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디스플레이 원부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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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 에틸알코올

품명

ETHANOL, DENATURED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결정세번

2207.20-0000

시행일자

특게

1. 구조 ․ 형태

□ 에틸알코올에 이소프로필알코올, 메탄올 등을 첨가하여 변성시킨
무색 투명액상의 변성 알코올[변성제: 이소프로필알코올 함량 약
8.44%(W/V), 메탄올 약 4.36%(W/V)]

2. 기능 ․ 용도

□ GLASS 표면의 유기물질 제거 및 세척용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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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

품명

CHLORINE [Cl₂]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결정세번

2801.10-0000

시행일자

특게

1. 구조 ․ 형태

□ 원소주기율표 상에서 3주기 17족에 속하는 할로겐족 원소인 염소
(Cl)원자가 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기음성도가 플루오린 다음으로
크고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녹황색 기체이다. 염소분자(Cl₂)는 강력
한 산화제이며 표백제로 쓰임
□ 반응성이 크고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므로 산화제로 쓰이고 살균·소
독 작용이 있어 살균·소독제로도 사용되며, 염산의 합성재료나 표
백분의 원료로 이용되고 염소화합물이나 금속염화물의 제조에도
널리 쓰임
□ 염소는 공기 중에 0.003-0.006%만 존재해도 호흡기 점막이 상하여
장시간 노출되면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하므로 직접 흡입해서는 안되
며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옅은 노락색(녹색) 가스, 유독성, 불쾌한 냄새, 공기보다 2.5배 무거움
2. 기능 ․ 용도

□ Dry Etching이란 금속표면의 침식작용에 의거 금속을 그 표면으로
부터 분리, 제거하는 처리기술로 Gas를 사용하여 진행하며, LCD공
정에서의 Dry Etching이란 도전체나 절연체로 사용하고 있는 일정
한 막질을 Patterning된 Pr이나 특정 물질로 Blocking하여 화학적,
물리적 방법을 통해 Patterning 하는 방법
□ Transistor가 형성이 되는 Gate Layer의 Al을 Patterning하는 공정
으로 Al과의 식각 반응을 하는 Cl₂Gas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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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품명

HYDROGEN [H₂]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결정세번

2804.10-0000

시행일자

특게

1. 구조 ․ 형태

□ 주기율표 1족 1주기에 속하는 비금속원소인 수소원자 2개로 구성되
어 수소분자(H₂)로 존재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무색·무미·무취의
가장 가벼운 기체이다. 태양을 비롯한 우주에 수소가스 및 원자상
태 수소의 존재가 인정된다. 수소는 연소하더라도 공해 물질을 내
뿜지 않아 석탄, 석유를 대체할 무공해 에너지원으로써 중시되고
있음
□ 암모니아·염산·메탄올 등의 합성에 대량으로 사용된다. 기름을 경화
시키기 위한 수소 첨가, 액체연료의 제조, 산소수소불꽃으로 금속의
절단과 용접, 백금·석영(石英) 등의 세공 등에 사용된다. 액체수소는
끓는점이 아주 낮기 때문에 냉각제로 사용되기도 한다. 수소 기체는
연소 후 물이 생성될 뿐 오염물질이 만들어지지 않아 무공해연료로
각광을 받고 있다. 또 연소열도 커 효율적인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저장과 운반이 매우 어렵고 폭발의 위험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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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 용도

□ H₂는 TFT ACTIVE Layer중 a-Si(비정질 실리콘 반도체)막 증착시
사용하는 GAS
□ a-Si 막이란 GATE 전극에 전압이 인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저
항이 E10~E12Ω/㎝ 정도여서 전기전도가 불가능하고, 전압이 인가
되면 비저항이 E5~E6Ω/cm로 낮아져 전기전도가 가능한 반도체 물
질이다. 이때 H₂는 비정질실리콘의 댕글링 본드와 결합하여 전기적
특성을 향상시켜 주는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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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곤

품명

ARGON [Ar]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결정세번

2804.21-0000

시행일자

특게

1. 구조 ․ 형태

□ 원소주기율표 상에서 3주기 18족에 속하는 기체로 원소기호는 Ar,
녹는점은 -189.35℃, 끓는점은 -185.85℃, 밀도는 1.784g/L이다. 단
원자 분자 기체로 반응성이 거의 없어 비활성 기체라고도 하며 공기
중에 0.94% 존재해 비활성기체 중에서 가장 많이 존재
□ 아르곤은 산소와 같은 다른 기체로부터 물질을 보호하는데 많이 사
용된다. 고온에서 안정하고 비활성인 성질을 이용하여 전구·형광등·
진공관 등의 내부충진 물질로 쓰인다. 철강의 제조나 용접, 반도체
의 제조, 금속의 제련 등에도 많이 이용된다. 아르곤은 동위원소의
붕괴현상을 이용하여 암석생성연대를 측정(칼륨-아르곤 연대 측정법)
하는데도 사용된다. 고온이나 저온에서 방전시키면 특이한 색을 방
출하므로 조명기구에 이용되고 있음
□ 무색의 비활성 가스
2. 기능 ․ 용도

□ LCD의 ACTIVE PANEL내에 TRANSISTOR를 만들기 위해서는
DRAIN LINE 형성 시 PATTERNING된 SOURCE와 DRAIN사이에
CHANNEL이 형성 되어야 한다. CHANNEL 형성을 위하여는 DRAIN
LINE을 BLOCKING하여 n+a-Si 및 a-Si 일부를 DRY ETCH로 일정량
식각해 내는데 이때 HCl GAS를 PLASMA 형태로 만들어 식각 GAS로
사용하고 이 PLASMA를 고르게 분포시키기 위해서 He과 Ar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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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륨

품명

HELIUM [He]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결정세번

2804.29-1000

시행일자

특게

1. 구조 ․ 형태

□ 헬륨(Helium, 문화어: 헬리움)은 화학원소로, 기호는 He이고 원자번
호는 2이다. 질량수가 3인 3He과 4인 4He이 있다. 화학 원소 중 끓
는점이 가장 낮으며, 상압에서는 영점에너지로 인하여 절대영도에
서도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원소다. 단, 액체 헬륨의 동위
원소는 일정한 온도 및 압력 하에서 고체로 존재할 수 있다. 기체,
액체, 고체가 공존하는 3중점이 없는 유일한 원소임
□ 헬륨은 1868년 프랑스 천문학자 피에르 장센이 발견하였다. 그는
일식 때 관찰되는 특정 대역의 노란 빛, 즉 587.6나노미터 부분에
새로운 선이 존재하는 것을 알아내고 헬륨의 존재를 밝혔다. 헬륨
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태양을 뜻하는 말 헬리오스(Helios)에서
유래하였음
□ 비활성, 무색, 기체(공기보다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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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 용도

□ LCD의 Active Panel내에 Transistor를 만들기 위해서는 Drain
Line 형성時 Patterning된 Source와 Drain사이에 Channel이 형성
되어야 하는데, Channel 형성을 위해서는 Drain Line을 Blocking하
여 N+ a-Si 및 a-Si 일부를 Dry Etch로 일정량 식각이 필요함
□ 이때 HCl Gas를 Plasma 형태로 만들어 식각 Gas로 사용하고 이
Plasma를 고르게 분포시키기 위해서 He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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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염산
HYDROCHLORIC ACID [HCl 수용액]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결정세번

2806.10-0000

시행일자

특게

1. 구조 ․ 형태

□ 염산은 염화수소의 수용액으로 이온화도가 큰 산이다. 100개의 염
화수소 분자가 물에 녹아 평형이 이루어지면 약 92개의 자가 해리되
어 92개의 수소이온(H+)과 92개의 염화이온(Cl-)의 상태로 존재하
고, 약 8개의 분자가 염화수소(Hcl)로 존재한다. 이렇게 물에 녹인
분자의 거의 대부분이 해리됨으로써 용액속 수소이온의 농도를 높
여주고, 따라서 강한산성용액이 되는 것임
□ 염산은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의 주요성분이기도 하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식도, 위, 소장, 대장 등 길고 많은 소화기관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음식물을 다 소화시키고 흡수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
리기 때문에 몸속에서 음식물이 상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를 막
기 위해서 위산이 나오는 것이다. 위산은 Ph 2 정도의 강한 산성을
띤 환경을 만들어,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세균을 죽이고, 음식물이
부패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함
□ 액체, 무색에서 연노랑, 호흡계통 문제, 피부 염증 및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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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 용도

□ LCD의 Active Panel내에 Transistor를 만들기 위해서는 Drain
Line 성시 Patterning된 Source와 Drain사이에 Channel이 형성 되
어야 한다. Channel 형성을 위해서는 Drain Line을 Blocking하여
N+A-Si 및 A-Si 일부를 Dry Etch로 일정량을 식각 하는데 이때
HCl을 식각용 Gas로 사용함
□ OLED ELA공정 중 결정화를 위한 Excimer Laser 발진에 사용된다.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것은 Cl이지만 Cl단독으로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HCl을 사용한다. 즉 Ela공정에서 사용하는 Excimer Laser
는 기체 혼합물을 통과하는 적기 방전을 통해 Rare Gas인 Xe가
Halogen 원자인 Cl과 결합하여 불안정한 상태(Exited)의 Dimer를
형성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동일한 파장대역의 자외선
광을 방출하게 되고 이들은 증폭되어 Laser로의 역할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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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품명

SULFURIC ACID [H₂SO₄]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결정세번

2807.00-1090

시행일자

특게

1. 구조 ․ 형태

□ 무색의 비휘발성 액체로서 산화성이 강해 구리나 은 등을 산화시키는
성질이 있음
□ 석유, 유지, 그리스, 타르, 지방산 등의 세정

2. 기능 ․ 용도

□ Glass 세정용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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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

