업
사설이동무선제공업

missed call notification services

선불식 지역 및 장거리 전화
서비스업
선불식 지역전화서비스업
선불형 전화카드를 통한 전화
통신업

prepaid local and long distance
telephone services

셀룰러무선망을 통한 원격통
신서비스업
셀룰러통신시스템 운영업

telecommunications services using
cellular radio networks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위한 데이터/음향 및 영상 송신업

transmission of data/sound and
images for social networking services
(SNS)
agency sent a bill via a smart devices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고지서
(청구서)발송대행업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의 전자전송업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모바일 인터넷 전화
(m-VoIP) 서비스업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모바일 채팅 서비스제공업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텍스트/사진 및 영상 전송업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혜택 및 멤버십 정보가
포함된 메시지 전송업
스마트폰 팟캐스트(podcast)를
이용한 음성 전송업
스마트폰/PC 및 태블릿 PC를
이용한 사진전송업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 메시지
서비스업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
커뮤니티서비스업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검색엔진 사용자 접속제공업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정보송신업
스마트폰을 이용한 메시지 및
화상송신업
스마트폰을 이용한 무선인터넷
접속제공업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콘텐츠
전송업
신용카드거래승인용 전자통신
서비스업

wireless facsimile mail services
transmission of text message and
video

value added network
[communication] services
video transmission
provision of private mobile radio
services

prepaid local telephone services
telephon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provided via prepaid
telephone calling cards

operation of cellular
communications systems

electronic transmission of smart
phone application data
mobile internet phone (m-VoIP)
services via the smart phone
application
providing mobile chat service via the
smart phone application
transmission of text, photo and video
via the smart phone application
transmission of messages containing
benefits and membership information
via smart phone applications
transmission of voice via a smart
phones podcasts
photo transfer service via a smart
phone/PC and tablet PC
messaging services of smart phone
applications
providing access to online community
sites via smartphone applications
providing user access to search
engines via the smart phone
applications
transmission of information via
applications for smart phones
transmission of message and image
via a smart phone
providing access to wireless internet
via a smart phone
transmission of mobile content via a
smart phon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relating to credit card autho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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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향 멀티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한 음향송신업
쌍방향 비디오텍스트 서비스업
안테나에 의한 송신용 전자
통신서비스업
오디오 데이터 전송업
오디오콘텐츠 전송업
원격화면통신업
원격회의서비스업
위성 또는 쌍방향 멀티미디어
네트워크를 이용한 음향 및
화상송신업
유료 장거리 전화서비스업

transmission of sound via interactive
multimedia networks

유료시청 텔레비전전송업

pay-per-view television transmission
services

유료시청 텔레비전프로그램
전송업
유선 통신업
유선텔레비전 전송업
음성 전송업
음성/데이터 통신용 태블릿
PC 임대업
음성인식 다이얼링 서비스업
음성자동응답을 이용한 통신업

transmission of pay-per-view
television programs

이동무선통신업
이동전화 통신업
이동전화기를 이용한 메시지
및 화상송신업
이동전화기에 의한 원격통신업
이동전화기용 그래픽 전송업

mobile radio communication

이동전화서비스업
이동통신서비스업
자동전화 응답서비스업

mobile telephony

자동전화선별업

automated telephone call screening
services

자동차 통화서비스업

interactive videotext services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s
for transmission by means of aerials
transmission of audio data
transmission of audio content
communication by remote screen
teleconferencing services
transmission of sound and images
via satellite or interactive multimedia
networks
prepaid long distance telephone
services

cable transmission

전보형태의 서신통신전송업
전화 또는 원격통신전화 전송업
전화 및 원격통신 서비스업
전화 및 텔레텍스트 서비스업
전화 및 팩시밀리 장치를 포함한
원격통신장비 임대업
전화 통신업
전화 호출서비스업
전화/팩시밀리를 통한 메시지
전송업
전화당번 공지업
전화대화라인용 통신접속
제공업
전화를 이용한 정보송신업

transmission of written
communications in the forms of
telegrams
transfer of telephone or
telecommunications calls
telephone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s
telephone services and teletext
services
rental of telecommunication
equipment including telephones and
facsimile apparatus
telephone (Communications by -)
telephone paging services
transmission of messages by
telephone and facsimile
on call notification services
provision of telecommunications
connections for telephone chat lines
transmission of information by
telephone

전화를 통한 메시지 송신업

transmission of messages by
telephone

전화링크에 의한 전자이미지
처리의 이용을 통한 데이터
전송업
전화메시지 서비스업
전화번호부 서비스제공업

transmission of data through the use
of electronic image processing by
telephone link

전화번호안내 고객용 전화통화
완료업
전화서비스업
전화선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업

telephone call completion services
for directory assistance customers

전화에 의한 데이터 전송업
전화응답장치 대여업

transfer of data by telephone

전화전환서비스업
전화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업

call diversion services

transmission of telephone calls

car telephone communications
services

전화통화 전송업
전화핫라인 및 콜센터용 통신
접속제공업

자동화된 전화음성 메시지
서비스업
자선목적의 라디오 및 휴대통신
서비스 제공업

automated telephone voice message
services

전화회의서비스 제공업

providing telephone conferencing
services
telematic sending of information

장거리 전화서비스업
장거리 전화통신서비스업

long distance telephone services

정보의 텔레마틱 전송업
정보의 팩시밀리전송용 원격
통신서비스업

long distance telephone
communication services

종합정보통신망(ISDN) 서비스업

전기통신 분야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in the field of
telecommunications

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ISDN] services

지역 전화/장거리 전화서비스업

local and long distance telephone
services

전보를 통한 메시지송신업

transmission of messages by
telegram

local telephone services

전보발송업
전보서비스업
전보송수신업

sending of telegrams

지역 전화서비스업
지역간 전화서비스업
청각장애인용 캡션기능이 있는
전화서비스업

전보송신업
전보통신업

telegram transmission

케이블 텔레비전프로그램
송신업
케이블라디오전송업

transmission of cable television
programs

cable television transmission
voice transmission services
rental of tablet PC for voice/data
communication
voice-activated dialling services
communication via interactive voice
response [IVR]
mobile telephone communication
transmission of messages and
images via mobile telephone
telecommunication by mobile phones
transmission of graphics to mobile
telephones
mobile communication services
automatic telephone answering
services

providing radio and cellular
communication services for
charitable purposes

telegraph services
transmission and reception of
telegrams
communications by telegrams

telephone messaging services
provision of telephone directory
services

telephone services
transmission of data via telephone
lines
hire of telephone answering
apparatus
providing communication services
through the use of phone cards or
debit cards
provision of telecommunications
connections for telephone hotlines
and call centers

telecommunications services for
facsimile transmission of
information

intrastate telephone services
captioned telephone services for
individuals who are deaf, hard of
hearing or speech impaired

cable radio 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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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에 의한 송신용 전자통신
서비스업
케이블에 의한 컴퓨터화된
데이터 전송업
케이블에 의한 통신서비스업
케이블을 통한 통신설비제공업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s
for transmission by means of cables

케이블텔레비전 통신서비스
제공 보조업
콘텐츠/웹사이트 및 포털
접속업
콜센터 형태의 전화통신업

assisting others in providing cable
television communications services

콜센터전화서비스업

telephone communication services
provided for call centers

콜스트림 전화회선 제공업

provision of callstream telephone
lines

텍스트메시징서비스업
텔레그래프 원격통신서비스업

text messaging services

텔레그래프 통신업
텔레마틱 데이터 전송 및 파일
송신업
텔레마틱 서비스업
텔레마틱 수단 및 멀티미디어
네트워크에 의한 통신업
텔레마틱 통신서비스업
텔레마틱(데이터통신) 서비스업
텔레마틱/인공위성/무선/전신/
전화를 통한 컴퓨터단말기
원격통신업
텔레마틱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를 통한 정보송신업

telecommunications by computer
terminals, via telematics, satellites,
radios, telegraphs, telephones

텔레마틱코드를 통한 정보송신업

information transmission by telematic
codes

텔레매틱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전송업
텔레매틱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전송업
텔레비전 및 비디오방송을 통한
음성/데이터 및 영상의 전자
송신업
텔레비전 스크린을 통한 문자
전송서비스업
텔레비전 전송업
텔레비전 전통을 통한 통신업

data transmission via telematic
networks

텔레비전 콘텐츠 전송업
텔레비전 통신서비스업
텔레비전 프로그램 전송업
텔레비전에 의한 정보통신업

transmission of television content

텔레비전에 의한 컴퓨터화된
데이터 전송업
텔레비전통신업

transmission of computerised data
by means of television

텔레쇼핑서비스용 원격통신
채널 제공업

teleshopping services (Providing
telecommunication channels 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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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mission of computerised data
by means of cable
communication services by cable
provision of communications
facilities via cable

access to content, websites and
portals
communications by telephone in the
form of call centres

텔레쇼핑을 위한 통신채널
접속제공업
텔레쇼핑을 위한 통신채널
제공업
텔레컴퓨터 통신업
텔레타이프통신업
텔레팩스 서비스업
텔레팩시밀리를 통한 메시지
송신업
텔레프린터 통신서비스업
텔레프린터에 의한 메시지
전송업
텔레프린터에 의한 통신업
텔렉스를 통한 정보전송업
텔렉스메시지 통신서비스업

providing access to
telecommunication channels for
teleshopping services
providing telecommunication
channels for teleshopping services
telecomputer communications
teletyping
telefax services
transmission of messages by
telefacsimile
teleprinter communication services
transmission of messages by
teleprinter
communication by teleprinter
transmission of messages by telex
telex message communication
services
telex services

communications by telegraph

텔렉스서비스업
텔렉스송신업
통신서비스용 방송시간 제공업

telematic data transmission and file
transfer

통신전화 제공업

provision of communications
telephone

패스워드에 의해 접근가능한
데이터 통신서비스업
패스워드에 의해 접속가능한
텔레마틱 서비스업
팩시밀리 무선전자전송업

data communication services
accessible by password

telegraph telecommunications
services

telematic services
communications by telematic
means and multimedia networks
telematic communications services
telematic [data communication]
services

transmission of information via
computers connected to the same
telematic network

팩시밀리 전송 및 회수업
팩시밀리에 의한 데이터 전송업
팩시밀리에 의한 서류전송업

telex transmission
supply of airtime for communication
services

telematics services accessible by
password
wireless electronic transmission of
facsimiles
facsimile transmission and retrieval
services
transmission of data by telefacsimile
transmission of documents by
facsimile

팩시밀리통신 및 전송서비스업

facsimile communication and
transmission services

팩시밀리통신 전자전송업

electronic transmission of facsimile
communications

팩시밀리통신업
핫라인 및 콜센터용 전화통신업

facsimile services

항공기 승객용 원격통신서비스업

telecommunications services for
aircraft passengers

항공통신서비스업

text transmission services via
television screen

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
services

해상 무선전화 네트워크서비스업

television transmission

wireless telephone network services
for maritime

해상무선전화망 서비스업

maritime radio-telephone network
services

핸드폰 통신업
핸드폰을 통한 모바일콘텐츠
전송업
핸드폰을 통한 모바일콘텐츠
접속제공업
헤르츠파에 의한 통신업
협대역 무선통신서비스업

cellular telephone communication

휴대용 전자장치를 통한 텍스트/
이미지/사운드 전송업
휴대용 휴대폰충전기 교환
서비스업

transmission of text/image/sound
via portable electronic devices

information transmission via
telematic networks
electronic transmission of voice,
data and images by television and
video broadcasting

communication via television
transmissions
televisual communication services
transmission of television programs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by
television

communications by television for
meeting

telephone communication services
provided for hotlines and call centers

transmission of mobile content via
cellular telephone
providing access to mobile content
via cellular telephone
communication by hertzian wave
narrowband radio communication
services

exchange service of portable mobile
phone cha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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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및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동영상 전송업
휴대폰 위치찾기 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 접속제공업
휴대폰 위치찾기 정보 관련
인터넷통신 접속제공업

transmission of video via cellular
telephones and mobile devices

광섬유망을 이용한 정보송신업

providing access to databases in
relation to find cellular telephones
location information
providing access to the Internet and/or
other communications networks for
tracking the location of cellular
telephones

광섬유망을 통한 통신서비스업
광섬유망을 통한 통신업
구내교환망 서비스업

2. 컴퓨터터미널에 의한 통신업 (예시)

구내무선교환업

N-스크린을 통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전송업
P2P 공유업
P2P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사진 파일 전자전송업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송신업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웹툰
관련 정보송신업

P2P 네트워크를 통한 오디오/
비디오/기타 데이터/문서
전자전송업
P2P 방식 웹툰 디지털 파일 전송업
P2P 사진 공유서비스업
VOD 전송업
VOD 텔레비전 통신업

transmission of multimedia content
via the N-screen
peer-to-peer (P2P) sharing services
electronic transmission of digital
photo files via a peer-to-peer
network
electronic transmission of audio,
video and other data and documents
via a peer-to-peer network
transmission of webtoon digital files
via peer-to-peer (P2P)
peer-to-peer (P2P) photo sharing
services
video-on-demand transmission
services
video-on-demand television
transmission services

VoIP 서비스업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VoIP)
services

VoIP 서비스제공업

providing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VoIP) services

VoIP 통신서비스업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VoIP)
telecommunication services

VSMS 서비스제공업

provision of voice short message
services [VSMS]

WAP를 이용한 데이터 무선
전송업
가상사설 통신망을 이용한
통신업(VPN)
가상사설망(VPN)서비스 제공업

wireless transfer of data via wireless
application protocols [WAP]

가정용 구내교환망 서비스
제공업
가정용 정보전송업
검색엔진 이용자 접속제공업

communication via virtual private
networks [VPN]
providing virtual private network
(VPN) services
provision of domestic PBX [private
branch exchange] services
transmission of information for
domestic purposes
providing user access to search
engines

게시판 접속제공업
공대지(空對地)통신서비스업

providing access to bulletin boards

광대역 원격통신네트워크
운영업
광대역통신망 운영업

operation of wide-band
telecommunications networks

광섬유 광대역네트워크를
통한 인터넷접속제공업
광섬유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업
광섬유 모니터링시스템 임대업
광섬유 통신서비스업
광섬유/무선/케이블네트워크를
통한 통신업

air to groun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operation of broadb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providing Internet access via optical
fiber broadband networks
communications via fibre-optic
networks
rental of fiber optic monitoring
systems
fibre opt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telecommunications services
provided via fiber optic, wireless and
cable networks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음성
전송업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
정보송신업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송신업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전송업
국제 데이터 전송업
국제 컴퓨터네트워크 접속
제공업
국제컴퓨터 정보망을 이용한/
개인정보수집용 다중접속제
공업

transmission of information by fiber
optic networks
telecommunications services
provided by means of optical fibre
networks
communications by fibre optic
networks
private Branch Exchange [PBX]
services
wireless Private Branch Exchange
[PBX] services
data transmission services via
national and international networks
transmission of webtoon information
by national and international
networks
transmission of voice by national and
international networks
transmission of electronic
information by national and
international networks
transmission of information via
national and international networks
transmission of information by
national and international networks
international data transmission
provision of access to a worldwide
computer network
providing multiple-user access to
proprietary collections of
information by means of global
computer information networks

근거리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접속제공업
근거리통신망(LAN) 운영업
근거리통신망(LAN) 임대업
글로벌 및 지역컴퓨터네트워
크를 통한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전자전송 및 스트리밍업

providing application access to via
the wireless local area network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베이스 원거리통신
접속제공업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에 의한 데이터 또는
시청각 이미지 배포업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또는
시청각 영상전송업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을 통한 통신업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 및
다른 컴퓨터 네트워크 접속
제공업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 사용자
접속제공업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 원거리
통신 접속제공업

providing telecommunications
connections to a global computer
network or databases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 원격
통신 제공업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 전기
통신 접속제공업

providing telecommunication to
global computer network

operation of local area networks
leasing of local area networks (LAN)
electronic transmission and
streaming of digital media content for
others via global and local computer
networks

distribution of data or audio visual
images via a global computer network
or the internet
transmission of data or audio visual
images via a global computer
network or the internet
communications via a global
computer network or the internet
providing access to global computer
networks and other computer
networks
providing user access to a global
computer network
providing telecommunications
connections to a global computer
network

providing telecommunication
connections to a global computer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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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 접속
시간 대여업

leasing of access time to global
computer networks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 접속
제공업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
접속제공업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디지털 오디오 및 비디오
방송송신업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이미지 및 사진 전자
전송업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이미지/사진/그래픽
이미지/일러스트레이션 전자
전송업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전송업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전송 및 배포업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영상 및 음성 데이터의
전자전송업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시각/청각/시청각 자료
스트리밍업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신용카드거래데이터 및 전자지
불데이터 전자전송제공업

providing access to global computer
networks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이미지/사진 전자전송업

electronic transmission of images
and photographs via a global
computer network

글로벌 컴퓨터망 접속시간
대여업
글로벌 컴퓨터망 접속제공업

rental of access time to global
computer networks

글로벌 컴퓨터정보네트워크
고속접속 제공업
글로벌 컴퓨터정보망 접속
제공업
글로벌 통신네트워크 또는
데이터베이스 통신접속제공업
금융기관간 원격통신서비스업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전세계적 전자연결업
금융기관용 전자통신서비스업
금융서비스 산업에 대한 글로벌
통신 네트워크 접속제공업
금융정보준비용 전자통신
서비스업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전송업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신문
전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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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ing access to databases and
information via global computer
networks
transmission of digital audio and
video broadcasts over a global
computer network
electronic delivery of images and
photographs via a global computer
network
electronic transmission of images,
photographs, graphic images and
illustrations over a global computer
network
transmission of data via a global
computer network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of data
via a global computer network
electronic transmission of digital
video and audio data via a global
computer network
streaming of audio, visual and
audiovisual material via a global
computer network
providing electronic transmission of
credit card transaction data and
electronic payment data via a global
computer network

providing user access to global
computer networks
providing high speed access to a
global computer information
network
providing access to a global
computer information network
providing telecommunications
connections to a global
communication network or
databases
telecommunications services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electronically connecting financial
institutions and financial market
venues with one another on a global
scale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providing access to global
telecommunications networks
relating to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s
for preparing financial information
transmission of downloadable
electronic publications
transmission of downloadable
electronic newspapers

내려받기 가능한 파일 및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스트
리밍된 파일을 포함한 데이터/
오디오/비디오/멀티미디어
파일전송업

transmission of data, audio, video
and multimedia files, including
downloadable files and files
streamed over a global computer
network

넓은 범위의 주제 관련 정보를
수록한 온라인 사이트 사용자
접속제공업
네트워크 컴퓨터 시스템 간의
데이터 전송업
네트워크 컴퓨터시스템 간의
데이터 전송서비스업
네트워크 화상회의 서비스업
네트워크를 이용한 음향 및
비주얼레코딩 송신업
다른 운영자를 위한 통신 인프라
접속제공업

providing user access to on-line sites
containing information on a wide
range of topics

다른 컴퓨터사용자간의 실시간
상호접속을 위한 온라인 설비
제공업
다양한 주제 관련 정보를 수록
한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 및
온라인 사이트 이용자 접속
제공업
다중사용자 무선인터넷 접속
제공업
단문송신업
대출문서 전자전달업

data transmission between
networked computer systems
data transmission services between
networked computer systems
network conferencing services
transmission of sound and visual
recordings over networks
providing third party users with
access to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providing on-line facilities for realtime interaction with other computer
users
providing user access to a global
computer network and on-line sites
containing information on a wide
range of topics
providing multiple-user wireless
access to the Internet
transmission of short messages
electronic delivery of loan
documents

대화라인/채팅룸/인터넷포럼을
이용한 메시지 전자교환업

electronic exchange of messages
via chat lines, chatrooms and
Internet forums

대화형 텔레텍스트 서비스업
데이터 디지털전송업
데이터 무선전자전송업

interactive teletext services

데이터 및 무선네트워크 접속
제공업
데이터 및 문서 전자전송업
데이터 및 음성용 전자우편업
데이터 스트리밍업
데이터 위성통신업
데이터 전송 및 통신업
데이터 전송대행업
데이터 전송업
데이터 전자전송업
데이터 통신망을 이용한
내비게이션 접속제공업
데이터 통신망을 통한 정보
송수신업
데이터 통신서비스업
데이터/메시지/정보 전송업
데이터/오디오/비디오/게임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주문형
전송서비스업
데이터/오디오/비디오/
멀티미디어파일 전송업

digital transmission of data
wireless electronic transmission of
data
providing access to data and
wireless network
electronic transmission of data and
documents
electronic mail services for data and
voice
data streaming
satellite transmission of data
data transmission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s
data transmission for others
data transfer
electronic transmission of data
providing access to navigation via
the data network
transmission and reception of
information and data via
telecommunication networks
data communications services
transmission of data, messages and
information
on-demand transmission services of
data/audio/video/gaming and
multimedia content
transmission of data, audio, video
and multimedia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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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음향 또는 영상의
보안전송업
데이터/음향 또는 영상접속
제공 통신업
데이터/음향 및 영상 송신업
데이터/음향/이미지 전송업
데이터/화상/서류 전자전송업
데이터네트워크 컴퓨터 프로
그램 사용자접속제공업
데이터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 접속제공업
데이터네트워크상 컴퓨터
프로그램 접속제공업
데이터네트워크상의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자접속제공업
데이터네트워크상의 컴퓨터
프로그램 접속제공업
데이터네트워크상의 컴퓨터
프로그램 주문형 접속제공업
데이터뱅크 상호연결서비스업
데이터뱅크간의 통신서비스업
데이터뱅크로부터 얻은 정보의
원격통신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또는 인터넷정보
접속제공업
데이터베이스 및 인터넷 원격
통신접속제공업
데이터베이스 및 컴퓨터네크
워크 접속제공업 및 전자통신
연결업
데이터베이스 상호접속업
데이터베이스 서버 접속시간
대여업
데이터베이스 서버센터에의
접속시간 대여업
데이터베이스 접속제공업
데이터베이스 통신접속제공업
데이터베이스접속을 위한 통신업
데이터베이스접속제공업(교육/
인터넷방송)
데이터분배용 원격통신서비스업
데이터신호 전송업
데이터전송을 위한 프레임
릴레이 접속서비스 제공업
데이터통신 관련 상담업
데이터통신과 관련된 자문업
데이터통신업
데이터통신장비 임대업
데이터통신중개업
독립영화 비디오스트리밍업

secure transmission of data, sound
or images

동영상 교환 커뮤니티 접속용
통신업

telecommunication services used to
access a virtual exchange
community

디지털 네트워크 통신서비스업

digital network telecommunications
services

디지털 네트워크를 이용한
비디오 쌍방형 송신업
디지털 네트워크를 이용한
비디오송신업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대화형 비디오전송업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송신업
디지털 데이터 변환관련 통신
서비스제공업

interactive transmission of video via
digital networks

디지털 데이터 전송업
디지털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업
디지털 미디어 스트리밍 장치에
대한 전자적 접속제공업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의
스트리밍업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전자적
접속제공업
디지털 사진 교환용 인터넷
플랫폼 접속제공업

digital data transfer

디지털 음악 전송업
디지털 이미지 전송업
디지털 전송서비스업
디지털 정보전송업
디지털 텍스트 메시징업
디지털 통신 또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컴퓨터통신업

transmission of digital music

디지털 통신서비스업
디지털 파일 전송업
레이저빔에 의한 데이터 전송업
로컬 또는 글로벌 통신 네트워크
접속제공업
멀티미디어 콘텐츠 온라인
접속제공업
멀티미디어메시징서비스업

digital communications services

메시지 디지털전송업
메시지 및 데이터 위성전송업

digital transmission of messages

메시지 및 데이터 전자전송업

electronic transmission of messages
and data

providing frame relay connectivity
services for data transfer

메시지 및 화상송신업

transmission of messages and
images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data
communications
advice in the field of data
communication
data communication

메시지 서비스업
메시지 송수신 및 회송업

message services

메시지 송신업
메시지 수집 및 전송업

transmission of messages

메시지 위성전송업
메시지/데이터 및 서류의
전자전송업

satellite transmission of messages

telecommunications services for
providing access to data/sound or
images
transmission of data/sound or images
transmission of data, sound and
images
electronic transmission of data/images
and documents
providing user access to computer
programmes in data networks
providing access to information via
data networks
providing the access on computer
programs in data networks
providing user access to computer
programs on data networks
providing access to computer
programs on data networks
providing on-demand access to
computer programs on data networks
data bank interconnection services
communication services between
data banks
telecommunications services to
obtain information from data banks
providing access to databases or
internet information
provision of telecommunications
access to databases and the internet
providing access to databases and
computer networks and electronic
communication link services
providing telecommunications
connections to and between
databases
rental of access time to a database
server
rental of access time to a database
server center
providing access to databases
providing telecommunications
connections to databases
communications services for
accessing a data-base
providing the access to databases
(education/internet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s services for the
distribution of data
transmission of data signals

rental of data communications
equipment
data communication brokerage
video streaming of independent
movies

video transmission via digital
networks
interactive delivery of video via
digital networks
information transmission services
via digital networks
providing of communications
services relating to the exchange of
digital data
digital media streaming services
providing electronic access to digital
media streaming devices
streaming of digital media content for
others
providing electronic access to digital
media
providing access to Internet
platforms for the purpose of
exchanging digital photographs
transmission of digital image
digital transmission services
transmission of digital information
digital text messaging
communication via computer
terminals, by digital transmission or
by satellite
transmission of digital files
transmission of data by laser beam
providing access to local or global
communications networks
providing access to multimedia
content on-line
multimedia messaging services
[MMS]
satellite transmission of messages
and data

message sending, receiving and
forwarding
message collection and
transmission services
electronic transmission of
messages, data and documents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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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이미지의 컴퓨터
지원식 전송업
메일 및 메시지의 전자송신업
메트로이더넷을 통한 컴퓨터
네트워크 접속서비스업
모든 종류의 음향/화상/기타
데이터/정보 전자전송업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한 대화
라인/채팅룸/포럼 접속 제공업
모바일 인터넷포털 접속제공업
모바일 인터넷플랫폼 접속
제공업
모바일인터넷을 포함한
인터넷상의 대화라인/채팅룸/
포럼 접속제공업
무선 금융서비스에 대한 엑세스
제공업
무선 또는 케이블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송신업
무선 인터넷을 통한 게임 접속
제공업
무선광대역네트워크를 통한
인터넷접속제공업
무선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전송업
무선랜장치 대여업
무선송수신용 설비제공업
무선송신 및 수신서비스업
무선에 의한 컴퓨터화된 데이터
전송업
무선을 이용한 정보전송업
무선을 이용한 통신서비스업
무선을 이용한 통신업
무선인터넷 접속제공업
무선전기통신서비스업
무선전신통신서비스업
무선전자정보전송업
무선통신 관련 자문 및 상담업
무선통신 관련 정보제공업
무선통신 네트워크 서비스업
무선통신 및 무선통신장비
관련 자문 및 상담업
무선통신기계기구 임대업
무선통신기기 대여업
무선통신업
무선통신장치에 의한 통신
접속제공업
무선호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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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assisted transmission of
messages/images
electronic mail, message sending
computer network access services
provided by means of a metro
Ethernet
electronic transmission of sound,
images and other data and
information of all kinds
providing access to chat lines,
chatrooms and forums via mobile
Internet
providing access to mobile Internet
portals
providing access to mobile Internet
platforms
providing access to chat lines,
chatrooms and forums on the
Internet, including mobile Internet
providing access to wireless financial
services
transmission of information via
wireless or cable networks
provision of access to games via
wireless internet
providing Internet access via
wireless broadband networks
transmission of information via
wireless networks
rental of wlan devices
provision of facilities for wireless
transmission and reception
transmission and receiving by radio
transmission of computerised data
by means of radio
transmission of data by radio
radio communication services
communication by radio
providing access to wireless internet
wireless telecommunication
services
radio telegraphic communication
services
wireless electronic transmission of
information
advisory and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wireless communications
providing information about wireless
communication
radio communication network
services
advisory and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wireless communications
and wireless communications
equipment
rental of wireless communications
machines and apparatus
rental of wireless communications
machines
radio telecommunications
providing telecommunications
connections to via wireless
communication
radio paging services

무선호출에 의한 데이터 전송업
문서 전자전달업
문서 전자전송업
문서의 전자전송서비스업
미디어통신 관련 정보제공업
보안 데이터/음향 및 영상
전송서비스업
보안메시징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전송업
보안이메일 서비스업
보안통신채널을 이용한 무선
응용프로토콜 서비스제공업
복구된 데이터 암호화된 전자
전송 및 전달업
복호화장치를 통한 텔레비전
접속제공업
부가가치통신망 제공 관련
정보제공업
부가가치통신망 제공업
부가가치통신망(VAN)상의
송신 및 수신업
블로그/대화방/게시판 또는
토론서비스 접속제공업
블로그를 통한 전자게시판
서비스업
비디오 데이터 전송업
비디오 및 오디오 통신 및 송신업

transmission of data by radiopaging
electronic delivery of documents
electronic transmission of documents
electronic transmission of
documents (Services for the -)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media communications
secured data, sound and image
transmission services
transmission of information by
means of secure messaging systems
secure e-mail services
provision of 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services including those
utilising a secure communications
channel
encrypted electronic transmission
and delivery of recovered data
provision of access to television via
decoding apparatu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value-added network
providing value-added network
transmission and reception on a
value-added network (VAN)
providing access to a blog, chatroom,
bulletin board or discussion service
electronic bulletin board services via
the blog
transmission of video data
video and audio communication and
transmission services

비디오 및 오디오콘텐츠 통신
접속제공업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업
비디오 통신시스템을 통한
정보송신업
비디오/오디오/텔레비전
스트리밍서비스업
비디오공유포털 접속제공업

provision of telecommunication
access to video and audio content

비디오메시지 서비스업
비디오메시징업
비디오송신서비스업
비디오텍스트 서비스업
비디오필름 전송업
비즈니스 유저용 인공위성
통신서비스업
비즈니스용 정보전송업

video messaging services

사용자간 메시지/코멘트/
멀티미디어 콘텐츠 전송용
온라인 채팅룸 제공업

providing on-line chatrooms for the
transmission of messages,
comments and multimedia content
among users

사용자간 메시지/코멘트/
멀티미디어 콘텐츠 전송용
온라인 포럼제공업

providing online forums for the
transmission of messages,
comments and multimedia content
among users

사진 전자전송업

electronic transmission of
photographs

서신교환업

correspondence exchange services

video streaming services
transmission of information through
video communication systems
video, audio and television
streaming services
providing access to a video sharing
portal
video messaging
video transmission services
videotext services
transmission of video films
satellite communication services for
business users
transmission of information for
business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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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용 전자
게시판제공업

electronic bulletin board services for
social network services

아날로그 및 디지털 방식의
컴퓨터단말기를 통한 통신업

communications via analogue and
digital computer terminals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인터넷이용자 접속제공업

providing user access to a global
computer network for social network
services

access to online virtual world for
children

소셜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전자우편업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한
정보송신업
소셜네트워크용 대화방제공업

electronic mail for setting up social
networks

아이들을 위한 온라인 가상세계
접속업
암호화/해독화 방식의 팩시
밀리통신 및 데이터 전자전송업

소셜네트워크용 온라인 대화
방제공업
소셜네트워킹/사교 분야에
관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접
속제공업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접속제공업
쇼핑정보제공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접속제공업
쇼핑정보제공을 위한 디지털
파일 전송업
쇼핑정보제공을 위한 무선
인터넷 접속제공업
쇼핑정보제공을 위한 위성을
통한 데이터/음향 및 영상 송신업

transmission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s

암호화된 데이터 전자전송업

chatroom services for social
networking
providing on-line chat rooms for
social networking

암호화된 메시지 및 영상 전송업

providing access to computer
databases in the fields of social
networking and social introduction
providing access to databases for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providing access to databases for
shopping information service
transmission of digital files for
shopping information service
providing access to wireless internet
for shopping information service
transmission of data/sound and
images by satellite for shopping
information service

쇼핑정보제공을 위한 이메일
서비스제공업
쇼핑정보제공을 위한 인스턴트
메신저서비스업
쇼핑정보제공을 위한 전자게
시판 서비스업
쇼핑정보제공을 위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접속시간 대여업

providing e-mail for shopping
information service

수산 관련 텔레쇼핑을 위한
통신채널 제공업

providing telecommunication channels
for teleshopping services relating to
fisheries
electronic bulletin board services
relating to fisheries
news agencies relating to fisheries

수산관련 전자게시판 서비스업
수산관련 통신사(通信社)업
수치 메시징업
스피치교육에 관한 음성메일
서비스업
시청각 분야 정보송신업
시청각 전송서비스업
시청각 통신서비스업
시청각매체에 의한 메시지 전송업
시청각장치에 의한 데이터 전송업
신호 위성통신업
쌍방향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영상전송업
쌍방향 멀티미디어네트워크
를 통한 음향 및 이미지 전송업
쌍방향 오락용 소프트웨어 전송업
쌍방향 통신서비스업
쌍방형 통신업

instant messenger service for
shopping information service
electronic bulletin board services for
shopping information service
rental of access time to a computer
database for shopping information
service

numeric messaging
voice mail services about speech
education
transmission of information in the
audiovisual field
audiovisual transmission services

암호화된 메시지 전송업
암호화된 통신 전송업
암환자 및 가족 감정적 지원
제공용 대화형 온라인 포럼 제공업
암환자용 대화형 온라인포럼
제공업
약제/의료정보 관련 전자메일
서비스업
약제/의료정보 관련 전화통신업
약제/의료정보 관련 핸드폰
통신업
약제/의약품 및 위생과 관련된
정보전송업
약제/의약품 및 위생관련 정보
및 이미지 송신업
양조산업용 컴퓨터간 통신
서비스업
연하장 온라인전송업
영상전송장치 임대업
영상전화서비스업
영상통신 네트워크서비스업
영상통신서비스업
영상통신장비 대여업
영어논술교육방송 인터넷
이용자 접속제공업

electronic transmission of facsimile
communications and data featuring
encryption and decryption
electronic transmission of encrypted
data
transmission of coded messages
and images
transmission of encoded messages
transmission of encrypted
communications
providing an interactive on-line
forum to offer emotional support to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ies
providing an interactive on-line
forum for people affected by cancer
electronic mail services of
pharmaceutical or medical
information
telephone communication of
pharmaceutical or medical
information
cellular telephone communication of
pharmaceutical or medical
information
transmiss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pharmaceuticals, medicine and
hygiene
transmission of information and
images relating to pharmaceuticals,
medicine and hygiene
communication services between
computers for the brewing industry
greeting cards online (Transmission
of -)
rental of apparatus for transmitting
images
video telephone services
video communications network
services
video communication services
rental of video communication
equipment
providing user access to a global
computer network of english essay
educational broadcasting

영어논술교육방송 전자우편업

electronic mail of english essay
educational broadcasting

영어논술교육방송 전화서비스업

delivery of messages by audiovisual
media
transmission of data by audio-visual
apparatus

telephone services of english essay
educational broadcasting

영어논술교육방송 통신서비스업

news agencies of english essay
educational broadcasting

영어논술교육방송 화상송신업

satellite transmission of signals

transmission of image of english
essay educational broadcasting

영화/음악/비디오/게임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스트리밍
서비스제공업
영화/음악/비디오/게임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전자
전송업
영화전송업
오디오 및 비디오데이터 디지털
전송업

providing streaming services of
movies/music/video/gaming and
multimedia content

audiovisual communication services

transmission of vision via interactive
multimedia networks
transmission of sound and images
via interactive multimedia networks
transmission of interactive
entertainment software
interactiv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teractive communication services

electronic transmission of movies/
music/video/gaming and multimedia
content
transmission of movies
digital transmission services for
audio and video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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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및 영상 콘텐츠의 전자
전송/전달업
오디오 스트리밍업
오디오 통신서비스업
오디오 화상회의 서비스업
오디오/비디오/그래픽데이
터용 인터넷 및 디지털전송업
오락매체콘텐츠의 전자전송
형태의 이동매체서비스업
온라인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의 인공위성 전송업
온라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엑세스 제공업
온라인 대화라인 접속제공업
온라인 대화방 및 전자게시판
서비스제공업
온라인 대화서비스 제공업
온라인 대화포럼 접속제공업
온라인 데이터 접속제공업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접속
제공업
온라인 동영상 공유를 위한
디지털 비디오파일 전송업
온라인 또는 무선전자통신장치를
통한 상업적 인터넷페이지 전송업
온라인 메시지 송신업
온라인 메시지 통신업
온라인 명함 전송업

electronic transmission and delivery
of audio and visual content
streaming of audio
audio communications services
audio teleconferencing services
internet and digital transmission
services for audio, video, or
graphical data
mobile media services in the nature
of electronic transmission of
entertainment media content
satellite transmission of data via an
on-line global computer network
providing on-line access to financial
services
providing access to on-line chat lines
providing access to online chat
rooms and electronic bulletin boards
providing on-line discussion services
providing access to online discussion
forums
providing on-line access to data
providing on-line access to databases
transmission of digital video files for
online video-sharing
transmission of commercial internet
pages online or via wireless
electronic communications devices
on-line message sending services
online message telecommunications
transmission of online business
cards

온라인 정보전송업
온라인 주문형 비디오서비스를
이용한 비디오 및 오디오콘텐츠
통신접속제공업

transmission of information on-line

온라인 채팅 또는 온라인게시판
서비스제공업
온라인 채팅룸 또는 토론서비스
제공업
온라인 채팅룸 접속제공업

providing online chat room or bulletin
board service

온라인 채팅서비스제공업
온라인 카드 전송업
온라인 커뮤니티 포럼제공업
온라인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접속제공업
온라인 컴퓨터네트워크 통신
서비스제공업
온라인 콘텐츠 송수신을 위한
통신 설비 제공업

providing online chat service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결제
디지털파일 전송업
온라인 텔레비전프로그램
전송업
온라인 통신서비스업
온라인 통신서비스제공업

transmission of billing digital files for
online content

온라인 팩시밀리 전송서비스
제공업
온라인 포럼 접속제공업
온라인 포럼 제공업
온라인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송신제공업
온라인메시지 서비스업
온라인서비스 및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및 데이터 송신업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파일
전송업
온라인을 통한 모바일 콘텐츠
송신업

providing on-line facsimile
transmission services

온라인을 통한 시각/청각/
시청각 전송업

transmission of visual/audio/audiovisual via online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 통신 관련
자문업

advisory in relation to internet
communication via online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 통신 관련
정보제공업

information about internet
communication via online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 통신 관련
컨설팅업

consultancy in relation to internet
communication via online

provision of telecommunication
access to video and audio content
provided via an on-line video-ondemand service

providing chatroom or discussion
services on-line
providing access to online chat
rooms
transmission of online card
providing online community forums
providing access to online computer
databases
providing online computer network
communication services
providing communication
equipment for the transmission and
reception of online content

transmission of online television
program
on-line communication services
provision of on-line communications
services

providing access to on-line forums
provision of on-line forums

온라인 무선인터넷 접속제공업

providing access to online wireless
internet

온라인 및 글로벌컴퓨터 네트
워크를 통한 것을 포함한 넓은
범위의 주제 관련 정보전송업

transmission of information on a
wide range of topics, including
on-line and over a global computer
network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데이터
및 정보전송업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데이터
전송업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정보전
송업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분야의
웹사이트 링크 제공업

transfer of information and data via
on-line services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제공업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과 관련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접속제공업

providing access to online social
network services

온라인 쌍방향 전자게시판 제공업

providing an online interactive
bulletin board

온라인을 통한 정보송신업

transmission of information via
online

온라인 업무지원센터 접속제공업

providing access to on line dedicated
help desk

원거리 통신에 의한 전자게시판
서비스업

electronic bulletin board services by
telecommunications

온라인 연하장 전송업

transmission of greeting cards
online

원격 화면 통신서비스업

온라인 영상전송업
온라인 영화전송업
온라인 전자게시판서비스 및
대화방 제공업

transmission of online video

remote screen communication
services

원격상담을 위해 중앙 파일에
전자식으로 저장된 데이터 또는
문서의 접속제공업
원격인터넷접속제공업

providing access to data or
documents stored electronically in
central files for remote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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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of data via on-line services
transfer of information via on-line
services
providing links to the websites of
others in the area of online social
networking services

providing access to computer
databases in relation to a social
computer or other communication
networks

transmission of online movies
providing on-line electronic bulletin
board services and chat rooms

providing the transmission of
information via on-line network
online messaging services
transfer of information and data via
on-line services and the Internet
transmission of digital files via online
transmission of mobile contents via
online networks

providing remote Internet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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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정보전송 및 배포용 국제
컴퓨터정보망 다중사용자
접속제공업

providing multiple use access to
global computer information networks
for the transfer and dissemination of a
wide range of information

원격통신 네트워크 접속제공업

providing access to
telecommunication networks
provision of telecommunication
access and links to computer
databases and to the internet
on-line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telecommunications

원격통신 접속 및 컴퓨터 데이터
베이스/인터넷 링크 제공업
원격통신과 관련된 온라인정보
서비스업
원격통신과 관련된 정보서비스업
원격통신과 관련된 정보제공/
상담 및 자문업
원격통신망 운영업
원격통신망을 통한 데이터
베이스 정보의 송신 및 수신업
원격통신보관서비스 접속제공업
원격통신분야에 관한 컨설팅업
원격통신서비스 제공업
원격통신서비스에 관한 정보
및 자문서비스업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데이터
원격전송업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음성신호
원격전송업
원격통신시스템 운영업
원격통신에 관한 정보제공업
원격통신용 경로 및 접속 서비스업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telecommunications
information, consultancy and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elecommunications
operation of a telecommunications
network
transmission and reception of
database information via
telecommunication networks
providing of access to
telecommunication warehousing
services
consultancy in relation to
telecommunications
providing long distanc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formation and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elecommunication
services
remote transmission of data by
means of telecommunications
remote transmission of audio
signals by means of
telecommunications
operation of telecommunications
systems
telecommunication of information
routing and connecting services for
telecommunications

원격통신용 통신서비스업

news agency services for
telecommunications

원격통신위성 운영업

operation of telecommunications
satellites

원격통신지원을 위한 전화
번호부 정보제공업

provision of telephone directory
information to assist in
telecommunications

원격회의용 통신서비스업

communication services for remote
conferences

월드와이드 컴퓨터네트워크
접속제공업
월드와이드 컴퓨터네트워크에
의한 메시지의 송신 및 수신업

providing access to a worldwide
computer network

웹 메시지 전송업
웹 포털 접속제공업
웹/메일/뉴스포털 접속제공업

web messaging services

웹로그 접속제공업
웹메시지업
웹사이트 사용자를 다른 지역
및 글로벌 웹페이지로 수송하는
온라인 통신 제공업
웹사이트 연결제공업
웹사이트 접속시간 대여업

providing access to weblogs

transmission and reception of
messages by means of worldwide
computer networks
providing access to web portals
providing access to a web, mail and
news portal
web messaging
providing on-line communications
links which transfer the web site user
to other local and global web pages
web site forwarding services
leasing access time to web sites
[isp's]

웹사이트 접속제공업
웹사이트를 이용한 전자메시지
송신업
웹사이트를 통한 메시지 송신업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접속
제공업
웹캐스트 전송업
웹컨퍼런싱업
웹페이지 접속제공업
웹페이지를 포함한 정보/컴
퓨터 프로그램 및 기타 데이터
전송업
웹페이지를 포함한 정보의
원격통신업
위성에 의한 라디오 및 텔레비
전프로그램 송신업
위성에 의한 정보통신업

providing access to website

위성을 이용한 데이터 송신업
위성을 이용한 오디오 및 비디오
콘텐츠 송신업
위성을 이용한 음향 및 이미지
전송업
위성을 통한 데이터/음향 및
영상 송신업
위성을 통한 음성 및 사진 전송업

transmission of data by satellite

위성-지상간 수신안테나 운영업
위성통신 관련 정보제공업
위성통신서비스업
위성통신업
위치기반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 접속제공업
위치기반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를 위한 인터넷
이용자 접속제공업
위치기반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를 위한 전자
게시판 서비스업
위치기반의 소셜네트워킹서
비스(SNS)를 위한 디지털파일
전송업
위치기반의 소셜네트워킹
서비스(SNS)를 위한 인터넷
대화방 제공업
위치기반의 소셜네트워킹
서비스(SNS)를 위한 통신망을
통한 데이터/음향 및 영상
송신업
유무선 음성/화상/데이터통신
솔루션제공업
유무선통신기기 및 유무선
통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컨설
팅업
유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식품
위생상태 정보전송업

sending of electronic messages via
web sites
message sending via a website
providing access to information via
website
transmission of webcasts
web conferencing services
provision of access to web pages
transmission of information,
including web pages, computer
programs and any other data
telecommunication of information
(including web pages)
transmission of radio and television
programmes by satellite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by
satellite
transmission of audio and video
content by satellite
transmission of sound and images
by satellite
satellite transmission of data,
sounds and images
sound and picture transmission via
satellite
operation of satellite-to-earth
receiver aerial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communication by satellites
satellite communication
satellite transmission
providing access to database for
location-based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providing user access to a global
computer network for
location-based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electronic bulletin board services for
location-based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transmission of digital files for
location-based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providing internet chatrooms for
location-based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transmission of data/sound and
images by network for
location-based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providing access to digital networks
for wired and wireless
voice/video/data communications
consultancy in relation to wired and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and wired and wireless
communications industries
transmission of food hygiene
information via a wired or wireles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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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류 S0601
유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음성
송신업
유무선통신망을 통한 데이터
베이스 정보송수신업

transmission of voice via a wired or
wireless network
transmission and reception
(transmission) of database
information via the wired or wireles
telecommunication network

이동무선전화서비스업
이동통신망서비스업
이메일 데이터 서비스업
이메일 포워딩 서비스업
이메일통신업
이메일팩스서비스 제공업
이미지 디지털전송업
이미지 무선전자전송업

유무선통신망을 통한 만화 관련
디지털파일 전송업
유무선통신망을 통한 만화정보
전송업
유무선통신망을 통한 정보송신업

transmission of digital files of comic
via a wired or wireless network

transmission of information via a
wired or wireless network

이미지 전자전송서비스업

유무선통신을 통한 영화예고편
스트리밍 서비스업

streaming services of movie trailer
via wired and wireless
communication

유언에 따른 온라인 연하장
전송업
유언에 따른 음성메일 서비스업
은행용 전자통신서비스업

transmission of greeting cards
online according to wills

이미지 전자전송업
이미지 전자전송용 통신서비스업

음성 및 데이터 전송서비스업
음성/데이터/이미지/신호/
메시지의 전자 및 디지털 송신업

voice and data transmission services

음성/영상/신호 및 데이터의
네트워크 송신업
음성/영상/신호 및 데이터의
케이블송신업
음성메시지 저장서비스업
음성메시지 회수서비스업
음성메일서비스업
음성신호 무선전자전송업
음성신호/데이터/팩시밀리/
이미지/정보 무선전자전송업
음성우편서비스업
음성원격회의업
음성의 송신 및 수신에 의한
통신업
음성의 전자적 전송용 통신
서비스업
음성채팅서비스 제공업
음성통신서비스업
음향 및 이미지 위성통신업
음향/비디오 및 정보 송신업
음향/사진 및 데이터신호 송신업
음향/영상/신호 및 데이터의
인공위성통신업
음향/이미지/문서/메시지/
데이터 전자전송 및 재전송업
음향/이미지/신호/데이터
위성/케이블/네트워크 전송업
음향/텍스트데이터/영상의
전송업
음향신호 전송업
의사결정 지원용 데이터통신을
이용한 정보송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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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

transmission of comic information
via a wired or wireless network

voice mail services according to wills

이미지/그래픽/음향/문자
전자전송관련 통신업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s
for banks

인공위성 및 통신기구를 이용한
사용자위치정보 전송제공업

electronic and digital transmission of
voice, data, images, signals and
messages
network transmission of sounds,
images, signals and data
cable transmission of sounds, images,
signals and data
voice message storage services
voice message retrieval services
voicemail services
wireless electronic transmission of
voice signals
wireless electronic transmission of
voice signals, data, facsimiles,
images and information
voice mails
audio teleconferencing

인공위성 용량제공업(원격
통신업)
인공위성 전송서비스업
인공위성 통신업
인공위성 화상회의서비스업
인공위성에 의한 사진전송업
인공위성을 통한 영상전송업
인공위성을 통한 음향전송업
인공위성을 통한 이미지 재전
송업
인공위성을 통한 정보전송업
인스턴트메시지 및 데이터
전자전송업
인스턴트메시지 전송업
인스턴트메시지 전자전송업

voice communication transmission
and reception

인스턴트메시징 제공업

communication services for the
electronic transmission of voices

인터넷 고속접속제공업

providing voice chat services
voice communication service
satellite transmission of sounds and
images
transmission of sound, video and
information
transmission of sound, picture and
data signals
satellite transmission of sounds,
images, signals and data
electronic transmission and
retransmission of sounds, images,
documents, messages and data
satellite, cable and network
transmission of sounds, images,
signals and data
transmission of sound/text data/
images
transmission of sound signals
transmission of information by data
communications for assisting
decision making

인터넷 다중사용자 다이얼업
및 전용접속 제공업
인터넷 다중사용자 접속제공을
위한 통신업
인터넷 대화라인 제공업
인터넷 대화방 및 포럼 제공업
인터넷 대화방 서비스업
인터넷 대화방 접속제공업
인터넷 대화방 제공업
인터넷 또는 기타 통신 네트워크
상의 웹사이트 접속제공업
인터넷 또는 데이터베이스
통신접속제공업
인터넷 및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 관련 통신접속제공업
인터넷 및 기타 매체상의 플랫폼
및 포털을 통한 통신업

mobile radio telephone services
mobile telecommunication network
services
e-mail data services
e-mail forwarding services
telecommunications by e-mail
providing e-mail fax services
digital transmission of images
wireless electronic transmission of
images
electronic transmission of images
(Services for the -)
electronic transmission of images
communication services for the
electronic transmission of images
communication services for the
electronic transmission of
images/graphics/sound/text
electronic transmission of user
location information via satellite and
communication mechanism
satelite capacity provision
[telecommunications]
satellite transmission services
communications by satellite
satellite video conferencing services
transmission of pictures by satellite
transmission of vision via satellite
transmission of sound via satellite
retransmission of images via satellite
transmission of information by
satellite
electronic transmission of instant
messages and data
transmission of instant messages
electronic transmission of instant
messages
instant electronic messaging
services
providing high speed access to the
Internet
providing multiple-user dial-up and
dedicated access to the Internet
telecommunications services for
providing multiple-user access to a
global computer network
providing Internet chat lines
providing Internet chatrooms and
forums
operating chat rooms
providing access to Internet
chatrooms
providing internet chatrooms
providing access to web sites on the
Internet or any other communications
network
providing telecommunications
connections to the internet or
databases
providing telecommunication
connections to the internet and to
global computer networks
telecommunications services
provided via platforms and portals on
the Internet and other media

38류 S0601
인터넷 및 기타 전자매체상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용 통신서비스
제공업

providing telecommunication
services for e-commerce platforms
on the Internet and other electronic
media

인터넷 및 기타 컴퓨터네트워크
상의 정보 및 정보서비스 이용자
접속제공업

providing user access to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ervices available
on the Internet and on other
computer networks

인터넷 및 기타 통신네트워크
접속제공업
인터넷 및 기타 통신망을 통한
메시지/데이터/콘텐츠 전송업

providing access to the Internet and
other communications networks

인터넷 및 다른 통신망을 이용한
메일서비스업
인터넷 및 모바일인터넷상의
포털접속제공업

mail services utilising the internet
and other communications networks

인터넷 및 모바일인터넷상의
플랫폼 접속제공업

providing access to platforms on the
Internet, as well as on the mobile
Internet

인터넷 및 무선네트워크를 통한
오디오 및 비디오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업
인터넷 및 엑스트라넷 전자통신망
접속제공업

streaming of audio and video content
over the internet and wireless
networks

인터넷 및 인트라넷 통신 및
접속업
인터넷 비디오스트리밍업

internet and intranet communication
and access services

인터넷 사용자접속제공업
(서비스제공자)
인터넷 웹사이트 간의 연결
(링크)을 통한 인터넷이용자
접속제공업
인터넷 웹사이트 접속제공업
인터넷 이동통신망등의
네트워크를 이용 하여 인맥
관리를 하기위한 데이터베이스
접속제공업
인터넷 이동통신망등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전자명함을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접속제공업

providing user access to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s]

인터넷 이용자를 위한 개인
홈페이지 제공업
인터넷 접속을 위한 데이터
네트워크용 소프트웨어 접속
제공업

providing personal homepage for
internet users

인터넷 접속제공대행업

provision of access to the internet for
others

인터넷 접속제공업

provision of internet access services

인터넷 접속준비 및 접속제공업

providing ready access and access
to internet

인터넷 정보제공 및 매개업

internet information and brokerage

인터넷 통신 관련 전문상담업

professional consultancy relating to
telecommunications

인터넷 통신 정보 제공업

provision of telecommunication
information on the internet

인터넷 포럼 제공업

providing Internet forums

인터넷상의 데이터 및 정보
접속제공업
인터넷상의 데이터베이스
접속제공업
인터넷상의 디지털음악
웹사이트 접속제공업
인터넷상의 디지털음악
웹사이트로 통신접속제공업

인터넷 프로토콜 사설교환
다이얼링업

private Branch Exchange [PBX]
dialing services

인터넷상의 블로그 및
웹사이트 접속제공업

transmission of messages, data and
content via the Internet and other
communications networks

providing access to portals on the
Internet, as well as on the mobile
Internet

providing access to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to the
Internet and to extranets

streaming of video material on the
Internet

providing access for internet users
by linking of internet web sites for
others
providing access to internet website
providing access to database for the
connection management by via a
network such as the internet the
mobile communication network
providing access to databases for
transmitting the electronic business
card by via a network such as the
internet mobile communication
network

providing access to software for a
data network for access to the
internet

인터넷 플랫폼 및 포털을 이용한
통신업

telecommunications services
provided via Internet platforms and
portals

인터넷/글로벌통신망을 통한
데이터 또는 음향영상이미지
배포업
인터넷/글로벌통신망을 통한
데이터 또는 음향영상이미지
전송 및 배포업
인터넷/글로벌통신망을 통한
통신업
인터넷/기타 컴퓨터/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메시지/
데이터/콘텐츠 송신업

distribution of data or audio-visual
images via a global computer
network/internet

인터넷/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가상 커뮤니티 접속제공업
인터넷/이동통신망 등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전송업
인터넷/이동통신망 등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접속제공업
인터넷/이동통신망을 이용한
화상 송신업
인터넷/이동통신망을 통하여
클라이언트그룹의 운영 및
접속제공 서비스업

providing access to an online virtual
community via the internet/mobile

인터넷/이동통신망을 통한
대화방 제공서비스업
인터넷/인트라넷/엑스트라넷을
이용한 통신업

providing chatrooms via
internet/mobile networks

인터넷/컴퓨터/통신망을 통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송업

transmission of computer software
via the
internet/computer/communication
network

인터넷기반 원격통신서비스업

internet-based telecommunication
services

인터넷다중사용자접속제공업

providing multiple-user access to a
global computer information
network

인터넷대화 웹사이트 접속
제공업
인터넷사용자간의 디지털
사진파일 전자전송업
인터넷상 데이터베이스 접속
대행업
인터넷상의 MP3 웹사이트
접속제공업
인터넷상의 MP3 웹사이트
통신접속제공업

providing access to an Internet
discussion web site

인터넷상의 대화포럼 운영업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of data
or audiovisual images via a global
computer network or the Internet
communications via a global
computer network/internet
transmission of messages, data and
content via the Internet and other
computer and communications
networks

transmission of applications via
internet/mobile networks
providing access to applications via
internet/mobile networks
transmission of images via
internet/mobile networks
operating and providing of
telecommunication access to client
groups via the internet and mobile
networks

telecommunications services
provided via the Internet, intranet
and extranet

electronic transmission of digital
photo files among Internet users
arranging access to databases on
the internet
providing access to MP3 web sites
on the internet
providing telecommunications
connections to MP3 web sites on the
internet
operating discussion forums on the
internet
providing access to data and
information on the Internet
providing access to databases on
the Internet
providing access to digital music
websites on the Internet
providing telecommunication
access to digital music web sites on
the internet
providing access to blogs and
websites on the internet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829

38류 S0601
인터넷상의 오디오 및 비디오
콘텐츠의 스트리밍 서비스업
인터넷상의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스트리밍업
인터넷상의 오디오 자료
스트리밍업
인터넷상의 웹사이트 접속
제공업
인터넷상의 웹사이트 통신
접속제공업
인터넷상의 전자게임 스트리밍업

streaming of audio and video content
on the internet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플랫폼
접속제공업
인터넷상의 전자식 정보/통신/
거래 플랫폼 접속제공업

providing access to e-commerce
platforms on the Internet

인터넷상의 정보접속제공업

providing access to information on
the internet

인터넷상의 커뮤니티사이트
접속제공업
인터넷상의 포털 접속제공업

providing access to community sites
on the internet

인터넷상의 플랫폼 및 포털 접
속제공업
인터넷상의 플랫폼접속제공업

providing access to platforms and
portals on the Internet

인터넷쇼핑을 위한 통신채널
접속제공업
인터넷원격통신 접속제공업

providing access to communication
channels for internet shopping

인터넷을 이용한 SNS 서비스
접속제공업
인터넷을 이용한 대화라인 제공업

providing access to SNS services via
the internet

인터넷을 이용한 대화라인/
채팅룸/포럼 접속제공업

providing access to chat lines,
chatrooms and forums via the
Internet

인터넷을 이용한 데이터 디지털
전송업
인터넷을 이용한 데이터 무선
전송업
인터넷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업
인터넷을 이용한 데이터 접속
제공업
인터넷을 이용한 데이터통신업

digital transmission of data via the
Internet

인터넷을 이용한 동영상 및
오디오 및 음성 전송업
인터넷을 이용한 동영상
스트리밍서비스업
인터넷을 이용한 동영상 제공업

transmission of video and audio and
voice via the internet

인터넷을 이용한 동영상전송업

transmission of moving pictures via
internet

인터넷을 이용한 디지털교과서
전송업
인터넷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전송업
인터넷을 이용한 메시지송신업

transmission of digital textbooks via
th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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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aming of audio and video
material on the Internet
streaming of audio material on the
Internet
providing access to web sites on the
internet
providing telecommunication
access to web sites on the internet
streaming of electronic games on the
internet

providing access to electronic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ransaction platforms on the Internet

providing user access to portals on
the Internet

providing user access to platforms
on the Internet

providing telecommunications
connections on the internet

providing chat lines utilising the
internet

wireless transfer of data via the
Internet
transmission of data via the Internet
providing access to data via the
Internet
data communications via the
internet

video streaming services via the
internet
provision of telecommunication
access to videos via the internet

transmission of multimedia content
via the Internet
transmission of messages via the
Internet

인터넷을 이용한 비디오/영화/
그림/이미지/텍스트/사진/
게임/사용자생성 콘텐츠/
오디오 콘텐츠/정보 전송업
인터넷을 이용한 비디오데이터
전송업
인터넷을 이용한 비디오콘텐츠
전송업
인터넷을 이용한 비디오콘텐츠
통신접속제공업
인터넷을 이용한 비즈니스
정보송신업
인터넷을 이용한 사용자생성
콘텐츠 전송업
인터넷을 이용한 소셜네트워크
(SNS) 접속제공업
인터넷을 이용한 소셜네트워킹
서비스 웹사이트 접속제공업
인터넷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전송업
인터넷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접속제공업
인터넷을 이용한 여성전용
소셜네트워크(SNS) 접속제공업
인터넷을 이용한 영상 및 음성
송수신업
인터넷을 이용한 영상/음성
파일 전송업
인터넷을 이용한 영상및음성
전송업
인터넷을 이용한 영화전송업
인터넷을 이용한 오디오 및
비디오콘텐츠 전송업
인터넷을 이용한 오디오데이터
전송업
인터넷을 이용한 오디오콘텐츠
통신접속제공업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게임
키(key) 정보송신업
인터넷을 이용한 음성통신서
비스 제공업
인터넷을 이용한 음향/화상/
데이터 송신업
인터넷을 이용한 음향콘텐츠
전송업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 스트리밍업
인터넷을 이용한 전화서비스업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접속
제공업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송신업
인터넷을 이용한 창의력 증진용
전문가 지도를 수반하는 소셜네
트워크(SNS) 접속제공업
인터넷을 이용한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전송업
인터넷을 이용한 콘텐츠 전송업

transmission of videos, movies,
pictures, images, text, photos,
games, user-generated content,
audio content, and information via
the Internet
transmission of video data via the
Internet
transmission of video content via the
Internet
provision of telecommunication
access to video content provided via
the Internet
transmission of business
information via the internet
transmission of user-generated
content via the Internet
providing access to social networks
via the internet
providing access to social networking
service website via the internet
transmission of software via the
internet
providing access to applications via
the internet
providing access to women-only
social network (SNS) via the internet
transmission and reception of
images and voice via the internet
transmission of images/voices via
the internet
transmission of images and voice via
internet
transmission of movies via the
internet
transmission of audio and video
content via the Internet
transmission of audio data via the
Internet
provision of telecommunication
access to audio content provided via
the Internet
transmission of online games key
information via the internet
providing voice communication
services over the Internet
transmission of sound, images and
data via the Internet
transmission of sound content via
the internet
data streaming services via the
internet
telephone services via the internet
providing access to information via
the Internet
transmission of information via the
internet
providing access to social networks
involving expert guidance for
promoting creativity (SNS) via the
internet
electronic transmission of computer
programs via the Internet
transmission of content via th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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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한 텔레비전
스트리밍업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회의
서비스업
인터넷을 통한 각종 주제별
정보 및 의견 기재를 가능케 하는
전자게시판 서비스업
인터넷을 통한 고지서(청구서)
발송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내려받기 가능한
휴대폰 컬러링 전송서비스제공업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및 정보
전송업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전송업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음향
및 영상 송신업
인터넷을 통한 독립영화 비디오
스트리밍업
인터넷을 통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송신업
인터넷을 통한 메시지전송을
위한 온라인 포럼 및 블로그 접
속제공업
인터넷을 통한 모든 종류의
음향/화상/기타 데이터/
정보 전자전송업
인터넷을 통한 문자메시지
전송업
인터넷을 통한 비디오/오디오
자료 스트리밍업
인터넷을 통한 비디오/오디오
장비의 실시간 전송업
인터넷을 통한 비디오자료
스트리밍업
인터넷을 통한 사진 및 영상
전송업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전송업
인터넷을 통한 스트리밍된
음향 및 시청각기록물 전송업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및
온라인계좌 지급데이터의
전자식 전송제공업
인터넷을 통한 애플리케이션
접속제공업
인터넷을 통한 애플리케이션
정보송신업
인터넷을 통한 애플리케이션용
디지털파일 전송업
인터넷을 통한 오디오 콘텐츠
전송업
인터넷을 통한 오디오/비디오/
오디오 비쥬얼 데이터 스트리밍업
인터넷을 통한 오디오/비디오/
오디오 비쥬얼 정보 스트리밍업
인터넷을 통한 오디오/비디오/
오디오 비쥬얼 콘텐츠 스트리밍업
인터넷을 통한 오디오/비주얼/
오디오 비주얼물 스트리밍업

streaming of television over the
Internet

인터넷을 통한 오디오자료 전송업

transmission of audio material via
internet

videoconferencing services via the
internet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문서전달업

on-line document delivery via a
global computer network
provision of access to weblog
service via internet (including email,
web blogs, and messenger
services)
provision of access to medical
information via the internet

electronic bulletin board services
that enable connection to a variety of
thematic information and opinions
via internet
agency sent a bill via the internet
transmission of downloadable cell
phone coloring via internet
transfer of information and data via
the Internet
transfer of data via the Internet
transmission of data/audio and
video via internet
video streaming of independent
films and movies via the Internet
transmission of multimedia content
via internet
providing access to online forums for
transmission of messages and blogs
via internet
electronic transmission of sound,
images and other data and
information of all kinds via the
Internet
transmission of text messages via
internet

인터넷을 통한 웹로그 서비스
접속제공업 (이메일/ 웹 블로그/
메신저 서비스 포함)
인터넷을 통한 의료정보 접속
제공업
인터넷을 통한 이미지 송신업
인터넷을 통한 전자게임
스트리밍업
인터넷을 통한 정보전송업
인터넷을 통한 주문형비디오
전송업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 소프트
웨어 애플리케이션 접속시간
대여업
인터넷을 통한 텍스트 전송업
인터넷을 통한 통신기기 및
장비의 임대업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통신업
인터넷을 포함한 글로벌 원격
데이터 처리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데이터 전송업
인터넷이용자 접속제공업

streaming of video/audio material
via internet

인터넷이용자 정보접속제공업

transmission in real time of video and
audio equipment via internet

인터넷전화 서비스업
인터넷접속 제공업자 서비스업
인터넷접속서비스업
인터넷접속용 데이터네트워크를
통한 소프트웨어 접속제공업
인터넷주소를 통한 모든 종류의
메시지 발송업
인터넷통신 관련 온라인 정보
제공업
인터넷통신 접속제공업

streaming of video material via
internet
transmission of pictures and video
via internet
transmission of software via internet
transmitting streamed sound and
audiovisual recordings via the
Internet
electronic transmission of credit
card and online account payment
data via internet

transmission of images via the
Internet
streaming of electronic games via
internet
transfer of information via the Internet
video-on-demand transmission
services provided via the Internet
providing leased-time access to
computer software applications via
internet
transmission of text via the Internet
rental of telecommunications
apparatus and equipment via internet
communications services provided
over the Internet
electrical data transmission over a
global remote data processing
network, including the internet
providing user access to a global
computer network (service providers)
providing user access to information
on the Internet
internet telephony services
internet access provider services
ISP services
providing access via data networks
to software for Internet access
forwarding messages of all kinds to
Internet addresses [web messaging]
online information about internet
communications
providing telecommunications
connections to a global computer
network

인터넷통신업
인터넷파일전송업
인터넷포럼 접속제공업
일반 관심사에 대해 사용자간에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온라인
대화방 및 전자게시판 제공업

internet communication services

providing e-mail notification alerts of
rating changes that affect financial
portfolios

streaming of audio/video/audiovisual
data via internet

재무포트폴리오에 영향을 주는
변화 평가용 이메일공지경보
제공업
전기교환기 임대업
전기통신 관련 상담업

streaming of audio/video/audiovisual
information via internet

전기통신 네트워크 접속제공업

providing access to application via
internet
transmission of application
information via internet
transmission of digital files for
applications via internet
transmission of audio content via the
Internet

streaming of audio/video/audiovisual
content via internet
streaming of audio/visual/audiovisual
material via the internet

전기통신 네트워크/컴퓨터/
인터넷을 통한 이동전화기/
스마트폰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송업

transmission of internet files
providing access to Internet forums
providing on-line chatrooms and
electronic bulletin boards for
transmission of messages among
users in the field of general interest

rental of electrical switching devices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telecommunications
providing access to
telecommunications network
electronic transmission of computer
software for mobile phone/smart
phone via telecommunication
network/computer/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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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기 운영업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데이터
송수신업
전기통신시스템 및 데이터통신
시스템을 통한 전자상거래용
신호송신업
전기통신시스템 운영업
전기통신을 통한 데이터통신업
전기통신자문업
전신타자기를 이용한 데이터
송신업
전자 기프트카드/연하장 전송업
전자 및 통신전송 서비스업
전자게시판 서비스업
전자게임용 디지털 스트리밍업
전자그래픽전송업
전자기기를 이용한 데이터 및
문서 전자전송업
전자네트워크통신업
전자뉴스사 서비스업
전자데이터 교환업
전자데이터 링크제공업
전자데이터 전송업
전자데이터 통신업
전자데이터베이스 접속제공업
전자매체를 통한 메시지 송신업
전자매체에 의한 메시지 전송업
전자메시지 송수신 및 회송업
전자메시지 송수신업
전자메시지 수집 및 송신업
전자메시지 시스템 접속제공업
전자메시지 전송업
전자메시지 축적전송업
전자메일 및 메일박스서비스업
전자메일 및 팩시밀리 송신업
전자메일 송수신업

operation of telecommunications
apparatus
data transmission and reception
services via telecommunication
means
signal transmission for electronic
commerce via telecommunication
systems and data communication
systems
operation of telecommunication
systems
communication of data by means of
telecommunications
telecommunications advisory
services
transmission of data by
teletypewriter
transmission of electronic gift cards/
greeting cards
electronic and telecommunication
transmission services
electronic bulletin board services
digital streaming services featuring
electronic games
transmission of electronic graphics
electronic transmission of data and
documents via electronic devices
electronic network communications
electronic news agency services
electronic data exchange services
provision of electronic data links
electronic transmission of data
(Services for the -)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for the transmission of data
providing access to electronic
databases
sending of messages [by electronic
means]
delivery of messages by electronic
media
sending, receiving and forwarding of
electronic messages
sending and receiving of electronic
messages
collection and transmission of
electronic messages
provision of access to electronic
messaging systems
transmission of messages
(Electronic -)
electronic store-and-forward
messaging
electronic mail and mailbox services
electronic mail and facsimile
transmission services
electronic mail sending and
receiving services

전자메일 시스템에 의한 통신업

communication by electronic mail
systems

전자메일에 의한 데이터 전송업

transmission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ail means

전자메일에 의한 메시지 수집
및 배달업
전자메일을 통한 데이터통신업

collection and delivery of messages
by electronic 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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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communication by electronic
mail

전자메일함 대여업
전자비디오 링크제공업
전자사이트 접속제공업

rental of electronic mail-boxes

전자상점 접속제공업(통신업)

providing access to electronic shops
[telecommunications]

전자서신발송업
전자서신업
전자수단를 이용한 데이터송신업

electronic message transmission

전자수단에 의한 공문전송업

transmission of despatches by
electronic means

전자수단에 의한 데이터통신업

data communication by electronic
means

전자수단에 의한 정보전송업

transmission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전자식 메시지 중개업
전자식 수단에 의한 통신업
전자우편 및 메시지서비스업

relaying of messages [electronic]

전자우편 및 인스턴트 메시지
제공업
전자우편 전송업(이메일 데이
터서비스업)
전자우편서비스 제공업
전자우편을 이용한 데이터 전
송업
전자우편을 통한 개인연하장
전달업
전자우편전송업
전자우편함 제공업
전자음성 전송서비스업

providing electronic mail and instant
messaging services

전자음성메시지 서비스업
전자음향 링크제공업
전자적 서신통신전송업

electronic voice messaging services

전자적 수단에 의한 여행자용
응급메시지 전송업
전자적 수단에 의한 응급메시지
전송업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통신업

sending of emergency messages for
travellers [by electronic means]

전자적 수단에 의한 통신서비스업

services for communication by
electronic means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통신서비스업
전자적수단에 의한 음향송신업

communications services for the
exchange of data in electronic form

전자적수단에 의한 정보전송용
통신서비스업

communication services for the
transmission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전자전송서비스업
전자전송용 통신서비스업

electronic transmission services

전자전송을 통한 디지털 음악
전달업
전자전송을 통한 메시지 발송업

delivery of digital music by electronic
transmission

전자정보망 사이트 접속제공업

provision of access to sites on an
electronic information network

provision of electronic video links
provision of access to electronic
sites

electronic messaging services
transmission of data by electronic
means

communication by electronic means
electronic mail and messaging
services

transmission of electronic mail
[e-mail data services]
providing e-mail services
transmission of data by electronic
mail
delivery of personalized greeting
cards to others via electronic mail
transmission of electronic mail
providing an electronic mailbox
electronic transmission of voices
(Services for the -)
provision of electronic sound links
transmission of written
communications (Electronic -)

sending of emergency messages
[by electronic means]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transmission of sound by electronic
means

news agency services for electronic
transmission

delivery of messages by electronic
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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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형 비디오(VOD) 송신업
주문형 비디오프로그램을
포함한 인터넷포털 접속제공업

전자정보전송서비스업

electronic transmission of information
(Services for the -)

전자정보전송업
전자주문전송서비스업
전자지침서 전송업

electronic transmission of information

전자출판물 접속제공업

providing access to electronic
publications

전자통신 링크제공업

provis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
links

전자통신 분야 상담업

consultancy services in the field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전자통신 접속제공업

providing electronic
telecommunication connections

지도 수집을 포함하는 온라인
플랫폼 접속제공업

전자통신네트워크와 관련된
정보서비스업
전자통신망 및 전자데이터베이스
접속제공업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s

지리적 위치 제공업(통신서비스)

providing access to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electronic databases

지역 통신망/글로벌 컴퓨터
정보네트워크 고속 접속제공업

전자통신망 접속제공업

providing access to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전자통신망용 중앙교환서비스
제공업

provision of central switching service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operating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transmission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electronic communications
consultancy
operating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systems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지역네트워크 운영업
지역적/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전송업
진화형 롱텀 에볼루션(LTE
Advanced) 통신기술을 이용한
데이터/음향 및 영상 송신업

전자통신망운영업
전자통신망을 통한 정보송신업
전자통신상담업
전자통신시스템 운영업
전자통신업
전자통신에 의한 메시지 및
데이터 전송업
전자파에 의한 데이터 전송업
전자파일전송업
전화교환서비스업
전화선별업
전화음성 메시지서비스업
전화중개서비스업
접속코드에 의해 접근가능한
데이터 통신서비스업
정보검색용 전자식 온라인
네트워크 접속제공업
정보검색용 전자온라인네트워크
접속제공업
정보송신업
정보의 전송 및 배포를 위한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 접속
제공업
정보전송업
정보전송용 컴퓨터통신업
정보전송용 통신서비스업
조판용 원격통신서비스업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이용한
영화 및 텔레비전프로그램
통신접속제공업

electronic order transmission
electronic instructions transmission
services

delivery of messages and data by
electronic transmission
transmission of data by microwave
electronic file transfer
telephone exchange services
call screening services
telephone voice messaging
services
call forwarding services
data communication services
accessible by access code
provision of access to an electronic
on-line network for information
retrieval
provision of access to an electronic
on-line network for retrieval of
information
transmission of information
providing access to a global
computer network for the transfer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information transfer
computer communications services
for the transmission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services for the
transmission of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s services for
typesetting
provision of telecommunication
access to films and television
programs provided via a
video-on-demand service

주문형서비스를 이용한
텔레비전프로그램 통신접속
제공업
주택지거주자 및 상업적 단체용
인터넷접속 서비스업
중앙컴퓨터 및 데이터뱅크로의
접속 임대업

진화형 롱텀 에볼루션(LTE
Advanced) 통신기술을 이용한
무선인터넷 접속제공업
채팅룸 접속제공업
채팅룸/대화라인/인터넷포
럼을 이용한 전자전송업
카페환경의 인터넷 관련 통신
제공업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메시지 및 화상송신업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메시지 송신업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인스턴트
메시지 송신업
컴퓨터 단말기를 통한 데이터
전자전송업(파이낸셜 서비스업
제공과 관련된 것)
컴퓨터 단말기에 의한 통신업

video-on-demand transmission
provision of access to an Internet
portal featuring video-on-demand
programs
provision of telecommunication
access to television programs
provided via an on-demand service
internet connection services for
residential consumers and for
commercial entities
rental of access to a centralized
computer and to data banks
providing access to an online
platform containing a collection of
maps
geolocation services
[telecommunications services]
providing high speed access to area
networks and a global computer
information network
local area networks (Operation of -)
transmission of information via
national/international networks
transmission of data/sound and
images via long term evolution (LTE)
advanced communication
technology
providing access to wireless internet
via long term evolution (LTE)
advanced communication technology
providing access to chatrooms
electronic communication by means
of chatrooms, chat lines and Internet
forums
providing telecommunications
connections to the Internet in a cafe
environment
transmission of messages and
images via computer networks
transmission of messages via
computer networks
instant messaging via a computer
network
electronic transmission of data via
computer terminals relating to the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computer terminals
(Communications by -)

