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디스플레이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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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 장비

현상기, 습식식각기, 박리기

품명

Developer / Etch / Strip Processor

시행기관

관세청

분류근거

평가분류 47281-55

결정세번

8486.30-1000

시행일자

2001-01-15

1. 물품 설명

□ 석영유리기판위에 현상, 에칭, 박리공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기기
Developer(현상기)

Wet Etcher(습식식각기)

Wet Strip(박리기)

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9에서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으며, 제8486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

□ 관세율표 제8486호의 용어에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
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의 해설서에서 “(C)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및 기기”를 설

명하면서 “(1) 식각, 현상, 잔류감광액 박리장비, 세척용의 기기”를 예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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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물품은 평판디스플레이를 제조하기 위해 석영유리기판위에

현상, 에칭, 박리공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6.3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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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자외선 세정장치
TFT-LCD C/F Glass UV Asher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255

결정세번

8486.30-1000

시행일자

2008-07-15

1. 물품 설명

□ TFT LCD Glass 상판 칼라 필터 부분에 존재해 있는 감광액(Photo

Resist)를 제거한 후, 남아있는 Particle을 자외선으로 제거하는 장치
(Asher)로 주문제작으로 만들어진 장비

ㅇ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① Loader Conveyor : TFT LCD Glass를 IR Unit로 이송
② IR Unit : Loader Conveyor에서 이송되어온 LCD Glass를 IR Heater를
사용하여 TFT LCD 상판 Glass 가열한 후, UV Unit로 반송
③ UV Unit : 저압수은 Lamp에서 방사되는 원자외선과 오존발생기
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오존을 이용하여 TFT LCD Glass의 표면의
감광액처리후 남은 잔사(Particle)를 제거(Asher)한 후, Unload
Conveyor로 반송함
④ Unload Conveyor : 파티클이 제거된 TFT LCD Glass를 수취하여
다음 공정으로 이송함
< 자외선 세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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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사유

□ 본 물품은 TFT LCD Glass 상판 칼라필터 부분에 존재해 있는 감
광액(Photo Resist)을 제거한 후, 남아있는 파티클(Particle)에 자외
선을 조사하여 파티클을 제거하는 장치(Asher)임

□ 파티클 제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미립자의 기판 고착성을
낮추기 위한 기판예열(150°)과정과 산화과정을 통한 미립자를 형성한
후(오존처리), 자외선을 조사하여, TFT LCD 상판 칼라필터에 존
재하고 있는 미립자를 태워 제거하는 방식의 세정용기기

□ 제8486호의

해설서 (C)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1)
식각, 현상, 잔류감광액박리장비, 세척용의 기기”에 해당되므로 관
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6.30-1000호
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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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세정기

품명

Initial Cleaner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과-106779

결정세번

8486.30-1000

시행일자

2006-03-21

1. 물품 설명

□ 730*920㎜의 AMOLED(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제작공정에서 Glass 상의 유기물을 Excimer Ultra Violet를 이용하여
제거한 뒤, Roll Brush·유체(CDA, DIW)·초음파(Ultra sonic) 등을 이용해
Particle을 제거하며, Air Knife를 통해 CDA(Clean Dry Air)를 불어내
건조시키는 세정장치임

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9에서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으며, 제8486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6호의 용어에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
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의 해설서에서 “(C)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및 기기”를 설

명하면서 “(1) 식각, 현상, 잔류감광액 박리장비, 세척용의 기기”를 예시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AMOLED(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제작공정에서 Glass 상의 유기물을 Excimer Ultra Violet를 이
용하여 제거한 뒤, Roll Brush·유체(CDA, DIW)·초음파(Ultra sonic) 등
을 이용해 Particle을 제거하며, Air Knife를 통해 CDA(Clean Dry Air)
를 불어내 건조시키는 세정장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
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6.3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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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디스플레이 세정기

품명

Flat panel display cleaner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과-101430

결정세번

8486.30-1000

시행일자

2004-09-07

1. 물품 설명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의 글라스 기판 상의 유기물과 무기물을 세
정하는 HDC(High Density Cleaner) 시스템의 구성부분으로, Glass
기판에 자외선을 조사하여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유기물질을 산화
방식을 통해 분해하여 세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임