품명

NITRIC ACID [HNO₃]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결정세번

2808.00-1090

시행일자

특게

1. 구조 ․ 형태

□ 염기성 무기산으로 무색의 발연성, 고부식성 액체로서 유기화합물의
니트로화에 쓰이는 공업용 화학재료

2. 기능 ․ 용도

□ Glass 세정용으로 사용되며 또한 타 Acid와 혼합하여 식각액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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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플루오르화수소산
HYDROFLUORIC ACID [HF 수용액]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결정세번

2811.11-9000

시행일자

특게

1. 구조 ․ 형태

□ 수소(H)와 불소(F)가 합쳐진 불화수소(HF)를 물에 녹인 액체를 말
하는 것으로, 무색의 자극적 냄새가 나는 휘발성 액체

2. 기능 ․ 용도

□ Glass 탈수용 또는 촉매제로 사용되며 또한 타 Acid와 혼합하여
식각액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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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화질소

품명

Nitrous Oxide [N₂O]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분석22760-535

결정세번

2811.29-2000

시행일자

1995-05-20

1. 구조 ․ 형태

□ 아산화질소(일산화이질소_Nitrous Oxide)는 질소원자 두개와 산소
원자 한개로 이루어진 기체 화합물이다. 일산화이질소·산화이질소라
고도 한다. 화학식 N₂O로 진한 향기와 신맛을 지닌다. 녹는점－
70.16℃, 끓는점－0.48℃, 비중 2.530(공기에 대하여)이다. 액체·고체
모두 흰색이며, 물·알코올에는 잘 녹지 않고, 상온에서 승화성 물질임
□ 화학적 성질은 산과 비슷하며, 나무조각·석탄·석유 등은 공기 중에
서보다 이 속에서 더 잘 탄다. 이 기체를 흡입하면 얼굴 근육에 경
련이 일어나 마치 웃는 것처럼 보여, 소기(Laughing Gas)라고도 한다.
또, 마취성이 있어 간단한 외과수술시 전신마취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산소 10%를 혼합하여 사용하며, 독성·자극성이 약하고
안전하지만, 높은 농도를 필요로 하므로 산소결핍증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봄베에 넣어서 시판됨
□ 아산화질소는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그
기여도는 일산화탄소를 1로 할 때 20에 달한다. 이 물질을 자주 접
하게 되는 사람은 간이 안좋거나 폐가 안 좋아 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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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 용도

□ 저온Poly LCD의 TFT 절연막으로 사용된다. 일반 A-Si LCD의 경우
절연막으로 SiNx를 적용하나 저온 Poly LCD의 경우 SiO₂를 사용한다.
SiO₂를 만들기 위해 SiHRLA4와 N₂O Gas를 반응시켜 SiO₂막을 생
성하여 초기 Glass의 불순물 Diffusion을 방지하는 Buffer Oxide, 계
면특성과 막질이 중요시 여겨지는 Gate 절연막, Ion Shower Doping
과 활성화가 끝난 후 증착하는 Passivation Layer들로 사용함
3. 결정사유

□ 본 물품인 Nitrous Oxide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811호에 특게되어 있으므로 제2811.29-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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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삼플루오르 붕소
Boron Trifluoride [BF₃]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결정세번

2812.90-1000

시행일자

특게

1. 구조 ․ 형태

□ 삼플루오르 붕소는 붕소와 할로겐이 반응하여 형성된 화합물이다.
무색의 매운 냄새가 나는 가스로 석유화학에서 촉매로 사용되며 물과
반응하여 붕산을 형성
□ 무색, 자극성 악취, 화상, 습기 접촉시 폭발성

2. 기능 ․ 용도

□ 삼플루오르 붕소는 이온주입공정에서 이온을 주입하는 용도로 사용됨
□ 이온주입(Ion Implantation)공정은 반도체 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의
도한 수준으로 조절하기 위해 글라스(반도체 웨이퍼)의 특정 부분
에만 수 keV~수백 keV까지 고전압으로 가속시킨 이온(ion)을 주입
하는 공정이다. 이렇게 이온을 물리적으로 주입함으로서 전기저항
등과 같은 글라스(웨이퍼)의 물리적 특성을 통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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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설퍼 헥사플루오라이드
Sulphur hexafluoride [SF₆]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과-106456

결정세번

2812.90-2000

시행일자

2006-1-31

1. 구조 ․ 형태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대표적 온실가스 중 하나다. 대기 중 양은 이
산화탄소의 1% 미만으로 매우 적지만 지구온난화지수(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1로 봤을 때 같은 양의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는 이산화탄소보다 평균 2만 2000배
높다. 한 번 배출되면 대기 중에 최대 3200년까지 남아 지구의 기
온을 상승시키며 시간이 지날수록 온난화 기여도가 높아지는 물질
□ 한편, 육불화황은 전기를 통과시키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반
도체 생산 공정에서도 다량 사용된다. 이에 따라 전기전자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다른 국가에 비해 육불화황 배출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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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 용도

□ SF₆는 TFT를 형성하는 ACTIVE LAYER 중 Si 막질과 직접적으로
식각 반응을 하여 ISLAND PATTERN을 형성하는 공정에 사용됨
□ LCD공정에서의 DRY ETCHING이란 도체나 절연체로 사용하고 있는
일정한 막질을 PATTERNING된 PR이나 특정 물질로 BLOCKING
하여 화학적, 물리적 방법을 통해 PATTERNING 하는 방법
3.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8류 주1에서 이 류에는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및
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812.90호에서
"설퍼헥사플루오라이드"를 특게하고 있으므로 제2812.9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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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

품명

AMMONIA [NH₃]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과-106457

결정세번

2814.10-0000

시행일자

2006-01-31

1. 구조 ․ 형태

□ NH₃의 화학식을 갖는 암모니아는 질소원자를 포함하는 화합물로,
식물체에 대한 질소공급원으로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물질이다. 식
물체는 토양과 공기 중으로부터 재료들을 흡수하고, 흡수한 재료들을
이용해 필요한 유기물을 합성하는데,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질소가
꼭 필요하다. 식물은 보통 토양으로부터 질소를 흡수하는데, 토양이
척박해지면서 질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공업적으로 질
소를 수소와 반응시켜 암모니아로 만들고 이를 이용해 비료를 만들 수
있었다.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만드는 과정은 하버-보슈에 의해 발
달했다. 암모니아는 이렇게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물질임
□ 그렇지만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고 이를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고
나면 노폐물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데, 암모니아는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속에 오랫동안 머물면 위험하다.
그래서 사람을 포함한 포유류나 양서류는 암모니아를 독성이 없는
요소라는 물질로 바꾸어 신장에 저장해 두었다가 소변이나 땀 등의
형태로 몸 밖으로 내보낸다. 또 파충류나 조류, 곤충 등은 암모니아를
요산으로 바꾸어 배출함
□ 기체, 부식성, 무색, 특유의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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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 용도

□ NH₃는 TFT의 Active Layer중 Gate Sinx(Gate 절연막) 증착시 사
용한다. Gate Sinx란 Gate 전극에 전압이 인가될 경우 전기장 형성에
의해 A-Si:H 층내의 Carrier가 Gate 전극으로 누설되어 빠져 버리지
않도록 Gate전극과 반도체 Layer간 절연 역할을 하며, 일정량의 전
하를 충전할 수 있는 Capacitor 기능도 함
□ CVD란 화학 기상 증착으로 반응기체가 반응기 내에서 반응기에 공
급되는 에너지원에 의해 활성화되어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원하는
기판 위에 안정된 막을 형성함
3. 결정사유

□ 본 물품인 Ammonia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에 의거 제2814호에 특게되어 있으므로 제2814.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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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수산화칼륨
POTASSIUM HYDROXIDE [KOH]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결정세번

2815.20-0000

시행일자

특게

1. 구조 ․ 형태

□ 칼륨의 수산화물로서 염화칼륨수용액을 전기분해 하여 얻음
□ 제품의 형태는 분말, 반구형의 정제 또는 막대모양으로 성형

2. 기능 ․ 용도

□ DISPLAY FAB공정용 FLUX & 세정 및 PR STRIPPER
3. 물품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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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핀

품명

PHOSPHINE [PH₃]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미국 N172936 참조

결정세번

2848.00-9000

시행일자

2011-7-27

1. 구조 ․ 형태

□ 화학식은 PH₃. 백린에 강염기 또는 뜨거운 물을 반응시키거나 물을
인화칼슘(Ca₃P₂)과 반응시켜 얻는다. 포스핀은 구조적으로는 암모
니아(NH₃)와 유사하지만 암모니아만큼 좋은 용매는 아니며 암모니
아보다 물에 훨씬 덜 녹는다. 탄소와 수소, 탄소와 인 사이의 결합을
가진 유기화합물을 포스핀의 유도체라고 한다. 1·2·3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원자단으로 치환된 인화수소는 각각 일차·이차·삼차 포스핀으로
명명됨
□ 따라서 포스핀의 수소 원자 하나가 메틸기(-CH₃)로 치환된 메틸포
스핀(CH₃PH₂)은 일차포스핀이다. 금속염은 인화물이라고 하고 양
성자가 첨가된 형태는 포스포늄 화합물이라고 한다. 포스핀의 유기
치환체는 보통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삼염화인(PCl₃)의 치환반응으로
만들어짐
□ 인화성, 부식성, 매우 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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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 용도

□ 수소(H₂) 가스 1%가 혼합된 포스핀(PH₃) 가스는 TFT의
ACTIVE LAYER중 n+a-Si 막 증착 GAS로 사용한다. n+a-Si 막
이란 Source/Drain 금속층과 a-Si:H 반도체층 사이의 Contact 저항을
줄이고, Hole 전도에 의한 Leakage 전류를 줄이고자 두 층 사이에
인(Phosphorous) 원자를 Highly Doping한 비정질 실리콘 박막임
□ 용도 : TFT 구성 요소중 N+ Amorphous Silicon막 성장용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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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소화 게르마늄
품명
Germane [GeH₄]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3435