컴퓨터 데이터 전송서비스업
컴퓨터 데이터뱅크 또는 인터넷을
통한 금융정보송수신업

computer data transmission services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접속시간
대여업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접속시간
유도업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접속시간의
대여 및 임대에 관한 상담업

leasing access time to a computer
database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접속
제공업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접속
제공용 원격통신 서비스업

transmission and reception of
information in the field of financing
from a computer data bank or via the
internet

leading access time to a computer
database
consultancy services in relation to
leasing and rental of access time to
computer databases
arranging access to a computer
databas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for
providing access to computer
databases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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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데이터베이스/인터넷
으로의 통신접속/링크 제공업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속 및 대여시간 제공업
컴퓨터 및 모바일 전자기기
통신업
컴퓨터 및 전자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에의 접속제공업
컴퓨터 및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데이터 및 정보송신업
컴퓨터 및 컴퓨터단말기를
이용한 통신업
컴퓨터 및 통신 네트워크 고속
접속제공업
컴퓨터 및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내려받기 가능한 오디오 및
비디오 파일 전자전송업
컴퓨터 및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스트리밍 오디오 및 비디오 파일
전자전송업
컴퓨터 및 통신망을 이용한 영화
및 멀티미디어파일 전자전송업
컴퓨터 사용자간의 메시지
전송을 위한 전자게시판 제공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수집을
포함하는 온라인플랫폼 접속
제공업
컴퓨터 소프트웨어/컴퓨터
응용프로그램 송수신을 위한
통신망 접속제공업
컴퓨터 수단에 의한 전자통신
서비스업
컴퓨터 전송서비스업
컴퓨터 전송을 통한 메시지
교환업
컴퓨터 전자게시판업
컴퓨터 텔레포니 서비스업
컴퓨터 통신 및 인터넷 접속업
컴퓨터 통신업
컴퓨터/전자/온라인 데이터
베이스 접속제공업
컴퓨터간의 오디오/비디오/
기타 데이터/문서 전자전송업
컴퓨터네트워크 및 인터넷
접속제공업
컴퓨터네트워크 및 인터넷를
이용한 정보 및 데이터송신업
컴퓨터네트워크 및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및 데이터 송신 및
배포업
컴퓨터네트워크 및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엔터테인먼트
리뷰 및 정보의 전자전송업
컴퓨터네트워크 접속 및 접속
시간 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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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

provision of telecommunications
access/links to computer databases/
internet
providing access to and leasing
access time to computer databases
communication by computer and
mobile electronic devices
providing access to computer and
electronic online databases
transmission of data and information
by computer and electronic
communication means
communications by or between
computers and computer terminals
providing high speed access to
computer and communication
networks
electronic transmissions of
downloadable audio and video files
via computer and communications
networks
electronic transmission of streamed
audio and video files via computer
and communications networks
electronic transmission of movies
and multimedia files via a computer
and communications network
providing on-line electronic bulletin
boards for transmission of
messages among computer users
providing access to an online
platform containing a collection of
computer software
providing access to communications
network for transmission and
reception of computer software/
computer applications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by means of computer
computer transmission services
exchange of messages via computer
transmission
computer bulletin boards
computerised telephony services
computer communication and
Internet access
communications by computer
terminals
providing access to computer,
electronic and on-line databases
electronic transmission of audio,
video and other data and documents
among computers
provision of access to computer
networks and the internet
transfer of information and data via
computer networks and the Internet
transfer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and data via computer
networks and the Internet
electronic transmission of
entertainment reviews and
information via computer and
communications networks
providing access to and leasing
access time to computer networks

컴퓨터네트워크 접속용 원격
통신선 대여업
컴퓨터네트워크 접속제공업
컴퓨터네트워크 통신업
컴퓨터네트워크간 원격통신
서비스업
컴퓨터네트워크를 이용한
데이터송신업
컴퓨터네트워크를 이용한
오디오 및 비디오 콘텐츠 송신업
컴퓨터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 및 데이터송신업
컴퓨터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송신업
컴퓨터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음향 및 영상 송신업
컴퓨터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송신업
컴퓨터네트워크를 통한 실시간
사설 및 보안전자통신 제공업
컴퓨터네트워크를 통한 타인을
위한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스트리밍업
컴퓨터네트워크를 통한 타인을
위한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전자
전송업
컴퓨터네트워크상의 데이터
베이스 접속제공업
컴퓨터네트워크상의 데이터
접속제공업
컴퓨터네트워크상의 전자
마켓포털 접속제공업
컴퓨터네트워크상의 정보접속
제공업
컴퓨터네트워크상의 컴퓨터
프로그램 접속제공업
컴퓨터단말기 및 기타 통신
기기에 의한 통신업
컴퓨터단말기 및 기타 통신
기기에 의한 통신에 관한 정보
제공업
컴퓨터단말기 및 전자장치를
통한 데이터 및 문서의 전자송
신업
컴퓨터단말기를 이용한 데이터
및 문서의 전자송신업
컴퓨터단말기를 통한 데이터
전자전송업
컴퓨터단말기를 통한
텔레마틱통신업
컴퓨터단말기와 전자장치를
통한 자금 전자송신업
컴퓨터데이터 통신업
컴퓨터를 이용한 데이터 및 정보
송신업
컴퓨터를 이용한 데이터 송신업

leasing of telecommunication lines
for access to computer networks
providing access to computer
networks
communication services over
computer networks
telecommunications services
between computer networks
transfer of data via computer
networks
transmission of audio and video
content via computer networks
transfer of information and data via
computer networks
transfer of information via computer
networks
transmission of data/sound and
images by computer networks
transmission of data via a computer
network
providing private and secure
real-time electronic communication
over a computer network
streaming of digital media content for
others via computer networks
electronic transmission of digital
media content for others via computer
networks
providing access to databases on
computer networks
providing access to data on computer
networks
providing access to an electronic
marketplace [portal] on computer
networks
providing access to information on
computer networks
providing access to computer
programs on computer networks
communication by computers
terminal and other communication
machines and apparatu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communication by computers
terminal and other communication
machines and apparatus
electronic transmission of data and
documents via computer terminals
and electronic devices
electronic transmission of data and
documents via computer terminals
electronic transmission of data via
computer terminals
telematic communications via
computer terminals
electronic transmission of currency
via computer terminals and
electronic devices
transmission of computer data
transmission of data and information
by computer
computer aided transmission of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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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이용한 메시지 및
이미지 송신업
컴퓨터를 이용한 메시지 및 화상
송신업
컴퓨터를 이용한 메시지 송신업
컴퓨터를 이용한 메시지 전송업
컴퓨터를 이용한 서신 및 화상
송신업
컴퓨터를 이용한 서신/데이터
및 이미지의 전송업
컴퓨터를 이용한 영상전송업
컴퓨터를 이용한 이미지 전송업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전송업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및 영상
전송업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송신업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전송업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통신업
컴퓨터를 이용한 콘텐츠 전송업
컴퓨터를 이용한 화상 송신업
컴퓨터를 통한 교육 영상과
관련된 통신업
컴퓨터를 통한 데이터 및 문서
송신업
컴퓨터를 통한 메시지 및 영상
송신업
컴퓨터를 통한 통신업
컴퓨터망을 통한 메시지 송신업
컴퓨터사용자간 메시지전송용
온라인 리스트서버 제공업
컴퓨터사용자간 메시지전송용
온라인 채팅룸 및 전자게시판
제공업
컴퓨터사용자간 메시지전송용
온라인 포럼제공업
컴퓨터사용자간의 데이터 및
문서 전자전송업
컴퓨터상호통신업
컴퓨터설비연결제공업(통신업)
컴퓨터에 의한 메시지 및 화상
전송업
컴퓨터에 의한 양방향 통신
서비스업
컴퓨터와 워크스테이션간
정보전송업
컴퓨터이용자간 메시지 전송을
위한 온라인대화방 제공업
컴퓨터화된 데이터 전송업
컴퓨터화된 서류의 전송업
컴퓨터화된 전화번호부상담업

transmission of messages and
images via computers

컴퓨터화된 통신서비스업

computerized communication
services

computer aided transmission of
messages and images

케이블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전송업
케이블을 이용한 데이터송신업
케이블을 이용한 오디오 및
비디오 콘텐츠 송신업
케이블을 통한 정보전송업
코드 또는 단말기를 통해 접근
가능한 정보의 컴퓨터전송업

transmission of information via cable
networks

코드화된 비상신호의 송수신
및 처리업

transmission, reception and
processing of coded and emergency
signals

콘텐츠 제공자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추적 가능하게 하는
접속제공업
콘텐츠의 전송을 위한 리스트
서버 접속제공업
태블릿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혜택 및 멤버십 정보가
포함된 메시지 전송업

providing Internet access for
enabling content providers to track
their multimedia contents

태블릿PC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정보송신업
텍스트 메시징업
텍스트 전송업
텍스트/메시지/음향/사진
전송업
텔레비전 스트리밍 서비스업
텔레타이프라이터를 통한
정보송신업
텔레타이프라이터를 통한
정보전송업
텔레프레전스 화상회의 서비스업

transmission of information via
applications for tablet PC

transmission of messages by
computer
computer-aided transmission of
messages
transmission of letter and images via
computers
computer aided transmission of
messages, data and images
transmission (Computer aided -) of
images
transmission of images via computers
transmission of data via computers
computer aided transmission of
information and images
transmission of information via
computers
computer aided transmission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by
computer
transmission of contents via
computers
transmission of images by computer
communication services in relation
to educational imaging via
computers
transmission of data and documents
via computer
transmission of messages and
images via computer
communication via computer
message sending via computer
networks
providing on-line listservers for
transmission of messages among
computer users
providing on-line chatrooms and
electronic bulletin boards for
transmission of messages among
computer users
providing on-line forums for
transmission of messages among
computer users
electronic transmission of data and
documents among computer users
computer intercommunication
supply of connections to computer
installations (communications)
transmission of messages and
images (Computer aided -)
interactive communications
services by means of computer
transmission of information between
computers and workstations
providing on-line chatrooms for
transmission of messages among
computer users
transmission of computerized data
transmission of computerised
documents
computerised consultation of
telephone directories

텔레프린터를 이용한 정보송신업
텔레프린팅 통신업
텔렉스알선업
텔렉스통신업
통신 관련 상담업

transmission of data by cable
transmission of audio and video
content via cable
transmission of information by cable
computer transmission of
information accessed via a code or
a terminal

providing access to list server for
transmission of content
transmission of messages including
benefits and membership
information via tablet computers
applications

text messaging
transmission of text
transmission of text/messages/
sound/pictures
television streaming services
information transmission by
teletypewriters
transmission of information via
teletypewriter
telepresence video conferencing
services
transmission of information via a
teleprinter
teleprinting
telex bureau services
communications by telex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서비스업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업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오디오/
비디오 파일의 전자전송업
통신 네트워크상의 데이터
접속제공업
통신 라우트 및 정크션 서비스업
통신 및 통신 관련 정보제공업
통신 분야 상담/정보제공 및
자문업
통신 상담업
통신 서비스, 즉, 컴퓨터 사용
자간 데이터 및 문서 전자전송업

consultation services relating to
communications
data transmission services over
telecommunications networks
data transmission via
telecommunication networks
electronic transmission of audio/video
files via communications networks
providing access to data on
communications networks
telecommunications routing and
junction services
providing of information related to
communications and
telecommunications
consultancy, information and
advisory services in the field of
telecommunications
telecommunications consultancy
communication services, namely,
electronic transmission of data and
documents among users of
comp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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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인프라 접속제공업
통신게이트웨이 서비스업
통신관련 설계업
통신관련 자문업
통신관련 정보제공업
통신기계기구 임대업
통신네트워크 상담업
통신망 고속접속 제공업
통신망 운영자용 하이비트레이트
데이터송신업
통신망 컴퓨터접속 제공업
통신망을 이용한 주식시장정보
송신업
통신망을 통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전자교환업
통신망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정보전송업
통신망을 통한 데이터송신에
관한 상담업

providing third party users with
access to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telecommunications gateway
services
planning relating to communications
advice services relating to
communications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communcations
rental of communication apparatus
and implements
communication network
consultancy
providing high speed access to area
networks
high bit-rate data transmission
services for telecommunication
network operators
providing computer access to
communication networks
transmission of stock market
information with the help of
telecommunication media
electronic exchange of data stored in
databases accessible via
telecommunication networks
transmission of database
information via telecommunications
networks
consultancy services in relation to
data transmission services over
communications networks

통신망을 통한 데이터송신에
관한 자문업

advisory services in relation to data
transmission via communication
network

통신망을 통한 데이터송신에
관한 정보제공업
통신망을 통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전송업
통신망을 통한 차량 정보전송업

information about data transmission
via communication network

통신부가서비스업
통신사의 통신망 또는 GPS 등
기타 통신수단을 통한 분실
스마트폰/휴대폰/컴퓨터의
위치정보 송수신서비스업

communication additional services

통신사의 통신망 혹은 GPS 등
기타 통신수단을 통한 단말기
(휴대폰/스마트폰/컴퓨터)
위치 정보제공업

electronic transmission of location
information of smartphones,
cellphones and computers through
communications network of news
agency or other means of
communication such as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transmission of multimedia content
via communication networks
transmission of car information via
communication network
transmission and reception services
of location information of lost smart
phone/cell phone/computer through
communications network of news
agency or other means of
communication such as GPS

통신에 의한 디지털 오디오/
비디오/멀티미디어 콘텐츠
전송업
통신에 의한 디지털음악 전송업
통신용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업
통신위성에 의한 데이터 전송업
통신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업
통신장치 및 설비 임대업
통신장치용 시간공유 서비스업
통신접속서비스업
통신접속제공업
통신채널 임대업
통신채널을 이용한 디지털
데이터 자동전송업
통신회선 임대업
통화기록업
틱커 테이프 서비스업
판매시점관리(POS) 통신
서비스업
팟캐스트 전송업
팟캐스팅업
프로그램의 케이블 및 위성 전송업
프로그램의 케이블 전송업
플로리스트용 전자주문전송업
항공 내비게이션용 메시지 및
데이터 위성전송업
호스팅된 구내교환망 서비스업
호출 제한서비스업
호출서비스업
호출시스템 운영업
화상회의 및 비디오화상회의
서비스업
화상회의서비스업
화상회의서비스제공업
화상회의시설 제공업
화상회의용 시설/장비 제공업
화상회의용 통신서비스업

통신설비 작동업

operation of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통신업에 관한 상담업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communications

통신업에 관한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communications

통신에 관한 리포트 제공업

provision of reports relating to
communications

광통신망을 통한 정보송신업

통신에 관한 정보제공업

information relating to
communications

뉴스 및 시사정보 전송업

통신에 의한 데이터 전송업
통신에 의한 디지털 오디오/
비디오 전송업

transfer of data by tele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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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y of digital audio and/or video
by telecommunications

화상회의장비 제공업
화상회의제공업
화상회의통신업

transmission of digital audio/video
and multimedia content via
communications
transmission of digital music via
communications
providing internet application
services for communications
transmission of data by
communications satellite
transmission of data via
communications
rental of telecommunications
apparatus and installations
time sharing services for
communications apparatus
telecommunications access services
communication access services
rental of communications channels
automatic transfer of digital data
using telecommunications channels
rental of telecommunications lines
call recording services
ticker tape services
point of sale (POS) communication
services
transmission of podcasts
podcasting services
cable and satellite transmission of
programmes
cable transmission of programmes
electronic order transmission for
florists
satellite transmission of messages
and data for navigation by air
hosted Private Branch Exchange
[PBX] services
call barring services
paging services
operation of paging systems
teleconferencing and video
conferencing services
video conferencing services
providing video conferencing services
providing videoconferencing
facilities
providing video conferencing
facilities/equipment
communication services for video
conferencing purposes
provision of teleconferencing facilities
provision of video conferencing
services
video conferencing communications

3. 통신사업 (예시)

뉴스아이템의 언론사 전송업
뉴스전송업

transmission of information on
optical telecommunication networks
transmission of news and current
affairs information
transmission of news items to news
reporting organizations
transmission of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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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전자전송업
다국적통신망을 통한 통신업
원격긴급요청을 수신/조정/
전달하는 통신업
통신사 서비스업
통신사 서비스업(뉴스전송업)
통신사(通信社)업
통신서비스업

electronic transmission of news
communications via multinational
telecommunication networks
communications for
reception/adjustment/transfer of
remote emergency request
wire agency [communication]
services
news agency services [transmission
of news]
news agency services

교육용 통신설비제공업
교육용 화상회의 설비제공업
네트워크 접속용 통신기구 및
장비 임대업
데이터통신시설 임대업
디지털 데이터 교환용 통신
설비제공업
마이크로파 신호 전송시스템
임대업
메가폰 임대업
메시지발송장치 임대업
메시지보관장치 대여업
메시지저장장치 임대업
메시지전송장치 대여업
모뎀 임대업
무선송신장치 임대업
무선을 이용한 송신 및 수신
설비제공업
무선을 통한 통신설비 제공업
무선인공위성을 통한 통신
설비제공업
무선장비 임대업
무선통신기기 임대업
무선통신시스템 임대업
비디오 화상회의 시설 임대업
비디오 화상회의 장비 임대업
스마트폰 임대업
신호디코더 임대업
신호장치 임대업
원격통신 설비 및 장비의 제공
및 임대업
위성송신 용량 임대업
이동전화기 임대업
전기통신설비제공업

전자데이터 교환용 통신설비
제공업
전자적 수단에 의한 데이터
교환용 통신설비 제공업

leasing of telecommunication
equipment
provision of communications
facilities for interchange of electronic
data
provision of communication facilities
for the interchange of data by
electronic means

전화교환기 대여업

rental of telephone exchange
apparatus

전화기 임대업
전화기/팩시밀리 및 기타
통신장비 임대업
전화박스 임대업
전화장치 임대업
전화회선 임대업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정보
접속시간 대여업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접속제공
및 접속시간 대여업
컴퓨터통신기기 임대업

telephones (Rental of -)

텔레프로세싱 및 컴퓨터 통신용
기계기구 임대업

rental of teleprocessing and
computer communication
apparatus and instruments

텔레프로세싱용 기계기구
임대업
통신기기 및 장비의 임대업

rental of teleprocessing apparatus
and instruments

sending apparatus (Rental of
message -)
hire of message storage apparatus

통신기기 임대업
통신설비 임대업
통신설비에 관한 자문업

rental of communications instruments

rental of message storage
apparatus
hire of message delivery apparatus

통신시스템 임대업
통신용 신호디코더 임대업

rental of communications systems

통신용 주파수변환기 임대업

rental of frequency converters [for
use in communications]

팩시밀리 대여업
팩시밀리 송수신기 임대업
팩시밀리 임대업
팩시밀리 장비 임대업
호출장비 대여업
화상전화기 대여업
화상회의 설비 및 장비 제공업

leasing of facsimile machines

화상회의용 설비 및 장비 제공업

providing facilities and equipment for
telepresence conferencing

휴대전화 임대업
휴대통신장비 대여업

rental of cellular telephones

communications services

4. 통신기기 및 장비 임대업 (예시)
광통신장비 대여업

전기통신장비 임대업

rental of optical telecommunication
equipment
provision of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for educational purposes
provision of teleconferencing
facilities for educational purposes
rental of telecommunication devices
and equipment enabling connection
to networks
rental of data communications
installations
provision of communications
facilities for the interchange of digital
data
rental of microwave signal
transmission systems
rental of megaphones

rental of modems
rental of radio transmission apparatus
provision of facilities for
transmission and receiving by radio
provision of communications
facilities via radio
provision of communications facilities
via radio satellites
rental of radio equipment
rental of radio communications
equipment
rental of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s
rental of video conferencing facilities
rental of video conferencing
equipment
rental of smartphones

rental of telephone sets, facsimile
and other communication equipment
rental of telephone booths
rental of telephone apparatus
rental of telephone lines
rental of access time to information
on computer networks
providing access and rental of
access time to a computer database
rental of computer communication
apparatus and instruments

rental of telecommunication machines
and apparatus
rental of communications equipment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communications equipment
rental of signal decoders [for use in
communications]

rental of facsimile transceivers
rental of facsimile machines
rental of facsimile apparatus
leasing of paging equipment
rental of videophones
providing facilities and equipment for
video conferencing

leasing of cellular communications
equipment

signal decoders (Rental of -)
signalling apparatus (Rental of -)
provision and rental of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and
equipment
leasing satellite transmission
capacity
rental of mobile telephones
provision of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제38류/S0701]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
텔레비전방송업, 인터넷방송업
서비스업의 범위
◦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텔레비전방송업, 인터넷
방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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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1. 방송업 (예시)
IP 방송업
가입형 텔레비전 방송업
교육방송업
교통방송업
구독자에 대한 순차 전송용
텔레비전프로그램 수신업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방송 프로그램 서비스업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프로그램 방송업
글로벌 통신네트워크/인터넷
및 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브로드
캐스트 텔레비전의 동시방송업
넷캐스팅업(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방송업)
대화형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업
데이터방송업
디지털 라디오방송업
디지털 방송업
디지털 오디오방송업
디지털 텔레비전방송업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서비스업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방송업
라디오 및 텔레비전프로그램
케이블방송업
라디오/텔레비전/케이블 방송업
라디오를 이용한 재무정보방송업
라디오방송 관련 정보제공업
라디오방송 상담업
라디오방송 정보제공업
라디오방송업
라디오프로그램 방송업
무선 방송업
무선 인터넷 방송업
방송과 관련된 정보제공업
방송업에 관한 상담업
방송업에 관한 자문업
방송채널 사용업
비디오 방송업
비디오 유선텔레비전 방송
서비스업
비즈니스와 관련된 인공위성
방송서비스업
스포츠행사와 관련된 인공위성
방송서비스업
양방향 대화형 방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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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protocol broadcasting
subscription television broadcasting
services
education broadcasting

영화/텔레비전프로 방송업
오디오방송업
오락과 관련된 인공위성방송
서비스업
온라인 게임 전문 인터넷 방송업

broadcasting programs via a global
computer network

온라인 게임 전문 텔레비전
방송업
외계위성에 의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개업
웹사이트를 이용한 텔레비전
방송제공업
웹캐스팅서비스업
위성 디지털 라디오 방송업
위성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업

simulcasting broadcast television
over global communication
networks, the Internet and wireless
networks

위성 라디오 방송업
위성방송업
위성에 의한 영화방송업

traffic broadcasting
reception of television programmes
for onward transmission to
subscribers
broadcasting programs via global
computer network

netcasting [broadcasting over a
global computer network]
interactive television and radio
broadcasting
datacasting
digital radio broadcasting
digital broadcasting
digital audio broadcasting
digital television broadcasting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ing
services
radio and television programme
broadcasting
cable broadcasting of radio and
television programs
radio, television and cable
broadcasting services
broadcasting of financial information
by radio
providing information about radio
broadcasting
radio broadcasting consultancy
radio broadcasting information
radio broadcasting
broadcasting of radio programmes
wireless broadcasting
wireless internet broadcasting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broadcasting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broadcasting services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broadcasting services
broadcast channel using services
video broadcasting
video narrowcasting services
satellite broadcasting services
relating to business
satellite broadcasting services
relating to sporting events
interactive broadcasting

위성에 의한 재무정보 방송업
위성에 의한 프로그램 방송업
위성텔레비전 방송업
유료시청 텔레비전프로그램
방송업
유선 방송업
유선텔레비전 방송업
음악방송업
이동전화기용 텔레비전 방송업
이동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한
영화/텔레비전프로 방송업
인공위성에 의한 방송시간 대여업
인공위성을 이용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프로그램 방송업
인터넷 라디오 방송업
인터넷 및 기타 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방송업
인터넷 및 기타 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한 비디오 방송업
인터넷 및 기타 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한 오디오 방송업
인터넷 및 기타 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한 오디오/비디오/멀티
미디어 방송업
인터넷 텔레비전 방송업
인터넷 프로토콜 및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텔레비전
프로그램/동영상필름/기타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방송업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한 생방송업
인터넷/모바일통신네트워크/
기타매체상을 포함한 영화/
텔레비전프로/프로그램 방송업

broadcasting of film and television
features
audio broadcasting
satellite broadcasting services
relating to entertainment
internet broadcasting specializing in
on-line games
television broadcasting specializing
in on-line games
relaying of television programmes
by extra-terrestrial satellite
providing television broadcasting
information via a web site
webcasting services
digital radio broadcasting by satellite
digital television broadcasting by
satellite
satellite radio broadcasting
satellite broadcasting services
broadcasting of motion pictures by
satellite
broadcasting of financial information
by satellite
broadcasting of programmes by
satellite
satellite television broadcasting
broadcasting of pay-per-view
television programs
cable broadcasting services
cable television broadcasting
music broadcasting
television broadcasting services for
mobile telephones
broadcasting of film and television
features via mobile communications
networks
rental of broadcasting time by
satellite
broadcasting of radio and television
programs by satellite
internet radio broadcasting services
multimedia broadcasting via the
Internet and other communications
networks
video broadcasting via the Internet
and other communications networks
audio broadcasting via the Internet
and other communications networks
audio, video and multimedia
broadcasting via the Internet and
other communications networks
internet television broadcasting
services
broadcasting of television programs,
motion picture films, and other
audiovisual and multimedia content
via Internet protocol and
communication networks
live transmissions accessible via
home pages on the internet
[webcam]
broadcasting of film and television
features or programs, including on
the Internet, on mobile
communications networks and on
other media

38류 S0701
인터넷교육방송업
인터넷방송업
인터넷상의 상업적 사이트
방송업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업
인터넷영화방송업
인터넷을 이용한 동영상필름
방송업
인터넷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방송업
인터넷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방송업
인터넷을 이용한 방송정보
제공업
인터넷을 이용한 비디오 방송업
인터넷을 이용한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방송업
인터넷을 이용한 시청각콘텐츠
방송업
인터넷을 이용한 영화/
텔레비전프로 방송업
인터넷을 이용한 오디오 및
비디오 방송업
인터넷을 이용한 오디오 방송업
인터넷을 이용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방송업
인터넷을 통한 교육방송업
인터넷을 통한 비디오 및 오디오
콘텐츠 방송업
인터넷을 통한 비디오 및 오디오
프로그램 방송업
인터넷을 통한 프로그램 방송업

internet education broadcasting

정보 및 기타 프로그램 라디오
방송업
주문형 및 유료시청 텔레비전
서비스를 이용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방송업
주문형 비디오(VOD)방송업
주문형 유선텔레비전 방송업

radio broadcasting of information
and other programs

주문형라디오방송업
주문형비디오서비스를 통한
영화 및 텔레비전프로그램
방송업
주문형텔레비전방송업
케이블 또는 무선네트워크를
이용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방송업
케이블 라디오방송업
케이블 및 위성방송 서비스업
케이블 텔레비전 프로그램
방송업
케이블 텔레비전방송 관련
정보제공업
케이블 텔레비전방송 정보
제공업

on-demand radio broadcasting

internet broadcasting services
broadcasting of a commercial site on
the internet
radio/television broadcasting
provided via internet
internet movie broadcasting
broadcasting of motion picture films
via th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via the
Internet
broadcasting of multimedia content
via the Internet
providing broadcast information via
internet
video broadcasting via the Internet
broadcasting of audiovisual and
multimedia content via the Internet
broadcasting of audiovisual content
via the Internet
broadcasting of film and television
features via the Internet
audio and video broadcasting
services provided via the Internet
audio broadcasting via the Internet

케이블망을 통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업
케이블을 통한 텔레비전프로
그램 방송업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 방송 관련 정보제공업
텔레비전 방송 정보제공업
텔레비전 방송사용업
텔레비전 방송업
텔레비전/모바일기기/태블릿
컴퓨터/컴퓨터/휴대용 단말기를
통한 문자다중방송업
텔레비전방송 상담업
텔레비전에 의한 영화 방송업
텔레비전에 의한 재무정보 방송업
텔레비전에 의한 정보 방송업
텔레비전프로그램 방송업
텔레비전프로그램/동영상필름/
기타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방송업
텔레쇼핑 프로그램 방송업

broadcasting of television programs
via the Internet

텔레쇼핑프로그램 방송업

education broadcasting via internet

텔레텍스트 및 대화형 방송업

broadcasting of video and audio
content via the Internet

텔레텍스트업

broadcasting of video and audio
programming over the Internet

2. 방송장비임대업 (예시)

broadcasting of programmes via the
internet

broadcasting of television programs
using video-on-demand and
pay-per-view television services
video-on-demand broadcasting
on-demand cable television
broadcasting
broadcasting of films and television
programs via a video-on-demand
service
on-demand television broadcasting
broadcasting of radio and television
programs via cable or wireless
networks
cable radio broadcasting
satellite and cable broadcasting
broadcasting of cable television
programmes
providing information about cable
television broadcasting
cable television broadcasting
information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설비
대여업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장비
임대업
라디오 방송장비 임대업
라디오방송장비 작동업
방송시설운영업
방송장비 임대업
셋톱박스 대여업
실외용 라디오방송장비 제공업
실외용 텔레비전방송장비 제공업
야외방송용 방송장치 임대업
영상신호 방송용 장치 대여업
위성방송 수신용 안테나 임대업
음성신호 방송용 장치 대여업
인공위성방송세트 임대업
케이블 텔레비전 장비 대여업
텔레비전 방송장비 운영업
텔레비전 방송장비 임대업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ing,
also via cable networks
television programme broadcasting
via cable
television and radio broadcasting
services
providing information about television
broadcasting
television broadcasting information
subscription television broadcasting
television broadcasting
teletext broadcasting via television/
mobile devices/tablet computer
computer/handheld devices
television broadcasting consultancy
broadcasting of motion pictures by
television
broadcasting of financial information
by television
broadcast of information by means
of television
broadcasting of television
programmes
broadcasting of television programs,
motion picture films, and other
audiovisual and multimedia content
broadcasting of teleshopping
programmes
broadcasting of teleshopping
programs
teletext and interactive broadcasting
services
teletext services

rental of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ing facilities
rental of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ing equipment
rental of radio broadcasting
equipment
operation of radio broadcasting
equipment
operation of broadcasting facilities
rental of broadcasting equipment
rental of set-top boxes
provision of radio broadcasting
equipment for outside locations
provision of television broadcasting
equipment for outside locations
rental of broadcasting apparatus for
outside broadcasts
rental of apparatus for the broadcast
of video signals
rental of satellite broadcast receiving
aerials
rental of apparatus for the broadcast
of audio signals
rental of satellite broadcasting sets
leasing of cable television equipment
operation of television broadcasting
equipment
rental of television broadcasting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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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 상품의 포장 및 보관업; 여행알선업
(Transport; packaging and storage of goods; travel arrangement)

본류에는 주로 철도, 도로, 수로, 항공 또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사람, 동물 또는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에 운송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업과 운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이 포함되며, 보존 또는 보호를 위해 모든 종류의 보관 시설, 창고
또는 기타 유형의 건물에 물품을 보관하는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 특히 포함되는 서비스업
- 역, 교량, 철도, 페리 및 기타 수송설비 운영업
- 운송차량 임대 및 운전 및 조종서비스업
- 운송, 보관 및 여행용 대여서비스업(예: 주차 장소 임대업, 차고 임대업, 보관컨테
이너 임대업)
- 해상 예인(曳引), 하역 운영 및 항구 및 부두 및 난파선 및 그 화물의 인양용 운영업
- 상품의 포장, 병조림, 랩핑 및 배달업
- 자동판매기 및 현금자동입출금기 보충업
- 중개인 또는 여행사에 의한 여행 또는 제품운송에 관한 정보와 수송 관련 관세,
시각표 및 운송방법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업
- 운송목적의 수송기계기구 또는 상품의 검열업
- 에너지 및 전기 분배업, 물 분배 및 공급업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여행 또는 운송광고업(제35류)
- 사람 또는 상품 운송중의 보험 서비스업(제36류)
- 사람 또는 상품 수송과 관련된 수송기계기구 또는 기타 물품의 유지 및 수리업
(제37류)
- 가이드 투어 실시업(제41류)
- 전자 데이터 저장업(제42류)
- 여행사나 중개인에 의한 호텔 객실 또는 기타 임시숙박시설의 예약업(제43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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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상품명칭 목록】
포괄서비스명칭
개인소지품 픽업/배달 및 보관업
(pick-up, delivery and storage of
personal property)
냉동상품의 운송 및 보관업
(transportation and storage of goods
in refrigerated conditions)
상품 보관 및 운송으로 구성된 물류서비스업
(logistics services consisting of the
storage and transportation of goods)
상품 보관/운송/배달업
(storage, transportation and delivery
of goods)
상품배달 및 보관업
(delivery and storage of goods)
상품의 보관 및 수송업
(storage and delivery of goods)
상품의 보관 및 운송 관련 상담업
(consultancy relating to the storage
and transportation of goods)
상품의 보관/운송 및 수송으로 구성되는
물류서비스업
(logistics services consisting of the
storage, transportation and delivery of
goods)
상품의 운송 및 보관 준비업
(arranging for the transportation and
storage of goods)

유사군코드 (구)포괄코드
S080101, N39007
S090101

항공/철도/선박/트럭에 의한 상품 저장/
운송/배달대행으로 구성된 공급망 물류 및
역물류서비스업
(supply chain logistics and reverse
logistics services consisting of the
storage, transportation and delivery of
goods for others by air, rail, ship or
truck)
해상수송/보관/배달 제공업
(providing ocean transportation,
storage and delivery services)
화물 보관/운송/배달로 구성된 공급망 물류
및 역물류서비스업
(supply chain logistics and reverse
logistics services consisting of the
storage, transportation and delivery of
freight)
상품 운송/배달/포장 및 보관업
(transport, delivery, packaging, and
storage of goods)

S080101, N39004
S090101,
S173901

상품 운송/포장 및 보관업
(transportation, packing and storing of
goods)
상품 운송/포장 및 보관으로 구성된 물류서
비스업
(logistics services consisting of the
transportation, packaging, and
storage of goods)
상품의 운송/보관 및 포장업
(transport, storage and packaging of
goods)
이사물품의 운송/보관 및 포장업
(transport/storage and packaging of
removal goods)
인쇄기용 프레스 운송/포장 및 보관업
(transportation, packaging and
storage of printing presses)

상품의 운송 및 보관업
(transport and storage of goods)

화물 보관/운송/픽업 및 포장업
(storage, transport, pick-up, and
packing of freight)

와인 운송/보관 및 배달업
(transportation, storage and delivery
of wines)

화물 선적/포장/보관 및 운송업
(loading, packing, storage and
transportation of cargo)

이사물품의 운송 및 보관업
(transport and storage of removal
goods)

화물 선적/포장/보관/운송 및 하역업
(loading, packing, storage,
transportation and unloading of cargo)

저장물류/배급물류/반송물류 관련 운송 및
보관업
(transportation and storage services
relating to storage logistics,
distribution logistics and returns
logistics)

화물 선적/포장/저장/운송 및 하역업
(loading, packing, storage, transport
and unloading of freight)

전화콜센터 및 핫라인을 통한 운송 및 보관
관련 상담업
(consultancy relating to transportation
and storage services provided via
telephone call centers and hotlines)

S080101, N39007
S090101

폐기물의 수송 및 보관업
(transport and storage of trash)

S080101, N39002
S090102

상품의 운송 및 포장업
(transport and packaging of goods)

S080101, N39003
S173901

이사물품의 운송 및 포장업
(transport and packaging of removal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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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류
보관 관련 상담업
(storage consultancy)
보관서비스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storage services)

S090101, N39005
S090102,
S090103

내륙수로 운송업
도선업
바지선 운송업
바지선 임대업
범선 운송업
범선 임대업
보트 운송업
보트 인양업
보트 임대업
보트 전세업
보트에 의한 하천수송업
선박 및 보트 정박업

전화콜센터 및 핫라인을 통한 보관 서비스
분야 상담업
(consultancy in the field of storage
services provided by telephone call
centers and hotlines)
창고 임대업
(rental of warehouse space)
창고 저장업
(warehouse storage)
창고 정보제공업
(warehousing information)

선박 용선업
선박 운송업
선박 임대 관련 정보제공업

창고업
(warehousing services)
포장 및 창고업
(packing, crating and warehousing
services)

S090101, N39006
S090102,
S090103,
S173901

상품 및 패키지 포장 및 보관업
(packaging and storage of goods and
packages)

S090101, N39001
S173901

상품의 포장 및 보관업
(packaging and storage of goods)

[제39류/S080101] 해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철도운송업,
자동차운송업, 선박임대업, 자동차
임대업, 운송정보제공업
서비스업의 범위
◦ 해상운송업, 항공운수업, 철도운송업, 차량에 의한 운송업
◦ 화물 및 승객운송업
◦ 화물수송중개업, 운송정보제공업, 하역관련서비스업, 이사대행
서비스업
◦ 운송기구 및 장비의 임대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교통정보제공업(제39류/S080102)

협의의 포괄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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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상운송업 (예시)
거룻배 운송업
국제 해상화물 선적업

보관업
(storage)

운반업
운송업
항공 및 해상 운송업
항공/도로/철도 및 해상을 통
한 운송 및 배달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porterage
transport
air and sea transport
transportation and delivery services
by air, road, rail and sea

선박 임대/예약/제공업
선박 임대업
선박 전세업
선박/요트/보트/수상차량
관련 임대업
선박/요트/선박/보트/수상
차량 전세업
선박/요트/조정보트/모터보트/
항해용 선박/카누/기타
수상차량 임대/예약/제공업
선박/조정보트/모터보트/
범선/카누 임대/예약/제공업
선박견인업
선박계류(繫留)설비제공업
선박구조업
선박대선업
선박에 의한 화물컨테이너 운송업
선박운송중개업
선박을 통한 상품운송 준비업

lighterage services
international ocean freight shipping
services
transportation by inland water
ship piloting
barge transport
rental of barges
sailboat transportation services
rental of sailboats
boat transport
refloating of boats
boat rental
boat chartering
river transport by boat
harboring services for ships and
boats
ship chartering
vessel transport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ntal of vessels
rental, booking and providing of
ships
rental of vessels
chartering of water vehicles
rental services relating to watercraft,
yachts, boats and water vehicles
chartering of watercraft, yachts,
ships, boats and water vehicles
rental, booking and providing of
ships, yachts, rowing boats,
motorboats, sailing vessels, canoes
and other watercraft
rental, booking and providing of
ships, rowing boats, motorboats,
sailing ships and canoes
marine towing
providing vessel mooring facilities
salvage of ships
substituting of ships
transportation of freight containers
by ship
brokerage of ship transport
arranging for the transportation of
goods by sea

선박임대중개업
선박주선 관련 정보제공업

brokerage of ship rental

선박중개업
선적하역업
수중구조업
승객선 임대/예약/제공업

ship brokerage

여객 관련 터미널서비스업

terminal services relating to
passenger

여객선 운송업
여객선 운항관제업

passenger ship transport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shipbrokerage
ship unloading
underwater salvage
rental, booking and providing of
passenger ships

passenger ship controls

39류 S080101
여객선터미널 관리업
여행을 위한 운송알선업
연락선 운송업
연락선조작업
요트 및 보트 전세서비스업
요트 임대/예약/제공업
요트 전세서비스업
요트전세업
운하수문조작업
원유수송업
유람선운영업
유람선운항업
정박서비스업
정박서비스업(정박/계선/
저장업)
정박시설 제공업
정박지에서의 보트
정박/계선업
조난선박 구조업
조정보트/모터보트/항해용
선박/카누 임대/예약/제공업
침몰선박 인양업
카누 임대업
탱커 운송업
하천 운송업
항해용 선박 임대업
해난구조업
해상 운송업
해양 선적업
화물선박 운송업
화물선적 준비업

management of passenger ship
terminal
arranging of transportation for travel
tours
ferry-boat transport
ferryboat operating
yacht and boat charter services
rental, booking and providing of
yachts
yacht chartering services
yacht chartering
operating canal locks
transportation of crude oil
pleasure boat transport
cruise ship services
marina services
marina services (berthing, mooring,
storage)
provision of berthing facilities
berthing and mooring of boats in
marinas
rescue of ships in distress
rental, booking and providing of
rowing boats, motorboats, sailing
vessels and canoes
refloating of ships
rental of canoes
tanker transport
river transport
rental of sailing vessels
salvaging
transport by sea
ocean shipping services
cargo ship transport
arranging for the shipping of cargo

2. 항공운송업(예시)
감시용 드론 임대업
공중이동 수송기계기구 및
장치 임대업
공항 임대 관련 정보제공업

rental of surveillance drones

국제항공 화물 운송서비스업

international air freight shipping
services
transportation by means of rockets

로켓에 의한 수송업
민간용 드론 조종업
보안용 드론 임대업
비행 계획서비스업
비행기 운송서비스업
비행기 임대/예약/제공업
비행기 임대업
비행기를 통한 지상비행기용
기구 운송업
비행기전세업
사진용 드론 임대업
상용고객우대제도에 의한 항공
운송업

rental of vehicles and apparatus for
locomotion by air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airports

piloting of civilian drones
rental of security drones
flight planning services
airlines transportation services
rental, booking and providing of
airplanes
leasing of aircraft
transportation of mechanics to
grounded aircraft via airplane

상품의 항공운송 및 보관업
승객 및 화물 항공 운송업

air transport and storage of goods

승객 항공 운송업
운송 관련 공항서비스업
전세비행기 서비스업
터보제트 항공기 운송업
프로펠러 항공기 운송업
항공 및 선적업
항공 운송업
항공 체크인 서비스업
항공 화물 운송서비스업
항공 화물 운송업
항공 화물 운송준비업

air transportation of passengers

항공교통관제서비스업
항공기 대여 및 임대업
항공기 선적/하역업
항공기 임대 관련 정보제공업

air traffic control services

항공기 임대업
항공기 전세서비스업 관련
정보제공업
항공기 전세업
항공기견인업
항공기엔진 임대업
항공수하물 수속서비스업
(보안검사 제외)
항공수하물취급업
항공운송예약업
헬리콥터 운송업
화물 항공 운송업

air transportation of passengers and
freight
airport services
air charter services
turbojet airplane transport
propeller airplane transport
airline and shipping services
transport by air
airline check-in services
air cargo transport services
air cargo transport
arranging for the transportation of air
freight
loaning and rental of aeroplanes
loading and unloading of airplan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aircraft rental services
rental of airplan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aircraft chartering
aircraft chartering
towing of aeroplanes
rental of aircraft engines
airport baggage check-in services
[not including security inspection]
airport baggage handling
air transport ticketing services
helicopter transport
air transportation services for cargo

3. 철도운송업 (예시)
객차 임대업
모노레일(철도) 운송업
목판차 임대업
승용차를 제외한 도로 및 철도용
수송기계기구 임대업
시가전차 운송업
전차 운송업
철도 운송업
철도를 통한 상품 운송업
철도를 통한 승객 및 상품 운송업

railway coach rental

철도를 통한 승객 운송업
철도에 의한 화물컨테이너
운송업
철도용 무개화차 임대업
철도화물 운송업
화물열차 운송업

transportation of passengers by rail

monorail transport
railway truck rental
rental of road and rail vehicles,
except passenger vehicles
streetcar transport
tram transport
transport by rail
transportation of goods by rail
transportation of passengers and
goods by rail
transportation of freight containers
by rail
leasing of railroad flatcars
rail freight transport
freight train transport

airplane chartering

4. 기타에 의한 운송업 (예시)

rental of photography drones

개인용 운송업

air transportation services featuring
a frequent flyer bonus program

견인차 운송업

transportation services provided to
individuals
ha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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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류 S080101
견인차량 및 트레일러 임대업
경주용 자동차 임대업
경호트럭 운송업
공항라운지 접근 예약 및 알선업
공항주차 예약업
공항주차시설에서 공항까지의
공항여객셔틀서비스업
교각운영업
급자동차견인업
기계식 주차시스템 임대 관련
정보제공업
기계식 주차시스템 임대업
긴급자동차견인업
긴급차량견인업
긴급트럭견인업
도로 운송업
레크리에이션용 차량 임대업
렌터카 대여업
렌터카예약업
리무진서비스업
모터차량 임대업
모터차량/자전거/말 임대/
예약/제공업
무장차량 운송업
밴 운송업
버스 운송업
버스 임대업
버스 전세업
삼륜차 대여업
상업도로운송업(지역/장거리)
셔틀버스 운송업
손수레 서비스 대행업
수레차 운송업
수레차 임대업
수송기계 렌트업
수송기계기구 견인업
수송기계기구 리스업
수송기계기구 운송업
수송기계기구 임대업
수송기계기구 임대용 예약업
수송기계기구 장비 및 부속품
임대업
수송기계기구 좌석용 보호커버
임대업
수송기계기구용 어린이용
안전좌석 임대업
수송기계기구용 주차장 및
차고 임대업
승용차 지붕선반 임대업
앰뷸런스 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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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tal of traction vehicle and trailers
rental of motor racing cars
guarded truck transport
booking and arranging of access to
airport lounges
booking of airport parking
airport passenger shuttle services
between the airport parking facilities
and the airport
operation of bridges
emergency car breakdown
assistance (towing)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ntal of mechanical parking
systems
rental of mechanical parking
systems
emergency automobile towing
emergency vehicle breakdown
assistance (towing)
emergency truck towing
road transport
rental of recreational vehicles
leasing of rental car
rental car reservation
limousine services
rental of motor vehicles
rental, booking and providing of
motor vehicles, bicycles and horses
armored car transport
van transport
bus transport
motor coach rental
bus chartering
rental of tricycles
local and long distance commercial
road transport
car shuttle services
trolley services for others
carting
rental of wagons
vehicle rental services
vehicle towing services
vehicle leasing services
vehicle transport
renting of vehicles
reservation services for vehicle
rental
rental of vehicle equipment and
accessories
rental of protective covers for vehicle
seats
rental of safety seats for children, for
vehicles
rental of parking places and garages
for vehicles
rental of vehicle roof racks
ambulance transport

여행트럭 임대업
오토바이 임대업
온라인 주차장 경영업
온라인 주차장 상담업
온라인을 통한 대리운전 예약
서비스업
운송 목적의 말 대여업
운송목적의 스쿠터 대여업
웨딩용 이벤트 차량 임대업
웹사이트를 통한 공항주차
관련 정보제공업
웹사이트를 통한 대리운전업
유료도로운영업
유모차 임대업
육상 운송업
육상/수상/항공 수송기계
기구에 의한 운송업
이동용 밴 임대업
이동주택버스 임대업
이륜모터차량 운송업
인력차량 운송업
일륜차 대여업
일반대중용 대중교통서비스업
임대차량 운송업
자동차 구조업
자동차 및 자전거 임대업
자동차 운송업
자동차 임대 관련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업
자동차 임대업
자동차 트레일러 임대업
자동차임대 관련 정보제공업
자동차임대/차고 및 주차장
임대업
자전거 임대업
자전거 임대중개업
자전거 주차장 임대업
자전거용 헬멧 임대업
자전거용품 임대업
자전거임대 관련 정보제공업
전기차 임대업
주차 관련 정보제공업
주차 시설제공업
주차공간 예약업
주차공간 임대업
주차공간제공업
주차관리업
주차상담업
주차업
주차장 임대업

travelling trunks rental
motorcycle rental
on-line parking place
on-line car parking consultancy
on-line chauffeur booking services
for others
rental of horses for transportation
purposes
rental of scooters for transportation
purposes
rental of wedding event vehicle
providing information on airport
parking via a web site
chauffeur services via a web site
operating toll roads
push-chair rental
transport by land
transportation by land, water and air
vehicles
rental of vans (vehicles)
rental of motor homes
transport by two-wheeled motor
vehicles
transport by man-powered vehicles
rental of wheelbarrows
mass transit services for the general
public
hired car transport
automobile salvage
rental of automobiles and bicycles
car transport
providing information via the Internet
relating to the leasing of automobiles
car rental
rental of automobile trailer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car
rental services
car rental, garage and parking space
rental
rental of bicycles
brokerage of bicycle rental
bicycle parking place rental
bicycle helmets rental
bicycle articles rental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bicycle rental services
rental of electric car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vehicle parking services
provision of car parking facilities
reservation of parking spaces
rental of vehicle parking spaces
provision of parking spaces
management of car parking
car parking consultancy
car parking
parking space r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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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경영업
주차장서비스업
짐마차 운송업
짐수레 임대업
차고 및 주차장 임대업
차량 운송 및 임대업
차량 운송업
차량 임대업
차량견인서비스의 일환인
자동차 견인 및 운송업
차량견인업
차량운전업
침대차 임대업
카셰어링서비스업
카풀 서비스업
카풀운송정보제공업
카풀운송주선업
카풀운송중개업
카풀중개업
캠핑용 트레일러 임대업
캠핑카 예약업
택시 운송업
택시 정보제공업
트랙터 임대업
트럭 및 트레일러 임대업
트럭 운송업
트럭 임대업
트럭에 의한 화물컨테이너
운송업
패키지여행용 자동차 임대
주선업
항공용 공항시설 제공업
행사 관련 운송업
행사용 수송기계기구 임대업
화물이송제공업
화물적재서비스업
화물지게차 임대업
휠체어 승객 택시 운송업

management of parking places
parking lot services
drayage services
cart rental
rental of garages and parking places
vehicle transport and rental services
vehicle transport services
vehicle rental
towing and transportation of cars as
part of vehicle breakdown services
vehicle breakdown towing services
vehicle-driving services
rental of sleeping cars
car sharing services
carpooling services
car pool transportation information
arranging of car pool transport
car pool transport brokerage
car pool brokerage
rental of trailer for camping
booking of camping cars
taxi transport
providing taxi transport
rental of tractors
truck and trailer rental
truck transport
leasing of trucks
transportation of freight containers
by truck
arranging car hire as part of package
holidays
provision of airport facilities for aviation
transportation services in relation to
events
rental of vehicles for events
freighting information
freight loading services
cargo forklift rental
taxi transport for people in wheelchairs

5. 물품운송업 및 승객운송업 (예시)
가구 배달업
가구 운송업
가구 이동업
가스 배달업
가전용품 배달업
가정 및 사무실 생수 배달업
가정 및 산업 폐기물 및 쓰레기
수거업
건축 자재 운송업
견인업
경비 및 귀중품 경호 운송업
관광객 운송업
관광여행용 운송서비스업

delivery of furniture
transporting furniture
furniture moving
delivery of gas
delivery of domestic appliances
delivery of bottled water to homes
and offices
collection of domestic and industrial
waste and trash
transporting construction materials
towing
guarded transport of money and
valuables
transport of travellers
transport services for sightseeing
tours

구조 운송업
국제복합 운송업
귀중품 운송업
귀중품경호 운송업
귀중품배달업
금전 및 귀중품 운송업
금전이송업
꽃배달업
내륙수로 승객 운송업

rescue operations [transport]

냉동상품 냉장 운송업

refrigerated transportation of frozen
goods

냉동상품의 운송업

transportation of goods in
refrigerated conditions

냉동제품 냉동 운송업
노인 또는 장애인 운송업

refrigerated transport of cold goods

노인 또는 장애인을 위한 자선
형태의 운송업

charitable services in the nature of
providing transportation to the
elderly or disabled persons

농산물 운송업
다양한 운송수단에 의한 소포/
편지 픽업/운송/배달업

transporting farm products

international complex transportation
transport of valuables
guarded transportation of valuables
delivery of valuables
transport of money and valuables
money moving services
flower delivery
transportation of passengers by
inland water

다이빙 및 수중 구조업
당일배송업
대리운전 서비스업
대리운전전문 프랜차이즈업
대리주차업
도로/철도/해상 및 항공을 통한
상품/소지품/수하물 수집/
운송/배달업
동물 운송 예약업
동물 운송 정보제공업
동물 운송업
동물사체 수송업
레스토랑에 의한 음식배달업
리무진을 통한 장례수송업
문서꾸러미 운송업

providing transportation to the
elderly or disabled persons

pick-up, transportation, and delivery
of packages and letters by various
modes of transportation
diving and underwater salvage
same day delivery services
chauffeur services
chauffeur franchising services
valet parking
collection, transport and delivery of
goods, personal effects and
baggage by road, rail, sea and air
reservations for the transport of
animals
information on transporting animals
transportation of animals
transportation of dead animals
delivery of food by restaurants
funeral transportation by limousine
document packages transportation
services

물류 운송업
물류입하 및 출하업

transportation logistics

물품 운송업
배달서비스업
법률문서 배송업

transportation of goods

보관이사업
보트를 통한 장례수송업
비행기를 통한 지상비행기용
부품 배달업
상품 및 승객 수송업

storage removal services

상품 발송업
상품 배달업
상품 상하역업
상품 수집/운송/배달업

dispatch of goods

inbound and reverse logistics of
others
delivery services
services for transporting legal
documents
funeral transportation by boat
delivery of parts to grounded aircraft
via airplane
transportation of merchandise and
passengers
delivery of goods
loading and unloading of goods
collection, transport and delivery of
goods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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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운송 및 배달업
상품 운송업
상품/문서/소포/편지 수집/
운송 및 배달업

transport and delivery of goods

상품/승객 및 여행객 항공
운송업
상품급송업
서류 배달업
서신(書信)배달업
선불식 에어 앰뷸런스 수송업

transportation of goods, passengers
and travellers by air

세탁물 픽업 및 배달업

laundry pick-up and delivery
services

소포 및 상품 픽업 및 배달업

pick-up and delivery of packages
and goods

소포 해상운송서비스업
소화물 배달업
속달 운송업
수출입 화물취급업

parcel shipping services

수하물 수속업
수하물 취급업
승객 및 상품 운송업
승객 및 승객수하물 운송업
승객 및 화물 운송업
승객 운송업
승객/상품/동물용 운송예약업
승객열차 운송업
승용차를 통한 장례수송업
시체 수송업
식사 배급업
식품 냉장 운송업
신문 및 잡지 배달/급송/분배업
신문 배달업
쓰레기 수집업(운송업)
애완동물 운송대행업
여행용 크루즈선박 제공업
여행자화물 운송업
영구차를 통한 시체 수송업
오염된 흙 운송업
온라인 배달중개업
온라인주문에 의한 도시락배달업
온라인주문에 의한 상품배달업
우편 배달 및 발송업
우편 배달업
우편/화물운송 및 택배서비스업
우편무료송달업
우편발송대행업
우편발송업
우편주문에 의한 상품배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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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

transport of goods
collection, transport and delivery of
goods, documents, packages and
letters

express delivery of goods
document delivery
message delivery
prepaid air ambulance transport
services

parcel delivery
express transport service
import and export cargo handling
services
baggage check-in services
baggage handling
transport of persons and goods
transportation of passengers and
passengers' luggage
transport of passengers and goods
transport of persons
reservation of transport for
passengers, goods and animals
passenger train transport
funeral transportation by passenger
vehicle
transportation of deceased persons
distribution (delivery) of meals
refrigerated transportation of food
delivery, dispatching and distribution
of newspapers and magazines
newspaper delivery
garbage collection [transport]
transportation of pets for others
providing cruise ships for travel
transportation of passengers'
luggage
transportation of deceased persons
by hearse
transport of contaminated soil
on-line brokerage services relating
to delivery
delivery of lunch by means of on-line
orders
delivery of goods ordered by on-line
networks and the Internet
delivery and forwarding of mail
postal delivery
postal, freight and courier services
franking of mail
mail forwarding agency services
mail forwarding
delivery of goods by mail order

운송 전의 상품검사업
운송물류서비스업
운송예약업
유류 운송업
육상/항공/수상을 통한 사람
및 상품 운송업
육상/해상/항공을 통한 사람
및 상품 운송업
육상/해상에 의한 상품 및 승객
운송 알선업
음식 배달업
의료 수송업
의료 폐기물 수송업
의료폐기물 및 특수폐기물 운
송업
의류 배달업
의약품 운송대행업
의약품 운송업
자동판매기 보충업
자동현금인출기(ATM) 현금
보충업
잡지 배달업
장애인용 운송업
재생가능한 물품수집업(운송업)
전자폐기물 수집 및 운송업
직물상품 픽업 및 배달업
차고 임대업
천연가스 운송업
철도/바지선/트럭/선박에
의한 비료/유황/황산 운송업

inspection of goods before transport
transportation logistics services
booking of transport
transportation of oil
transportation of persons and goods
by land, air and water
transportation of persons and goods
by land, sea and air
arranging for the transportation of
goods and passengers by land and
sea
food delivery
medical transport services
transportation of medical waste
transportation of medical waste and
special waste
clothing delivery
pharmaceuticals transport for others
pharmaceuticals transport
replenishment of vending machines
cash replenishment of automated
teller machines
delivery of magazines
transport services for the disabled
collection of recyclable goods
[transport]
collection and transport of electronic
scrap
pick-up and delivery of textile goods
rental of garages
transportation of natural gas
transportation of fertilizers, sulfur
and sulfuric acid by rail, barge, truck
and ship

철도를 통한 시체 수송업

transportation of deceased persons
by rail

컨테이너 운송업
케이블카 운송업
택배를 이용한 소포 배달업
택배를 통한 메시지배달업
택배를 통한 우편배달업
택배업
통관을 제외한 화물발송업

container transport

트럭에 의한 가구 운송대행업

transportation of furniture of others
by trucks

트럭에 의한 귀중품 및 금전 경
호 운송업
트럭에 의한 상품급송업
특정장소 또는 주제 관련 선별된
아이템이 포함된 선물바구니
배달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파이프라인에 의한 연료 운송업
파이프라인에 의한 유류 운송업
편지 급송업
편지 및 소포 배달 및 발송업

guarded transportation of valuables
and money by truck

cable-car transport
delivery of packages by courier
delivery of messages by courier
delivery of mail by courier
courier services
freight forwarding services, other
than the customs clearance of goods
for third parties

express delivery of goods by truck
delivery of gift baskets with selected
items regarding a particular
occasion or theme
transport by pipeline
transport of fuels by pipeline
transport of oil by pipeline
express delivery of letters
delivery and forwarding of letters and
pack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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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픽업 및 배달업
편지/우편/잡지/소포/수하
물/신문/화물/상품 배달업
폐기물 운송업
폐기물수송업
폐타이어 수송업
풍선 또는 파티용품에 수반된
상품 및 서신 배달업

pick-up and delivery of letters

상품배달 관련 자문업

delivery of letters, correspondence,
magazines, packets, parcels,
newspapers, freight and goods
transportation of waste

선박계류(繫留)설비 관련
정보제공업
선적 추적업(운송정보제공업)

transport of waste
transport of waste tire
delivery of goods and messages
accompanied by balloons or novelty
presentations

소포선적 모니터링 및 추적업
(운송정보제공업)
수송기계기구 운행 관련 정보
제공업
여행자 운송을 위한 부킹업

피자 배달업
항공에 의한 상품 급송업
항공에 의한 승객 및 화물 운송업

pizza delivery

항공을 통한 시체 수송업

transportation of deceased persons
by air

우편번호필드정보를 특징으로
하는 웹사이트 제공업

해상견인업
화물 급송업
화물 발송대행업
화물 발송업
화물 배달업
화물 선적 및 화물 운송업
화물 운송업
화물취급업
환승 운송업
환자이송업

maritime towing

운송 관련 상담업

express delivery of goods by air
transportation of passengers and
cargo by air

express delivery of freight
freight forwarding agency services
freight forwarding services
cargo delivery services
cargo handling and freight services
freighting services
cargo handling
transit services (transport)
transport of patients

6. 화물수송중개업 (예시)
물류배송센터 운영업
물류운송관련 기술자문업

logistics services consisting of the
storage, transport and delivery of
goods
technical advice relating to
transportation logistics

온라인 신청을 통한 여객 운송
서비스 준비대행업

운송 관련 자문업
운송 관련 정보제공업
운송 관세/시간표 및 방법 관련
정보제공업
운송 문제 관련 정보제공업
운송 방법 관련 정보제공업
운송 서비스 진행업
운송 체크인서비스업
운송목적의 종사자와 수하물
위치 추적업
운송정보제공업
운전대행업에 관한 상담업
운전대행업에 관한 자문업

물류운송관련 컨설팅업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transportation logistics

운송주선업
운송중개업
화물 및 운송중개업
화물운송 주선업

arranging of transport

운전대행업에 관한 정보제공업

transport brokerage

운전대행운전사 고용업
유통과정에 있는 상품추적
관련 자문업(운송정보제공업)

freight and transport brokerage
freight brokerage [forwarding (Am.)]

7. 운송정보제공업 (예시)
GPS 장착된 수송기계기구 임대업
GPS 항법 장치서비스업
도선 및 관련 정보제공업
모든 운송수단을 통한 화물의
국제운송대행업
문서/편지/소포 배달 관련
정보제공업

rental of GPS-equipped vehicles
GPS navigation services
ship pilot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global transportation of freight for
others by all available mean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delivery of documents, letters and
packages

비행기 도착/출발 정보제공업

providing flight arrival and departure
information

상품 및 승객 운송 관련 정보
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transportation of goods and
passengers

상품 및 승객용 항공운송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업

consultancy and information relating
to air transport services for goods
and people

상품 및 승객의 운송 관세/
시간표 및 방법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ariffs, timetables and methods of
transport for goods and people

유통과정에 있는 소포 컴퓨터
화된 추적업(운송정보제공업)
자동차 운송 관련 정보제공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he
delivery of good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vessel mooring facilities
tracking and tracing of shipments
[transport information]
monitoring and tracking of package
shipments [transport information]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vehicle driving services
bookings for transportation of
passengers
arranging of passenger transportation
services for others via an online
application
providing a website featuring
information in the field of postal
codes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transportation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ransport
providing information about
transport servic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ariffs, timetables and methods of
transport
provision of information about
transport matters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methods of transport
arranging of transport services
transportation check-in services
locating and tracking of people and
cargo for transportation purposes
providing transportation information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chauffeur services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chauffeur
services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chauffeur services
chauffeur driven car hire services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he
tracking of goods in transit [transport
information]
computerized tracking and tracing of
packages in transit [transport
information]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car
transport

자동차 운송 및 관련 정보제공업

car transport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전자내비게이션 및 위치장치를
이용한 자동차 추적업(운송정보
제공업)
전화콜센터 및 핫라인을 통한
운송 서비스 분야 상담업

tracking of automobile fleets using
electronic navigation and locating
devices [transport information]

철도 운송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railway transport

철도운송 및 관련 정보제공업

railway transport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침몰선박인양 및 관련 정보
제공업
컴퓨터 또는 GPS을 통한 화물
차량 추적업(운송 정보제공업)

refloating of ship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consultancy in the field of transport
services provided by telephone call
centers and hotlines

tracking of freight vehicles by
computer or via global positioning
systems [transpor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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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류 S080101
컴퓨터 또는 위성위치확인
시스템에 의한 승합차 또는
화물차 추적업(운송정보제공업)

tracking of passenger or freight
vehicles using computers or global
positioning systems [transport
information]

컴퓨터 또는 위성위치확인시
스템에 의한 승합차 추적업
(운송정보제공업)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물류
운송정보제공업

tracking of passenger vehicles by
computer or via global positioning
systems [transport information]

컴퓨터에 의한 승합차 추적업
(운송정보제공업)
컴퓨터에 의한 운송차량 추적업
(운송정보제공업)
컴퓨터에 의한 화물차량 추적업
(운송정보제공업)
컴퓨터화된 운송정보제공업

tracking of passenger vehicles by
computer [transport information]

트럭/철도/항공/해상에 의한
화물운송 분야 상담업
편지 및 소포 추적업(운송정
보제공업)
항공 운송 관련 정보제공업

transportation logistics information
via computer communication
networks

tracking of freight vehicles by
computer [transport information]
computerized transportation
information services
freight transportation consultancy in
the field of freight transportation by
truck, rail, air and ocean
tracking and tracing services for
letters and packages [transport
information]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air
transport
air transport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항공운송 분야 상담업

consultancy in the field of air
transport

항법용 GPS 장비 임대업

rental of GPS equipment for
navigational purposes

항법장치 임대업
해상 운송 관련 정보제공업

rental of navigational systems

화물발송 관련 자문제공업

providing advice relating to freight
forwarding services

화물운송 주선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freight brokerage

화물운송 주선 및 관련 정보
제공업
화물운송정보제공업

freight brokerage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화물하역 및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marine transport servic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transportation of freight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cargo unloading services
cargo unload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상품 운송 및 보관용 팰릿 임대업
선박상의 화물하역업
선적/하역기계 임대업
팰릿 임대업
하버크레인 하역업
하역업
화물 선적업
화물 하역업

leasing of pallets for industrial and
commercial use
leasing of pallets for the transport or
storage of goods
loading of freight onto ships

removal services
rental of moving vans
transport of household stuff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packing removal services

서비스업의 범위
◦ 교통정보제공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운송업, 운송기구 및 장비의 임대업(제39류/S080101)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교통 및 교통체증 관련 정보
제공업
교통정보제공업
도로 및 교통정보 제공업
웹사이트를 이용한 교통수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raffic and traffic congestion
providing traffic information
providing road and traffic information
providing transportation information
via a web site

[제39류/S090101] 상품보관업, 냉장창고업, 창고업, 창고
임대업, 냉동식품창고임대업, 냉동
장치임대업, 화물보관용 컨테이너임대업
서비스업의 범위
◦ 식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보관업
◦ 화물보관업
◦ 의약품보관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위험물 및 폐기물보관업(제39류/S090102)
- 수송기구보관업(제39류/S090103)

8. 하역관련서비스업 (예시)
산업 및 상업용 팰릿 임대업

removal service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제39류/S080102] 교통정보제공업

tracking of transport vehicles by
computer [transport information]

항공운송 및 관련 정보제공업

화물하역 관련 정보제공업

이사대행서비스 및 관련 정보
제공업
이사대행서비스업
이사차량 임대업
이삿짐 운송업
포장이사에 관한 정보제공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1. 식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 보관업 (예시)

harbor crane unloading

농산물보관업
수산물 보관업
식음료 저장업
축산물 보관업
축산물창고업

stevedoring

2. 물품의 냉장/냉동 보관업 (예시)

rental of loading-unloading machines
and apparatus
rental of pallets

shipping of goods

storage of farm products
storage of marine products
storage of food or beverages
storage of livestock products
storage of stock farm products

가정용 냉동고 임대업

rental of freezers for household
purposes

9. 이사대행서비스업 (예시)

가정용 냉장고 임대업

rental of refrigerators for household
use

이사대행서비스 관련 정보제공업

가정용 냉장고-냉동고 임대업

rental of refrigerator-freezers for
household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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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저온저장업
냉동 보관업
냉동고 임대 관련 정보제공업

cryogenic storage

수하물 보관업
승객수하물 보관업
우편함 임대업
운송 및 보관 컨테이너 임대업

luggage storage

냉동기계기구 임대 관련 정보
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ntal of freezing machines and
apparatus

운송 이전 화물보관업
운송 이후 화물보관업
운송 전 비행기 검사업

storage of cargo before transportation

냉동기계기구 임대업

rental of freezing machines and
apparatus

냉동상품의 보관업

storage of goods in refrigerated
conditions

냉동식품 창고 임대업
냉동식품창고업
냉동장치 임대업
냉동창고 임대업
냉장고 임대 관련 정보제공업

frozen-food locker rental

운송 전 수송기계기구 검사업
유통과정에 있는 상품보관업
유품 보관업
유품 보관을 위한 창고 임대업

inspection of vehicles before transport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ntal of refrigerators

유품 보관을 위한 창고업

warehousing services for storage of
keepsake

냉장고 임대업

rental of freezers

유품 보관정보제공업

storage information of keepsake

냉장고/냉동고 임대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ntal of refrigerator-freezers

유품의 보관관련 상담업

storage consultancy of keepsake

의료기기 보관업

냉장창고업

refrigerated warehousing

storage of med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보관용 사물함 임대업

rental of frozen food lockers

의류 보관업

storing, safekeeping of clothes

상업용 냉장고 임대업

rental of refrigerators for commercial
use

이삿짐 보관 정보제공업

storage information of household
stuffs

상업적 목적의 냉동고 임대업

rental of freezers for commercial use

이삿짐 보관업

storage of household stuffs

상품 냉동보관업

refrigerated storage of goods

자가보관설비 제공대행업

전기식 와인셀러 임대업
해산물 냉동보관업

rental of electric wine cellars

providing self-storage facilities for
others

창고 및 보관용 컨테이너 임대업

rental of containers for warehousing
and storage

창고 및 보관컨테이너 임대업

rental of warehouses and storage
containers

치과용 의약품보관업

storage of orthodontic
pharmaceuticals

refrigeration storage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ntal of freezers

storage of frozen food in warehouses
refrigerator rental
frozen locker rental

refrigerated storage of seafood

3. 화물의 보관업 (예시)

storage of passengers' luggage
rental of mailboxes
rental of transport and storage
containers
storage of cargo after transportation
inspection of air vehicles prior to
transport
storage of goods in transit
storage of keepsake
rental of warehouses for storage of
keepsake

가구 보관업
개인소지품 임시보관 관련
정보제공업

furniture storage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temporary storage of personal
belongings

컨테이너 및 화물 보관업

storage of containers and cargo

화물 보관업

storage of cargo

개인소지품 임시보관업

temporary safekeeping of personal
belongings

화물보관용 컨테이너 임대업

rental of storage containers

모피 보관업

fur storage

freight warehousing

모피제품 보관업

storage of furs

배달물 임시보관업

temporary storage of deliveries

화물창고업
화물컨테이너 임대서비스업
화물컨테이너보관업

보관함 임대업

rental of storage lockers

4. 의약품보관업 (예시)

보세물 보관업

storage of bonded goods

외과기계기구 보관업

보세창고서비스업

bonded warehousing services

상업용 및 거주용 고정식 및
이동식 보관컨테이너 임대업

leasing of fixed and movable storage
containers to commercial and
residential users

상품 보관/포장/발송 관련
창고업

warehousing services relating to the
storage, packaging and dispatch of
goods

상품 보관업

storage of goods

상품 보관준비업

arranging for the storage of goods

상품 운송 및 보관용 컨테이너
임대업

rental of containers for transport and
storage of goods

상품 창고보관업

storage of goods in warehouses

상품보관 관련 자문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he
storage of goods

상품창고업

goods warehousing

선적용 컨테이너 임대업

container leasing for the shipping
industry

의약품 보관업

cargo container rental services
storage of cargo container

storage of surgical instruments and
equipment
storage of pharmaceuticals

[제39류/S090102] 위험물 보관업, 폐기물 보관업
서비스업의 범위
◦ 위험물보관업
◦ 폐기물보관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식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보관업, 화물보관업, 의약품보관업
(제39류/S090101)
- 수송기구보관업(제39류/S0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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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휠체어 임대 관련 정보제공업

1. 위험물보관업 (예시)
선박상의 천연액화가스 저장업
에너지 및 연료 보관업
원유저장업
위험물 보관업
위험물 저장업
유류저장업
항공기 연료 보관업
화학품의 온도조절식 저장업

storage of liquefied natural gas on
ships
storage of energy and fuels
storage of crude oil
hazardous materials warehousing

storage of aviation fuel
storage under controlled temperature
of chemicals

서비스업의 범위
◦ 관광안내업, 여행예약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1. 관광사업 (예시)

storage of radioactive waste
storage of trash

개인 및 단체 여행알선 조정업

storage of waste

개인 및 단체용 여행알선업

storage of waste oil

개인여행 관광 안내서비스업
골프여행서비스업
골프여행조직업
골프여행진행업
관광 및 유람선 알선 서비스업
관광 및 투어 진행 및 알선업

서비스업의 범위
◦ 항공기/차량보관업
◦ 보트보관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식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보관업, 화물보관업, 의약품보관업(제
39류/S090101)
- 위험물 및 폐기물보관업(제39류/S090102)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보트 보관업
선박/요트/보트/수상차량
보관업
차량보관창고업

boat storage

항공기 보관업

storage of aircraft

storage of watercraft, yachts, boats
and water vehicles
depot services for the storage of
vehicles

[제39류/S120503] 휠체어임대업
서비스업의 범위
◦ 휠체어임대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소독제 소매업(제35류/S120501, G1004)
- 앰뷸런스 운송업, 환자이송업(제39류/S080101)
- 약제연구업, 의학연구업(제42류/S120505)
- 약조제업, 약조제자문업(제44류/S120501)

유사상품 심사기준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ntal of wheelchairs
rental of wheelchairs

[제39류/S1215] 관광안내업, 여행예약업

storage of oil

[제39류/S090103] 차량보관창고업, 항공기보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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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임대업

storage of hazardous materials

2. 폐기물보관업 (예시)
방사성폐기물 보관업
쓰레기 보관업
폐기물 보관업
폐유 보관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관광 안내서비스업
관광객 안내업
관광여행 및 당일여행 계획 및
준비업
관광여행 및 여행 알선업
관광여행알선업
관광여행조직업
당일치기여행 알선업
당일치기여행/휴가여행/
관광여행 알선업
버스를 이용한 여행관광 진행업
보트 유람선 여행업
비즈니스 여행 알선업
비행기에 의한 관광여행 진행업
비행기여행객용 자동체크인
제공업
사이클링여행 준비/조직/
진행업
생태관찰여행서비스업
생태여행조직업
생태여행진행업
선박여행/여행/유람여행 조직
및 진행업
소풍 알선업
소풍/관광/휴가/투어용 여행
조직업
소풍/당일여행/관광 조직/
예약/알선업

coordinating travel arrangements
for individuals and for groups
travel arrangement services for
individuals and groups
personal travel tour guide services
golf travel services
organization of golf travels
golf tour conducting
tour and cruises arranging services
arranging and conducting of tourist
travel and sightseeing tours
travel guide services
escorting of travellers
planning and arranging of
sightseeing travel tours and day trips
arranging of sightseeing travel tours
and excursions
arranging excursions for tourists
organization of sightseeing tours
arranging of day trips
arranging of day trips, holiday travel
and sightseeing travel tours
conducting sightseeing travel tours
by bus
boat cruises
arranging of business travels
conducting sightseeing tours by
airplane
providing automated check-in
services for air travellers
arranging, organizing, and conducting
of cycling trips
ecological observation travel services
organization of ecological travels
ecological travel conducting
arranging and conducting of cruises,
travel tours and excursions
excursion arrangement
organization of travel for excursions,
sightseeing, holidays and tours
organization, booking and arranging
of excursions, day trips and
sightseeing travel t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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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nging of cruises

전화콜센터 및 핫라인을 통한
여행 분야 상담업

arranging travel tours as a bonus
program for credit card customers

consultancy in the field of travel
provided by telephone call centers
and hotlines

전화콜센터 및 핫라인이 제공
하는 관광여행 분야 상담업

consultancy in the field of tourist
travel and sightseeing travel tours
provided by telephone call centers
and hotlines

체험여행조직업
체험학습을 위한 여행조직업
카약여행관광 준비 및 진행업

organization of experience travels

투어조직업
패키지 여행 운항 설명 서비스업

organization of trips

패키지휴가여행의 일환인
관광여행 알선업
패키지휴가용 항공 및 해상에
의한 여행알선업
항공 및 해상에 의한 여행알선업
항공 여행업
항공여행알선업
해외여행자를 위한 비자 및
여행서류 알선업

arranging of sightseeing travel tours
as part of package holidays

해외여행자를 위한 비자/여권
및 여행서류 알선업

arranging for travel visas, passports
and travel documents for persons
travelling abroad

해외여행자용 여행비자/여권
및 여행증명서 정리업

arranging for travel visas, passports
and travel documents for persons
traveling abroad

travel booking agency services

휴가여행 알선업

arranging of holiday travel

travel consultancy

2. 여행예약업 (예시)

순회여행(크루즈) 알선업
순회여행알선업
신용카드고객용 보너스프로
그램용 여행알선업
여행 가이드/에스코트/안내원
서비스업
여행 관광 안내서비스업
여행 관광 운영업
여행 및 관광관련 서비스업

cruise arrangement

여행 및 보트투어 조직업
여행 및 여행안내업

organization of travel and boat trips

여행 알선 및 진행업
여행 운영 및 조직업

arranging and organizing of travels

여행/당일치기여행/관광여행
알선업
여행/소풍 및 순회여행 알선업

arranging of excursions, day trips
and sightseeing travel tours

여행/유람/크루즈여행 알선업

arranging of travel, excursions and
cruises

여행객에이전시업

travel tour organizing and operating
services

여행경로 계획업
여행관광 안내 조직업

travel route planning

여행관련 자문업
여행대행사업
여행상담업
여행자용 여행 및 관광 관련 상담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ravel