□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ㅇ 세정기(HDC)의 완성품은 ①～⑧로 구성되며, 완성품중 ①번 물품
(가격대비20～25%)이 수입제시되고 그 외 ②～⑧번 물품은 국내제작됨
① Excimer UV UnitLoader에 의해 운반되어진 Glass 기판에 특정
자외선(172㎚ Excimer VUV)을 조사하여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유기물질을 산화방식을 통해 분해하여 세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장치로 다음 요소로 구성되며, ⓐ～ⓒ,ⓔ번 물품은 동일 하우징에
장착되고 ⓓ번 물품은 케이블로 연결되어 콘트롤 수행

ⓐ Lamp House : Excimer Lamp가 탑재되는 Main Body
ⓑ Lamp : 세정에 필요한 자외선을 발생시키는 광원
ⓒ Window Glass(석영창) : Lamp House내에 탑재되어 있는 Excimer
Lamp로부터 발산되는 자외선을 조도분포가 ±20% 이하가 되도록
투과시키는 역할
ⓓ Power Supply : 전원공급 및 콘트롤 장치(PC방식, AC210V±20)
ⓔ Heater : Option사항으로 세정작업 중에 발생되는 Glass표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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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물질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Glass를 가온시키는 역할
이때 유기물질이 산화, 분해되는 과정에서 Particle이 발생되게 되
는데 다음의 공정들은 이 Particle을 제거하기 위한 보완공정임

② Air Curtain④Brush Unit 에서 분사되는 물이 ①Excimer UV
Unit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Air를 불어넣는 기능 수행
③ Suction②Air Curtain의 기능에 대한 보완 기능으로 ④Brush Unit
에서 발생되는 물을 빨아드리는 기능 수행
④ Brush Unit①Excimer UV를 이용한 세정 공정을 마친 후 발생되는
미세먼지 즉, Glass 표면에 남아있는 Particle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을 분사함과 동시에 솔질을 하는 장치

⑤ SBJ

or DI Jet④번에서 Brushing 작업을
분사해서 Particle을 추가로 제거하는 역할

마친

후 “DI Water”를

⑥ DI Back up⑤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나 ⑤번보다 약하고 부드럽게
분사함

⑦ Air KnifeGlass 표면 위에 Air를 분사시켜 남은 물기를 제거하는
기능 수행

⑧ LDB/ULDB(Loader Buffer, Unloader Buffer)세정 대상물인 Glass
기판을 운송해 주는 장치(Load &ㅇUnload)기를 제거하는 기능 수
행⑧ LDB/ULDB(Loader Buffer, Unloader Buffer)세정 대상물인
Glass 기판을 운송해 주는 장치(Load &ㅇU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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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9에서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으며, 제8486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6호의 용어에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
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의 해설서에서 “(C)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및 기기”를 설

명하면서 “(1) 식각, 현상, 잔류감광액 박리장비, 세척용의 기기”를 예시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의 글라스 기판 상의 유기물과

무기물을 세정하는 HDC(High Density Cleaner) 시스템의 구성부분으
로, Glass 기판에 자외선을 조사하여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유기물질을
산화방식을 통해 분해하여 세정하는 장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
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6.3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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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핀 세정기

품명

Spin Cleaner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과-106780

결정세번

8486.30-1000

시행일자

2006-03-21

1. 물품 설명

□ AMOLED(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의 제작과
장에서 초음파·오존수·초순수와 희석된 HF용액을 Dispensing 하면서
Glass를 Spin시켜 Glass 상의 유기물, 산화막, Particle을 제거하는
세정기임

ㅇ AMOLED : TFT를 각각 화소부 스위치로 사용하여 화소부에 증착된
유기 EL (Electro-Luminescence) 박막을 발광시켜 화면을 구현하는
디스플레이
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9에서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으며, 제8486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

□ 관세율표 제8486호의 용어에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
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의 해설서에서 “(C)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및 기기”를 설

명하면서 “(1) 식각, 현상, 잔류감광액 박리장비, 세척용의 기기”를 예시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AMOLED(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의 제작과장에서 초음파·오존수·초순수와 희석된 HF용액을
Dispensing 하면서 Glass를 Spin시켜 Glass 상의 유기물, 산화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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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le을 제거하는 세정하는 장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
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6.3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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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기

품명

Exposure Machine

시행기관

관세청

분류근거

품목분류47281-619

결정세번

8486.30-2000

시행일자

2003-07-09

1. 물품 설명

□

PDP 제조공정중 패턴형성을 위하여 포토마스크에 그려진 패턴을
포토레지스트 또는 Dry Film이 형성된 유리위에 자외선(UV)으로
노출시켜 패턴을 형성시키는 노광기