결정세번

2850.00-1000

시행일자

2012-05-11

1. 구조 ․ 형태

□ 게르마늄의 수소화물 GeH₄. 또는 GeH₄의 수소원자를 알킬 등의 기
로 치환한 유기 화합물을 총칭하여 게르만이라한다. 일반식은
GenH₂n ₂이며, n의 값에 따라 모노게르만, 디게르만(digermane), 트
리게르만(trigermane) 등이라 한다. Mg₂Ge에 황산을 가하여 발생
하는 기체를 분리하면 얻을 수 있음
① 모노게르만：GeH₄, 염화게르마늄(Ⅳ) GeCl₄를 수소화 알루미늄리튬
LiAlH₄로 환원하면 순수한 것을 얻을 수 있다. 끓는점 －88.1℃, －
166℃이다. 질산은 용액과 반응하여 Ag₄Ge를 만듦
② 디게르만：Ge₂H₆. 무색의 액체로 끓는점 31℃이다. 에탄과 같은 모
양의 분자로 Ge－Ge의 길이는 2.41Å임
③ 트리게르만：Ge₃H₈. 무색의 액체로 끓는점 110.5℃이며 열적(熱的)
으로 불안정 하다. 이 외에도 폴리게르만으로서 (GeH)n, (GeH₂)n도
알려져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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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 용도

□ 본 물품은 TFT 제조공정 중 Poly Si-Ge cap plate공정에서 박막증
착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PECVD공정에서 회로를 증착 시키는
공정에 사용함
3.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850호에는 "수소화물·질화물·아지드화물·규화물 및 붕
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849호의 탄
화물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사개군의 화합물은 두 개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화합물
중의 한 원소는 수소·질소·규소 또는 붕소이며, 다른 원소는 배금속
또는 금속원소로 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금속원소인 게리마늄(Ge)과 4개의 수소(H)로 구성된 수
화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제
2850.0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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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 실란
품명
SILANE [SiH₄]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결정세번

2850.00-1000

시행일자

미국 NY B84848
참조
1997-08-01

1. 구조 ․ 형태

□ 수소화 규소 Si H₂ ₂의 총칭. 단순히 실란이라 할 때는 n = 1의 화
합물 SiH₄를 지칭한다. n = 2, 3 등의 화합물은 디실란, 트리실란
등이라 함
□ SiH₄의 수소원자가 탄화수소기 등으로 치환한 유기화합물을 총칭할
때도 실란이란 명칭이 사용된다. 어느 것이나 공기 중에서는 자연
발화하지만 공기를 차단하고 보존하면 상온에서도 안정하다. 대응
하는 파라핀계 탄화수소에 비해서 뚜렷하게 불안정하여, 물·수산화
알칼리 용액 등과 반응하거나 열분해를 받기 쉽다. 보통은 마그네
슘의 분말과 규사의 고운 분말의 혼합물에 점화하여 생기는 규소화
마그네슘 Mg₂Si를 산으로 분해시키면 수소와 함께 혼합물이 생긴다.
수소를 알킬기·할로겐·수산기 등으로 치환한 유도체를 만들며, 유기
규소화합물의 모체로서 매우 중요하다.
n

n₊

- 135 -

2. 기능 ․ 용도

□ SiH₄는 TFT의 Active Layer중 Gate Sinx(Gate 절연막) 증착시 사
용한다. Gate Sinx란 Gate 전극에 전압이 인가 될 경우 전기장 형
성에 의해 A-Si:H 층 내의 Carrier가 Gate 전극으로 누설되어 빠져
버리지 않도록 Gate전극과 반도체 Layer間 절연 역할을 하며, 일정
량의 전하를 충전할 수 있는 Capacitor 기능도 함
□ SiH₄ : CVD 증착막(A-Si:H, G-Sinx, P-Sinx) 성장용 Gas
3. 결정사유

□ 본 물품은 무색 기체상의 Silicon Tetrahydride(SiH4)로 반도체 제조공
정 중 Poly Si-Ge Cap Plate공정에서 박막 증착용으로 사용되는 물
품임
□ 관세율표 제2850호에는 "수소화물·질화물·아지드화물·규화물 및 붕
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849호의 탄
화물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사개군의 화합물은 두 개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화합물
중의 한 원소는 수소·질소·규소 또는 붕소이며, 다른 원소는 비금속
또는 금속원소로 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실리콘과 (Si)과 4개의 수소(H)로 구성된 수화물이므로 관
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제2850.00-1000호에 분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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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이소프로필알코올
ISOPROPYL ALCOHOL [(CH₃)₂CHOH)]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결정세번

2905.12-2090

시행일자

특게

1. 구조 ․ 형태

□ 무색의 맑은 액으로 특이한 냄새가 있고 휘발성이 있음
□ 석유로부터 얻어지는 Propylene에 황산을 촉매로 제조

2. 기능 ․ 용도

□ 배양막 형성 후 GLASS 기판 Cleaning 사용
□ Glass 표면의 유기물 세정 또는 수분제거에 사용(Gate 금속배선의
부식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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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디에틸렌글리콜
DIETHYLENE GLYCOL [C₄H₁₀O₃]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결정세번

2909.41-0000

시행일자

특게

1. 구조 ․ 형태

□ 공업적으로 에틸렌글리콜에 알카리를 촉매로 하여 에틸렌옥시드를
첨가하여 생성
□ 무색, 무취의 액체로서 각종 유기합성 반응에 사용
C₄H₁₀O₃

2. 기능 ․ 용도

□ 폴리에테르계 합성 섬유의 원료로서 유기합성 반응제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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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톤

품명

ACETONE [(CH₃)₂CO]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결정세번

2914.11-0000

시행일자

특게

1. 구조 ․ 형태

□ 향기가 있는 무색의 액체로서 물에 잘 녹으며 유기 용매로서 다른
유기물질과 잘 섞여서 유기물 세척용으로 사용됨

2. 기능 ․ 용도

□ 평광판 부착 전 기판 표면의 유기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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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초산
ACETIC ACID [CH₃COOH]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8308

결정세번

2915.21-0000

시행일자

2012-11-05

1. 구조 ․ 형태

□ 상온에서는 무색의 자극성 강한 냄새를 가진 신맛이 있는 액체로
존재

2. 기능 ․ 용도

□ Glass표면 세정 및 타 Acid와 혼합하여 Glass, Panel 세정공정 등
에서 표면의 균질도(Uniformity)를 향상시킴
3.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15호에는“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
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
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제
2915.21-0000호에서 “초산”을 세분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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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은 초산수용액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915.21-0000호에 분류함
4. 물품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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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르산 [구연산]

품명

CITRIC ACID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결정세번

2918.14-0000

시행일자

1. 구조 ․ 형태

□ 무색, 백색의 분말로서 물에 용해되는 특성이 있음

2. 기능 ․ 용도

□ GLASS와 PANEL의 세정
□ 다른 ACID와 혼합하여 식각액으로도 사용
3. 물품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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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게

품명

헥사메틸디실라잔
Hexamethyldisilazane [HMDS]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과-105856

결정세번

2931.90-9099

시행일자

2005-11-01

1. 구조 ․ 형태

□ 물이나 알코올에 접촉하면 암모니아 가스를 발생 Silicon이 함유되
어 PR의 접착도를 향상
□ (CH3)3Si-NH-Si(CH3)3- 99.9%

2. 기능 ․ 용도

□ PHOTO 공정에는 Photo resist가 사용되는데 Photo resist는 유기
용매(기름)가 대부분으로 친수성인 GLASS표면을 소수성으로 바꾸어
Photo resist와 기판의 접착력을 향상 시켜 주는 물질
□ HMDS는 기판에 도포되면 Si 말단에 CH3가 붙어 있는 상태로 비
극성 상태가 되어 극성인 물을 밀어내어 PR이 기판에 도포 및 접
착이 잘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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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2931호 (3)유기규소화합물 "이들은 규소가 직접
유기와 결합한 비교적 저분량의 화합물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어 본
물품 Hexamethyldisilazane은 단일 유기규소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931.90-9099호에 분류함
4. 물품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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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바니시 [아크릴을 기본 재료로 한 것]
Varnish ; Adhesive UV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6045

결정세번

3208.20-1020

시행일자

2013-08-13

1. 구조 ․ 형태

□ 아크릴계 올리고머, 반응성 희석제, 광중합 개시제 등으로 혼합 조
제된 미황색 투명 점조 액상

2. 기능 ․ 용도

□ TFT LCD Module 공정 중 Metal 배선이 노출된 OLB Bonding부의
부식을 막기 위한 방습제 역할 및 접합력 보강
□ TFT LCD Module OLB공정에서 UV 표면 코팅
3.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 [에너멜ㆍ레커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와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
정한다], 이류의 주 제4호의 용액"으로 표현하고, 소호 제3208.20호에는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음
□ 본 물품은 아크릴계 올리고머, 반응성 희석제, 광중합 개시제 등으로
조제된 바니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에 의하여 제3208.20-1020호에 분류함
- 145 -

바니시 [기타]

품명

Varnish ; POLYIMIDE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과-105814

결정세번

3208.90-9020

시행일자

2005-10-26

1. 구조 ․ 형태

□ Polyimide resin, Gamma-butyrolactone, Diazonaphthoquinone,
Phenolic derivative 등으로 조제된 갈색 점조액상
2. 기능 ․ 용도

□ LCD TFT Glass 기판의 회로패턴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 생성
□ 액정분자가 잘 배양될 수 있도록 기판표면 Coating

3. 결정사유

□ 동해설서 제3208호(B)바니쉬 "이 호의 바니쉬 및 래커는 표면보호 또 장
식용의 액상조제품이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
를 기제로 하며 용제 및 희석제를 첨가하여 만든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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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항 경화 바니쉬의 내용에 의해 본 물품은 자외선에 의해 가교, 경
화되어 기판위에 형성된 회로패턴을 보호하기 위한 바니시이므로 관
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208.90-9020
호에 분류함