여행조직업
여행진행업
여행투어 및 크루즈여행 알선업
여행티켓발행업
연구/언어/교육용 여행 알선업

organisation of excursions

의료 관광업
의료 여행안내대행업
의료 여행조직업
의료관광 안내업
의료관광 알선업
의료관광 여행조직업
의료관광 컨설팅업

medical travel tour services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서비스
제공업
자동차관광안내업

coordinating services relating to
medical travel arrangements

자전거 여행서비스업
자전거를 이용한 여행관광
진행업
적응형 여행 조직 및 진행업

bicycle travel service

전화콜센터 및 핫라인에 의해
제공되는 비즈니스 여행 분야
상담업

consultancy in the field of business
travel provided by telephone call
centers and hotlines

travel guide, escort and courier
services
travel tour guide services
operating of travel tours
services related to travel included in
the class
travel courier and travel guide
services
operating and organizing of travel
tours

travel, excursion and cruise
arrangement

organization of travel tour guide
services

consultancy relating to tourist travel
and sightseeing travel tours
travel tour conducting
arranging of travel tours and cruises
issuing of tickets for travel
arranging of travel for study, language
and educational trips
medical travel guide agency
organization of medical travel
medical tour guide services
arranging of medical tours
organization of medical tours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medical tour

conducting of sightseeing travel
tours by automobiles
conducting sightseeing travel tours
by bicycle
organizing and conducting adaptive
travel excursions

organization of tour for work-study
arranging and conducting of
kayaking tours for travel purposes
package holiday itinerary travel
advice services

arranging of travel by air and sea for
package holidays
arranging of travel by air and sea
air travel services
flight arrangement services
arranging for travel visas and travel
documents for persons travelling
abroad

골프여행예약안내업
관광여행 알선 및 예약업

golf travel reservation guide services

관광여행 예약업
관광여행 준비 및 예약업

booking of sightseeing travel tours

당일치기여행 알선 및 예약업
버스여행용 좌석예약업
비행기여행용 좌석예약업
사업 또는 레저 목적의 여행
알선 및 예약업

arranging and booking of day trips

상용항공여행자용 우선탑승/
체크인/좌석예약업

priority boarding, check-in, seating
and reservation services for
frequent air travellers

여행 계획/준비/예약업

planning, arranging and booking of
travel

여행 관련 상담 및 예약업

consultancy and booking services
relating to travel

여행 및 관광여행 알선 및 예약업

arranging and booking of excursions
and sightseeing travel tours

여행 알선 및 예약업

arranging and booking of travel

여행 예약 서비스업

travel reservation and booking
services

여행 준비 및 예약업

travel arrangement and reservation
services

여행/유람/크루즈여행 알선
및 예약업
여행/유람/크루즈여행 예약업

arranging and booking of travel,
excursions and cruises

arranging and booking of sightseeing
travel tours
arranging and booking of tourist
travel and sightseeing travel tours
booking of seats for coach travel
booking of seats for air travel
arranging and booking of travel tours
for business or leisure purposes

booking of travel, excursions and
cruises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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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크루즈여행/관광여행
알선 및 예약업
여행관광 준비 및 예약업
여행사를 통한 관광여행 예약업
여행사를 통한 여행 예약업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여행예약업
여행예약 대행업
여행예약업
여행좌석예약업
여행티켓예약업
온라인 여행예약업

arranging and booking of travel,
cruises and sightseeing travel tours

온라인을 통한 여행 및 여행
서비스 관련 정보제공업

information relating to travel and
travel services provided on-line

arranging and booking of travel tours

운임/시간표/대중교통 관련
여행자용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to travellers
regarding fares, timetables and
public transport

웹사이트를 통한 여행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ravel via a web site

의료관광 정보제공업

provision of medical sightseeing
(tourism) information

인터넷을 이용한 여행정보
제공업

providing tourist travel information,
via the Internet

travel ticket reservation services

인터넷을 통한 비즈니스 여행
예약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about booking
business travel, via the Internet

on-line trip and travel reservation
services

인터넷을 통한 여행 관련 정보
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about travel,
via the Internet

전자식 수단에 의한 항공여행
계획 및 예약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planning and booking of airline
travel, via electronic means

booking of sightseeing travel tours
through agencies
booking of travel through tourist
offices
travel booking services provided by
travel agencies
booking agency services for travel
travel reservation
booking of seats for travel

웹사이트를 통한 생태관광 및
생태여행 예약업
의료 여행좌석예약업
의료관광 예약업

booking of eco-travel and eco-tours
via a web site
booking of medical sightseeing
(tourism)

전자식 수단에 의한 항공여행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airline travel, via electronic means

전자식 수단에 의한 여행 계획/
알선/예약업
전자식 수단에 의한 항공여행
계획 및 예약업
철도여행용 좌석예약업
컴퓨터화된 여행예약업
크루즈여행 알선 및 예약업
패키지여행 알선 및 예약업

planning, arranging and booking of
travel by electronic means

체험여행정보제공업

provision of information on
experience travels

planning and booking of airline
travel, via electronic means

체험학습을 위한 여행정보제공업

travel information service for workstudy

booking of seats for rail travel

패키지휴가여행 관련 정보제공업
핫라인 또는 콜센터를 통한
관광여행 관련 정보제공업

package holiday travel information

항공여객 수속서비스업

airport passenger check-in services

booking of seats for medical travel

computerized reservation of travel
arranging and booking of cruises
arranging and booking of travel for
package holidays

[제39류/S123301] 전자데이터 및 서류의 물리적 저장업

3. 여행정보제공업 (예시)
골프여행관광 정보제공업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여행정보제공업
비즈니스 여행 분야 온라인
정보제공 및 예약업
생태여행정보제공업
안좋은 날씨조건으로 인한 차질
관련 여행정보제공업
여행 관련 여행자 정보제공업
여행 관련 온라인 정보제공업
여행 및 관광 관련 정보제공업
여행 및 관광 정보제공업
여행 상담 및 정보제공업
여행 예약 및 정보 제공업
여행목적의 운전경로 제공업
여행안내 및 여행정보제공업
여행자 여행 분야 온라인 정보
제공 및 예약업
여행자 여행정보제공업
여행정보제공업
온라인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로부터 여행정보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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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ourist travel and sightseeing travel
tours via hotlines or call centers

golf travel tour information
provision of travel information via
global computer networks
on-line information and booking
services in the field of business travel
ecological travel information
travel information about disruptions
due to adverse weather conditions
tourist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travel
providing on-line information relating
to travel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ravel and sightseeing travel tours
provision of tourist travel information
travel consultancy and information
services
travel reservation and travel
information services
providing driving directions for travel
purposes
travel guide and travel information
services
on-line information and booking
services in the field of tourist travel
providing tourist travel information
provision of travel information
providing travel information from an
on-line computer database

서비스업의 범위
◦ 전자데이터 및 서류의 물리적 저장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가공 편집업, 정보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구축업, 컴퓨터 자료 검색업, 컴퓨터화된 파일 관리업(제35류/
S123301)
- 컴퓨터시스템의 설계 및 자문업,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자문 및
개발업, 컴퓨터 데이터 복구업(제42류/S123301, G390802)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이미지/텍스트/오디오데이터를
수록한 전자매체 물리적 저장업
전자데이터 물리적 저장업
전자데이터 및 서류의 물리적
저장업
전자서류 물리적 저장업
전자식 데이터/문서/디지털
사진/음악/이미지/비디오/
컴퓨터 게임 물리적 저장업
전자식 데이터베이스/이미지/
기타 전자식 데이터 물리적
저장업

physical storage of electronic media
containing images, text and audio
data
physical storage of electronicallystored data
physical storage of electronicallystored data or documents
physical storage of
electronically-stored documents
physical storage of electronically
stored data, documents, digital
photographs, music, images, video,
and computer games
physical storage of electronically
stored databases, images and other
electron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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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 디지털 데이터/사진/
오디오/이미지 파일 물리적
저장업
전자식 디지털비디오파일
물리적 저장업
전자식 디지털사진 물리적
저장업
전자식 디지털사진/비디오
물리적 저장업
전자식 디지털음악 물리적 저장업
전자식 디지털이미지 물리적
저장업
전자식 메시지 및 데이터 물리적
저장업
전자식 아카이브 데이터 물리적
저장업
전자식 정보 및 데이터 물리적
저장업
전자식 컴퓨터 게임 물리적 저장업
전자식 파일 및 문서 물리적 저장업

physical storage of electronically
stored digital data, photographs,
audio and image files
physical storage of electronically
stored digital video files
physical storage of electronically
stored digital photographs
physical storage of electronically
stored digital photographs and
videos
physical storage of electronically
stored digital music
physical storage of electronically
stored digital images

[제39류/S173902] 잠수업, 잠수복대여업
서비스업의 범위
◦잠수업, 잠수복대여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수중 잠수복 임대업
잠수복 대여업
잠수종 및 잠수복 대여업
잠수종(潛水鍾) 임대업

rental of deep water diving suits
rental of diving suits
rental of diving bells and diving suits
rental of diving bells

physical storage of electronically
stored messages and data
physical storage of electronically
stored archived data

[제39류/S173999] 제39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physical storage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and data

서비스업의 범위

physical storage of electronically
stored computer games
physical storage of electronically
stored files and documents

[제39류/S173901] 상품포장업
서비스업의 범위
◦상품포장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나무상자 상품포장업
상품 포장대행업
상품포장업
선물포장업
여행 중 수하물보호용 포장업

crating of goods

운송상품포장업
운송용 상품 포장 및 파셀링업

packaging articles for transportation

merchandise packaging for others
packaging of goods
gift wrapping
wrapping services for baggage
protection during travel
packaging and parcelling of goods
for transport

운송용 상품 포장업
운송용 의류상품 포장업

packing articles for transportation

유통과정에 있는 상품포장업
이삿짐 포장업
주문 및 설명용 상품 포장대행업

packaging of goods in transit

지속가능 또는 생분해성 포장
및 수송재를 이용한 상품 포장업

packing of goods using sustainable
or biodegradable packaging and
shipping materials

컨테이너 상품포장업
포장기계 대여업
포장기계기구 임대 관련 정보
제공업

packing of goods in containers

포장기계기구 임대업

rental of packing or wrapping
machines and apparatus

포장업
화물포장업

packaging services

packaging clothing articles for
transportation
packaging of household stuffs
packaging articles to the order and
specification of others

rental of packing machin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ntal of packing or wrapping
machines and apparatus

packing of freight

◦가스분배업, 난방공급업, 물공급업
◦에너지공급업, 전기공급업, 지역난방공급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가스 공급업
가스 배급업
가스 보관업
가스 분배업
가정용 전기배급업

gas supplying [distribution]

건물 냉/난방용 에너지배급업

distribution of energy for heating and
cooling buildings

급수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water supplying services

급수 형태의 공익사업서비스업

public utility services in the nature of
supplying water

난방공급업
난방배급업
난방유공급업
도시가스 공급업

heat supplying [distribution]

메탄올 공급업

methanol supplying

물공급업

water supplying

물분배 및 공급업

distribution and supply of water

물분배업

water distribution

배관을 통한 가스 공급업
배관을 통한 액체연료공급업
배수 형태의 공익사업서비스업

gas supplying by plumbing

배수업 및 급수업
배전업(配電業)
병조림업
석유공급업
석유분배업
쇄빙업
에너지 및 연료 보관/배급/
공급업
에너지 배급 관련 정보제공 및
자문업

water distribution and supply

distribution of gas
storage of gas
gas distribution
distribution of electricity to
households

distribution of heat
heating oil supplying
city gas supplying

liquid fuel supplying by plumbing
public utility services in the nature of
water distribution
electricity distribution
bottling services
petroleum distribution
distribution of petroleum
ice-breaking
storage, distribution and supply of
energy and fuel
information and advisory services in
relation to the distribution of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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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배급업
에너지공급업
열공급업
위성발사대행업
전기 배급 형태의 공익사업
서비스업
전기 배급업
전기 보관 및 배급업
전기공급업
전기배급 관련 상담업

distribution of energy

전기배급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distribution of electricity

전기분배 및 전송업

distribution and transmission of
electricity

전기에너지/가스/물/지역난방
공급업
전기에너지/가스/물/지역난방
배급업
전기전송용 송전선사용 임대
대행업

supply of electrical energy, gas,
water and district heating

지역난방 공급업
지역난방 배급업
지정된 위성궤도내에서의
발사 및 교체업
천연가스 배급 형태의 공익사업
서비스업
파이프라인을 통한 유류 또는
가스 운송업
해운업용 쇄빙업

district heating supp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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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supplying
heat supplying
launching of satellites for others
public utility services in the nature of
electricity distribution
distribution of electricity
storage and distribution of electricity
electricity supply services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the
distribution of electricity

distribution of electrical energy, gas,
water and district heating
leasing the use of power lines to third
parties for the transmission of
electricity
distribution of district heating
launch and placement in prescribed
orbit of satellites of others
public utility services in the nature of
natural gas distribution
transmission of oil or gas through
pipelines
ice-breaking for the shipping industry

제

40 류

재료처리업; 폐기물 재생업; 공기 정화 및 물 처리업; 인쇄 서비스업;
음식 및 음료수 보존업
(Treatment of materials; recycling of waste and trash; air purification and treatement
of water; printing services; food and drink preservation)

본류에는 주로 제품 또는 무기, 유기물질의 기계적, 화학적 처리 또는 변형 또는 가공 서비스
업이 포함된다(주문자 제조방식의 서비스 포함). 분류목적상, 상품의 생산 또는 제조는 주문
및 규격요청에 따라 주문 및 규격요청을 한 자에 대한 몫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만 서비스업
으로 간주된다. 만일 생산 또는 가공하는 행위가 고객의 요구사항, 주문규격 등에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자의 부수적이고 기본적인 영리활동 내지 상표의 상품에
해당된다. 물질 또는 물품의 가공 또는 변형한 자에 의하여 타인에게 판매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로
간주되지 않는다.

◦ 특히 포함되는 서비스업
- 물품 또는 물질의 변형 및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는 모든 가공(예: 의류의 염색)에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 이러한 변형 서비스는 만약 수리 또는 유지보수의 틀(예: 자동차
범퍼의 크롬 도금) 안에서 제공되는 경우 40류로 분류된다.
- 건물 이외의 물질 또는 물품의 제조공정에 수반되는 재료처리 서비스업(예: 절단, 성형,
연마 또는 금속도금 서비스업)
- 납땜 또는 용접과 같은 재료 접합업
- 식품 가공처리업(예: 과일 분쇄업, 밀가루 분쇄업, 음식 및 음료수 보존업, 식품훈제
처리업, 식품냉동업)
- 타인에 의한 주문 및 타인이 요구하는 제품 규격에 따라 주문제작된 서비스업(예: 주문자
제조방식의 자동차 제작업)
- 치기공서비스업
- 퀼팅업, 자수(刺繡)업, 맞춤 양재업, 직물염색업, 직물마감처리업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물품 또는 물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서비스업(예: 가구 유지보수 또는
수리업)(제37류)
- 건축 분야의 서비스업(예: 도색 및 미장공사업)(제37류)
- 세탁, 창문 청소, 건물 내부 및 외부 표면 청소와 같은 청소 서비스업(제37류)
- 방청업(예: 차량 방청처리업)(제37류)
- 주문자 제조방식에 의하여 제공되는 특정 서비스(예: 주문자 제조방식의 자동차 도색업
(제37류)
- 식품 장식업, 식품 조각업(제43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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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류 S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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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류

【포괄상품명칭 목록】
포괄서비스명칭

유사군코드 (구)포괄코드

라미네이팅 처리업
(laminating)

S100102, N40002
S100105,
S100106,
S100111

물체상의 이미지 조각 판화업
(engraving of images on objects)

S100103, N40003
S100105,
S100111

조각판화업
(engraving)
목재의 벌채 및 가공업
(timber felling and processing)

S100105, N40001
S120102

용수처리 및 정화업
(water treatment and purification)

S100108, N40004
S128105

플라스틱 도금 처리업
플라스틱 라미네이팅 처리업
플라스틱 분쇄 처리업
플라스틱 성형 및 가공업
플라스틱 시트 라미네이팅
처리업
플라스틱 압출성형 처리업
플라스틱 재료 맞춤 조립대행업

plating of plastics

플라스틱 재료 몰딩업
플라스틱 재료 처리 관련 정보
제공업
플라스틱 재료 처리 및 가공업

molding of plastic materials

플라스틱 재료 처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플라스틱 재료 처리업
플라스틱 재생업
플라스틱 주형업
플라스틱제 샤워커튼의 주문
제작대행업
합성수지 가공업
합성수지마감처리업

processing of plastic material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laminating of plastics
plastic crushing
molding and processing of plastics
laminating of plastic sheets
plastic extruding
custom assembling of plastic
materials for other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processing of plastic materials
treatment and processing of plastic
materials

material treatment of plastics
plastic regeneration
moulding of plastics
custom manufacture of shower
curtains of plastic for others
processing of synthetic resins
finishing of synthetic resins

[제40류/S100101] 고무 가공업
서비스업의 범위

[제40류/S100103] 석재가공업
서비스업의 범위

◦ 고무가공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고무 가공업
고무 벨트 가공업
고무 성형 가공업
고무가공 관련 정보제공업

processing of rubber

고무스탬프조각업
고무제 간판 가공업
고무제 전기케이블 코팅처리업
빛투과 방지용 합성고무 시트
가공업
재료가황(加黃)처리업
전기절연용 고무제품 가공업

engraving of rubber stamp

processing of rubber belts
rubber forming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processing of rubber
processing of rubber signs
coating of electric cable of rubber
processing of synthetic rubber sheet
for resistant light transmitting
vulcanization [material treatment]
processing of electrical insulating
rubber products

◦ 석재가공업, 석재연마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광석 열처리업
대리석 가공업
맥반석 가공처리업

heat treating of ores
processing of marble
processing of quartz (feldspar)
porphyry
sandblasting services

모래분사 가공업
석재 가공처리업
석재 분쇄 처리업
석재 조각업
석재연마업
암석삭마업
콘크리트 가공업
콘크리트 분쇄처리업
표면 공압 연마업

processing of stone
crushing of stone
carving of stone
stone grinding
abrasion
processing of concrete
crushing of concrete
pneumatic grinding of surface

[제40류/S100102] 플라스틱 가공업
서비스업의 범위

[제40류/S100104] 광학유리연마업
서비스업의 범위

◦ 플라스틱가공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수지 가공업
에폭시 수지 가공업
플라스틱 가공업

processing of resin
processing of epoxy resin
processing of plastics

◦ 광학유리연마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개별요구사항 충족용 광학렌즈
가공업

processing of optical lenses to meet
individual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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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렌즈 연마업
광학렌즈 코팅업
광학렌즈 프레스 가공업
광학유리 가공업
광학유리 표면처리업
광학유리연마업
도자기 가공업
도자기 소성(燒成)업
렌즈 가공업
렌즈 연마업
렌즈광택처리업
세라믹 가공업
세라믹 글레이징업
세라믹가공 관련 정보제공업

polishing of optical lenses

세라믹가공 및 관련 정보제공업

ceramic process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세라믹제품 제조용 재료 처리업

treatment of materials for the
manufacture of ceramic goods

안경용 안과 렌즈 맞춤제조업

custom manufacture of ophthalmic
lenses for eyeglasses

안경용 유리연마 및 광택업

grinding and polishing glass for
eyeglasses

유리 가공업
유리 에칭업
유리 재료 처리업
유리 제조기계 임대업

processing of glasses

유리 제조기계기구 임대업

rental of glassware manufacturing
machines and apparatus

유리광택처리업
유리기구 제조기계 임대 관련
정보제공업

glass polishing

유리담금질업
유리불기업
유리연마광택처리업
유리표면의 반사방지처리업

glass tempering

유리표면재처리업
유리표면착색처리업

glass resurfacing

판유리 가공업

processing of plate glass

coating of optical lenses
press of optical lenses
processing of optical glass
treatment of optical glass surface
optical glass grinding
processing of ceramics
firing pottery
processing of lenses
grinding of lenses
polishing of lenses
ceramic processing
ceramic glazing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ceramic processing

glass etching

대용목재라미네이팅처리업
등나무처리업
목공 관련 정보제공업
목공업
목공용 기계기구 임대업
목재 가공업
목재 절삭 가공업
목재 절삭업
목재건조업
목재내화처리업
목재방부처리업
목재방수처리업
목재방충처리업
목재보존처리업
목재인공건조처리업
목재조각업
목재평삭처리업
목재표면처리업
목제 간판 가공업
목제 창문 블라인드의 주문제
작대행업
베니어 제조용 기계기구 임대업

treatment of glass materials

베니어링용 기계기구 임대업

rental of glassware manufacturing
machines

보존 목적의 목재 처리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ntal of glassware manufacturing
machines and apparatus
glass-blowing
polishing and burnishing of glasses
treatment of antireflective glass
surface
window tinting treatment being
surface coating

소목공사업(목제 제품 주문
제작업)
제재 및 목재 가공업
제재목공기계기구 임대업
제재업
제재용 기계기구 임대업

laminating of wood substitutes
processing of rattan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woodworking
woodworking
rental of machines and apparatus for
wood-working
processing of wood
cutting of wood
milling of wood
drying of wood
fireproofing of wood
wood preservatives services
waterproofing of wood
mothproofing of wood
preservation of wood
artificial drying of wood
wood carving
planing of materials
treatment of wood surface
processing of wooden signboards
custom manufacture of woven
timber window shades for others
rental of machines and apparatus for
plywood making
rental of machines and apparatus for
veneering
treatment of wood for preservation
purposes
joinery services [custom
manufacturing of woodwork]
sawing and wood processing
rental of machines and apparatus for
lumbering, wood-working, or
veneering or plywood making
sawing of materials
rental of machines and apparatus for
lumbering

제재용/목공용 또는 화장판/
베니어 제조용 기계기구 임대업

rental of machines and apparatus for
lumbering, woodworking, or veneer
or plywood making

평삭처리업

planing [saw mill]

[제40류/S100106] 종이가공업
[제40류/S100105] 목공업, 제재업
서비스업의 범위
◦ 목공업, 제재업

◦ 종이가공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가구용 목재 가공업
나무껍질처리업
대나무/나무 껍질/등(藤)/
덩굴/식물성 기초재료 가공업
대나무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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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ing of wood for furniture
processing of tree barks
processing of bamboo, tree barks,
rattan, vines or other natural materials
processing of bamboo

골판지 제조용 기계 임대업
벽지의 주문제작대행업

rental of machines for the manufacture
of corrugated cardboard
custom manufacture of wall coverings
for others

서류작업용 기계기구 임대업

rental of machines and apparatus for
paper-working

아동용 종이제 턱받이의 주문
제작대행업

custom manufacture of children's
bibs of paper for others

40류 S100108
제지마감처리 관련 정보제공업
제지마감처리업
제지용 기계기구 임대업
종이 가공업
종이 재료 처리업
종이 제산업
종이 처리 및 가공업
종이가공 관련 정보제공업
종이라미네이팅처리업
펄프 가공업
펄프 제조 및 제지기계기구
임대업
펄프 제조용 기계기구 임대업
펄프제조 및 제지기계기구
임대 관련 정보제공업
포장용 골판지 가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paper finishing services
paper finishing
rental of machines and apparatus for
papermaking
paper treating
treatment of paper materials
de-acidification of paper
paper treating and processing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paper treating services
laminating of paper
processing of pulp
rental of machines and apparatus for
pulp-making, papermaking or
paper-working
rental of machines and apparatus for
pulp-making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ntal of machines and apparatus for
pulp-making, papermaking or
paper-working
processing of corrugated packing
board

[제40류/S100107] 정제업, 원유가공업
서비스업의 범위
◦ 정제업, 원유가공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석유 정제업
석유가공처리업
석유화학제 정제업
연료 정제업
연료처리업
오일 정제업
원유 가공업
원유 및 합성유 혼합업

refining of petroleum
oil processing
refining of petrochemicals
fuel refining
processing of fuel materials
oil refining
processing of oil
blending of crude oil and synthetic
oils
treatment and transformation of
crude oil
oil refinery services

원유의 처리 및 변환업
원유정재업
원유프로세싱업
정제업
천연가스 가공업
천연가스 정제업

processing of crude oil
refining services
processing of natural gas
refining of natural gas

[제40류/S100108] 용수처리업, 폐기물 재생업
서비스업의 범위
◦ 용수처리업, 폐기물 재생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공업용 폐기물처리업, 공업용 폐수정화업(제40류/S128105)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가구 재생업
냉각액 재생업
물 담수화업
물 재생 및 담수화업

recycling of furniture

물 탈염업
쓰레기 재활용업
알루미늄캔 재활용업
업사이클링업(폐기물 재생업)
용수 재생업
용수 처리업
용수처리 관련 정보제공업

water demineralization

recycling of refrigerant fluids
desalination of water
water recycling and desalination
services

용수처리 및 관련 정보제공업
용수처리장치 임대업
유해물재생처리업
윤활유재처리업
윤활제 혼합대행업
음료병 재활용업
의료폐기물 재생업
잉크 재생업
잔여물 및 폐기물 재생업
재활용 냉동 및 냉장기기 처리업
재활용 세탁 및 청소용구
(전기식은 제외) 처리업
재활용 전기음향영상기기
처리업
재활용 전기절연재료 재생업
전자제품 재활용업
전지 재활용업
조리용 기름 및 식물성 기름
재생업
종이 재생업
촉매 변환기 재활용업
커피폐기물 재생업
컴퓨터 주변기기 재활용업
컴퓨터 하드웨어 재활용업
탄소 상쇄(저감)을 위한 재활용업
토너 재생업
페트병 재활용업
폐가전부품재생처리업
폐기물 및 쓰레기 재생업
폐기물 및 쓰레기 재활용 관련
상담업
폐기물 및 쓰레기 재활용 관련
정보제공/자문/상담업
폐기물 재생업
폐기물 재활용 관련 정보제공업
폐기물 재활용 및 관련 정보
제공업

recycling of trash
recycling of aluminum cans
upcycling [waste recycling]
recycling of water
water treating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water treating services
water treat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rental of water treatment equipment
recycling of hazardous substances
reprocessing of lubricating oil
mixing lubricants for third parties
recycling of beverage bottles
recycling of medical waste
recycling of ink
recycling of residues and waste
recycling of refrigeration and
refrigerating equipment
recycling of cleaning tools and
washing utensils (other than )
recycling of electric audio and visual
apparatus and instruments
recycling of electrical insulating
materials
recycling of electronics
recycling of electric batteries
cooking oil and vegetable oil
recycling services
recycling of paper
recycling of catalytic converters
recycling of coffee wastes
recycling of computer peripherals
recycling of computer hardware
recycling for carbon offsetting
purposes
recycling of toner
recycling of pet bottles
recycling of waste home appliances
recycling of waste and rubbish
consultancy relating to the recycling
of waste and trash
information, advice and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the recycling of
waste and trash
recycling of waste and trash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cycling of waste
recycling of waste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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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류 S100108
폐기물에너지 증기전환업
(에너지재활용업)
폐유 재생업
폐윤활유 재생업
폐전자부품재생처리업
플라스틱 재활용업
합성섬유 제조용 재료 획득용
의류재활용업
핵연료 재생업
핵연료재처리 관련 정보제공업
핵연료재처리 및 관련 정보
제공업
핵연료재처리업
화학물질 재생업

conversion of waste energy into
steam [energy recycling services]

천연가스 액화업
탄소격리를 이용한 전력생산업

natural gas liquefaction services

태양광 발전소 및 설비를 통한
태양광발전에너지생산업

production of solar energy through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plants and equipments

태양광발전업

electricity generating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recycling of clothing to obtain
materials for making synthetic fibers

태양에너지 발전업

generation of electricity from solar
energy

nuclear fuel recycling

태양에너지 생산 분야 기술상담업

technical consultancy in the field of
production of solar energy

태양열 발전업
파동/풍력/태양에너지 전기
생산업
파동에너지 전기생산 관련
정보제공 및 자문업

electricity generating of solar power

recycling of waste oil
recycling of waste lubricating oil
recycling of waste electronic
components
recycling of plastic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nuclear fuel reprocessing
nuclear fuel reprocess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nuclear fuel reprocessing
recycling of chemicals

[제40류/S100109] 마구가공업
서비스업의 범위
◦ 마구가공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마구(馬具) 가공업

saddlery working

[제40류/S100110] 에너지생산업, 발전업
서비스업의 범위
◦ 발전업, 에너지생산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가스 및 전기 생산업
가스 생산업
바이오에너지생산업
발전소를 이용한 에너지생산업
발전업
석유가스 액화업
수력전기 생산업
에너지 가공 및 변형업

generation of gas and electricity

에너지 생산 분야 상담업

consultancy in the field of energy
generation

에너지생산업
연료 및 에너지의 다른 자원 생산
및 가공업
원자력발전소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업
재생에너지로부터 전기에너지
생산업
전기생산업
전기에너지 생산 관련 상담업

production of energy

전력생산업

generation of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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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 production services
production of bio energy
production of energy by power plants
electricity generating
petroleum gas liquefaction
production of hydroelectric power
processing and transforming of
energy

production and processing of fuels
and of other sources of energy
production of energy by nuclear
power plants
production of electrical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generation of electricity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the
generation of electrical energy

파력 발전업
파장 에너지로부터 전기생산업
폐기물 에너지 발생서비스업
폐기물 에너지 전기전환업
(에너지재활용업)
풍력 발전업
풍력에너지 전기생산업

generation of electrical power using
carbon sequestration

generation of electricity from wave,
wind and solar energy
information and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he generation of electricity
from wave energy
electricity generating of wave power
generation of electricity from wave
energy
waste-to-energy generation services
conversion of waste energy into
electricity [energy recycling
services]
electricity generating of wind power
generation of electricity from wind
energy
switching of nuclear fuel

핵연료전환처리업

[제40류/S100111] 금속처리업, 전기도금처리업, 보석
및 귀금속가공업, 자화(磁化)처리업
서비스업의 범위
◦ 금속가공업, 도금처리업
◦ 보석 및 귀금속가공업
(서비스업의 대상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유사여부 판단)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경석에 의한 연마처리업, 주석에 의한 재도금업(제37류/S100111)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1. 금속가공업 (예시)
가구 주형업
가스작동식 용접장치 임대업
강재 가공업
강재 압연 가공업
강재 열처리 가공업
강재 절단 가공업
강철 말뚝 가공업
강판 전단 가공업
강판절단업
경금속 가공업
공업용 화학제를 사용하는
금속표면 가공업
공업용 화학제를 사용하는
금속표면 에칭 가공업

moulding of furniture
rental of gas-operated welding
apparatus
processing of steel
rolling of steel
heat treating of steel
cutting of steel
processing of steel piles
shearing of steel
cutting of steel sheets
processing of light metals
processing of metal surface using an
industrial chemicals
etching of metal surface using an
industrial chemicals

40류 S100111
공작기계 대여업
광택 처리업
구리세공업
금속 가공업
금속 고분자 복합재료 가공업
금속 라미네이팅 처리업
금속 열처리 가공업
금속 열처리업
금속 절단 가공업
금속 절삭업
금속 제련업
금속 제조 및 마감처리업
금속 채취용 흙물질 가공업
(재료 처리업)
금속 처리업
금속 표면처리 또는 가공업
금속/금속제품의 전해 및
금속코팅/금속처리/주조/
담금질업
금속가루 가공업
금속경화업
금속관 열처리업
금속기계 가공업
금속담금질업
금속부품 가공업
금속세공업
금속소성가공처리업
금속에나멜처리업
금속용사업
금속의 처리 및 변환업
금속재료 처리정보의 제공업
금속정제업
금속제 구성부품 성형업
금속제 파스너 코팅서비스업
금속제 품의 조립대행업
금속제품 표면마감업
금속주조업
금속주형주물업
금속처리기계 및 공구 임대 관련
정보제공업
금속처리기계기구 임대업
금속표면 연마 가공업
금속표면 열처리업
금속표면 처리 및 코팅업
금속표면불소수지코팅처리업
금형 가공업
금형 재생업
금형복원업
금형업

rental of machine tools
polishing
coppersmithing
metalworking
processing of metal polymer
composites
metal laminating
heat treating of metals
heat treatment of metals
cutting of metals
milling of metal
metallurgical smelting
metal fabrication and finishing
services
processing of earth materials to
obtain metals [material processing]
metal treating
surface treatment or processing for
metals
electro and metal coating, metal
treating and casting, hardening of
metal and metal products
processing of metal powder
hardening of metals
heat treatment of pipes and tubes
made of metal
machining of metals
metal tempering
processing of metal parts
metal smithing
metal plastic working
enamelling of metals
metallizing
treatment and transformation of
metal
metal material processing
information
refining of metals
shaping of metal components
coating of metal fasteners
assembly of products made of metal
surface finishing of metal articles
metal casting
metal mold casting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ntal of metal treating machines
and tools
rental of metaltreating machines and
tools
abrasive polishing of metal surfaces
heat treatment of metal surfaces
treatment and coating of metal
surfaces
fluoropolymer coating of metal
surface
processing of mold
recycling of mold
mold remediation services
molding

금형주조업
납 가공처리업
납땜처리업
단조업
담금질업(풀림업)
대장장이업
도금공정의 표면처리업

mold casting
lead working
soldering
metal foreging
annealing
smithing

레이저획선표시업
맞춤키 절단업
물리적 또는 화학적 증착반응
공정을 이용한 금속표면 코팅업
물리적 증착반응공정을 이용
한 금속표면 코팅업
반도체용 금형 제작 가공업
보일러 제관(製罐)업
보일러용 금속제 부품 주조업
부식방지용 금속부품 처리업
스테인리스강 시트 및 코일
마감처리업
알루미늄 처리업
압력 주조업
연마가공에 의한 금속표면처리업

surface treatment in the plating
process
laser scribing
custom key cutting services
coating of metal surfaces using
physical vapor deposition or chemical
vapor deposition processes
coating of metal surfaces using
physical vapor deposition
processes
manufacturing of molds for
semiconductor
boilermaking
casting of metal parts for boilers
treatment of metal parts to prevent
corrosion
applying finish to stainless steel
sheets and coils
treatment of aluminum
die casting
processing of metal surfaces by
abrasive polishing

연마광택처리업
열쇠 가공업
용융아연도금 및 분말코팅공정을
이용한 부식방지용 금속부품
처리업
용접기계기구 임대업

burnishing by abrasion

용접업
용접장치 임대업
전기 용접기계 임대업
전기 용접장치 임대업
전자부품 금형 가공업

welding services

정밀연마 및 연마가공에 의한
금속표면 가공업

processing of metal surfaces by
precision grinding and abrasive
polishing

정밀연마기술을 이용한 금속
표면처리업
주문 및 특수요구에 의한 금속
제품 주조업
주문 및 특수요구에 의한 주문식
강철압연 및 제조업

processing of metal surfaces using
precision grinding techniques

주석 가공업
주석 세공업
철공업
철물 맞춤제조업

processing of tins

초음파 용접기술을 이용한
구성부품 결합업
크롬에 의한 재도금업
팔라듐 도금 처리업

joining of components using ultrasonic
welding techniques

key cutting
treatment of metal parts to prevent
corrosion using hot-dip galvanizing
and powder coating processes
rental of welding and soldering
apparatus and machines
rental of welding apparatus
rental of electric welding machines
rental of electric welding apparatus
processing of electronic component
mold

forging of metal goods to the order
and specification of others
custom steel rolling and fabrication
to the order and specification of
others
tin smithing
blacksmithing
custom manufacture of metal
hardware

re-tinning of chromium
palladium pl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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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류 S100111
프라이스 절삭업
화학증착반응공정을 이용한
금속표면 코팅업

millworking
coating of metal surfaces using
chemical vapor deposition processes

2. 도금처리업 (예시)
귀금속도금 처리업
금도금 처리업
금속 도금처리 및 라미네이팅
처리업
금속관 내외부 도금업

precious metal plating

금속도금 처리업
금속표면 하드니켈도금 및
하드크롬도금업
금속표면 하드니켈도금업
금속표면 하드크롬도금업

metal plating

니켈도금 처리업
도금 처리업
아연도금 처리업
용융도금업
은도금 처리업
전기도금 처리업
주석도금 처리업
카드뮴 도금 처리업
크롬도금 처리업
합금도금 처리업

nickel plating

gilding

exterior and interior plating of pipes
and tubes made of metal
hard chromium plating and hard
nickel plating of metal surfaces
hard nickel plating of metal surfaces
hard chromium plating of metal
surfaces
plating
galvanization
hot dipping
silver plating
electroplating
tin plating
cadmium plating
chromium plating
alloy plating

magnetization

4. 보석 및 귀금속가공업 (예시)
귀금속 연마 광택처리업
귀금속 재생업
귀금속 정제업
귀금속세공업
귀금속연마업
귀석 광택업
귀석 절단업
금 세공업
다이아몬드 광택업
다이아몬드 및 기타 귀석 가공
및 절단업
다이아몬드 및 기타 귀석 광택업

polishing and burnishing of precious
metal
recycling of precious metal
precious metal refining
precious metal smithing
polishing of jewelry
polishing of precious stones
cutting of precious stones
goldsmithing
polishing of diamonds
processing and cutting of diamonds
and other precious stones
polishing of diamonds and other
precious stones

다이아몬드 절단업

cutting of diamonds

보석 가공업
보석 및 귀금속 가공업

processing of jewelry

보석 연마광택처리업
보석 주조업
보석의 원석 광택업
보석의 원석 절단업
은세공업

polishing and burnishing of jewel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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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의 범위
◦ 섬유 및 의류가공업, 모피 및 원피가공업
◦ 염색업
(서비스업의 대상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유사여부 판단)

metal plating and laminating

3. 자화(磁化)처리업 (예시)
자화(磁化)처리업

[제40류/S100112] 직물가공업, 염색업

processing of jewellery and precious
metals
jewelry casting
polishing of gemstones
cutting of gemstones
silversmithing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1. 염색업 (예시)
가발염색 가공업
가방 천연염색업
가죽 염색업
가죽재료 무두질/염색/맞춤
조립업
모피 염색업
사(絲)염색 가공업
섬유 염색 가공업
신발염색업
염색업
의류 염색업
인조모피 염색업
직물 염색업
천 또는 의류 염색업
침구 천연염색업
편물 및 직물 염색업(재료
처리업)

dyeing of false hair
natural dyeing of bag
leather staining
tanning, dyeing and custom
assembling of leather materials
fur dyeing
fiber dyeing and finishing
textile dyeing and finishing
shoe staining
dyeing services
dyeing of clothing
dyeing of artificial fur
textile dyeing
dyeing of cloth or clothing
natural dyeing of bedding
knitting and dyeing of fabrics
[treatment of materials]

2. 섬유 및 의류가공업 (예시)
맞춤 의복 개조업
맞춤 퀼팅업
면사 방적업
방충 처리업
섬유구김방지처리업
섬유마감처리 및 코팅업
섬유상의 옷본날염업
섬유위빙업
섬유처리업(방충처리)
섬유표백처리업
아동용 의류의 주문제작대행업
아동용 직물제 타월의 주문
제작대행업
옷감곰팡이방지처리업
옷감구김방지처리업
옷감의 퍼머넌트프레스처리업
옷감축융업
의류 마감 처리업
의류 모노그램업
의류 재생업
의류 항균처리업
의류곰팡이방지처리업
의류구김방지처리업

custom clothing alteration
custom quilting
cotton spinning
mothproofing services
crease-resistant treatment of
textiles
finishing and coating of textiles
printing of patterns on textiles
textile weaving
textile treatment in the nature of
mothproofing
bleaching of textiles
custom manufacture of children's
clothing for others
custom manufacture of children's
towels of textile for others
mold prevention treatment of cloth
crease-resistant treatment of cloth
permanent-press treatment of cloth
fulling of cloth
applying finishes to clothing
monogramming of clothing
recycling of clothing
anti-microbial treatment of clothing
mold prevention treatment of clothing
crease-resistant treatment for clothing

40류 S100113
의류내화(耐火)처리업
의류방충처리업
의류수축방지처리업
의류의 주문제작대행업
의류의 퍼머넌트 프레스 처리업
의류처리업
의류표백처리업
의복개조업
의복방수처리업
자수 관련 정보제공업
자수(刺繡)업
재활용 목적의 의류 처리 및 가공업
직물 가공업
직물 또는 모피 방수처리업
직물 또는 모피 수축방지처리업
직물 또는 모피내화(耐火)처리업
직물 마감 처리업
직물 방수처리업
직물 방충처리업
직물 인쇄업
직물 준비 및 처리업
직물 처리업
직물 처리용 기계기구 임대업
직물 표백 처리업
직물가장자리처리업
직물곰팡이방지처리업
직물내화(耐火) 처리업
직물브러시업
직물수축방지처리업
직물에징처리업
직물의 퍼머넌트프레스처리업
직물화학처리업
직조업
천 방수 처리업
천/의류/모피 처리 또는 가공
관련 정보제공업
천/의류/모피 처리 또는 가공
및 관련 정보제공업

fireproofing of clothing
mothproofing of clothing
cloth pre-shrinking
custom manufacture of clothing for
others
permanent-press treatment of
clothing
treatment of cloth
bleaching of clothing
clothing alteration
waterproofing of clothing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embroidering services
embroidery services
treatment and processing of clothing
for recycling purposes
cloth treating
waterproofing (for textile or furs)
treatment of textile or furs to prevent
shrinking
fireproofing [for textile or furs]
applying finishes to fabric
fabric waterproofing
textile mothproofing

3. 모피 및 원피가공업 (예시)
가구용 가죽제 장식 주문제작
대행업
가죽 또는 수피 무두질업
가죽 및 모피 처리업
가죽 처리업
가죽마감처리업
가죽무두질업
가죽재료 맞춤조립대행업
모피 곰팡이 방지처리업
모피글로싱업
모피내화(耐火) 처리업
모피방수 처리업
모피방충(防蟲) 처리업
모피새티닝업
모피수축방지처리업
모피처리업
모피컨디셔닝업
무두질업
양모 처리 및 가공업
양모처리업

custom manufacture of leather
trimmings of furniture for others
tanning of leather or hides
working of leather and furs
leather working
skin dressing
tanning of leather
custom assembling of leather
materials for others
mold prevention treatment of furs
fur glossing
fireproofing of furs
waterproofing of furs
fur mothproofing
fur satining
treatment of furs to prevent shrinking
treatment of fur
fur conditioning
tanning
wool treatment and finishing
wool treating

textile printing
preparation and treatment of fabric
textile treating
rental of machines and apparatus for
treating textiles
bleaching of fabric
cloth edging
mold prevention treatment of textiles
textile fireproofing
fabric brushing
pre-shrinking of fabric
edging of fabric
permanent-press treatment of fabrics
chemical treatment of textile
warping [looms]
waterproofing of cloth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treatment or processing of cloth,
clothing or fur
treatment or processing of cloth,
clothing or fur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천/의류/모피 처리 또는 가공업

treatment or processing of cloth,
clothing or fur

침구 방충처리업
카펫 바닥안감대기업

mothproofing of bedding

카펫 항균처리업
퀼팅업
티셔츠 자수업
패브릭에의 패턴 인쇄업
포지날염 가공업
풍력발전 장비 주문제작용
탄소섬유 가공업

anti-microbial treatment of carpets

applying backing to the underside of
carpets
quilting
tee-shirt embroidering services
pattern printing on fabric
forge printing patterns
processing of carbon fiber for custom
manufacture of wind power equipment

[제40류/S100113] 곡물가공업, 수산물가공업
서비스업의 범위
◦ 곡물 및 수산물가공업
(서비스업의 대상을 개별적 ․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유사여부 판단)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건멸치 가공업
곡류 가공업
곡물 가공업
곡물가공 상담업
곡물가공 정보제공업
곡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
보조식품 가공업

processing of dry anchovy

과실 및 채소 가공업
과실저장처리업
과일 압착대행업
과일압착업
농산물 가공업
농산물 진액 추출 가공업

processing of fruits and vegetables

농업용 곡물종자 가공업
도살업
도정업
도축업
동물도살업
떡 전문 가공업
마가목을 주원료로 한 발효식품
가공업

processing of agricultural grain

processing of grain
processing of cereals
grain processing consultancy
grain processing information
processing of health supplements
food as the main component of the
grain
preserving of fruit
pressing of fruit for others
fruit crushing
processing of agricultural products
extracting of agricultural product
extracts
butchering
cereals husking
livestock slaughtering
slaughtering of animals
processing of rice cakes
processing of fermented food as the
main component of rowan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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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류 S100113
음식료품 가공업
인삼 가공업
제분업
제조용 식품 가공업

processing of food and beverage

막걸리 양조업

brewing of Korean traditional rice
wine (Makgeoli)

매생이 가공업
맥주 양조업
맥주양조대행업
발효곡물 가공업
발효를 통한 식품 가공업
발효식품 가공업
비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가공업
사료처리업
사이다제조대행업
생선 가공업
소주증류업
소형 양조장에서의 맥주양조업
수산물 가공업
스프리츠 증류대행업
식료품 가공업
식용 야생화 가공업
식용 야생화 가공포장업
식용유 정제업
식육처리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음료 가공 기계기구 임대 관련
정보제공업

processing of seaweed fulvescens

식음료 제조용 미가공재료 가공업

processing of raw materials for the
manufacture of food and beverages

서비스업의 범위

식음료가공기계기구 임대업

rental of machines and apparatus for
processing foods or beverages

식품 가공처리업
식품 냉동업
식품 및 음료의 저온살균업
식품 방사선조사(照射)업
식품 제분업
식품 처리업
식품가공기계기구 임대업

food processing treatment

◦ 줄장식처리업
(서비스업의 대상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유사 여부 판단)

식품발효 가공업
식품방충처리업
식품보존서비스업
식품훈제처리업
쌀 가공업
쌀의 발효 가공업
오리도축업
오리육 가공업
오리육냉동업
오리육훈제처리업
와인제조 대행업
와인제조 분야 상담업
음료가공기계기구 임대업
음료수 가공처리업
음식 및 음료수 보존업
음식 캔처리업

866

유사상품 심사기준

brewing of beer
beer brewing for others
fermenting of grain
fermenting of foods
processing of fermented food
processing of vitamin enriched
nutraceutical preparations
processing of feedstuffs
cider-making for others
processing of fish
spirits distillery services
brewing of beer by microbreweries
processing of marine products
distilling of spirits for others
processing of food
processing of edible wild flower
packing of edible wild flower
refining of edible oils

processing of ginseng
flour milling

주문에 의한 제빵업
차잎 가공업
치즈 가공업
치즈성분이 함유된 유제품 가공업
치즈숙성 가공업
커피 가공업
커피 및 차 가공업
커피 볶음 및 가공업
커피 분쇄 처리업
커피 조미 가공업
포도주 양주 관련 정보제공업
한약재 진액 추출 가공업
해초 가공업
훈제 식품용 스모크하우스업

meat treatment

processing of foodstuffs for use in
manufacture
custom manufacturing of bread
tea-leaf processing
processing of cheese
processing of dairy containing cheese
ingredients
cheese processing services in the
nature of ripening, maturing and
aging of cheese
processing of coffee
processing of coffee and tea
coffee roasting and processing
crushing of coffee
coffee flavoring
providing information about
wine-making
extracting of medicinal herb extracts
processing of seaweed
smoke house services for smoking
food

packing of meat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ntal of machines and apparatus for
processing food or beverages

[제40류/S100199〕 기타 가공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freezing of foods
pasteurizing of food and beverages
irradiation of food
food milling
food processing
rental of machines and apparatus for
processing beverages
fermenting of food
mothproofing of food
food preservation services
food smoking
processing of rice
fermenting of rice
duck butchery
processing of duck meat
freezing of duck meat
duck meat smoking
wine-making for others
consultancy in the field of wine making
rental of machines and apparatus for
processing foods
beverage processing treatment
food and drink preservation
food canning

PDA 전자구성부품 맞춤조립업
가구 내화(耐火) 처리업
가구 주문제작업
가구커버 처리업
가발 가공업
가발 주문제작 및 맞춤업

custom assembling of electronic
components for personal digital
assistants [PDAs]
furniture fireproofing
custom manufacture of furniture
furniture covering
processing of false hair
custom manufacture and fitting of
wigs

가방 표면처리업
가스정화장치 가공업

treatment of bag surface

가정용 로봇 청소기부품 주문
제작업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가공업

custom manufacture of robot
cleaners for household purposes

건물 항균처리업
건설자재 가공업
계량펌프 가공업
고분자코팅업
골분비료 가공업
공구 주문제작대행업

anti-microbial treatment of buildings

공기펌프 가공업
공압장치 가공업

processing of gas scrubbing
apparatus

processing of electric massage
apparatus for household use
processing of construction materials
processing of metering pumps
high molecule coating
processing of bone meal (fertilizer)
custom manufacture of tools for
others
processing of air pumps
processing of pneumatics

40류 S100199
분말 및 입상 압축용 기계 및
공구 주문제작업

공업용 노(爐) 코팅서비스업
광물 가공업
광물 가공처리업
광물 및 광물농축물 처리업

industrial furnace coating service

광물 재생업
광섬유 가공업
광학 응용제품 및 부품 가공업

recycling of mineral

귀금속제 핀 가공업
기록매체 재료 처리업

processing of pins (jewelry)

식물 성장 조절제 가공업

material treatment of recording
media

식물 호르몬제 가공업

내화(耐火) 처리업
냉동 보존업
도난후 발견되는 특정 자동차
식별용 자동차창문에 부착하는
식별번호 시퀀스에칭업

fireproofing
etching of a sequence of traceable
identification numbers on automobile
windows so as to identify a particular
automobile recovered after theft

식물용 미량원소제제 가공업

라이닝처리업
명패조각업
묘비조각업
무기물 정밀 처리업
문장조각업
바이오매스 가공업
바이오약제 맞춤제조업

lining

신발 제조용 기계 임대 관련
정보제공업
신발 주문제작업
신제품용 시제품 제작대행업

바이오약제 재료 처리대행업

processing of biopharmaceutical
materials for others

바이오약제 재료 처리업

treatment of biopharmaceutical
materials

반도체 가공업
반도체 마스크 가공업
반도체 및 집적회로주조업

processing of semiconductors

반도체 부품 및 집적회로 관련
주문제작 및 조립업

custom manufacturing and
assembling services relating to
semi-conductor parts and integrated
circuits

반도체 소자 가공업

processing of semiconductor
elements

반도체 시험장치 가공업

processing of semiconductor testing
apparatus

반도체 에칭 가공업
반도체 웨이퍼 가공업
반도체 웨이퍼 맞춤제조업

etching of semiconductors

반도체 장비 및 부품 가공업

processing of semiconductor
equipment and parts

반도체 제조용 부품 가공업

processing of parts fo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반도체 제조용 부품 재생업

recycling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arts

반도체 주조업
반도체 처리 가공업

semiconductor foundry

반도체광택처리업
반도체기기 웨이퍼 가공업

polishing of semiconductor

보트 맞춤제조업
봉안함 맞춤 제조업

custom manufacture of boats

processing of mineral substances
processing of minerals
treatment and processing of ores
and ore concentrates
processing of optical fibers
processing of optical applications
and components

cryopreservation services

engraving of nameplate
tombstone engraving
mineral accurate treatment
engraving of coat of arms
processing of biomass
custom manufacture of
biopharmaceuticals

processing of semiconductor masks
semiconductor and integrated circuit
foundry

processing of semiconductor wafers
custom manufacture of
semiconductor wafers

processing and assembly of
semiconductors
wafer fabricating of semiconductor
devices
custom manufacture of cinerary
caskets

비전기식 램프의 주문제작
대행업
비전기식 조리기구의 주문
제작대행업
석탄블렌딩업
식물 강화제 가공업

식물생육용 인공토양 가공업

식물육성제 가공업

실리콘 가공업
아동용 액자의 주문제작대행업
아동용 옷걸이의 주문제작
대행업
아동용 완구의 주문제작대행업
아동용 침구의 주문제작대행업
액체화학처리업
약재 가공업
약제 가공업

custom manufacture of machines
and tools for compressing and
compacting powders and granules
custom manufacture of non-electric
lamps for others
custom manufacture of non-electric
cooking utensils for others
coal blending
processing of preparations for
fortifying plants
processing of plant growth regulating
preparations
processing of plant hormones
(phytohormones)
processing of artificial
plant-cultivation soil
processing of preparations of trace
elements for plants
processing of plant growth
promoting preparation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ntal of machines for making shoes
custom manufacture of shoes
prototype fabrication of new
products for others
processing of silicone
custom manufacture of children's
picture frames for others
custom manufacture of children's
clothes hangers for others
custom manufacture of children's
toys for others
custom manufacture of children's
bedding for others
chemical treatment of liquids
processing of medicinal materials
processing of pharmaceutical
preparations
custom manufacture of
pharmaceuticals

약제 주문제작업
약제보존업
요트 맞춤제조업
워터슬라이드의 주문형 제작업
유기물 정밀처리업
의료기기 주문제작대행업

preservation of pharmaceuticals

의료기기용 전자구성부품
맞춤조립업
의수족 맞춤 제조업

custom assembling of electronic
components for medical devices

의약품 가공업
이동전화기용 전자구성부품
맞춤조립업
인공고막용 재료 가공업
인쇄회로기판 가공업
인쇄회로기판 표면 처리업
인체용 식이보충제 맞춤제조업
자동차 창문 썬팅업
자동차본체 및 섀시 맞춤조립
대행업

custom manufacture of yachts
custom manufacture of waterslides
organic accurate treatment
custom manufacture of medical
devices for others

custom manufacture of artificial
limbs
processing of medical products
custom assembling of electronic
components for mobile telephones
processing of artificial tympanic
membranes
processing of printed circuit boards
treatment of printed circuit board
surface
custom manufacturing of dietary
supplements for humans
tinting of car windows
custom assembling of automobile
bodies and chassis for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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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류 S100199
자동차용 드럼 브레이크 가공업
자동차용 디스크 브레이크
가공업
자물쇠 주문제작업
전기접속구 주문제작업

processing of automobile brake
drums
processing of automobile disc brake

- 제재 및 목재가공업(제40류/S100105)

custom manufacture of locks
custom manufacture of electric
connections

전자제품 제조대행업

manufacturing of electronic goods
for others

제조공정용 공업용 로봇 임대업

rental of industrial robots for use in
manufacturing

줄장식처리업
집적회로 가공업
착유처리업
촉매제 가공업
치약 가공업
컴퓨터 주문제작대행업

stripping finishes
processing of integrated circuits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목재벌목업

logging

[제40류/S1202] 제판업, 인쇄업, 제본업, 영화필름제판업,
인쇄장비임대업

milk processing

서비스업의 범위

processing of catalysts
processing of dentifrices
custom manufacture of computers
for others
contact lens tinting

콘택트렌즈 착색처리업
토양안정제 가공업
토탄비료 가공업
통신기구용 전자구성부품
맞춤조립업
통신기기 주문제작대행업
페인트 첨가제 처리 가공업
페인트혼합처리업
항공기 맞춤조립업
항공기 주문제작업
향기요법용 에센셜 오일 커스텀
블렌딩업
향료 가공업
혼합 유기질비료 가공업
혼합제 가공업
혼화제 가공업
화구 가공업
화장품 맞춤제조업
화학 시약 가공 및 처리업
화학시약 처리업
화학제 및 석유화학제 처리업
화학제 캡슐화 및 유해 화학제
분사업
화학품 가공업
회로기판 가공업
회로기판 및 반도체의 맞춤 조립업
효소시스템처리에 의한 화학제의
물질 전환업

processing of chemical preparations
for stabilizing soil
processing of peat (fertilizer)
custom assembling of electronic
components for communication
devices
custom manufacture of
communication devices for others
processing of paint additives
mixing of paints
custom assembly of aircraft
custom manufacturing of aircraft
custom blending of essential oils for
aromatherapy use
processing of perfumery
processing of mixed organic
fertilizers
processing of blending agents
processing of compounds
processing of tinder
custom manufacturing of make-up
processing and handling of chemical
reagents
processing of chemical reagents
processing of chemicals and
petrochemicals
chemical encapsulation and
dispersion of hazardous chemicals
processing of chemicals
processing of circuit boards
custom assembling of circuit board
and semiconductor
conversion of targeted substrates
into targeted chemical preparations
by treatment with enzyme systems

[제40류/S120102] 목재벌목업
서비스업의 범위
◦ 목재벌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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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유사상품 심사기준

◦ 제판업, 인쇄업, 제본업, 영화필름제판업, 인쇄장비임대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교과서출판업, 서적출판업(제41류/S1202, G5206)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1. 인쇄업 (예시)
광고물 인쇄업
광고브로슈어 인쇄대행업

printing of advertising matter

그라비어 인쇄업
그라비어인쇄 관련 정보제공업

photogravure

디자인인쇄대행업
디지털 매체 문서인쇄업

design printing for others

디지털 인쇄업
레이저인쇄업
문서제본업
물체상의 이미지 인쇄업
볼록인쇄업
사인 레터링업
사진식자업
색분해서비스업
색상구분업
서적 또는 서류제본업
서적 및 기타 문서의 주문형
디지털인쇄업
서적의 주문제작대행업
서적인쇄업
석판인쇄업
선물포장 상의 장식패턴인쇄업

digital printing

스크린 인쇄업
식자 및 식각제판업
실링인쇄조판 관련 정보제공업

screen printing

실링인쇄조판업
실크스크린인쇄업
영화필름 제판업

engraving of sealing stamps

printing of advertising brochures for
other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photogravure services
printing of documents from digital
media
laser printing
document binding
printing of images on objects
intaglio printing
sign lettering
photocomposing services
color separation services
colour separation services
binding of books or documents
digital on-demand printing of books
and other documents
custom manufacture of books
printing of books
lithographic printing
printing of decorative patterns on gift
wrap
typesetting and etching plate making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engraving of sealing stamps
silkscreen printing
movie film typesetting

40류 S1214
옵셋인쇄업
우표인쇄업
윤전그라비어 인쇄업
의류에 장식디자인 주문인쇄업
인쇄 관련 정보제공업
인쇄 및 관련 정보제공업
인쇄/석판인쇄/스크린인쇄/
디지털인쇄업
인쇄업
제본서비스 관련 정보제공업
제본업
제판업
초상화 인쇄업
티셔츠상에 메시지 인쇄업
편지지 인쇄업
플라스틱 필름 및 포장지 상의
장식패턴 인쇄업
필름인화/사진인쇄/사진확대
또는 사진마감처리용 기계기구
임대업
홍보 및 광고 목적으로 제품상에
기업이름 및 로고 주문인쇄
대행업
활판인쇄업

offset printing
printing of stamps
rotogravure
custom imprinting of clothing with
decorative design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printing services
print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printing, lithographic printing,
screen printing and digital printing
printing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bookbinding services
bookbinding
typesetting
portrait printing
imprinting messages on tee-shirts
stationery printing services
printing of decorative patterns on
plastic films and wrapping paper
rental of machines and apparatus for
film development, photograph
printing, photograph enlargement or
photograph finishing
customized printing of company
names and logos for promotional
and advertising purposes on the
goods of others
letterpress printing

2. 인쇄장비 임대업 (예시)
인쇄기계기구 임대 관련 정보
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ntal of printing machines and
apparatus

인쇄기계기구 임대 및 관련
정보제공업

rental of printing machines and
apparatu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인쇄기계기구 임대업

rental of printing machines and
apparatus

인쇄기구 임대업
인쇄물 가공업
인쇄장비 임대업
제본기계 임대 관련 정보제공업

rental of printing machines

제본기계 임대업
철(凸)판인쇄기 임대업
패턴 인쇄업

rental of bookbinding machines

processing of printed matter
rental of printing equipment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ntal of bookbinding machines
rental of typographic presses
pattern printing

[제40류/S120502] 치기공(齒技工)업
서비스업의 범위
◦ 치기공(齒技工)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치과서비스업, 치과보조업, 치아교정업, 치과상담업(제44류/
S120502)
- 소독제 소매업(제35류/S120501, G1004)

- 약조제업, 약조제자문업(제44류/S120501)
- 약제연구업, 의학연구업(제42류/S120505)
- 내과업, 외과업, 안과업, 한의원업(제44류/S120503)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치과고철제련업
치과용 보철물 주문제작업
치기공업(齒技工業)
치아 브리지 가공업
치아 브리지 맞춤형 가공업
치아 브리지 맞춤형 제조업
치아보철물 가공업
치아보철물 맞춤형 가공업
치아보철물 맞춤형 제조업
치아보철물 및 의치 맞춤제조업

dental scrap refining
custom manufacture of dental
prosthetics
services of a dental technician
processing of dental bridges
custom processing of dental bridges
custom manufacturing of dental
bridges
processing of dental prosthesis
custom processing of dental
prosthesis
custom manufacturing of dental
prosthesis
custom manufacture of dental
prosthesis and dentures

[제40류/S1214] 재봉업,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재업, 의류
재단업, 커튼재단업, 편물기계임대업
서비스업의 범위
◦ 재봉업,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재업, 의류재단업, 커튼재단업, 편
물기계임대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의상디자인업, 패션디자인업(제42류/S1214)
- 홍보목적의 패션쇼 개최업, 홍보목적의 패션쇼 조직업
(제35류/S0101)
- 연예목적의 패션쇼 조직업, 연예목적의 패션쇼 개최업
(제41류/S174102)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1. 의류재단업 (예시)
맞춤 양재업
맞춤 양재업 또는 양장업
모피 양재업
봉제(縫製)업
양복재단업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재 관련 정보제공업
옷감 재단업
의류 양재 관련 정보제공업
의류 양재업
의류 재단업
재봉 및 의류 양재업
재봉업
직물재단업
커튼 봉제업

custom tailoring
custom tailoring or dressmaking
custom fashioning of fur
sewing
cutting of suits
taylor shop services
dressmaking shop servic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custom tailoring
cutting of cloth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dressmaking
dressmaking
cloth cutting
needlework and dressmaking
needleworking
cutting of fabric
sewing of curt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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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류 S1214
커튼재단업
한복재단업

cutting of curtains
cutting of hanbok [Korean traditional
clothing]
hanbok [Korean traditional clothing]
shop chain services
hanbok [Korean traditional clothing]
shop services

한복점 체인업
한복점업

2. 의류가공 장비의 대여업 (예시)
재봉틀 임대 관련 정보제공업
재봉틀 임대업
편물기 임대 관련 정보제공업
편물기계 임대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ntal of sewing machines
rental of sewing machin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ntal of knitting machines
knitting machine rental

사진용 슬라이드 및 프린트
처리업
사진인쇄 관련 정보제공업
사진인쇄 및 관련 정보제공업
사진인화업
사진제판업
사진처리업
사진필름처리업
사진필름현상 관련 정보제공업
사진필름현상 및 관련 정보제공업
사진필름현상 및 복제업
사진필름현상 및 사진인쇄업

[제40류/S1216] 사진인화업, 사진필름현상업, 영화필름
현상업
서비스업의 범위
◦ 사진인화업, 사진필름현상업, 영화필름현상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복사업(제35류/S1370)
- 사진복제업(제40류/S1216)
- 사진촬영업(제41류/S1216)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1. 사진처리업 (예시)
디지털 매체로부터 사진이미지
인쇄업
디지털 및 사진 이미지 주문
인쇄업(상품에 인쇄하는 것)
디지털 사진영상처리업
디지털 사진인쇄업
디지털 사진인화업
디지털 사진처리업
디지털 사진필름현상업
디지털 사진확대업
디지털 포토처리업
사진 디지털복원업
사진 디지털향상업
사진 및 영화필름 처리업

사진확대업
영화필름 처리 관련 정보제공업
영화필름 처리업
영화필름 현상업
청사진업
필름처리 및 사진마무리업
필름현상업
흑백비디오필름 색채강화업

photo type-setting
photographic processing
processing of photographic film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photographic film development
photographic film development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film development and reproduction
of photographs
photographic film development and
photographic printing
photographic film development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photographic enlarging services
photographic enlarg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photographic enlarging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processing of cinematographic films
cinematographic film processing
processing of cinematographic films
blueprinting
film processing and photofinishing
film developing
color enhancement of black and
white video film
color enhancement of black and
white film

흑백필름 색상강화처리업

custom imprinting of digital and
photographic images onto
merchandise
digital photographic image processing

2. 사진처리장비임대업 (예시)
사진 현상/인쇄/확대 기계기구
임대 관련 정보제공업

digital photo printing services
digital photographic printing
digital photographic processing
digital photographic film development
digital photograph enlargement
digital photo imaging services
digital restoration of photographs
digital enhancement of photographs
processing of photographic and
cinematographic films
photographic restoration services

사진복구업
사진에칭처리업
사진영상처리업

photographic restoration

유사상품 심사기준

사진확대 및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photographic printing services
photographic print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photographic printing

printing of photographic images
from digital media

사진 복원 처리업
사진 복제업
사진리터칭업
사진마무리업
사진보관처리업
사진보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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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필름현상업
사진확대 관련 정보제공업

processing of photographic slides
and prints

photographic reproduction
photographic retouching
photofinishing
photographic preservation
photographic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photographic etching
photographic image processing

사진 현상/인쇄/확대용 기계
기구 임대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ntal of machines and apparatus for
developing, printing and enlarging
photographs
rental of machines and apparatus for
developing, printing and enlarging
photographs

사진인화기 임대업

rental of photographic printing
apparatus

사진처리기 임대업

rental of photographic processing
apparatus
rental of photographic enlargers

사진확대기 임대업

[제40류/S128105] 공기정화업, 수질오염방지처리업,
분뇨처리업, 산업폐기물소각업
서비스업의 범위
◦ 공기정화업, 수질오염방지처리업, 분뇨처리업, 산업폐기물소각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건물청소업, 청소장비대여업, 하수구․수도배관청소업(제37류/
S128101)

40류 S128105
- 방역소독업(제37류/S128103)
- 세탁업(제37류/S1282)
- 폐기물운송업(제39류/S080101)
- 폐기물보관업(제39류/S090102)

협의의 포괄명칭
환경오염방지처리업

treatment of waste materials relating
to environmental pollution control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1. 환경오염방지 처리업 (예시)

용수 정화업
위험물 정화업

water purification services
decontamination of hazardous
materials
treatment of organic waste

유기성 폐기물 처리업
유해 폐기물 처리업
유해가스처리업
유해물질 처리업
유해물질의 해독업

hazardous waste treatment services
treatment of hazardous gases
treatment of hazardous substances
detoxification of hazardous
materials

유해액 처리업
유해화학물질 처리업

treatment of hazardous liquids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
의료 폐기물의 처리업
자동차의 폐차 회수업

destruction of food waste

재활용품 분별업
카펫 탈취업
탄소 봉쇄용 공업 폐기물 처리업

sorting of recyclable material

토양/폐기물/물 처리업(환경
개선업)

soil, waste or water treatment
services [environmental
remediation services]

토양처리업(환경개선업)

soil treatment services [environmental
remediation services]

treatment of harmful chemical
substance

가스 정화업
가스압축서비스업
가스처리업
고농도 유기물 폐수 처리업

purification of gases

공기 탈취업
공기정화 및 탈취업
공기정화업
공기정화처리업
공업용 폐기물 처리업
공업용 폐수 처리업

air deodorising

공업용 폐수정화업
녹조방지 처리업
독성 폐기물 처리업
동물 폐기물 처리업
드레이퍼리 탈취업
문서 파쇄업
방사선지역 오염제거 서비스업

purification of industrial waste water

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 관련 상담업

prevention of algal bloom

consultancy relating to the
incineration of waste and trash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 관련 상담업

consultancy relating to the
destruction of waste and trash

폐기물 및 위험물질 처리업

treatment of waste and harmful
substances

폐기물 소각 및 처리업

incineration and destruction of
waste
waste incineration

방사성 폐기물 처리업
방사성물질의 오염제거업
배기가스 및 연기정화업
분뇨 처리업
산업 폐기물 수집 처리업
산업 폐기물 처리업
산업용 독성 폐기물 처리업
산업폐기물 소각업
생물학적 환경정화서비스업
석탄 세척 처리업
소파덮개 탈취업
수질오염방지 처리업
슬러지 처리업
쓰레기 및 재생 가능한 물품 분별업
쓰레기 분리수거 대행업
쓰레기 소각업
쓰레기 처리 변환업
쓰레기 처리업
오물수집 처리업
오염토양 처리업
오일유출 처리업

gas compression services
gas processing services
treatment of high concentration
organic wastewater
air purification and deodorising
air freshening
air purification
industrial treatment of effluents
waste water treatment services for
industrial purposes

treatment of toxic waste
treatment of animal waste
drapery deodorizing
document destruction
radiation area decontamination
services
radioactive waste disposal
clearance of radioactive substances
purification of exhaust gases and
smoke
human waste treatment
industrial waste collection and
treatment
treatment of industrial waste
industrial toxic waste disposal
incineration of industrial waste
bioremediation services
washing of coal
upholstery deodorizing
water treatment for preventing
pollution
sludge treatment services
sorting of waste and recyclable
material [transformation]
trash collection for others
incineration of waste and trash
waste treatment [transformation]
destruction of waste and trash
waste collection and treatment
treatment of contaminated soil
treatment of oil spills

destruction of medical waste
car scrapping service being
destruction of waste

폐기물 소각업
폐기물 재료 처리업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 화학 처리업
폐수 및 하수 여과업
폐수 및 하수 처리업
폐수 재처리업
폐수 처리업
폐수처리설비로부터의 슬러지
처리업
하드드라이브 파쇄서비스업
하수 처리업
해양 폐기물 처리업
핵 폐기물 처리업
핵폐기물 오염제거업
환경 폐기물 처리업
환경오염방지처리관련 상담업
환경오염제어 분야 폐기물 재료
처리업

carpet deodorizing
treatment of industrial waste to
sequester carbon

treatment of waste materials
waste processing
chemical waste processing
filtration of waste water and sewage
treatment of waste water and sewage
waste water reprocessing
treatment of waste water
treatment of sludge from wastewater
treatment plants
hard drive shredding services
services for the treatment of sewage
treatment of marine waste
nuclear waste treatment
decontamination of nuclear waste
treatment of environmental waste
consultancy regarding treatment of
waste materials relating to
environmental pollution control
treatment of waste material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pollution
control

2. 환경정화 장치 임대업
공기살균기 임대업
공기정화기 임대업

rental of air sterilisers
rental of air purification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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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류 S128105
물 및 공기 정화장비 임대업

rental of water and air purification
equipment

물여과기 임대업
물정화장치 임대 관련 정보제공업

rental of water filters

물정화장치 임대 및 관련 정보
제공업

rental of water purifying apparatu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분뇨정화조 대여업

rental of septic tanks

산업용 물정화장치 임대업

rental of water purifying apparatus
for industrial use

산업용 연수기 임대업

rental of industrial water softener

산업용 정수기 임대업

rental of industrial water purifier

상업용 물여과장치 임대업

rental of water filtration units for
commercial use

수질정화장치 임대업

rental of water purifying apparatus

쓰레기 분쇄기계 임대업

rental of waste crushing machines

쓰레기 분쇄기계기구 임대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ntal of waste crushing machines
and apparatus

쓰레기 분쇄기계기구 임대업

rental of waste crushing machines
and apparatus

쓰레기 압착기기 임대업

rental of waste compacting machines
and apparatus

쓰레기 압축기계 임대업

rental of waste compacting machines

폐기물 압축 기계기구 임대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ntal of waste compacting
machines and apparatus

화학가공기계 임대업

rental of chemical processing
machines

화학가공기계기구 임대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ntal of water purifying apparatus

공업용 난방장치 임대 관련
정보제공업
공업용 냉각제습기 임대업
공업용 열교환기 임대업
난방장치 임대업
냉각기기 및 설비 임대업
냉각용 전기식팬 임대업
냉각탑 임대업
보일러 임대업
실외냉각용 미스팅시스템 임대업
에어컨디셔닝장치 임대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ntal of space cooling apparatus for
industrial purposes
rental of refrigerative dehumidifiers
for industrial purposes
rental of heat exchangers for
industrial purposes
rental of space heating apparatus
rental of cooling appliances and
installations
rental of electric fans for cooling
rental of cooling towers
rental of boilers
rental of misting systems for outdoor
cooling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ntal of air conditioning apparatus

[제40류/S174002] 발전기임대업
서비스업의 범위
◦발전기임대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발전기 임대업
발전장비 임대업

rental of electric power generator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ntal of chemical processing
machines and apparatus

변압기 임대업

rental of transformers

에너지생산장비 임대업

화학가공기계기구 임대 및 관련
정보제공업

rental of chemical processing
machines and apparatu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rental of energy generating
equipment

전기 변압기 임대업
태양광 발전기 임대업

rental of electrical transformers

화학가공기계기구 임대업

rental of chemical processing
machines and apparatus

태양광 발전설비 임대업

환경정화장치 임대업

rental of environmental remediation
equipment

rental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installations

[제40류/S174001] 공기조절장치임대업, 난방장치임대업
서비스업의 범위
◦공기조절장치임대업, 난방장치임대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가정용 공간 냉각장치 임대업

rental of space cooling apparatus for
household purposes

가정용 난방장치 임대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ntal of space cooling apparatus for
household purposes

공간 냉각장치 임대업

rental of space cooling apparatus

공기냉각기 임대업

rental of air-cooled chillers

공기조절장치 임대업

rental of air conditioning apparatus

공업용 건조제습기 임대업

rental of desiccant dehumidifiers for
industrial purposes

공업용 공간 냉각장치 임대업

rental of space cooling apparatus for
industrial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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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tal of power-generating equipment

rental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ors

[제40류/S174003] 녹음테이프 녹음복사업, 영화필름
복사업
서비스업의 범위
◦녹음테이프녹음복사업, 비디오테이프녹화복사업
◦영화필름복사업
◦오디오테이프복사업, CD녹음복사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CD 녹음복사업
CD 복제업
DVD 녹화복사업
DVD 복제업
녹음테이프 녹음복사업
비디오카세트 복제업
비디오테이프 녹화복사업
영화필름 복사업
오디오테이프복제업

duplication of CD
replication of CDs
duplication of DVD
replication of DVDs
duplication of tape recordings
duplication of video cassettes
duplication of video tapes
duplication of cinematographic films
duplication of audio tapes

40류 S174099

[제40류/S174004] 예술작품표구업
서비스업의 범위
◦서화표구업, 예술작품표구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서화 표구업
예술작품 표구업
회화표구업

framing of pictures and writings
framing of works of art
picture framing

[제40류/S174005] 3D 프린터업
서비스업의 범위
◦ 3D 프린터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3D 프린터 임대업
주문에 의한 3D 프린팅대행업

rental of 3D printers
custom three-dimensional printing
for others

[제40류/S174099] 제40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서비스업의 범위
◦박제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구두 제조기계 임대업
담배 제조기계 임대업

rental of shoe making machines

담배가공기계 임대 관련 정보
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ntal of tobacco processing
machines

박물관 미술품 복제업
박제 관련 정보제공업

reproduction of museum artwork

박제업

taxidermy

rental of tobacco processing
machin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axider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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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업; 훈련제공업; 연예오락업;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
(Education; providing of training; entertainment; sporting and cultural activities)

본류에는 주로 모든 형태의 교육이나 훈련으로 구성된 서비스업, 사람에 대한 연예, 오락 또는
레크리에이션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업, 문화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각예술
또는 문학작품 등의 공연업이 포함된다.