ㅇ PDP 적용 공정 : 라미네이터(인쇄

→ 건조) → 노광 → 현상 → 소성

< 노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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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구조
ㅇ 광학시스템
① 초고압수은등 : 램프의 유리구는 용융 석영이고 전극부는 텅스텐
합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램프내 기체는 아르곤 등의 혼합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수은등 램프의 내부기압은 점등되지 않은 상태에서
1 기압이며 점등된 후에는 30 기압 이상의 고압
② Lamp House : 초고압 수은등에서 발생한 열을 감소시키기 위한
냉각부 및 램프 교환 후 발생할 수 있는 위치 이상을 교정할 수
있는 위치 조절 기구로 구성
③

집광경 : 파이렉스가 주성분인 Glass로 이루어져 있다. 초고압 수
은등에서 나오는 빛을 노광대로 보내주기 위해 일차적으로 모아주는
역할

④ 1차평면 Mirror : 용융석영(Fused Quartz) 재질의 Multi Dielectric
Mirror이다. 평면경(flat mirror)이므로 집광경에서 모아준 빛의 경
로를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하며, 표면에 코팅 처리를 하여 적외선 등
열선은 투과시키고 자외선 i, h, g선의 단파장은 반사시키는 Cold
mirror

⑤ 셔터(Shutter) : 코팅하지 않은 알루미늄 재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광에 닿는 면적을 크게 제작
⑥ Integrating Lens부 (Fly-eyes Lens) : 입사된 빛을 굴절하여 렌즈
전면에서 허상의 광원을 형성, 마치 여러 광원에서 빛을 방출하는
것처럼 만들고 이 빛을 모아 빛의 세기를 균일하게 만들어 조도
균일도를 높이는 역할
⑦ 2차 평면 Mirror : Integrating Lens부에서 확대된 빛을 요면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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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하도록 경로를 변경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역시 표면에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최종적으로 적외선 등의 열선을 투과시키고
자외선만을 반사하는 평면 Cold Mirror
⑧ 대형요면경 : Integrating Lens에서 확대된 빛이 2차 평면 Mirror에
의해서 반사되면 이 빛은 여전히 확대되어 퍼져 나가는 성질을 갖
는다. 요면경은 이 빛을 모아서 평행화시켜 반사 MIRROR로 보내
주는 역할
ㅇ Mechanism
① Mask
②

교환장치 : 기종별 Photo Mask 자동 교환이 가능하도록 구성
Alignment Stage부 : AUTO Alignment하기 위한 X,Y,θ Table
구동이 가능하도록 구성됨

③ Vision부 : Alignment 정밀도, ±5㎛ 이내에서 Align이 가능함
④ Mask Holder :

노광 시 Mask를 취부하는 기능을 수행함

ㅇ 작동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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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9에서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으며, 제8486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

□ 관세율표 제8486호의 용어에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
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의 해설서에서 “(C)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및 기기”를 설
명하면서 “(2) 회로모형을 투사하거나, 그리거나 도금하는데 사용되는
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PDP 제조공정 중 패턴형성을 위하여 포토마스크
에 그려진 패턴을 포토레지스트 또는 Dry Film이 형성된 유리위에
자외선(UV)으로 노출시켜 패턴을 형성시키는 노광기이므로 관세율
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6.30-2000호에 분
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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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TCO 글라스 마킹시스템
TCO Glass Marking System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6216

결정세번

8486.30-3010

시행일자

2012-08-20

1. 물품 설명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중 레이저를 조사하여 LCD Panel 위에
도포된 TCO(Transparent Conductive Oxide : 투명전도막)를 제거
함으로써 LCD Panel 상면에 Fiducial Mark(기준점)을 Marking 하는
장비

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6호의 용어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ㆍ반도체
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를 분류하도록 규정

□ 동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반도체 볼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
이스·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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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기계와 기기를 분류한다.”라고 설명

□ 본 물품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중 레이저를 조사하여 LCD
Panel 위에 도포된 TCO(Transparent Conductive Oxide : 투명전
도막)를 제거함으로써 LCD Panel 상면에 Fiducial Mark(기준점)을
Marking 하는 장비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6.30-301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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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식각기

품명
시행기관
결정세번

Dry Etch
관세청
8486.30-3042 (OLED)
8486.30-3043 (LCD)