- 147 -

품명

바니시 [기타]
Varnish ; Adhesive SIL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 - 6046

결정세번

3208.90-9020

시행일자

2013-08-13

1. 구조 ․ 형태

□ 열가소성 엘라스토머(Styrene-butadiene copolymer), 에폭시 수지,
유기용제, 착색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파란색 투명 점조 액상

2. 기능 ․ 용도

□ LCD PANEL MODULE OLB공정시 표면 코팅
□ TFT LCD Module 공정 중 Metal 배선이 노출된 OLB Bonding 부
식을 막기 위한 방습제 역할 및 접합력 보강
□ Display Module OLB Bonding부 배면 도포 후 자연 경화
3.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 [에너멜ㆍ레커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와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
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
다], 이류의 주 제4호의 용액"으로 표현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에폭시 수지, 유기용제로 조제된
바니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208.90-9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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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제
품명

ADHESIVE

ACF

(Anisotropic Conductive Film)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결정세번

3506.10-2000

시행일자

품목분류과-105013
심사정책과-100022
2005-07-27

1. 구조 ․ 형태

□ 에폭시수지에 도전성 입자를 분산시킨 필름 양면에 이형필름을 부착한 접착
Tape를 디스크형 플라스틱 지지대에 롤상으로 감아 놓은 것

2. 기능 ․ 용도

□ LCD Panel Glass나 COF에 IC를 Bonding, 혹은 Glass에 TCP를 Bonding
할 경우 사용되는 접착 및 통전(通電)재료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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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9호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시트·필름·박·테이프·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을 호의 용어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율표해설서 제3919호에서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
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506호는 “글루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
으로 한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 1킬로그램이하의 것”을 호의 용어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3506호(A)에서 “글루나 접착제로 사용하
기에 적합하고 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 1킬로그램이하
의 것.”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보통 소매용으로 한 글루나 접착제는 유리병 또는 유리항아리·금속상
자 접을 수 있는 금속튜브·지상자·지대등에 포장하며, 때로는 단순히 지제
밴드로 둘레를 감은 "포장"도 있다(例: 뼈글루의 슬랩).....” 본 물품은 자체
접착력이 약하여 단순한 접촉만으로 단단히 달라붙지 않는 것으로 제3919
호에 분류할 수 없고, 열과 압력을 이용하여 접착에 사용되는 순중량 1Kg
이하의 소매용 접착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
호에 의거 제3506.10-2000호에 분류
4. 물품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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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그래픽 플레이트

품명

PHOTOGRAPHIC PLATE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 47281-327

결정세번

3705.90-9090

시행일자

2004-02-10

1. 구조 ․ 형태

□ 석영유리판에 크롬(Cr) 재질의 회로 PATTERN이 형성되어 있음
2. 기능 ․ 용도

□ 평판디스플레이를 만들기 위한 사진 원판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보통
쿼츠(Quartz)라는 투명기판 위에 극히 미세한 형상을 만들어서 사
진의 필름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며 사진을 찍는 방법과 유사하게
기판 위에 복잡한 패턴을 형성시켜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작
□ 사진을 찍을 때 필름의 종류나 품질에 따라 사진의 품질이 결정되는 것처럼
포토마스크의 품질 또한 디스플레이 패널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품

3. 결정사유

□ 본 물품의 일부 제조공정에 반도체 유사공정이 채용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TFT-LCD를 제조하는 4개의 공정 중 첫 번째 공정인 T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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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에서만 이용되는 기술에 불과하므로, TFT공정, color filter공정,
LCD공정, Module공정 등 4개의 공정을 거쳐서 완제품이 제조되는 전
공정 중에서 일부공정에 반도체 유사공정이 채용되었다 하여 반도체
제조업의 일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 반도체와 TFT-LCD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PHOTO MASK의
크기가 상이하고 반도체와 TFT-LCD의 구조, 제조기판, 기능 등이
상이하여 2개의 물품은 성상이 다른 물품임을 알 수 있고, 특히 반
도체제조는 반도체인 웨이퍼에 회로를 형성하는 것이고, LCD제조
는 부도체인 유리에 회로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이점에서 반도체 제
조와 LCD 제조와는 큰 특징적이 차이가 있음
□ 도서출판 "기다리"사에서 발간한 "최신컴퓨터 대사전"에서 LCD를 우
리말로『액정표시장치』라고 하고 있으며, "법률 제4674호 관세법
개정 법률부칙 제7조의 규정 Glass에 의한 첨단기술 산업 등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에서도 LCD 제조업을 『반도체 제조업』이 아닌 『전
자부품 및 재료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반자료에
의해 검토해 볼 때 LCD 제조업은 반도체 제조업에 포함되지 않는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기타 물품 제조용의 사진플레이트가 분류되
는 제3705.90-9090호에 분류
4. 물품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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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레지스트

품명

Photo resist

시행기관
결정세번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3707.90-1090(LCD用)
3707.90-1020(OLED用)

특게

시행일자

1. 구조 ․ 형태

□ 아크릴계 Monomer, 광중합개시제, Solvent등으로 구성되어 빛이나
열등의 에너지에 노출 되었을 때 내부구조가 바뀌는 고분자 혼합물
2. 기능 ․ 용도

□ Matal layer의 Pattern 형성을 위해 각각의 Matal layer위에 감광성
물질(Photo resist)를 도포하여 빛을 받은 부분은 제거되고 빛을 받지
않은 부분은 남게 되어 패턴을 형성 함
□ 감광액(PR)을 GLASS기판 표면에 1㎛ 두께의 얇은 막을 균일하게
형성, 이 막은 빛에 노출되면 그 물리적 특성이 변화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MASK의 회로패턴을 기판에 남김

- 153 -

컬러 포토-레지스트

품명

Color Photo-resist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결정세번

3707.90-1090

시행일자

특게

1. 구조 ․ 형태

□ 아크릴계 Monomer, 광중합개시제, Solvent등으로 구성되어 빛이나
열등의 에너지에 노출 되었을 때 내부구조가 바뀌는 고분자 혼합물
2. 기능 ․ 용도

□ Color Pattern 형성을 위해 각각의 layer위에 감광성 Color 물질
(Photo resist)를 도포하여 빛을 받은 부분은 제거되고 빛을 받지
않은 부분은 남게 되어 패턴을 형성 함
□ 감광액(PR)을 GLASS기판 표면에 1㎛ 두께의 얇은 막을 균일하게
형성, 이 막은 빛에 노출되면 그 물리적 특성이 변화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R,G,B MASK 패턴을 기판에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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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

품명
시행기관
결정세번

THINNER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3814.00-1010

특게

시행일자

3814.00-1090

1. 구조 ․ 형태

□ 도료, 특히 래커를 희석하여 점도를 낮추는 혼합 용제
□ 용제 물질 및 희석 물질에 따라 화학물질 중 2종 이상이 용도에 맞게
조성 혼합
ㅇ 탄화수소계 : Naphtha, Benzene, Toluene, Xylene 등
ㅇ 알코올계 : 메탄올, 에탄올, 이소프로필알코올(IPA), 알킬알코올 등
ㅇ 아세톤, 메틸에틸케톤(MEK), 메틸이소부틸케톤(MIBK) 등
□ THINNER 용해도에 따른 구분
ㅇ Active solvent(진용제) : 특정 바인더의 일차적인 용매
ㅇ Laten solvent(조용제) : 상온에서 용해력이 높음
ㅇ Diluents(잠재용제) : 일반적 희석제
2. 기능 ․ 용도

□ GLASS 표면에 존재하는 잔존물 및 기타 파티클 세정
□ 수지 용해 및 점도 조절용의 희석재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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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용 조제품

품명

LIQUID CRYSTAL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결정세번

3824.90-7600

시행일자

특게

1. 구조 ․ 형태

□ 액정(Liquid)과 결정(Crystal)의 중간상태에 있는 물질
□ 분자의 배열이 방향에 따라 불규칙적인 액체상태와 규칙적인 정상태를 보임
□ 전압이나 온도의 변화에 따라 분자배열의 방향성이 변화

2. 기능 ․ 용도

□ 편광판을 사용하여 한쪽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빛을 걸러 내고 이
빛의 방향을 액정으로 바꾸어 다른 한쪽의 편광판으로 보내 주면
빛의 방향에 따라 광의 투과량을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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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화학 조제품 (GLASS FRIT ; AM011-1205)
Chemical preparation ; GLASS FRIT ; AM011-1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7069

결정세번

3824.90-9090

시행일자

2013-09-16

1. 구조 ․ 형태

□ 유리나 금속을 접착시켜 절연성, 기밀성 등을 발휘하고, 기계적 강
도와 화학적 내구성이 우수한 전자 재료용 저 융점 분말 유리
□ Vanadium pentoxide 주성분에 Tellurium dioxide, Zinc oxide,
Barium oxide 등으로 혼합ㆍ조제된 녹색계 분말

2. 기능 ․ 용도

□ AMOLED 공정 중 TFT기판(GLASS)과 봉지기판(상판)을 접합 밀
봉하여 외부와의 기밀성 유지 및 내구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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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 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은 화
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Vanadium pentoxide 주성분에 Tellurium dioxide, Zinc
oxide, Barium oxide 등을 혼합ㆍ조제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4. 물품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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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패널 보호판
PANEL PROTECTOR (PET FILM)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과-104910

결정세번

3920.62-0000

시행일자

2005-07-18

1. 구조 ․ 형태

□ PET 필름 한면을 알루미늄으로 진공증착하여 hot melt물질을 도포한 플라
스틱 필름(폭 980mm, 두께 약 60 ㎛, 롤상) 또는 SHEET
2. 기능 ․ 용도

□ 정전기 발생 방지를 위해 양면 하드코팅 및 대전처리 되어있어 부유이물로
부터 보호하며 TFT-LCD Panel 표면의 SCRATCH를 방지.
3. 결정사유