◦ 특히 포함되는 서비스업
-

문화적 또는 교육적 목적의 전시회 조직업, 컨퍼런스, 회의 및 심포지엄 준비 및 진행업
번역 및 통역업
광고문을 제외한 서적 및 문안 출판업
뉴스보도업, 사진보도업
사진촬영업
광고영화를 제외한 영화 연출 및 제작업
놀이공원, 서커스, 동물원, 미술관 및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문화, 교육 또는 연예오락
서비스업
스포츠 및 운동훈련업
동물 훈련업
온라인 게임서비스업
도박 서비스업, 복권조직업
연예오락, 교육 및 스포츠행사용 티켓예약업
특정 작문 서비스업(예: 시나리오작성업, 작사작곡업)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상업적 또는 광고 목적의 전시회 조직업(제35류)
광고문 작성 및 출판업(제35류)
통신사(通信社)업(제38류)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업(제38류)
화상회의서비스업(제38류)
기술문서 작성업(제42류)
탁아소서비스업(제43류)
헬스스파 서비스업(제44류)
결혼식 계획 및 준비업(제45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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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류

지도업
(instruction services)
지도업(훈련업)
(coaching [training])

【포괄상품명칭 목록】
포괄서비스명칭

유사군코드 (구)포괄코드

영화/쇼/연극/음악 또는 교육훈련용 시설
제공업
(providing facilities for movies,
shows, plays, music or educational
training)

N41005
S0101,
S110101,
S120905,
S120906,
S174102

오락 또는 문화목적의 사용자 등급제공업
(providing user rankings for
entertainment or cultural purposes)

S110101,
S120902,
S121002,
S121003

오락 또는 문화목적의 사용자 리뷰제공업
(providing user reviews for
entertainment or cultural purposes)

S110101,
S120906,
S121001,
S121002

교육 또는 연예오락에 관한 대회조직업
(organization of competitions
[education or entertainment])

S110101, N41001
S120906,
S121002

교육 또는 연예오락에 관한 대회 준비 및 진행업
(arranging and conducting of
competitions [education or
entertainment])
쇼 및 스포츠행사 좌석예약업
(booking of seats for shows and
sports events)

S110101, N41008
S121001

연예오락/스포츠 및 문화 행사용 티켓예약업
(ticket reservation and booking
services for entertainment, sporting
and cultural events)

S110101, N41009
S121001,
S121002,
S121003

연예오락 정보제공업
(providing entertainment and
amusement information)

S110101, N41002
S121002

연예오락서비스업
(entertainment services)

지도 및 훈련업
(instruction and training services)
지도 형태의 훈련업
(training services in the nature of
coaching)

훈련과정 준비 및 진행업
(arranging and conducting of training
courses)
훈련과정 진행대행업
(conducting training courses for
others)

훈련용 시뮬레이터의 대여업
(rental of training simulators)

클럽서비스업(연예오락 및 교육)
(club services [entertainment or
education])

온라인 훈련 제공업
(provision of on-line training)

훈련과정 조직업
(organization of training courses)

훈련과정제공업
(provision of training courses)

오락 또는 문화목적의 사용자 순위제공업
(providing user ratings for
entertainment or cultural purposes)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훈련업
(training services provided via
simulators)

훈련 및 추가 훈련제공업
(providing of training and further
training)

S120102, N41006
S120103,
S120903,
S120904,
S120907,
S120999,
S121001,
S121002,
S174101

S120102, N41006
S120103,
S120903,
S120904,
S120907,
S120999,
S121001,
S121002,
S174101

훈련 및 지도업
(training and instruction)
훈련 및 추가 훈련대행업
(training and further training, for
others)
문화적 또는 교육적 목적의 세미나/컨퍼런스/
전시회 준비 및 진행업
(arranging and conducting of
seminars, conferences and exhibitions
for cultural or educational purposes)

S120902, N41003
S120906

문화적 또는 교육적 목적의 세미나/훈련워
크샵/전시회 조직/준비/진행업
(organizing, arranging and conducting
of seminars, workshops [training] and
exhibitions for cultural or educational
purposes)
문화적 또는 교육적 목적의 시각예술 및 문
학작품 공연업
(presentation of works of visual art
and literature to the public for cultural
or educational purposes)
문화적 또는 교육적 목적의 전시회/컨벤션/
컨퍼런스 조직업
(organization of exhibitions,
conventions and conferences for
cultural or educational purposes)
문화적 또는 교육적 목적의 컨퍼런스 및 전
시회 준비 및 진행업
(arranging and conducting of
conferences and exhibitions for
cultural or educational purposes)
문화적 또는 교육적 목적의 컨퍼런스/컨벤
션/전시회 준비 및 진행업
(arranging and conducting of
conferences, conventions and
exhibitions for cultural or educational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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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류
문화적 및 교육적 목적의 전시회조직업
(organization of exhibitions for cultural
or educational purposes)

S120902, N41003
S120906

문화적 및 교육적 목적의 회의 및 컨퍼런스
조직업
(organization of congresses and
conferences for cultural and
educational purposes)
개인교수업
(tutoring)
교육 분야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in the field of
education)

S120904, N41010
S120999,
S121001

연기/노래/댄스 지도업
(instruction of
acting/singing/dancing)

[제41류/S110101] 공연기획업, 연극공연업, 음악공연업
서비스업의 범위
S120903, N41007
S120904,
S120905,
S120907,
S120999,
S121001

◦ 공연기획업, 영화제작업, 텔레비전/라디오 프로그램제작업
◦ 음반제작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무대장치임대업, 오디오장비임대업(제41류/S110102)
- 녹음음반대여업, 영화대여업(제41류/S110103)

교육 분야의 연구업
(research in the field of education)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교육 시험업
(educational examination)

1. 연예공연업 (예시)

교육수료서비스업, 즉 교육시험 및 훈련
제공업
(educational certification services,
namely, providing training and
educational examination)

IP 텔레비전에 의한 연예오락업
가수 공연업
가수공연 형태의 연예오락업

교육시험제공업
(provision of educational examinations)

가수를 위한 오디션 준비 및 진행업
공연기획 상담업

교육업
(teaching)

공연기획 정보제공업

온라인 통신학습업
(distance learning services provided
on-line)

공연기획업
공연이벤트 제작업
공연이벤트개최업

원격 교육업
(distance learning services)

공연이벤트기획업
공연장 연극/음악 여흥쇼 제공업

원격학습강의업
(distance learning courses)

공연장 연극쇼 제공업

위성통신 강좌업
(providing educational courses via
satellite communications)

공연장 음악 여흥쇼 제공업

entertainment by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entertainment services performed
by singers
entertainment services in the form of
performances by singers
arranging and conducting of auditions
for singers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planning live performances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planning live performances
planning of entertainment
performances
production of performance events
arranging of performance events for
cultural or entertainment purposes
planning of performance events
theatrical and musical floor shows
provided at performance venues
theatrical shows provided at
performance venues
musical floor shows provided at
performance venues
performance production for others

인터넷교육강좌업
(education courses through the
internet)

공연제작대행업
공연진행업
공연행사업

인터넷교육지도업
(internet education instruction)

국악 공연업

presentation of Korean musical
performance

극장 공연 공연업
극장운영업
기악단음악연주업

presentation of theatrical performance

녹음 및 비디오 오락업

sound recording and video
entertainment services

대중음악콘서트조직업
대화형 연예오락업
댄스 및 발레 공연업
동물 공연업
동물연예기획업

organisation of pop music concerts

인터넷을 통한 평생교육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continuing education via the Internet)
통신강좌업
(correspondence courses)
특수 교육 보조자에 의해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업
(educational services provided by
special needs assis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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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20903,
S120904,
S120905,
S120907,
S120999,
S121001,
S121002

conducting of performances
conducting of performance events
for cultural or entertainment
purposes

operation of theaters
rendering of musical entertainment
by instrumental groups

interactive entertainment services
dance and ballet performances
presentation of animal performance
planning of animal entertainment

41류 S110101
라디오 및 텔레비전 연예오락
제공업
라디오 및 텔레비전 연예오락업
라디오 및 텔레비전프로그램
감독업
라디오/인터넷 및 텔레비전
연예업
라디오오락업
라디오프로그램 편집업
라이브 공연업
라이브 공연을 위한 티켓예약
대행업
라이브 공연을 위한 티켓예약
알선업
라이브 공연을 위한 티켓예약업
라이브 뮤지컬 극장공연업
라이브 쇼 공연업
라이브 연예 공연업
라이브 음악 공연업
라이브 코미디쇼 공연업
라이브공연 제작업
라이브공연 조직 및 상영업
라이브쇼 제작업
라이브연예오락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업
라이브연예오락물 제작업
라이브연예오락프로 제작업
라이브연예오락행사 및 영화
축제 진행업
라이브연예오락행사 상영업

provision of radio and television
entertainment services
radio and television entertainment
directing of radio and television
programs
radio, Internet and television
entertainment
radio entertainment
editing of radio programmes
presentation of live performances
ticket reservation agency services
for live performance
arranging for ticket reservations for
live performances
ticket reservation services for live
performances
live musical theater performances
presentation of live show
performances
live entertainment
performances of live music
presentation of live comedy shows
production of live performances
organization and presentation of live
performances
production of live shows
production of live entertainment and
television features
production of live entertainment

문화쇼 및 공연의 조직 및 진행업
문화쇼 조직업
문화적 목적의 쇼 조직업
뮤지컬 배급업
뮤지컬그룹공연 형태의 연예
오락업
뮤지컬그룹에 의한 라이브공연
상영업
뮤지컬콘서트업
뮤직비디오 제작 및 뮤지컬 그
룹에 의한 라이브 공연 상영업
민속무용 공연업
버라이어티쇼운영업
비디오 제작업
비디오필름 제작업
서커스 공연업
서커스 제작업
쇼 및 콘서트 조직업
쇼 연출업
쇼 주최업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cultural performances
organizing and conducting cultural
shows and performances
organization of cultural shows
organization of shows for cultural
purposes
distribution of musicals
entertainment services in the form of
musical group performances
presentation of live performances by
a musical group
musical concert services
music video production services and
live performances by a musical
group
performances of folk dancing
presentation of variety shows
video production
video film production
circus performances
circus productions
organization of shows and concerts
directing of shows

쇼좌석 예약업
쇼좌석예약 및 연극예약업

organization of shows [impresario
services]
booking of seats for shows
booking of seats for shows and
booking of theatre tickets

악극단 공연업

entertainment services performed
by a musical group

악극단을 통한 연예오락업

entertainment services provided by
musical groups

presentation of live entertainment
events

애니메이션 및 라이브액션
텔레비전시리즈 형태의 연예
오락업
여행 관련 영화/텔레비전/
라디오/비디오쇼 형태의
연예오락 제작업
연극 감독업 또는 공연업
연극 공연 제작업

entertainment in the nature of
animated and live action television
series

production of live entertainment
events

마당놀이극 제작업

production of madangnori (traditional
Korean outdoor performances)
performances of magic

모델업
모델정보제공업
모바일기기를 통한 온라인상
뮤직비디오 상영업
모바일기기를 통한 온라인상
영화상영업
무대연출업
무도회조직업
무선텔레비전방송을 통한
연예오락업
무용 공연업

directing of dance performances

production of live entertainment
features
conducting of live entertainment
events and film festivals

라이브연예오락행사 제작업

마술 공연업
마술쇼 개최업
마술쇼 제작업
만담 공연업
만화영화 상영업
맞춤캐릭터의 라이브공연 및
출연 형태의 연예오락업

무용연출업
문화공연정보제공업

arranging of magic show
production of magic show
joke performances
animated films presentations
entertainment in the nature of live
performances and personal
appearances by a costumed character
modelling for artists
model information
presentation of music videos via
mobile devices online
presentation of cinema via mobile
devices on online
stage direction
organization of balls
entertainment by means of wireless
television broadcasts
entertainment in the nature of dance
performances

연극 공연업
연극 기획 및 준비업

production of entertainment in the
form of film, television, radio and
video shows relating to travel
direction or presentation of plays
presentation of theatrical
performances
presentation of play performance
planning or arrangement of showing
plays

연극 및 영화시설 제공업
연극 예약대행업

providing theatre and cinema facilities

연극 제작업
연극/뮤지컬/텔레비전/라디오/
영화 연예오락업
연극공연정보제공업

theatre productions

연극공연조직업
연극극단운영업
연극무대연출업
연극연예오락업
연극연출업
연극예약알선업

organization of play performance

reservation of theatre tickets for
others
theatrical, musical, television, radio
and film entertainment services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theater performances
operation of theater group
theatrical stage direction
theater entertainment services
directing of plays
reservation of theatre tic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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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류 S110101
연극제(演劇祭)개최업
연예 분야 정보제공업
연예/음악/라이브공연/연예
행사 관련 정보제공업
연예분야 미팅 준비 및 진행업
연예분야 상담업
연예분야 클럽업
연예오락 형태의 팬클럽서비스업
연예오락목적의 시상식 및
갈라이브닝쇼 준비업
연예오락쇼조직업
연예인 공연서비스업
연예인 관련 동호회조직업
연예인서비스업
연예인을 통한 연예서비스업
연예클럽서비스업
연예행사 진행업
연예행사용 좌석예약업
연예행사조직업
연예홀 예약업
영화/쇼/연극 또는 음악공연
소개업
영화/음악/스포츠/비디오/
연극 연예오락업
영화관 상영업
영화관 시설제공업
영화관업
영화극장운영업
영화상영업
영화제개최업
오디오 연예오락 제작업
오디오 연예오락업
오케스트라 공연업
오케스트라 및 콘서트업
오케스트라서비스업
오페라 공연업
온라인 대화형 연예오락서비스업
웹사이트로부터 텔레비전
프로그래밍 및 연예오락 관련
정보/리스트/뉴스 제공업
웹사이트를 통한 연예정보
제공업
음악 공연 제작업
음악 공연업
음악보컬그룹공연 형태의
연예오락업
음악연예오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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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nging of theatre festivals
providing information in the field of
entertainment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entertainment, music, live
performances and entertainment
events
arranging and conducting of
meetings in the field of entertainment
consultancy services in the field of
entertainment
club services in the nature of
entertainment
fan club services in the nature of
entertainment
arranging award ceremonies and
gala evenings for entertainment
purposes
organization of entertainment
shows
entertainer performance services
organising of society relating to
entertainer
entertainer services
entertainment services provided by
performing artists
entertainment club services
conducting of entertainment events
booking of seats for entertainment
events
organization of entertainment
events
booking of entertainment halls
presentation of movies, shows,
plays or musical performances
film, music, sport, video and theater
entertainment services
movie theatre presentations
provision of cinema facilities
motion picture theaters
cinema theaters
movie showing
arranging of film festivals
production of audio entertainment
audio entertainment services
entertainment in the nature of
orchestra performances
orchestra and concert services
orchestra services
presentation of operas
online interactive entertainment
providing information, listings, and
news regarding television
programming and entertainment
from a web site
providing entertainment information
via a website
production of music performances
presentation of musical performances
entertainment services in the form of
musical vocal group performances
musical entertainment services

음악콩쿠르개최업
이동전화기 텔레비전 형태의
연예오락업
이미용 관련 라이브쇼 제작업
인터넷을 통한 라디오 및 텔레
비전 연예오락업
인터넷을 통한 연예정보제공업

arranging of music concours
entertainment in the nature of mobile
phone television
production of live shows relating to
hairdressing and beauty
radio and television entertainment
provided via the Internet
provision of entertainment
information via the Internet

인형극 공연업
창극단 공연업
코미디쇼 주최업
코미디클럽 서비스업
코스프레연예행사 조직업

doll play performances

콘서트 공연업
콘서트 준비 및 진행업

presentation of concerts

콘서트 준비/진행/조직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업

consultancy and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arranging,
conducting and organization of
concerts

콘서트 준비/진행/조직업

arranging, conducting and
organization of concerts

콘서트/뮤지컬/비디오 공연업

concert, musical and video
performances

콘서트공연 형태의 연예오락업

entertainment services in the form of
concert performances

텔레비전 오락업
텔레비전/광대역/무선/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멀티미디어
연예오락프로그램 제공업
텔레비전/광대역/무선/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연예 정보제공업

television entertainment

합창단운영업

presentation of Korean operas
organization of comedy shows
comedy club services
organization of cosplay entertainment
events
arranging and conducting of
concerts

provision of multimedia entertainment
programs by television, broadband,
wireless and on-line services
provision of entertainment
information via television,
broadband, wireless and on-line
services
operation of choirs

2. 영화제작업 (예시)
DVD 뮤직비디오 제작업
DVD 및 CD-ROM 필름 제작업
광고영화 이외의 영화 연출업

production of DVD music videos

광고영화 이외의 영화 제작업

film production, other than
advertising films

내려받기 불가능한 주문형
비디오를 통한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공업
내려받기 불가능한 주문형
비디오를 통한 영화 제공업
디지털 영상편집업

provision of non-downloadable films
and television programs via a
video-on-demand service

디지털 영화편집업
만화 제작업
만화영화 각색 및 편집업

editing of digital cinema

만화영화 배급업
만화영화 제작업
만화콘텐츠 배급업
뮤지컬 제작업
뮤지컬기획 제작업

distribution of animated films

DVD and CD-ROM film production
film directing, other than advertising
films

providing films, not downloadable,
via video-on-demand services
digital imaging services [editing of
images]
production of cartoons
adaptation and editing of animated
films
production of animated films
distribution of cartoons
production of musicals
planning and production of musicals

41류 S110101
뮤지컬비디오 제작업
뮤직비디오 제작업
비디오영화 제작업
쇼 및 영화 제작업
쇼 제작업
스튜디오 영화 제작업
시나리오 작성업
애니메이션 또는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상영/
배급업
애니메이션 제작업
애니메이션 필름 배급업
애니메이션영상 제공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배급업
영화 제작업
영화각본 작성업
영화각색 및 편집업

production of musical videos

영화상영일정 정보제공업
영화상영조직업
영화용 더빙업
영화용 특수효과 제작업
영화자막 준비업
영화정보제공업
영화제진행업
영화촬영소운영업
영화티켓정보제공업

movie schedule information services

영화프로그램제공업(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제공되는
것에 한함)
오디오 및 비디오기록물/정지
및 동적 이미지 제작 및 상영업
음향/영화/비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포업
자막처리업
플래시 애니메이션 제작업

production of music videos
production of video films
production of shows and films
production of shows
production of films in studios
screenplay writing
production of animations or animated
films
production and presentation and
distribution of animated films
animation production services
distribution of animated film
presentation of animation images
film and video production
film distribution
film production services
writing screenplays
cinematographic adaptation and
editing
organization of film showings

라디오프로그램 제작업
레코드마스터링업
만화프로그램 제작업

dubbing services
operation of video equipment or
audio equipment for production of
radio or television program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radio
and television programs
direction of making radio or
television programs
production of radio and television
programmes
editing of radio and television
programmes
distribution of radio talk show
production of radio, television and
audio programs
production of radio/television
programs and show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radio
programmes
production of radio programs
record mastering
production of animation
programmes

방송자막처리업
비디오테이프 편집업
애니메이션 TV 시리즈 제작
및 배포업
애니메이션 텔레비전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 및 오디오 기록물/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기록/제작/배포업

broadcast subtitles disposal

영화/비디오영화/라디오 및
텔레비전프로그램 제작업
영화/시청각/텔레비전프로
그램 제작업
오디오 및 비디오 프로그램 제작업

production of films, video films, radio
and television programs

오디오/영화/비디오 및
텔레비전 기록업
이동전화기상의 방송용 텔레
비전프로그램 제작업
인터넷 및 기타 매체용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업

audio, film, video and television
recording services

읽기전용 온라인 비디오 제공업

providing online videos, not
downloadable

텔레비전 쇼 제작업
텔레비전 영화 제작업
텔레비전 프로그램 배급대행업

television show production

production of television programs

production of documentaries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업
텔레비전/이동전화기용
텔레비전 및 라디오프로그램
제작업
텔레비전프로그램 배급업

scriptwriting, other than for advertising
purposes
subtitling

텔레비전프로그램 편집업
행사용 비디오편집업

editing of television programmes

dubbing for movies
production of special effects for films
preparing subtitles for movies
providing information on cinema film
conducting of film festivals
movie studio services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movie tickets
providing of film programs

production and presentation of
audio and video recordings, and still
and moving image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sound,
movie and video recordings
captioning
production of flash animations

3.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업 (예시)
내려받기 불가능한 유료시청
텔레비전채널을 통한 영화 및
텔레비전프로그램 제공업
내려받기 불가능한 유료
텔레비전을 통한 영화 및
텔레비전프로그램 제공업
내려받기 불가능한 주문형
비디오를 통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공업

provision of non-downloadable films
and television programs via
pay-per-view television channels

녹음기록물 제작업
뉴스자막처리업
다큐멘터리 제작업
대본 작성업

production of sound recordings

대사자막처리업

더빙업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프로그램
제작용 비디오장비 또는 오디오
장비조작업
라디오 및 텔레비전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 및 텔레비전프로그램
제작감독업
라디오 및 텔레비전프로그램
제작업
라디오 및 텔레비전프로그램
편집업
라디오 토크쇼 배급업
라디오/텔레비전/오디오
프로그램 제작업
라디오/텔레비전프로그램
및 쇼 제작업
라디오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업

provision of non-downloadable films
and television programs via pay
television
providing television programs, not
downloadable, via
video-on-demand transmission
services
subtitling of news

video tape editing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animation TV series
production of animated television
programs
recording,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films, video and audio
recordings, radio and television
programs

production of films, and audiovisual
and television programs
production of audio and video
programmes

production of television programs for
broadcast on mobile telephones
production of radio and television
programs for the Internet and other
media

television film production
distribution of television programs
for others
production of television, mobile
phone television and radio programs
distribution (other than transportation)
of television programmes
video editing services for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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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반제작업 (예시)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CD 음악제작업
가정용 비디오게임기 통신을
통한 예능음악제공업

production of CD music

가정용 비디오게임기 통신을
통한 예능음향제공업

providing of entertainment sound via
video game machines for household

공연예술시설 임대업
공연예술용 극장 임대업

rental of performing arts facilities

디스크 자키 서비스업

disc jockey services

공연예술용 극장시설 제공업

레코드원반 제작업

production of record masters

provision of performing arts theater
facilities

모바일기기를 통한 디지털음
악제공업

providing of digital music via mobile
devices

공연장 임대업

rental of performance venues

공연홀 임대업

performance hall rental services
rental of theater arts facilities

providing of entertainment music via
video game machines for household

1. 무대장치 등 연예관련 장비 임대업
<사진촬영기기 임대 제외> (예시)
rental of theaters for the performing
arts

비디오 녹화서비스업

video recording services

극장예술시설 임대업

영화삽입곡 제작업

motion picture song production

녹음스튜디오설비 제공업

오디오 기록 및 재생업

audio recording and production
services

provision of recording studio
facilities

녹음실운영업

recording studio services

오디오 마스터레코드 제작업

production of audio master
recordings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임대업

rental of radio and television sets

라디오 임대업

rental of radios

라디오스튜디오제공업

provision of radio studios
recording studio and film studio
services for the production of
multimedia presentations

오디오녹음업

audio recording services

오디오테이프 제작업

production of audio tapes

오디오테이프편집업

editing of audio-tapes

음반 및 비디오녹화서비스업

audio and video recording services

멀티미디어프레젠테이션
제작용 레코딩 스튜디오 및 필름
스튜디오 서비스업

음반 배급업

distribution (other than transportation)
of audio recordings

무대세트 또는 텔레비전 스튜디오
조명기구의 임대업

rental of lighting apparatus for
theatrical sets or television studios

음반 제작업

production of audio recordings

무대장치 임대업

rental of stage scenery

음반녹음업

disc recording

비디오스크린 대여업

rental of video screens

음악 분야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in the field of
music

rental of video cassette recorders

음악 제작업

production of music

비디오카세트레코더(VCR)
임대업

음악녹음업

music recording services

빔프로젝터 임대업

rental of beam projectors

음악작곡서비스업

music composition services

쇼무대장치 임대업

rental of show scenery

음악편곡대행업

music transcription for others

악기 대여업

rental of musical instruments

음악편곡서비스업

music arranging services

연극세트용 조명장치 임대업

rental of lighting apparatus for
theatrical sets

음향 및 비디오기록물 제작업

production of sound and video
recordings

연예홀 임대업

rental of entertainment halls

인터넷용 내려받기 불가능한
디지털음악 제공업

providing digital music, not
downloadable, from the Internet

영화 및 텔레비전 스튜디오서
비스업

film and television studio services

읽기전용 온라인 음악 제공업

providing on-line music, not
downloadable

영화 소품 임대업

rental of movie props

작사업

lyric making

영화세트 또는 영화스튜디오용
조명장치 임대업

rental of lighting apparatus for movie
sets or film studios

작사작곡업

songwriting

영화스튜디오제공업

providing of movie studios

컴퓨터네트워크를 통한 음악
분야 정보/코멘터리/기사 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commentary
and articles in the field of music via
computer networks

오디오 또는 비디오 스튜디오
서비스제공업

providing audio or video studio
services

오디오 또는 비디오스튜디오
제공업

providing audio or video studios

오디오 및 비디오장비 대여업

rental services for audio and video
equipment

오디오장비 임대업

rental of audio equipment

오버헤드 프로젝터 임대업

rental of overhead projectors

음악회관 제공업

providing music halls

음향 및 비디오 기록장치 임대업

rental of sound and video recording
apparatus

주크박스 대여업

rental of jukeboxes

캠코더 대여업

rental of camcorders

콘서트홀 임대업

rental of concert halls

텔레비전 스튜디오 조명장치
임대업

rental of lighting apparatus for
television studios

[제41류/S110102] 무대장치 임대업, 오디오장비임대업
서비스업의 범위
◦ 무대장치임대업, 오디오장비임대업
◦ 영화장비임대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공연기획업, 연극공연업, 음악공연업(제41류/S110101)
- 녹음음반대여업, 영화대여업(제41류/S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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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임대업
텔레비전용 조명기구 임대업

rental of television sets
rental of lighting apparatus for
television

[제41류/S120102] 영농기술지도업, 조림기술지도업,
축산기술지도업

2. 영화장비임대업 (예시)
비디오카메라 대여업
영화 영사장치 대여업
영화기계기구 대여업

서비스업의 범위
rental of video cameras
rental of film projection equipment
rental of cinematographic machines
and apparatus
rental of cinematographic apparatus

영화장치 임대업
텔레비전 카메라 대여업

leasing of television cameras

◦ 영농/축산/조림기술지도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어업기술지도업(제41류/S120103)
- 농업서비스업, 축산서비스업, 임업서비스업 (제44류/S120102)
- 어업서비스업(제44류/S120103)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제41류/S110103] 녹음음반대여업, 영화대여업

1. 영농기술지도업 (예시)

서비스업의 범위
◦ 녹음음반대여업
◦ 영화대여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공연기획업, 연극공연업, 음악공연업(제41류/S110101)
- 무대장치임대업, 오디오장비임대업(제41류/S110102)

동물사육지도업
식물육성지도업

instruction of animal training

실내식물재배 기술지도업

instruction of indoor plant cultivation
skills

영농기술지도업

instruction of agriculture skills

작물재배기술지도업
축산기술지도업

instruction of crop planting skills

instruction of plant cultivation

instruction of livestock farming skills

2. 조림기술지도업 (예시)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기록된 자기식 오디오테이프
대여업
녹음음반 대여업
디브이디(DVD) 대여업
레코드 또는 음향기록 자기테
이프 대여업
레코드음반 대여업
비디오테이프 대여업
비디오테이프 및 영화필름 대여업

rental of recorded magnetic audio
tapes

비디오테이프/비디오카세트
및 비디오그램 대여업

rental of videotapes, videocassettes
and videograms

언어훈련용 기록된 자기식 비
디오테이프 임대업

rental of recorded magnetic
videotapes for language training

언어훈련용 레코드 또는 기록된
자기식 오디오테이프 임대업

rental of records or recorded
magnetic audio tapes for language
training

영상기록 자기테이프 대여업

rental of image-recorded magnetic
tapes

영화 대여업
영화 및 레코드음반 대여업

rental of motion pictures

영화 및 비디오 대여업
영화필름 대여업
영화필름 및 비디오 대여업

film and video rental

음반 및 비디오녹화물 대여업

rental of sound recordings and video
recordings

인터넷 온라인을 통한 녹음음
반파일 대여업
축음 또는 음악기록물 대여업

rental of audio recordings via
internet online

rental of audio recordings
rental of DVDs

조림기술지도업

[제41류/S120103] 어업기술지도업

rental of records or sound-recorded
magnetic tapes
rental of sound recordings
rental of videotapes
rental of video tapes and motion
pictures

rental of motion pictures and of
sound recordings
rental of motion picture films
motion picture and video rental
services

rental of phonographic and music
recordings

instruction of forestation skills

서비스업의 범위
◦어업기술지도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어업서비스업, 수산양식서비스업 (제44류/S120103)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어업기술지도업

instruction of fishery skills

[제41류/S1202, G5206] 교과서출판업, 서적출판업
서비스업의 범위
◦ 교과서출판업, 서적출판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제판업, 인쇄업, 제본업(제40류/S1202)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CD-ROM 형태의 텍스트 출판업
광고목적 이외의 그림을 포함한
인쇄물 편집업

publication of texts in the form of
CD-ROMs
editing of printed matter containing
pictures, other than for advertising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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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목적 이외의 레이아웃
서비스업
광고목적 이외의 인쇄물/서적/
신문/정기간행물 출판 및
편집업
광고목적 이외의 전자식 형태를
포함한 텍스트 및 이미지 출판업
광고목적 이외의 전자식 형태의
인쇄물 출판업
광고문 제외한 문안 출판업
광고문을 제외한 문안 작성 및
출판업
광고문을 제외한 문안 특히 서적/
잡지/카탈로그/신문 출판업
광고문을 제외한 서적/잡지/
기타 문안 출판업
광고문을 제외한 인쇄물 및 문안
편집 및 출판업
광고문을 제외한 인쇄물 출판업
광고문을 제외한 인쇄물 특히
전자서적/정기간행물 온라인
출판업
광고문을 제외한 인쇄물/특히
CD-ROM을 포함한 전자형태를
포함한 서적/잡지/신문 출판업
광고문을 제외한 인쇄물/특히
정기간행물/신문/서적 출판업
광고문을 제외한 인터넷상에서의
문안/인쇄물 전자출판업
광고문을 제외한 전자형태의
인쇄물 출판업
교과서 출판업
교과서/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교재 출판업
국제컴퓨터네트워크를 통해
접근가능한 사이트 편집내용
출판업
국제컴퓨터망을 통해 접속가능한
전자신문 출판업

layout services, other than for
advertising purposes
publication and editing of printed
matter, books, newspapers and
periodicals, other than for advertising
purposes
publication of texts and images,
including in electronic form, other
than for advertising purposes
publication of printed matter, also in
electronic form, other than for
advertising purposes
publication of texts, other than
publicity texts
writing and publishing of texts, other
than publicity texts
publication of texts, other than
publicity texts, on the Internet, in
particular books, magazines,
catalogues and newspapers
publication of books, magazines and
other texts, other than publicity texts
publication and editing of printed
matter and texts, other than publicity
texts
publication of printed matter, other
than publicity texts
on-line publication of printed matter,
other than publicity texts, in particular
electronic books and periodicals

신문 출판업
악보 출판업
약제용 임상실험 결과물 출판업

publication of manuals
publication of multimedia material
on-line
writing of texts
publication of brochures
publication of photographs
multimedia publishing of books
publication of books and magazines
book and review publishing
book publishing
publication and editing of books,
newspapers and magazines
publication and editing of books,
newspapers and periodicals
publishing of books, magazines
publication of books, periodical
publications, magazines, newspapers
and newsletters
newspaper publishing
music publishing services
publication of the results of clinical
trials for pharmaceutical preparations
publication of printed matter for
entertainment and teaching purposes

publication of textbooks

의학분야 잡지/서적 및 핸드북
출판업
인쇄물 멀티미디어 출판업

publishing of journals, books and
handbooks in the field of medicine

인쇄물 출판 및 편집업

publication and editing of printed
matter

인쇄물 출판업
인쇄물/서적/잡지/저널/신문/
회보/튜토리얼/지도/그래픽/
사진/비디오/음악/전자출판물
멀티미디어 출판업

publication of printed matter

인터넷상의 서적/잡지/신문
출판업
인터넷상의 전자서적 및 정기
간행물 출판업
인터넷상의 전자식 형태의
인쇄물 출판업
읽기전용 온라인 전자서적 및
잡지 출판업
잡지 출판업
잡지/저널/신문 멀티미디어
출판업
저널 출판업

publication of books, magazines and
newspapers on the Internet

publication of texts, books, magazines
and other printed matter
publication of educational materials
publication of the editorial content of
sites accessible via a global computer
network
publication of electronic newspapers
accessible via a global computer
network

내려받기 불가능한 온라인
전자서적 출판업
내려받기 불가능한 온라인
정기간행물 출판업
내려받기 불가능한 전자출판물
출판업
내려받기 불가능한 전자출판업

publication of on-line electronic
books (not downloadable)

유사상품 심사기준

서적/신문/정기간행물 출판
및 편집업
서적/잡지 출판업
서적/정기간행물/잡지/신문/
회보 출판업

digital video, audio and multimedia
entertainment publishing services

연예오락 및 교육 목적의 인쇄물
출판업
오디오북 출판업
온라인 디지털 출판업
원고 교정업
웹매거진 출판업
음악교과서 출판업
의료기술 관련 과학논문 출판
및 발행업

publication of on-line guide books,
travel maps, city directories and
listings for use by travellers, not
download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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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안 작성업
브로슈어 출판업
사진 출판업
서적 멀티미디어 출판업
서적 및 잡지 출판업
서적 및 평론잡지 출판업
서적 출판업
서적/신문/잡지 출판 및 편집업

electronic publication of information
on a wide range of topics on-line

publication of printed matter, other
than publicity texts, in particular
books, magazines and newspapers,
also in the form of electronic media
including CD-ROMs
publication of printed matter, other
than publicity texts, in particular
periodicals, newspapers and books
electronic publication of texts and
printed matter, other than publicity
texts, on the Internet
publication of printed matter, other
than publicity texts, in electronic form

내려받기 불가능한 여행자용
온라인 가이드북/여행지도/
도시디렉토리/리스트 출판업

내려받기 불가능한 전자출판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자문업

다양한 주제 관련 정보 온라인
전자출판업
디지털 비디오/오디오 및
멀티미디어 연예물 출판업
매뉴얼 출판업
멀티미디어 자료 온라인 출판업

publication of on-line periodicals (not
downloadable)
providing non-downloadable
electronic publications
electronic publications (not
downloadable)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electronic publishing (not
downloadable)

publication of audio books
on-line digital publishing services
proof reading of manuscripts
publishing of web magazines
publication of musical texts
publishing and issuing scientific
papers in relation to medical
technology

multimedia publishing of printed
matter

multimedia publishing of printed
matter, books, magazines, journals,
newspapers, newsletters, tutorials,
maps, graphics, photographs, videos,
music and electronic publications

publication of electronic books and
periodicals on the Internet
publication of printed matter in
electronic form on the Internet
online publication of electronic
books and journals
publication of magazines
multimedia publishing of magazines,
journals and newspapers
publication of journals

41류 S120902
전자 출판물 출판업
전자 탁상 출판업
전자서적 및 정기간행물 온라인
출판업
전자서적 온라인출판업
전자서적/잡지 온라인출판업
전자식 매체 형태의 텍스트 출판업
전자식 형태의 인쇄물 출판업
전자식 형태의 잡지 및 서적 출판업
전자식 형태의 정기간행물 및
서적 출판업
전자잡지 출판업
전자출판업
정기간행물 출판업
정기간행물/카탈로그/신간
서적등의 내용견본 출판업
카탈로그 출판업
텔레텍스트 서비스를 통한 방송용
광고문 이외의 문안 작성업
평론잡지 출판업
학습지 출판업
훈련/과학/공법 및 시사 분야
문서 출판업

publishing of electronic publications
electronic desktop publishing
on-line publication of electronic
books and periodicals
on-line publication of electronic
books
publication of electronic books and
magazines on-line
publication of texts in the form of
electronic media
publication of printed matter in
electronic form
publication of magazines and books
in electronic form
publication of periodicals and books
in electronic form

- 과학관운영업, 미술관운영업, 박물관시설제공업
(제41류/S120902)
- 요리지도업, 직업재교육업, 학원업(제41류/S120999)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내려받기 불가능한 만화책 및
그래픽소설 온라인 제공업
내려받기 불가능한 언어훈련
관련 전자출판물 제공업
내려받기 불가능한 음악 분야
온라인 전자출판물 제공업

publication of periodicals

도서 대출업
도서관 운영업
도서관 운영자문업

publication of periodicals,
catalogues and prospectuses

도서관 운영정보제공업

publication of electronic magazines
electronic publishing services

publication of catalogs
writing of texts, other than publicity
texts, for broadcast via teletext
services
publishing of reviews
publication of study books or papers
publication of documents in the field
of training, science, public law and
social affairs

[제41류/S120601] 디스코텍업, 나이트클럽업, 카바레업
서비스업의 범위
◦ 디스코택업, 나이트클럽업, 카바레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한식점업, 제과점업, 레스토랑서비스업, 커피전문점업
(제43류/S120602, G0301, G0502)
- 주점업(제43류/S120603)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나이트클럽 연예오락업
나이트클럽업
디스코텍 운영업
디스코텍업
카바레 연예오락업
카바레업
내려받기 불가능한 대중잡지
온라인제공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night club entertainment services
nightclub services [entertainment]
operating of a discotheque

providing online non-downloadable
comic books and graphic novels
providing electronic publications,
not downloadable, relating to
language training
providing on-line electronic
publications, not downloadable, in
the field of music
lending library services
provision of libraries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library
operating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libraries
library services

도서관업
도서관운영상담업
도서대여 및 도서관업
독서실 운영업
만화방 체인점운영업
만화책 대출업
멀티미디어 도서관업
문헌 및 문서기록의 공람서비스업
사진도서관업
서적 및 기타 출판물 대여업
서적 및 정기간행물 대출업
신문 및 잡지 대여업
이동도서관업
읽기전용 온라인 전자 출판물
제공업
읽기전용 온라인 전자출판물에
관한 정보제공업
잡지 대여업
전자 서적리더기 임대업
전자도서관업
출판물 대여업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library operating
lending library services and library
services
operation of reading rooms
operation of comic book store chains
lending of comic books
multimedia library services
reference libraries of literature and
documentary records
photographic library services
lending of books and other
publications
lending of books and periodicals
rental of newspapers and magazines
bookmobile services
providing online electronic
publications, not downloadable
providing of read-only online
information relating to electronic
publications
rental of magazines
rental of electronic book readers
electronic library services
rental of printed publications

discotheque services
cabaret entertainment services
cabaret services
providing on-line non-downloadable
general feature magazines

[제41류/S120901] 도서관 운영업
서비스업의 범위
◦ 도서관운영업, 도서대출업, 독서실운영업

[제41류/S120902] 과학관운영업, 미술관운영업, 박물관
시설제공업
서비스업의 범위
◦ 과학관운영업, 미술관운영업, 박물관시설제공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도서관운영업, 도서대출업, 독서실운영업(제41류/S120901)
- 요리지도업, 직업재교육업, 학원업(제41류/S120999)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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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류 S120902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제41류/S120903] 속셈학원업, 수능입시학원업,
유학상담업

공예품 전시회업
과학관 운영업

craft exhibitions

과학문화적 목적의 공모전
개최관리업

arranging of contest exhibition for
cultural and/or scientific purposes

과학문화적 목적의 공모전
개최업

organization and conducting of
contest exhibition for cultural purposes
and/or scientific purposes

문화 및 예술행사 조직업

organizing cultural and arts events

문화이벤트기획업

planning of cultural events

문화재전시업

exhibitions of cultural properties

문화적 목적의 곤충 전시회조직업

organization of insect exhibitions for
cultural purposes

문화적 목적의 세미나/교육
워크샵/회의/콜로키엄/원격
학습강의 준비 및 진행업

arranging and conducting of seminars,
workshops [education], congresses,
colloquia, distance learning courses
and exhibitions for cultural purposes

문화적 목적의 전시회 및 이벤트
조직업

organization of exhibitions and
events for cultural purposes

문화적 목적의 전시회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about
exhibitions for cultural purposes

문화적 목적의 전시회업

exhibitions for cultural purposes

문화적 목적의 전시회조직업

organization of exhibitions for cultural
purposes

문화적 목적의 행사조직업

organization of events for cultural
purposes

문화적/교육적 또는 연예오락
목적의 미술관서비스업

cultural, educational or entertainment
services provided by art galleries

문화적행사 및 활동 조직업

organization of cultural events and
activities

문화축제 조직업

organising of cultural festivals

문화행사 진행업

conducting of cultural events

문화행사조직업

organization of cultural events

교육적 목적의 청소년상담
서비스업
국어 학원업
글쓰기지도업
글짓기 학원업
기숙학교교육업
논술 학원업
논술지도업
대학입시 전략 컨설팅업

미술관운영업

art gallery services for cultural or
educational purposes

대학입시 프랜차이즈 학원업

미술관전시기획업

planning and exhibition of art
galleries

franchise college preparatory
academy services

rental of artwork

박물관 시설 및 서비스제공업

providing museum facilities and
services

박물관시설제공업

providing museum facilities

박물관 전시업

presenting museum exhibitions

독서 교육업
독서 지도업
독서 학원업
독서토론지도업
모바일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수학 교육지도업

reading education

미술작품 대여업

박물관 큐레이터 서비스업

museum curator services

박물관내 세미나실 운영업

operation of seminar room in
museums

supplementary lesson academies

박물관내 전시실 운영업

operation of exhibition room in
museums

박물관서비스업

museum services

박물관시설 운영업

operation of museum facilities

사적명소운영업

operation of historical sites

씨름과 관련된 문화적 목적의
전시회조직업

organization of exhibitions for cultural
purposes relating to wrestling

예술작품 전시회업

art exhibition services

자동차 박물관운영업

operation of automobile museums

보습 학원업
서당운영업
속셈 학원업
수능입시 학원업
수학 학원업
암기 학원업
어학 지도업
어학 학원업
어학교수업
어학교육과정 제공업

천체투영관업
회화 및 서화 대여업

planetarium services

어학교육제공업
어학능력 시험업
언어강의 조직업

provision of language 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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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

서비스업의 범위

provision of science exhibitions

rental of 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 학원업(교육대상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 유학상담업, 유학알선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도서관운영업, 도서대출업, 독서실운영업(제41류/S120901)
- 과학관운영업, 미술관운영업, 박물관시설제공업(제41류/
S120902)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검정고시에 관한 온라인 교육
제공업
고교입시 학원업
과학 학력테스트업
과학 학원체인업
과학학력평가업
과학학원프랜차이즈운영업

providing of on-line educational in
relation to school qualification
examination
high school entrance examination
academies
testing of science education
science academy chains
evaluation of science education
operation of science academy
franchise
providing of youth counseling for
educational purposes
Korean language academies
teaching of writing
composition academies
boarding school education
discourse academies
teaching of writing essays
college admissions strategy
consulting

teaching of reading
reading academies
instruction of reading discussion
instruction in the field of mathematics
teaching, provided via mobile
devices
village schools
mental arithmetic academies
scholastic aptitude test academies
mathematics academies
memory work academies
language instruction
language academies
language teaching
providing of language education
course
language proficiency test services
organization of language tutoring

41류 S120906
언어교육 및 훈련업
영어 학원업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언어 교육업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한국어
교육업
외국어 학원업
웅변 학원업
유학상담업
유학알선업
음악실기 지도업(입시목적)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한 어학
관련 통신 교육업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한 영어
통신 교육업
일본어 학원업
입시 학원업
입시학원 개인교수업
입학사정관제 지도업
입학상담업
주산 학원업
중국어 학원업
학교교육업
학습지 가정방문 교육제공업
한자교육 학원업

linguistic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english language academies
language education, provided online
Korean education, provided online
foreign language academies
eloquence academies
overseas study consultancy
instruction of music practice
language courses provided via
websites on the Internet

Japanese language academies
preparatory academies
instruction of admission officers
admission consulting services
abacus calculation academies
Chinese language academies
services of schools [education]
providing home visits education with
study books or papers
Chinese character education
academies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model academies
musical education
broadcasting technology
academies
instruction of broadcasting art
teaching
acting academies
academies in the field of acting
acting education research
artists education

[제41류/S120905] 유아원업, 유치원 운영업
서비스업의 범위
◦ 보육시설 운영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공부방업

nursery school franchise
nursery schools
kindergarten services

[제41류/S120906] 교육적 목적의 전시회조직업, 교육
회의 준비 및 진행업
서비스업의 범위
◦ 교육 및 학술목적의 행사 진행업

tutoring at cram schools

◦ 특수분장 및 방송 관련 교육서비스업

배우 학원업
연기교육 학원업
연기교육연구업
연예인 양성 교육업

어린이집운영업
유아원 프랜차이즈업
유아원업
유치원운영업

english correspondence education
via internet site

서비스업의 범위

방송영상예술교육지도업

어린이 놀이학교 대상 엔터테인먼트
및 교육서비스 제공업

operation of kindergarten in culture
center
providing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services at children’s
play schools
nursery school services

arranging of overseas study

[제41류/S120904] 모델학원업, 연기교육학원업

모델 학원업
뮤지컬 교육업
방송기술 학원업

문화센터 내 유치원 운영업

academies with study room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가정 화목을 위한 프로그램 관련
교육적 행사 준비 및 진행업
가정 화목을 위한 프로그램 관련
워크샵 준비 및 진행업

arranging and conducting of
educational events relating to
programs for household fellowship
arranging and conducting of
workshops (training) relating to
programs for household fellowship

가정 화목을 위한 프로그램 관련
토론회 준비 및 진행업

arranging and conducting of
colloquiums relating to programs for
household fellowship

가족인성교육 캠프운영서비스업

operation of camp for family
character education

건강관련 교육프로그램 및
워크샵개최업
곤충에 관한 교육적 목적의
전시회조직업

arranging of education programs
and workshops relating to health

교육 분야 회의 준비 및 진행업

arranging and conducting of meetings
in the field of education

교육에 관한 대회조직업

organization of competitions relating
to education

교육용 컨퍼런스 진행업

conducting of educational
conferences

교육용 행사 진행업
교육자료 및 장치 임대업

conducting of educational events

교육자료 배포업

dissemination of educational
material

교육적 목적의 세미나 준비/
진행업
교육적 목적의 의학 관련 행사
개최대행업
교육적 목적의 이벤트 및 대회
준비/조직/주최/진행업

arranging/conducting of seminars
for educational purposes

교육적 목적의 전시회 조직업

organization of exhibitions for
educational purposes

교육적 행사의 준비 및 진행업

arranging and conducting of
educational events

교육클럽서비스업
교육행사조직업
교육회의 준비 및 진행업

education club services

교육훈련용 시설제공업

providing of facilities for educational
training

organization of exhibitions for
educational purposes relating to
insect

rental of educational material and
apparatus

event agency services relating to
medicine for educational purposes
arranging/organizing/hosting/cond
ucting events and competitions for
education purposes

organization of educational events
arranging and conducting educational
con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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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류 S120906
교회복지 관련 세미나 준비 및
진행업
금연 관련 교육적 목적의
전시회조직업

arranging and conducting of
seminars relating to church welfare

대면교육포럼 준비 및 진행업

arranging and conducting of
in-person educational forums

문화센터 내 교육적 행사의 준비
및 진행업
문화적 체험행사의 준비 및
진행업
반지제작체험관 행사 준비 및
진행업
보석감정 세미나 및 진행업

arranging and conducting of culture
center educational events

사회봉사관련 교육적 행사의
준비 및 진행업

organization of exhibitions for
educational purposes relating to
smoking cessation

워크샵준비 및 진행업
의료 및 약조제 분야의 세미나
준비 및 진행업

arranging and conducting of
workshops [training]
arranging and conducting of
seminars relating to medical and
drug preparation

의료 및 약조제 분야의 심포지엄
준비 및 진행업

arranging and conducting of
symposiums relating to medical and
drug preparation

의료기술 관련 컨퍼런스 및
심포지엄 조직업

organisation of conferences and
symposia in the field of medical
science

의학분야 세미나/작업그룹/
연구그룹 및 집회조직업

organization of seminars, working
groups, research groups and
conventions, in the field of medicine

이미용 관련 교육적 목적의
전시회조직업

organization of exhibitions for
educational purposes relating to
hairdressing and beauty

arranging and conducting of
educational events relating to social
services

이미용 관련 교육행사의 준비
및 진행업

arranging and conducting of
educational events relating to
hairdressing and beauty

사회봉사관련 회의 준비 및
진행업
성교육에 관한 세미나 준비 및
진행업
세미나 및 훈련워크샵 준비 및
진행업
세미나 조직업
세미나 준비 및 진행업

arranging and conducting of
congresses relating to social services

이미용 관련 세미나 준비 및
진행업

arranging and conducting of
seminars relating to hairdressing
and beauty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애플리
케이션을 이용한 교육적
행사의 준비 및 진행업
전문워크샵 및 훈련과정 준비업

arranging and conducting of
educational events via internet or
mobile applications

arranging and conducting of
seminars in the field of oncology

세미나 준비/진행/조직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업

consultancy and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arranging, conducting and
organization of seminars

종양학 분야 세미나 준비 및
진행업
종양학 분야 세미나운영업

세미나 준비/진행/조직업

arranging, conducting and
organization of seminars

종양학분야 세미나 진행업

conducting seminars in the field of
oncology

세미나 준비업
세미나/회의/컨퍼런스/심포지엄
준비 및 진행업

arranging of seminars

컨벤션 준비 및 진행업

arranging and conducting of
conventions
arranging and conducting of
conferences and seminars

식품 판매 및 포장 분야 교육적
목적의 전시회 조직업

organization of exhibitions for
educational purposes relating to
food sales and packaging

컨퍼런스 및 세미나 준비 및
진행업
컨퍼런스 및 회의 준비 및 진행업
컨퍼런스 준비 및 진행업

식품관련 교육적행사 조직업

organising of educational events
relating to food

arranging and conducting of
conferences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컨퍼런스
준비 및 진행업

arranging and conducting of
conferences for new employees
appointment

컨퍼런스 준비/진행/조직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업

consultancy and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arranging,
conducting and organization of
conferences

심포지엄 및 워크샵 준비업
(훈련업)
심포지엄 준비 및 진행업

arranging of symposiums and
workshops [training]

컨퍼런스 준비/진행/조직업

arranging, conducting and
organization of conferences

컨퍼런스/회의/세미나/워크샵
준비 및 진행업(훈련업)

arranging and conducting of
conferences, congresses, seminars
and workshops [training]

컨퍼런스/회의/심포지엄 준비
및 진행업

arranging and conducting of
conferences, congresses and
symposiums

컨퍼런스/회의/심포지엄/
세미나 준비 및 진행업

arranging and conducting of
conferences, congresses,
symposiums and seminars

토론회 준비 및 진행업

arranging and conducting of
colloquiums

토론회 준비/진행/조직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업

consultancy and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arranging,
conducting and organization of
colloquiums

토론회 준비/진행/조직업

arranging, conducting and
organization of colloquiums

토론회/컨퍼런스/집회/세미나/
심포지엄/워크샵 준비 및
진행업

arranging and conducting of
colloquiums, conferences,
congresses, seminars, symposiums
and training workshops

심포지엄 준비/진행/조직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업
심포지엄 준비/진행/조직업
심포지엄센터 운영업
언어훈련용 세미나/수업/
프레젠테이션/심포지엄 준비/
진행/조직업
여행관련 세미나 준비 및 진행업
온라인을 제외한 교육 및 토론
그룹 준비 및 진행업
워크샵 준비/진행/조직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업(훈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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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nging and conducting of cultural
experience events
arranging and conducting of rings
making experience center
conducting of jewelry emotion
seminars

arranging and conducting of
seminars relating to sex education
arranging and conducting of
seminars and workshops [training]
organization of seminars
arranging and conducting of
seminars

arranging and conducting of seminars,
congresses, conferences and
symposiums

arranging and conducting of
symposiums
consultancy and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arranging, conducting
and organization of symposiums
arranging, conducting and
organization of symposiums
operation of symposium center
arranging, conducting and
organization of seminars, lecture
presentations and symposiums for
language training
arranging and conducting of
seminars relating to travel
arranging and conducting of
educational discussion groups, not
on-line
consultancy and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arranging, conducting and
organization of workshops [training]

arranging professional workshop
and training courses

running seminars in the field of
oncology

arranging and conducting of
conferences and congresses

41류 S120999
토론회/컨퍼런스/회의 준비
및 진행업
회의 준비 및 진행업
회의 준비/진행/조직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업
회의 준비/진행/조직업
훈련세미나 진행업
훈련워크샵 준비/진행/조직업
훈련워크샵 진행업

arranging and conducting of
colloquiums, conferences and
congresses
arranging and conducting of
congresses
consultancy and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arranging, conducting
and organization of congresses
arranging, conducting and
organization of congresses
conducting training seminars
arranging, conducting and
organization of workshops [training]
conducting workshops [training]

[제41류/S120907] 미용기술지도업, 미용학원업
서비스업의 범위
◦미용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지도하는 서비스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미용실업, 미용정보제공업(제44류/S128302)
- 미용성형외과업(제44류/S120503)
- 미용분야를 제외한 취업 및 취미관련 교육서비스업(제41류/
S120999)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네일아트 학원업
메이크업 학원업
미용 교육업
미용 전문학원 프랜차이즈업

nail art academies
make-up academies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3D 프린터 활용 직업교육
훈련지도업
3D 프린터 활용기술 관련
교육지도업
3D 프린터 활용기술 지도업
CAD 교육업
CAD 시험 및 평가업
CS(고객만족) 모니터링에 관한
교육업
CS(고객만족) 모니터링에 관한
교육정보제공업
가발기술지도업
가야금지도업
가정 화목을 위한 프로그램
관련 교육강좌업
가정 화목을 위한 프로그램
관련 교육정보제공업
가정 화목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교육 및 상담과 관련된
직업교육 훈련지도업
가정 화목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교육 및 상담과 관련한 교
육시험업
가정 화목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교육 및 상담과 관련한 교
육지도업
가정내 자녀교육상담지도업

beauty education

가죽공예 교육정보제공업

beauty school services via franchised
chains

가죽공예 아카데미준비업

미용 직업교육 훈련지도업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of
beauty

미용 학원업
미용기술 중개업
미용기술 지도업
미용기술지도 프랜차이즈업

beauty academies

건강 관련 교육서비스업
건강 및 안전 관련 트레이닝업
건강강좌업

미용술 관련 교육업
미용술 관련 직업훈련업

cosmetology education

미용술 지도업
미용실습 훈련업
미용전문학원 체인업

instruction in the field of cosmetology

페이스 페인팅업
피부관리 학원업
피부관리교육지도업

face painting

beauty technology brokerage
teaching of beauty skills

건강관련 교육연구업

providing beauty arts instruction via
franchised chains

건강관리를 위한 식이요법 지도업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지도업
건축 관련 강연업
건축 관련 교육지도업
건축물 건설 관련 교육강좌업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field of beauty
practical training of beauty skills
professional beauty school services
in the framework of franchising
skin care academies
instruction of skin care education

[제41류/S120999] 고시 학원업, 꽃꽂이 학원업
서비스업의 범위
◦ 취업 및 취미 관련 교육서비스업

education and training of 3D printers
utilize vocational education
instruction of 3D printers utilize
technology
coaching of 3D printers utilize
technology
CAD education
examination and testing of CAD
education relating to CS (customer
satisfaction)
provision of education information
relating to CS (customer satisfaction)
instruction of false hair technology
instruction of gayageum
education courses relating to
programs for household fellowship
education informations relating to
programs for household fellowship
training and instruction of vocational
education about education and
counseling relating to programs for
household fellowship
educational examinations about
education and counseling relating to
programs for household fellowship
instruction of education about
education and counseling relating to
programs for household fellowship
consultancy and coaching of
children's education in household
provision of education information
relating to leather crafts
preparation of academy relating to
leather crafts
health education services
health and safety training services
providing educational courses in the
field of health care
educational research relating to
health
dietary guidance for health care
instruction of health care teaching
lectures of constructions
instruction of construction teaching
education courses relating to
building constructions

건축물 도배장판 교육지도업

instruction of building plastered
ceiling teaching

건축설계 교육업
건축설계 교육정보제공업

education of architecture

건축설계 교육지도업
경영 및 인사 교육 및 훈련 관련
상담업

instruction of architecture teaching

고시 학원업
곤충 체험학습 교육업
곤충과 관련한 체험학습업
곤충체험교육정보제공업

provision of education information
relating to architecture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management and of personnel
civil service examination academies
insect field study education
field study relating to insect
insect experiential education
information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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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체험학습관경영업
공무원시험 교육업
공무원시험 학원체인점업

insect field study academies
provision of education for civil service
examinations
educational institutes for providing
civil service examinations

공예 교육업
공예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시험업
공예공방지도업
공예교실개설업
공예교육지도업
공예체험학습업
공예통신강좌업
공예품 전문가 양성 교육업
공인중개사 학원업
공학교육지도업
광고 분야 훈련업
광고 소재 디자인 학원업

crafts education

광고/판촉/마케팅 및 사업관련
전략계획 훈련과정업

training courses in strategic planning
relating to advertising, promotion,
marketing and business

교사훈련업
교육적 목적의 스포츠과학
놀이체험장 제공업

teacher training services

교육적 목적의 어린이 체험교
육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on children's
education by means of filed studies
for educational purposes

교육적 목적의 원예 문화체험장
제공업

providing of horticultural culture
experience center for educational
purposes

교육적 목적의 음악놀이 체험장
제공업
교육적 목적의 의료기계기구
체험방 서비스업

providing of music play experience
center for educational purposes

교통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업

education relating to traffic safety
activities

교통안전활동에 관한 실습훈련업

practical training relating to traffic
safety activities

교회복지 관련 개인교수업
교회복지 관련 교육시험업

tutoring relating to church welfare

교회복지 관련 교육지도업
교회복지 관련 실습훈련업

instruction of church welfare teaching

교회복지 관련 직업지도업

vocational guidance relating to
church welfare

교회복지 관련 통신강좌업

correspondence courses relating to
church welfare

국가시험용 리뷰강좌업
국악 학원업
국제 교환학생 프로그램개발업

review courses for state examinations

귀금속 세공 교육업
귀금속 장신구 제작 체험학습
교육업

education of jewelry handwork

귀농 관련 교육지도업

instruction of relating to go back to
farming

글씨 교정 교육업

letter correc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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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 examination for craft
certification
instruction of craft workshop

금연 관련 교육연구업
금연 관련 교육정보제공업
금연 관련 학교교육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에 관한 교육업
금융서비스 교육정보제공업

open services of crafts classroom

금융세무 관련 자격검정시험업

instruction of crafts teaching

금융세무 관련 자격검정업

crafts field study
crafts correspondence courses
crafts expert education
real estate agent academies
instruction of engineering teaching
training in the field of advertising
academies for advertising material
design

providing of sports science play
experience center for educational
purposes

providing of medical machines and
apparatus experience center for
educational purposes

educational examination relating to
church welfare
practical training relating to church
welfare

Korean classical music academies
developing 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programs
making experiential learning
education of accessories of precious
metal

금융재무 관련 교육업
기모노 제작 지도업
기모노 착용 지도업
기부 및 자선을 위한 개인교수업
기업 교육업
기업관리 관련 교육 및 훈련업
기업훈련상담업
꽃꽂이 교육업
꽃꽂이 지도업
꽃꽂이 학원업
냉난방기술 학원업
노래 학원 체인업
노래 학원업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관한
교육정보제공업
다도(茶道)지도업
다이어트 관련 교육강의제공업
다이어트 관련 학원 경영
프랜차이즈업
다이어트 교육업
도로안전 교육업
도예 교육업
도예 지도업
도예 학원업
도자기공방지도업
도자기아트지도업
드론 운행자 자격부여용 교육
시험업
디자인 교육업
디자인 학원업
디자인/광고 및 통신기술분야
훈련업
디자인분야 훈련업
라이프코칭 분야 훈련 또는
교육업
리더십 교육지도업
리더십 교육훈련업
리더십개발 교육 분야 전문
인력지도업
마사지 교육업

educational research relating to
smoking cessation
education information relating to
smoking cessation
school education services relating to
smoking cessation
education relating to finance and
insurance
provision of educational information
relating to financial service
certification approval examination
relating to financial and tax
certification approval relating to
financial and tax
education relating to finance
kimono-making instruction
instruction on formal wearing of
kimono
tutoring for donations and charity
business training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field of
business management
business training consultancy
services
flower arrangement education
flower arrangement instruction
flower arranging academies
heating and cooling technology
academies
song academy chain
song academies
education information provider for
the elderly welfare program
tea ceremony instruction
provision of educational courses
relating to diet
diet academy franchise
diet education
road safety training
pottery education
instruction of pottery
ceramic art academies
instruction of ceramic workshop
instruction of ceramic art
educational examination for users to
qualify to pilot drones
design education
design academies
training in the field of design,
advertising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raining in the field of design
training or education services in the
field of life coaching
instruction of leadership teaching
leadership educational training
instruction of expertise in leadership
development education
massag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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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학원업
마술교수업
마케팅 학원업
만화 학원업
만화영화 학원업
명리역학 교육업
문예창작 지도업
문화 체험 교육지도업

massage academies

문화강좌 준비업
문화강좌 진행업
문화센터강좌업
물관리분야 강좌제공업

arranging of cultural class

미술 지도업
미술 학원업
미술 학원체인업
미술교육강좌업
미술심리 상담 지도업

instruction of arts

미술심리치료 지도자 교육업

instruction of art psychotherapy
leaders

미술심리치료지도업
미술작품을 주제로 하는 강좌업

instruction in art psychotherapy

미술태교강의업
바둑 학원업
바리스타 지도업
발표교육지도업

fetal art education

방문 미술개인교수업
방문 미술지도업
배관 공사업 분야 전문가 훈련업

tutoring relating to visit art

베이비마사지 교육업
보석감정 교육업
보석감정 교육지도업

baby massage education

보석감정 지도업
보석공예 지도업
보석공예 체험학습업
보석세공지도업
보육교사 양성교육업
부기 지도업
부동산 및 기업관리 관련 교육
및 훈련업
부동산 학원업
부동산관리 관련 교육 및 훈련업
블록교육 운영업
블록놀이 학원업
비즈니스 교육업
사교 지도업
사도 지도업(다도(茶道) 지도업)
사업 지식 및 노하우 전수업
(훈련업)

magic education
marketing academies
cartoon academies
animated cartoon academies
myeongri epidemiology education
instruction of literature writing
instruction of cultural experience
education
conducting of cultural class
cultural center courses
providing courses in the field of water
management
art academies
art academy chains
art education courses
instruction of art psychology
consultation

course in the field of art work on the
subject
baduk academies
tutoring of barista
instruction of presentation
education
visit art teaching
training of specialists in the plumbing
industry
jewelry emotional education
instruction of jewelry emotional
teaching
instruction of jewelry emotion
instruction of jewelry crafts
field study relating to jewelry crafts
instruction of jewelry work
educare teacher education
bookkeeping instruction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in
relation to real estate and business
management
real estate academies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in
relation to real estate management
operation of block education
block play academies
business education services
instruction of social graces
sado instruction [tea ceremony
instruction]
transfer of business knowledge and
know-how [training]

사주 교육상담업
사주 교육업
사주 학원업
사진 학원업
사진촬영지도업
사회봉사 관련 교육지도업
산업교육지도업
상업적 세정/소독/위생 모든
영역 관련 교육 및 훈련업
서예 학원업
선박운항 교육업
성경공부 교육업
성교육 훈련업
성교육연구업
성교육지도업
성폭력 상담지도업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fortune education
fortune education
fortune academies
photo academies
instruction of photograph shooting
instruction of social services
instruction of industry teaching
education and training in all aspects
of commercial cleaning, disinfection
and hygiene
calligraphy academies
sailing instruction
bible study education
training of sex education
sex education research
instruction of sex education
instruction of sexual violence
consultation

성폭력에 관한 교육연구업

educational research relating to
sexual violence

세무 학원업
속기 학원업
수예 학원업
스피치 학원업
시문학교육지도업
식이요법 및 건강관리 분야
교육강의 제공업
식품 교육정보제공업
식품조리법지도업
신앙상담 교육업
신앙생활 교육업
신앙컨설팅 교육업
실내인테리어 공사 교육업
실습훈련업
실험실연구용 과학기계기구
조작훈련업

tax academies

심리상담 학원업
심리상담에 관한 교육상담업
심리상담에 관한 교육연구업
안전보건 분야 교육 및 훈련업
애니메이션 학원업
양재 지도업
어린이 교육과 관련된 현장체험
수행을 위한 교육 및 지도업
어린이 미술 교육연구업
어린이 체험장 교육제공업
언어교정 학원업
여행관련 교육업
여행산업에 관한 교육과정
제공업
여행을 통한 문화체험지도업

shorthand academies
handicraft academies
speech academies
poetry education
provision of educational courses in
the field of diet and health care
food education information
instruction of food recipes
religious counsel education
religious life education
religious consulting education
interior construction education
practical training [demonstration]
training for handling scientific
instruments and apparatus for
research in laboratories
psychic consultancy academies
educational consultancy services
about psychological counseling
educational research about
psychological counseling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field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nimation production academies
tailoring or dressmaking instruction
educational and instruction services
for conducting field studies in
relation to children's education
children's art educational research
provision of educational services at
children experience center
speech correction academies
travel education
providing education courses relating
to the travel industry
instruction of cultural experiences
through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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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및 공예 관련 교육 및 지도업
예술강좌 준비 및 진행업
예술강좌 준비업
예술강좌 진행업
예절 학원업
온라인을 통한 학점은행 교육업
요리 교육업
요리 지도업
요리학원업
용접분야 실습훈련업
운전 지도업
운전 학원업
운전교습업
운전자 훈련업
운전자안전훈련업
웃음치료강좌업
웃음치료지도업
원예 문화체험 교육지도업
웹디자인 학원업
육아 학원업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산업 관련
교육 및 훈련업
음악 실습 훈련업
음악 학원업
음악교수업
음악교육업
의료 교육업
의료 및 약조제 분야의 교육업

educational and instruction services
relating to arts and crafts
arranging and conducting of art
courses
arranging of art courses
conducting of art courses

전통문화 체험학습업

education services for academic
credit bank system via online networks
cooking education

전통소리지도업
정보통신 학원업

cooking instruction

instruction of traditional craft
education
instruction of traditional cultural
experiences
education of traditional cultural
experiences
traditional voice guidance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academies
instruction of bakery skills

종교 교육업
종이접기 학원업
중장비 학원업
지식재산권교육 학원업

religious education

직업 상담 및 코칭업(훈련 및
교육자문업)
직업 재 교육업
직업 지도업
직업교육 및 훈련업

career counselling and coaching
[training and education advice]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relating to the music and entertainment
industries
training of music practice

직업교육훈련지도업

vocational guidance [education or
training advice]

직업스킬 관련 상담업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vocational skills

music academies

직업스킬훈련업
직업훈련업
직원 개발용 훈련 및 추가훈련업

vocational skills training

practical training in the field of welding
vehicle-driving instruction
driving academies
driving instruction
driver training
driver safety training
laughter therapy course
instruction of laughter therapy
instruction of horticultural culture
experiences education
web design academies
childcare academies

teaching of music
music education
medical education
education relating to medical and
drug preparation

의료기기 교육 및 지도업

education and instruction of med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의상디자인 교육연구업
의상디자인 교육지도업
의상디자인 학원업
의상컬러 교육컨설팅업
의약품 관련 교육지도업

educational research of dress design

의약품관련 기술지도업
인적자원개발용 기본 및 고급
훈련업
인형극 학원업
임산부 교육업
임산부 부부 교육업
임산부 출산준비 교실운영업

skill instruction of medic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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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field of
electronic data processing

제과제빵기술지도업
제조 및 제작 관련 교육/훈련/
지도업

cooking academies

medical training and t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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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 체험지도업

etiquette academies

의료 훈련 및 교육업
의료교육훈련업
의료기계기구 체험교육지도업

자아계발훈련업
자연보호 및 환경 관련 교육 및
훈련업

전자데이터처리분야 교육 및
훈련업
전통공예 교육지도업

medic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ruction of med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experience teaching

instruction of dress design
dress design academies
costume color education consulting
instruction of medical products
teaching
basic and advanced training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doll play academies
maternity education
maternity couple education
operation of maternity antenatal
classes
personal development training
education and training relating to
nature conservation and the
environment

치과기공기술지도업
치아교정교육정보업
치유 지도업
카운셀링 학원업
칵테일 학원업
캐드교육지도업
커리어 및 직업 훈련업
컬리그라피 교육시험업
컬리그라피 교육연구업
컬리그라피 교육정보제공업
컬리그라피 서비스업
컴퓨터 교육 훈련업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학원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훈련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원업
컴퓨터 수리지도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학원업
컴퓨터 학원업
컴퓨터 훈련업
컴퓨터그래픽 학원업
컴퓨터설치지도업
코디네이터 학원업

education, training and instructional
services in relation to manufacturing
and production
origami academies
heavy equipment academi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ducation
academies

vocational retraining
vocational guidanc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vocational training
training and further training for
personnel development
instruction of dental technology skills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orthodontic education
instruction of healing
counseling academies
cocktail academies
instruction of cad teaching
career and vocational training
calligraphy educational examination
calligraphy educational research
calligraphy education information
calligraphy services
computer education training services
computer database academies
training services in the field of
computer software development
computer software academies
provision of training in connection
with computer repair
computer programming academies
computer academies
computer-based training
computer graphic academies
provision of training in connection
with computer intallation
coordinator acade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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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 학원업
통신기술분야 훈련업

typewriting academies
training in the field of communication
technologies
fashion design academies

패션디자인 학원업
펠트공예 교육지도업
펠트공예 학원업
평생교육사 교육강좌업
평생교육사 교육지도업

instruction of felt crafts education
felt crafts academies
lifelong educator education courses

프로젝트관리 분야 훈련업
피아노 학원업
피아노개인교수업
피아노지도업
한지공예교육지도업

instruction of lifelong educator
teaching
training services in the field of project
management
piano academies
tutoring relating to piano
piano instruction

한지인형제작교육시험업

instruction of Korean paper art
teaching
educational examination relating to
making Korean paper doll

[제41류/S121001] 스포츠시설의 제공 및 운영업
서비스업의 범위
◦ 스포츠시설의 제공 및 운영업
◦ 스포츠용품 대여업
◦ 스포츠지도업, 스포츠정보 제공업, 스포츠 행사조직업,
◦ 스포츠단체 조직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오락시설의 제공 및 운영업(제41류/S121002)
- 놀이공원운영업, 동물원운영업(제41류/S121003)
- 야영장시설제공업, 야영장비공급업, 텐트대여업
(제43류/S121004)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1. 스포츠 시설 제공/운영업 (예시)
겨울스포츠 캠프서비스업
겨울스포츠시설 제공업
격투기연습장 운영업
경기장 시설임대업
골프 연습장 서비스업
골프 캐디서비스업
골프시설 제공업
골프시설운영업
골프장 예약업
골프장피팅업
권투체육관 운영업
낚시시설 제공업
당구장 대여업
당구장 운영업
당구장 제공업
댄스 학원업
댄스스포츠 교습소 운영업
댄스학원프랜차이즈업

winter sport camp services
provision of facilities for winter sports
operation of martial arts practice field
rental of stadium facilities
golf driving range services
golf caddie services
providing golf facilities
operation of golf facilities
booking of golf courses
golf course fitting
operation of boxing gym
providing facilities for fishing
rental of billiard rooms
operation of billiard rooms
providing billiard rooms
dance academies
operation of dance sports halls
dance academy franchise

댄스홀 및 댄스교습소운영업
댄스홀제공업
레이싱 경기장 시설 임대업
레이싱 학원업
레저스포츠업
롤러스케이트장 시설제공업
마라톤경기장시설 임대업
마음수련시설 제공업
명상수련 시설제공업
무술시설 제공업
무술학교운영업
무에타이 도장 운영업
발레 학원업
발레학원프랜차이즈업
보트장 제공업

providing dance halls
rental of racing facilities stadium
racing academies
leisure sport services
providing roller-skating facilities
rental of marathon stadium facilities
providing of train mind facilities
providing training facilities for
meditation
providing of martial arts facilities
operating of martial arts' schools
operation of muay thai studio
ballet academies
ballet academy franchise
provision of boating facilities for
recreational and leisure activities
providing bowling alleys

볼링장제공업
사격장운영업
수련원운영업
수상스포츠시설 제공업
수영시설 임대업
수영장 제공업
스케이트장 제공업
스키슬로프제공업
스포츠 학원업
스포츠대회시설 제공업

operation of shooting ranges
operation of training center
providing water sports facilities
rental of swimming facilities
providing swimming pools
providing skating rinks
providing ski slopes
sports academies

스포츠박람회업
스포츠설비 관리업
스포츠시설 제공업
스포츠캠프서비스업
스포츠캠프운영업
스포츠클럽업
스포츠행사/운동경기 및
수상프로그램용 다양한 시설
제공업
스포츠활동업
승마장제공업
신체단련 및 운동시설/서비스
제공업
실내경기장제공업
실내수영장제공업
실내스키시설 제공업
씨름 캠프서비스업
아이스링크운영업
암벽등반시설 제공업
야구장운영업
야구장제공업
요가명상수련원 운영업

providing facilities for sports
tournaments
sports exhibitions
maintenance of sports facilities
providing sports facilities
sport camp services
sports camp services
sports club services
providing various facilities for an
array of sporting events, sports and
athletic competitions and awards
programmes
sporting activities
provision of horse riding facilities
providing fitness and exercise facilities
and services
provision of indoor stadium facilities
for sports activities
providing of indoor swimming pool
providing indoor ski facilities
wrestling camp services
operation of ice-rink
providing of rock-climbing facilities
operation of baseball stadium
providing baseball fields

요가시설 제공업
요트 경주 형태의 오락업
운동시설 임대업

operation of dance halls

operation of yoga and meditation
training center
provision of facilities for yoga
entertainment in the nature of yacht
races
rental of sports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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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임대업
자동차 경주장 운영업
장애물 코스훈련 체육시설 제공업
전통무예 경기장시설 임대업
체육관업
체육관운영업
체육관제공업
체육교육/경기 및 스포츠시설
제공업
체조시설 제공업
축구 관련 교육 및 지도업
탁구장 운영업
태권도 학원업
태권도장 운영업
테니스코트 시설제공업
테니스코트 임대업
테니스코트 제공업
트랙 및 경기장 시설제공업
펜싱장운영업
피겨스케이팅 및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용 스포츠설비 조직
및 제공업
피트니스 및 운동 클럽서비스업
헬스클럽 서비스업

rental of sports grounds
operation of motor racecourse
providing obstacle course training
gym facilities
rental of traditional martial arts
stadium facilities
gymnasium services
operation of sports center
providing gymnasiums
provision of physical education,
games and sporting facilities
providing gymnastic facilities
educational and instruction services
relating to soccer
operation of table tennis rooms
taekwondo academies
operation of taekwondo studio
providing of tennis court facilities
rental of tennis courts
providing tennis courts
providing track and field facilities
operation of fencing hall
organisation and provision of sports
installations for figure and speed
skating championships
fitness and exercise club services
health club services [health and
fitness training]

2. 스포츠용품 대여업 (예시)
골프장비 대여업
골프채 피팅업
다이빙장비 대여업
롤러스케이트 대여업
서핑보드 대여업
수상스키장비 대여업
수상스포츠장비 대여업
수송기계기구를 제외한
스포츠장비 대여업
스노보드 대여업
스노보드장비 대여업
스노클 대여업
스케이트 대여업
스키장비 대여업
스킨다이빙장비 대여업
트레드밀 대여업

rental of golf equipment

golf fitness instruction
video courses relating to golf
golf lessons
providing of golf lessons
golf instruction
golf teaching professional guidance
golf fitting education
instruction of boxing
spirit education
instruction of spirit teaching
instruction of spirit practice
tutoring relating to qigong
instruction of qigong teaching
qigong practice courses
instruction of qigong practice
education
basketball instruction
diving instruction
hypogastric breathing courses
instruction of hypogastric breathing
dance instruction
dance leader education
roller skating instruction
providing of marathon training
conducting instructional courses for
mind training

instruction of meditation teaching

rental of roller skates

명상관련 교육지도업
명상관련 통신강좌업

rental of surf boards

명상교육연구업

educational research relating to
meditation

명상기공수련업
명상수련 강좌업
명상수련 교육지도업

meditation qigong training

rental of diving equipment

rental of water skiing equipment
rental of water sports equipment
rental of sports equipment, except
vehicles
rental of snowboards
rental of snowboarding equipment
rental of snorkels
rental of skates
rental of ski equipment
rental of skin diving equipment
rental of treadmills

karate instruction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요법 지도업

Instruction in the field of exercise
therapy for health care
instruction of health gymnastic

유사상품 심사기준

internet courses relating to golf

providing educational courses in the
field of meditation health care

가라테 지도업
건강 및 피트니스 훈련업
건강관리를 위한 명상요법 지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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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지도업
다이빙 지도업
단전호흡 강좌업
단전호흡지도업
댄스 지도업
댄스지도자 교육업
롤러스케이팅 지도업
마라톤훈련제공업
마음수련강의업

instruction)
instruction of martial arts

명상건강강좌업

golf club fitting

3. 스포츠지도업 (예시)

건강체조 지도업
검도지도업(일본식 검술지도업)

격투기 지도업
골프 관련 인터넷강의업
골프 피트니스 지도업
골프관련 동영상강의업
골프레슨업
골프레슨제공업
골프지도업
골프티칭 프로지도육성업
골프피팅 교육업
권투지도업
기 수련 관련 교육업
기 수련 관련 교육지도업
기 수련 관련 실기지도업
기공개인교수업
기공교육지도업
기공수련 강좌업
기공수련 교육지도업

health and fitness training
instruction of meditation therapy for
health care

kendo instruction (Japanese fencing

명상훈련 지도업
명상훈련업
무술 지도업
무술호흡지도업
무에타이 지도업
발레 지도업
수상스키 지도업
수상스포츠 지도업
수영 교습업
수영 지도업
스노보드 지도업
스쿠버다이빙 관련 교육지도업
스키 교육업
스키 지도업
스포츠 관련 교육 및 지도업

correspondence courses relating to
meditation

meditation practice courses
instruction in the field of teaching
meditation practice
instruction of meditation training
meditation training
martial arts instruction
instruction of martial breathing
instruction of muay thai
ballet instruction
instruction of waterskis
instruction of water sports
swimming lessons
swimming instruction
snowboard instruction
instruction of scuba diving education
ski education
ski instruction
educational and instruction services
relating to sport