분류근거

품목분류47281-619

시행일자

2003-07-09

1. 물품 설명

□ 고진공 Process Chamber내에서 주로 a-Si, SiNx 증착막을 식각하는

제조장치로 진공상태의 Dry Etcher내에서 Process Gas 및 RF고주
파인가로 Plasma 방전을 이용하여 Glass위의 증착막을 식각함

□ 진공과 Gas, RF Power(고주파 전원)하에서 형성되는 Plasma로부터
만들어진 이온이나 radical과 같 은 반응 성 물질들에 의해 감광성
물질이 제거된 부분으로 노출된 증착막과 반응하여 휘발성 물질로 변
하는 현상을 이용한 식각공정

① 기상화학반응 : 기판상에 단결정성장층(epataxial layer)을 성장하기
전에 기판의 전처리에 사용(액체가 아닌 기체를 사용)
② 가스플라스마 에칭 : 반응성가스를 감압하에서 방전하여 보통의
대기압하에서는 안정하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는 물질(라디칼)이나
이온등의 반응성이 강한 물질을 대상재료의 표면과 반응시켜 에칭
하는 방법
③ 이온빔에칭 : 가속된 이온만을 사용하여 시료표면의 원자를 물리
적으로 스퍼터링하여 에칭하는 방법. 이온빔에칭에서는 이온의 종
류를 반응성이 있는 물질로 하면 이온이 갖는 운동에너지에 의한
물리적인 스퍼터링과 기판표면에 도달한 이온이 화학반응에 의하여
원자를 에칭하고 또한 제거하는 기능이 동시에 상승적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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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a-Si;H,n+ a-Si;H, SiiNx 등의 증착막을 식각하기 위해서 Dry
Etching 기술을 사용한다. 상․하부전극으로 구성된 chamber내에서
상부전극에 RF Power(13.56MHz)를 인가하고, 하부전극에 GLASS가
놓여진 상태에서 주입된 GAS들의 Ionization & dissociation등으로
생성된 Radical 또는 Ion들이 증착물표면에 흡착하여 화학적 반응 및
Ion 들의 가속에 의해 Etching 부산물들이 생성되며, 이를
Pumping하여 chamber 외부로 방출

□ 주PE Mode (Plasma Etching Mode) ; 상부전극에 RF Power 인가
Radical에 의한 화학적반응이 주로 일어남
□ 주RIE Mode (Reactive Ion Etching Mode) ; 하부전극에 RF Power
인가 Ion 가속력에 의한 물리적 반응이 일어남

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9에서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으며, 제8486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

□ 관세율표 제8486호의 용어에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
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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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호의 해설서에서 “(C)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및 기기”를 설
명하면서 “(1) 식각, 현상하는데 사용되는 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고진공 Process Chamber내에서 주로 a-Si, SiNx
증착막을 식각하는 제조장치로 진공상태의 Dry Etcher내에서
Process Gas 및 RF고주파인가로 Plasma 방전을 이용하여 Glass위
의 증착막을 식각하는 식각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
1호 및 제6호에 의거 OLED용은 제8486.30-3042호에 분류하고 LCD용은
제8486.30-3043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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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유리기판 연마장비
Grinding machine of flat panel displays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3874

결정세번

8486.30-4010

시행일자

2013-06-03

1. 물품 설명

□ LCD 평판디스플레이 패널 제조공정중, TFT기판과 컬러필터 기판을
합착하여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유리기판을 연마하는 장비
□ 기능 및 용도
ㅇ LCD 평판 Display 제조장비로 CF, LTPS, PDP, TFT, CELL
LINE의 유리기판 정전기에 의한 Line Open을 방지하고 Panel의
Sorting Bar를 제거와 Panel의 Notch를 연마 제거
ㅇ 규 격 : 7~20“ D Type 연마기
2.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 또는 기
타의 장치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486호의 용어에서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
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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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도록 규정

□ 동 호의 해설서 (C)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및 기기에 “(8)
연마기 및 광택기”를 이 호에 포함되는 기기로 설명
□ 따라서, 본 물품은 LCD TV, 노트북 모니터 제조를 위한 일정 크
기로 절단 LCD 패널을 연마하는 장비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6.30-4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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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LCD 패널 절단기
SCRIBER OR SCRIBE MACHINE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6734