□ HS 해설서 제39류 주10을 보면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 이라 함은 판·시트·필름·박·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 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 (프린트 기타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
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다)고 해설하고 있음
□ 동해설서 제3920호의 용어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시트·필름·박 또는 스
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을 제39류 주10 및 제3920호의 용어에 따라 폴리(에틸렌테레
프탈레이트)의 것이 특게 된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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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품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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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러버 시트

품명

Silicon Rubber Sheet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과-106577

결정세번

3920.99-9090

시행일자

2006-02-16

1. 구조 ․ 형태

□ Silicone rubber sheet에 실리콘수지 및 불소수지를 도포한 흑색 시트상
[5m(길이)*400㎜(폭)*0.35㎜(두께)]
2. 기능 ․ 용도

□ TFT LCD MODULE조립공정에서 액정 PANEL의 전극단자부와 구동 회로가
탑재된 Flexible Print기판을 접속할 때 사용되는 압착용 Silicon Rubber
Sheet
3.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10은 제3920호 등에서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 이라
함은 판·시트·필름·박·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
상의 블록 (프린트 기타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 불문)으로서, 절단하
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920호 용어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시트·필름·박 또는
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규정
□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 시트상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플라스틱제의 기타 시트가 분류되는 제
3920.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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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프론 개스킷

품명

Teflon gaskets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관세평가분류원-1961

결정세번

3926.90-9000

시행일자

2009-12-11

1. 구조 ․ 형태

□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PTFE)에 구리분말을 충전제로 첨가하여 조성된
중공원판상의 개스킷
2. 기능 ․ 용도

□ TFT LCD MODULE조립공정에서 액정 PANEL의 전극단자부와 구동 회로가
탑재된 Flexible Print기판을 접속할 때 사용되는 압착용 Teflon 개스킷
3.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8484호에 "금속의 판 또는 박을 사용한 복합형 이외에 가
스켓 또는 조인트로서 상기(B)에서 설명한(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 조건에 합치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적으로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제8484호에 분류할 수 없고
각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
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에"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
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플라스틱제의 일반용 취부용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제3904호에 분류되는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PTFE)을
가지고 제작한 중공 원판상의 SHEET이므로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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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라스(LCD用, OLED用)

품명

GLASS (LCD用, OLED用)

시행기관
결정세번

관세평가분류원
7006.00-3000(OLED用)
7006.00-4000(LCD用)

분류근거

품목분류-104844

시행일자

2005-07-11

1. 구조 ․ 형태

□ 무색 투명한 소다라임 유리판의 표면을 정밀 연마하여 가장자리를
라운딩 처리한 것임
□ 판 Glass의 화학조성에 따라 소다라임 Glass, 중성 붕규산염 Glass
무알칼리 Glass 등이 있음
ㅇ 단순 Matrix 구동방식(TN,STN) 소다라임 Glass가 사용되며, Active
Matrix구동방식(TFT)무알칼리 Glass와 붕규산염 Glass가 사용
□ GLASS FORMER(유리성형제), Modifier(수식제), Intermediate(중간체),
Fining Agent
2. 기능 ․ 용도

□ LCD·OLED용 GLASS의 특성
ㅇ TFT의 특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Alkali를 포함하지 않는 Alumino
Borosilicate계 Glass
ㅇ 실리콘과 열팽창계수가 유사(32~37x10-7/℃)
ㅇ 반도체 공정에 준하는 기판의 표면 품질 요구
ㅇ Fusion Process와 Float Process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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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sion Process : Corning, NEG, NHT
- Float Process : AGC
3. 결정사유

□ 본 물품은 무색 투명한 소다라임 유리판의 표면을 정밀 연마하여
가장자리를 라운딩 처리 한 것임
□ HS관세율표해설서 제7006호에는 가장자리를 가공한 것으로서, 일차
제품 형상의 판유리뿐만 아니라 특수 목적에 맞게 설계된 유리도
이호에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7006호 해설과 부합하는 물품임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OLED용은 제7006.00-3000호에, LCD용은
제7006.00-4000호에 각각 분류함
4. 물품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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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킹 플레이트(Cu)

품명

BACKING PLATE (Cu)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과 47281-125

결정세번

7419.99-9000

시행일자

2001-02-05

1. 구조 ․ 형태

□ 금속재질의 가장자리에 볼트구멍과 측면부분을 계단식 가공을 하였
으며 내부에 냉각수 순환용 통로가 있는 것 등 크기와 형태가 여러
종류임

2. 기능 ․ 용도

□ LCD GLASS에 도전성 물질(Target)을 증착 시키기 위한 금속
(ITO, Mo, Al, Au 등)을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부착시키기 위한 용도로서 내용물의 지지 및 운반을 하는 용기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됨
3.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증착용 금속 Plate와 Backing Plate가 결합된 상태로 거래
및 사용되며, Sputtering 방법으로 고전압의 전류를 통하여 유리판에
금속을 증착시키면 금속 Plate(Target)는 소모되어 없어지고, 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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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Backing Plate부분은 재활용하여 소모된 금속 Plate를 재부착 후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 Backing Plate는 특정형상으로 되어 있으며, 증착용 금속 Plate를
특정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부착시킨 것으로 지지 및
운반하는 기능을 하는 용기로서의 특성이 있다 하겠으며, 이러한
용기로서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내
용물과 함께 분류되지 않고 별개로 분리하여 분류하도록 관세율표
통칙5(나)에 규정하고 있음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통칙5호(나) 및 제6호에 의거 재질이 동제인 본 물품은 특정형상의
Copper제품이 분류되는 제7419.99-9000호에 분류함
□ 그 외 재질의 BACKING PLATE는 반복 사용이 가능할 경우 각각의
재질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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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Al

품명

TARGET-Al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과 - 106641

결정세번

7616.99-9090

시행일자

2006-02-28

1. 구조 ․ 형태

□ GLASS에 도전성 물질을 증착시키기 위한 물품으로서 Aluminium
Plate와 그 Plate를 지지 및 운반하는 기능의 용기인 Backing Plate로
구성되어 있음

2. 기능 ․ 용도

□ Sputtering Machine을 이용 이온증착 공정을 통해 GLASS 표면에
Source 및 Drain 배선을 형성함
3.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16호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7616호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의 주1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제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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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건 물품은 Al Target에 주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
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
이 분류되는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 Backing plate는 재질에 따라 별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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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Cr

품명

TARGET- Cr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결정세번

8112.29-0000

시행일자

품목분류과 - 106641 참고

1. 구조 ․ 형태

□ GLASS(OLED)에 도전성 물질을 증착 시키기 위한 물품으로서
Chromium Plate와 그 Plate를 지지 및 운반하는 기능의 용기인
Backing Plate로 구성되어 있음

2. 기능 ․ 용도

□ Sputtering Machine을 이용하여 OLED GLASS에 이온증착 공정을
통해 Source 및 Gate 배선을 형성함

※ Backing plate는 재질에 따라 별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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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포머

품명

Transformer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 47281-363

결정세번

8504.31-9010

시행일자

2002-4-24

1. 구조 ․ 형태

□ Transformer는 규소판을 성층 철심으로 하여 2조의 코일로 만든 물품
2. 기능 ․ 용도

□ Transformer는 전류나 전압을 다른 값으로 바꾸어 주는 장치인데 흔히 트
랜스라고 부름(고압→저압)
□ 입력측의 코일 회전수, 출력측의 코일 회전수 등의 변수에 의해 입력 전원의
전압을 출력측의 원하는 전압을 만들어 냄
□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권선수 차이로 생기는 양단간의 임피던스를 맞추어
잡음 및 소음을 감소시키고, 낙뢰 등의 비정상적 전류를 막아 주어 정상적인
전기적신호 를 손실 없이 연결하는 물품임
3. 결정사유

□ HS8504.3*호에 "TRANSFORMER"가 게기 되어 있고, 동 해설서(Ⅰ)에 "
변압기(TRANSFORMER)는 유도방법을 이용하고, 자심에 전선을 감은 두 개
이상의 코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변압기는 특수한 목적, 즉 회로간의
임피던스를 정합하기 위한 정합변압기와 무선기기·계기류·완구류 등에 사
용되는 소형의 것 등이 있음"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이 비록 TFT-LCD 패널에 전용되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어느 특
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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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표 제16부 주2 가에 따라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
호에 의거 Transformer가 게기 되어 있는 제8504.31-9010호에 분류함
4. 물품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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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터

품명

INVERTER (Board)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1172

결정세번

8504.40-2099

시행일자

2011-09-09

1. 구조 ․ 형태

□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키는 장치로써 트랜스의 ON/OFF에 따라 직류를 단속
시키면서 교류를 발생하는 장치

2. 기능 ․ 용도

□ 직류 전압을 CCFL Lamp 구동에 필요한 1K~2KV의 교류 전압으로 변환 및
증폭시키는 장치
3.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04호의 용어에 “정지식 변환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 (Ⅱ) 정지식 변환기 그룹에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
(예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보조장치(변압기, 유도코일,
저항기, Command regulator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
환요소가 도체 및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들
기기는 방출전류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끔 보조회로를 결합한 사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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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이 그룹에서 품목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때로는 전류조정기로서
언급되는 사실 때문에도 또한 품목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고 해설하
면서 동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있 (B) 인버터에 대해 “직류가 교류로 전
환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직류전류를 교류전류로 변환하기 위한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저항기-제어용 IC와 같은 보조장치, 방출전류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한 변압기
등으로 구성되어 직류를 LCD 광원의 구동에 필요한 교류로 변환하는 인버
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
8504.40-2099호에 분류함
4. 물품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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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터

품명

INDUCTOR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평가분류47281-395

시행일자

2002-05-07

8504.50-2010
결정세번

(자동자료처리 기계용)
8504.50-2090(기타)