41류 S121001
스포츠 관련 교육 및 훈련업

educational and training services
relating to sport

5. 스포츠정보 제공업 (예시)

스포츠댄스 지도업
스포츠마사지 지도업
스포츠지도업
스피닝 관련 교육지도업
승마 체험학습 지도업

instruction of sports dance

신체단련 강사훈련업

physical fitness instructor training
services

경주 정보제공업
골프 관련 스포츠경기 제공에
관한 상담 및 자문업
골프 관련 스포츠경기 조직에
관한 정보제공업
국제 컴퓨터망을 통한 레슬링
뉴스 및 정보제공업

신체단련 트레이닝업
신체피트니스 교수업
심리운동치료를 위한 학교교육
서비스업
심리치료를 위한 운동지도업
심신수련지도업
씨름 교육업
씨름 실기지도업
아이키도 지도업
요가 수련 지도업
요가 지도업
요가기술지도업
운동코치업
운동훈련 개인트레이너 서비스업

physical fitness training services

웨이트트레이닝지도업
유도 지도업
음악줄넘기 지도업
주짓수 지도업
체육 교육업
체육실기지도업
체육훈련업
체조 지도업
축구 지도업
탁구 지도업
태권도 지도업
태극권 지도업
테니스지도업
풋살 지도업
플라잉요가지도업(훈련업)
피트니스강좌 진행업
필라테스 교육시험업
필라테스 수업 진행업
합기도 지도업

instruction in weight training

instruction of sports massage
sports instruction services
instruction of spinning teaching
instruction of riding experience
learning

instruction of physical fitness

낚시 안내업
마음수련보급업
명상교육상담업

education services for the treatment
of psychological exercise

무술정보제공업

sports instruction for psychotherapy
instruction of mindbody training
wrestling education
instruction of practical wrestling
aikido instruction
instruction of yoga training
yoga instruction
instruction of yoga skills
sports coaching
personal trainer services [fitness
training]
judo instruction
instruction of music skipping
jujitsu instruction
physical education
sports practice instruction
physical training services
gymnastic instruction
soccer instruction
table tennis instruction
taekwondo instruction
instruction of taegukkwon
tennis instruction
instruction of futsal
instruction of flying yoga
conducting fitness classes
pilates educational examination
conducting pilates classes
hapkido instruction

4. 스포츠단체 조직업 (예시)
레이싱팀 운영업
야구단 운영업
프로농구단 운영업

organisation of racing teams

프로야구단운영업

organisation of professional
baseball team
organisation of professional football
teams

프로축구단 운영업

operation of baseball teams
organisation of professional
basketball team

racing information
consultancy and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golf sporting competitions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golf sporting competition organization
providing wrestling news and
information via a global computer
network
fishing informations
distribution of train mind

스쿠버다이빙 관련 교육정보
제공업
스포츠기록제공업
심리운동치료에 관한 훈련
정보제공업
심신수련연구업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신체
훈련 관련 정보제공업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체육
교육 관련 정보제공업
운동경기시각측정업
웹사이트를 통한 스포츠정보
제공업
웹사이트를 통한 운동/
피트니스 관련 정보제공업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meditation education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martial arts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scuba diving education
provision of sports information
including sports records
providing of training information
about treatment of psychological
exercise
mindbody training research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physical training via an on-line web
site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physical education via an on-line
web site
timing of sports events
providing sports information from a
web site
providing information about
exercise and fitness from a web site

6. 스포츠 행사조직업 (예시)
가이드가 있는 등산투어진행업
가이드가 있는 여행진행업
걷기행사조직업
겨울스포츠 행사조직업
경륜조직업
경마 조직업
골프 경기 조직/준비 및 진행업

conducting guided climbing tours

골프대회조직업
골프토너먼트조직업
골프투어경기 조직업
골프행사조직업
국궁대회 조직업
국궁축제 개최업
국궁행사 조직업
권투 경기조직업
노인 체육프로그램 진행 및 제공업

organisation of golf tournaments

농구 경기 조직/준비 및 진행업

organization, arranging and
conducting of basketball games

달리기 경기 진행업
대학스포츠대회 및 체육행사
조직 및 진행업

conducting running races

conducting guided tours
organising of walking events
organising of winter sport events
organization of bicycle races
organization of horse races
organization, arranging and
conducting of golf games
organization of golf tournaments
organization of golf tour competitions
organization of golf events
organization of archery competitions
arranging of archery festivals
organization of archery events
organization of boxing matches
providing and conducting of oldster
sports programs

organizing and conducting college
sport competitions and athletic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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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스포츠대회 조직 및 진행업
댄스대회개최업
댄스행사 조직업
댄스행사업
도보경주 진행업
라이브 스포츠행사 진행업
레이싱대회 주최업
레이싱대회 행사개최 대행업

organizing and conducting college
athletic events
arranging of dance competitions

축구경기조직업
탁구 경기 조직/준비 및 진행업

organization of dancing events

테니스 경기 조직/준비 및
진행업
프로골퍼선발업
프로골프대회 계획업

dance events
conducting foot races
conducting of live sports events
arranging of racing competitions
arranging of racing competition
events for others

마라톤경기 준비업
마라톤경기 진행업
마라톤경기조직업

arranging of marathon competitions

명상교육 프로그램 준비 및 진행업

arranging and conducting meditation
education program

무에타이행사개최업
무용대회개최업
발레대회개최업
보트경주조직업
수구대회 진행업
수상스포츠 이벤트 조직업
스모-레슬링대회 조직업

arranging of muay thai events

스크린골프 프로대회 개최업

arranging of screen golf pro
competitions

스포츠 행사 및 경기 조직업

organization of sports events and
competitions

스포츠경기 및 스포츠행사의
준비 및 진행업
스포츠경기 준비업
스포츠경기제공업
스포츠경기조직업
스포츠낚시 경기조직업

arranging and conducting of sporting
competitions and sporting events

스포츠대회 준비업
스포츠대회대행업
스포츠대회조직업
스포츠행사 준비 및 진행업

arrangement of sports competitions

스포츠행사조직업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경기조직 및 개최업
야구경기조직업
요트경주조직업
요트대회 조직업
운동경기좌석예약업
자동차경주조직업
전통무예 경기조직업

conducting marathons
organization of marathon
competitions

arranging of dance contest
arranging of ballet competitions
organization of boat races
conducting water polo competitions
organising of water sports events
organization of sumo- wrestling
competitions

arranging of sporting competitions
providing sporting competitions
organizing of sporting competitions
organization of sport fishing
competitions
agencies for sports competitions
organization of sports competitions
arranging and conducting of sports
events
organization of sporting events
organising and holding speed
skating championships and
competitions
organization of baseball games
organization of yacht races
organising of yacht competitions
booking of seats for sports
competitions
organization of automobile races
organizing of traditional martial arts
competitions

철인 3종 경기 진행업
체육행사 조직 및 진행업

conducting triathlons

축구 분야 운동경기 조직업

organisation of sports events in the
field of football
arranging of soccer games

축구경기 개최업
축구경기 진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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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ing and conducting college
sport competitions

conducting of soccer games

프로골프대회 준비업
피겨스케이팅 및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및 경기 조직 개최업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경기조직 및 개최업
필라테스경기조직업

organization of soccer games
organization, arranging and
conducting of table tennis games
organization, arranging and
conducting of tennis games
pro golfer selection services
planning of professional golf
tournaments
arrangement of professional golf
tournaments
organising and holding figure and
speed skating championships and
competitions
organising and holding figure skating
championships and competitions
organizing of pilates competitions

[제41류/S121002] 오락시설의 제공 및 운영업
서비스업의 범위
◦ 오락시설의 제공 및 운영업
◦ 게임서비스업, 오락지도업, 오락정보 제공업, 오락 행사대행업
◦ 사행성 오락시설의 제공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스포츠시설의 제공 및 운영업(제41류/S121001)
- 놀이공원운영업, 동물원운영업(제41류/S121003)
- 야영장시설제공업, 야영장비공급업, 텐트대여업
(제43류/S121004)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1. 게임서비스업 (예시)
3D 프린터를 활용한 게임
서비스업
게임서비스업
게임센터서비스업
글로벌 통신네트워크를 통한
전자게임업
기부 및 자선을 위한 온라인
게임서비스업
레크리에이션 및 레저서비스업
모바일앱을 통한 온라인게임
서비스업
모바일을 통한 게임제공업
비디오게임방 서비스업
야구게임용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한 온라인 게임서비스업
연예오락 및 추가교육 목적의
컴퓨터네트워크로부터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게임
서비스업
오락용 방탈출업
오락용 탈출게임업
인터넷 또는 기타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게임업

game services using a 3D printer
gaming services
amusement arcade services
electronic games services provided
by means of a global communication
network
game services provided on-line from
a computer network for donations
and charity
leisure and recreation services
online game services provided via
mobile applications
mobile game services
video arcade services
online game services through
mobile devices for baseball games
game services provided on-line from
a computer network for
entertainment and further education
purposes
escape room [entertainment]
escape game [entertainment]
electronic games services provided
by means of the Internet or other
communicatio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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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전자게임서비스업
자동차경주 형태의 오락업
축구게임 형태의 오락업
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를 통한
게임서비스업
컴퓨터네트워크 또는 이동전화
네트워크로부터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게임서비스업
컴퓨터네트워크 및 글로벌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게임서비스업
컴퓨터네트워크로부터 온라인
으로 제공되는 게임 서비스업
컴퓨터단말기 또는 이동전화기의
통신수단으로 제공되는 게임
서비스업
트램폴린시설이 설치된 복합
스포츠 놀이터 프랜차이즈업

electronic games services provided
by means of the internet
entertainment in the nature of
automobile races
entertainment in the nature of football
games
game services provided via
communication networks
game services provided on-line from
a computer network or mobile phone
network
games services provided via computer
networks and global communication
networks
game services provided online from
a computer network
game services provided by means of
communications by computer
terminals or mobile telephone
providing franchised sports complex
playground installed trampolines
facilities

2. 오락시설의 제공/운영업(예시)
e-스포츠업
PC 게임 시설제공업
가족캠프 오락서비스업
게임 관련 준비 및 진행업
게임 시설제공업
게임센터 대여업
게임센터제공업
게임시설 대여업
게임행사 준비 및 진행업

e-sports services
providing of PC gaming facilities
family camp entertainment services
arranging and conducting of games
providing of gaming facilities
rental of game arcade
providing amusement arcade
services
rental of gaming facilities
arranging and conducting of game
events

기원운영업
내려받기 불가능한 인터넷
게임서비스업
노래방 라운지서비스업
노래방 서비스업
노래방 시설제공업
레저이벤트 조직업
레크리에이션 목적의 짚라인
시설제공업
레크리에이션 및 레저활동
조직/제공/준비업

baduk centers

레크리에이션 시설 대여업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서비스
제공업
레크리에이션 시설제공업
모바일게임시합 준비 및 진행업

rental of recreational facilities

물놀이용 공기주입식 동력
어린이용 선박 대여업
물놀이용 공기주입식 레저용
라운지의자 대여업
블록놀이를 위한 어린이시설
제공업
비디오게임기 대여업

internet games non downloadable
karaoke lounge services
karaoke services
providing karaoke facilities
organising of leisure events
providing zip line rides for
recreational purposes
organization, provision and
arranging of recreational and leisure
activities

비디오방 대여업
비디오방 서비스업
비디오방 체인점업
수상 레저시설 제공업
수족관운영업
어린이 놀이시설 제공업
어린이 놀이장소 형태의
레크리에이션 시설제공업
어린이 놀이터업
어린이 놀이터체인점업

rental of video room

어린이놀이방 운영업
오락설비 공급업
오락시설 제공업
오락시설체인점업
온라인 게임대회 기획업
온라인 게임대회 및 기타 게임
대회의 기획 및 개최업

children's playroom services

온라인게임대회 기획/운영업
전자 스포츠 대회 조직업
전자오락실운영업
테이블탑 게임 시설제공업
프로게이머 조직업
해양레저시설 제공업
휴가캠프오락서비스업
휴게소내 어린이놀이터제공업

video exhibition room
video room chain
providing of water leisure facilities
operation of aquariums
provision of play facilities for children
providing recreational areas in the
nature of play areas for children
children's playgrounds services
provision of children's playground
services through chain stores
providing of recreation facilities
providing amusement facilities
amusement facility chains
planning of online game competitions
planning and arranging of online
game competitions and other game
competitions
planning/operating of online game
competitions
organization of electronic sports
competitions
providing electronic game rooms
providing of table-top games facilities
organising of progamer
providing of marine leisure facilities
holiday camp services [entertainment]
provision of children's playgrounds
at service stations

3. 오락장비 제공업 (예시)
게임기계기구 대여업

rental of game machines and
apparatus

게임장비 임대업
노래방기계 임대업
물놀이용 공기주입식 동력
어린이용 제트스키 대여업
바둑 또는 장기오락장제공업
바운스하우스 임대업
연 대여업
오락기계 대여업
오락기계기구 대여업

games equipment rental

장난감 스쿠터 대여업
장난감 임대업

karaoke machine rental services
rental of inflatable power jet ski for
children swimming
providing go or shogi saloons
rental of bounce houses
rental of kites
rental of amusement machines
rental of amusement machines and
apparatus
rental of toy scooters
toy rental

provision of recreation facilities and
services

4. 오락정보 제공업 (예시)

providing recreation facilities

providing of game image and voice
using a home video game console
communication

rental of inflatable power vessel for
children swimming

가정용 비디오 게임기 통신을
이용한 게임용 화상 및 음성
제공업
가정용 비디오게임기 통신을
이용한 게임용 음악제공업

rental of inflatable power lounge
chairs for children swimming

가정용 비디오게임기 통신을
이용한 게임용 음향제공업

providing of game sound using a
home video game console
communication

게임 대회와 관련된 정보 및
해설 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and
commentary in relation to game
competitions

arranging and conducting of mobile
game competitions

providing children’s facilities for
playing with blocks
rental of video games

providing of game music using a
home video game console
communication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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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활동정보제공업
레크리에이션 정보제공업
야구게임용 모바일게임 정보
제공업
온라인 컴퓨터 게임제공업
온라인을 통한 게임관련 콘텐츠
제공업
전자 게임 서비스 관련 정보제공업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또는
글로벌 통신 네트워크로부터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컴퓨터
게임오락 관련 정보제공업
컴퓨터 오락게임 분야의 정보
제공업

information on leisure activiti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recreational activities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mobile games for baseball games
providing on-line computer games
providing of game contents via online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electronic games services
information relating to computer
gaming entertainment provided
on-line from a computer database or
a global communication network
providing information in the field of
computer games entertainment

5. 오락지도업 (예시)
게임 관련 교육 및 훈련업

educational and training services
relating to games

레크리에이션 지도업
프로게이머 학원업

instruction of recreation
progamer academies

6. 사행성 오락시설의 제공업 (예시)
경륜장 운영업
경마장 운영업
경정시설 제공업
경품추첨업
경품추첨조직업
로또복권 추천번호 선정서비스업
마작실제공업
복권 운영업
복권 조직업
복권 추첨업
슬롯머신실 제공업
카지노 시설제공업
카지노시설운영업
카지노업
카지노운영업
파친코실 제공업

operation of velodrome
operation of horse racetracks
providing motorboat racing facilities
prize lottery services
organising of prize lottery
lottery service of recommend lottery
numbers
providing mahjong parlors
operating of lotteries
organization of lotteries
lottery services

놀이공원 제공업
놀이공원업
대중입장을 위한 동굴업
대중입장을 위한 유원지운영업
동물원 운영업
동물원/식물원에 관한 정보
제공업
동물원업
산림치유체험장 시설제공업

providing amusement park services

삼림욕장 운영업
삼림욕체험장 시설제공업

operation of woodland walks

수목원운영업
수상오락시설 운영업
식물원 운영업
식물원업
실내 수족관 임대업
워터파크 및 유원지 형태의
연예오락업
워터파크 서비스제공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operation of arboretum

자연휴양림운영업
키즈테마파크 관리업
키즈테마파크 체인점업

amusement park services
caves for public admission
gardens for public admission
operation of zoos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zoos/botanical gardens
zoological garden services
forest healing cheheomjang facilities
provider
providing of woods bathing
experience center facilities
operation of aquatic recreation areas
operation of botanical gardens
botanical gardens
rental of indoor aquaria
entertainment in the nature of a water
park and amusement center
providing waterpark services
amusement park and theme park
services
operation of natural recreation forest
provision of kids theme park services
kids theme park services in the
framework of franchising

키즈테마파크 프랜차이즈업

kids theme parks in the framework of
franchising

테마파크 시설제공업
테마파크 체인점관리업
테마파크 체인점업

providing theme park facilities

테마파크업

theme park services

maintenance of theme park chains
theme park services in the framework
of franchising

providing slot machine parlors
providing casino facilities [gambling]
operation of casino facilities
casino services
operation of casinos
providing pachinko parlors

[제41류/S1216] 마이크로필름기록업, 사진촬영업, 비디오
녹화촬영업
서비스업의 범위
◦ 마이크로필름기록업, 사진촬영업, 비디오녹화촬영업

[제41류/S121003] 놀이공원 운영업, 동물원운영업
서비스업의 범위
◦ 놀이공원운영업, 동물원운영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스포츠시설의 제공 및 운영업(제41류/S121001)
- 오락시설의 제공 및 운영업(제41류/S121002)
- 야영장시설제공업, 야영장비공급업, 텐트대여업
(제43류/S121004)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공원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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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eational park services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복사업(제35류/S1370)
- 사진복제업, 사진인화업, 사진필름현상업(제40류/S1216)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1. 사진촬영업 (예시)
드론에 의한 사진 촬영업
드론에 의한 영상 촬영업
디지털 사진촬영업
디지털 영상촬영업
디지털 웨딩사진촬영업

photographic imaging services by
drone
video imaging services by drone
digital photography
digital filming services
digital wedding photography

41류 S174103
마이크로필름 기록업
매크로 사진촬영업
비디오녹화촬영업
비디오카메라 촬영업
사진촬영스튜디오제공업
사진촬영업
사진편집업
웨딩사진 촬영업
항공사진촬영업

microfilming
macro photography services

providing photographic studios
photography services

[제41류/S174102] 미인선발대회 개최업, 파티계획업,
연예목적의 패션쇼개최업

editing of photographs

서비스업의 범위

wedding photography
aerial photography

◦미인선발대회개최업/조직업, 파티계획업, 연예목적의 패션쇼개
최업/조직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rental of digital cameras
rental of film positives
rental of cameras
rental of camera lenses
rental of tripods for cameras
rental of accessories for cameras
rental of camera cases
rental of photographic flash units
rental of film negatives

서비스업의 범위

돌잔치 이벤트 계획업
돌잔치서비스제공업

planning of first-birthday party events

돌잔치에 관련한 파티행사의
준비 및 진행업

arranging and conducting of party
events associated with the first
birthday party

돌잔치진행업
미인대회 형태의 연예오락업

conducting of first birthday party

미인선발대회 개최업
미인선발대회 조직업
야외 파티 기획컨설팅업
연예 목적의 전시회 조직업

arranging of beauty contests

providing of first-birthday party
services

연예 목적의 전시회 준비업
연예목적의 전시회 조직 및 준비업

◦ 보도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뉴스 클리핑업(제35류/S1370)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뉴스 취재 및 보고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뉴스취재업
사진보도업
이미용 관련 사진보도업

pet training

filming by means of video cameras

[제41류/S1234] 사진보도업

뉴스 수집 및 배포업

training of guide dogs for the blind

videotaping

2. 사진촬영기기대여업 (예시)
디지털 카메라 대여업
양화(陽畵)필름 대여업
카메라 대여업
카메라용 렌즈 대여업
카메라용 삼각대 대여업
카메라용 액세서리 대여업
카메라용 케이스 대여업
카메라용 플래시라이트장치
대여업
필름원판 대여업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훈련업
애완동물 훈련업

news reporter services relating to
gathering and dissemination of news
collecting and reporting of news

연예목적의 패션쇼 개최업

entertainment in the nature of
pageant competitions
organising of beauty contests
outdoor party planning consultancy
organizing of displays for
entertainment purposes
arranging of displays for
entertainment purposes
organizing and arranging exhibitions
for entertainment purposes
arranging of fashion shows for
entertainment purposes

연예목적의 패션쇼 조직업

organization of fashion shows for
entertainment purposes

인삼축제 개최업
인삼축제 진행업
파티 계획업
파티용역업

arranging of ginseng festivals
conducting ginseng festivals
party planning [entertainment]
party arranging and conducting

news reporting services
collecting of news
photographic reporting

[제41류/S174103] 번역업, 통역업

photographic reporting relating to
hairdressing and beauty

서비스업의 범위
◦번역업, 통역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제41류/S174101] 동물훈련업
서비스업의 범위
◦동물훈련업

번역업
수화통역업
점자번역업
통역업

translation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braille translation
language interpretation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개 훈련업
동물 훈련업
동물훈련제공업
말(馬) 훈련업

training in dog handling
animal training
providing animal exercise services
training of ho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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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기술적 서비스업 및 관련 연구, 디자인업; 산업분석, 산업연구 및
산업디자인 서비스업; 품질 관리 및 인증 서비스업;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디자인 및 개발업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services and research and design relating thereto;
industrial analysis, industrial research and industrial design services; quality
control and authentication services; design and development of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본류에는 주로(예: 과학 실험실 서비스, 엔지니어링, 컴퓨터 프로그래밍, 건축 서비스 또는
인테리어 디자인) 복잡한 활동 분야의 이론적 및 실제적 측면과 관련하여 주로 사람이 제공
하는 서비스가 포함된다.

◦ 특히 포함되는 서비스업
- 과학 및 기술적 분야에서 평가, 추정, 조사 및 보고를 수행하는 기술자 및 과학자 서비스업
(기술상담업 포함)
- 컴퓨터 데이터, 개인 및 금융정보 보안 및 데이터 및 정보 미승인 접속 탐지를 위한
컴퓨터기술서비스업(예: 컴퓨터 바이러스 보호 서비스, 데이터 암호화 서비스, 인터넷을
통한 신원 도용 탐지용 개인 식별 정보 전자 모니터링)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업(SaaS), 서비스형 플랫폼업(PaaS)
- 의료 목적의 과학적 연구서비스업
- 건축 및 도시계획 서비스업
- 특정 디자인서비스업(예: 산업디자인업,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디자인업, 실내디자인업,
포장디자인업, 그래픽 아트 디자인업, 의상 디자인업)
- 측량업
- 석유, 가스 및 광산탐사서비스업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특정연구서비스업(예: 사업연구업(제35류), 마케팅 연구업(제35류), 금융 연구업(제36류),
족보 연구업(제45류), 법률 연구업(제45류))
- 기업회계 감사업(제35류)
- 컴퓨터파일 관리 서비스업(제35류)
- 금융평가 서비스업(제36류)
- 채광, 석유 및 가스 시추업(제37류)
- 컴퓨터하드웨어 설치, 관리 및 수리업(제37류)
- 음향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제41류)
- 특정 디자인 서비스업(예: 조경디자인업(제44류))
- 의료 및 수의과 서비스업(제44류)
- 법무서비스업(제45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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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상담업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consultancy services)
컴퓨터 하드웨어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임대업
(rental of computer hardware and
computer software)

【포괄상품명칭 목록】
포괄서비스명칭

유사군코드 (구)포괄코드

약제/화장품 또는 식품의 검사/조사 또는
연구업
(testing, inspection and research
services in the fields of
pharmaceuticals, cosmetics and
foodstuffs)

S120505, N42003
S128301,
S174299

해양/대기 및 토지조사업
(marine, aerial and land surveying)

S121301, N42001
S128106,
S174201,
S174206

신호증폭 및 전송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설계 및 개발업
(design and development of
software and hardware for signal
amplification and transmission)

S123301,
S123302,
G390802

컴퓨터 대여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팅업
(computer rental and updating of
computer software)
컴퓨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임대에 관한 자문
서비스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he
rental of computers or computer
software)
컴퓨터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대여업
(computer and computer software
rental)
컴퓨터 및 컴퓨터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업
(design and development of
computers and programs for
computers)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상담 및 자문업
(consultancy and advice on computer
software and hardware)
컴퓨터 소프트웨어/데이터 처리기기 및
컴퓨터 주변장치 임대업
(rental of computer software, data
processing equipment and computer
peripheral devices)

컴퓨터 하드웨어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한 설계서비스업
(design services relating to computer
hardware and to computer
programmes)
아웃소싱 기반으로 제공되는 정보기술서비스업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provided on an outsourcing basis)

S123301,
S174299,
G390802,

정보기술(IT) 분야 상담업
(consultancy in the field of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IT) 상담업
(information technology [IT]
consultancy)
공학 제품 개발업
(development of engineering
products)
공학보고서 준비업
(preparation of engineering reports)
공학상담업
(engineering consultancy services)

S174201, N42002
S174202,
S174203,
S174204,
S174205,
S174206,
S174299

공학서비스대행업
(engineering services for others)
공학시험업
(engineering testing)
공학연구분석업
(engineering research analysis)
공학연구업
(engineering surveying)
공학조사업
(conducting engineering surveys)
공학타당성 조사업
(engineering feasibility studies)
공학프로젝트 관리서비스업
(engineering project management
services)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자문제공업
(providing technical advice relating to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공학프로젝트 연구업
(engineering project studies)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디자인업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design)

기술검사서비스업
(technical inspection services)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프로젝트 연구업
(technical project studies in the field
of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S123301,
S123302,
G390802

기술감독 및 검사업
(technical supervision and inspection)

기술검사업
(technical testing services)
기술공학업
(technic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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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제 연구진행업
(conducting technical project
studies)
기술문서 작성업
(technical writing)
기술조사 제공업
(provision of surveys [technical])

S174201, N42002
S174202,
S174203,
S174204,
S174205,
S174206,
S174299

- 약조제업, 약조제자문업(제44류/S120501)
- 치과서비스업, 치과보조업, 치과상담업(제44류/S120502)
- 내과업, 외과업, 안과업, 한의원업(제44류/S120503)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1. 약제연구업 (예시)
농약연구업
백신과 약제 연구개발업

agrochemical research services

보충식품 및 식이보충제 관련
연구 관련 기술 상담업

technical consultancy relating to
research services in the field of foods
and dietary supplements

살충제 분야의 산업 분석 및
연구업
살충제에 관한 연구업
세포 치료제 개발업
신약 조기평가수행업

industrial analysis and research in
the field of pesticides

신약개발서비스업
약제 개발업
약제 검사업
약제 및 약물 개발업

drug discovery services

약제 및 임상실험 분야 의료 및
과학연구정보제공업

providing medical and scientific
research information in the field of
pharmaceuticals and clinical trials

약제 분야 실험실연구업

laboratory research in the field of
pharmaceuticals

약제 연구 및 개발 관련 상담업

consultancy relating to
pharmaceut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엔지니어링 상담업
(consultancy in the field of
engineering)

약제 연구 및 개발업

pharmaceut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약제 연구서비스업

pharmaceutical research services

엔지니어연구에 관한 자문/상담/정보제공업
(consultation/counseling/providing
information for engineering research)

약제 연구업

research relating to pharmaceuticals

약제 평가업

pharmaceutical products evaluation

약제의 임상실험업

clinical testing of medicines

제품 연구개발업
(product research and development)

약제의 임상연구업

clinical studies of medicines

약제의 효율성평가 서비스업

제품연구업
(product research)

services for assessing the efficiency
of pharmaceuticals

약제품 개발서비스업

pharmaceutical drug development
services

약학 분야 과학연구업

scientific research in the field of
pharmacy

약학상담업

consultancy pertaining to
pharmacology

의료용 화학제 제조 관련 기술
연구개발업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medicinal chemical
manufacturing

의약품 개발 분석 및 평가업

analysis and evaluation of medical
product development

의약품검사업
의약품에 관한 실험실연구
서비스업
의약품의 시험/검사/연구에
관한 정보제공업

testing of pharmaceuticals

의약품의 시험/검사/연구에
관한 컨설팅업

consultancy in the field of testing,
inspection, research of medical
products

기술조사서비스업
(technical survey services)
신기술 개발대행업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for
others)
신제품 개발업
(development of new products)
신제품 시험업
(new products (Testing of -))
신제품 연구개발대행업
(research and development of new
products for others)
신제품 연구개발업
(research and development of new
products)
신제품 연구업
(research into new products)
엔지니어링 분야 연구 및 개발업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in the field of engineering)

농업/가축사육 또는 어업 관련 검사/조사
또는 연구업
(testing, inspection and research
services in the fields of agriculture,
livestock breeding and fisheries)

S174202, N42004
S174299

[제42류/S120505] 약제연구업, 세균연구업, 의학연구업
서비스업의 범위
◦ 약제연구업, 세균연구업, 의학연구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소독제 소매업(제35류/S120501, G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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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

research and development of
vaccines and medicines

research relating to insecticides
development of cell therapy products
conducting early evaluations in the
field of new pharmaceuticals
drug development
inspection of pharmaceuticals
development of pharmaceutical
preparations and medicines

laboratory research services relating
to pharmaceuticals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testing/
inspection/research of medical
products

42류 S120505
의약품평가업

의료연구용 시신 기증 관련
정보제공업
의료연구용 시신 기증 알선업

providing information on donation of
human corpses for medical research

의료용 과학연구업

scientific research service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과학조사업

scientific investigation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아미노산 분석업

analysis of amino acid for medical
purpose

의료용 아미노산 연구개발업

research and development of amino
acid for medical purpose

의료용 조직샘플 준비 및 보존업

preparing and preserving tissue
samples for use by others for medical
purposes

의료용 펩타이드 연구개발업

research and development of peptide
for medical purposes

의료질환예측서비스업

medical research laboratory
services for predicting disease

의약연구업
의학 및 약리학 연구서비스업

medicine research

bacteriological research and testing

의학 실험실 테스트 분야의 상담업

consulting services in the fields of
medical laboratory testing

pharmaceutical product evaluation

2. 의학연구업 (예시)

arranging the donation of human
corpses for medical research

구조상 결함치료를 위한 교정
치료 설계업
독성 분석업
사회의학 분야 과학연구업

design of remedial treatment to
remedy defects in structures

생물의학 분야의 과학연구/
조사업
생물의학 분야의 상담 및 정보
제공업
생약 분야의 의학연구업

scientific research in the fields of
biomedicine

성인병연구업
세균 검사업
세균 분석업
세균 상담 및 조사업

research on adult diseases

세균 시험업
세균 연구 및 검사업
세균 연구 및 분석업

bacteriological testing
bacteriological research and
analysis

의학 연구 목적용 펩타이드 분석업

세균 연구 분야 상담업

consultancy in the field of
bacteriological research

analysis of peptide for medical
research purposes

의학 연구를 위한 조직 검사업

biopsy for medical research

세균 연구업
세균학 및 바이러스학 분야의
연구 및 검사서비스업
세균학 분야 과학 연구업

bacteriological research

의학 연구를 위한 혈액검사업

blood testing for medical research

research and testing services in the
fields of bacteriology and virology

의학 연구를 위한 혈액수집업

blood collection for medical research

의학 연구용 인간혈청 분석업

analysis of human serum for medical
research

세균학 분야 상담 및 연구업

consultancy and research in the field
of bacteriology

의학 연구용 인체조직 분석업

analysis of human tissues for
medical research

세균학 분야 상담업
세균학 분야 실험분석업

consultancy in the field of bacteriology

scientific research in the fields of
medicine/health and pharmacology

세균학에 관한 연구업
수의과용 약품의 효율성평가
서비스업
심전도에 관한 기술상담서비스업

research relating to bacteriology

의학/건강/약학 분야의 과학
연구/조사업
의학/건강/약학 분야의 산업
연구/조사업
의학/외과수술/표본분석분야
상담업

research in the fields of medicine/
surgery and specimen analysis

심혈관질환 분야 임상실험
진행업
암연구업

conducting clinical trials in the field of
cardiovascular disease

의학/외과수술/표본분석분야
연구업
의학기술분야의 엔지니어업
의학연구업
임상실험 진행대행업(과학연구)

medical research

임상실험과정 평가서비스업

evaluating of clinical tiral progress

임상실험업

clinical research

줄기세포 연구업

stem cell research services

치과연구실험업

dental research laboratory services

toxicity analysis
scientific research in the field of
social medicine

consultation and providing information
in the fields of biomedicine
medical research in the field of crude
drugs
bacteriological inspection
bacteriological analysis
bacteriological consultation and
research

scientific research relating to
bacteriology

laboratory analysis in the field of
bacteriology
services for assessing the efficiency
of veterinary drugs
technical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electrocardiograms

scientific research for medical
purposes in the field of cancerous
diseases

medical and pharmacological
research services

industrial research in the fields of
medicine/health and pharmacology
research and consultancy therefor in
the fields of medicine/surgery and
specimen analysis

engineer services in the medical
technology
conducting clinical trials for others
[scientific research]

암질환 분야 의료용 과학연구업

scientific research for medical
purposes in the area of cancerous
diseases

연구용 독성검사업
연구용 동물정액 시험서비스업

toxicity testing for research purposes

의료실험업
의료연구목적의 생물학서열
프로세싱 분석분야의 상담업

medical laboratory services

침술치료 분야 임상실험 진행업

consultancy in analysis of biology
sequence processing for medical
research purposes

conducting clinical trials in the field of
acupuncture therapy

피부과에 관한 실험연구서비스업

laboratory research services relating
to dermatology

의료연구목적의 유전체학
분석분야의 상담업
의료연구소운영업
의료연구실험업

consultancy in analysis of genomics
for medical research purposes

혈액분석서비스업

blood analysis services

혈액에 관한 분석연구업

analysis and research for blood

operation of medical laboratory

호흡기과학 및 약제 분야 임상
연구업

basic and clinical research in the field
of respiratory science and medicine

animal semen testing services for
research purposes

medical research laborator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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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류/S121301] 건축설계업, 건축상담업, 토목설계업
서비스업의 범위
◦ 건축설계 및 상담업, 토목설계업
◦ 건축제도업, 측량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제품디자인업, 기계디자인업, 포장디자인업(제42류/S121302)
- 의상디자인업, 패션디자인업(제42류/S1214)

건축설계정보제공업
건축에 관한 전문가 상담업
건축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건축제도업
건축프로젝트 관련 컴퓨터
지원식 디자인업
고급 콘도 분야 건축 디자인업

computer-aided design services
relating to building projects
architectural design in the field of
luxury condominiums
golf course design

공업용 건물 디자인을 위한
건축설계업
공장 설계업
교통 분야 건축 디자인업

architectural services for the design
of industrial buildings

구조물 설계용 공학서비스업

engineering services for the design
of structures

급식시설 설계 서비스업

services for the planning [design] of
catering establishments

난방 설계업
냉난방공사설계업

design of heating

다층형 오피스타워 설계업
(디자인업)
단독주택 분야 건축 디자인업

planning [design] of multi-story
office towers

도로망설계업
도시디자인 및 상업도시디자
인에 관한 설계업
레스토랑 설계업
레스토랑 설계업(디자인업)
레스토랑에 관한 디자인서비스업

design of road networks

맞춤형 주방디자인에 관한
전문가 상담업
매장 실내디자인업
매장전시에 관한 디자인서비스업

professional consultancy relating to
fitted kitchen design

바 설계업(디자인업)
배전시설 건축설계 상담업

planning [design] of bars

planning of buildings and
infrastructure systems for buildings

병원설계(디자인) 서비스업

design of building exteriors

부동산 관련 디자인서비스업

draughting (Construction -)

부동산 설계에 관한 보고서 준비업

services for the planning [design] of
hospitals
design services relating to real
estate
preparation of reports relating to real
estate planning
real estate surveys

가구용 올이성긴 커버 선택에
관한 상담업(실내디자인업)

consultancy relating to selection of
loose covers for furniture [interior
design]

가구용 직물 선택에 관한 상담업
(실내디자인업)
가정용 실내장식에 관한 디자인
서비스업
거주지 설계 서비스업

consultancy relating to selection of
furnishing fabrics [interior design]

거주지 커뮤니티 설계 및 디자인업

planning and design of residential
communities

건강관리 빌딩 디자인업

design of health care buildings

건물 디자인업
건물 설계업(디자인업)
건물 인테리어 디자인서비스업

design of buildings

건물에 관한 디자인서비스업
건물증축 설계업(디자인업)

design services relating to architecture

건축 관련 컴퓨터 지원식 디자인업

computer-aided design services
relating to architecture

건축 디자인 분야 상담업

consultancy in the field of
architectural design

건축 디자인서비스업

design services for architecture

건축 디자인업

architectural design

건축 상담업

architectural consultancy

건축 설계업

architectural services

건축계획 준비를 위한 건축설계업

architecture services for the
preparation of architectural plans

건축계획서비스업
건축물 내벽 디자인업
건축물 및 건축물용 기반시스템
계획업
건축물 외벽 디자인업
건축물 제도업
건축설계 계획준비업
건축설계 관련 상담업

architectural planning services

건축설계 및 관련 상담업

construction drafting and
consultancy relating thereto

건축설계 준비업
건축설계에 관한 상담서비스업

preparation of architectural design

건축설계에 관한 자문업

advice in the field of construction
drafting

빌딩 인테리어용 가구디자인
서비스업
빌딩검사업(측량업)

건축설계용 건축 디자인업

architectural design for town
planning

빌딩디자인서비스업

유사상품 심사기준

architectural drawing

골프장 설계업
공간 디자인업
공공주택 설계 서비스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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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construction design
professional consultancy relating to
architecture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services

design services relating to interior
decorating for homes
services for the planning of residential
communities

planning [design] of buildings
design services for the interior of
buildings
planning [design] of building
extensions

design of building interiors

architectural plans (Preparation of -)
consultancy relating to architectural
planning

consultation services relating to
architectural planning

부동산 측량업
부지설계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부티크 실내디자인서비스업
빌딩 건축에 관한 상담업

space design service
services for the planning [design] of
public houses

design factory
architectural design services in the
fields of traffic and transportation

design of heating and cooling
apparatus

architectural design in the field of
single family homes
planning in relation to town planning
and commercial town planning
design of restaurants
planning [design] of restaurants
design services in relation to
restaurants

shop interior design
design services relating to shop
displays
architectural consultancy of power
distribution facilities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he
planning of premises
interior design services for boutiques
professional advice on building and
construction
furnishing design services for the
interiors of buildings
building inspection services
[surveying]
building design services

42류 S121301
빌딩디자인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building
design
architectural services for the design
of office buildings

실내장식용 건축 디자인업

architectural design for interior
decoration

실외 디자인용 컬러/페인트 및
세간의 조합에 관한 정보제공업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the
combination of colours, paints and
furnishings for exterior design

아동보호시설 디자인업
엔지니어드 빌딩시스템 설계업

designing of child care facilities

연못디자인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he
design of ponds

services for the planning [design] of
offices

외부 장식용 건축 디자인업

architectural design for exterior
decoration

사무실용 실내장식에 관한
디자인서비스업
사무용 가구 배치 디자인업
사무용 가구배치에 관한 자문업

design services relating to interior
decorating for offices

욕실 디자인업
욕실 설계업(디자인업)
욕실디자인서비스업
욕실설치에 관한 디자인서비스업

design of bathrooms

산업시설 디자인업
산업용 건물 디자인업
상업 공간 디자인업
상업 공간 리모델링 디자인업

design of industrial plant

욕실에 관한 디자인서비스업
원자력 발전소의 건축 설계 관련
상담업

design services relating to baths

상업 공간 인테리어 디자인업
상업건물 설계 서비스업

commercial space interior design

providing information in the field of
architectural design via a web site

상업용 건물 디자인을 위한
건축설계업
상업용 인테리어 디자인업
상점 디자인업
상점 설계업(디자인업)
상점용 실내장식디자인업
상점장식 디자인상담 서비스업

architectural services for the design
of commercial buildings

웹사이트를 통한 건축디자인
분야 정보제공업
웹사이트를 통한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 정보제공업
위생설비 설치에 관한 디자인
서비스업
위험물질 확인용 부동산 평가
및 검사업

infants' playground design

석유화학플랜트 설계업
소매업계용 실내디자인 서비스업

design of petrochemical plant

소매점 설계 및 디자인업
쇼핑센터 디자인업
수족관 디자인에 관한 자문
서비스업
수질오염방지시설설계업

planning and design of retail premises

유아놀이시설 디자인업
인테리어 공간 설계업
입체트러스구조물 설계업
입체프레임구조물 설계업
장식용 구조물 설계업
장식용 레이아웃 설계업
저장고 설계업
전력시설 건축설계 상담업

design of power facilities

숙소내부 디자인에 관한 전문가
상담업

professional consultancy relating to
the design of interior
accommodation

스포츠시설 설계 및 디자인업
스포츠시설 설계업
실내 및 실외 디자인서비스업
실내건축설계서비스업
실내디자인업
실내디자인용 컬러/페인트 및
세간의 조합에 관한 정보제공업

planning and design of sports facilities

interior architectural services

전력시설물설계업
전시회 진열시스템 디자인
서비스업
전시회디자인서비스업
전시회에 관한 건축디자인
서비스업
주거용 건물에 관한 디자인
서비스업
주방 디자인업

interior design

주방 설계 및 디자인업

planning and design of kitchens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the
combination of colours, paints and
furnishings for interior design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the
harmonisation of colours, paints and
furnishings for interior design

주방 설계업(디자인업)

planning [design] of kitchens

주택 리모델링 디자인업

house remodeling design

주택 설계업

house design

주택기획 제도업

house plans (Drawing-up of -)

주택점검 서비스업(측량업)

home inspection services [surveying]

지붕공사구성요소에 관한
디자인서비스업
청정실 설계업

design services relating to roof
covering components

사무빌딩디자인을 위한 건축
설계업
사무시설디자인을 위한 건축
설계업
사무실 공간 설계업
사무실 배치 설계서비스업
사무실 배치 설계업
사무실 설계서비스업

실내디자인용 컬러/페인트
및 세간의 조화에 관한 정보
제공업
실내장식 디자인업
실내장식상담업
실내장식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architectural services for the design
of office facilities
design of office space
office layout design services
design of layouts for offices

design of layouts for office furniture
advisory regarding the placement of
office furniture
design of industrial buildings
commercial space design
commercial space remodeling
design
services for the design of business
premises

commercial interior design
shop design
planning [design] of shops
design of interior decor for shops
shopfitting design consultancy
services
interior design services for the retail
industry
shopping centre design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he
design of aquaria
design of water-pollution preventive
facilities

design of sports facilities
interior and exterior design services

design of interior decor
interior decoration consultation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interior
design

design of engineered building
systems

planning [design] of bathrooms
bathroom design services
design services relating to the
installation of baths
consulting services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concerning nuclear
power plants

providing information in the field of
interior design via a website
design services relating to the
installation of sanitary fittings
evaluation and testing of real estate
for the presence of hazardous
material
space planning [design] of interiors
design of space-truss structures
design of space-frame structures
design of ornamental structures
design of ornamental layouts
design of storage systems
architectural consultancy of power
facilities
design services for display systems
for exhibition
design services for exhibitions
architectural design services
relating to exhibitions
design services relating to
residential property
kitchen design services

design of clean r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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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설계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he
planning of football grounds

측량업
측량업 및 엔지니어링업
커튼선택에 관한 상담업(실내
디자인업)
클럽 설계서비스업

surveying

클럽 설계업(디자인업)
클린룸 환경설계 및 레이아웃
디자인업
타이어 교역용 영업부지 설계업

planning [design] of clubs

토목 설계업
토목공학 관련 디자인업

civil engineering design

토목제도서비스업
토지 및 도로조사업
토지개발 관련 건축설계업

civil engineering drawing services

토지조사설계업
토지조사업
파이프라인 설계업
펍 설계업(디자인업)
풍수원리가 포함된 실내디자인
서비스업
호텔 설계서비스업

design of land surveys

호텔 설계업
홍수로 인한 건물 침수 예방용
토목공사 설계업

design of hotels

홍수로 인한 토지 침수 예방용
토목공사 설계업

design of engineering works for the
prevention of inundation of land by
flood water

홍수예방용 토목공사 설계업

design of engineering works for flood
prevention

화학플랜트 설계업
환경보호 연구시설 설계업

design of chemical plant

환경친화적 건물 디자인업

design of controlled environmental
buildings

휴양시설 건축도면 작성업

drafting of construction plans for
recreation premises

surveying and engineering

furniture design

planning and layout design services
for cleanroom environments
design of business premises for the
tyre trade

공업용 및 과학용 화학설비 설계업

designing of chemical plants used
industry and science use

공예 디자인업
공학 설계 및 상담업
공학 설계업
공학 제품 디자인업
공학제도업
광학 구성부품 디자인업
광학 및 미세광학소자 디자인업

craft design

귀금속류 디자인업
그래픽아트 디자인업
금속가공공구에 관한 디자인
서비스업
금속가공프레스에 관한 디자인
서비스업
금형 설계업
기계 디자인업
기계 제도업
기계/전기기계 및 광전자식
기기 디자인업

design of precious metals

기계부품 설계업
기계설계용 공학서비스업

design of parts of machines

기계식 및 미소기계식 구성품
디자인업
기계장비설계업
기술적 디자인업
기술적 제도 형태의 도안업

design of mechanical and
micromechanical components

기술적 제도업
놀이용 모형제작에 관한 디자인
서비스업
단백질 분석용 기기의 설계업

technical drawing

도자기 디자인업
디자인 기획업
디자인에 관한 공학상담업

design of china

디자인에 관한 과학기술 서비스업

technological services relating to
design

디자인에 관한 기술평가업

technical assessments relating to
design

디자인의 타당성 조사 설계업

designing feasibility studies on
designs
rental of design equipment

services for the planning [design] of
clubs

design services relating to civil
engineering
land and road surveying
land development (Architectural
services relating to -)
land surveying
design of pipelines
planning [design] of pubs
interior design services incorporating
the principles of feng shui
services for the planning [design] of
hotels
design of engineering works for the
prevention of inundation of buildings
by flood water

designing of environmental protection
research facilities

서비스업의 범위
◦ 제품디자인업, 기계디자인업
◦ 포장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건축설계 및 상담업, 토목설계업, 건축제도업, 측량업(제42류/
S121301)
- 의상디자인업, 패션디자인업(제42류/S1214)

유사상품 심사기준

1. 제품디자인업 (예시)
가구 디자인업
간판 디자인업
경관조명(景觀照明) 디자인업
경주자동차 설계업
공구 디자인업
공산품 디자인업
공업디자인에 관한 전문가 상담업

consultancy relating to selection of
curtaining [interior design]

[제42류/S121302] 제품설계업, 기계디자인업,
포장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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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디자인장비 대여업

design of signs
landscape lighting design
design of motor racing cars
design of instruments
design of industrial products
professional consultancy relating to
industrial design

engineering design and consultancy
engineering design services
design of engineering products
engineering drawing services
design of optical components
design of optical and microoptical
components
graphic art design
design services relating to metalworking tools
design services relating to metalworking presses
mold design
design of machinery
mechanical drawing
design of mechanical,
electromechanical and optoelectronic
apparatus and instruments
engineering services for the design
of machinery

design of machines and apparatus
technical design
draftsman's services in the nature of
technical drawing
design services relating to model
making for play purposes
design of devices intended for
protein analysis
design planning
engineering consultancy relating to
design

42류 S121302
디자인타당성 조사업
마루깔개 디자인업
마스크제작에 관한 디자인
서비스업
명함 디자인업
모형 디자인업
문구 디자인업
반도체 가공기계 디자인업
반도체제조용기계장치 설계업
발전기 설계업
배전기기 설계업

design feasibility studies
design of floor coverings
design services relating to the
creation of masks
business card design
design of models
design of stationery
design of semiconductor processing
machines
design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machines
design of generators
design of electric power distribution
machines and apparatus

보석 디자인업
분자분석용 기기의 설계업

design of jewelry

브로슈어 디자인업
블라인드 디자인업
사무용 가구 디자인업
사무용 칸막이 디자인상담업
사무용 칸막이 디자인설계업
사무자동화장비 디자인업
산업 및 그래픽아트 디자인업
산업기계 디자인업
상품기획 디자인업
상품디자인 상담업

brochure design

색채 디자인업
생명공학산업용 시설에 관한
디자인서비스업
생물학 약품분석용 기기의 설계업
서류의 복제에 관한 디자인
서비스업
서류의 출판에 관한 디자인
서비스업
서체 그래픽아트 디자인업
서체 디자인업
석제기념비 디자인업
선박 내부용 가구디자인 서비스업
선박 디자인 상담서비스업
선박 디자인업
선박 부품 설계업
선박 설계 상담업
설계공학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소매점 디자인서비스업
소비자 제품 디자인업
수송기계 원형 디자인업
수송기계기구 디자인서비스업
수송기계기구 및 그 부품 및
부속품 디자인업
수송기계기구 설계업
수송기계기구 수송차량 디자인업
수송기계기구 엔진 디자인
서비스업

design of devices for molecular
analysis
design of blinds
office furniture design
office cubicle design consultancy
office cubicle design
design of office automation equipment
industrial and graphic art design
design of industrial machinery
products planning and design
consulting services in the field of
product design
color design
design services relating to plant for
the biotechnology industry
design of devices for biological
medicine analysis
design services relating to the
reproduction of documents
design services relating to the
publication of documents
font graphic art design
font design
design of monumental masonry
furnishing design services for the
interiors of ships
ship design consultancy services
design of boats
design of shipping parts
ship design consultation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design
engineering
retail design services
consumer product design
design of original form for vehicles
vehicle design services
design of vehicles and vehicle parts
and components
design of vehicles
design of vehicle transporters
vehicle engine design services

수송기계기구용 구성품 설계업
수송기계기구용 부품 설계업
수송기계기구용 실내장식
디자인업
시계 디자인업
시제품 디자인업
시청각 창작물 디자인업
신발디자인서비스업
신제품 디자인 및 테스트대행업
신제품 디자인업
실험실용 동물주거시스템
디자인업
압축공기시설 디자인/계획
및 공학서비스업
애완용품 디자인업
엔지니어링 디자인업
엔지니어링 설계업
엔지니어링 설계제도업
엘리멘트리셀 제작에 관한
디자인서비스업
연극기업용 세트 디자인업
연극조명 디자인업
연예용 모형제작에 관한 디자인
서비스업
열교환기 설계업
완구 디자인업
운반용기 디자인업
원자력 발전소용 기계 디자인
관련 상담업
원자력 발전소용 기계장비 설계
관련 상담업

design of components of vehicles
design of parts for vehicles
interior design for vehicles
designing of watches
design of prototypes
design of audio-visual creative
works
footwear design services
design and testing of new products
for others
design of new products
design of laboratory animal housing
systems
design/planning and engineering of
compressed-air stations
pet products design
engineering design
drawing (Engineering -)
preparation of engineering drawings
design services relating to the
creation of elementary cells
set design for theatrical enterprises
theatrical lighting design
design services relating to model
making for entertainment purposes
design of heat exchangers
toy design
design of transport containers
consulting services in the field of
designing machinery for nuclear
power plants
consulting services in the field of
designing machines and apparatus
for nuclear power plants

원자력발전소 부품/장비의
디자인업
유리 및 유리제품 디자인업
육상차량 디자인업
육상차량부품 디자인업
육상차량부품 생산용 공구
디자인업
육상차량용 내연기관 설계업
(디자인업)

designing plant components and
equipment for nuclear power plants

의료 패키징 디자인업
의료용 진단장비 설계업

medical packaging design

의료용 화학제 제조설비 설계업

designing of medicinal chemicals
manufacturing plant
design of mobile telephones

이동전화기 디자인업
인형 디자인업
자동차 디자인업
자동차 설비 설계업
자동차 인테리어용 가구디자인
서비스업
자동차 제조를 위한 기계장비
설계업
자동차 카메라 디자인업

design of glass and of glass products
design of land vehicles
design of land vehicle parts
design of tooling for the production of
land vehicle parts
planning [design]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s for land
vehicles
design of medical diagnostic
apparatus and instruments

design of puppets
design of cars
designing of automobile plant
furnishing design services for the
interiors of automobiles
design of mechanical equipment for
car manufacturing
car camera design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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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류 S121302
자동차 카메라 설계업
자동차 카메라 조립기 디자인업
자동차부품 디자인서비스업
자동차부품설계업
자동차설계 및 디자인업
자동차용 모듈 설계업
자동차용 부속품 설계업
자동차용 조립품 설계업
전기변압기기 설계업
전기설비 설계업
전기제어기기 설계업
전기제품 관련 디자인상담업
전기조명기구 디자인업
전기통신기기 설계업
전기통신설비 설계업
전력 조절기 설계업
전문가 기계 디자인업
전시대 디자인업
전시용 모형제작에 관한 디자인
서비스업
전자 부품 분야에 관한 제품
설계업
전화기 디자인업
제조공정용 컴퓨터보조설계
(CAD)업
제품 디자인 및 개발업
제품 디자인업
제품 설계업
제품디자인 분석업
제품디자인 상담업
제품디자인 평가업
조명 디자인업
조명기구부품 디자인업
조명시설 제조장비용 전문가
기계 디자인업
조명시스템 디자인업
조함 분야 디자인업

design of car camera
design of car camera assembling
machines
design services for parts of motor
vehicles
design of motor vehicle parts
motor vehicle design
design of module for automobiles
design of accessories for automobiles
design of assemblies for automobiles
design of electric transformers
designing of electrical plant
designing of electrical controllers
consultation services regarding
design of electrical products
design of electric lighting apparatus
design of telecommunication
machines and implements
designing of telecommunication
plant
design of power regulators
design of specialist machinery
design of exhibition stands
design services relating to model
making for exhibition purposes
product design on electronic
components
design of telephones
computer-aided design for
manufacturing operations
product design and development
design of products
product design
analysis of product design
product design consultancy
evaluation of product design
lighting design
lighting apparatus parts design
design of specialist machinery for
use in making equipment for lighting
design of lighting systems
design services in the field of naval
shipbuilding

주문형 디자인서비스업
주방용품 디자인업
주형 디자인업
지도 디자인 서비스업
진단장치 디자인업
차량도색에 관한 디자인서비스업

custom design services

철도차량 디자인업
철도차량설계업
축전기 설계업
충전장치 및 기계 디자인업

design of rail vehicles

측정기계기구 관련 디자인업

design of measuring machines and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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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of kitchen utensils
design of moulds
services for the design of maps
design of diagnostic apparatus
design services relating to vehicle
liveries
design of railroad vehicles
design of electric condenser
design of apparatus and machines
for filling purposes

측정기계기구 관련 산업적
디자인업
측정시스템 디자인업
카펫 디자인업
카펫타일 디자인업
커튼 디자인업
컴퓨터 설명서 디자인업
컴퓨터 지원 공학기술 설계
서비스업
컴퓨터 지원 엔지니어링 디자인
및 제도서비스업
컴퓨터 지원 엔지니어링 디자인
서비스업
컴퓨터 지원식 금형 디자인업
컴퓨터그래픽 렌더링업(디지털
이미지 서비스)
컴퓨터보조설계(CAD)서비스업
통신기구 및 장비 디자인업
통신시스템 디자인에 관한
공학서비스업
판촉물 그래픽 디자인업
판촉용 진열시스템 디자인
서비스업
폐기물운송용 장비 설계업

industrial design of measuring
machines and instruments
design of measurement systems
design of carpets
design of carpet tiles
design of curtains
computer specification design
computer assisted engineering
design services
computer-aided engineering design
and drawing services
computer-aided engineering design
services
computer-aided design of molds
rendering of computer graphics
(digital imaging services)
computer aided design services
design of telecommunications
apparatus and equipment
engineering services relating to the
design of communications systems
graphic design of promotional
materials
design services for display systems
for promotional purposes
design of equipment for the
transportation of waste

포장지/용기/식기 및 테이블
용구 초안 디자인업

design sketching of packaging,
containers, dinnerware and table
utensils

항공기 설계와 관련한 상담업

consultancy relating to aircraft
design

항공기 설계와 관련한 자문업
항공기설계업
항공기용 부품 및 부속품 설계와
관련한 자문업
항공기용 야간 투시용 적외선
카메라 설계업
항공기용 야간투시경 설계업
항공기용 야간투시용 망원경
설계업
항공기용 전기식 비행 모니터
장치 설계업
항공기용 전자 표시판 설계업

advisory relating to aircraft design

항공기용 탄도 미사일 설계업
항공기용 헬멧장착 영상표시기
설계업
항공기인테리어용 가구디자인
서비스업
항양선 설계업
해양수송기계기구 디자인업
화물운송용 장비 설계업

design of ballistic missiles for aircraft

화학약품 분석용 기기의 설계업
환경보전설비 설계업
환경보전설비설계에 관한
컨설팅 및 정보제공업

aircraft design
advisory relating to aircraft parts and
fittings design
design of infrared camera for night
vision for aircraft
design of nightscopes for aircraft
design of telescope for night vision
for aircraft
design of electric flying monitoring
apparatus for aircraft
design of electronic indicator boards
for aircraft
design of helmet-mounted visual
indicator for aircraft
furnishing design services for the
interiors of aircraft
design of seagoing vessels
marine vehicle design
design of equipment for the
transportation of freight
design of equipment for chemical
analysis
desig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facilities
consultancy and providing
information on desig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facilities

42류 S1214
인쇄 미술 디자인업
인쇄물 디자인업
인터넷상 웹페이지 편집용
그래픽 디자인업
인테리어 디자인 상담업

graphic arts design

제도 서비스업
제조방식 디자인업
칼럼 그리드 레이아웃 디자인업
캐릭터 디자인업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업
컴퓨터 지원식 비디오그래픽
디자인업
컴퓨터 지원식 산업 디자인업
컴퓨터그래픽디자인서비스업
컴퓨터로 시뮬레이션된 모델
디자인업
컴퓨터보조부품 및 몰드 디자인
서비스업
테이블탑 게임 디자인업
패턴 디자인업
페인트기법 디자인업
포장 디자인대행업
포장 디자인업
포장디자인에 관한 상담업

draughtsman's services

illustrators' services

포장재료 디자인업

commercial art design

designing of packaging and wrapping
materials

홍보용 로고 그래픽디자인업

graphic design of advertising logos

2. 시각디자인업 (예시)
3차원 디스플레이 디자인업
그래픽 디자인업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디자인업
그래픽일러스트레이션 서비스
대행업
기업 로고 디자인업

design of three dimensional displays

기업이미지 통합전략(CI)용
그래픽 및 상징색 디자인업
기업이미지 통합전략(CI)용
로고 디자인업
로고 디자인업
브랜드 디자인업
브랜드디자인 서비스업
비디오 프로젝션 맵핑용 컴퓨
터그래픽디자인업
산업 디자인업
산업디자인 자문제공업
산업디자인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design of graphics and of livery for
corporate identity

산업디자인에 관한 정보제공업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industrial design

산업엔지니어링 디자인서비스업
산업포장디자인서비스업
삽화 디자인업
삽화서비스업(디자인업)
상업 예술 디자인업
상업디자인서비스업
상표 디자인업
생명공학산업용 공정시스템에
관한 디자인서비스업

industrial engineering design services

시각 디자인업
시각디자인상담업
애니메이션 디자인대행업
애니메이션 디자인업
애니메이션 및 특수효과 디자
인대행업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업
애니메이션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업
온라인상의 만화 디자인업
온라인상의 아이콘 디자인업
온라인상의 애니메이션 디자인업
온라인상의 이모티콘 디자인업
온라인상의 캐리커처 디자인업
우편엽서용 만화속 등장인물
디자인업
웹사이트 생성용 디자인 및
그래픽아트 디자인업
웹페이지 생성용 디자인 및
그래픽아트 디자인업

visual design

윈도우그래픽에 관한 디자인
서비스업

design services relating to window
graphics

graphic design
graphic illustration design
graphic illustration services for
others
corporate logo graphic design
services

design of logos for corporate identity
logo design services
brand design
brand design services
computer graphic design for video
projection mapping
industrial design
providing of industrial design advice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industrial
design

industrial packaging design services
design of artwork

commercial design services

design of printed matter
graphic design for the compilation of
web pages on the internet
consultation services relating to
interior design
design of manufacturing methods
layout design of column grids
character design
computer aided graphic design
computer-aided design of video
graphics
computer-aided industrial design
computer graphics design services
design of computer-simulated models
computer aided part and mould
design services
design of table-top games
pattern design
designing of paint techniques
packaging design for others
packaging designs
consultancy relating to the design of
packaging

design of trade marks
design services relating to process
systems for the biotechnology
industry
visual design consultancy
animation design for others
design of animations
animation and special effects design
for others
animation character design
computer graphic design for
animation
cartoon design online
icon design online

[제42류/S1214] 의상디자인업, 패션디자인업
서비스업의 범위
◦ 의상디자인업, 패션디자인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홍보목적의 패션쇼 개최업, 홍보목적의 패션쇼 조직업(제35류/
S0101)
- 옷감재단업, 의류재단업(제40류/S1214)
- 연예목적의 패션쇼 조직업, 연예목적의 패션쇼 개최업(제41류/
S174102)
- 의복대여업, 의상상담업(제45류/S1214)

animation design online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emoticon design online
caricature design online
design of post card cartoon characters
design and graphic arts design for
the creation of web sites
design and graphic arts design for
the creation of web pages on the
Internet

T-셔츠용 로고 디자인업
가구용 직물에 관한 디자인
서비스업
방호복 디자인업

design of logos for t-shirts

의류 디자인업

design of clothing

의류분야 디자인대행업

design for others in the field of
clothing

의류액세서리 디자인업

design of clothing accessories

의상 디자인업

dress design services

design services relating to furnishing
fabrics
design of protective clothing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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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트림용 직물디자인
서비스업

textile design services for motor
vehicle trim

가상현실 소프트웨어 개발업

development of virtual reality
software

직물 디자인서비스업

textile design services

직물 디자인업

textile design

가상현실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업

design and development of virtual
reality software

패션 디자인업

fashion design

가상현실 소프트웨어 설계업

design of virtual reality software

패션디자인상담업

fashion design consulting services

가전제품 문제진단 및 처리업

패션액세서리 디자인업

design of fashion accessories

troubleshooting in the nature of
diagnosing problems with consumer
electronics

개발 및 데이터처리용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
건설 및 자동 제조(CAD/CAM)용
데이터 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 개발업

development and creation of computer
programmes for data processing

[제42류/S123301, G390802] 컴퓨터시스템의 설계
및 자문업,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자문 및
개발업, 자료 및 문서의 디지털처리업,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전환업(물리적 전환은
제외), 컴퓨터 데이터 복구업
서비스업의 범위
◦ 컴퓨터시스템의 설계 및 자문업
◦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자문 및 개발업
◦ 자료 및 문서의 디지털 처리업,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전환업
(물리적 전환은 제외), 컴퓨터 데이터 복구업
◦ 컴퓨터 소프트웨어 대여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가공편집업, 정보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구축업, 컴퓨터 자료 검색업, 컴퓨터화된 파일관리업(제35류/
S123301)
- 컴퓨터 하드웨어 수리업(제37류/S050139)
- 데이터베이스 접속제공업, 인터넷 이용자 접속제공업(제38류/
S0601)
- 전자데이터 및 서류의 물리적 저장업(제39류/S123301)
- 컴퓨터 하드웨어 디자인업(제42류/S123302)

협의의 포괄명칭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리 및 대여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계/관리/
대여 및 업데이트업

rental and maintenance of computer
software
design, maintenance, rental and
updating of computer software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1.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작 및 개발업 (예시)
3D 기술 관련 소프트웨어 설계업

design of software relating to 3D
technology

3D 컴퓨터 소프트웨어 연구업
3D 콘텐츠/입체 3D 프로젝션/
3D 애니메이션기술에 사용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

research of 3D computer software

3D 콘텐츠/입체 3D 프로젝션/
3D 애니메이션기술에 사용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조사업
CAD/CAM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

research of computer software for
3D content/stereoscopic 3D
projection/3D animation technology

IT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업

development of IT security software

가상 광학실험 또는 연속실험
시뮬레이션용 프로그램 개발업

developing programs for simulating
experiments or series of experiments
in a virtual optical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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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

development of computer software
for 3D content/stereoscopic 3D
projection/3D animation technology

development of computer software
for computer-aided design/computeraided manufacturing [CAD/CAM]

검색엔진운영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
고장감지를 위한 컴퓨터시스템
모니터링업
과학용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광고 분석 및 보고용 컴퓨터
프로그래밍서비스업
광고분석 및 보고용 컴퓨터
시스템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계업
광고용 웹사이트 설계업
교육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업
구매자와 공급자간 데이터
통제용 컴퓨터 프로그래밍업
그래픽 소프트웨어 시스템
디자인업
그래픽용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데이터 획득용 검색엔진제공업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용
컴퓨터 서버상의 웹사이트
호스팅대행업
금융에 관한 정보시스템 디자인업
내려받기 불가능한 고객관계
관리용 소프트웨어 온라인제
공업
내려받기 불가능한 공급망
관리용 온라인 소프트웨어
제공업
내려받기 불가능한 기업자원
설계용 소프트웨어 온라인제
공업
내려받기 불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용 소프트웨어 온라인제공업
내려받기 불가능한 소프트웨어
온라인제공업
내려받기 불가능한 워드프로
세싱용 소프트웨어 온라인
제공업
내려받기 불가능한 통신용
소프트웨어 온라인제공업

development of computer programs
recorded on data media (software)
designed for use in construction and
automated manufacturing (CAD/CAM)
operating search engines
development of game software
monitoring of computer systems to
detect breakdowns
scientific computer programming
services
computer programming services for
commercial analysis and reporting
design of computer machine and
computer software for commercial
analysis and reporting
designing websites for advertising
purposes
programming of educational
software
programming of computers for the
regulation of data between buyers
and suppliers
design of graphic software systems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computer software used for graphics
providing search engines for
obtaining data on a global computer
network
hosting the web sites of others on a
computer server for a global
computer network
design of information systems
relating to finance
providing on-line non-downloadable
software for use in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providing on-line non-downloadable
software for use in supply chain
management
providing on-line non-downloadable
software for use in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providing on-line non-downloadable
software for use in database
management
providing online non downloadable
software
providing on-line non-downloadable
software for word processing
providing on-line non-downloadable
software for use in communication

42류 S123301, G390802
네트워크 설계 및 개발업
네트워크 설계에 관한 디자인
서비스업
네트워크 시스템 모니터링업
네트워크 웹페이지 디자인 및
시행 대행업
다른 컴퓨터로부터의 문서
데이터 전환서비스업
다른 프로토콜간 데이터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변환용
소프트웨어 개발업
다른 프로토콜간 데이터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변환용
소프트웨어 디자인업
다른 형태 디지털콘텐츠로의
디지털콘텐츠 교차플랫폼
변환업
데이터 검색 소프트웨어 디자인
및 개발업
데이터 마이닝업
데이터 보관시스템 디자인업
데이터 보관업
데이터 보관용 컴퓨터
프로그래밍업
데이터 보안 서비스업
데이터 보안 서비스업(방화벽)
데이터 보호를 위한 컴퓨터 보안
위협 분석서비스업
데이터 복구 서비스업
데이터 복호화 서비스업
데이터 복호화업
데이터 분석용 컴퓨터 서비스업
데이터 암호화 및 복호화 서비스업
데이터 이전업
데이터 저장용 시스템 개발업
데이터 전송용 시스템 개발업

design and development of networks
design services relating to the
creation of networks
monitoring of network systems
designing and implementing
network web pages for others
document data transfer from one
computer format to another
development of software for data
and multimedia content conversion
from and to different protocols
design of software for data and
multimedia content conversion from
and to different protocols
cross-platform conversion of digital
content into other forms of digital
content
design and development of data
retrieval software
data mining
design of data storage systems
data warehousing
computer programming services for
data warehousing
data security services
data security services [firewalls]
computer security threat analysis for
protecting data
data recovery services
decryption of data
decoding of data
computer services for the analysis of
data
data encryption and decoding
services
data migration services
development of systems for the
storage of data
development of systems for the
transmission of data

데이터 처리시스템 디자인업
데이터 처리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업
데이터 처리용 소프트웨어
업데이팅 및 임대업
데이터 처리용 시스템 개발업

design of data processing systems

데이터 처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
데이터 처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리업
데이터 처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자인 및 개발업
데이터 처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자인업
데이터 처리용 컴퓨터 프로그램
준비업
데이터 처리용 프로그램 개발업

development of computer software
for data processing

updating of software for data
processing
updating and rental of software for
data processing
development of systems for the
processing of data

maintenance of computer software
for data processing
design and development of computer
software for data processing
design of computer software for data
processing
preparation of computer programs
for data processing
development of programmes for
data processing

데이터 처리용 프로그램 디자인
및 개발업
데이터 처리용 프로그램 디자인업

design and development of
programs for data processing

데이터 처리용 프로그램 제작업

creating programmes for data
processing
programming of data processing
equipment
time sharing services for data
processing apparatus

데이터 처리장비 프로그래밍업
데이터 처리장치용 시분할
서비스업
데이터 통신시스템용 오류복구
서비스업
데이터 프로그램 개발업
데이터 해독업
데이터베이스 개발업
데이터베이스 보관용 전자보관업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개발업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복구대행업
데이터베이스 재구성업
데이터베이스/이미지/기타
전자데이터용 전자보관업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과학
연구업
데이터보안상담업
데이터암호화서비스업
데이터의 컴퓨터화된 분석업
데이터전송 시험도구에 관한
디자인서비스업
데이터처리 기술에 관한 공학
서비스업
데이터처리 시스템 설계업

design of programs for data
processing

disaster recovery services for data
communications systems
development of data programs
data decryption services
development of data bases
electronic storage services for
archiving databases
database design and development
reconstruction of database systems
for others
reconstitution of databases
electronic storage services for
archiving databases, images and
other electronic data
scientific research conducted using
databases
data security consultancy
data encryption services
computerised analysis of data
design services relating to data
transmission test tools
engineering services relating to data
processing technology
designing of data processing
systems

데이터처리 프로그램 개발대행업

development of data processing
programs by order of third parties

데이터처리 프로그램 개발업

development of data processing
programs

데이터처리 프로그램 설계업

designing of data processing
programmes

데이터처리 프로그램 입력업

writing of programs for data
processing

데이터처리 프로그램 준비업

preparation of data processing
programmes

데이터처리 프로그램 편집업

compilation of data-processing
programs

데이터처리 프로그램
프로그래밍업
데이터처리에 관한 공학상담업

programming of data processing
programs

데이터처리에 관한 공학서비스업

engineering services relating to data
processing
technical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data processing

데이터처리에 관한 기술자문
서비스업
데이터처리에 관한 연구업
데이터처리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데이터처리용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업
데이터처리용 컴퓨터프로그
래밍업

engineering consultancy relating to
data-processing

research relating to data processing
software engineering services for
data processing
creation of computer programmes
for data processing
computer programming services for
data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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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 및 운영시스템 소프트
웨어 개발업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개발업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디자인
및 개발업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디자인업
디지털 데이터 전자보관용
컴퓨터 시설제공업
디지털 변환용 기술상담서비스업
디지털 비디오 전자보관업
디지털 비디오파일 전자보관업
디지털 사운드 및 이미지 캐리어
개발 및 설계업
디지털 사진 및 비디오 전자
보관용 웹사이트 호스팅업
디지털 사진 전자보관업
디지털 신호처리용 소프트웨어
개발업
디지털 신호처리용 소프트웨어
디자인업
디지털 오디오파일 전자보관업
디지털 음악 암호화업
디지털 음악 전자보관업
디지털 이미지 전자보관업
디지털 자산관리업
디지털 화상 암호화업
멀티미디어 교육콘텐츠 호스팅업
멀티미디어 데이터 저장 및
회수용 소프트웨어 개발업
멀티미디어 데이터 저장 및
회수용 소프트웨어 디자인업
멀티미디어 연예오락콘텐츠
호스팅업
멀티미디어 콘텐츠 압축 및
해제용 소프트웨어 개발업
멀티미디어 콘텐츠 압축 및
해제용 소프트웨어 설계업

developing of driver and operating
system software
development of driver software
design and development of driver
software
design of driver software
providing computer facilities for the
electronic storage of digital data
technological consulting services for
digital transformation
electronic storage of digital videos
electronic storage of digital video
files
development and design of digital
sound and image carriers
hosting a web site for the electronic
storage of digital photographs and
videos
electronic storage of digital
photographs
development of software for digital
signal processing
design of software for digital signal
processing
electronic storage of digital audio
files
encryption of digital music
electronic storage of digital music
electronic storage of digital images
technological services in the field of
digital asset management
encryption of digital images
hosting multimedia educational
content
development of software for
multimedia data storing and recalling
design of software for multimedia
data storing and recalling
hosting multimedia entertainment
content
development of software for
compression and decompression of
multimedia contents
design of software for compression
and decompression of multimedia
contents

멀티미디어 콘텐츠 전달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업
멀티미디어 콘텐츠 처리 및
분배용 소프트웨어 개발업

development of application software
for delivery of multimedia content

멀티미디어 콘텐츠 처리 및
분배용 소프트웨어 디자인업
멀티미디어응용 프로그래밍업

design of software for processing
and distribution of multimedia contents

멀티미디어장비 프로그래밍업

programming of multimedia
equipment
coding of messages

메시지 복호화업
메일서버 관리업
메타버스용 응용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업
모바일폰 보안해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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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software for
processing and distribution of
multimedia contents

programming of multimedia
applications

administration of mail servers
design and development of
metaverse application software
unlocking of mobile phones

무단접속 또는 데이터유출
감지를 위한 컴퓨터시스템
모니터링업
무선 컴퓨터 네트워크 설계 및
개발업
문서 및 보관된 이메일 전자보관업
문서 전자보관업
문서의 디지털화업
문서의 디지털화업(스캔)
바코드 프린팅용 컴퓨터
프래그래밍업
배기가스배출 분석용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
벤치마크 참조에 대한 데이터
처리 성능평가업

monitoring of computer systems for
detecting unauthorized access or
data breach
design and development of wireless
computer networks
electronic storage of documents and
archived e-mails
electronic storage of documents
digitization of documents
digitization of documents [scanning]
programming of computers for the
printing of bar codes
development of computer programs
for analysis of exhaust gas emissions
evaluation of performance of
data-processing against bench-mark
references

벤치마크참조에 대한 컴퓨터
시스템 성능평가업

evaluation of performance of
computer systems against benchmark references

보관된 전자메일 전자보관업

electronic storage of archived
e-mails

보안 관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
보안 교육 프레임워크 개발업

development of computer software
for security management

보안 네트워크 조작용 소프트
웨어 개발업
블로그 제작 및 관리대행업

development of software for secure
network operations

블록체인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증서비스업
비디오 게임 개발업
비디오 및 컴퓨터게임 개발업

user authentication services using
blockchain technology

비디오 전자보관업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

electronic storage of videos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디자인
및 개발업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디자인업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업
비디오게임 컴퓨터 프로그래밍업

design and development of video
game software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
사용자 요구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조정업

development of computer software
for big data processing

사진 전자보관업
산업목적의 컴퓨터 관련 분석업

electronic storage of photographs

산업목적의 컴퓨터 관련 연구업

research in the field of computers for
industrial purposes

상업 사이트의 유지 및 관리업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commercial web sites for others