1. 구조 ․ 형태

□ Ferrite 주원료로 하여 Binder, Solvent를 혼합한 Sheet를 형성하고 내부
전극 및 내부 sheet를 적층, 절단 및 Ag(은)으로 외부전극을 형성하여
Ni/Sn도금 처리한 chip형태의 물품
□ CHIP 인덕터는 페라이트 등의 코어에 도선을 감은 구조로 되어있음
2. 기능 ․ 용도

□ 전기적인 신호에 의한 자기유도작용을 하는 것으로 오디오, 비디오, 컴퓨터,
송수신기 등 모든 전자기기의 고주파(RF)회로에 사용 가능한 범용성 전기
소자
3. 결정사유

□ 제8504.50호 소호의 용어에 'Other Inductors'가 게기 되어 있고, 제8504호
관세율표 해설서의 해설과 같이 교류의 흐름을 저지하는 기능의 Inductor에
해당하고, 핸드폰 뿐 만이 아닌 PDA, PC, TFT-LCD 등 각종 전자제품에
범용적으로 사용되어 전기통신용기기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04.50-2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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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품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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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터

품명
시행기관

CHIP BEAD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평가분류47281-958

시행일자

2002-10-25

8504.50-2010
결정세번

(자동자료처리기계,
전기통신용의 것)
8504.50-2090(기타)

1. 구조 ․ 형태

□ 자성체인 Ferrite 시트에 Silver Paste로 인쇄하여 도체를 형성하고, 두층이
만나는 지점에 Through Hole을 만들어 전기적으로 연결한 뒤, 이런 구조의
Ferrite 시트를 적층하여 사각형의 Coil을 형성하여 만든 Chip 형태의 물품
으로서 각종 전기기기의 표면실장형 전기적소자임
2. 기능 ․ 용도

□ 고주파 대역에서 수십Ω에서 수백Ω 정도의 임피런스를 가지는 반면 직류 저
항을 전혀 증가시키지 않는 매우 우수한 EMI 대책 부품임
□ 고주파노이즈의 저감에 적절하며, 저 임피던스 노이즈 대책에 효과가 우수
3.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4호에 “유도자(Inductor)는 단권의 코일로 되어 있으며,
교류회로에 삽입하면 자기유도에 따라 교류의 흐름을 제한 또는 저지”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Noise는 회로에서 원하지 않는 특정의
주파수를 가진 교류신호로서 쟁점물품은 Inductor의 기본기능에 따라 Noise의
흐름을 제한하거나 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
□ 따라서 본 물품은 Inductor와 구조상으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동작원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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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Inductor가 게기 된 제8504.50호에 분류함
□ 본 물품은 용도세율관계상, 자동자료처기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전
기통신용기기의 것은 제8504.50-2010호에 분류하고, 기타 용도로 사
용되는 것은 제8504.50-2090호에 분류함
4. 물품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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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덴서-탄타륨

품명

Capacitor-Tantalum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결정세번

8532.21-0000

시행일자

특게

1. 구조 ․ 형태

□ 탄탈(Ta)은 원래 도체이나 산화시킨 산화탄탈은 뛰어난 절연체로 산화탄
탈을 원료로 하여 만든 콘덴서는 알루미늄 콘덴서에 비해 누설 전류가 매우
적은 것이 특징
2. 기능 ․ 용도

□ 유전체에 Tantalum 금속을 사용하는 전해 콘덴서(축전기)로서, 디커플링
(회로내의 각 소자들의 전원 잡음이 결합(coupling)되는 것을 방지), 바이
패스(잡음을 옆으로 흡수 통과)하는 기능을 함
3. 물품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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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덴서-알루미늄

품명

CAPACITOR-AL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과-103603

결정세번

8532.22-0000

시행일자

2005-03-30

1. 구조 ․ 형태

□ 알루미늄 고분자 콘덴서로서 산화 피막된 일정한 길이로 절단된 2개의 알
루미늄 전극(+.-)과 동 전극에 리드 와이어를 부착한 후 2개의 전극 사이에
전해지를 넣어 권취하여 외부에 내열 테이프를 부착하여 조립, 2차 산화
피막한 후, 고분자를 주입하고 1차 케이싱 및 안정화 작업 및 검사를 마친
후 리드 와이어 정리 작업 및 마킹 등 최종 제품화 작업을 마친 물품
2. 기능 ․ 용도

□ 전기를 저장하거나 방출하는 축전지로서의 기능과 또 하나는 직류를 통하지
않는 성질을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축전지로서의 기능을 이용한 회로에는
전원 회로의 평활 회로나 마이크로컴퓨터 등의 백업회로, 콘덴서의 충, 방
전에 필요한 시간을 이용한 타이머 회로 등이 있음
3.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완성된 축전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물품에 추가로
2차 산화 피막 작업 및 고분자 주입과 케이싱 작업 등이 이루어진 물품이
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완성된 고
정식 알루미늄 전해 축전기가 분류되는 제8532.22-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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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품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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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콘덴서-세라믹(다층)
CAPACITOR-Ceramic, Multilayer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결정세번

8532.24-0000

시행일자

특게

1. 구조 ․ 형태

□ 내부전극과 세라믹층이 교대로 적층되어 있고, 내부전극을 단자화 하기위해
외부전극이 감싸고 있으며 표면실장을 위해 Ni도금 및 Solder도금이 되어 있음
□ 세라믹 유전체를 박형화한 후, 이를 적층하여 각 유전체를 병렬 연결시킨
소자로서 단위 부피 당 정전용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형태
2. 기능 ․ 용도

□ Ceramic Capacitor를 필터하고자 하는 소자 앞단에 병렬로 연결하고
noise(이상 주파수)가 들어오면, 그 때 임피던스(전류가 흐르기 어려운 정
도)값이 떨어져서 Ceramic Capacitor를 통해서 noise가 ground로 빠져나
감으로서, noise filtering 역할을 함
3. 물품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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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항기

품명

Resistor - Chip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결정세번

8533.21-1000

시행일자

특게

1. 구조 ․ 형태

□ 회로가 점점 소형화 되고 부품의 대부분이 SMT(Surface Mount
Technology)공법에 의해 장착되면서 개발된 새로운 형태의 저항으로 세라믹
기판 위에 저항체를 후막 형태로 얹어서 제조하면서 지속적으로 소형화가
이루어 지고 있음
ㅇ 고정 저항기 : 탄소피막 저항기 , 금속피막 저항기
ㅇ 가변 저항기 : 저항값을 바꿀 수 있음(Variable Resister)
ㅇ 권선 저항기 : 금속선 이용(길이, 굵기조절)하여 정밀저항값 얻음
2. 기능 ․ 용도

□ 저항기란 전류의 흐름을 억제하는(흐름을 곤란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 고주파 특성이 우수하고 소형이므로 핸드폰, 컴퓨터 등 최신 기기들에는 대
부분 이러한 칩 형태의 저항기가 사용되고 있음
ㅇ 가전제품(DVD, 디지털TV, VTR, 디지털 카레라, 오디오, 튜너)등
ㅇ 컴퓨터와 통신기기(노트북, 메모리, 모듈, 핸드폰, 네트웍 장비)등
3. 물품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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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저항기

품명

Varistor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평가분류47281-739

결정세번

8533.40-3000

시행일자

2001-08-06

1. 구조 ․ 형태

□ 산화아연을 주성분으로 하는 소결체(ZnO소자)로서, 둥근 봉 상태의 것임
□ 둥근 봉 내부의 ZnO을 알루미늄 코팅처리하고, 외부를 알루미나 또는 절연
물로 코팅처리 한 것
2. 기능 ․ 용도

□ 비직선 저항특성이 뛰어난 ZnO을 사용, 평상시에는 정상전압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나, 고전압(예 : 번개 등)이 가해지면 저항이 매우 작아져서 도
전성(導電性)의 전로(電路)가 되어 고전압을 저하시키는 기능을 수행
□ 주로 진공차단기 등에 사용되는 Surge Absorber(첨단 절연재료인 Polymer
Concrete를 사용하여 ZnO 소자 등 내부 부품을 에폭시 파이프 내에 밀봉한
후 Mold 구조로 제조된 것), 전봇대의 선로상에 낙뢰를 피하기 위하여 설치
하는 Lightening Arrester 등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됨
3.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8533호 (A)항에서 “저항기는 회로내에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도체”로 설명하고 있고 (A)(5)에서 “전압에 의해 좌
우되는 비선형저항기(Non-linear resistors)”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과 같이 고전압(예 : 번개 등)이 가해지면 저항이 매우 작아져서 도
전성의 전로(電路)가 되어 고전압을 저하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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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설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비선형저항기(Non-linear resistors)의 일종임
으로 피뢰기 등과 같은 특정물품에 사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관세율표 해
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33.40-3000호에 분류함
4. 물품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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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회로기판

품명

PCB(Printed Circuit Board)

시행기관
결정세번

관세평가분류원
8534.00-1000 수동소자
8534.00-9000 기타

분류근거

품목분류47281-1173

시행일자

2003-12-05

1. 구조 ․ 형태

□ 절연체인 에폭시 수지로 만든 얇은 기판에 구리박을 붙이고 인쇄제판
기술(양각, 도금, 식각 등)에 의하여 도체소자(선), 접촉자를 형성시킨
인쇄 회로로 각종 전기식 부품(반도체, 저항기, 콘덴서, 다이오드, 인덕
터어 등)을 탑재하는 받침대 역할 및 부품들의 전기적 신호를 서로 연
결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능동소자나 수동소자가 결합되지 않은
형태