생명공학 응용프로그램용
컴퓨터 프로그램 입력업
서버 관리업
서버호스팅업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업

writing of computer programs for
biotechnological applications

development of security training
framework

creating and maintaining blogs for
others

video game development services
development of video and computer
games
development of video game
software

design of video game software
programming of video game software
computer programming of video
games

updating and adapting of computer
programs according to user
requirements
computer analysis for industrial
purposes

server administration
server hosting
software as a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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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형 플랫폼 제공업
서비스형 플랫폼업
서적의 디지털화업
서체 그래픽아트 개발업
선박용 기구컨트롤 컴퓨터
시스템 설계업
소프트웨어 개발/프로그래밍
및 실행업
소프트웨어 관리 및 수리업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업
소프트웨어 디자인 분야 상담업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발/업데이트/관리업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업
소프트웨어 수리업(유지관리/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소프트웨어 운영용 가상사설망
(VPN) 설계 및 개발업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에 관한
상담업
소프트웨어 제작/관리 및 조정업
소프트웨어 제작업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및 품질
향상 관련 자문업
소프트웨어 주문제작서비스업
소프트웨어 출판 관점에서의
소프트웨어 개발업
소프트웨어 패키지 주문디자인업
소프트웨어에 관한 과제연구업
손상된 컴퓨터 프로그램 복구업
손상된 컴퓨터 프로그램 수리업
수상스포츠용품에 관한 인터넷
쇼핑몰 웹사이트 유지관리업
스마트폰 데이터 복구업
스팸제거 서비스업
시청각 제어용 소프트웨어
개발업
시청각제어용 소프트웨어
설계업
신속한 개발방법을 이용한
컴퓨터 시스템 디자인업
실험 시뮬레이팅용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
싱글 사인 온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업
쌍방향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개발업
쌍방향 토론 진행용 온라인
웹호스팅대행업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업

providing paas (platform as a service)
platform as a Service [PaaS]
digitization of books
development of fonts graphic arts
design of computer system for ship
mechanism controls
software development, programming
and implement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software
updating of software data bases
consultancy in the field of software
design
development, updating and
maintenance of software and
database systems
software design and development
repair of software [maintenance,
updating]
software engineering
design and development of virtual
private network (vpn) operating
software
consultancy relating to software
maintenance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제공업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시험
상담업
양자 컴퓨팅업
엔진내부 연소공정 분석용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
연예오락 미디어콘텐츠 전자
보관업
영상이미지용 설계파라미터
준비업
영상처리 소프트웨어 설계업
오디오파일 전자보관업
온라인 데이터 보관업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호스팅
서비스업
온라인 소프트웨어 애플리
케이션을 위해 싱글 사인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증서비스업
온라인 워크플랫폼 전송에 대한
정보제공업
온라인 웹사이트 기획/디자인/
개발/관리대행업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ASP)
application system testing
consultancy
quantum computing
development of computer programs
for combustion process analysis
inside an engine
electronic storage of entertainment
media content
preparation of design parameters for
visual images
image processing software design
electronic storage of audio files
on-line data storage
hosting of digital content online
user authentication services using
single sign-on technology for online
software applications
information about online work
platform transmission
planning, design,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on-line web sites for
third parties

온라인 콘텐츠 공유용 웹호스팅
대행업
온라인 콘텐츠 전송을 위한
플랫폼 제공업
온라인 콘텐츠 제공을 위한
플랫폼 제공업
온라인서비스 및 인터넷용
전자적으로 저장된 웹페이지
제작업
외부데이터 백업업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

hosting on-line web facilities for
others for sharing on-line content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 디자인
및 개발업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 디자인업
워드프로세싱용 컴퓨터 소프트
웨어 개발업
워드프로세싱용 컴퓨터 소프트
웨어 디자인업
원격 컴퓨터 백업서비스업
원격서버 관리업
원격접속에 의한 컴퓨터 시스템
모니터링업
웹디자인업
웹로그 제작 및 관리대행업

design and development of
operating system software

웹로그 호스팅업(블로그)
웹로그용 인터넷상 공간제공업

hosting weblogs [blogs]

development of interactive
multimedia software

웹사이트 개발 및 관리업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web sites

hosting on-line web facilities for
others for conducting interactive
discussions

웹사이트 개발 및 유지관리업
웹사이트 개발대행업
웹사이트 개발서비스업
웹사이트 개발업

building and maintaining websites

creation, maintenance and
adaptation of software
software authoring
advisory services in the field of
product development and quality
improvement of software
software customisation services
software development in the
framework of software publishing
custom design of software packages
project studies relating to software
recovery of damaged computer
programs
repair of damaged computer
programs
operating an internet shopping mall
web site for water sports products
recovery of smartphone data
anti-spamming services
development of software for audio
and video operators
design of software for audio and
video operators
computer system design using agile
development methods
development of computer programs
for simulating laboratory experiments
design and development of single
sign-on software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services

hosting platforms on the Internet for
delivery of multimedia content
providing access to Internet
platforms for online contents
creating electronically stored web
pages for online services and the
internet
off-site data backup
development of operating system
software

design of operating system software
development of computer software
for word processing
design of computer software for
word processing
remote computer backup services
remote server administration
monitoring of computer systems by
remote access
web design
creating and maintaining weblogs
for others
providing space on the internet for
weblogs

website development for others
website development services
web sit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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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관리업
웹사이트 디자인 및 구현 대행업

maintenance of websites

웹사이트 디자인 및 실행대행업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web
sites for others

웹사이트 디자인 및 유지관리
대행업
웹사이트 디자인 및 제작서비스업
웹사이트 디자인 및 제작업

design and maintenance of web
sites for others

웹사이트 디자인상담업
웹사이트 디자인업
웹사이트 로딩 시험업
웹사이트 사용성테스트 서비스업
웹사이트 생성 및 디자인업
웹사이트 생성/디자인/개발/
관리업
웹사이트 설계/생성/호스팅/
관리대행업
웹사이트 업데이트 대행업
웹사이트 업데이트업
웹사이트 유지관리업
웹사이트 제작 및 관리대행업

website design consultancy

웹사이트 제작 및 관리업

elaboration and maintenance of web
sites for third parties

웹사이트 제작/설계 및 관리업

creating, designing and maintaining
web sites

웹사이트 호스팅업
웹사이트를 이용한 정보의
색인 제작 및 디자인대행업
(IT서비스업)
웹사이트를 통한 컴퓨터 기술
관련 정보제공업
웹사이트를 통한 컴퓨터 기술
및 프로그래밍 관련 정보제공업

hosting computer websites

웹사이트를 통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 정보제공업
웹사이트용 메모리공간
호스팅업
웹사이트의 제작 및 유지대행업

providing information on computer
programming via a web site

웹페이지 디자인 및 실행대행업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web
pages for others

웹페이지 디자인업
웹페이지 생성 및 관리업
웹페이지 설계에 관한 자문업

web page design

웹페이지 제작 및 설계대행업

creating and designing web pages
for others

웹페이지 제작 및 제공대행업

creation and provision of web pages
to and for third parties

웹페이지 제작대행업
유아 관련 커뮤니티 웹사이트
개발업
의료 분야 컴퓨터 프로그래밍업

creating web pages for others

의료기록물 전자보관업

electronic storage of medical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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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ing and implementing web
sites for others

web site design and creation services
designing and creating web sites for
others
web site design
web site load testing services
website usability testing services
design and creation of web sites
creation, design,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web sites
design, creation, hosting and
maintenance of websites for others
updating websites for others
updating of web sites
web site maintenance
creating or maintaining web sites for
others

creating and designing website-based
indexes of information for others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providing information on computer
technology via a web site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computer technology and
programming via a website

hosting memory space for web sites
creating and maintaining websites
for others

creating and maintaining web pages
consultancy with regard to webpage
design

development of web site for
infant-related community
computer programming in the
medical field

의료용 디지털 X-선 장치 영상
엔진 소프트웨어 개발대행업
의료용 디지털 X-선 장치
의료기기 운용 소프트웨어
개발대행업
의료용 영상데이터의 관리지원
서비스업
의료장비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
의료진단 분야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제공업
의료진단기구의 원격 데이터
관리용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의료진단장치의 원격관리용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의학용 컴퓨터 프로그램 입력업
이동단말기용 광고/마케팅
소프트웨어 개발업
이미지 전자보관업
이미지 처리용 소프트웨어 개발업
이미지 처리용 소프트웨어
디자인 및 개발업
인쇄용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인터넷 검색엔진제공업
인터넷 공급자 및 사용자용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업
인터넷 보안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업
인터넷 사이트 설계/제작/
호스트 및 관리대행업
인터넷 사이트 제작 및 관리업
인터넷 사이트 호스트대행업
인터넷 월가든 서비스업
인터넷 웹사이트 디자인서비스업
인터넷 웹사이트 제작업
인터넷 웹페이지 설계 및 개발업

software development for others in
the field of medical digital X-ray
imaging engine
operating software development for
others in the field of medical digital
X-ray medical equipment
management assistance services
for medical image data
development of computer software
for use with medical equipment
providing computer software
technical support services in the field
of medical diagnostics
computer programming services for
remote data management of
medical diagnostic instruments
computer programming services for
remote management of medical
diagnostic systems
writing of computer programs for
medical applications
software development of
advertising/marketing for mobile
terminals
electronic storage of images
development of image processing
software
design and development of image
processing software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computer software used for printing
provision of Internet search engines
development of software solutions
for internet providers and internet
users
design and development of Internet
security programs
design, creation, hosting and
maintenance of internet sites for
third parties
creation and maintenance of
Internet sites
hosting internet sites for others
internet walled garden services
internet web site design services
creation of internet web sites
designing and developing web
pages

인터넷 웹페이지 설치 대행업

installing web pages on the internet
for others

인터넷 접속 소프트웨어 설치
및 관리업
인터넷 접속용 소프트웨어 관리업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Internet access software

인터넷 페이지 업데이트업
인터넷 플랫폼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업
인터넷보안상담업
인터넷상의 디지털콘텐츠
호스팅업
인터넷상의 웹사이트 호스트업
인터넷상의 전자저장공간
(웹공간) 제공업

updating of Internet pages

maintenance of software for Internet
access
programming of software for internet
platforms
internet security consultancy
hosting of digital content on the
internet
hosting websites on the Internet
providing electronic storage space
[web space] on th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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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용 컴퓨터 프로그래밍업
인터넷을 통한 명의도용
식별을 위한 개인신원정보
전자모니터링업
인터넷을 통한 사기감지를 위한
신용카드사용 전자모니터링업
인트라넷 디자인/개발 및 관리업
자급식 단말기 제어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계업
자동넘버링 시스템에 관한
기술연구업
자동인식 시스템에 관한 기술
연구업
자동정보처리에 관한 공학
서비스업
자동차 전장품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업
자동차 제조용 컴퓨터 소프트
웨어의 설계업
자동측정/조립/조정 및 시각화
관련 제어프로그램 제작업
자료 및 문서의 디지털처리업
전기시스템 설계업
전기식 작동제어 및 구동모듈용
제어프로그램 제작업
전기통신기술용 컴퓨터 소프트
웨어 분야의 상담업
전력량 분석용 컴퓨터 소프트
웨어 유지관리업
전력종합보호제어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

computer programming for the
internet
electronic monitoring of personally
identifying information to detect
identity theft via the internet
electronic monitoring of credit card
activity to detect fraud via the internet
intranet design, development and
maintenance
designing computer software for
controlling self-service terminals
technical research relating to
automatic numbering systems
technical research relating to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s
engineering services relating to
automatic data processing
development of control software for
electrical vehicle equipment
computer software planning for
vehicle manufacturing
creation of control programs for
automated measurement,
assembly, adjustment and related
visualisation
conversion of data or documents
from physical to electronic media
designing of electrical systems
creation of control programs for
electric operation control and drive
modules
consulting services of computer
software for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maintenance of computer software
for wattage analysis
development of operating system
software for comprehensive
protection power control

전력종합보호제어를 위한
컴퓨터 시스템 관리업

maintenance of computer system for
comprehensive protection power
control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업
전사적 자원관리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업
전자 부품 분야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업
전자 부품 분야에 관한 소프트웨어
디자인업
전자 상거래 플랫폼용 소프트
웨어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전자기 유도체 주문디자인업

development of software for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ERP -

전자데이터 보관용 전자보관업

electronic storage services for
archiving electronic data

전자데이터 보안시스템 설계
및 개발업
전자데이터 저장서비스업
전자데이터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업
전자데이터처리 소프트웨어
설계 서비스업

design and development of
electronic data security systems

maintenance of software for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development of software in the field
of electronic components
design of software in the field of
electronic components
programming of software for
e-commerce platforms
custom design of electromagnetic
inductors

electronic data storage services
cloud storage services for electronic
data
services for the design of electronic
data processing software

전자상거래 분야 소프트웨어
관련 상담업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software used in the field of
e-commerce

전자상거래를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증서비스업

user authentication services using
technology for e-commerce
transactions

전자상거래용 소프트웨어
관리업
전자상거래용 웹사이트 관리업

maintenance of software used in the
field of e-commerce

전자상거래용 웹사이트 유지
관리업
전자상거래용 인터넷 플랫폼
구축업
전자상거래용 컴퓨터
프로그래밍업
전자시스템 설계업
전자시스템 설계에 관한 공학
서비스업
전자식 네트워크 보호용 기술
개발업
전자식 현금등록 시스템용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
전자식데이터 저장업
전자정보 데이터 변환업

maintenance of web sites for
electronic commerce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검사업

testing of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s

전자제어시스템 프로그래밍업

programming of electronic control
systems

전자파일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업

cloud storage services for electronic
files

정보 및 데이터 검색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생성용 지식경영
분야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호스팅업

hosting computer application
software in the field of knowledge
management for creating
searchable databases of
information and data

정보 및 데이터 임시전자보관업

temporary electronic storage of
information and data

정보/메시지 및 데이터의
암호화/복호화 및 증명업

encryption, decryption and
authentication of information,
messages and data

정보시스템 디자인업
정보시스템 분석용 상담서비스업

design of information systems

정보시스템 설계용 상담서비스업

consultancy services for designing
information systems

정보시스템기반 컴퓨터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제어프로그램 입력업
중대형 컴퓨터 시스템 응용용
공학서비스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computer
based information systems

지도의 디지털화 서비스업
차트의 디지털화 서비스업

services for the digitalization of maps

출판용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충전장치 및 기계 작동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리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computer
software used for publishing

측정기계기구 관련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업

design and development of computer
software related to measuring
machines and instruments

hosting of web sites for electronic
commerce

constructing an internet platform for
electronic commerce
computer programming for electronic
commerce
designing of electronic systems
engineering services relating to the
design of electronic systems
development of technologies for the
protection of electronic networks
developing computer programs for
electronic cash register systems
electronic data storage
data conversion of electronic
information

consultancy services for analysing
information systems

writing of control programs
engineering services for applications
on large and medium-sized computer
systems
services for the digitalization of
charts

maintenance of computer software
used for operating filling apparatus
and mach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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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디자인업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복제업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업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업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의
디자인 및 개발업
컴퓨터 게임 컴퓨터 프로그래밍업

development of computer game
software
design of computer game software
duplication of computer game
software
maintenance of computer game
software
programming of computer game
software
design and development of computer
game software
computer programming of computer
games

컴퓨터 게임 프로그래밍업
컴퓨터 공업디자인 서비스업

computer game programming

컴퓨터 기록 관리업
컴퓨터 네트워크 개발에 관한
정보제공업
컴퓨터 네트워크 구성 서비스업

maintenance of computer records

컴퓨터 네트워크 디자인 및 개발업
컴퓨터 네트워크 디자인대행업
컴퓨터 네트워크 디자인업
컴퓨터 네트워크 서비스업
컴퓨터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정보제공업
컴퓨터 네트워크에 관한 상담
서비스업
컴퓨터 네트워크용 홈페이지
업데이트업
컴퓨터 네트워크용 홈페이지
제작 및 업데이트업
컴퓨터 네트워크용 홈페이지
제작업
컴퓨터 네트워킹 애플리케이
션에 관한 자문 및 상담업
컴퓨터 데이터 디지털 압축업

services for the industrial design of
computers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the
development of computer networks
computer network configuration
services
design and development of computer
networks
computer network design for others
design of computer networks
computer network services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the
application of computer networks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computer networks
updating of home pages for computer
networks
creating and updating of home
pages for computer networks
creating of home pages for computer
networks
advice and consultancy in relation to
computer networking applications
digital compression of computer
data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개발업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및 개발업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업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설계업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소프트
웨어 개발업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디자인 및 개발업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디자인업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프로그
램 디자인 및 개발 관련 상담업

development of computer databases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디자인 및 개발업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용
CD-ROM 전자포맷 디자인업
컴퓨터 디자인 및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design and development of
computer databas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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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and development of computer
databases
design of computer databases
database design
development of computer database
software
design and development of computer
database software
design of computer database software
consultancy relating to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computer
database programs

design of CD-ROM electronic format
for computer databases
computer design and programming
services

컴퓨터 바이러스보호 서비스업
컴퓨터 방화벽 서비스업
컴퓨터 범죄 분야 디지털포렌식
조사업
컴퓨터 보안 및 컴퓨터 리스크
방지 관련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리업
컴퓨터 보안 및 컴퓨터 리스크
방지 관련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업
컴퓨터 보안분야 상담업
컴퓨터 보안시스템 모니터링
서비스업
컴퓨터 보안에 관한 전문가
상담업
컴퓨터 부호 개발업
컴퓨터 사이트 관리업
컴퓨터 사이트 디자인업
컴퓨터 사이트 설계 및 관리대행업
컴퓨터 사이트 제작업
컴퓨터 사이트(웹사이트)
호스팅 대행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험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업데이팅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대행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자문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리 및
업데이팅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리서비스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록서비스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서비스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버깅 대행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자인 및
개발 관련 상담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자인 및
개발 관련 정보제공업

protection services (Computer virus
-)
computer firewall services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s in the
field of computer crimes
maintenance of computer software
relating to computer security and
prevention of computer risks
updating of computer software
relating to computer security and
prevention of computer risks
consultancy in the field of computer
security
computer security system
monitoring services
professional consultancy relating to
computer security
development of computer codes
maintenance of computer sites
computer site design
design and maintenance of
computer sites for third parties
electronic site authoring
hosting the computer sites (web
sites) of others
development and testing of computer
software
developing and updating computer
software
developing computer software for
others
computer software development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computer
software
maintenance and updating of
computer software
services for maintenance of computer
software
services for the writing of computer
software
computer software technical
support services
debugging computer software for
others
consultancy relating to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computer
software
providing information about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computer
software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자인 및
개발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자인/
개발/실행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자인대행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자인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자인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맞춤 디자인업

software design and development
services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유지업

updating and maintenance of
computer software and programs

design,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software
computer software design for others
computer software design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computer software design
customized design of computer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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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소프트웨어 복사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 개발
및 관련 자문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의
정보제공/ 자문 및 상담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상담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계 및 업
데이팅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계 및 입력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계/관리/
개발 및 업데이트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계/
업데이트 및 관리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계/제도
및 집필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계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치 및
유지관리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치/관리/
수리 및 서비스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치/
업데이트 및 관리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치/
유지관리 및 수리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치/준비
및 관리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치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수리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및 개발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대행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관리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팅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연구 및
개발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연구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업데이팅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응용솔루션
개발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입력 및
업데이팅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입력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작/관리
및 업데이트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지원 및 유지
서비스업

copying of computer software
development services in the field of
computer software and advisory
services relating thereto
providing information, advice and
consultancy services in the field of
computer software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he use
of computer software
computer program advisory services
design and development of computer
software
updating and design of computer
software
design and writing of computer
software
design, maintenance, development
and updating of computer software
design, updating and maintenance
of computer software
design, drawing and commissioned
writing of computer software
design of computer software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computer programs
installation, maintenance, repair
and servicing of computer software
installation, updating and
maintenance of computer software
installation, repair and maintenance
of computer software
installation, setting up and
maintenance of computer software
installation of computer software
repair of computer software
design and development of computer
software architecture
updating of computer software for
others
updating and maintenance of
computer software
updating and upgrading of computer
software
up-dating of computer softwar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omputer software
software research
maintenance and upgrading of
computer software
maintenance of computer software
development of computer software
application solutions
writing and updating computer
software
writing of computer software
creating, maintaining, and
modernizing computer software
support and maintenance services
for computer software

컴퓨터 소프트웨어 지원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환경설정업
컴퓨터 소프트웨어내 고장 진단업

computer software support services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한 눈금
측정서비스업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한 연구
및 상담서비스업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한 연구/
개발/설계 및 업그레이드업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한
전문가 상담업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한
타당성 조사 서비스업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한
타당성 조사 수행업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한
품질검사업
컴퓨터 소프트웨어용 인간기계 인터페이스에 관한 자문
서비스업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자문 및
개발업
컴퓨터 시분할 설비제공업

calibration services relating to
computer software

컴퓨터 시분할 처리업
컴퓨터 시스템 개발업
컴퓨터 시스템 개발에 관한 자문업

time sharing services for computers

컴퓨터 시스템 개발에 관한
정보제공업
컴퓨터 시스템 디자인업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the
development of computer systems

컴퓨터 시스템 디자인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컴퓨터 시스템 모니터링 서비스업
컴퓨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computer
systems design

컴퓨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
통합업
컴퓨터 시스템 분석업
컴퓨터 시스템 분석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치/수리 및 관리업
컴퓨터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정보제공업
컴퓨터 시스템 통합서비스업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상담
서비스업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품질검사업
컴퓨터 시스템용 오류복구
서비스업
컴퓨터 시스템의 기억장치 업
데이트업
컴퓨터 시스템의 설계 및 자문업

computer software programming
services
configuration of computer software
diagnosis of faults in computer
software

research and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computer software
research, development, design and
upgrading of computer software
professional consultancy relating to
computer software
feasibility study services relating to
computer software
conducting feasibility studies
relating to computer software
quality control relating to computer
software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man-machine interfaces for computer
software
computer software consultancy and
development
computer time sharing facilities
(Provision of -)
development of computer systems
advice relating to the development of
computer systems

services for the design of computer
systems

computer system monitoring services
configuration of computer systems
and networks
integration of computer systems and
networks
systems analysis (Computer -)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computer systems analysi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f software for computer systems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the
application of computer systems
computer software integration
consultation services relating to
computer systems
quality control relating to computer
systems
disaster recovery services for
computer systems
updating of memory banks of
computer systems
design and development of computer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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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시스템의 성능 비교
분석연구업
컴퓨터 시스템의 효율성 비교
분석연구업
컴퓨터 언어 개발업

comparative analysis studies of the
performance of computer systems

컴퓨터 프로그램 디자인 및 개발업

design and development of computer
programs

comparative analysis studies of the
efficiency of computer systems

컴퓨터 프로그램 디자인업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
전환업(물리적 전환은 제외)

design of computer programs

컴퓨터 오류복구 서비스업

disaster recovery services
(Computer -)

providing back-up computer
programs and facilities

컴퓨터 웹사이트 디자인업
컴퓨터 웹사이트 제작 및 관리
대행업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설치 및 관리업
컴퓨터 정보시스템에 관한
타당성 조사 수행업

computer website design

컴퓨터 프로그램 및 설비 백업
제공업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업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자용
온라인 지원서비스 제공업
컴퓨터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램 설계서비스업

design services for computer
programs
installing computer programs

컴퓨터 진단서비스업
컴퓨터 코드 디자인업
컴퓨터 코드 변환업

computer diagnostic services

컴퓨터 코드 작성업
컴퓨터 펌웨어 개발업
컴퓨터 펌웨어 디자인 및 개발업

writing of computer code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업
컴퓨터 프로그램 수리업
컴퓨터 프로그램 수정업
컴퓨터 프로그램 업데이트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램 업데이트대행업
컴퓨터 프로그램 입력업
컴퓨터 프로그램 재생서비스업

writing of computer programs

컴퓨터 펌웨어 환경설정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대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소프트웨어
디자인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컴퓨터
시스템 분석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컴퓨터
프로그램 관리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상담업

configuration of computer firmware

creation, updating and adapting of
computer programs

컴퓨터 프로그래밍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한
공학상담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한
공학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한
기술연구 제공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한
상담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한
연구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한
전문가 상담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한
정보제공업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

programming of computers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업데이트
및 각색업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업
컴퓨터 프로그램 편집업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과학
기술 자문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기술
상담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보고서
준비업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분석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업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제공업
컴퓨터 프로젝트 관리서비스업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computer programs

컴퓨터 프로그램 검사업
컴퓨터 프로그램 기록서비스업

testing of computer programs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 또는
정보의 데이터 전환업

data conversion of computer
program data or information [not
physical conversion]

컴퓨터 프로그램 디자인 및 개발
관련 상담업

consultancy relating to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computer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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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computer
languages

creating and maintaining computer
sites (web sites) for others
installation and customisation of
computer applications software
conducting feasibility studies
relating to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designing computer codes
computer code conversion for
others
development of computer firmware
design and development of
computer firmware
computer programming for others
computer programming and software
design
computer programming and
computer system analysis
computer programming and
maintenance of computer programs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computer programming
engineering consultancy relating to
computer programming
engineering services relating to
computer programming
provision of technical studies
relating to computer programming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computer programming
research relating to computer
programming
professional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computer programming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computer programming
development of computer
programmes
services for the writing of computer
programs

컴퓨터 플랫폼 개발업
컴퓨터네트워크/컴퓨터 접속
및 컴퓨터화된 거래를 위한
보안서비스 제공업
컴퓨터데이터 복구업
컴퓨터바이러스예방업
컴퓨터보안상담업
컴퓨터화된 데이터 보관업
컴퓨터화된 사업정보 보관업
컴퓨터화된 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설계서비스업
컴퓨팅 네트워크에 관한 전문가
자문서비스업
컴퓨팅에 관한 보고서 제공업

conversion of computer programs
and data, other than physical
conversion

duplication of computer programs
provision of on-line support services
for computer program users
design and development of
programs for computers

repair of computer programs
modifying of computer programs
updating of computer programs
updating of computer programs for
third parties
services for reproducing computer
programs

creating of computer programs
compilation of computer programs
technological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computer programs
technical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computer programming
preparation of reports relating to
computer programmes
analytical services relating to
computer programmes
research relating to computer
programs

computer project management
services
development of computer platforms
provision of security services for
computer networks, computer
access and computerised
transactions
recovery of computer data
computer virus protection services
computer security consultancy
computerized data storage
computerized business information
storage
design services relating to the
development of computerised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expert consultancy services in
connection with computing networks
provision of reports relating to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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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에 관한 전문가 보고서
제공업

provision of expert reports relating to
computing

컴퓨팅에 관한 전문가 평가
제공업

provision of expert appraisals relating
to computing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컨설팅
서비스업

consulting services in the field of
cloud computing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업

cloud computing services

클라우드컴퓨팅을 통한 가상
컴퓨터시스템 제공업

providing virtual computer systems
through cloud computing

타인의 특수요구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 제공업

providing computer programs
designed to the specifications of
others

토론용 온라인 포럼 설계/관리
및 모니터링업

designing, managing and monitoring
online forums for discussion

통신 네트워크 보안 상담업

telecommunication network security
consultancy

통신네트워크 검색엔진의 개발/
유지보수 및 업데이팅업

development, maintenance and
updating of a telecommunication
network search engine

통신네트워크 디자인 및 개발업

design and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s networks

통신시스템 디자인업

design of communication systems

통신시스템용 소프트웨어 개발업

development of software for
communication systems

통신시스템용 소프트웨어 관리업

maintenance of software for
communication systems

통신시스템용 소프트웨어
업데이팅업

updating of software for
communication systems

통신용 컴퓨터 프로그래밍업

computer programming for
telecommunications

파일 및 문서 전자보관업

electronic storage of files and
documents

팟캐스트 호스팅업

hosting of podcasts

펌웨어 설치업

installation of firmware

프리젠테이션용 전시시스템
디자인서비스업

design services for display systems
for presentation purposes

항공기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설계업

design of computer programs and
software relating to aircraft

혼합된 소프트웨어 환경에서의
컴퓨터 네트워크에 관한 상담
서비스업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computer networks using mixed
software environments

홈페이지 개발/설계 및
업데이트업
홈페이지 디자인업

development, design and updating
of home pages

홈페이지 및 웹사이트 디자인업
홈페이지 및 웹페이지 설계업

design of homepages and websites

홈페이지 업데이트 대행업
홈페이지 제작대행업
홈페이지/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웹사이트 디자인업
화장품 관련 인터넷 쇼핑몰
웹사이트 유지관리업

updating home pages for others

design of home pages
design of homepages and Internet
pages

내려받기 불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도구 온라인 임시사용
제공업
내려받기 불가능한 소프트웨어
온라인 임시사용 제공업
내려받기 불가능한 온라인 싱글
사인 온 소프트웨어 임시사용
제공업
내려받기 불가능한 청구프로그램
임시사용 제공업

providing temporary use of on-line
non-downloadable software
development tools

내려받기 불가능한 출판 및
인쇄용 소프트웨어 온라인
임시사용 제공업
데이터 매체 대여업
데이터 스트림 판독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임대업
데이터 처리용 소프트웨어 임대업

providing temporary use of on-line
non-downloadable software for use
in publishing and printing

데이터베이스 서버 대여업

rental of a database server to third
parties

데이터처리 시스템에 관한 임대업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임대업
온라인 저널 및 블로그 작성 및
발행용 내려받기 불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임시사용
제공업

leasing of data processing systems

웹사이트용 메모리공간 임대업
웹서버 대여업
응용 소프트웨어 대여업
인터넷 접속용 소프트웨어 대여업
인터넷상의 전자저장공간(웹
공간) 임대업
재무관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임대업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대여업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 대여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대여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대여업
컴퓨터 펌웨어 임대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컴퓨터
프로그램 임대업
컴퓨터 프로그램 임대업
컴퓨터네트워크/인트라넷
및 인터넷상 선적서류 준비를
위한 내려받기 불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임시사용 제공업

providing temporary use of on-line
non-downloadable software
providing temporary use of on-line
non-downloadable single sign-on
software
providing temporary use of
non-downloadable computer
software for preparing invoices

rental of data carriers
leasing of computer software for
reading a data stream
rental of software for data
processing

rental of video game software
providing temporary use of
non-downloadable computer
software for use in the creation and
publication of on-line journals and
blogs
rental of memory space for web sites
rental of web servers
rental of application software
rental of software for Internet access
rental of electronic storage space
[web space] on the Internet
rental of computer software for
financial management
rental of computer game software
rental of computer game programs
rental of computer software
rental of computer software and
programs
hiring of computer firmware
computer programming and rental of
computer programs
leasing of computer programs
providing temporary use of
non-downloadable computer
software for preparing shipping
documents over computer
networks, intranets and the internet

컴퓨터네트워크/인트라넷
및 인터넷상 선적처리 준비를
위한 내려받기 불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임시사용 제공업

providing temporary use of
non-downloadable computer
software for shipment processing
over computer networks, intranets
and the internet

2. 컴퓨터 소프트웨어 대여업 (예시)

컴퓨터네트워크/인트라넷
및 인터넷상 소포추적 준비를
위한 내려받기 불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임시사용 제공업

providing temporary use of
non-downloadable computer
software for tracking packages over
computer networks, intranets and
the internet

견적서 데이터베이스 판독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임대업
견적서에 관한 컴퓨터 소프트
웨어 임대업

컴퓨터네트워크/인트라넷
및 인터넷상 송장 준비를 위한
내려받기 불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임시사용 제공업

providing temporary use of
non-downloadable computer
software for preparing invoices over
computer networks, intranets and
the internet

creating home pages for others
design of homepages, computer
software and web sites
hosting an internet shopping mall
web site for retail of cosmetics

leasing of computer software for
reading a data base of price quotes
leasing of computer software
relating to price quotes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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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류 S123301, G390802
컴퓨터네트워크/인트라넷
및 인터넷상 화물추적 준비를
위한 내려받기 불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임시사용 제공업

멀티미디어 데이터 저장 및
회수용 하드웨어 개발업

development of hardware for
multimedia data storing and recalling

멀티미디어 데이터 저장 및
회수용 하드웨어 디자인업

design of hardware for multimedia
data storing and recalling

멀티미디어 제품 설계 및 개발업

design and development of
multimedia products

멀티미디어 콘텐츠 압축 및
해제용 하드웨어 개발업

development of hardware for
compression and decompression of
multimedia contents

멀티미디어 콘텐츠 처리 및
분배용 하드웨어 개발업

development of hardware for
processing and distribution of
multimedia contents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압축 및
해제용 하드웨어 디자인업

design of hardware for compression
and decompression of multimedia
contents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처리 및
분배용 하드웨어 디자인업

design of hardware for processing
and distribution of multimedia
contents

-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가공편집업, 정보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구축업, 컴퓨터 자료 검색업, 컴퓨터화된 파일관리업(제35류/
S123301)
- 컴퓨터 하드웨어 수리업(제37류/S050139)
- 데이터베이스 접속제공업, 인터넷 이용자 접속제공업(제38류/
S0601)
- 전자데이터 및 서류의 물리적 저장업(제39류/S123301)
- 컴퓨터시스템의 설계 및 자문업,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자문 및
개발업, 컴퓨터 데이터 복구업(제42류/S123301, G390802)

반도체 개발에 관한 연구/설계
및 시험업

product research/custom design
and testing for new product
development regarding
semiconductors

반도체 관련 연구업

research services relating to
semiconductors

반도체 기술상담업

technology consultation services
regarding semiconductors

반도체 디자인 분야의 기술상담업

technical consultation in the field of
semiconductor design

반도체 디자인 분야의 연구업

technical research in the field of
semiconductor design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반도체 디자인업
반도체 또는 집적회로 설계업

design of semiconductors

반도체 생산에 관한 기술상담업

technical consultancy in relation to
the production of semiconductors
design and testing of
semiconductors
product research/custom design
and testing for new product
development regarding
semiconductor cell libraries
technology consultation services
regarding semiconductor cell
libraries
technical consultation in the field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technical research in the field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research in the area of semiconductor
processing technology
design of semiconductor chips

providing temporary use of
non-downloadable computer
software for tracking freight over
computer networks, intranets and
the internet

[제42류/S123302] 컴퓨터 하드웨어 디자인업
서비스업의 범위
◦ 컴퓨터 하드웨어 디자인업
◦ 컴퓨터 하드웨어 설계에 관한 자문업
◦ 컴퓨터임대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1. 컴퓨터 하드웨어의 제작 ․ 개발의 디자인업 (예시)
LCD용 반도체 디자인업
LCD용 반도체 또는 집적회로
설계업

design of semiconductor for LCD
design of semiconductor or integrated
circuits for LCD

반도체 설계 및 시험업

LCD용 반도체칩 설계업

design of semiconductor chips for
LCD

반도체 셀라이브러리 개발에
관한 연구/설계 및 시험업

다른 프로토콜간 데이터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변환용
하드웨어 개발업

development of hardware for data
and multimedia content conversion
from and to different protocols

다른 프로토콜간 데이터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변환용
하드웨어 디자인업

design of hardware for data and
multimedia content conversion from
and to different protocols

데이터 처리기에 관한 디자인
서비스업

design services relating to data
processors

데이터 처리장치 개발업

development of data processing
apparatus

데이터 처리장치 디자인 및
개발업

design and development of data
processing apparatus

데이터 처리장치 디자인업

design of data processing apparatus

데이터처리 도구에 관한 디자인
서비스업

design services relating to data
processing tools

데이터처리 시험도구에 관한
디자인서비스업

design services relating to data
processing test tools

디지털 신호처리용 하드웨어
개발업

development of hardware for digital
signal processing

디지털 신호처리용 하드웨어
디자인업

design of hardware for digital signal
processing

마이크로칩 디자인대행업

designing of microchips for others

마이크로칩 설계서비스업

microchip desig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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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

반도체 셀라이브러리 기술상담업
반도체 제조 분야의 기술상담업
반도체 제조 분야의 연구업
반도체 처리기술 분야 연구업
반도체칩 설계업
시청각 제어용 하드웨어 개발업
시청각 제어용 하드웨어 디자인업
자기식 카드 인코딩업
전자회로기판 설계업
제조 산업용 컴퓨터 하드웨어
개발업
제조 산업용 컴퓨터 하드웨어
디자인 및 개발업
제조 산업용 컴퓨터 하드웨어
설계업
집적회로 검사업
집적회로 배치설계업

design of semiconductors or
integrated circuits

development of hardware for audio
and video operators
design of hardware for audio and
video operators
encoding of magnetic cards
design of electric circuit boards
development of computer hardware
for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design and development of
computer hardware for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design of computer hardware for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integrated circuit testing
integrated circuit layout

42류 S123302
집적회로 설계업
집적회로 진단에 관한 공학
서비스업
집적회로에 관한 디자인서비스업

design of integrated circuits

집적회로에 관한 상담업

integrated circuit consulting
services

측정기계기구 관련 컴퓨터
하드웨어 설계 및 개발업

design and development of computer
hardware related to measuring
machines and instruments
development of computers

컴퓨터 개발업
컴퓨터 게임용 컴퓨터 하드웨어
개발업
컴퓨터 관련 기술자문제공업
컴퓨터 관련 분석업
컴퓨터 관련 상담업
컴퓨터 관련 연구업
컴퓨터 디자인 및 개발업
컴퓨터 디자인 연구업
컴퓨터 디자인업
컴퓨터 마이크로칩 설계업
컴퓨터 상담 및 자문서비스업
컴퓨터 설계대행업
컴퓨터 설계업
컴퓨터 손상복구 계획업
컴퓨터 연구 서비스업
컴퓨터 예비조사업
컴퓨터 작동에 관한 기술자문업
컴퓨터 주변기기 개발업
컴퓨터 주변기기 디자인 및
개발 관련 자문 및 정보제공업

컴퓨터 하드웨어에 관한 상담
서비스업
컴퓨터 하드웨어에 관한 연구
및 상담서비스업
컴퓨터 하드웨어에 관한 자문
및 상담업
컴퓨터 하드웨어에 관한 전문가
자문서비스업
컴퓨터 하드웨어에 관한 타당성
조사 수행업
컴퓨터공학 상담서비스업

consultation services relating to
computer hardware

providing technical advice relating to
computers
computer analysis

컴퓨터기술 상담업
컴퓨터에 관한 공학서비스업

computer technology consultancy

consultations in the field of computer
hardware
research in the field of computers

컴퓨터에 관한 과학기술서비스업

technological services relating to
computers

컴퓨터에 관한 과학기술연구업

technological research relating to
computers

컴퓨터에 관한 기술연구업

technical research relating to
computers

컴퓨터에 관한 보고서 준비업

preparation of reports relating to
computers

design of computer microchips

컴퓨터에 관한 분석서비스업

computer consultancy and advisory
services
design of computers for others

analytical services relating to
computers

컴퓨터에 관한 연구업
컴퓨터에 관한 전문가 상담업

research relating to computers

컴퓨터에 관한 정보제공업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computers

컴퓨터에 관한 타당성연구
서비스업
컴퓨터용 설비 제공업
컴퓨팅 장비 검사업
컴퓨팅 장비에 관한 전문가
자문서비스업

feasibility study services relating to
computers

engineering services related to
integrated circuit diagnostics
design services relating to
integrated circuits

development of computer hardware
for computer games

design and development of
computers
computer design research
computer design services

design of computers
computer disaster recovery
planning
computer research services
computer feasibility studies
technical advice relating to operation
of computers
development of computer peripherals
advisory and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computer peripherals

컴퓨터 클러스터배치 설계업

design of computer cluster
configurations

컴퓨터 하드웨어 개발업
컴퓨터 하드웨어 디자인 및 개발
관련 자문 및 상담업

computer hardware development

컴퓨터 하드웨어 디자인 및 개발
관련 자문 및 정보제공업

advisory and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computer hardware

컴퓨터 하드웨어 디자인 및 개발
상담업
컴퓨터 하드웨어 디자인 및 개발업

computer hardware (Consultancy in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

컴퓨터 하드웨어 디자인업
컴퓨터 하드웨어 디자인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컴퓨터 하드웨어 맞춤 디자인업

designing of computer hardware

컴퓨터 하드웨어 사용 관련
기술상담업

technical consultancy relating to the
use of computer hardware

컴퓨터 하드웨어 설계에 관한
자문업

advice relating to the design of
computer hardware

컴퓨터 하드웨어시 분할 설비업

computer hardware time sharing
facilities

advisory and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computer hardware

design and development of computer
hardware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computer hardware design
customized design of computer
hardware

research and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computer hardware
advisory and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computer hardware
professional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computer hardware
conducting feasibility studies
relating to computer hardware
computer engineering consultancy
services
engineering services relating to
computers

professional consultancy relating to
computers

provision of computing facilities
testing of computing equipment
expert consultancy services in
connection with computing
equipment

2. 컴퓨터의 임대업 (예시)
개인용 컴퓨터 임대업
데이터 처리용 컴퓨터 임대업
데이터 처리장치 대여업
데이터 처리장치 및 컴퓨터 대여업
미니컴퓨터 대여업
인터넷 카페 서비스업(컴퓨터
임대업)
컴퓨터 대여서비스업
컴퓨터 대여업
컴퓨터 설비 임대업
컴퓨터 임대업
컴퓨터 장비 임대업
컴퓨터 장치 임대업
컴퓨터 하드웨어 대여업
컴퓨터 하드웨어 및 장비 대여업
컴퓨터 하드웨어 및 컴퓨터
주변장치 대여업

personal computer hire
rental of computers for data
processing
rental of data processing apparatus
rental services relating to data
processing equipment and computers
rental of mini computers
internet cafe services (computer
rental)
services for renting computers
leasing of computers
leasing computer facilities
computer rental
rental of computer equipment
leasing of computer apparatus
rental of computer hardware
rental of computer hardware and
facilities
rental of computer hardware and
computer periphe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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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류 S128106

[제42류/S128106] 환경연구업, 환경보호에 관한 연구업
서비스업의 범위
◦ 환경연구업, 환경보호에 관한 연구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건물청소업, 청소장비대여업, 하수구․수도배관청소업(제37류/
S128101)
- 방역소독업(제37류/S128103)
- 세탁업(제37류/S1282)
- 폐기물운송업(제39류/S080101)
- 폐기물보관업(제39류/S090102)
- 공기정화업, 수질오염방지처리업, 분뇨처리업, 산업폐기물소각업(제
40류/S128105)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소음공해의 환경실험업

environmental testing of noise
pollution

소음측정업
수문학연구업
수중 오염물질 탐지용 환경
검사업
수질 관련 연구개발대행업

noise measuring services

수질 분석업
수질 평가업
수질관련 조사업
수질관리 관련 환경공학연구업

water analysis

수질관리서비스업
수질분석 관련 환경공학연구업

water quality control services

수질에 관한 측정 분석업

measuring and analysis of water
quality
measuring and analysis of water
pollution
technical consulting in the field of
pollution detection
conducting sampling and analysis
services to assess pollution levels

hydrological research
environmental testing services to
detect contaminants in water
research and development agency
of water quality
water quality evaluation
surveys of water quality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relating to water treatment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relating to water analysis

가스용 오염된 토양 모니터링업

monitoring of contaminated land for
gas

수질오염 측정 분석업

건물 내부 환경측정업

measuring the environment within
buildings

오염검출 분야 기술상담업

건물내 환경영향 사건 모니터링업

monitoring of events which influence
the environment within buildings

건물내 환경영향 활동 모니터링업

monitoring of activities which influence
the environment within buildings

오염등급평가를 위한 표본 및
분석 서비스 수행업
오염방지 관련 검사 또는 연구업

건물환경내 공기분석업

analysing of air in building
environments

오염방지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공기청정화관련 시험업

testing services relating to air
purification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pollution control

오염표본추출업

공해방지 관련 시험 또는 연구업

testing or research services relating
to anti-pollution

conducting sampling and analysis
services to check for contamination

오염피해에 관한 기술자문업

공해표본추출업
그리스에 관한 상태 모니터링업

sampling for pollution

technical advice relating to pollution
damage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업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업

analysi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분야
과학정보제공업

providing scientific information in the
fields of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온실가스배출량 측정 및 분석업

greenhouse gas emission measuring
and analysis

기후변화 분야 과학정보제공업

providing scientific information in the
field of climate chang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in the field of natural disasters

기후변화 분야 연구업

research in the field of climate
change

자연재해분야의 과학적 및
기술적 연구업
지구온난화 분야 과학정보제공업

대기가스의 환경실험업

environmental testing of atmospheric
gases

groundwater pollution surveys

대기관련 조사업
대기에 관한 측정 분석업

surveys of atmosphere

라돈 탐지업
방사능환경측정업

radon detection services

지하수오염 조사업
진동환경 검사업
차량소음 감소에 관한 자문
서비스업
탄소배출감소 연구업

radioactivity environment
measurement

탄소상쇄 분야 기술연구업

방재(防災) 관련 조사연구업

survey and research of disaster
prevention

technical research in the field of
carbon offsetting

배기가스의 환경실험업

environmental testing of exhaust
emissions

탄소상쇄에 관한 정보/자문
및 상담제공업

provision of information, advice and
consultancy in relation to carbon
offsetting

분뇨처리 감리업

supervision of human waste
treatment

탄소상쇄와 관련한 과학적 정보/
조언 및 자문 제공업

providing scientific information, advice
and consultancy relating to carbon
offsetting

산업폐기물에 관한 조사연구업

survey and research of industrial
waste

토목공학 구조 환경측정업

measuring the environment within
civil engineering structures

석면안전관련 조사업
석면오염조사업
석면작업환경측정업

surveys of asbestos safety

토목구조물내 환경영향 사건
모니터링업

monitoring of events which influence
the environment within civil
engineering structures

소음 측정 분석업

measuring and analysis of noise

토목구조물내 환경영향활동
모니터링업

monitoring of activities which
influence the environment within civil
engineering structures

924

유사상품 심사기준

condition monitoring relating to
greases

measuring and analysis of
atmosphere

asbestos pollution surveys
measuring of asbestos work
environment

testing and research services in the
field of preventing pollution

measur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s

providing scientific information in the
field of global warming
environmental testing of vibration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vehicle
noise reduction
research in the reduction of carbon
emissions

42류 S174201
토양오염 조사업
폐기물보관지역 환경감시업

soil pollution surveys

폐기물분석에 관한 연구업
폐기물처리지역 환경감시업

research relating to waste analysis

하천 수질 분석업
환경 보호에 관한 기술적 및
과학적 연구업
환경 보호에 관한 기술적 프로젝트
연구업
환경 분야의 산업 분석 및 연구업

analysis of stream water quality

환경 분야의 실험검사업

laboratory testing in the area of the
environment

환경 분야의 연구개발업

providing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in the field of environment

환경 영향 모니터링/예측업

environmental impact monitoring/
forecasting

환경개선에 관한 조언업

advice on environmental
improvements
environmental testing and inspection
services
environmental testing

환경검사 및 조사업
환경검사업
환경계획에 관한 상담서비스업
환경공학분야 기술상담업

environmental monitoring of waste
storage areas
environmental monitoring of waste
treatment areas

환경조건에 관한 정보편집업
환경조사업
환경탐사에 관한 공중원격
감시업
환경탐사에 관한 공중원격
모니터링업

compilat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environmental conditions
environmental surveys
airborne remote sensing relating to
environmental explorations
airborne remote monitoring relating
to environmental explorations

technical and scientific research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echnical project research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protection

[제42류/S128301] 화장(化粧)연구업

industrial analysis and research in
the field of environment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environmental planning
technical consulting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서비스업의 범위
◦ 화장(化粧)연구업
◦ 미용연구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이용업, 미용서비스업, 화장서비스업(제44류/S128302)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미용연구업
헤어케어 분야 연구업
화장연구업
화장품 개발업
화장품 검사업
화장품 분야 과학연구업

cosmetology research
research in the field of hair care
cosmetic research
cosmetics development services
inspection of cosmetics

환경과학분야 기술상담업

technical consultancy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science

환경기술분야의 엔지니어업

engineering service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technology

화장품 분야 실험분석업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분석/
진단/지도 및 이들의 정보제공업

conservation/analysis/diagnosis/in
struct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providing their
information

화장품 분야의 실험연구업

환경보호 분야 연구 관련 상담업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research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protection

환경보호 분야 연구업

research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protection

환경보호기술 관련 기술연구
개발업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환경보호에 관한 상담업

consultation in environment
protection

환경보호에 관한 연구업

research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protection

환경복원분야의 엔지니어링업

engineering service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remediation

환경상담서비스업
환경안전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environmental consultancy services

환경에 관한 정보수집업

collect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the environment

환경연구업
환경영향조사업
환경오염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environmental research

환경위해성 평가업
환경의식 및 녹색혁신에 대한
기술정보제공업

environmental hazard assessment

환경정보 집계업

compilation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he
safety of the environment

environmental impact surveys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environmental pollution
providing technological information
about environmentally conscious
and green innovations

화장품 연구업
화장품 테스팅업
화장품에 관한 조사연구업
화장품연구대행업

scientific research relating to
cosmetics
laboratory analysis in the field of
cosmetics
laboratory research in the field of
cosmetics
research of cosmetics
testing of cosmetics
survey and research services in the
field of cosmetics
cosmetics research for others

[제42류/S174201] 기상연구업, 기상정보제공업
서비스업의 범위
◦기상연구업, 기상정보제공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기류요소시험 서비스업
기류입자계수 서비스업
기류측정 서비스업
기상관측업
기상연구업
기상예보업
기상정보제공업
기상학에 관한 정보수집업

air flow component testing services

대기(大氣)측량업
선박용 기상정보제공업

aerial surveying

air flow particle counting services
air flow measurement services
meteorological observation
meteorological research
meteorological forecasting
meteorological information
collect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meteorology
provision of meteorological
information for sh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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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날씨정보제공업

provision of weather information for
shipping

인공강우업
일기예보업
전화를 통한 날씨 정보제공업

cloud seeding
weather forecasting
provision of weather information via
the telephone

[제42류/S174202] 농업연구업, 농약안전성평가업, 종자
검사업
서비스업의 범위
◦농업연구업, 농약안전성평가업, 종자검사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농산품 검사업
농약 효율성평가서비스업
농약안전성평가업
농업검사업
농업경작에 관한 연구업
농업연구업
농업연구용 실험서비스업
농업용 비료의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업
농업용 화학제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업
농화학 관련 전문상담 및 자문업
농화학 분야 상담업
식물육종에 관한 연구업
씨앗의 생산에 관한 연구업

inspection of agriculture
services for assessing the efficiency
of agricultural chemicals
services for assessing the safety of
agricultural chemicals
testing on agriculture
research relating to cultivation in
agriculture
agricultural research
laboratory services for agricultur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the
safety of fertilisers used in agriculture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the
safety of chemicals used in
agriculture
professional consulting services
and advice about agricultural
chemistry
consultancy in the field of agricultural
chemistry
research relating to plant breeding
research relating to the production of
seeds

원예경작에 관한 연구업

research relating to cultivation in
horticulture

원예용 거름의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업
원예용 화학제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업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the
safety of manures used in horticulture

원예학에 관한 생명공학연구업
임업용 화학제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업
종자 검사업
종자검사 서비스업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the
safety of chemicals used in
horticulture
biotechnological research relating to
horticulture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the
safety of chemicals used in forestry
seed testing
seed testing services

[제42류/S174203] 건설기술연구업, 건축재료분석업
서비스업의 범위
◦건설기술연구업, 건축재료분석업
◦건물에너지효율관련업/전문상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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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건물건축 분야 연구업
건물구조 모니터링업
건물에너지 예측 및 최적관리업
건물에너지 효율 관련 전문상담업
건물의 구조작용 분석업
건물의 에너지소비에 관한
데이터 기록업
건설 공사용 자재의 연구개발업
건설기술연구업
건설프로젝트 개발업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연구업
건축 및 도시계획 서비스업
건축 연구업
건축공사 관련 연구업

research in the field of building
construction
monitoring of building structures
engineering consultancy in the field
of prediction and optimal
management of building energy
professional consultancy relating to
energy efficiency in buildings
analysis of the structural behaviour
of buildings
recording data relating to energy
consumption in buildings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onstruction materials
research in relation to technology for
construction purposes
development of construction projects
research relating to architectural
and urban planning
architectural and urban planning
services
architectural research
research relating to building
construction

건축물 품질관리업

quality control of buildings

건축물의 내진성 평가 또는 진단업

evaluation and diagnostic services
relating to earthquake-proof of
buildings

건축보고서 준비업

preparation of architectural reports

건축용 철물제품 검사업

testing of architectural ironmongery

건축재료 분석업

analysis for building materials

건축재료 품질관리업

quality control of building materials

건축재료의 구조작용 분석업

analysis of the structural behaviour
of building materials

건축프로젝트관리업

architectural project management

건축학에 관한 연구업

research relating to architecture

공장건설과 관련한 기술용역업

technology services on plant
construction

도시 계획업

urban planning

도시계획 관련 연구업

research relating to urban planning

도시계획 자문서비스업

town planning advisory services

도시계획상담서비스업

town planning consultancy services

부동산 관련 공학서비스업

engineering services relating to real
estate

빌딩건설 또는 도시계획 연구업

research on building construction or
city planning

빌딩건설산업의 과학기술연구업

technological research for the building
construction industry

빌딩부지 기획업

estates (Planning of building -)

빌딩에 관한 연구업

research relating to buildings

빌딩연구서비스업

building research services

사회기반시설의 설계 및 개발에
관한 산업분석 및 연구서비스업

industrial analysis and research
services relating to design and
development of social infrastructure

사회기반시설의 설계 및 개발에
관한 자문/상담 및 정보제공업

advice/consultancy and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design and
development of social infrastructure

준공건물 품질검사업

quality control of completed buildings

토목계획 서비스업

civil engineering plann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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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엔지니어링업

engineering (engineering work)

토목공학 분야 검사 또는 연구업

testing and research services in the
field of civil engineering

토목공학에 관한 기술상담
서비스업

technical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civil engineering

토목공학자문업

civil engineering consultancy

[제42류/S174205] 생명공학관련연구업, 화학연구업
서비스업의 범위
◦생명공학관련 연구업/검사업
◦화학연구업/분석업/연구분석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제42류/S174204] 기계연구업, 로켓연구업
서비스업의 범위
◦기계공학/기계연구업
◦로봇대여업, 로켓연구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건설기계에 관한 연구업

research relating to construction
machinery

계기장비 연구업

research in instrumentation

공작기계 설계에 관한 공학
서비스업

engineering services relating to
machine tool design

기계 검사업

inspection of machinery

기계 분석용 공학서비스업

engineering services for the analysis
of machinery

기계/장치 및 기구 검사 또는
연구업

testing and research services
relating to machines, apparatus and
instruments

기계공구에 관한 과학기술
연구업

technological studies relating to
machine tools

기계공학 분석에 관한 과학기술
자문서비스업

technological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machine engineering
analysis

기계공학업

mechanical engineering services

기계공학연구관련 상담업

consultancy regarding mechanical
engineering research

기계공학연구업

research relating to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기술개발업

development of machining techniques

기계상태 모니터링업

machine condition monitoring

기계연구업

mechanical research

로봇 대여업

rental of laboratory robots

로봇공학에 관한 공학서비스업

engineering services relating to
robotics

로켓연구업

rocket research

모터스포츠 기계연구업

mechanical research in the field of
motor sports

반도체 성형장치 연구개발업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emiconductor forming devices

산업목적의 기계연구업

mechanical research for industrial
purposes

산업용 기계 개발업

development of industrial machinery

산업용 기계에 관한 연구업

research relating to industrial
machinery

원자력 발전소용 기계장비 운영
관련 상담업

consulting services in the field of
operation of machines and
apparatus for nuclear power plants

육상차량산업의 기계공학
서비스업

engineering services of land vehicle
industry

DNA 칩 연구개발업

research and development of DNA
chips

가축에 관한 생명공학연구업

biotechnological research relating to
livestock

게놈의 구조적 및 기능적 분석업

structural and functional anaylisis of
genomes

공업용 화학제 효율성평가
서비스업
과학 및 연구 목적의 세포배양
대행업
과학 연구 목적의 세포 배양업

services for assessing the efficiency
of industrial chemicals

과학 연구목적의 DNA 검사업

DNA screening for scientific research
purposes

과학 연구목적의 유전자 검사업

genetic testing for scientific research
purposes

과학적 연구목적의 DNA 분석업

DNA analysis for scientific research
purposes

과학적 연구목적의 DNA 서열
분석업
광물학에 관한 화학분석서비스업

DNA sequence analysis for scientific
research purposes

광석에 관한 화학분석서비스업
기류생화학 분석서비스업
농업에 관한 생명공학연구업

chemical services relating to ores

다중핵산 분석업
다중핵산검사업
다중핵산서열 분석업
단백질 분석업
단백질 분석용 기기의 개발업

multiple nucleic acid analysis

단일클론항체 배양에 관한
실험서비스업
독물학적 정보 배포업
동물모델에서 분자로된 신경
세포의 생존결정을 위한 생명
공학연구업
동물학 분야 연구 및 상담업

laboratory services relating to the
production of monoclonal antibodies

디자인용 화학분석서비스업

chemical analysis services for use in
design

물질검사용 화학분석서비스업

chemical analysis services for use in
the testing of material

미생물 관련 자문업
미생물배양실험업
미생물학 시험업
보석분석용 화학분석서비스업

microorganisms advice

분석된 유전자 정보의 온라인을
통한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scientific analysis of the genetic
information via online networks

분자 분석업

molecular analysis

cell culture services for scientific and
research purposes, for others
culturing of cells for scientific research
purposes

chemical services relating to
mineralogy
air flow biochemical analysis services
biotechnological research relating to
agriculture
multiple nucleic check
multiple nucleotide sequence analysis
protein analysis
development of devices for protein
analysis

issuing of toxicological information
biotechnology research for
determining the neuronal survival of
molecules in animal models
research and consultancy in the field
of zoology

microbial culture trials
microbiological testing
chemical analysis services for use in
gemolog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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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류 S174205
생화학 및 생물공학 분야 과학
연구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scientific research in the fields of
biochemistry and biotechnology
biochemical analysis

분자분석용 기기의 개발업

development of devices for
molecular analysis

산업에 관한 생명공학연구업

biotechnological research relating to
industry

산업용 윤활유용 진단시험업

diagnostic testing for industrial
lubricants

생명공학 개발업
생명공학 관련 기술연구개발업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생화학 분야 실험실 연구업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biotechnology

생화학 약품분석용 기기의 개발업

생명공학 관련 상담업

consultancy in the field of
biotechnology

development of devices for
biochemical chemicals
biochemical engineering services

생명공학 관련 연구업
생명공학 관련 자문업

research relating to biotechnology

생화학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생화학 연구 및 개발업

biochemical research and analysis

생명공학 분야 기술경영 관련
자문업
생명공학검사업
생명공학분야 보고서 준비업

technical management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biotechnology
biotechnology testing

생화학 연구 및 분석업
생화학 연구업
생화학서비스업
생화학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preparation of reports in the
biotechnology field

석유공업에 관한 생명공학연구업

생명공학서비스업
생명공학용 측정탐침 개발업

biotechnology services

biotechnological research relating to
the petroleum industry

석유화학공학연구업

petro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services

생물개발서비스업
생물복제서비스업
생물실험업
생물의 다양성에 관한 기술적
및 과학적 연구업
생물의 다양성에 관한 기술적
프로젝트 연구업
생물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업
생물의학연구서비스업
생물학 분석업
생물학 분야 과학연구업
생물학 분야 상담업
생물학 분야의 과학연구/조사업

biological development services

석유화학연구업
세균배양실험업
세포분리 기술서비스업
세포분리 연구서비스업
식물 관련 유전공학업

petrochemical research services

식물 유전학 연구 자원 분야
정보제공업
식물 유전학분야 과학연구업

providing information in the field of
plant genetics research resources

생물학 분야의 산업연구/조사업

industrial research in the fields of
biology

생물학 분야의 상담 및 정보제공업

consultation and providing
information in the fields of biology

생물학 분야의 실험 연구업

laboratory research in the field of
biology

생물학 연구 분석업
생물학 연구업
생물학 정보 검사업(과학연구
목적의 유전자 검사)

biological research and analysis

생물학 정보 검사업(의료연구
목적의 유전자 검사)

biological information check (genetic
testing for medical research
purposes)

생물학 조사업
생물학서비스업
생물학적 약품분석용 기기의
개발업
생물학제제의 개발업
생물학제제의 설계업
생물학제제의 연구업
생태학 분야 과학연구업

biological surveys

생태학 분야 연구업

research in the field of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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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biotechnology

development of measuring probes
for biotechnological applications
biological cloning services
biological laboratory services
technical and scientific research on
biodiversity
technical project studies on
biodiversity
biodiversity research
biomedical research services
biological analysis
scientific research relating to biology
consultancy in the field of biology
scientific research in the fields of
biology

research (Biological -)
biological information check (genetic
testing for scientific research
purposes)

biological services
development of devices for
biological chemicals analysis
development of biologics
design of biologics
research of biologics
scientific research relating to
ecology

생화학 분석업
생화학 분야 상담업

아미노산 화학분석업
액체의 세균함량 시험에 관한
분석서비스업
액체의 세균함량 측정에 관한
분석서비스업
액체의 세균함량 평가에 관한
분석서비스업
액체의 화학함량 시험에 관한
분석서비스업

consultancy in the field of
biochemistry
laboratory research in the field of
biochemistry

biochem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biochemistry research services
biochemistry services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biochemistry

bacterial culture testing
cell separation technology services
cell separation research services
genetic engineering services
relating to plants

scientific research relating to
genetics of plants
chemical analysis of amino acids
analytical services relating to the
testing of the bacterial content of
liquids
analytical services relating to the
determination of the bacterial
content of liquids
analytical services relating to the
assessment of the bacterial content
of liquids
analytical services relating to the
testing of the chemical content of
liquids

액체의 화학함량 측정에 관한
분석서비스업

analytical services relating to the
determination of the chemical
content of liquids

액체의 화학함량 평가에 관한
분석서비스업

analytical services relating to the
assessment of the chemical content
of liquids

약리유전학 분야 연구 관련 상담업

consultancy relating to research in
the field of pharmacogenetics

약리유전학 분야 연구업

research in the field of
pharmacogenetics

용액검사 서비스업
유전공학 분야 과학 연구업

solvent testing services

유전자 분석업
유전자 지문 감식업
유전자발현 분야 실험실연구업

research in the field of gene analysis

유전학 및 유전공학 분야 과학
연구업

scientific research in the field of
genetics and genetic engineering

scientific research in the field of
genetic engineering
genetic fingerprinting
laboratory research in the field of
gene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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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학 분야 과학연구업

scientific research in the field of
genetics

화학연구 관련 상담업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chemical research

유전학연구업
유체역학에 관한 전문가 상담업

genetic research

화학연구 분석업
화학연구업
화학연구에 관한 보고서 준비업

chemical research and analysis

화학용 아미노산 연구개발업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hemical amino acids

DNA testing services to determine
paternity (laboratory services)

화학제품 생산방법 개발 및 검사업

development and test of chemical
production methods

chemical analysis services for use in
evaluation
scientific research in the field of
determining blood type genetic
markers
technological research in the field of
determining blood type genetic
markers
laboratory research in the field of
determining blood type genetic
markers
testing of chemicals

화학합성 연구 및 평가업

working on and evaluation of
chemical syntheses

화학합성 평가업
효소 적합성에 관한 생명공학
연구업

evaluation of chemical syntheses

전문화학에 관한 연구업
정제화학품에 관한 연구업
친자확인을 위한 DNA 검사
서비스업(실험실 서비스업)
평가용 화학분석서비스업
혈액형 유전표지 확인 분야의
과학연구업
혈액형 유전표지 확인 분야의
기술연구업
혈액형 유전표지 확인 분야의
실험연구업
화학 검사업
화학 및 석유화학 연구업
화학 분석업
화학 분야 과학연구업
화학 분야 실험분석업
화학 분야의 실험 연구업
화학 약품분석용 기기의 개발업
화학/생물학 실험실 서비스업
화학결합이 동물에 작용하는
형태 분석업
화학공업에 관한 과학정보제공업
화학공학업
화학공학연구관련 상담업
화학공학연구업
화학구조 분석업
화학기술조사업
화학분석 수행업
화학분석 시험업
화학분석 연구 및 평가업

professional consultancy relating to
fluid dynamics
research relating to speciality
chemicals
research relating to fine chemicals

chemical and petrochemical
research
chemical analysis
scientific research relating to
chemistry
laboratory analysis in the field of
chemistry
laboratory research in the field of
chemistry
development of devices for chemical
analysis
services of a chemical and/or
biological laboratory
analysis of the mode of action of
chemical combinations on animals
provision of scientific information
relating to the chemical industry
chemical engineering
consultancy regarding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services
behavioural analysis of chemicals
chemical technological research
performance of chemical analyses
chemical analytical examinations
working on and evaluation of
chemical analyses

화학분석 진행업
화학분석 평가업
화학분석방법 개발업

conducting of chemical analyses

화학분석서비스업
화학분야 연구업
화학상담업
화학서비스업
화학시약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chemical analysis services

화학실험업
화학에 관한 과학정보제공업

chemical laboratory services

evaluation of chemical analyses
development of chemical analysis
methods
research relating to chemistry
consultancy in the field of chemistry
chemistry services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chemical
reagents
provision of scientific information
relating to chemicals

chemical research
preparation of reports relating to
chemical research

biotechnological research relating to
enzymatic synthesis

[제42류/S174206] 광산 및 광물탐사업, 지질조사업,
해양연구업
서비스업의 범위
◦광산 및 광물탐사업/조사업, 지질조사업/탐사업/연구조사업
◦해양연구업/탐사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가스 개발에 관한 타당성조사
수행업
가스 및 석유 탐사업
가스 위치 탐사서비스업
가스 탐사 관련 타당성연구 수행업
가스탐사업
건물대지의 지질검사업
건물대지의 지질조사업
검층(檢層)업
광물 및 무기물 탐사서비스업
광물 및 석유 분석업
광물 분석시험업
광물개발에 관한 타당성 조사
수행업
광물분류업
광물자원에 관한 연구업
광물탐사업
광물탐사에 관한 타당성조사
수행업
광산 및 광물탐사업
석유 검층 및 검사업
석유 리저버 분석업
석유 매장량 분석업
석유/가스 및 광산업 분야
탐사서비스업
석유/가스 위치확인용 탐사업
석유개발 분야 분석 및 시험업

conducting feasibility studies
relative to gas exploitation
exploration of gas and oil
exploration services to locate gas
conducting feasibility studies relative
to gas exploration
gas exploration
geological testing of building plots
geological probing of building plots
well logging
mining and mineral exploration
services
mineral and oil assaying
mineral assaying
conducting feasibility studies
relative to mineral exploitation
classification of minerals
research relating to mineral resources
mineral exploration services
conducting feasibility studies
relative to mineral exploration
mining and mineral exploration
oil well logging and testing
analysis of oil reservoirs
analysis of oil deposits
exploration services in the field of the
oil, gas and mining industries
exploration services to locate oil and
gas
analysis and testing services in the
field of oil explo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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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매장량에 관한 전문가
기술의견 작성업
석유산업용 분석 및 시험업

drawing up of expert technical opinions
in connection with oil deposits

석유위치 탐사서비스업
석유유출사태 계획서비스업

exploration services to locate oil

석유탐사 분야 분석 및 시험업

analysis and testing services in the
field of oil exploration
analysis in the field of oil exploration

석유탐사 분야 분석업
석유탐사업
석유화학산업의 기술자문제공업
수중구조검사서비스업

analysis and testing services for the
oil industry
oil spill contingency planning
services

petroleum exploration
provision of technical consultancy to
the petrochemical industry
underwater structural inspection
services

수중구조검사업
수중탐사업
시추공 드릴링에 관한 변수측정업

underwater structural inspection

시추공 방향조정에 관한 변수
측정업

measuring variables associated
with the directional steering of
boreholes

시추공 조사업
오일 침전 분석업
오일베드 및 유전 측량업
오일베드 측량준비업
오일정유산업의 기술자문
제공업
원유 및 가스 산업 탐사를 위한
분석업
원유 및 가스 지점 탐사업
원유탐사업
유전 개발업(유전 조사업)
유전 개발에 관한 분석서비스업

surveying boreholes

유전 및 가스탐사 및 조사업
유전 분석시험업
유전 분석업
유전 측량업
유전(油田) 개발 분석업
유전(油田) 개발에 관한 타당성
조사 수행업
유전(油田) 조사 설계업
유전(油田) 조사 준비업
유전(油田) 조사업
유전(油田) 탐사업
유전(油田) 탐사에 관한 타당
성조사 수행업
유전연구 분석업
유전층 측량업
유전층 측량준비업

underwater exploration
measuring variables associated
with the drilling of boreholes

analysis of oil soakings
surveying of oil beds and fields
oil-beds (Preparing surveys of -)
provision of technical consultancy to
the oil refining industry
analysis services for exploration in
the oil and gas industry
exploration to locate oil and gas
oil exploration
exploitation [surveying] of oil fields
analytical services relating to the
development of oil fields
exploration and searching of oil and
gas
oil assaying
analysis of oil fields
oil field surveying
oil-field exploration (Analysis for -)
conducting feasibility studies relative
to oil field exploitation
design of oil-field surveys
oil-fields (Preparing surveys of -)
oil-field surveys
conducting feasibility studies
relative to oil field exploration

analysis and testing for oil workings
analytical and testing services for oil
workings
geo-seismic survey services
recording of seismic data
collect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seismology

지질 표본 분석업
지질공학에 관한 상담서비스업

analysis of geological samples

지질시험용 시추업
지질연구조사업
지질조사 고안업
지질조사 또는 연구업
지질조사업
지질탐사업
지질학 평가 및 연구업
지질학에 관한 상담서비스업

geological test drilling

지하자원 개발업

development of underground
resources

지형 조사업
탄성파 데이터 녹음업
토양 분석업
토양검사 서비스업
토양검사업
토양분석 서비스업
토양분석용 실험서비스업
토지 측량업
해상학에 관한 정보수집업

topographic surveying

해양공학에 관한 전문가 상담업

professional consultancy relating to
marine technology

해양연구업
해양조사업
해양조사에 관한 연구업
해양측량에 관한 상담서비스업

oceanography research

해양탐사업
해양학 연구서비스업
해저지형조사업

oceanographic prospecting services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geotechnics
geological research
design of geological surveys
geological surveys or research
geological surveys
geological prospecting
geological estimation and research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geology

recordal of seismic data
soil analysing
soil testing services
soil testing
soil analysing services
laboratory services for soil analysis
surveys (Land -)
collect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oceanography

marine surveying
research relating to marine surveying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marine surveying
oceanographic research services

환경친화적 채광기술에 관한
연구업

surveying services in the field of
submarine landform
studies relating to environmentally
friendly mining technology

[제42류/S174299] 제42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analysis for oil research

서비스업의 범위

surveying of oil-bearing seams
oil-bearing seams (Preparing
surveys of -)
analytical services relating to the
exploration of oil fields

유정(油井) 시험분석업
전력 및 천연가스생산 분야
공학서비스업

oil-well testing

유사상품 심사기준

지구지진조사 서비스업
지진정보기록업
지진학에 관한 정보수집업

well bore surveying services

oil prospecting

유전탐사에 관한 분석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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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井)시추공 조사서비스업
정유가공 분석 및 시험업
정유작업용 분석 및 시험서비스업

engineering services in the field of
electrical power and natural gas
production

◦가스기구안전점검업, 공산품시험검사업, 과학기계기구대여업
◦과학기술연구관련 자문업, 관로탐사업, 눈금측정업, 물품검사업
◦에너지관리진단업, 에너지절약상담업, 자동차부품연구업 등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GPS 지도 제작업

creation of GPS maps

42류 S174299
가구 보증업
가스 산업용 물리탐사업
가스기구 안전점검업
가축사육 검사업
가축사육 실험업
건물설비원격감시업
검사 방법 개발업
검사방법 개발서비스업
결함구조 조사업
계산기 대여업
고고학 연구업
고고학 탐구업
고고학 탐사 및 연구업
고분자코팅 분석업
고장탐지용 재료시험업
공산품 개발업
공산품 시험검사업
공산품 안전도 규격검사업
공정 개발업
공정기술 분야의 과학기술연
구 관련 자문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과학 및 산업 연구업
과학 연구 관련 보고서 준비업

authentication of furniture
geophysical exploration for the gas
industry
safety testing of gas apparatus
inspection of livestock breeding
testing on livestock breeding
remote monitoring of building
installations
development of testing methods
services for the development of
methods of testing
surveying of defective structures
rental of calculators
archaeological research
archaeological exploration
archaeological exploration and
research
analysis of polymeric coatings
material testing for fault detection
development of industrial products
testing of industrial products
inspection of safety of industrial
products
development of processes
advice services of technological
research in the related process
technology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services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preparation of reports relating to
scientific research

과학 연구 관련 자문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scientific research

과학기기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scientific instruments

과학기술 분석서비스업
과학기술 상담서비스업
과학기술 연구업
과학기술 정보제공 서비스업

technological analysis services

과학기술 정보제공업
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전문가
상담업
과학기술계획서비스업
과학기술공학 분석업
과학기술보고서 준비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설계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연구업
과학기술연구 관련 자문업
과학기술연구분야 상담업

과학서비스 및 관련 연구업
과학시험 서비스업
과학실험 서비스업
과학실험실 서비스업
과학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과학연구 분야 상담업
과학연구업
과학연구에 관한 정보제공업
과학장비 대여업
과학정보제공업
과학조사제공업
과학탐험에 관한 공중원격
모니터링업
과학탐험에 관한 공중원격
탐사업
관로검사업
관로탐사업
광산업용 물리탐사업
광전지시스템 설계 및 개발업
광학실험실업
광학연구실험업
구조공학 서비스업
구조공학에 관한 기술상담서
비스업
구조물 결정을 위한 결합구조물
검사업
구조물 분석용 공학서비스업

scientific services and research
relating thereto
scientific testing services
laboratory (Scientific -) services
scientific laboratory services
scientific consultancy
consultancy in the field of scientific
research
scientific research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scientific research
rental of scientific equipment
provision of scientific information
provision of surveys [scientific]
airborne remote monitoring relating
to scientific explorations
airborne remote sensing relating to
scientific explorations
pipeline inspection services
pipeline exploration
geophysical exploration for the
mining industry
drafting and development of
photovoltaic systems
optical laboratories
optical research laboratory services
structural engineering services
technical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structural engineering
examination of welded fabrications
to determine structure
engineering services for the analysis
of structures

귀석 그레이딩업
규격 적합성 시험서비스업
그림 보증업
금속 코팅제 개발업
금속성형시스템에 관한 공학
서비스업
금속에 관한 연구업
금속처리시스템에 관한 공학
서비스업
기계소재분야 기술가치 평가업

grading of precious stones

기계용 오일 분석업
기구의 눈금 측정업
기류음향측정서비스업

analysis of used machine oils

technological services and design
relating thereto
technological services and research
relating thereto

기술 타당성 조사 진행업

conducting of technical feasibility
studies

기술기록대행업
기술데이터 분석서비스업
기술매뉴얼 준비업
기술보고서 준비업
기술에 관한 전문가 기록서비스업

technical writing for others

기술에 관한 전문가 의견업
기술에 관한 전문가 조언업

expert opinion relating to technology

technological consultation services
technological research
services for the provision of
technological information
providing science technology
information
professional consultancy relating to
technology exploitation
technological planning services
technological engineering analysis
preparation of technological reports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echnological research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technological research

과학보고서 준비업
과학분석 관련 자문업

preparation of scientific reports

과학분석 관련 정보제공업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scientific analysis

과학서비스 및 관련 디자인업

scientific services and design relating
thereto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scientific
analysis

conformance testing services
authentication of pictures
development of coatings for metals
engineering services relating to
metal forming systems
research relating to metals
engineering services relating to
metal handling systems
technology valuation in the field of
machine materials
calibration of machines
air flow acoustic measurement
services

technical data analysis services
preparation of technical manuals
preparation of technical reports
expert reporting services relating to
technology
professional consultancy relating to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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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구 준비업
기술조사에 관한 보고서 준비업

preparation of technical studies

기술프로젝트기획업
내려받기 불가능한 온라인
지세도(地勢圖) 제공업
내연기관용 부품개발업

technical project planning

내진성능의 품질관리 모니터링업

monitoring the quality control of
seismic procedures

눈금측정서비스업
눈금측정업
다이아몬드 보증업
대체에너지생산 분야 기술상담업

calibration services

preparation of reports relating to
technical research
providing online geographic maps,
not downloadable
component development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s

calibration [measuring]
authentication of diamonds
technological consulting services in
the field of alternative energy
generation

동력 어셈블리 개발업

development of power assemblies

드론에 의한 지도 제작 또는 온도
기록용 측정업

cartographic or thermographic
measurement services by drone

디지털 워터마킹업

digital watermarking

디지털 형태의 지도 준비업

preparation of maps in digital form

레이다이용 분석업

analytical services utilizing radar

리프트 장비에 관한 안전검사업

safety testing relating to lifting
equipment

막이용기술에 관한 상담업

consultancy relating to membrane
technology

모직물 품질평가업
목재그레이딩업
몰드여부 확인용 건물검사업

quality evaluation of wool

무선통신/전자데이터 처리/
소비자 전자제품/자동차
전자제품용 기술개발업

development of technologies for the
fabrication of circuits for wireless
communication, electronic data
processing, consumer electronic,
automotive electronics

물리 관련 연구업
물리분야 상담업
물리연구 분석업
물리측정에 관한 컴퓨터화된
정보제공업

research relating to physics

물리학 관련 상담업
물리학 관련 연구 및 개발 서비스업

consultancy in the field of physics

물리학 분야 연구업
물리학 분야의 과학연구/조사업

research in the field of physics

물리학 분야의 상담 및 정보제공업

consultation and providing
information in the fields of physics

물리학에 관한 상담서비스업

consultation services relating to
physics

물분배 및 담수화 산업을 위한
산업설비 검사업

inspection of industrial installations
for water distribution and
desalination industry

물질 분석업

analysis of materials

물질 시험 및 분석업

grading of lumber
inspecting buildings for the
existence of mold

consultation in the field of physics
physical research analysis
computerised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geophysical
measurement

반도체기기 추적을 통한 제품
관리업
반도체기기 테스트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반도체기기 품질관리업
발전설비의 엔지니어링업
발파진동 분석업
발파진동측정업
방송통신융합시스템연구업
배전기기 연구개발업
배터리 충전상태 모니터링업
부품 시험업
부품소재분야 기술가치평가업
분석실험용 실험서비스업
분석장치에 관한 눈금측정
서비스업
분자과학에 관한 연구업

quality control services by tracking of
semiconductor devices
test engineering of semiconductor
devices
quality control of semiconductor
devices
engineering of power plants
blasting vibration analysis
blasting vibration measurement
research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nvergence
system
research and development of
electric power distribution machines
and apparatus
monitoring of battery charging status
component testing
technology valuation in the field of
parts and materials sector
laboratory services for analytical
testing
calibration services relating to
analytical apparatus
research relating to molecular
sciences

분자과학에 관한 위탁연구
서비스업
불꽃평가서비스업
비금속용 코팅제 개발업

contract research services relating
to molecular sciences

비파괴검사업
빌딩검사업
빌딩내 배선설비 온도감시업

non-destructive testing services

사무 및 작업장 자동화 분야
상담업
사물의 특성결정을 위한 결합
구조물 검사업
산업공정 감시서비스업

pyrotechnics assessment services
development of coatings for
non-metals
inspection of buildings [surveying]
temperature monitoring of wiring
harness in building
consultancy in the field of office and
workplace automation
examination of welded fabrications
to determine properties
services for monitoring industrial
processes

산업공정 개발업

development of industrial processes

산업공정연구업

industrial process research

산업공학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industrial engineering

산업공학에 관한 정보제공업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industrial engineering

산업기술연구업
산업목적의 전자부품연구업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산업목적의 제품분석업

product analysis for industrial
purposes

산업분석서비스업
산업설비검사업
산업안전 관련 연구 분석업

industrial analysis services

materials testing and analysing

산업적 테스트수행업

conducting industrial tests

물질검사 및 평가업

materials testing and evaluation

산업적 테스트업

industrial testing

물품검사업

commodity surveying

삼림경영 검사업

반가공 제품 품질검사업

quality control of partly manufactured
goods

inspection services of forest
management

서비스 품질관리업

quality control of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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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in connection with physics
scientific research in the fields of
physics

research of electronic components
for industrial purposes

inspection of industrial installations
industrial analysis and research
relating to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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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스/광산업용 물리탐사업

geophysical exploration for the oil,
gas and mining industries

식품 및 음료 분야 기술연구 관련
상담업

consultancy relating to technical
research in the field of food and
beverages

석유버너 검사업
석유산업용 물리탐사업

oil burner inspection
geophysical exploration for the oil
industry

식품 및 음료 분야 기술적연구
관련 기술상담업

석유산업용 자기공명영상
해석 및 분석 진행업

conducting magnetic resonance
imaging interpretation and analysis
for the petroleum industry

technical consultancy in relation to
the technical research in the field of
food and beverages

식품 성분 분석업
식품검사업

analysis of food ingredients

석유화학산업을 위한 산업설
비검사업
선박 및 해양 구조물 분석업

inspection of industrial installations
for petrochemical industry

professional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food technology

선박 및 해양 구조물의 품질보증업

quality assurance services of ships
and marine structures

선박 및 해양구조물 검사업

inspection services of ships and
marine structures

식품공학에 관한 전문가 자문
서비스업
식품연구업
식품위생상담업
식품위생에 관한 품질검사업

선박 및 해양구조물 품질평가업

quality evaluation of ships and
marine structures

technical consulting relating of
renewable energy production

선박공학에 관한 기술상담
서비스업
설비관리업
소방설비 검사업

technical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marine engineering

신재생에너지 생산분야의
기술상담업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에 사용되는
전력변환기/인버터/충전기 연구
개발업
신호기기 검사업
실험기기 대여업

소방안전관련 조사업

technical survey services for fire
safety

rental of laboratory instruments

소비자 제품 개발업
소비자 제품 안전검사 및 상담업

development of consumer products

실험설비 임대업
실험실장비연구업
실험용 과학실험실 서비스업

소비자 제품 안전성 시험업
소비자 제품 안전시험 관련
상담업
소형화기용 검사장비 제공업

consumer product safety testing

rental of laboratory apparatus

손해평가에 관한 범죄과학적
자문업
수량조사업
수로조사업
수리지질학(水理地質學)에
관한 상담서비스업
수문학(水文學)에 관한 정보
수집업
수산물 검사업
수송기계 원형의 제품검사업

forensic advice relating to damage
assessment

실험장치 임대업
안전기술검사 서비스업
안전에 관한 기술자문업
안정도 결정을 위한 결합구조물
검사업
알파카섬유 품질평가업
암호화 장치 대여업
액체에 관한 상태 모니터링업
야금 분석업
야금 시험업
야금 실험업
어업검사업
어업연구업
에너지 보존에 관한 전문가 상담업

수송기계기구 계량업
수송기계기구 구조 및 바디구
조용 제품 개발업

weighing of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주행 안전성
검사업
수의과용 실험실 서비스업
수학 연구서비스업
수학모델 디자인업
수학연구업
시간관리장비 대여업
시간기록장치 대여업
시험에 관한 공학상담업

vehicles (Testing of -) for
roadworthiness

에너지사용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veterinary laboratory services

에너지소비량 기록계 대여업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
조사서비스 관련 기술상담업

technical consultancy in relation to
research services relating to foods
and dietary supplements

analysis of ships and marine
structures

plant engineering
quality control testing of fire
prevention equipment

consumer product safety testing and
consultation
consultancy relating to consumer
product safety testing
provision of testing facilities for
firearms

surveying (Quantity -)
hydrographic surveying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hydrogeology
collect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hydrology
inspection of fisheries
product testing of original vehicle
form
product development for vehicle
construction and for vehicle body
construction

mathematical research services
mathematical models (Design of -)
mathematical research
rental of time keeping equipment
time-recording apparatus (Rental of -)
engineering consultancy relating to
testing

inspection of foodstuffs for quality
control

에너지 분야 연구업
에너지감사업
에너지관리진단업

food research
food sanitation consultation
quality control relating to the hygiene
of foodstuffs

research and development of power
converters/inverter/charger for
used in renewable energy systems
inspection of signalling instruments
rental of laboratory apparatus and
instruments
laboratory equipment research
science laboratory services for
laboratory use
safety technological testing services
technical advice relating to safety
examination of welded fabrications
to determine soundness
quality evaluation of alpaca fiber
rental of coding apparatus
condition monitoring relating to fluids
metallurgical analysis
metallurgical testing
metallurgical laboratory services
testing on fisheries
research of fisheries
professional consultancy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of energy
research in the field of energy
energy auditing

에너지절약상담업
에너지효율 관련 자문업
엔지니어링 관련 하이브리드
전기기술 정보제공 분야 기술
공학 및 지원서비스업
엔지니어링/재료의 품질관리
및 검사업
엔진 개발업

technical diagnostic testing services
relating to energy management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he use
of energy
rental of meters for the recording of
energy consumption
consultancy in the field of
energy-saving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energy
efficiency
technical engineering and support
services of hybrid electric technology
information relating to engineering
engineering and materials quality
control and testing services
development of eng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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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구조 연구업
여과기술에 관한 상담업
열교환기 개발업
예술품 보증업
오디오 경고신호 모니터링업
오일에 관한 상태 모니터링업
온라인 검색가능한 데이터
베이스로부터의 과학연구정보
및 결과 제공업
온실 및 곡식수확용 해충 관련
통합과학연구업
용접분야 연구업
우주탐사조사업
운행전 자동차 주행 안전성 검사업
원료검사업
원자력 발전소용 핵물질의 시험업

research in engine construction

윤활유 구성요소의 마모율
결정을 위한 검사서비스업
윤활유에 관한 상태 모니터링업

testing services for determining the
wear rate of lubricating components

응용계획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planning
applications

condition monitoring relating to oils

의료 진단 장치용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업

providing scientific research
information and results from an
on-line searchable database

remote monitoring services for
medical diagnostic devices (remote
monitoring of medical diagnostic
systems)

의료기기 연구개발대행업

research and development of
med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others

의료기기에 관한 눈금측정
서비스업
의료장비 연구개발업

calibration services relating to
medical apparatus

의료장치 개발업
의료진단기구에 관한 기술지원
제공업

development of medical devices

의료진단기구용 작동모니터링
서비스 제공업

technical and scientific monitoring
services relating to medical
diagnostic instruments

의류제품 분석업
의류제품 시험업
인공지능 분야 기술상담업

clothing analysis

인구조사서비스업
인구통계에 관한 연구업
인증업(품질관리업)
인증용 서비스 검사/분석/
평가대행업

survey services (Demographic -)

인증용 제품 검사/분석/평가
대행업

testing,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goods of others for the purpose
of certification

인증용 제품 및 서비스 검사/
분석/평가 대행업

testing,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goods and services of others for
the purpose of certification
professional consultancy relating to
the science of ergonomics
quality evaluation of standing timber

consultancy relating to filtration
technology
development of heat exchangers
authenticating works of art
monitoring of audio warning signals

integrated scientific research on
vermin for greenhouses and harvest
crops
research in the field of welding
space exploration
inspection of motor vehicles before
transport [for roadworthiness]
testing of raw materials
testing nuclear materials for use in
nuclear power stations

원자력/대체에너지 관련 기술
연구개발업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nuclear power or
alternative energy

원자력발전소 시운전에 관한
보고서 준비업
원자력발전소의 기술검사업

preparation of reports relating to
commissioning of nuclear units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검사를
위한 데이터분석업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검사업
원자력발전소의 연료보급/
캘리브레이팅 관련 상담업
원자로 플랜트 및 발전소 분야의
분석/평가/모니터링 및 측정
서비스업
원자로/원자력발전소/핵연료
및 물질에 관한 과학/기술/공업
연구업
원자핵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원자핵 엔지니어링업
원자핵 엔지니어링에 관한
상담서비스업
원재료 품질검사업
유동학에 관한 과학기술 서비스업

technical inspection of nuclear
power plant
data analysis for safety inspection of
nuclear power plant
safety inspection of nuclear power
plant
consulting services in the field of
refueling and calibrating nuclear
power plants
analysis/assessment/monitoring
and measuring services in the field
of nuclear reactor plants and power
stations
scientific/technological and industrial
research relating to nuclear reactors/
nuclear power stations/nuclear fuel
and materials
nuclear engineering services
nuclear engineering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nuclear engineering
quality control of raw materials
technological services relating to
rheology

유량계에 관한 과학기술 서비스업

technological services relating to
rheometrics

유리용기 품질검사업
유아놀이시설 안전성 검사업
유아시설 건물 안전 관리업

quality control of glass containers

육상자동차 주행 안전성 검사업

inspection of motor land vehicles [for
roadworthiness]

육상차량산업의 구조공학
서비스업
육상차량산업의 재료공학
서비스업
육상차량에 관한 안전기술
서비스업

structure engineering services of
land vehicles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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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공학에 관한 전문가상담업
입목 품질평가업
자동차 개발업
자동차 검사업
자동차 주행 안전성 검사업
자동차 카메라 개발업
자동차 카메라 분석업
자동차 카메라 연구업
자동차 카메라 조립기 개발업

infant playground safety testing

자동차 카메라 조립기 분석업

building safety controls of infant
facilities

자동차기술연구업
자동차부품 연구개발업

material engineering services of
land vehicles industry
safety technology services relating
to land vehicles

자동차부품연구업
자동차용 휠 시험업
자동차용 휠 연구개발대행업
자동차의 성능 및 조작에 관한
정보제공업

condition monitoring relating to
lubricants

research and development of
medical equipment
providing technical support services
regarding medical diagnostic
instruments

clothing testing
technology consultation in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relating to demographics
certification [quality control]
testing,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services of others for the purpose
of certification

development of vehicles
automobile inspection
inspection of motor vehicles [for
roadworthiness]
development of car camera
car camera analysis
research for car camera
development of car camera
assembling machines
analysis of car camera assembling
machines
automobile technology research
research and development of
automobile parts
research on automotive parts
automotive wheel tes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ar
wheels for others
providing scientific information
relating to performance and
operation of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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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검사업
재료검사 관련 자문업
재료검사업
재료과학 분야 연구업

testing of apparatus

전력 저장시스템 연구개발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material
testing
material testing

전력 저장장치 유지관리업

research in the field of materials
science

전력 종합 보호제어 운영시스템
관리업

재료분석에 관한 타당성 조사업

feasibility studies relating to material
analysis

전력계통 감시제어유지 관리업

재료시험서비스업
재료실험실 시험업
재생에너지에 사용되는 온습도
조절 시험장치 개발업

material testing services

전력계통 분석업
전력케이블의 온도변동 감시업

전기 시험 또는 연구업

testing and research services in the
field of electricity

전기 회전 변류기의 운영상태
원격 감시업
전기공학 분야 연구업

remote monitoring of operating state
of an electric rotary converters

전기공학서비스업
전기기기 안전도 규격검사업

electrical engineering services

전기변압기기 연구개발업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transformers (electricity)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electric parts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in
particular in the field of electricity
inspection of electrical equipments

전기부품 연구개발업
전기분야의 과학 및 산업 연구업
전기설비 관련 검사업
전기안전 관련 연구업
전기안전관련 조사업
전기에 관한 시험 및 연구업

laboratory testing of materials
development of thermo-hydro
adjustment test devices applied to
renewable energy

research in the field of electrical
engineering
inspection of safety of electrical
apparatus

electrical safety research
electrical safety surveys
testing and research services
relating to electricity

전기전자 분야 기술경영 관련
자문업

advice for technology management
in the field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sector

전기전자 원거리 통신제품의
검사/개발용 장비 및 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업

research and development of
equipment and facilities for inspection/
development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remote telecommunication
products

전기전자분야 기술가치평가업

technology valuation in the field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sect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electric
connections
research and development of electric
contacts
research and development of
electrical controllers
standard authentication testing in
the field of electrical goods
research and development of
electric lighting apparatus
inspection of electrical communication
systems

전기접속구 연구개발업
전기접점 연구개발업
전기제어기기 연구개발업

전력품질 관리업
전력품질 및 전력시스템 분석
관련 진단업
전력품질진단업
전선용 접속구 연구개발업
전자 및 통신장비에 관한 기술
용역서비스업
전자 부품 분야에 관한 전자공학
연구업
전자부품 연구개발대행업
전자부품 연구개발업
전자장치 관련 눈금측정서비스업
전자환경적합성 시험서비스업
전화시스템/케이블텔레비전
시스템/광섬유 맞춤디자인
및 엔지니어링업
정상상태 배기가스의 예상측정업
제어기술상담서비스업
제조에 관한 과학기술서비스업
제지에 관한 기술정보제공업
제품 개발 분석업
제품 개발 상담업
제품 개발 평가업
제품 개발대행업

monitoring of telecommunication
signals

전기통신기기 분석업

analysis of telecommunication
machines and implements

제품시험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전기통신기기 시험업

testing of telecommunication
machines and implements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 machines and
implements
research relating to
telecommunication techniques

전기통신 시스템의 검사업

전기통신기기 연구개발업
전기통신기술에 관한 연구업

diagnostic services relating to power
quality and power system analysis
diagnostic services relating to power
qualit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onnections for electric lines
technology services relating to
electronic and communication
equipment
electronic engineering research in
the field of electronic components
research and development
electronic components for others
research and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ponents
calibration services relating to
electronic apparatus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testing
services
custom design and engineering of
telephony systems, cable television
systems and fiber optics
prediction measurement of steady
state exhaust emissions
control technology consulting
services
technological services relating to
manufacture
provision of technical information
relating to the manufacture of paper
analysis of product development

product design and development for
others

전기통신기기 모니터링업

전기조명기구 연구개발업

surveillance of temperature
fluctuations of the power cable
management of power quality

consultancy relating to product
development
evaluation of product development

제품 개발업
제품 계량대행업
제품 분석업
제품 시험업
제품 안전성 검사업
제품 품질검사업
제품공학에 관한 상담서비스업

전기제품 규격인증 시험업

research and development of power
storage system
management power storage
apparatus
management of comprehensive
protection power control operating
system
maintenance of power system
monitoring and control
power system analysis

제품품질 검사업
조명공학 분야 기술상담업
조선엔지니어링 기술상담업

product development
weighing of goods for others
product analysis
product testing
product safety testing
quality testing of products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product engineering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product
testing
quality control of manufactured
goods
technical consultancy in the field of
light engineering
technical consulting in the field of
shipbuilding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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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검사업
주화 보증업
지구물리 조사업
지구물리에 관한 상담서비스업
지구물리연구 서비스업
지구물리탐사 서비스업
지도 개발업
지도 제작업
지도제작 및 매핑업
지도제작서비스업
지리적 계획에 관한 상담서비스업
지리적 정보제공업
지리정보업
지리정보제공업
지리정보컨설팅업
지하 수도관/케이블/와이어
배치 위치확인 및 지정업
직물 검사업
직물 제품평가업
직물제품 분석업
직물제품 시험업
진단장치 개발업
차량 주행 시험업
천문학 자문업
천문학상담업
체인 검사업
체중기 검사업
축산업에 관한 연구업
축전기 연구개발업

testing of paper
authentication of coins
geophysical surveys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geophysics
geophysical research services
geophysical exploration services
map creation services
cartography
cartography and mapping
mapping services

providing geographic information

통신기술 상담업

consulting in the field of geographic
information
locating and marking the placement
of underground utility pipes, cables
or wires
textile testing
textile products evaluation
textile products analysis
textile products testing
development of diagnostic
apparatus
vehicle roadworthiness testing
astronomy consultation
consultancy in the field of astronomy
testing of chains
inspection of weighing instruments
research relating to animal
husbandry
research and development of
electrical capacitors

측정기계기구 관련 연구업

research of measuring machines
and instruments
analysis of measuring machines and
instruments
industrial research of measuring
machines and instruments

cartography services by surveying
industrial analysis of measuring
machines and instruments

측정기계기구관련 산업적
테스트업
측정기계기구관련 테스트업

industrial testing of measuring
machines and instruments

측정기구 대여업
측정기술 연구업
컴퓨터 지원식 과학시험업
컴퓨터보조 진단시험서비스업

rental of measuring apparatus

컴퓨터화된 기술공정의 자동화에
관한 연구업
컴퓨터화된 산업공정의 자동화에
관한 연구업

research relating to the computerised
automation of technical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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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

코인그레이딩업
크래인 검사업
크레인에 관한 안전검사업
타이어 검사서비스업
타이어 생산에 관한 기술자문업
타이어 연구서비스업
탄약용 검사장비 제공업

measurement evaluation services

측정기계기구관련 산업적 연구업

코셔품질 인증용 제품검사업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geographical planning
provision of geographical
information
geographical information

측량 평가서비스업
측량에 의한 지도 작성업
측정기계기구 관련 산업적 분석업

측정기계기구관련 분석업

컴퓨터화된 식량분석 서비스업
컴퓨터화된 행정처리의
자동화에 관한 연구업

testing of measuring machines and
instruments
research in measurement technology
computer-aided scientific testing
computer-aided diagnostic testing
services

research relating to the computerised
automation of industrial processes

토목공사의 산업적 테스트업

통신기술분야 연구업
통합에너지 콘셉트 개발업
특허매핑 관련 과학적 및 기술적
연구업
판매/구매자용 신/중고 수송
기계기구 검사업
포도주연구업
폭발물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폭발에 관한 범죄과학적 자문업
품질 관리를 위한 포장검수업
품질검사 및 시험업
품질검사업
품질관리 관련 상담업
품질관리대행업
품질관리업
품질보증을 위한 공정 모니터링업
품질보증자문업
품질보증제공업
품질평가업
프로젝트 분석연구 준비업

computerised food analysis services
research relating to the computerised
automation of administrative
processes
inspecting foods for the purpose of
certifying the kosher quality thereof
grading of coins
testing of cranes
safety testing relating to cranes
tyre inspection services
technical advice relating to the
manufacture of tyres
tyre research services
provision of testing facilities for
ammunition
industrial testing of engineering
works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consultancy
research in the field of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developing of integrated energy
concept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relating to patent mapping
inspection services for new and used
vehicles for persons buying or selling
their vehicles
oenology services
explosives engineering services
forensic advice relating to
explosions
inspection of packing for quality
control
quality checking and testing
quality testing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quality control
quality control for others
quality control
process monitoring for quality
assurance
quality assurance consultancy
providing quality assurance services
quality assessment
preparation of project analysis
studies

플라스틱 재료 분야 신제품
연구 및 개발업

research and development of new
products for third parties in the field
of plastic materials

필적 분석업
필터검사업
항공기 개발과 관련한 상담업

handwriting analysis [graphology]

항공기 개발과 관련한 자문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development of aircraft

항공기 개발과 관련한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development of aircraft

항공기 개발업
항공기 검사업
항공기용 부품 및 부속품 개발과
관련한 상담업

development of aircraft

testing of filters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development of aircraft

aircraft inspection services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development of parts and fittings for
aircraft

42류 S174299
항공기용 부품 및 부속품 개발과
관련한 자문업
항공분야 기술연구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development of parts and fittings for
aircraft
technical research in the field of
aeronautics

항공사진측량업
항공우주공학분야의 기술상담업

photogrammetry services

해도 업데이팅업
해양사고에 관한 범죄과학적
자문업
해운산업의 기술자문 제공업

updating of marine charts

핵물질 검사업
핵연료봉 초음파 검사업
헬스스파연구업
화물 무게 측량업
화물계량업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자문업

testing of nuclear material

화학 공정용 장치 연구개발업

research and development of
devices for chemical processing

화학 공정용 파일럿장비 연구
개발업
환경위생시스템의 기술제공업

research and development of pilot
equipment for chemical processing

휘발성 및 비휘발성 유기구성물
탐지용 상업 및 산업단지
모니터링업

monitoring of commercial and
industrial sites for detection of
volatile and non-volatile organic
compounds

technological consultancy in the field
of aerospace engineering
forensic advice relating to marine
accidents
provision of technical consultancy to
the shipping industry
ultrasonic testing of nuclear fuel rods
research for health spa
cargo weight surveying
cargo weighing
technical advice relating to fire
prevention

engineering of environmental
sanit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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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제공서비스업; 임시숙박시설업
(Services for providing food and drink; temporary accommodation)

본류에는 주로 소비를 위한 음식료품 준비에 관해 제공되는 서비스, 또한 임시숙박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포함된다.

◦ 특히 포함되는 서비스업
-

임시숙박시설예약업(예: 호텔예약업)
동물수탁 관리서비스업
회의실, 텐트 및 이동식 건축물 임대업
양로원서비스업
탁아소 서비스업
음식 장식업, 음식 조각업
조리장치 임대업
의자, 테이블, 테이블린넨, 유리식기 임대업
물담배 라운지 서비스업
개인요리사서비스업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호텔경영지원업(제35류)
주거용 주택 또는 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한 임대업(제36류)
하우스키핑 서비스업(청소 서비스업)(제37류)
여행 및 운송 예약업(제39류)
맥주 양조 및 와인 제조대행업, 빵 맞춤 제조업(제40류)
식품훈제처리업, 음식 및 음료수 보존업(제40류)
예를 들어, 기숙학교, 유아원, 스포츠 캠프, 디스코텍 및 나이트클럽에서 제공
하는 보조 숙박 또는 음식과 음료를 포함한 교육, 지도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업
(제41류)
- 박물관시설제공업(제41류)
- 회복기환자 요양 및 요양소업(제44류)
- 베이비시팅업, 애완동물돌보기업(제45류)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939

43류 S120602, G0301, G0502

제

떡 전문 카페업
라면전문점업
랍스터요리전문 식당업
레스토랑 및 바용 식음료 접대업

43류

【포괄상품명칭 목록】

레스토랑 및 바용 식음료 제공업

유사군코드 (구)포괄코드

레스토랑 및 요리 예약업

포장마차업
(street stalls services)

S120602, N43002
S120603

레스토랑 서비스 제공업
레스토랑 손님용 식음료 접대업

레스토랑 및 호텔서비스업
(restaurant and hotel services)

S120602, N43003
S1207

레스토랑 손님용 식음료 제공업

포괄서비스명칭

레스토랑 식음료 제공업
레스토랑 예약대행서비스업

[제43류/S120602, G0301, G0502] 한식점업, 제과점업,
레스토랑서비스업, 커피전문점업
서비스업의 범위
◦ 한식점업, 제과점업, 레스토랑서비스업, 커피전문점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요리지도업, 제과제빵기술지도업(제41류/S120999)
- 디스코텍업, 나이트클럽업, 카바레업(제41류/S120601)

협의의 포괄명칭
식음료 준비업

preparation of food and beverages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1. 음식점업 (예시)
가정배달 음식점업

restaurants featuring home delivery

간이식당서비스업
간이음식점업
개인요리사서비스업
과일 및 채소주스 전문점업
과일빙수전문식당업

canteen services

과일카페업
관광음식점업
교육시설용 음식준비조달업
기관용 식음료 준비조달업
노숙자 및 저소득층 식사제공업
다방업
델리카트슨업(식당업)
도넛가게 식음료 접대업
도넛가게 식음료 제공업
도시락 음식점업
도시락 전문 뷔페식당업
도시락 전문 체인점업
떡 전문 식당업

snack-bar services
personal chef services
fruit and vegetable juice bar services
restaurant services specially for
shaved ice with fruits
fruit cafes
tourist restaurant services
catering services for educational
establishments
food and drink catering for
institutions
supplying meals to the homeless or
underprivileged
tea rooms
delicatessens [restaurants]
serving food and drink in doughnut
shops
providing food and drink in doughnut
shops
lunch box restaurant services
lunch box buffet restaurants
providing lunch box services in the
framework of franchising
rice cakes restaurants

레스토랑 예약업
레스토랑 정보제공업
레스토랑서비스업
매장 내외 제공용 식음료 준비
및 제공업
박람회 및 전시회 시설용 식음료
준비조달업
병원용 음식준비조달업
뷔페식당업
비스트로업
비즈니스용 음식준비조달업
샐러드바업
서양음식점업
셀프서비스 카페테리아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소매 및 테이크아웃 시설용
식음료 접대업
소매점 식사용 식음료 준비업
손님용 식음료 접대업
손님용 식음료 제공업
스페인레스토랑서비스업
스페인요리 제공용 준비조달업
스포츠행사/콘서트/컨벤션/
전시회용 식음료 준비조달업
식당 및 음식물 조달 서비스업
식당업
식당체인업
식사준비 관련 정보제공 및
조언업
식음료 접대업
식음료 제공서비스업
식음료 제공용 음식준비조달업

rice cakes cafes
instant noodles restaurants
lobster restaurants
serving food and drink in restaurants
and bars
providing food and drink in
restaurants and bars
reservation and booking services for
restaurants and meals
providing restaurant services
serving food and drink for guests in
restaurants
providing food and drink for guests in
restaurants
providing food and drink in
restaurants
agency services for reservation of
restaurants
restaurant reservation services
restaurant information services
restaurant services
preparation and provision of food
and drink for consumption on and off
the premises
providing food and drink catering
services for fair and exhibition
facilities
catering services for hospitals
buffet restaurants
bistro services
business catering services
salad bars
western style restaurant services
self-service cafeteria services
self-service restaurant services
serving food and drink in retail and
takeaway establishments
preparation and provision of food
and drink for consumption in retail
establishments
serving food and drink for guests
providing food and drink for guests
spanish restaurant services
catering services for providing
Spanish cuisine
providing food and drink catering
services for sports events, concerts,
conventions and exhibitions
restaurant and catering services
eateries
restaurant services provided by
franchised restaurants
information and advice in relation to
the preparation of meals
serving food and drinks
providing of food and drink
catering services for the provision of
food and drink

식음료 제공용 이동식 카페업

mobile cafe services for providing
food and drink

식음료준비조달 분야 상담업

consultancy services in the field of
food and drink ca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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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음식준비조달업
아이스크림 가게운영업
아이스크림 전문점업
양로원용 음식준비조달업
여행사에 의한 음식점 예약업
연회용 식음료 준비조달업
와쇼쿠 레스토랑업
우동 및 소바 레스토랑서비스업
웹사이트를 통한 요리 분야
정보제공업
유럽스타일 메뉴 제공용 음식
준비조달업
유제품 바 서비스업
유제품 바를 통한 식음료 접대업
음식 리뷰서비스업(식음료
정보제공업)
음식조달서비스업
음식준비업
음식준비조달업
이동식레스토랑업
이동음식조달업
인터넷카페용 식음료 접대업
인터넷카페용 식음료 제공업
일본식 즉석식품 준비업

outside catering services
ice cream parlours
ice cream parlors
catering services for nursing homes
travel agency services for making
restaurant reservations
food and drink catering for banquets
washoku restaurant services
udon and soba restaurant services
providing information in the field of
cooking via a website
catering services for providing
European-style cuisine
dairy bar services
serving food and beverages in dairy
bars
food reviewing services [provision of
information about food and drinks]
catering services
food preparation
food and drink catering
mobile restaurant services
mobile catering
serving food and drink in Internet
cafes
providing food and drink in Internet
cafes
preparation of Japanese food for
immediate consumption

카페테리아서비스업
칵테일파티용 식음료 준비조달업

cafeteria services

커피 제공용 사무실용 음식준
비조달업
커피/주스바업
커피/찻집업
커피숍업
커피전문점업
커피전문점체인업
커피하우스 및 스낵바업
컨벤션 시설용 식음료 준비
조달업
컨퍼런스센터용 음식준비
조달업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조리법 및 요리 분야 정보제공업

office catering services for the
provision of coffee

크레이프 전문식당업
키즈 플레이 카페에서 제공하는
카페업
테이크아웃 레스토랑 서비스업
테이크아웃 식품서비스업
테이크아웃 패스트푸드점업
퇴직자전용아파트용 음식준비
조달업
파스타 레스토랑업
패스트푸드 및 24시간 레스토랑업

crepes restaurants

패스트푸드 카페테리아용
음식준비조달업
패스트푸드식당업
포장마차업(음식점업)

catering in fast-food cafeterias

포장음식/음료 제공업
포장판매식당업
피자가게업
피자가게운영업
학교용 음식준비조달업
한방차 전문 카페업
한식점업
항공기 기내음식 준비대행업

take-away food and drink services

food and drink catering for cocktail
parties

coffee and juice bar services
coffee and tea bar services
coffee shops
coffee house services
coffee shop chain services
coffee-house and snack-bar services
providing food and drink catering
services for convention facilities
catering services for conference
centers
providing information in the field of
recipes and cooking from a computer
database
providing cafe services at kids play
cafes
take-out restaurant services
take-away food services
take-away fast food services
catering services for retirement
homes
pasta restaurant services
fast food and non-stop restaurant
services

일본음식 제공용 음식준비조달업

catering services for providing
Japanese cuisine

일본음식점업
전시시설용 식음료 준비조달업

Japanese restaurant services

전통차(茶)카페업
전통찻집업
접대용 스위트룸용 음식준비
조달업
제과전문카페업
제과점업
조리 분야 상담업

traditional tea cafes

조리법 관련 자문업
주스바업
중국음식점업
즉석 스페인식품 준비업

advice concerning cooking recipes

preparation of Spanish food for
immediate consumption

항공기기내식제공업

providing in-flight meal services in an
airplane

즉석 식품 및 음료 준비 및 제공업

preparation and provision of food
and drink for immediate consumption

항공기기내음식준비조달업

in-flight food and drink catering in an
airplane

즉석 식품 및 음료 준비업

preparation of food and drink for
immediate consumption

hotel catering services

차/커피/코코아/탄산음료/
과일주스음료 접대업

serving of tea, coffee, cocoa,
carbonated drinks or fruit juice
beverages

호텔음식준비조달업
호텔접대용 음식준비조달업
환자 및 손님용 식음료 제공업

찻집업
카페 및 레스토랑서비스업
카페 및 카페테리아업
카페서비스업
카페테리아 및 레스토랑업

teahouse services

providing of food and drink for
patients and guests

회사 내 카페테리아 음식준비
조달업

catering services for company
cafeter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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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ing food and drink catering
services for exhibition facilities
traditional tea bar services
catering services for hospitality
suites
bakery cafes
bakery
consultancy services in the field of
culinary arts
juice bars
Chinese restaurant services

cafe and restaurant services
cafe and cafeteria services
cafe services
cafeteria and restaurant services

fast-food restaurant services
street stalls serving light dishes
(restaurant services)
carry-out restaurants
pizza parlors
pizza parlours
catering services for schools
herbal tea cafes
Korean restaurants
in-flight food cooking agency in an
airplane

providing food and drink as part of
hospitality services

2. 기타 (예시)
식품조각업

food sculpting

43류 S1207
음식 장식업

decorating of food

케이크 장식업

cake decorating

관광목장용 임시숙박업

temporary accommodation provided
by dude ranches

관광숙박서비스업
관광여인숙업
관광호스텔업
리조트숙박업
리조트호텔업
모텔서비스업
민박업
방(房) 임대업(임시숙박시설
임대업)
별장 임대업
빌라 및 방갈로 형태의 임시숙박
시설 임대업
사회복귀 훈련 시설용 임시 숙박업

tourist home services

산장 임대업
손님용 임시숙박시설 제공업

rental of vacation cabins

여관업
우수고객을 위한 호텔 서비스업

guesthouse

웹사이트를 통한 호텔 정보
제공업
유스호스텔업
인터넷을 통한 숙박 정보제공업

providing hotel information via a
website

providing information about wine
characteristics
general bar services

인터넷을 통한 임시숙박 관련
정보제공업

pubs

providing information about
temporary accommodation via the
Internet

임시숙박서비스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about
temporary accommodation services

임시숙박시설 임대업
임시숙박시설 제공업
임시숙박시설 형태의 비상
대피호 제공업
임시숙박시설(펜션) 제공업

rental of temporary accommodation

임시주택 숙박시설 제공업

providing temporary housing
accommodations

자전거 호텔업
장기투숙호텔업
콘도미니엄업

bicycle hotels

크루즈숙박업
펜션업
하숙집 임시숙박 제공업

cruise accommodation services

호스텔업
호텔 관련 정보제공업

hostels

호텔 및 모텔 서비스 제공업
호텔 및 모텔 서비스업
호텔 및 모텔 숙박시설 제공업

providing hotel and motel services

호텔/모텔/리조트업

hotel, motel and resort services

[제43류/S120603] 주점업
서비스업의 범위
◦ 주점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극장식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theater-type bars

바 및 칵테일라운지 서비스업
바서비스업
바서비스제공업
바텐딩서비스업
브루펍용 음료 접대업
선술집업
알코올성 음료 접대업
와인 및 식품 페어링 관련 온라인
자문 및 정보제공업
와인 및 와인식품 페어링 관련
소믈리에의 자문제공업
와인바업
와인특성 관련 정보제공업
일반유흥주점업
주점업
칵테일라운지뷔페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포장마차업(주점업)

dancing and drinking hall
management services
bar and cocktail lounge services
bar services
providing bar services
bartending services
serving beverages in brewpubs
tavern services
serving of alcoholic beverages
providing on-line advice and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wine
and food pairings
sommelier services for the provision
of advice relating to wine, and wine
and food pairing
wine bars

buffet services for cocktail lounges
cocktail lounge services
street stalls serving alcoholic
beverages and dishes (bar services)

[제43류/S1207] 하숙서비스업, 모텔서비스업,
유스호스텔업, 호텔숙박시설업,
숙박시설안내업
서비스업의 범위

◦ 하숙서비스업, 모텔서비스업, 유스호스텔업, 호텔숙박시설업, 숙박
시설안내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호텔경영지원업(제35류/S123101)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1. 정규숙박시설제공업 (예시)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제공업
공영 주택 서비스업
하숙서비스업

2. 임시숙박시설제공업 (예시)

providing guesthouse services
public house services
boarding house services

tourist inns
tourist hostel services
resort lodging services
resort hotel services
motel services
bed and breakfast inn services
rental of rooms as temporary living
accommodations
rental of vacation homes
rental of temporary accommodation
in the nature of villas and bungalows
temporary accommodation
provided by halfway houses
providing temporary
accommodation for guests
hotel services for preferred
customers

youth hostel services
providing lodging information via the
Internet

providing temporary accommodation
providing emergency shelter services
in the nature of temporary housing
providing temporary accommodation
at pensions

extended-stay hotels
providing temporary lodging
services in the nature of
condominium hotels
pensions
providing temporary accommodation
in boarding hous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hotels
hotel and motel services
providing accommodation in hotels
and motels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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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모텔/하숙집용 임시숙박
제공업
호텔숙박시설 제공업
호텔숙박시설업
호텔정보제공업
호텔패키지 일환의 임시숙박
시설 제공업
회원제 숙박시설 제공업

providing temporary accommodation
in hotels, motels and boarding houses

임시숙박시설 예약업

reservation of temporary
accommodation

providing hotel accommodation

임시숙박시설용 리셉션서비
스업(열쇠제공업)

reception services for temporary
accommodation [conferment of
keys]

임시숙박시설용 리셉션서비
스업(출입관리업)

reception services for temporary
accommodation [management of
arrivals and departures]

캠프숙박시설예약업

booking of campground
accommodation

휴가숙박시설 제공업
휴가숙박시설임대업
휴가용 거주지 및 아파트용 임
시숙박시설 제공업
휴가용 거주지용 임시숙박시설
제공업
휴가용 아파트용 임시숙박시설
제공업
휴가캠프 숙박서비스업
휴가캠프 임시숙박서비스업

providing holiday accommodation

호텔 및 하숙집용 임시숙박 예약업

reservation of temporary
accommodation in hotels and
boarding houses

호텔방 예약서비스업
호텔방 예약업
호텔숙박 알선업
호텔숙박시설 예약을 위한
여행대행업
호텔숙박시설예약업
호텔예약 관련 온라인 정보제공업

hotel room booking services

making hotel reservations for others

휴가캠프 임시숙박제공업

providing temporary lodging at
holiday camps

호텔예약대행업
호텔예약알선업
호텔예약업
호텔예약을 위한 여행대행업
휴가용 거주지 형태의 임시숙박
시설 예약업

reservation of temporary
accommodation in the nature of
vacation homes

휴양임시숙박예약 관련 온라인
정보제공업

providing on-line information relating
to vacation accommodation
reservations

hotel accommodation services
hotel information services
providing temporary accommodation
as part of hospitality packages
providing membership
accommodation
rental of holiday accommodation
rental of temporary accommodation
in vacation homes and apartments
providing temporary accommodation
in vacation homes
providing temporary accommodation
in vacation apartments
holiday camp services [lodging]
temporary accommodation services
provided by holiday camps

3. 정규숙박시설 알선업 (예시)
하숙알선업
하숙예약업

boarding house bookings
boarding house reservation

4. 임시숙박시설 알선업 (예시)
고급아파트 임시숙박시설 제공업

providing temporary accommodation
in serviced apartments

관광객 숙박알선업

arranging of accommodation for
tourists

방예약 및 호텔예약 제공업

providing room reservation and
hotel reservation services

숙박시설안내업

accommodation bureau services
[hotels, boarding houses]

숙박시설예약업

accommodation reservation services
(self catering holiday apartments)

여행사에 의한 임시숙박시설
예약업
여행숙박 정보제공 및 여행
숙박시설 예약대행업

travel agency services for reserving
temporary accommodation

여행자용 객실예약업
여행자용 호텔예약업

reservation of rooms for travellers

웹사이트를 통한 친환경여행
예약 형태의 임시숙박시설
예약업

temporary accommodation
reservation services in the nature of
making reservations and booking of
eco-lodgings via a web site

인터넷을 통한 임시숙박 예약업

reservation of temporary
accommodation via the Internet

인터넷을 통한 호텔예약업

hotel reservation services provided
via the Internet

임시숙박 분야 전화콜센터 및
핫라인에서 제공하는 상담업

consultancy provided by telephone
call centers and hotlines in the field
of temporary accommodation

임시숙박시설 알선 및 제공업

arranging and providing temporary
accommodation

임시숙박시설 알선업

arranging temporary housing
accommodations

임시숙박시설 예약대행업

agency services for the reservation
of temporary accommo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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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ing travel lodging information
services and travel lodging booking
agency services for travelers
reservation of hotel rooms for
travellers

hotel room reservation services
arranging hotel accommodation
travel agency services for reserving
hotel accommodation
reservation of hotel accommodation
providing on-line information
relating to hotel reservations
arranging hotel reservations
hotel reservations
travel agency services for making
hotel reservations

[제43류/S121004] 야영장시설제공업, 야영장비공급업,
텐트대여업
서비스업의 범위
◦ 야영장장비공급업, 야영장시설제공업, 텐트대여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스포츠시설의 제공 및 운영업(제41류/S121001)
- 오락시설의 제공 및 운영업(제41류/S121002)
- 놀이공원운영업, 동물원운영업(제41류/S121003)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야영장시설 제공업
임시 이동주택주차장 시설제공업
텐트 대여업
텐트용 캠프시설 제공업

providing campground facilities
providing temporary trailer park
facilities
rental of tents
providing campground facilities for
tent

[제43류/S1212] 이동식가옥임대업
서비스업의 범위
◦ 이동식가옥임대업

43류 S174399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부동산감정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임대업
(제36류/S1212)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금속제 및 비금속제 이동식 건물
임대업
사교 파티를 위한 방 임대업
이동식 가옥 임대업
이동식 드레스룸 임대업
이동식 조립식 가옥 임대업

leasing of metal and non-metal
transportable buildings
rental of rooms for social functions
rental of portable buildings
rental of portable dressing rooms
rental of portable modular buildings

[제43류/S174301] 양로원서비스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서비스업의 범위
◦ 양로원서비스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노인복지시설운영업

providing day-care centres for the
elderly
retirement home services in the
nature of assisted living and
independent living facilities

실버타운 운영업
양로원 제공업

providing day-care centers for the
elderly

양로원서비스업
장애아동거주시설운영업

retirement home services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업

management of residential faciliti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management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제43류/S174302] 탁아소서비스업
서비스업의 범위
◦ 탁아소서비스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미취학아동 및 유아를 위한
탁아소업
보육센터제공업
성인/아동용 탁아소서비스
제공업
탁아소 관련 정보제공업
탁아소서비스업

preschooler and infant care at
daycare centers
providing child care centers
providing day care services for adults
and children
providing information about creche
services
day-nursery [creche] services

[제43류/S174303] 동물용 위탁관리업
서비스업의 범위
◦ 동물용 위탁관리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동물 보호소 서비스업
동물 숙박시설 제공업

animal pound services

동물 위탁 보호업

animal foster care services

동물용 위탁관리업

boarding for animals

말용 위탁관리업

boarding for horses

애완동물 호텔서비스업

pet hotel services

애완동물보호관리업
애완동물용 위탁관리업

pet day care services

providing of accommodation for
animal

pet boarding services

[제43류/S174304] 회의실임대업
서비스업의 범위
◦ 회의실임대업/제공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기념일용 연회시설 및 사회복지
시설 제공업
대연회장 임대업
모임/컨퍼런스/컨벤션/전시회/
세미나 및 회의를 위한 장소
임대업
박람회 및 전시회 시설제공업

providing banquet and social
function facilities for special
occasions
rental of function rooms
rental of rooms for holding functions,
conferences, conventions,
exhibitions, seminars and meetings
providing facilities for fairs and
exhibitions

생일파티용 대연회장 임대업

rental of function rooms for birthday
parties

웨딩리셉션용 대연회장 임대업

rental of function rooms for wedding
receptions

전시장제공업
전시편의시설 제공업
전시회 및 컨퍼런스용 시설제공업

providing exhibition facilities

전시회 시설 임대업
전시회 시설제공업
컨벤션 시설제공업
컨퍼런스 시설 제공업
특별행사용 사교장 및 연회시설
임대업
호텔 전시회시설 제공업

rental of exhibition facilities

회의시설 제공업
회의실 임대업
회의실 제공업
회의장/전시장 및 회의실 제공업

provision of exhibition amenities
providing facilities for exhibitions
and conferences
provision of exhibition facilities
providing convention facilities
provision of conference facilities
rental of banquet and social function
facilities for special occasions
providing exhibition facilities in
hotels
providing conference facilities
rental of meeting rooms
providing conference rooms
provision of conference, exhibition
and meeting facilities

[제43류/S174399] 제43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서비스업의 범위
◦식수 디스펜서 임대업, 요리기구대여업, 카펫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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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가구 임대업

rental of furniture

공업용 조리장치 임대업

rental of cooking equipment for
industrial purposes

공원용 조명장치 임대업

rental of lighting apparatus for public
parks

관저 장식용 조명장치 임대업

rental of lighting apparatus for
decorating private residences

담요 대여업
물담뱃대 라운지 서비스업
박람회 진열대 임대업
베개 대여업
비전기식 조리히터 대여업

rental of blankets

사무용 가구 임대업
식기 임대업
식수 디스펜서 임대업
요리기구 대여업
융단 임대업
음료냉각기 임대업
음료디스펜서 대여업
음료용 분수 대여업
의자 및 테이블 임대업
의자/테이블/테이블린넨 및
유리식기 임대업
이불 대여업
이불 및 퀼트 대여업
자동판매기를 제외한 온/냉음료
배분장치 임대업

leasing of office furniture

전기식 초콜릿 분수 대여업
전기식 핫플레이트 임대업
조리대 임대업
조리용 압력솥 임대업
조명기구 임대업(무대세트 또는
텔레비전 스튜디오용은 제외)
주차장용 조명장치 임대업
즉석 식품 준비용 조리대 임대업
침대 대여업
카펫 임대업
커피제조기 대여업
테이블린넨 대여업
특별행사용 식기/은식기/접시/
식탁용 액세서리 임대업
풍로 대여업
풍로가 달린 냄비 대여업
호텔용 가구 임대업
호텔용 바닥커버 임대업
호텔용 벽걸이 임대업
호텔용 수건 임대업
호텔용 커튼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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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kah lounge services
rental of fair stands
rental of pillows
rental of non-electric cooking
heaters
rental of tableware
rental of drinking water dispensers
rental of cooking apparatus
rental of rugs
rental of drinking water coolers
rental of drink dispensing machines
rental of beverage fountains
rental of chairs and tables
rental of chairs, tables, table linen,
glassware
rental of quilts
rental of futon and quilts
rental of units for dispensing heated
and chilled beverages, other than
vending machines
rental of electric chocolate fountains
rental of electric hot plates
rental of kitchen worktops
rental of autoclaves for cooking
rental of lighting apparatus other
than for theatrical sets or television
studios
rental of lighting apparatus for
parking lots
rental of kitchen worktops for
preparing food for immediate
consumption
rental of beds
rental of carpets
leasing of coffee makers
rental of table linens
rental of tableware, silverware, dishes,
and table accessories for special
events
rental of cooking stoves
rental of chafing dishes
rental of furniture for hotels
rental of floor coverings for hotels
rental of wall hangings for hotels
rental of towels for hotels
rental of curtains for hot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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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 수의업; 인간 또는 동물을 위한 위생 및 미용업; 농업, 수산양식, 원예
및 임업 서비스업
(Medical services; veterinary services; hygienic and beauty care for human beings
or animals; agriculture, aquaculture, horticulture and forestry services)

본류에는 주로 개인 또는 회사에 의해 인간과 동물에게 제공하는 대체 의학, 위생 및 미용
관리, 농업, 수산양식, 원예 및 임업 분야와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다.

◦ 특히 포함되는 서비스업
-

병원서비스업
원격의료서비스업
치과업, 검안사업 및 정신 건강 서비스업
X-레이 검사 및 혈액샘플 채취와 같이 의료실험실에 의해 제공되는 진단 및 치료용
의료클리닉서비스 및 의료 분석서비스업
치료 서비스업(예: 물리 치료 및 언어 치료업)
약조제자문업 및 약사에 의한 처방전준비업
혈액 은행 및 인간 조직 은행 서비스업
회복기환자 요양 및 요양소업
식이요법 및 영양 자문업
헬스스파서비스업
인공수정 및 시험관 수정서비스업
동물 사육업
동물 손질업
바디 피어싱 및 문신업
조경 관련 서비스업(예: 식물 보육 서비스, 조경 설계, 조경 원예, 잔디 관리)
화예 서비스업(예: 꽃꽂이, 화환제작)
제초업, 농업/수산양식/원예 및 임업용 구충 및 해충박멸업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해충구제업(농업/수산양식업/원예업/임업 목적이 아닌 것)(제37류)
관개시설용 설치 및 보수 서비스업(제37류)
앰뷸런스 운송업(제39류)
동물도살 및 박제업(제40류)
목재벌목 및 가공업(제40류)
동물훈련서비스업(제41류)
육체적인 운동을 위한 헬스클럽업(제41류)
의료목적의 과학적 연구조사업(제42류)
동물수탁 관리서비스업(제43류)
양로원업(제43류)
장의업(葬儀業)(제45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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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제모서비스업
(laser hair removal services)
스킨케어 관련 상담업
(consultation services relating to skin
care)

【포괄상품명칭 목록】
포괄서비스명칭

유사군코드 (구)포괄코드

의료 및 약조제 상담업
(medical and pharmaceutical
consultation)

S120501, N44001
S120502,
S120503

가정방문 간호업
(home-visit nursing care)

S120502, N44004
S120503

병원서비스업
(hospital services)
병원업
(hospitals)
외래진료업
(ambulant medical care)

S120503, N44003
S128302

스킨케어서비스업
(services for the care of the skin)
전기분해를 통한 제모업
(hair removal by electrolysis)
제모업
(depilatory services)
인체용 위생 및 미용업
(human hygiene and beauty care)

S128302, N44005
S128303,
S128304

위생 및 미용업
(hygienic and beauty care)

S128302, N44002
S128303,
S128304,
S174403

인간 및 동물을 위한 위생 및 미용업
(hygienic and beauty care for humans
and animals)

원격의료서비스업
(telemedicine services)
웹사이트로부터 의료 정보제공업
(provision of medical information from
a web site)

[제44류/S120102] 농업서비스업, 원예서비스업, 축산
서비스업, 임업서비스업

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업
(medical and health care services)
의료 진단 및 치료용 의료 데이터 원격 모니
터링업
(remote monitoring of medical data
for medical diagnosis and treatment)
의료간호업
(nursing, medical)
의료관리업
(medical care)
의료상담업
(medical consultations)
의료업
(medical clinic services)
의료정보제공업
(medical information)
의학 분야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in the field of
medicine)
의학에 관한 정보제공업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medicine)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의료 정보제공업
(medical information services
provided via the Internet)
환자에게 제공하는 개별 의료상담업
(individual medical counselling
services provided to patients)

서비스업의 범위
◦ 농업/축산/임업서비스업
◦ 농업관련 정보제공업 및 자문업
◦ 농기구임대업, 방제서비스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농장임대업(제36류/S1212)
- 목재벌목업(제40류/S120102)
- 영농/축산/조림기술지도업(제41류/S120102)
- 어업기술지도업(제41류/S120103)
- 어업서비스업(제44류/S120103)

협의의 포괄명칭
농업/원예 및 임업 서비스업

agriculture, horticulture and forestry
services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1. 농업서비스업
관개 및 거름주기 분야 자문업

advisory services in the fields of
irrigation and fertilization

농업서비스업
농업용 거름 사용에 관한 정보
서비스업
농업용 비료 사용에 관한 정보
서비스업
농작물 검사용 실험부지 제공업
농작물 재배대행업
농작물 파종대행업

agricultural services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the
use of manures used in agriculture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the
use of fertilisers used in agriculture
provision of trial plots for crop testing
cultivation of crops for others
sowing of crops for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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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use of fertilizers

가축 사육업
가축 임대업
개 육종업
고양이 육종업
동물 농장업
동물 사육업
동물 인공수정업

cattle farming services

비료 및 기타 농업용 제제 분야
전문가상담업

professional consultancy in the field
of fertilizers and other agricultural
preparations

씨앗 파종업
씨앗천공 서비스업
작물 농장업
항공 파종업
항공에 의한 농장 파종업
화학적 응용프로그램에 의한
작물검사용 실험부지 제공업
환경보전에 관한 농업서비스업

sowing of seeds

semen extraction (Animal -)

provision of trial plots for crop testing
by chemical application

동물 정액 추출업
동물사료 배분서비스업
동물사료에 관한 자문업

agricultural services relating to
environmental conservation

동물사육에 관한 자문업

advice relating to the breeding of
animals

동물용 사육 및 육종업

stud and breeding services for
animals

동물육종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animal breeding

동물육종업
돼지사육 서비스업
말 농장업
말 사육 및 육종업

animal breeding

말 사육 및 종마 서비스업

horse breeding and stud services

services for the drilling of seeds
farming (crops)
aerial seeding
farm seeding by air

2. 원예서비스업

leasing of livestock
dog breeding services
cat breeding services
farming (animals)
animal raising
artificial insemination services for
animals
animal feed rationing service
advice relating to the feeding of
animals

분재 관리업
분재 임대업
분재임대 관련 정보제공업

care of potted plants

식물 임대업
식물 재배업
식물관리 서비스업
식물관리서비스업(원예서비스업)

rental of plants

말 사육업

stud services for horses

식물군에 관한 정보서비스업
식물재배 관련 상담업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flora

말 종마 서비스업

consultancy relating to the
cultivation of plants

horse stud services
horse breeding services

식물재배대행업
식물종묘서비스업
실내 식물 임대업
온실업
원예서비스업
원예업
원예에 관한 경작자문 서비스업

cultivation of plants for others

말사육 서비스업
말육종 관련 말 농장업

plant nursery services

말편자 및 말발굽 유지업

shoeing horses and maintaining
horses' hooves
farrier services

원예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horticulture

원예용 거름사용에 관한 정보
서비스업
원예용 비료 사용에 관한 정보
서비스업
원예용 식물 및 꽃 식별에 관한
정보제공업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the
use of manures used in horticulture

재식림업
정원식목 관련 정보제공업

reforestation services

말편자 서비스업
목축업
벌집 임대업
병아리감별업
사육 및 육종 서비스업
소 사육 서비스업
순종 말 사육업
애완동물 사육업
양 육종업
양봉업
양잠서비스업
인공수정서비스업
종마(種馬) 사육업
축산서비스업
편자공서비스용 장제 및 말편자
관리업

정원식목업
포도 재배업
포도재배 분야의 상담업
화초 임대업
화훼 재배업

rental of potted plant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ntal of potted plants
cultivation of plants
plant care services
plant care services [horticultural
services]

hire of interior plants
greenhouse services
horticultural services
horticulture
cultivation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horticulture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the
use of fertilisers used in horticulture
providing information regarding
plant and flower identification for
horticultural purpos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garden tree planting
garden tree planting
viticulture services
consultancy in the field of viticulture
hiring of flowers

pig breeding services
horse farms
stud and breeding services for
horses

horse farm services relating to the
breeding of horses

livestock farming services
rental of beehives
chick sexing services for others
breeding and stud services
cattle breeding services
breeding of thoroughbred horses
stud services for animals
sheep breeding services
beekeeping services
sericulture for others
artificial insemination services
stud services
livestock breeding services
shoeing horses and maintaining
horses' hooves [farrier services]

4. 임업서비스업
나무 가지치기업
나무 옮겨심기업

pruning of trees

3. 축산서비스업

나무 재배업

planting of trees

가금 부화업
가금육종 서비스업
가축 사육 및 육종업

poultry hatching

나무종묘업

tree nurseries

poultry breeding services

나무치료업

tree surgery

stud and breeding services for cattle

묘목 재배업

planting of sap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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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ing of flora

transplanting of trees

44류 S120102
묘목서비스업

tree nurseryman services

농업/원예 및 임업용 기생충
박멸업
농업/원예 및 임업용 방충업

destruction of parasites for
agriculture, horticulture and forestry

삼림서식지복원업

forest habitat restoration

식목 관련 상담업

consultancy relating to tree planting

식목업

tree planting

임업서비스업

forestry for others

insecticide spraying for agricultural,
horticultural and forestry purposes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the
use of manures used in forestry

농업/원예 및 임업용 살충제
분사업
농업/원예 및 임업용 잡초/해충
방제 관련 자문 및 상담업

임업용 거름 사용에 관한 정보
서비스업
임업용 비료 사용에 관한 정보
서비스업
탄소 상쇄(저감)을 위한 식목업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the
use of fertilisers used in forestry

농업/원예 및 임업용 제초업

weed killing for agriculture, horticulture
and forestry

농업/원예 및 임업용 퇴비 사용
관련 자문 및 상담업

advisory and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the use of manure in
agriculture, horticulture and forestry

농업/원예 및 임업용 해충박멸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vermin exterminating for agriculture,
horticulture and forestry

농업/원예 및 임업용 해충박멸
및 관련 정보제공업

vermin exterminating for agriculture,
horticulture and forestry,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tree planting for carbon offsetting
purposes

5. 농업관련 정보제공업 및 자문업
공업용 황무지 재건 관련 농업/
원예 및 임업서비스업
농업 관련 상담업

agricultural, horticultural and forestry
services relating to the recultivation
of industrial wastelands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agriculture

pest control services for agriculture,
horticulture or forestry

advisory and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weed, pest and vermin
control in agriculture, horticulture
and forestry

농업/원예 및 임업 관련 상담
및 자문업

consultancy and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agriculture, horticulture
and forestry

농업/원예용 비료 사용 관련
자문 및 상담업

농업/원예 및 임업 관련 상담업

consultancy in the field of
agriculture, horticulture and forestry

advisory and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the use of agricultural and
horticultural fertilizers

농업/임업/원예용 해충박멸업

농업/원예 및 임업 관련 온라인
정보제공업

providing on-line information about
agriculture, horticulture, and forestry
services

vermin exterminating [for
agriculture, horticulture or forestry]

농업용 벼룩 침입 방지업

infestations (control of -), fleas [in
agriculture]

농업/원예 및 임업 관련 정보
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about
agriculture, horticulture, and forestry
services

농업용 살충제 분사업
농업용 작물보호제품살포업

insecticide spraying for agriculture

농업/원예 및 임업용 비료
사용 관련 자문 및 상담업

advisory and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the use of fertilizers in
agriculture, horticulture and forestry

rat extermination in agriculture

농업관련 정보제공업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farming

농업상담업
농업에 관한 경작자문 서비스업

agricultural consultancy

농업에 관한 전문 컨설팅업

professional consultancy relating to
agriculture

농업자문업
농업정보제공업
원예 관련 상담업

agricultural advice

농업용 쥐박멸업
농업용 해충구제업
농업용 해충방제업
농업용 화학제 사용에 관한
정보제공업
농업용 훈증소독업
농업용 흰개미방제업
비료 및 기타 농업용 화학제 공중
및 표면 살포 관련 정보제공업
비료 및 기타 농화학제 살포업

spreading of fertilizers and other
agricultural chemicals

비료 살포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spreading of fertilizers

비료/농약품 등의 공중 및
지상살포업

aerial and surface spreading of
fertilizers and other agricultural
chemicals

cultivation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agriculture

agricultural information services
consultancy relating to horticulture

6. 농기구임대업

spraying of crop protection products
for agricultural purposes
vermin exterminating for agriculture
pest control for agricultural purposes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the
use of chemicals used in agriculture
fumigation in agriculture
termite control in agriculture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aerial and surface spreading of
fertilizers and other agricultural
chemicals

농기구 임대업
농업기계 임대업

farming equipment rental

농업용 분무기계 임대업

rental of agricultural spraying
machinery

비료살포업

fertilizer spreading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farming equipment rental

비료의 공중살포업

aerial spreading of fertilisers

비료의 지상살포업

surface spreading of fertilizers

원예용 방충업

pest control services for horticulture

원예용 살충제 분사업

insecticide spraying for horticulture

원예용 화학제 사용에 관한
정보서비스업
원예용 화학제 살포업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the
use of chemicals used in horticulture

임업용 살충제 분사업

insecticide spraying for forestry

임업용 화학제 사용에 관한
정보서비스업
잡초 방제업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the
use of chemicals used in forestry

농업용 장비 임대 관련 정보
제공업
원예용 기구 임대업

rental of agricultural equipment

rental of gardening implements

7. 방제서비스업
농약공중살포업
농약살포업
농업/수산양식/원예 및 임업용
방충업
농업/수산양식/원예 및 임업용
해충구제업

aerial spreading of agricultural
chemicals
spreading of agricultural chemicals
pest control services for agriculture,
aquaculture, horticulture and forestry
vermin exterminating for agriculture,
aquaculture, horticulture and forestry

spreading of horticultural chemicals

weed control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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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류 S120102
잡초제거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weed killing

약제 관련 인터넷을 통한 상담
및 정보제공업

잡초제거 및 관련 정보제공업

weed kill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약제 관련 자문업

제초업
지속가능한 농업/원예용
비화학적 처리 관련 자문 및
상담업

weed killing
advisory and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the use of non-chemical
treatments for sustainable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제44류/S120103] 어업서비스업
서비스업의 범위
◦ 수산양식서비스업, 어업서비스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영농/축산/조림기술지도업(제41류/S120102)
- 어업기술지도업(제41류/S120103)
- 농업/축산/임업서비스업 (제44류/S120102)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생선/새우 및 기타 양식장에서
기르는 해양생물용 먹이공급 및
양식 분야 기술상담업
수산양식서비스업
심해어업서비스업
어류관리업
어류관리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어업서비스업

technical consultation in the fields of
feeding and raising fish, shrimp and
other farm-raised marine life
aquaculture services
deep sea fishing services
care of fish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he care
of fish
fish farming for others

약제 및 의약품 관련 상담업
약제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약조제 관련 정보제공업
약조제 서비스업
약조제 정보제공업
약조제상담업
약조제업
약조제자문업
약초 이용업
의료목적의 미네랄보충제 제공업

consultancy and information
services provided via the Internet
relating to pharmaceutical products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pharmaceutical products
consultancy relating to pharmaceutical
and medical products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pharmaceutical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preparation and dispensing of
medications
pharmaceutical services
provision of pharmaceutical
information
pharmaceutical advice
dispensing of pharmaceuticals
pharmacy advice
herbalism
providing mineral supplements for
medical purposes

의료목적의 비타민 제공업

providing vitamin for medical
purposes

의료목적의 영양보충제 제공업

providing nutritional supplements
for medical purposes

의료목적의 의료용 보충제 제공업

providing medical supplements for
medical purposes

의약품 선택을 위한 의료상담업

medical consultancy for selecting
appropriate medicines

의약품 준비 및 조제업

preparation and dispensing of
medications

의약품정보제공업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medical products

한약국업

dispensary of Korean medicines

[제44류/S120502] 치과서비스업
[제44류/S120501] 약조제업
서비스업의 범위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소독제 소매업(제35류/S120501, G1004)
- 약제연구업, 의학연구업(제42류/S120505)
- 치과서비스업, 치과보조업, 치과상담업(제44류/S120502)
- 내과업, 외과업, 안과업, 한의원업(제44류/S120503)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약사의 처방전 준비업
약제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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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서비스업, 치과보조업, 치아교정업, 치과상담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약조제업, 약조제자문업
◦ 한약국업

생물약제품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업
약국 조제업
약국의 처방전 준비업

서비스업의 범위

consultancy and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biopharmaceutical products
pharmacy dispensary services
preparation of prescriptions in
pharmacies
preparation of prescriptions by
pharmacists
consultancy and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pharmaceutical products

- 소독제 소매업(제35류/S120501, G1004)
- 약제연구업, 의학연구업(제42류/S120505)
- 약조제업, 약조제자문업(제44류/S120501)
- 내과업, 외과업, 안과업, 한의원업(제44류/S120503)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미용 목적의 치과서비스업
보철용 임플란트에 관한 자문
서비스업

cosmetic dentistry services

원격치의료서비스업
원석 의치 시술업
이동식 치과케어서비스업
치과 교정학 분야 정보제공업

telemedicine services for dentistry

치과기구 임대업
치과기구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hiring of dental instruments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prosthetic implants
mounting gemstones in dentures
mobile dental care services
providing information in the field of
orthodontics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dental
instruments

44류 S120503
치과보조업
치과상담업
치과서비스업
치과에 관한 자문업
치과위생사업
치아교정업
치아미백업
치의료정보제공업

dental assistance
dental consultations
dentistry services
advice relating to dentistry
dental hygienist services
orthodontic services
teeth whitening services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dentistry

[제44류/S120503] 병의원업(치과업 제외), 의료보건장비
임대업, 요양소서비스업
서비스업의 범위
◦ 병의원업, 의료보조업
◦ 의료보건장비임대업
◦ 요양소서비스업

- 소독제 소매업(제35류/S120501, G1004)
- 앰뷸런스 운송업, 환자이송업(제39류/S080101)
- 휠체어임대업(제39류/S120503)
- 약제연구업, 의학연구업(제42류/S120505)
- 약조제업, 약조제자문업(제44류/S120501)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가정방문 심리치료업
간병사업
간염검진 서비스업
간호서비스 관련 정보제공업
개인병원 서비스업
개인의 신체재활 프로그램
개발업
개인의 의료검진업
개인의 의료검진에 대한 보고
서제공업
개인치료 관련 의료분석업
거주형 의료자문 서비스업
거주형 의료치료 서비스업
건강 관련 자문업
건강 및 웰니스 분야 정보제공업

health hydro services

건강 평가 조사업
건강검진대행업
건강검진업
건강관리 관련 상담업

health assessment surveys

건강관리 관련 자문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health
care

건강관리 단체 형태의 건강관리업

health care in the nature of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s

건강관리 문제에 관한 보고서
준비업
건강관리 의료업
건강관리업
건강관리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preparation of reports relating to
health care matters

Attention Deficit Disorder screening
services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screening services
medical and health services relating
to DNA, genetics and genetic testing
home nursing aid services

care business
hepatitis screening servic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nursing care services
private hospital services
development of individual physical
rehabilitation programmes
medical examination of individuals
medical examination of individuals
(Provision of reports relating to the -)
medical analysis services relating to
the treatment of persons
residential medical advice services
residential medical treatment
services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health
providing information in the fields of
health and wellness

health advice and information
services

health screening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health care

건강관리에 관한 정보서비스업
건강상담업
건강에 관한 전문 컨설팅업
건강재활용 운동시설 제공업
건강정보제공업
건강진단업
건강클리닉업
검안사업
검안서비스업
결장경 검사 의료영사업
고환암 검사서비스업
골격교정업
골다공증 검진업
골수 제거/치료/처리 관련 의료업

home health care services
provision of health care services in
domestic homes
home-visit psychological therapy

health risk assessment surveys

physical examination agency

건강관리에 관한 전문 컨설팅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ADD(주의력결핍장애) 진단
서비스업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
동증후군) 진단서비스업
DNA/유전학/유전자 검사
관련 의료 및 건강서비스업
가정 간호보조업
가정건강관리업
가정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업

건강 수치료(水治療) 서비스업
건강 위험평가 조사업
건강 자문 및 정보 서비스업

공중보건 상담업
관절탈골/염좌 또는 골절 치료업

managed health care services
health care
consulting services relating to health
care
professional consultancy relating to
health care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health care
health counselling
professional consultancy relating to
health
exercise facilities for health
rehabilitation purposes (Provision of -)
provision of health information
physical examination services
health clinic services
optometry services
optometric services
colonoscopy screening services
testicular cancer screening services
fitting of skeletons
osteoporosis screening
medical services relating to the
removal, treatment and processing
of bone marrow
public health counselling
treatment of dislocated joints, sprains
or bone fractures

관절탈골/염좌/골절 치료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treatment of dislocated joints,
sprains or bone fractures

관절탈구/염좌/골절 또는 유도세이푸쿠 치료업
광선요법 서비스업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건강관리 정보제공업
금연 치료서비스 제공업

treatment to joint-dislocation, sprain,
bone-fracture or the like (judo-seifuku)

금연 치료업
금연보조 주선업
금연보조용 건강관리업

anti-smoking therapy

기치료 서비스업
기치료업
긴급의료보조업

reiki services

light therapy services
providing health care information via
a global computer network
providing smoking cessation
treatment services
assisting individuals to stop smoking
health care services for assisting
individuals to stop smoking
reiki healing services
emergency medical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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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업
내과적 건강에 관한 전문가
자문서비스업
노인간호업
노인용 의료 및 간호업

internal medicine services

몸무게 감량 분야 의료정보제공업

technical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medical health

providing medical information in the
field of weight loss

몸무게감량 관련 자문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weight
loss

몸무게조절 관련 자문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weight
control

노인의 개별복지에 관한 건강
자문업
노인의 의료수요에 관한 자문업

advice relating to the personal
welfare of elderly people [health]

무용 치료업
문신의 레이저 제거업
문신의 미용 레이저치료업
물리/심리 및 인지용 음악치료업

dance therapy

노인의학 분야 의료자문제공업

providing medical advice in the field
of geriatrics
providing medical information in the
field of geriatrics

물리치료업
물리치료용 전기치료 서비스업

physiotherapy

노인의학 분야 의료정보제공업
놀이를 이용한 심리치료업
놀이치료서비스업
단식에 관한 건강관리업
당뇨 분야 의료업

psychological therapy using play

당뇨병 검진서비스업
대체의학서비스업
독약에 관한 의료정보제공업

diabetes screening services

동종요법 임상 서비스업
동종요법에 관한 건강관리업
뜸 치료업
뜸질 관련 정보제공업

homeopathic clinical services

뜸질업
레이저 시력보정서비스업
레이저 피부수축 서비스업
레이저 피부회복 서비스업
레이저비전을 이용한 수술업

moxibustion

레이키 치료업
마약중독환자 재활업
만성질환 환자용 척추 지압업

reiki therapy

만성통증 치료 분야 의료서비스업
말기환자 간병업
머리카락이식업
머리카락재생에 관한 개인치료
서비스업
면역학에 관한 자문업
명상서비스업
모발건강진단업
모발성장용 미용 레이저치료업

geriatric nursing services
medical and nursing services for the
elderly

advice relating to the medical needs
of elderly people

play therapy services
health care relating to fasting
medical services in the field of
diabetes
alternative medicine services
provision of medical information
relating to poisons
health care relating to homeopathy
moxibustion therapy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moxibustion
laser vision correction services
laser skin tightening services
laser skin rejuvenation services
laser vision surgery services
rehabilitation of drug addicted patients
chiropractic services for individuals
with chronic illnesses
medical services in the field of
treatment of chronic pain
palliative care
hair implantation
personal therapeutic services relating
to hair regrowth
advice relating to immunology
meditation services
hair physical diagnosis services
cosmetic laser treatment for hair
growth

모발손상 관련 의료상담업

medical consultancy relating to
hearing loss

모발이식업
모발이식의료업

hair replacement

모발회복업
모유수유정보제공업
목소리 및 스피치 치료업
몸무게 감량 분야 의료자문제공업

hair rest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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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services for hair
transplantation
providing breastfeeding information
voice and speech therapy services
providing medical advice in the field
of weight loss

미술치료업
미용 성형외과업
미용 치료업
미용성형 및 성형외과업
바디워크 치료업
박피서비스업
반사요법업
반영구 화장(化粧) 서비스업
발치료서비스업
발톱진균의 레이저 제거업
발톱진균의 미용 레이저치료업
방문 간호시설 운영업
방사선 및 핵의학 분야 의료업
배양된 세포를 이용한 의료치료업

laser removal of tattoos
cosmetic laser treatment of tattoos
music therapy for physical,
psychological and cognitive purposes
electro therapy services for
physiotherapy
art therapy
cosmetic surgery
beauty therapy
cosmetic and plastic surgery clinic
services
bodywork therapy
microdermabrasion services
reflexology
permanent makeup services
pedicurist services
laser removal of toenail fungus
cosmetic laser treatment of toenail
fungus
operation of visiting nursing facility
medical services in the field of
radiology and nuclear medicine
medical treatment using cultured
cells

병리학 서비스업
병원업(치과업 제외)
병원요양소업
병원장비 임대업
병원환경내 환자용 변기 제공업

pathology services

병의원업(치과업 제외)
보철교정업
보철장치교정업
보청기 맞춤업
봉와직염 치료서비스업
부인과 서비스업
부항치료업
불면증치료업
불법 또는 금지된 능력향상물질
사용 관련 스포츠참가자용 약물
테스트업
비뇨기과 분야의 의료 서비스업

medical clinics (other than dentistry)

비만관리업
비만클리닉업
비만해소에 관한 개인치료
서비스업
비타민 치료업
사람 진단 및 치료용 의료분석업

obesity care services

hospitals (other than dentistry)
hospital nursing home services
rental of hospital equipment
providing bed pans for patients
within the hospital environment
fitting of prosthetics
fitting of prosthetic devices
fitting of hearing aids
cellulitis treatment services
gynecology services
cupping therapy
insomnia therapy services
drug testing of participants in sports
for the use of illegal or prohibited
performance enhancing substances
medical services in the field of
urology
obesity clinic
personal therapeutic services relating
to fat dissolution
vitamine therapy
medical analysis for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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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치료 관련 실험분석업
사람 혈액 제거/치료/처리 관련
의료업
사람 혈액/제대혈/인체세포/
줄기세포/골수 제거/치료/
처리 관련 의료업
사람혈액수집 및 보존업
산부인과업
산소바서비스업
산후조리업
생체리듬에 관한 자문업
성격테스트업(정신건강서비스업)
성격평가서비스업(정신건강
서비스업)
성인용 척추 지압업
성형수술서비스업
성형수술업
성형외과업
성형용 인젝터블 필러 치료업
셀룰라이트 제거에 관한 개인
치료서비스업
셀룰라이트 치료 서비스업
소변검사 서비스업
소아과 간호업
소아과 분야의 의료서비스업
속눈썹용 미용 치료서비스업
수(水) 치료업
수(水) 치료에 의한 건강관리업
수(水)치료 홈서비스업
수면무호흡분야 의료검진
서비스업
수면성 무호흡분야 건강검진
서비스업
수술 치료업
수술에 관한 자문 서비스업
수술용 로봇 임대업
수유상담 서비스업
스크래핑 치료업
스트레스 관련 의료상담업
스트레스 진단업
스트레스 치료업
스파이더 베인의 레이저 제거업
스파이더 베인의 미용 레이저
치료업
스포츠의학서비스업
스포츠행사의 의료시설 제공업
스피치 및 청력 치료업
시각장애 진단업
시력 측정업

laboratory analysis services relating
to the treatment of persons
medical services relating to the
removal, treatment and processing
of human blood
medical services relating to the
removal, treatment and processing
of human blood, umbilical cord
blood, human cells, stem cells and
bone marrow
collection and preservation of
human blood
obstetric services
oxygen bar services
postnatal care services
consultation relating to bio-rhythms
personality testing [mental health
services]
personality assessment services
[mental health services]
chiropractic services for adults
cosmetic surgery services
surgery (Cosmetic -)
plastic surgery services
injectable filler treatments for
cosmetic purposes
personal therapeutic services
relating to cellulite removal
cellulite treatment services
services for the testing of urine
pediatric nursing services
medical services in the field of
pediatrics
beauty treatment services
especially for eyelashes
hydrotherapy services
health care relating to hydrotherapy
hydrotherapy home services
medical screening services in the
field of sleep apnea
health screening services in the field
of sleep apnea
surgical treatment services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surgery
rental of surgical robots
lactation consulting services
scraping therapy
medical counselling relating to
stress
stress diagnosis services
stress treatment services
laser removal of spider veins
cosmetic laser treatment of spider
veins
sports medicine services
provision of medical facilities at
sporting events
speech and hearing therapy
diagnosis of visual processing
disorders
optometrists' services