2. 기능 ․ 용도

□ LCD의 화면을 구동하기 위한 전기적인 DATA의 신호를 공급해주는
PBA의 부분품 중 하나이며 LCD에서 주로 사용되는 PCB는 다층(多
層)구조로 되어 있음. 소스PCB는 LCD 패널의 데이터 라인 전압을 출
력해주는 컬럼 D-IC의 입력 신호를 만들어 주기 위해 필요한 부품들을
실장하고 서로 연결하는 인쇄 회로 기판이며, 패널의 게이트 라인 전
압을 연결해주는 열(Row) D-IC의 입력신호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부
품을 실장하고 연결하는 기판이다. 컨트롤 PCB는 소스PCB와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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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가 D-IC만으로 구성될 때 나머지 각종 부품들이 실장되고 서로
연결하는 기판 역할을 하는 기능이
3.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류 주5에 "인쇄 제판기술이나 막회로 기술로 도체소자,
접속자나 그 밖의 인쇄된 구성부분으로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두께 약 0.7㎜의 인쇄회로 기판에 능동소자나 수동소자가 결
합되지 않은 형태의 경우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8534.00-9000호에 분류하고 수동소자가 결합된 경우에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8534.00-1000호에 분류함
4. 물품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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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플레서블 인쇄회로기판
FPC (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평가분류47281-214

결정세번

8534.00-2000

시행일자

2001-03-03

1. 구조 ․ 형태

□ 두께 25㎛의 Base Film(Polymide) 위에 동박(Copper Foil)을 접착시킨 후
노광과 에칭기술을 이용하여 전기적 배선(Circuit)을 구성하고, 외부를
Film으로 UV코팅 처리한 것
□ 양면에 리드프레임 기능을 수행하는 Lead Land가 형성되어 있고, 패턴
연결시 사용되는 링(일명 Via Hole) 등이 있음

2. 기능 ․ 용도

□ 디지털 데이터들을 LCD Panel에 데이터가 표시되도록 신호전류를 전달
□ 전자제품이 소형화 및 경량화가 되면서 개발된 전자부품으로 작업성이
뛰어나고, 내열성 및 내곡성, 내약품성이 강하며, 열에 강하므로, 전자제
품의 핵심부품으로 사용
3.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얇은 Polyimide Film위에 Copper Foil을 접착시킨 후 노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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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칭기술을 이용하여 전기적 배선(Circuit)을 구성하고, 컴퓨터의 Board에
서 발생되는 전기적 신호를 LCD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
□ 제8534.00-2000호의 Heading에 "테이프형 또는 리드프레임기능을 하는
회로가 형성된 인쇄회로" 가 게기되어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4호에
"어떤 기초회로나 공회로는 일반적으로 얇고 동일한 스트립상이나 웨이퍼
상인 인쇄된 도체소자만으로 된 것이 있으나, 기계적소자 또는 전기식 구
성부품을 장착했거나 접속시킨 회로는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본 건 물품이 비록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되는 물품
이라 할 지라도 기타의 능동소자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물품임으로
동 해설서 내용에 의거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 세번인 제8473호에 분류
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에서 살펴본 관세율표 제85류 주4의 "인쇄회로의
정의"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4호의 내용과 부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
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테이프형의 인쇄회로가 게기 되어
있는 제8534.00-2000호에 분류함
4. 물품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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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즈

품명

FUSE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결정세번

8536.10-9000

시행일자

특게

1. 구조 ․ 형태

□ 온도에 민감한 소자로, 전기회로에서 의도적으로 약한 부분을 만들어 회로
단락시, Fuse의 금속 엘리멘트가 녹아 끊어짐으로써, 전류공급을 물리적으로
차단, 과전류 상태를 중단시킴
□ 개발 단에서 Fuse의 엘리멘트가 끊어진 정도에 따라, 회로에 흐른 전류를
파악할 수 있음
2. 기능 ․ 용도

□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압과 관계없이 전류에 영향을 받는 소자로 일정한 전류
이상이 흐를 경우 회로가 끊어지도록 설계됨
□ LCD 회로기판 입력 단의 IC류 등을 보호하기 위함
3. 물품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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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터

품명

Connector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과-104505

결정세번

8536.69-1000

시행일자

2005-06-15

1. 구조 ․ 형태

□ 플라스틱제 하우징 내부에 전기회로 접속을 위한 인동제의 금속이 결합된
물품으로 인쇄회로에 장착되는 형태로 제작된 물품
2. 기능 ․ 용도

□ 인쇄회로기판에서 회로와 회로를 연결
□ 전기회로 접속을 위하여 인쇄회로에 장착되어 고정된 접속부를 형성
3.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예 :개폐기·
계전기·퓨즈·서어지 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 호울더·접속함) 다만,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것에 한한다.”를 호의 용어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
설서 제8536호(Ⅲ)에서 플러그 및 소켓을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는 바,
A) 플러그, 소켓 및 기타 콘택트 : 이동가능한 도선 또는 기기를 보통 고정
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범주에는 다음 물품이
포함
□ 본 물품은 절연재료인 플라스틱 하우징과 비금속제 Bracket, 접속단자(Pin의
수는 규격에 따라 다양)로 구성되어 전기회로를 접속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제8536호의 플러그 및 소켓에 해당되며, 인쇄회로기판에 장착되는
형태로 제작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인쇄회로용의 플러그와 소켓으로 제8536.69-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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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품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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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음극 형광램프

품명

LAMP-CCFL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47281-612

결정세번

8539.39-1000

시행일자

2002-07-22

1. 구조 ․ 형태

□ 냉음극형광 램프는, 정규 글로우 방전 영역에서 동작하는 형광 램프이고, 내
면에 형광체를 도포한 유리관 내 희토가스와 미량(수mg)의 수은을 봉입하
고 있음
□ 램프 양단의 전극 간에 고전계(고주파)를 가해 저압의 수은 증기 중에서 글
로우 방전을 시켜, 방전에 의해 여기된 수은이 자외선(253.7 nm)을 발생해
그 자외선이 형광체를 여기하며, 여기된 형광체 원자가 저에너지 준위에 돌
아올 때 에너지 차이에 상당하는 파장의 빛이 방출되어 형광체 원자 고유의
빛을 발함 (파장은 형광체의 조성에 의해 정해짐)
2. 기능 ․ 용도

□ 냉음극 형광램프는 저소비전력, 고휘도 및 우수한 연색성 등으로 Full Color
화에 대응이 가능한 TFT-LCD용 백라이트 유니트의 광원 및 사무용 기기
및 각종 표시장치의 광원으로도 사용됨
3. 결정사유

□ 냉음극 형광램프는 전극에 전압을 가하여 방전하는 원리를 이용한 방식의
형광램프로 제16부 총설해설서(Ⅱ)에는 제8539호의 램프류는 특정기계의 부
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해설
□ 따라서, 본 물품은 통칙1『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 각류 각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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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된다』에 따라 혹시 다른
물품과 결합되었다 하더라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
호에 의거 본질적인 목적상 음극형광램프로 사용되면 제 8539.39-1000호에
분류함
4. 물품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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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오드

품명

Diode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결정세번

8541.10-9000

시행일자

특게

1. 구조 ․ 형태

2. 기능 ․ 용도

□ 전류를 차단하거나 흘려주는 스위칭 역할
□ 다이오드의 주기능은 전류를 한 방으로 흐르게 하는 정류 기능임
□ 특성에 따른 분류
ㅇ Schottky Barrier Diode : 반도체+금속의 구조를 가지며 역회복시간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고속동작에 유리하고 저전압, 대전류 정류를 할 때 효율향상을
위해 사용
ㅇ Zener Diode : 방향과 상관없이 일정전압 이상의 전압이 인가되면 전기가
통함
ㅇ TVS Diode : 순간적인 서지 과전압에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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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품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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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

품명

OP AMP - I.C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결정세번

8542.31-1000

시행일자

특게

1. 구조 ․ 형태

□ 트랜지스터, 저항 등의 회로소자로 증폭기, 비교기 등의 회로를 반도체 제
조기술로 만든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
2. 기능 ․ 용도

□ 증폭회로, 비교 회로 등, 아날로그 전자회로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OP
AMP는 Operational Amplifire의 약자로 연산증폭기라고 한다. OP AMP는
원래 아날로그 계산기용으로 개발되었지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증폭기뿐만 아니라 Active Filter, 선형 비선형의 신호처리에 넓게
응용되고 있음
□ LCD회로 구성시 특정전압을 얻고자 할 때 사용되며, 주변회로에 의하여
용량 등을 제어함
4. 물품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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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 IC

품명

Drive I.C (DDI)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과-103603

결정세번

8542.31-1000

시행일자

2005-03-30

1. 구조 ․ 형태

□ Polyimide Film or Tape + 모노리딕 IC인 Driver IC 1개로 구성됨
2. 기능 ․ 용도

□ 능수동소자가 형성되지 않은 인쇄회로인 리드 프레임 기능을 하는
Polyimide Film(or Tape)위에 모노리딕 IC인 Driver IC가 조립된 물품으
로서 Note pc나 모니터 또는 LCD TV에 부착되는 LCD 모듈을 구성하며,
LCD Panel과 사용되는 기기의 PCB를 연결하여 Driver IC에서 발생하는
각종 구동 신호를 전달하여 LCD Panel에 색상 계조 및 Data를 기입하고
특정 위치에 Display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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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사유

□ 본 물품은 Note PC 등에 사용되는 LCD를 구동해주는 Driver IC를 리드
기능을 하는 인쇄회로인 Polyimide Film위에 조립한 형태의 것으로서
Driver IC의 제조과정을 살펴보면, 하나의 반도체 웨이퍼 위에 트랜지스터,
저항기, 축전기 등 각종 능수동소자를 한 덩어리 상태로 분리 불가능하도록
집적하여 모노리딕IC의 분류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즉, 본 물품은 85류 주8(나)(1)의 모노리딕 IC 개념을 충족하는 Driver IC
1개가 능, 수동소자가 형성되지 않은 단순 인쇄회로로서 유기 EL판넬과
휴대폰 메인보드를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는 Polyimide Film(or Tape) 위에
조립된 형태로서 HS 8542호 모노리딕 IC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 내용
(I)(i) 중 단자 또는 도선이 갖추어져 있는 칩 상태의 모노리딕 IC임
□ 아울러, HS 85류 주8의 후단에 “제8542호 물품은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할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건 물품은 제8542호에 분류되는 85류 주 8(나)(1)의 모노
리딕 IC의 개념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
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42.31-1000호에 분류함
4. 물품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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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IC