시험관 수정 서비스업
식이보충제 및 영양 관련 정보
제공업
식이요법 계획 및 관리업
식이요법 및 영양가이드 관련
정보제공업
식이요법 및 영양보충제 관련
정보제공업
식이요법 및 영양학적 상담업
식이요법 상담업
식이요법 자문업
식이요법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신경정신과업
신장병학 분야 의료서비스업
신체 셀룰라이트 제거업
신체검사 관련 정보제공업
신체의 치료처치업
신체재활시설 제공업
신체재활업
심리상담 치료업
심리치료업
심리치료제공업
심장에 관한 의료검진업
심장혈관질환 관련 의료용
스크리닝업
심장혈관질환 및 뇌졸중 예방
관련 온라인 정보제공업
심장혈관질환 위험요소 관리용
스크리닝업
심전계 신호 해석업
쑥뜸질업
아동용 척추 지압업
아동환자용 의료용 클리닉
데이케어서비스업
아유르베다식 치료업
안과서비스업
안과업
안구은행서비스업
안면치료처치업
알레르기 치료업
알레르기자문업
알츠하이머병 치료용 건강관리업

in vitro fertilisation services
providing information about dietary
supplements and nutrition
diet planning and supervision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dietary and nutritional guidance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dietary and nutritional supplements
dietary and nutritional advice
dietetic advisory services
dietary advice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diet
neuropsychiatry
medical services in the field of
nephrology
removal of body cellulite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physical examinations
therapeutic treatment of the body
providing physical rehabilitation
facilities
physical rehabilitation
psychological counselling therapy
psychological treatment
provision of psychological treatment
medical screening relating to the
heart
medical screening services relating
to cardiovascular disease
providing on-line information
relating to the prevention of
cardiovascular disease and strokes
conducting screenings for
cardiovascular disease risk factors
interpretation of electrocardiographic
signals
moxa cautery services
chiropractic services for children
medical clinic day care services for
sick children
ayurvedic therapy
ophthalmological services
ophthalmology services
eye bank services
therapeutic treatment of the face
treatment of allergies
advice relating to allergies
health care services for treating
Alzheimer's disease

알코올중독환자 재활업

rehabilitation of alcohol addicted
patients

암 진단 및 예후용 RNA 또는
DNA 분석업
암 진단 및 예후용 의료분석업

RNA or DNA analysis for cancer
diagnosis and prognosis

암 진단용 의료분석업

medical analysis services for the
diagnosis of cancer

암 치료용 건강관리업

health care services for treating
cancer

암검진 서비스제공업

providing cancer screening services

medical analysis services for cancer
diagnosis and pro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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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예방/검사/진단/치료 분야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in the field of
cancer prevention, screening,
diagnosis and treatment

약물남용용 약물검사업
약물사용 검사 서비스업
약물중독자재활서비스업

drug testing for substance abuse

언어치료업
영양 관련 자문업
영양 및 식이요법 상담업
영양 및 식이요법 자문업
영양사 서비스업
영양상담업
영양에 관한 전문 컨설팅업

drug use screening services
rehabilitation for substance abuse
patients
speech therapy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nutrition
nutritional and dietetic consultancy
nutrition and dietetic consultancy
dietician service
nutrition counseling
professional consultancy relating to
nutrition

의료(치료)목적의 유전자 치료업
의료검사 진행업
의료검사업
의료검진업
의료기계기구 임대업

provision of gene therapy for medical
(treatment) purposes
conducting of medical examinations
medical examination services
medical examinations
rental of medical machines and
apparatus

의료기관 호출서비스업
의료기구 임대업
의료기구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medical house call services

의료기기 관련 자문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med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의료기기 임대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ntal of medical machines and
apparatus

hiring of medical instruments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medical
instruments

영양에 관한 정보제공업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nutrition

의료기기 임대업

rental of medical apparatus and
installations

예방접종업
외과기구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vaccination services

의료기술 분야 기기 임대업

rental of apparatus and installations
in the field of medical technology

외과업
외과용 기구 임대업
외과진단 서비스업
외래환자 및 내원환자 관리업

surgery

의료기술/의료수술/정형외과
분야 상담업

professional consultancy in the field
of medical technology, medical
surgery and orthopedics

의료목적의 DNA 분석업
의료목적의 머리카락 이식업

DNA analysis for medical purposes

요양소 시설 알선업

arranging of accommodation in rest
homes

hair diagnosis for medical purposes

요양소서비스업
요양소업
요양원 서비스업
요양원 시설 주선업

sanatorium services

의료목적의 모발진단업
의료목적의 모발치료업
의료목적의 미용시술업
의료목적의 스트레스 관리업

stress management services for
medical purposes
body contouring services for medical
purposes

원격의료서비스업(치과업 제외)

telemedicine services (other than
dentistry)

웹사이트를 통한 건강정보제공업

providing health information via a
web site

유방암 진단 서비스업
유방조영술 검사업
유아심리치료업
음악치료서비스업
의료 목적의 유전자검사업
의료 및 건강관리 클리닉업

breast cancer screening services

의료목적의 신체윤곽성형술
시술업
의료목적의 인간바이오데이터
분석업
의료목적의 지방 줄기세포
정보제공업
의료목적의 체형관리업
의료목적의 탈모관리업

hair loss managemnet for medical
purposes

의료목적의 행동분석업

medical and health care clinic
services

behavioural analysis for medical
purposes

의료문제에 관한 보고서 준비업

의료 질병의 심리적 경감에 관한
상담업

counselling relating to the
psychological relief of medical
ailments

preparation of reports relating to
medical matters

의료문제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medical
problems

의료 질병의 심리적 치료에 관한
상담업

counselling relating to the
psychological treatment of medical
ailments

의료보건장비 임대업

rental of medical and health care
equipment
medical health assessment services

의료 치료목적의 레이저 치료
제공업
의료 치료용 인간세포조직 분석업

providing laser therapy for treating
medical conditions

의료보건평가 서비스업
의료보조업
의료분석 서비스업
의료상담업(치과업 제외)

의료 치료용 인혈청 분석업

analysis of human serum for medical
treatment

provision of medical services

의료 치료용 침대 임대업

rental of beds specially made for
medical treatment purposes

의료서비스 제공업
의료서비스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의료(치료)목적의 유전자 검사업

provision of genetic testing for
medical (treatment) purposes

의료시설제공 서비스업

services for the provision of medical
facilities

의료(치료)목적의 유전자
정보제공업

provision of genetic information for
medical (treatment) purposes

의료실험실에서 제공되는
진단 및 치료용 의료분석업

medical analysis services for
diagnostic and treatment purposes
provided by medical labora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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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surgical
instruments
hiring of surgical instruments
surgical diagnostic services
outpatient and inpatient care
services

rest home services
nursing home services
arranging of accommodation in
sanatoria

mammography testing services
psychological therapy for infants
music therapy services
genetic testing for medical purposes

analysis of human tissues for medical
treatment

hair implantation for medical
purpose
hair treatment for medical purposes
cosmetic procedures for medical
purposes

analysis of human biodata for medical
purposes
providing information about fat stem
cells for medical purposes
fitness services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assistance services
medical analysis services
medical consultations (other than
dentistry)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medic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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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험실에서의 사람치료
관련 의료분석업

medical analysis services relating to
the treatment of persons provided by
a medical laboratory

의료온천 서비스업
의료용 DNA 검사업
의료용 X-선 검사업

medical spa services

의료용 X선장치 임대업
의료용 가스가 담긴 병 및 용기
임대업
의료용 건강관리상담서비스업

rental of medical X-ray apparatus

의료용 건강리조트 서비스업
의료용 건강시설업
의료용 건강진료업
의료용 라이프스타일 상담업
의료용 및 외과용 진단업
의료용 보고서 발행업
의료용 식이요법 상담서비스업
의료용 심리검사업
의료용 심리학적 프로파일 작성업
의료용 알코올 검사업
의료용 약물/알코올 및 DNA
검사업
의료용 약물검사업
의료용 열치료업
의료용 유전자 상담업
의료용 인간 세포 저장업
의료용 장비 임대업
의료용 장치 임대업
의료용 정신력 측정 검사업
의료용 제품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업
의료용 조직이식 목적으로
배양된 세포은행업
의료장비 임대업
의료정보제공업(치과업 제외)
의료진 서비스업
의료진단 또는 치료용 수면연
구수행업
의료진단업
의료진단업(시험 및 분석업)
의료치료 서비스업
의료치료 주선업
의료평가업
의사 및 기타 전문 의료종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보조상담업
의수족(義手足) 교정업
의수족(義手足)/보철장치/
인공삽입물 교정업

DNA screening for medical purposes
X-ray examinations for medical
purposes
rental of bottles and containers
containing gas for medical purposes
health care consultancy services
[medical]
health resort services [medical]
health farm services [medical]
health clinic services [medical]
lifestyle counselling and consultancy
for medical purposes
medical and surgical diagnostic
services
issuing of medical reports
dietetic counselling services [medical]
psychological testing for medical
purposes
preparation of psychological profiles
for medical purposes
alcohol screening for medical
purposes
drug, alcohol and DNA screening for
medical purposes
drug screening for medical purposes
heat therapy [medical]
genetic counseling for medical
purposes
storage of human cells for medical
use
rental of equipment for medical
purposes
rental of medical apparatus
psychometric testing for medical
purposes
consultancy and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medical products

의학스크리닝업
의학영상서비스업
이동식 의료클리닉서비스업
이동식 척추지압서비스업
이비인후과 분야의 의료서비스업

medical screening

이완요법에 의한 건강관리업

health care relating to relaxation
therapy

인간불임치료서비스업
인간정자기증서비스업
인간행동에 관한 자문 서비스업

human fertility treatment services

인체 건강관리 서비스업
인체 치료용 병리실험서비스업

human healthcare services

인체상태 진단용 의료서비스업

medical services for the diagnosis of
conditions of the human body

인체상태 치료용 의료서비스업

medical services for the treatment of
conditions of the human body

인체세포 제거/치료/처리 관련
의료업

medical services relating to the
removal, treatment and processing
of human cells

인체조직 은행업
인터넷을 통한 당뇨 분야 정보
제공업
인터넷을 통한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치료 관련 정보 제공업

human tissue bank services

임상 데이터의 수집/검토/
분석 및 보고업
임상병리검사업
임시간호 제공업
임신분야의 의료 자문업
임신진단업
자궁경부암 검사업
자궁경부암 진단서비스업
자연요법에 의한 건강관리업
작업요법 관련 상담업

cultured cell bank services for
medical transplantation

작업요법 및 재활업

medical equipment rental

작업요법 분야 건강관리 상담업

providing health information (other
than dentistry)
physician services
conducting sleep studies for medical
diagnostic or treatment purposes
medical diagnostic services
medical diagnostic services [testing
and analysis]
medical treatment services

작업요법업
작업치료 서비스업
장기요양시설 제공업
장암 진단서비스업
장애인 심리치료업
장애인 의료자문업

medical imaging services
mobile medical clinic services
mobile chiropractic services
medical services in the field of
otolaryngology

human sperm donation services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personal behaviour
pathology services relating to the
treatment of persons

providing information via the Internet
in the field of diabet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treatment of cardiovascular and
cerebrovascular diseases via the
internet
medical research and analysis
relating to clinical data
clinical pathology examination
respite care (provision of)
medical advice in the field of
pregnancy
pregnancy testing
gynecological pap examination
cervical cancer screening services
health care relating to naturopathy
counselling relating to occupational
therapy
occupational therapy and
rehabilitation
health care consultancy in the field of
occupational therapy
occupational therapy
occupational therapy services
providing long-term care facilities
bowel cancer screening services
disabled psychological therapy
medical advice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장애인 특수치료 상담업

disabled special treatment
consultancy

medical evaluation services

장애인용 재활보조기 임대업

medical assistance consultancy
provided by doctors and other
specialized medical personnel

rental of assistive devices and
appliances for the disabled
sanction long-term sanatoriums

fitting of artificial limbs

재가장기요양업
재생의료 서비스업
재활운동에 의한 건강관리업

fitting of artificial limbs, prosthetic
devices and prostheses

전립선암 검진서비스업

prostate cancer screening services

arranging of medical treatment

regenerative medicine services
health care relating to remedial
exercise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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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보좌 서비스업
전자식 수단을 통한 건강관리
정보제공업
전체론적 심리요법업
전체론적 심리학 및 작업요법
관련 상담업

paramedical services

전체론적 심리학 및 작업요법
서비스업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건강관리
정보제공업
전화를 통한 건강 정보제공업

psychotherapy and occupational
therapy services

접골업
정골요법업
정골요법에 의한 건강관리업
정맥류성 정맥 레이저제거업
정맥류의 미용 레이저치료업

bonesetting services

정신건강 검사업
정신건강 및 웰니스 정보제공업
정신건강 재활시설 제공업

providing mental rehabilitation
facilities
mental health services

정신건강서비스업
정신과 상담업
정신과검사업
정신과서비스업
정신의학 자문업
정신치료업
정자 은행업
정자은행 서비스업
정체(整體)치료업
정형외과 이식물에 관한 자문
서비스업
정형외과기구 교정업
정형외과업
정형외과장치교정업
정형용 지지대 맞춤업
제대혈 은행업
제대혈 제거/치료/처리 관련
의료업

지방흡입 서비스업
지압요법에 관한 건강관리업
진단용 또는 치료용 의료테스트업

liposuction services

진료보고서 준비 서비스업

services for the preparation of
medical reports

진료소 서비스업
진료소업
질병 진단 및 치료 관련 의료검사업

health centre services

질병진단업
집단심리치료상담업

performing diagnosis of diseases

채용전 약물검진업
척추 병원업
척추 지압업
척추지압 관련 정보제공업

pre-employment drug screening

mental health screening services

천식분야의 건강검진서비스업

providing mental health and wellness
information

health screening services in the field
of asthma

천식분야의 의료검진서비스업

medical screening services in the
field of asthma

청각검사서비스업
청력 검사업
청력보청기 맞춤업
청력테스트 관련 상담업
체외수정 분야 의료서비스업

audiological testing services

체중감량 서비스업
체중감량 프로그램 계획업

weight reduction services

체중감량 프로그램 관리업

supervision of weight reduction
programmes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orthopaedic implants

체중감량 프로그램계획 서비스업

services for the planning of weight
reduction programmes

fitting of orthopedic devices

체중감량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slimming

체중감량을 위한 식이요법
계획 및 관리업
체중감량치료 서비스업
체중감소프로그램 서비스제공업

weight reduction diet planning and
supervision

체중조절 치료업
체중조절 평가업
초음파 진단장치 임대업

weight control treatment

최면요법업
출산분야 자문업
치료 서비스업
치료의 방향을 정하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용 의료평가업

hypnotherapy

치료적 마사지에 의한 건강관리업

health care relating to therapeutic
massage

providing health care information via
electronic means
holistic psychotherapy
counselling relating to holistic
psychology and occupational
therapy

providing health care information by
telephone and the Internet
providing health care information by
telephone
osteopathy
health care relating to osteopathy
laser removal of varicose veins
cosmetic laser treatment of varicose
veins

psychiatric consultations
psychiatric testing
psychiatric services
psychiatric consultation
psychotherapy services
sperm banks
services of a sperm bank
identity treatment

orthopedic surgery services
fitting of orthopaedic devices
fitting of orthotic devices
cord blood bank services
medical services relating to the
removal, treatment and processing
of umbilical cord blood

health care relating to chiropraxis
medical testing for diagnostic or
treatment purposes

health centers
medical testing services relating to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disease
group psychological therapy
counseling
spine hospitals
chiropractic servic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chiropractics

hearing tests
hearing aid fitting services
consultancy relating to hearing tests
medical services in the field of in vitro
fertilization
weight-reduction programmes
(Planning of -)

slimming treatment services
providing weight loss program
services
weight control evaluation

조산원업
종양학 분야 의료서비스업

midwife services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증후군
검사서비스업
주의력결핍장애 검사서비스업
줄기세포 보관업
줄기세포 은행업
줄기세포 제거/치료/처리 관련
의료업

ADHD screening services

중독자용 금단요법서비스업

withdrawal treatment services for
addicts

침술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acupuncture

중독자용 재활업
중독치료업

rehabilitation of addicts

침술서비스업
침술업

acupunctu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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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services in the field of
oncology

ADD screening services
stem cell storage
stem cell bank services
medical services relating to the
removal, treatment and processing
of stem cells

addiction treatment services

rental of ultrasonic diagnostic
apparatus
advice in the field of childbirth
therapy services
medical evaluation services for
patients receiving rehabilitation for
purposes of guiding treatment and
assessing effectiveness

acu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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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술에 관한 건강관리업
콜레스테롤 검사업
클리닉 및 병원에서 제공한
의료치료업
탈모관련 의료정보제공업

health care relating to acupuncture
cholesterol testing

환자로부터 채취한 혈액견본
분석용 의료실험업

medical laboratory services for the
analysis of blood samples taken
from patients
providing information to patients in
the field of administering
medications

medical treatment services provided
by clinics and hospitals

환자약물치료관리 정보제공
서비스업

providing medical information
related to hair loss

환자치료 관련 의료관리 및 분석업

탈모관련한방의료업

medical services using oriental
medicines related to hair loss

medical care and analysis services
relating to patient treatment

환자치료 관련 의료분석업

탈모치료업
퇴행성 질병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depilatory treatment

medical analysis services relating to
the treatment of patients
convalescent home services

퇴행성 질병의 치료에 관한 자문
서비스업
트랜스텔레폰 심장모니터링
서비스업
폐암검진 서비스업
피부 치료용 의료서비스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he
treatment of degenerative diseases

회복기환자 보양소업
회복기환자 요양업
휠체어/변기/환자용 호이스트/
보행보조기/침대 선택용 의료
상담업
흉터 치료업

scar treatment

피부과 분야 의료자문제공업
피부과 분야 의료정보제공업
피부과업
피부암 치료용 의료업
피부의 미용 레이저치료업
피부질환 치료용 피부과업
피트니스평가용 의료검사업
필라테즈 치료업
학습장애 진단서비스업
한방건강관리업
한방물리치료업
한방의료업
한의원업
해수요법업
해외여행을 위한 백신에 관한
정보제공업
향기치료업
헬스스파를 통한 건강관리업
헬스스파를 통한 제공하는 의료
치료업
혈관 검사업
혈액 은행업
혈액검사 서비스업
혈액검사업
혈액순환 개선에 관한 개인치료
서비스업
혈청검사 서비스업
협압검진 서비스업
호스피스서비스업
호스피스업
환자 모니터링업
환자로부터 채취한 견본 분석용
의료실험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degenerative diseases

transtelephone heart monitoring
services
lung cancer screening services
medical services for treatment of the
skin
providing medical advice in the field
of dermatology
providing medical information in the
field of dermatology
dermatology services
medical services for the treatment of
skin cancer
cosmetic laser treatment of skin
dermatological services for treating
skin conditions
medical testing services for fitness
evaluation
therapeutical pilates
learning disability screening services
health care using oriental medicines
physical therapy using oriental
medicines
medical services using oriental
medicines
oriental medical clinics
thalassotherapy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vaccination for overseas travel
aromatherapy services
health care services provided by a
health spa
medical treatment services provided
by a health spa
vascular screening
blood banks
services for the testing of blood
medical laboratory services for the
analysis of blood samples
personal therapeutic services
relating to circulatory improvement
services for the testing of sera
blood pressure screening services
hospice services
hospices
monitoring of patients
medical laboratory services for the
analysis of samples taken from
patients

convalescent homes
medical consultancy for selecting
appropriate wheelchairs, commodes,
invalid hoists, walking frames and
beds

[제44류/S120504] 동물병원업, 수의업
서비스업의 범위
◦ 동물병원업, 수의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약제연구업, 의학연구업(제42류/S120505)
- 약조제업, 약조제자문업(제44류/S120501)
- 치과 서비스업, 치과보조업, 치과상담업(제44류/S120502)
- 내과업, 외과업, 안과업, 한의원업(제44류/S120503)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가축치료보조업
동물 건강관리 서비스업
동물 병원업
동물관리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veterinary assistance

동물보조치료업
동물불임시술업
동물용 척추 지압업
동물유전검사업
동물치료 관련 실험분석업

animal-assisted therapy

수의과 서비스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veterinary services

수의과 서비스 및 관련 정보제공업

veterinary service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veterinary services (Professional
consultancy relating to -)
veterinary surgical services

수의과 서비스에 관한 전문상담업
수의과 수술서비스업
수의과 의약품 산업에 관한
정보서비스업
수의과 의약품에 관한 정보
서비스업
수의과 자문서비스업
수의과용 기구 임대업
수의업
수의외과업
수의치과업

animal healthcare services
animal hospitals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he care
of animals
sterilising of animals
chiropractic services for animals
genetic testing of animals
laboratory analysis services relating
to the treatment of animals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the
veterinary pharmaceutical industry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veterinary pharmaceuticals
veterinary advisory services
hiring of veterinary instruments
veterinary services
veterinary surgery
veterinary dentistr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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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류 S120504
애완동물병원 서비스업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수의과
정보제공업
진단 및 치료용 동물유전검사업
추적 및 식별용 애완동물용
마이크로칩 피하삽입업

pet hospital services
veterinary information services
provided via the Internet
genetic testing of animals for
diagnostic or treatment purposes
insertion of subcutaneous microchips
into pets for purposes of tracking and
identification

[제44류/S128302] 이용업, 미용서비스업
서비스업의 범위

미용사서비스업
미용상담업
미용서비스업
미용술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미용실 관련 정보제공업
미용실 또는 이발소용 기계기구
임대업

◦ 이미용업
◦ 화장서비스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미용기술지도업(제41류/S120907)
- 화장연구업(제42류/S128301)
- 안마업, 지압업(제44류/S128304)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가발 커팅용 미용업
개인 얼굴형 및 피부톤에 가장
적합한 화장품 선택용 화장품
분석업

beauty salons for wig cutting

개인모발제거서비스업
군인용 미용실서비스업

personal hair removal services

남성용 미용실서비스업
네일 트리트먼트업
네일샵서비스업
눈썹 관리업
눈썹 문신 서비스업
눈썹 미용 체인업

hair salon services for men

눈썹 색조 서비스업
눈썹 성형 서비스업
눈썹 염색 서비스업
눈썹 정리서비스업
두피관리서비스업
두피관리업
롤러타월장치 임대업
머리땋기 서비스업
머리카락관리 서비스업
메이크업 분야 상담업
메이크업 상담 및 응용서비스업

cosmetic analysis services for
determining the most appropriate
cosmetics to be used with a person's
face shape and skin tone
hair salon services for military
service members
nail treatment services
nail salon services
eyebrow care services
eyebrow tattooing services
beauty salon services for eyebrow in
the framework of franchising
eyebrow tinting services
eyebrow shaping services
eyebrow dyeing services
eyebrow threading services
services for the care of the scalp
scalp care services
hire of roller-towel apparatus
hair braiding services
services for the care of the hair
consultation services in the field of
make-up
make-up consultation and
application services

모발관리업
모발염색업
모발제거용 바디왁싱서비스업

hair care services

문신서비스업
문신시술업
문신업

micropigmenta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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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관리업
미용 및 헤어케어 서비스업
미용 정보제공업
미용 트리트먼트업
미용관리 관련 상담업

유사상품 심사기준

Hair tinting services
body waxing services for hair
removal in humans
tattoo parlors
tattooing

미용실/이발소용 기기 임대
관련 정보제공업
미용실서비스업
미용실업
미용에 관한 자문 서비스업
바디 및 미용 관리 분야 상담업
바디/페이스/헤어용 미용
트리트먼트서비스업
바디용 미용 트리트먼트업
바디피어싱업
발관리 서비스업
발톱미용업
보디 아트업
선탠 미용실업
속눈썹 색조 서비스업
속눈썹 연장 서비스업
속눈썹 컬링서비스업
속눈썹 파마서비스업
손발톱미용업
손톱미용업
스프레이 태닝살롱 서비스업
스프레이 태닝서비스업
어린이용 미용실서비스업
얼굴관리서비스업
얼굴미용 트리트먼트 서비스업
얼굴용 미용 트리트먼트업
에어브러시 태닝살롱 서비스업
에어브러시 태닝서비스업
여성용 미용실서비스업
영구모발제거 및 축소서비스업

beauty treatment services
beauty and hair care services
providing information about beauty
cosmetic treatment
consultation services relating to
beauty care
aesthetician services
beauty consultancy
beauty salon services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beauty
treatment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beauty salon services
rental of machines and apparatus for
use in beauty salons or barbers'
shop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ntal of machines and apparatus for
use in beauty salons or barbers'
shops
services of a hair and beauty salon
hairdressing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beauty
consultancy in the field of body and
beauty care
cosmetic treatment services for the
body, face and hair
cosmetic treatment for the body
body piercing services
services for the care of the feet
pedicure services
body art
tanning salon services
eyelash tinting services
eyelash extension services
eyelash curling services
eyelash perming services
manicure and pedicure services
manicuring
spray tanning salon services
spray tanning services
hair salon services for children
services for the care of the face
facial beauty treatment services
cosmetic treatment for the face
airbrush tanning salon services
airbrush tanning services
hair salon services for women
permanent hair removal and
reduction services

온라인 또는 직접 제공하는
메이크업 상담업
온라인 메이크업 상담업
이미용실 관련 정보제공업

make-up consultation services
provided on-line or in-person

이미용실 서비스업

hairdressing and beauty salon
services

on-line make-up consultation servic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hairdressing and beauty salon
services

44류 S128303
이미용업
이발업
이용업
인간을 위한 미용관리업
인공선탠 및 일광욕서비스업
인공선탠업
인체용 바디왁싱서비스업
인체용 에어브러시 태닝서비스업
인체용 화장용 피부태닝업
인터넷을 통한 바디 및 미용 관리
분야 상담업
일광욕 서비스업
제모 왁싱업
체모제거 관련 상담업

beauty salons and hairdressing
salons
hair cutting

화장품 상담업
화장품 신체 도포업

barber services

화장품 얼굴 도포업

beauty care for human beings
tanning salon and solarium services
body waxing services for the human
body
airbrush tanning services for the
human body
cosmetic skin tanning services for
human beings
consultancy provided via the
Internet in the field of body and
beauty care
solarium services
depilatory waxing
consultation services relating to
body hair removal
waxing services for the removal of
hair from the human body

컬러 분석업(미용서비스업)
탈모관련 미용상담업

colour analysis [beauticians' services]

탈모관리를 위한 미용업
태닝살롱업
페디큐어업
피부 미용업
피부관리업
피부관리장비 임대업
피부미용상담업
헤어관리 관련 자문업

beauty salons for hair loss treatment

헤어용 미용 트리트먼트업
헤어위빙업
헤어커팅업
헤어컬링서비스업
헤어파마서비스업
헬스스파를 통한 미용 바디케어
서비스업
헬스스파를 통한 미용관리업
화장 응용 서비스업
화장(化粧) 서비스업
화장용 메이크업서비스업
화장용 바디케어업
화장용 얼굴 및 바디 트리트먼트업

화장품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artificial tanning services

체모제거용 바디 왁싱 서비스업

헤어샴푸업
헤어스타일링업
헤어스타일링장치 임대업
헤어스트레이트닝 서비스업
헤어연출에 관한 정보제공업

consultancy in the field of cosmetics

[제44류/S128303] 대중목욕탕업, 온천업, 위생시설임대업,
찜질방업
서비스업의 범위
◦ 위생목적의 대중목욕탕서비스업, 온천업, 찜질방업
◦ 위생시설임대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미용기술지도업(제41류/S120907)
- 화장연구업(제42류/S128301)
- 안마업, 지압업(제44류/S128304)

beauty consultancy related to hair
loss
tanning salons
pedicure treatments
skin beauty salons
skin care salons
leasing skin care equipment
skin beauty consultancy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hair
care
shampooing of the hair
hair styling
rental of hair styling apparatus
hair straightening services
providing information in the field of
hair styling
cosmetic treatment for the hair
hair weaving
hair cutting services
hair curling services
hair perming services
cosmetic body care services
provided by health spas
beauty care services provided by a
health spa
make-up application services
make-up services
cosmetic make-up services
cosmetic body care services
cosmetic facial and body treatment
services

화장용 인체피부선탠업

skin tanning service for humans for
cosmetic purposes

화장용 전기분해업
화장품 상담서비스업

cosmetic electrolysis
cosmetics consultancy services

application of cosmetic products to
the body
application of cosmetic products to
the face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cosmetics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개인위생용 공중목욕시설 제공업
건강리조트에서 제공되는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을 위한 건강
온천업
공중목욕탕 시설 관련 정보제공업
공중목욕탕 시설제공업
공중화장실 제공업
목욕탕업
목욕탕제공업
사우나서비스업
사우나설비제공업
사우나시설제공 서비스업
샤워실 임대업
신체 및 정신용 건강 및 웰니스용
헬스스파서비스업
온수욕조시설 제공업
온천업
위생목적의 대중목욕탕서비스업
위생시설 임대업
위생용 공중목욕탕업
위생용 대중목욕탕제공업
이동식 간이화장실 임대업
이동식 위생설비 임대업
이동식 화장실 임대업
인간을 위한 위생관리업
일광욕 시설제공 서비스업
입욕시설 제공업
좌욕업
좌훈업

provision of public bath facilities for
personal hygiene
health spa services for health and
wellness of the body and spirit
offered at a health resort
providing information about public
bath facilities
providing public bath facilities
provision of public conveniences
public baths
providing bath houses
sauna services
providing sauna facilities
services for the provision of sauna
facilities
leasing of showers
health spa services for health and
wellness of the body and spirit
providing hot tub facilities
spa services
public bath services for hygiene
purposes
rental of sanitary installations
public baths for hygiene purposes
providing public baths for sanitary
purposes
rental of portable toilets
rental of mobile sanitary facilities
rental of portable restrooms
hygienic care for human beings
services for the provision of solarium
facilities
providing bath facilities
sitz bath services
hip steam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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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류 S128303
증기탕서비스업
증기탕업
찜질방업

turkish bath services
turkish baths

터키탕시설 제공업
한증막업
행사용 이동식 간이화장실 제공업
헬스스파서비스업
화장실 시설 임대업
화장실 시설 제공업
효소 찜질방업

Korean public bathhouse
(Jjimjilbang)
providing turkish bath facilities
sweating bathroom services
providing portable toilets for events
health spa services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꽃 장식업
꽃꽂이 임대업
꽃꽂이업
플로리스트리업
화환 제작업

provision of washroom facilities
ferments Korean public bathhouse
(Jjimjilbang)

◦ 안마업, 지압업
◦ 마사지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미용기술지도업(제41류/S120907)
- 화장연구업(제42류/S128301)
- 이미용업, 화장서비스업(제44류/S128302)
- 위생목적의 대중목욕탕서비스업, 온천업, 찜질방업(제44류/
S128303)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health massage

일본전통마사지업
임산부용 마사지업
지압마사지업
지압업
타이 마사지업
핫 스톤 마사지업

consultation services relating to
massage
massage and therapeutic shiatsu
massage
massages
foot massage services
sports massage
deep tissue massage
massage center management
massage salons
massage servic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raditional Japanese massage
traditional Japanese massage
pregnancy massage services
shiatsu massage
acupressure therapy
thai massage
hot stone massage

[제44류/S174401] 꽃꽂이업
서비스업의 범위
◦꽃꽂이업, 화환제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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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

flower arranging
floristry
wreath making

[제44류/S174402] 정원 또는 화단 관리업
서비스업의 범위
◦정원 또는 화단관리업, 정원디자인업, 조경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서비스업의 범위

마사지 및 치료 지압(시아쭈)
마사지업
마사지업
발마사지업
스포츠 마사지업
심부조직마사지업
안마소 경영업
안마소업
안마업
일본전통마사지 관련 정보제공업

rental of flower arrangements

hire of washroom facilities

[제44류/S128304] 안마업, 지압업

건강마사지업
마사지 관련 상담업

floral design

빌딩 인테리어용 화초전시 조경업

landscape gardening of floral
displays for the interior of buildings

수생식물원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water
gardening

인조잔디 배치업
잔디 관리업
잔디 깎기 서비스업
잔디 깎는 기계 임대 관련 정보
제공업
잔디 배치업
잔디깎이기계 임대업
잔디배치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laying of artificial turf

잔디선택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he
selection of turf

잔디설계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he
design of turf

정원 관리업
정원 디자인업
정원 또는 화단관리 관련 정보
제공업
정원 또는 화단관리업
정원 및 조경 설계업
정원 설계업
정원 자문업
정원 정보제공 및 자문업
정원디자인 및 관리업
정원사 및 조원서비스업
정원설계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yard care services

조경 디자인 관련 상담업

consultancy relating to landscape
design

조경 디자인대행업

landscape gardening design for
others

조경 디자인업
조경디자인 및 조원업

landscape design

조경설계 계획업
조경설계용역업

landscape design planning

조경업

landscape gardening

lawn care
lawn mowing servic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ntal of lawnmowers
laying of turf
rental of lawnmowers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he
laying of turf

garden design servic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garden or flower bed care
garden or flower bed care
design of gardens and landscapes
planning [design] of gardens
gardening advice
gardening information and advice
garden design and maintenance
gardener and gardening services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he
design of gardens

landscape design and gardening
services
landscape design arranging and
conducting

44류 S174499
조원업

gardening

커뮤니티 원예시설 제공업

providing community gardening
facilities

[제44류/S174403] 애완동물 미용실업
서비스업의 범위
◦동물손질업, 애완동물목욕업, 애완동물미용실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개 마사지업
개손질서비스업
고양이 미용서비스업

canine massage

동물 클리핑업

animal clipping

동물미용서비스업

animal beautician services

동물브랜딩업

branding of animals

동물손질업

animal grooming

동물을 위한 미용업

beauty care for animals

동물을 위한 위생 및 미용업
동물을 위한 위생관리업
말 마사지업
식별용 애완동물 문신업

hygienic and beauty care for animals

애견미용서비스업
애완동물 목욕업
애완동물 미용상담업
애완동물 미용실업
애완동물 손질업
애완동물 요양소업
애완동물 화장 상담업
애완동물용 미용실서비스업

animal beautician services for dogs

dog grooming services
animal beautician services for cats

애완어류 관리서비스업
애완조류 관리서비스업
야생동물 관리업
조류 관리업
조류관리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hygienic care for animals
equine massage services
tattooing of pets for identification
purposes
pet bathing services
beauty consulting for pets
pet beauty salon services
pet grooming
rest homes for pets
pets cosmetic consultancy
grooming salon services for pet
animals
services for the care of pet fish
services for the care of pet birds
wildlife management
care of birds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he care
of birds

[제44류/S174499] 제44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서비스업의 범위

놀이를 이용한 심리검사업
놀이를 이용한 심리상담업
무용 치료를 통한 심리상담업
스포츠 분야 심리상담업

psychological tests using play

시력검사서비스업
심리 및 라이프스타일 상담업

vision screening services

심리 분석업
심리검사서비스업
심리검사업
심리관리업
심리보고서 작성업
심리사회 관리업
심리상담사업
심리상담업
심리요법가 서비스업
심리요법업
심리자문업
심리적 리스크 평가 및 행동수정
및 스트레스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psychology analysis

심리진단업
심리평가 및 검사 진행업

psychological counseling using play
counseling through dance therapy
psychological counselling services
in the field of sports
psychological and lifestyle
counselling
psychological testing services
psychological assessment services
psychological care
preparation of psychological reports
psychosocial care
psychological counselling of staff
psychological consultation
services of a psychotherapist
psychotherapy
provision of psychological advice
provision of psychological risk
assessment services and information
relating to behavioural modification
and stress management
psychological diagnosis services
conducting of psychological
assessments and examinations

심리평가 및 검사업

psychological assessment and
examination services

심리학목적의 성격테스트업

personality testing for psychological
purposes

심리학에 관한 정보제공업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psychology

심리학자의 서비스업
심리학적 프로파일 작성업
심리학적 프로파일 준비업
안경 맞춤업
안경사의 서비스업
안경사의 시력검사 서비스업
장애인용 보조동물 제공업

services of a psychologist

직업심리학 서비스업
콘택트렌즈 맞춤업
콘택트렌즈에 관한 정보제공업

occupational psychology services

통합 심리학 관련 상담업

consultancy relating to integral
psychology

행동수정에 관한 정보제공업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behavioural modification

preparation of psychological profiles
preparing psychological profiles
fitting of eyeglasses
opticians' services
sight-testing [opticians'] services
providing service animals to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fitting of contact lenses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contact lenses

◦심리검사업, 심리학자의 서비스업, 안경사의 서비스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개별 및 집단 심리상담업
광학렌즈 맞춤업
귀지 제거 서비스업
노인심리상담업

individual and group psychology
services
fitting of optical lenses
ear wax removal services
psychological counseling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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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서비스업; 유형의 재산 및 개인을 물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안
서비스업; 개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사적인
또는 사회적인 서비스업
(Legal services; security services for the physical protection of tangible
property and individuals; personal and social services rendered by others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s)

◦ 특히 포함되는 서비스업
- 법률가가 개인, 개인의 그룹, 조직 및 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업
- 개인의 물리적 안전과 유형의 재산의 보안에 관련된 조사 및 탐정서비스업
- 에스코트 서비스업, 결혼중개업, 장의업 등 사회적인 행사와 관련하여 개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업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상업적 사업의 운영 또는 기능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전문서비스업(제35류)
금융 또는 재무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제36류)
여행안내업(제39류)
경비운송업(제39류)
개인의 교육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서비스업(제41류)
가수 또는 댄서의 공연업(제41류)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컴퓨터프로그래밍업(제42류)
컴퓨터 및 인터넷 보안상담업 및 데이터암호화서비스업(제42류)
사람 또는 동물을 위한 의료/위생/이미용 관련 서비스업(제44류)
특정 임대업(니스분류 서비스업 목록 및 일반주석(b) 참조)

* 일반주석(b) : 임대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임대되는 목적물(예: 38류로 분류되는 전화기
임대업)을 수단으로 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업과 같은 류로 분류된다. 대여(leasing) 서비스
업은 임대(rental) 서비스업과 유사하며 따라서 임대(rental) 서비스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임차구매 금융업 또는 임대구매 금융업(hire-or lease-purchase
financing)은 금융서비스업으로서 36류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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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업무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45류

【포괄상품명칭 목록】
포괄서비스명칭

유사군코드 (구)포괄코드

내려받기 가능한 이동통신 애플리케이션
수단에 의해 접근 가능한 온라인 소셜 네트
워킹 서비스업
(online social networking services
accessible by means of downloadable
mobile applications)

S0601,
N45001
S123301,
S174599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사용자 신원확인용 도메인명의
등록업(법률서비스)
기술라이선싱업
기술이전중개업
기업설립 및 등록 관련 법률
서비스업
기업합병 관련 법률연구조사업
기준의 준비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노동안전 관련 규정상담업
노사관계 중재서비스업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업
(on-line social networking services)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regulatory affairs
registration of domain names for
identification of users on a global
computer network [legal services]
licensing of technology
brokerage of technology transfer
legal services relating to company
formation and registration
legal research relating to business
mergers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he
preparation of standards
consultancy relating to regulations
for safety at work
arbitration services relating to
industrial relations

대체적 분쟁해결 서비스업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ervice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ervices [legal services]

산모도우미업
(mother helpers servcies)

대체적 분쟁해결 서비스업
(법률서비스)
대학 및 연구기관용 지식재산권
상담업

licensing of databases [legal
services]

[제45류/S120402] 법무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싱업
(법률서비스)
도메인명의 등록 관련 상담업
도메인명의 등록업(법률서비스)

registration of domain names [legal
services]

도메인명의 자문서비스업
등록된 디자인 라이선싱업
등록된 디자인 라이선싱업
(법률서비스)
등록된 디자인 서류정리업
디자인 라이선싱업
디지털 데이터 라이선싱업
라디오 및 텔레비전프로그램
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라이선스 관련 법률서비스업
라이선스권 관리/제어/허락
관련 법률서비스업

domain name advisory services

라이선싱 권한서비스업
라이선싱에 의한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이용업(법률서비스)

licensing authority services

라이선싱을 이용한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관리/이용 대행업
(법률서비스)

management and exploitation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and
copyright by licensing for others
[legal services]

만화캐릭터 라이선싱업
만화캐릭터 라이선싱업
(법률서비스)
머천다이징 분야 부수적 권리
이용 관련 법률서비스업

cartoon character licensing

무선통신시스템 라이선싱업

licensing of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

licensing of advertising slogans and
cartoon characters [legal services]

발명가용 지식재산권 상담업

intellectual property consultancy
services for inventors

preparation of regulations

방송 텔레비전프로그램 복제에
관한 라이선싱 승인업

granting of licenses relating to the
copying of broadcast television
programmes

간병도우미업
(carers services)

S120503, N45002
S174501

서비스업의 범위
◦ 법무서비스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회계업, 관세업, 세무업(제35류/S120401)

협의의 포괄명칭
법무서비스업

legal services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개인법률사건 관련 상담업

consultancy relating to personal
legal affairs

거래표준에 관한 정보서비스업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trading standards

건축도안 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licensing of architectural drawings to
others [legal services]

계약서작성 관련 법률지원업

legal assistance in the drawing up of
contracts

계약협상 관련 법률대행서비스업

legal services in relation to the
negotiation of contracts for others

공공기록물 관련 문서등록업
(법률서비스)
공연 권리 관련 라이선싱업
(법률서비스)
공인노무업
공증인업
공탁업무대행업
광고슬로건 및 만화캐릭터
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규정 준비업
규제 준수를 위한 감사업

registration of documents on official
public records [legal services]
licensing services relating to
performance rights [legal services]
certified labor consultant services
notary public services
legal deposit agencies

regulatory compliance auditing

intellectual property consultancy
services for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consultancy relating to the
registration of domain names

designs (Registered, licensing of -)
licensing of registered designs [legal
services]
designs (Registered, filing of -)
licensing of design
licensing of digital data
licensing of radio and television
programs [legal services]
legal services relating to licences
legal services relating to the
management, control and granting
of license rights
exploitation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and copyright by licensing
[legal services]

cartoon character licensing [legal
services]
legal services relating to the
exploitation of ancillary rights in the
field of merchand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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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권 이용 관련 법률서비스업
범죄수사를 위한 범죄과학적
자문업
범죄예방 상담서비스업
법 및 규정 준수용 기준 및 관례
평가업

legal services relating to the
exploitation of broadcasting rights
forensic advice for criminal
investigations
crime prevention consultancy
services
reviewing standards and practices
to assure 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법 분야 온라인 정보제공업

providing on-line information in the
field of law

법 집행업
법률 서류 준비업

law enforcement

법률 준수를 위한 감사업
법률과 관련된 등록서비스업
법률보고서 준비업
법률사건 관련 정보제공업

legal compliance auditing

법률사건에 관한 정보서비스업
법률상담업
법률서비스 제공 주선업

legal document preparation
services
registration services (legal)
preparation of legal report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legal affairs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legal
matters
legal consultation services
arranging for the provision of legal
services

법률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업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legal services

법률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법률연구조사업
법률자문 및 법무대리업
법률자문목적의 지식재산권
감시업
법률자문업
법률자문용 산업재산권
모니터링업
법률적 감시서비스업
법률적 변호서비스업
법률적 양도업
법률정보 편집업
법률정보제공업
법률정보조사서비스업
법률조사업
법률중재서비스업
법률지원업
법원속기업(법률서비스)
법적문제 관련 정보제공/자문/
상담업
법적사안 관련 전문가 상담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he law

법적절차 중재업
법적절차제공업
법정변호사 서비스업
변리업
변호사용 법률문서작성 및
연구조사업
변호업
보험사/보험중개사/산업회
사용 클레임관리 관련 법률
서비스업

mediation in legal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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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research
legal advice and representation

부동산거래 관련 법률연구조
사업
부부생활 분쟁을 위한 중재
서비스업
부패방지법 및 규정 준수용 기준
및 관례 평가업

legal research relating to real estate
transactions

분쟁해결업
비디오제작물 관련 권리
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비영리조직용 지식재산권 상담업

dispute resolution services

비즈니스에 관한 법률서비스업
사기 및 도난방지용 감시비디오
법의학 분석업

legal services relating to business

사무변호사 서비스업
사진 및 투명화 복제권 임대업
(법률서비스)

solicitors' services

사진사용 관련 권리 라이선싱업
(법률서비스)
산업디자인 보호 관련 상담업

licensing of rights relating to the use
of photographs [legal services]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용 법률
서비스업
산업재산권 라이선싱업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관리대행업

legal services for procedures
relating to industrial property rights

mediation services for marital
disputes
reviewing standards and practices
to assure compliance with
anti-corruption laws and regulations
licensing of rights relating to video
productions [legal services]
intellectual property consultancy
services for non-profit organizations
forensic analysis of surveillance
video for fraud and theft prevention
purposes
leasing reproduction rights of
photographs and transparencies to
others [legal services]

consultancy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s

licensing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management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and copyright for others
management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and copyright

monitor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legal advisory purposes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관리업

legal advice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라이선싱업
(법률서비스)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이용 관련
법률서비스업

licensing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and copyright [legal services]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용 라이선싱
제공대행업

granting of licenses to others for the
use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and
copyright

산업재산권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on industrial
property rights

산업재산권관리업
산업재산권보호업

industrial property management

산업재산권상담업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industrial property

산업재산권침해 관련 자문업

professional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infringement of industrial
property

상표 관리업
상표 등록 관련 법률서비스업

management of trademarks

상표 라이선싱 관련 상담업

consultancy relating to trademark
licensing

상표 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licensing of trademarks [legal
services]

상표 모니터링업(법률서비스)
상표 보호 관련 상담업

trademark monitoring [legal services]

상표 분야 지식재산권 라이선싱업
(법률서비스)
상표감시서비스업
상표대행업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field of trademarks [legal services]

monitoring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legal advisory purposes
legal watching services
legal advocacy services
legal conveyancing
compilation of legal information
legal information services
legal information research services
legal investigation services
legal mediation services
legal support services
court reporting [legal services]
information, advisory and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legal matters
expert consultancy relating to legal
issues
legal process serving
barrister services
patent attorney services
legal document preparation and
research services for attorneys
attorney services
legal services relating to claims
management for insurance
companies, insurance brokers and
industrial enterprises

legal services relating to the
exploitation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and copyright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legal services relating to the
registration of trademarks

consultancy relating to trademark
protection

trademark watch services
trademark agent services

45류 S120402
상표정보검색조사업

trademark information retrieval
research

선행기술 조사 및 검색업

surveys and research into former
technology

세법 분야의 법률상담업

legal consultation in the field of
taxation

소비자권리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법률서비스)
소비자권리에 관한 정보서비스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consumers rights [legal advice]

소송 관련 법률서비스업

legal services provided in relation to
lawsuits

소송 또는 기타 법률사인 관련
법적 절차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on legal
procedures relating to lawsuits or
other legal issues

소송상담업
소송서비스업(변호사업)

litigation consultancy

소송업
소송자문업
소송지원업
소프트웨어출판 기반의
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송신권 이용 관련 법률서비스업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consumer rights

providing information about legal
services via a web site

유언에 관한 법무서비스업
음악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legal services relating to wills

음악쇼 라이선싱업
음악제작에 관한 라이선싱
서비스업
음악출판 관련 라이선싱업
(법률서비스)
이민 분야 법률서비스업

licensing of musical shows

enforcement of testaments
legal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wills
music licensing services [legal
services]
licensing services relating to music
publishing
licensing services relating to music
publishing [legal services]
legal services in the field of
immigration
divorce mediation services

litigation services [services of a
lawyer]
litigation services

이혼중재서비스업
인권 분야 법률보고서 작성업

litigation advice

인권에 관한 이슈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on issues
concerning human rights

인쇄물 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licensing of printed matter [legal
services]

인쇄물용 저작권 이용 관련
법률서비스업

legal services relating to the
exploitation of copyright for printed
matter

인터넷 도메인명의 임대업
인터넷상의 사용자 식별용
도메인명의 등록업(법률서비스)

leasing of internet domain names

입찰 모임 응답용 법률 자문업

legal advice in responding to calls for
tenders

재판 정보제공업
저작권 라이선싱 관련 법률
서비스업
저작권 라이선싱 관련 상담업

provision of judicial information

저작권 라이선싱대행 관련
정보제공업
저작권 라이선싱에 관한 전문가
자문서비스업
저작권 및 부수적 저작권 관리/
이용 관련 법률서비스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copyright licensing agencies

저작권 보호 관련 상담업

consultancy relating to copyright
protection

저작권 분야 지식재산권 라이
선싱업(법률서비스)
저작권 침해에 관한 전문가
자문서비스업
저작권관리상담업
저작권관리업
저작권라이선싱 대행업
저작권라이선싱업
저작권보호업
저작권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field of copyrights [legal services]

저작권에 관한 전문가 자문
서비스업
저작권침해 관련 자문업

copyright (Professional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

전문가 법적 의견 제공업

provision of expert legal opinions

litigation support services
licensing [legal services] in the
framework of software publishing
legal services relating to the
exploitation of transmission rights

신품종 보호 관련 상담업

consultancy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new plant varieties

양도업(법률서비스)

conveyancing services [legal
services]

양도증서 작성업
연구 및 개발 라이선싱업
(법률서비스)
영화 관련 권리 라이선싱업
(법률서비스)
영화/텔레비전/비디오 라이선싱
업(법률서비스)
영화/텔레비전/비디오 제작 권리
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conveyancing

영화/텔레비전/비디오/음악/
이미지 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영화/텔레비전/비디오/음악
제작 관련 부수적 권리 이용
관련 법률 서비스업

film, television, video, music and
image licensing [legal services]

영화/텔레비전/연극/음악
제작물 저작권 보호/이용 관련
법률서비스업

legal services relating to the
protection and exploitation of
copyright for film, television, theater
and music productions

영화저작권 이용 관련 법률
서비스업
오디오제작물 관련 권리
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온라인 검색가능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특허 애플리케이션 분야
정보제공업
온라인 쌍방향 데이터베이스
로부터 법적정보제공업
웹사이트로부터 특허 및 특허
애플리케이션 관련 정보제공업

legal services relating to the
exploitation of film copyright

웹사이트로부터의 사생활/
보안/데이터 관리법 개발
관련 정보제공업

웹사이트를 통한 법률서비스
관련 정보제공업
유언 집행업
유언에 관한 법률상담업

licensing of research and
development [legal services]
licensing of rights relating to films
[legal services]
film, television and video licensing
[legal services]
licensing of rights to films, television
and video productions [legal
services]

legal services relating to the
exploitation of ancillary rights
relating to film, television, video and
music productions

licensing of rights relating to audio
productions [legal services]
providing information in the field of
patent applications via an on-line
searchable database
providing legal information from an
on-line interactive database
providing information about patents
and patent applications from a web
site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development of privacy, security
and data governance law from a web
site

preparation of legal report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registration of domain names for
identification of users on a global
computer network [legal service]

legal services relating to copyright
licensing
consultancy relating to copyright
licensing

copyright (Professional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licensing of -)
legal services relating to the
management and exploitation of
copyright and ancillary copyright

copyright (Professional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infringement of -)
copyright management consultation
copyright management
copyright licensing agency services
licensing of copyright
copyright protection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copyright

professional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infringement of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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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류 S120402
전문가 증인서비스업
제안 요청에 따른 법률 자문업

Expert witness services

제조 규격에 관한 정보제공업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manufacturing standards

제품제작 관련 라이선싱업
(법률서비스)
준법률가 서비스업
중재/중재전 법률적 분쟁 및
분쟁해결중재 대리 및 보조업

licensing services relating to the
manufacture of goods [legal services]

중재서비스업
중재서비스업(법률서비스)
지리적 표시 보호 관련 상담업

arbitration services

지식 및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제공업
지식재산 라이선싱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자문
서비스업
지식재산 취득에 관한 법률
서비스업
지식재산관리업
지식재산권 감시서비스업

providing information about intellectual
and industrial property rights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 협상/
작성 관련 법률서비스업

legal services relating to the
negotiation and drafting of contracts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연구조
사업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업

legal research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식재산권 관리 관련 상담업

consultancy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지식재산권 기술이전업

licensing of technology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식재산권 라이선싱 관련 상담업

consultancy relating to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라이선싱업
지식재산권 라이선싱업(법률
서비스)
지식재산권 및 관련 권리 관련
소송 및 사법절차 자문/대리/
보조업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관리 관련
상담업

consultancy relating to the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copyright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라이선싱업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copyright

지식재산권 분야 법률 및 판례
조사업
지식재산권 분야 정보제공업

legal and judicial research services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이용 관련 법률
서비스업

legal services relating to the
exploit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식재산권관련 정보제공업
지식재산권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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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dvice in responding to
requests for proposals [RFPs]

paralegal services
representation and assistance in
legal disputes before arbitration,
mediation,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bodies
mediation [legal services]
consultancy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licensing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legal services relating to the
acquisi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watching
services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legal services]
advice, representation and
assistance in litigation and judicial
procedures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and associated rights

지식재산권보호업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식재산권상담업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서비스업

intellectual property consultancy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가
자문 서비스업
지식재산권침해 관련 자문업

legal services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fessional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fessional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식재산권컨설팅업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식재산서비스업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업

intellectual property services

칭호검색업
캐릭터 라이선싱업
캐릭터 저작권 관리업
캐릭터 저작권 보호업
캐릭터 저작권 중개업
캐릭터저작권 라이선싱업
컴퓨터 게임 라이선싱업
컴퓨터 라이선싱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관련 상담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라이선싱업
(법률서비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산업재
산권 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title searching

컴퓨터 지원식 소송지원업
컴퓨터 프로그램 라이선싱업
(법률서비스)
케이블 텔레비전프로그램
복제에 관한 라이선싱 승인업

computer assisted litigation support

텔레비전 광고/텔레비전 연예
오락/스포츠 관련 법률상담업
텔레비전 제작물 관련 권리
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텔레비전/비디오/라디오프로그램/
제작물/포맷 관련 권리 라이선싱업
(법률서비스)

investigations in rela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character licensing
management of character copyright
character copyright protection
brokerage of character copyright
licensing of character copyright
licensing of computer games
computer licensing
consultancy relating to computer
software licensing
licensing of computer software [legal
services]
licensing of computer software and
industrial property rights [legal
services]
licensing of computer programs
[legal services]
granting of licenses relating to the
copying of cable television
programmes
legal consultancy relating to television
advertising, television entertainment
and sports
licensing of rights relating to television
productions [legal services]
licensing of rights relating to television,
video and radio programs,
productions and formats [legal
services]

특허 라이선싱 관련 상담업

consultancy relating to patent
licensing

특허 라이선싱업
특허 및 산업재산 상담업

licensing of patents

특허 및 특허 애플리케이션
라이선싱업(법률서비스)
특허 및 특허애플리케이션 분야
지식재산권 상담업

licensing of patents and patent
applications [legal services]

특허 보호 관련 상담업

consultancy relating to patent
protection

provision of the information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특허 애플리케이션 라이선싱업
(법률서비스)
특허 이용 관련 법률서비스업

licensing of patent applications
[legal services]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특허관리업

management of patents

providing information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patent and industrial property
consultancy

intellectual property consultancy
services in the field of patents and
patent applications

legal services relating to the
exploitation of patents

45류 S128401
특허권라이선싱업
특허권침해 관련 자문업

patent licensing

특허매핑 관련 법률상담업

legal consultancy relating to patent
mapping

특허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특허정보제공업
프랜차이즈 관련 전문법률상담업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patents

프랜차이즈 콘셉트 라이선싱업
(법률서비스)

licensing of franchise concepts
[legal services]

프랜차이징 관련 법률자문업

legal advice relating to franchising

프랜차이징 법률 사안 관련 상담업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the
legal aspects of franchising

프로보노 법무서비스업

pro bono legal services

행정사 서비스업

administrative scrivener services

professional advisory services relating
to infringement of patent rights

provision of patent information
professional legal consultations
relating to franchising

[제45류/S1214] 야회복대여업, 의류관리서비스업, 의복
대여업, 의상상담업
서비스업의 범위

여성속옷 측정 및 맞춤서비스로
구성된 개인스타일링업

personal styling services consisting
of measuring and fitting services for
ladies' lingerie

유니폼 대여업
의류 대여 관련 정보제공업

rental of uniforms

의복 대여업
이브닝드레스 대여업
이브닝웨어 대여업
작업복 대여업
정장 대여업
턱시도 대여업
한복 대여업

clothing rental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clothing rental services
rental of evening dresses
rental of evening wear
workwear rental
rental of formal wear
tuxedo rental
hanbok [Korean traditional clothing]
rental

[제45류/S128401] 장의업, 묘지관리업, 봉안당관리업,
장례복 대여업
서비스업의 범위
◦ 장의업, 묘지관리업, 봉안당관리업
◦ 장의관련 정보제공업

◦ 야회복대여업, 의류관리서비스업, 의복대여업, 의상상담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홍보목적의 패션쇼 개최업, 홍보목적의 패션쇼 조직업(제35류/
S0101)
- 연예목적의 패션쇼 조직업, 연예목적의 패션쇼 개최업(제41류/
S174102)
- 의상디자인업, 패션디자인업(제42류/S1214)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개인옷장스타일링상담업
개인용 패션코디네이션 관련
정보제공업
개인의상 스타일링서비스
관련 정보제공업

personal wardrobe styling
consultancy
information relating to fashion
coordination services for individuals
information about personal wardrobe
styling services

개인의상 스타일링서비스업

personal wardrobe styling services

개인패션상담업

personal fashion consulting
services

기모노 드레싱보조업

kimono dressing assistance

드레스 임대업

rental of dresses

모자 대여업

hat rental

무도회가운 임대업

rental of ball gowns

브래지어 측정 및 맞춤서비스로
구성된 개인스타일링업
빈곤층을 위한 신발제공업
(자선업)
빈곤층을 위한 의류제공업
(자선업)
신발 임대업

personal styling services consisting
of bra measuring and fitting services

신부용 가운 대여업

rental of bridal gowns

아동복 대여업

rental of children's clothing

야회복 대여업

evening dress rental

providing shoes to needy persons
[charitable services]
providing clothing to needy persons
[charitable services]
rental of shoes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애완동물 장의업(제45류/S128402)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매장 서비스업
묘석 청소 대행업
묘지 관리업
묘지 또는 봉안당 제공업

interment services

묘지 임대업
묘지 조성업
묘지 청소 대행업
미이라화서비스업
봉안당 관리업
봉안당 분양업
봉안묘 관리업
시체방부보호업
영안실 미용사업
위패 관리업
위패 분양업
유골봉안 분양업
유골함 관리업
장례도우미업
장례복 대여업
장례서비스대행업
장례서비스업
장례식장 경영업

leasing of cemeteries

장례식장업
장례식진행업

funeral home services

tombstone cleaning agency
cemetery maintenance
providing grave spaces or charnel
houses
cemetery management
cemetery cleaning agency
mummification services
maintenance of charnel houses
sales of charnel houses
maintenance of charnel graves
embalming services
desairologists' services
maintenance of mortuary tablets
mortuary tablets sales services
enshrined ashes sales services
maintenance of urns
funeral helper servcies
rental of funeral attires
funeral service agency
funerary services
management of funeral parlors
conducting funeral ceremo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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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업
장의관련 정보제공업

funeral services

장의업(葬儀業)
제대(祭臺) 임대업
화장(火葬)을 수반한 장례업

funeral arrangement services

화장업(火葬業)

cremation services

장애인 돌봄서비스업

providing care services for the
disabled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funerals
rental of altars

[제45류/S174502] 사설탐정서비스업, 실종자조사업

funeral services accompanying
cremation

서비스업의 범위
◦ 사설탐정서비스업, 도난차량추적업
◦ 실종자위치추적업, 실종자조사업

[제45류/S128402] 애완동물 장의업
서비스업의 범위
◦ 애완동물 장의업

타류·타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업(예시)
- 장의업, 묘지관리업, 봉안당관리업(제45류/S128401)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개인의 경력조사업
귀중품 분실 또는 도난 후 복구
촉진용 귀중품 부착용 식별번호
할당업(보안업)
도난차량 위치확인 서비스업
도난차량 회수서비스업
도난차량추적업
도난품추적업

personal background investigations
assignment of identification
numbers to affix to valuables to
facilitate their recovery following loss
or theft [security services]
stolen vehicle location services
stolen vehicle recovery services
stolen vehicle tracking
tracking of stolen property

동물의 장례업
동물의 화장업
애완동물 건조장업

animal funerals

동물학대 조사업

animal cremation

미아위치 추적업

lost children location services

pet fuller's field

백그라운드 조사서비스 제공업

애완동물 봉안당업

pet charnel houses

providing background check
services

애완동물 수목장업

pet woodland burial

애완동물 장례서비스업

pet funeral services

분실 후 복구 촉진용 배낭 및
기타 물품에 부착하는 식별정보
배정업

assigning identifying information to
affix to luggage and other property to
facilitate its recovery following loss

애완동물 장례식장업

pet funeral home services

애완동물 장의업

pet funerals

애완동물 화장업(火葬業)

pet cremation services

분실/도난차량 관련 조사 관련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from a
computer database about
investigation services relating to lost
or stolen vehicles

애완동물용 묘지관리업

maintenance of grave spaces for
pets

lost property return

애완동물용 봉안당 관리업

maintenance of charnel houses for
pets

분실물 반환서비스업
분실물 보관소서비스업
분실물 통보등록서비스업

화장(火葬)을 수반한 애완동물
장례업

pet funeral services accompanying
cremation

분실키 추적업
사설탐정 서비스업
사적인 조사에 관한 상담서비스업
사전고용 배경조사서비스업

[제45류/S174501] 보모서비스업, 베이비시팅업
서비스업의 범위
◦보모서비스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가사도우미업
가사서비스업
가정내 어린이 돌봄서비스업
노인 돌봄서비스업
노인 및 장애인용 교제서비스업

housekeepers services

베이비시팅업
보모서비스업
어린이 위탁양육업

baby sitting

임산부 도우미업

doula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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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work for others
home care services for children
providing care services to the elderly
companionship services for the
elderly and disabled
nanny services
fostering of children

스킵트레이스업
실종견 위치 추적업
실종자 위치 정보제공업
실종자 조사업
실종자 추적업
실종자/분실물의 위치확인
및 추적업
암호화된 제품 검색용 추적업
애완동물 확인용 홍채 또는 망막
스캐닝 추적업
유기애완동물 위치확인 지원업
족보연구업
채용전 배경조사업
탐정 서비스업
탐정 조사업

animal cruelty investigations

lost and found bureau services
registration services for notification
of the loss of articles
tracing of lost keys
detective agency services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private investigations
pre-employment background
investigation services
skip tracing services
lost dog location services
missing persons location
information
missing person investigations
tracing of absconders
locating and tracking of lost people
and property
tracking services for retrieval of
encoded products
tracking and iris or retina scanning as
means of identifying pets
assisting in the locating of lost pets
genealogical research
pre-employment background
screening services
detective services
detective investigations

45류 S174503

[제45류/S174503] 경호업, 경비업, 금속제 또는 비금속제
금고대여업
서비스업의 범위
◦경호업, 경비업, 보안 ․ 감시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1. 경호업 (예시)
개인경호 관련 정보제공업
개인경호업
경호업
구명재킷 대여업
귀중품 운송경호업
물리적 보안상담업
사교 시중안내업
사교경호 대행서비스업
사교시중 안내업
에스코트 서비스업
인명 구조서비스업
주야간 경호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personal bodyguarding services
personal bodyguarding
bodyguard services
rental of life jackets
valuable transport guards
physical security consultancy
chaperoning
social escort agency services
escorting in society [chaperoning]
escort services
lifeguard services
day and night guards

2. 경비업 (예시)
강도 침입 방지용 경비업
건물 및 시설경비업
건물용 보안경비업
경비업
공장 경비업
공항 경비업
무인 경비업
백화점 경비서비스업
병원 경비업
보안 경비업
보안경비 관련 정보제공업
부두 경비업
빈집 거주관리업
상점 경비업
야간 경비업
원거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시설경비업
재산 및 개인 보호용 보안경비업

guard services for preventing the
intrusion of burglars
security guarding for buildings and
facilities
security guard services for buildings

경보기 모니터링서비스업
경보기 모니터링업
경보기 임대업
경보응답 및 확인업
공공 행사보안업
공항 보안업
공항 소방업
공항 수하물 보안 검사업
공항내 승객 및 화물의 보안통제업
교량안전 진단업
국가보안 분야 상담업
군중제어장벽 대여업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시설 비디오 모니터링업(온라인
모니터링업)
금고 대여업
긴급 경보업
데이터 도난 및 신원 도난분야
상담업
도난 및 보안경보 모니터링업
도난경보기 모니터링업
도어록 잠금 해제업
방사선 안전상담업
방호피복 및 장비 임대업

alarm monitoring services
monitoring of alarms
rental of alarms
alarm response and verification
services
public events security services
airport security services
airport fire services
airport baggage security inspection
services
security control of persons and
luggage in airports
bridge safe optimisation
consulting services in the field of
national security
rental of crowd control barriers
video monitoring of facilities, viewable
through a global computer network
[on-line monitoring]
rental of safes
emergency alert services
consultancy in the field of data theft
and identity theft
monitoring burglar and security
alarms
monitoring of burglar alarms
opening of door locks
radiation safety consulting
rental of protective clothing and
equipment

방호피복 임대업
보안 모니터링업
보안 및 보호업
보안 분야 사기예방업

rental of protective clothing

provision of security information

guarding of hospitals

보안 정보제공업
보안감시장치 임대업

security guard services

보안검사 대행업

security inspection services for
others
rental of security surveillance
apparatus
rental of security apparatus

guard services
guarding of factories
guarding of airports
unmanned security services
store detective servic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security guard services
guarding of docks
house sitting
guarding of shops
night guard services
security guarding of facilities via
remote monitoring systems
security guard services for the
protection of property and individuals

3. 보안·감시업 (예시)

security monitoring services
security and protection services
fraud detection services in the field
of insurance
rental of security surveillance
equipment

보안관찰기구 대여업
보안기구 대여업
보안목적의 컴퓨터시스템
모니터링업
보안시스템모니터링업
보안용 전자모니터링업
보안잠금장치 해제업
사기 및 신용정보 도용 예방
서비스업
상업 및 공업 기업의 안전수요
분야 상담업

가입자 전화 모니터링 및 응급
시설 통지업

monitoring telephone calls from
subscribers and notifying emergency
facilities

감시서비스업
개인의 보호에 관한 보안서비스업

surveillance services

건물보안업
건물환경접근 및 보안시스템
제어업

security services for buildings

상품에 대한 보안표시업
서류에 대한 보안표시업
소방업
소화기 임대 관련 정보제공업

control of building environmental
access and security systems

소화기 임대업

security services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monitoring of computer systems for
security purposes
monitoring of security systems
electronic monitoring services for
security purposes
opening of security locks
fraud and identity theft protection
services
consultancy services in the field of
the safety needs of commercial and
industrial companies
security marking of goods
security marking of documents
fire-fighting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ntal of fire extinguishers
rental of fire extingu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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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기계기구 관련 보안업
수영장 감시업
수하물 보안검색업
시민 보호업
시설물 보안경비업
신분증준비를 위한 보안확인업

security services relating to vehicles

신분확인 서비스업
신용카드 분야 사기예방업

identity validation services

안전성 평가업
안전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안전에 관한 정보서비스업

safety evaluation

안전을 위한 공장점검업

inspection of factories for safety
purposes

안전장비 임대업
열쇠보관 서비스업
온라인 구매용 신용카드 분야
사기예방업
웹사이트로부터 보안 분야
정보제공업
위험에 대한 보안평가업
은행 분야 사기예방업

rental of safety equipment

자물쇠 개봉업(자물쇠장수
서비스업)
작업장 안전규제상담업

opening of locks [locksmiths' services]

작업장 안전분야상담업

consulting in the field of workplace
safety

재산 및 개인 보호용 보안서비스
관련 정보제공/자문/상담업

provision of information, advice and
consultancy in relation to security
services for the protection of
property and individuals

surveillance of swimming pools
security screening of baggage
civil protection services
security guarding for facilities
security clearance for preparation of
identification cards
fraud detection services in the field
of credit cards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safety

key holding services
fraud detection services in the field
of credit cards for on-line purchasing
providing information in the field of
security from a web site
security assessment of risks
fraud detection services in the field
of banking

consultancy on regulations on safety
at work

security services for the protection of
property and individuals

정찰 및 감시서비스제공업

providing reconnaissance and
surveillance services

security services for the protection of
property

주택건설현장 건축노동자
안전개선용 안전감사업

safety auditing to improve safety of
construction workers on residential
construction sites

지문 분석업
지문채취 서비스업
치안 및 시민보호업
치안업
탈주자송환서비스업
폐쇄회로 감시업
폭탄탐지 및 처리업
폭탄탐지업
항공기 승객보안 검사업
항공기 승객안전서비스업
항공기보안서비스업
항공사 수하물 보안 검사업

finger printing analysis

항공여객 보안검색서비스업

airline passenger security screening
services

유사상품 심사기준

consultancy services in the field of
home security

화재 경보기 모니터링업
화재경보기 임대 관련 정보
제공업
화재경보기 임대업
화재예방 상담업

monitoring fire alarms

fingerprinting services
police and civil protection services
police protection services
fugitive recovery services
closed-circuit surveillance
bomb detection and disposal services
bomb detection services
airline passenger security screening
airline passenger safety services
aircraft security services
baggage security inspections for
airlines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ntal of fire alarms
rental of fire alarms
fire prevention consultation

[제45류/S174504] 결혼상담업, 결혼중개서비스업

advisory services in relation to safety

재산 및 개인의 보호에 관한
보안서비스업
재산의 보호에 관한 보안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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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보안 분야 상담업

서비스업의 범위
◦결혼상담업, 결혼중개서비스업, 웨딩플래너업, 이성소개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개인소개 및 관계 및 우정개발
촉진용 이성소개 분야 쌍방향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via interactive
on-line web sites in the field of dating
and to facilitate introduction of
individuals and development of
relationships and friendships

결혼 상담 및 코칭업

marriage counselling and coaching

결혼 상담업

marriage counseling

결혼 생활상담업

marriage guidance counselling

결혼 정보제공업

provision of marriage information

결혼 중개서비스업

marriage agency services

결혼식 계획 및 준비 관련 상담업

consultancy services relating to the
planning and arranging of wedding
ceremonies

결혼식 계획 및 준비업

planning and arranging of wedding
ceremonies

결혼식 주례 서비스제공업

providing wedding officiant services

결혼파트너 소개 또는 데이트
서비스 관련 정보제공업

providing information relating to
marriage partner introduction or
dating services

결혼파트너 소개업 또는 이성
소개업

marriage partner introduction or
dating services

국제 결혼중개업

international marriage agency

다른 사람 선택용 결혼선물리
스트 유지업

maintaining lists of wedding presents
for selection by others

비디오 데이트 서비스업

video dating services

비종파/비종교적인 시민결혼
의식 제공 및 수행업

providing and conducting
non-denominational, non-religious
civil marriage ceremonies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받은
데이트 서비스업

dating services provided through
social networking

온라인 데이트클럽업

on-line dating club services

온라인을 통한 이성소개업

on-line dating services

웨딩박람회 개최업

arranging of wedding fairs

웨딩플래너업

wedding planning

이성(異性) 소개업

dating services

인터넷기반 결혼중개업

internet-based matchmaking
services

인터넷기반 데이트/결혼중개/
개인소개업
혼인 상담소업

internet-based dating, matchmaking
and personal introduction services
marriage bureaus

45류 S174599

[제45류/S174505] 결혼식장업
서비스업의 범위

서비스업
주인부재시 고양이 먹이제공
서비스업

cat feeding services [in owners
absence]

◦결혼식장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결혼 식장업
결혼식 천개(天蓋) 대여업
결혼식용 시설제공업

wedding chapel services

시민결혼식 진행업

conducting civil marriage ceremonies

rental of wedding huppahs
providing facilities for wedding
ceremonies

[제45류/S174599] 제45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서비스업의 범위
◦심부름 대행업, 입양소개업, 종교모임조직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가족 구성원을 잃은 사람들의
모임 조직업

[제45류/S174506] 운명감정업, 작명업
서비스업의 범위
◦운명감정업, 작명업, 점성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개인의 타로판독 제공업
별자리운세 예측업
수맥 감정업
심령 상담업
심령 판독서비스업
운명 감정업
운명 관련 상담업
운명상담 철학관 운영업
운세 정보제공업
작명업
점성 예측업
점성술 상담업
점성술 서비스업
점성술업
점성업
조디악 상담업
카드점(占)업
컴퓨터네트워크를 통한 운세
정보제공업
타로카드 독해 서비스대행업

provision of personal tarot readings
horoscope forecasting
underground vein of water
psychic consultancy
psychic reading services
fortune telling
consultancy relating to fortune
operation of counseling fortune
providing horoscope information
name creation
astrological forecasting
astrology consultancy
astrological services
astrology and horoscopes services
horoscope casting
zodiac consultation
cartomancy services
providing horoscope information via
computer networks
tarot card reading services for others

[제45류/S174507] 애완동물 돌보기업
서비스업의 범위
◦애완동물돌보기업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개 산책업
보안용 개식별표시업
애완동물돌보기업
애완동물용 마이크로칩 보안

가족을 위한 정신적인 지지 제공업
개인 선물 선택대행업
개인관계 분야에 관한 상담
서비스업
개인성장 및 동기부여 상담업

personal gift selection for others

개인소개 주선에 관한 중개
서비스업
교회 운영관리업

agency services for arranging
personal introductions

동물 입양소개업
동물보호시설의 개 및 고양이용
가정주선으로 구성된 동물입양
소개서비스업
맞춤선물상자 준비업
목회 상담업
병원환자 및 장기케어 시설용
환자옹호서비스 제공업
보석 임대업
복음 및 전도업
복음전도 서비스업
복음전도업
불가사의 조사서비스업
비상업용 로비서비스업

microchip security services for pets

personal growth and motivation
consultancy services

administrative management of
church
animal adoption services
animal adoption services consisting
of arranging homes for dogs and cats
from animal shelters
preparation of customized gift boxes
pastoral counselling
providing patient advocate services
to hospital patients and patient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rental of jewellery
evangelistic services
evangelistic ministerial services
paranormal investigation services
lobbying services, other than for
commercial purposes
social introduction agency services

사교소개업
선교모임조직업

organization of christian spiritual
guidance meetings

쇼핑대행업
쇼핑대행인서비스업
신부용 보석 대여업
심부름 대행업
쌍방향 온라인 포럼을 통한
암환자 및 가족을 위한 정신적인
지지 제공업
영성/자기계발/개인고취 문제
분야 온라인 정보제공업
영적지도에 관한 상담업
예배업
온라인 사교소개업

consulting in the field of personal
relationships

evangelistic and ministerial services

dog walking services
identification marking for dogs for
security purposes
pet sitting

organizing meetings of bereaved
families to commemorate the death
of a loved one
provison of emotional support to
families

personal shopping for others
personal shopper services
rental of bridal jewelry
running errands for others
providing emotional support to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ies via
interactive on-line forums
providing on-line information in the
field of spirituality, self-help, and
personal empowerment subject
matters
counselling relating to spiritual
direction
religious services
on-line social introduction services

Ⅳ. 상품 상호간의 유사판단기준

975

45류 S174599
온라인 전자연하장 제공업
유족에 대한 상담업
인간관계의 기독교활동 분야
상담업
인터넷기반의 사교소개업
인터넷을 통한 사교업
입양 배정업
입양 소개업
자기계발 분야 정보제공업
자동차등록대행서비스업
전도상담업
정신적 멘토링업
정신적(종교적)상담업
정신적인 조언업
정치/입법/규제 분야 국제/
부동산/비영리 기업이해관계
촉진업(로비업)
정치사안 관련 정보제공업
정치적인 모임 조직업
종교기도모임진행업
종교모임조직업
종교적 제의식 진행업
줄서기대행업
중요한 날 및 행사용 개인알림
서비스업
캠핑 모임조직업
컴퓨터에 의한 개인소개 서비스업
클러치지갑 대여업
특별한 행사를 위한 비둘기
방출업
편지 대서업
핸드백 임대업
후견인 서비스업

976

유사상품 심사기준

providing on-line electronic greeting
cards
bereavement counseling
counselling services in the field of
Christian conduct in personal
relationships
internet-based social introduction
services
internet-based social networking
services
adoption placement
adoption agency services
providing information in the field of
self-improvement
car registration services for others
ministerial counselling
mentoring [spiritual]
spiritual consultancy
spiritual advice
promoting the interests of
international, real estate and
nonprofit companies in the fields of
politics, legislation, and regulation
[lobbying services]
providing information regarding
political issues
organization of political meetings
conducting religious prayer services
organization of religious meetings
conducting religious ceremonies
line sitting services
personal reminder services in the
area of upcoming important dates
and events
organization of camping
personal introduction services by
computer
rental of clutch purses
releasing doves for special occasions
personal letter writing
handbags rental
guardianship servi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