품명

Memories - I.C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결정세번

8542.32-1010 (DRAM)
8542.32-1020 (SRAM)
8542.32-1030 (Flash memory)

시행일자

특게

1. 구조 ․ 형태

□ 반도체재료(예: 도프 처리된 규소)의 표면에 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
축전기·접속기 등의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초
소형 회로
2. 기능 ․ 용도

□ DRAM - 리프레시를 필요로 하는 RAM
□ SRAM - 리프레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 RAM
□ FLASH Memory
ㅇ EEPROM : ROM의 기억소자의 일종으로 사용자가 마음대로 기억 내용을
지우거나 다시 입력시킬 수 있다. 단 EP-ROM은 자외선을 쐬어 지울 수
있는 데 비 해 EEPROM은 전기적 충격으로 지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전화기 전자레인지, 자동세탁기 등 가전제품이나 민수용 통신기기
에 많이 쓰임
ㅇ EPROM : 판독전용기억장치의 일종. 이 반도체는 사용자가 기억소자 속에
이미 기억시켜 놓은 정보내용을 지울 수도 있고 다시 넣을 수도 있다. 컴
퓨터 POS(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메모리카드 등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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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품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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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광판

품명

POLARIZER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결정세번

9001.20-0000

시행일자

특게

1. 구조 ․ 형태

□ 광 입사각의 수직 또는 수평 편파를 구분하여 통과시키거나 차단시
킬 수 있는 성질을 가진 플라스틱의 판

□ 기본구조
ㅇ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사광을 편광시키는 고분자 편광매
질을 중심으로 지지체 TAC(Tri-acetyl-cellulose)를 편광매질 양쪽에
사용하고 접착층은 편광 Film을 보호필름에 접찹시키기 위하여 사
용됨. 그리고 상측표면에는 저 반사층인 AG(Anti-Glare) 혹은
AR(Anti-Reflaction) 코팅층과 보호막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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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 용도

□ 액정 표시장치(LCD) 모듈의 백라이트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는 모든
방향으로 균등 하나 편광 필름은 이러한 빛 중에서 편광 축과 동일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투과시키고 그 외는 흡수 또는 반사하여 특정
방향의 편광을 만드는 역할을 함
□ LCD Module에 사용되는 편광필름으로, 입사광을 서로 직교하는 2가지
편광성분으로 나누고 그 한쪽만을 통과시켜 다른 성분을 흡수 또는
분산시킴. 즉 LCD에서 나오는 빛은 그 진동방향이 모든 방향으로 같은
확률을 가지며 편광필름은 이러한 빛 중에서 편광축과 동일한 방향
으로 진동하는 빛만 투과시키는 역할을 함
□ 편광이 LCD 액정을 지날 때 화소별로 액정의 나열 방향을 전기적으로
조절함으로써 화소의 밝기가 변하게 됨

3. 물품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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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라이트유닛의 광학부품(프리즘, 기타)

품명

Back Light Unit의 광학부품(프리즘, 기타)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과-104686

시행일자

2005-06-29

9001.90-1000
(프리즘시트)
결정세번

9001.90-9000
(도광판, 확산판)
3919.90-0000(차광시트)

1. 구조 ․ 형태

□ BLU Molde Frame에 도광판, 반사필름, 확산필름 등이 결합된 형태

2. 기능 ․ 용도

□ Light Guide Plate(도광판) : 투명 아크릴 패널로 광원에서 발산되는 빛을
받아들여 아크릴 표면에 증착된 일정 면적과 모양을 가진 패턴을 통해 화면
전영역에 걸 쳐 빛을 균일하게 분포시키는 역할을 함
□ Reflector sheet(반사시트) : 도광판 하단부로 빠져 나오는 빛을 반사시켜 도
광판내부로 되반사시키는 기능
□ Diffusion sheet(확산시트) : 도광판을 통해 나오는 빛을 전면에 확산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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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균일성을 증가시켜 휘도를 증가시키는 역할
□ Prism sheet(프리즘시트) : 확산시트에서 나오는 빛을 광학현상(반사, 굴절,
산란)에 의해 빛을 수직, 수평으로 끌어올려 Back Light Unit 표면의 정면
휘도를 높이는 역할
□ Curtain Sheet(차광시트) : 검은색의 양면접착 테이프로 Back Light의 광원이
LCD 모듈 이외의 곳으로 투과되는 것을 차단하고 BLU와 LCD모듈을 접착
시킴
3. 결정사유

□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Sheet를 사용하여 형광램프로부터 입사되는 광의
반사,굴절, 확산, 산란 등의 광학원리를 이용, 휘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Beads
등으로 특수코팅 처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 물품
□ 관세율표 제39류 주2의 “버”에서 “90류의 물품, 즉 광학용품, 안경테 등”은
플라스틱제 물품이라 할지라도 39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관세
율표 해설서 제9001호 (B)항에 "판상의 편광용 재료”를 예시하면서 “플라스
틱제의 Sheet 또는 Plate를 특수처리한 것 또는 활성플라스틱으로 된 층의
일면 또는 양면에 다른 플라스틱이나 유리로 지지한 판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D)항에 “유리제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
도 동 호에 분류토록 되어 있음
□ 본 물품과 같이 빛의 기본성질인 직진, 굴절, 반사, 확산 등의 원리 및 현상
을 이용하여 휘도의 균일성, 휘도의 향상성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은 광학
용품의 일종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프리즘 Sheet는 제9001.90-1000호에, 도광판 및 기타의 것은 제
9001.90- 9000호에 분류
□ 차광시트는 플라스틱제의 검은색의 양면접착테이프로 스트립형상의 물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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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제3919.90-000호에 분류함
4. 물품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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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필터

품명

COLOR FILTER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과-100102

결정세번

9013.90-9000

시행일자

2004-04-30

1. 구조 ․ 형태

□ 유리기판 위에 3가지 기본컬러(빛의 3원색 - 적색, 녹색, 청색)를 가진
컬러레진(안료와 에폭시 계열의 합성수지를 결합한 물질)을 배열해 놓은 형태
□ Color Filter의 구성 : 유리기판 + Blackmatrix(RㆍGㆍB Cell 사이의 구
분과 광 차단 역할) + Color Filter Pattern (Stripe) + ITO막 (공통전극)

2. 기능 ․ 용도

□ LCD(Liquid Crystal Display ; 액정표시장치)에서 색상을 구현해 주는
역할을 함
ㅇ 백라이트로부터 투과된 빛 ⇒ TFT기판 ⇒ 액정 ⇒ 컬러필터에 도달하면
각색상별로 선택적으로 투과시켜 원하는 색상을 구현하게 됨
□ LCD DISPLAY의 상판을 구성하며 배면 광원에서 나오는 백색광에서
화소 단위로 Red, Green, Blue 3가지 색을 선택적으로 추출하여 액정
디스플레이에서 컬러를 구현하는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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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사유

□ 본 물품은 LCD Panel의 상판을 구성하며 유리기판 위에 안료와 합성수
지를 결합하여 경화수지로 고착시킨 컬러 레진(Red, Green, Blue)을 배
열해 놓은 물품으로서 액정디스플레이(LCD)장치에서 빛을 선택적으로
투과시켜 칼라 색상을 구현하는 역할을 함
□ 관세율표 제9013호는 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
는 것을 제외한 액정디바이스가 분류되며, 동해설서 9013호에는 "액정디
바이스는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다. 전
기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며, 조각 또는 특정 형상으로 절단되어
제시된 것으로 이표의 다른 호에 특게된 물품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이
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액정디바이스의 필수적인 구성품으로서 BlackMatrix
및 ITO 전극과 컬러레진이 함께 구성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액정디바이스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9013.90-9000호에 분류함
4. 물품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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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회로기판 어셈블리

품명

PBA(Printed Circuit Board Assembly)

시행기관

결정세번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9013.90-9000(TV용)
8529.90-9920(모니터용)

시행일자

품목분류-105024
품목분류-105025
2005-07-27

1. 구조 ․ 형태

□ 본 물품은 인쇄회로기판 위에 각종 능·수동 소자가 장착된 전자부품으로
LCD 모듈(TV용,IT용)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되어 화면의 구동 및
화면색을 표현하며 종류는 아래와 같음
- SOURCE PBA : 디지탈신호처리 공급, 아날로그 전압 생성하여 PANEL상
PIXEL을 구동 시켜 주기 위한 역할
- CONTROL PBA : SOURCE PBA와 같이 사용되며 SOURCE PBA와 역할을
분담하여 처리
- GATE PBA : SOURCE PBA에서 신호를 받아 GATE 역할을 한다.
(PANEL GATE 회로의 ON,OFF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기능 ․ 용도

□ PBA인쇄회로기판의 능동소자( 대표적으로 PBA에 장착된 IC: 집적회로) 및
수동소자(Chip Capacitor, Inductor 등)에 의해 인가된 전기/전자 힘에 의해
액정의 꼬임과 풀림을 결정하게 되고 양쪽유리판에 부착된 편광판 사이의
액정을 통과한 빛을 다시 한 방향으로 모아주어 화소에 빛을 입사시켜 최종
적으로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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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인쇄회로기판 위에 각종 능·수동 소자가 장착된 전자부품
1) 컴퓨터 모니터의 LCD 모듈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되어 화면의 구
동 및 화면색을 표현하는 기능의 PBA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 및 관
세율표 제8529호에 의거 제8529.90-9920호(컴퓨터모니터의 부분품)에 분류
2) TV의 LCD 모듈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되어 화면의 구동 및 화면
색을 표현하는 기능의 PBA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 및 관세율표 제
9013호에 의거 제9013.90-9000호(액정디바이스 부분품)에 분류함
4. 물품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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