결정세번

8486.30-4090

시행일자

2012-09-06

1. 물품 설명

□ LCD TV, 노트북 모니터 제조를 위한 LCD 패널을 일정 크기로 절단
하기 위하여 일정한 깊이로 금을 그어주고 절단하는데 사용하는 설비
□ 구조 및 기기 별 역할
① LOADER : 前 공정에서 패널을 받아 위치 결정을 한 후 FRONT
SCRIBE UNIT으로 패널을 보내주는 기능 수행
② FRONT SCRIBE : 패널을 LOADER UNIT으로부터 SCRIBE
UNIT으로 이동시키는 기능 수행
③ SCRIBE : 패널을 일정 크기로 절단하기 위하여 휠 방식의 상하
SCRIBE HEAD를 이용하여 일정한 깊이로 SCRIBE 하는 기능 수행
④ REAR SCRIBE : SCRIBE 작업 후 ROLL BREAK UNIT으로 패
널을 이동시키는 기능 수행
⑤ ROLL BREAK : 실리콘 재질의 롤러를 사용하여 패널의
CUTTING LINE 상부에 하중을 주어 패널을 BREAK(절단)하는
⑥

기능 수행

PICK UP : SCRIBE 완료된
기능 수행

패널을

다음 UNIT으로 이동시키는

⑦ BUFFER+REVERSE : PICK UP UNIT에서 받은 패널을 반전시켜
최종적으로 다음 공정으로 보내주는 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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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 또는 기
타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

□ 또한, 관세율표 제8486호의 용어에서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
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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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를 분류하도록 규정

□ 동 호의 해설서 (C)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및 기기에 “(9) 절단,
금을 긋거나 직선의 흠을 파내는 기계”를 이 호에 포함되는 기기로
설명

□ 따라서, 본 물품은 LCD TV, 노트북 모니터 제조를 위한 LCD 패
널을 일정 크기로 절단하기 위하여 일정한 깊이로 금을 그어주고
절단하는데 사용하는 설비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6.30-4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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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포기

품명

Nozzle printer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3920

결정세번

8486.30-5011

시행일자

2012-05-25

1. 물품 설명

□ AMOLED 패널을 제작함에 있어 Bank 가 형성된 유리기판위를 기기
내부에 설치된 용액탱크에 Organic EL polymer를 넣고 공압을 걸
어주면 PC에서 설정된 값이 X축 구동부에 부착된 프린터 헤드에
전달되어 4개의 노즐(1개노즐 : 공통층 형성, 3개노즐 : Red, Green,
Blue 의 발광층 형성)에서 일정량의 Organic EL polymer가 토출되
어 일직선으로 코팅시켜주는 기계
□ 구성 및 기능
ㅇ Power supply unit : Electrical unit 과 main unit에 전원 공급
ㅇ Electrical unit : PC를 이용하여 main unit을 동작시킴
ㅇ Main Unit : Electrical unit에서 내린 명령에 따라 프린팅이 실시되
는 장치부

X축 구동부 : 노즐헤드부를 좌우로 고속 왕복 스캔하는 장치
② Y축 구동부 : 기판을 X축과 수직방향으로 일정 피치만큼 이송하는 장치
③ Align unit : 2대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기판과의 얼라인 진행
④ Chemical tank : 기판에 코팅 할 약액을 노즐에 공급하는 장치
⑤ Rinse tank : 노즐 세척액을 노즐에 공급하는 장치
⑥ VAT : 기판외의 곳으로 약액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액받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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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POT : 노즐을 세척하는 장치
⑧ Drain tank : 폐액이 흘러 모아지는 곳

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2호에서는 제16부의 주 제3호 또는 이 류의
주 제9호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8401호 내지 제8424호 및 제8486호의 하나 또는 더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 내지 제8480호의 하나 또는 다
른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 내지 제8424호의 적
합한 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86호에 분류하고, 제
8425호 내지 제8480호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 같은 류 주 제9호 나목에서는 이 주 및 제8486호의 목적상 “평판
디스플레이의 제조”는 기판을 평판으로 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는 유리제조 또는 평판상에 인쇄회로기판의
조립 또는 기타 전자소자 조립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평판디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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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는 음극선관 기술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 본 물품은 평판디스플레이의 일종인 AMOLED 디스플레이의 발광
물질인 Organic EL polymer를 잉크제트 인쇄방식에 의해 유리기판
위에 RGB를 형성시키는 것으로 제8443호 잉크제트 방식의 인쇄기
와 제8486호에 분류 가능한 물품인 바, 제84류 주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6호에 분류되는 물품

□ 또한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사용되는 장비는 제8486.30호에 분
류되며, 본 물품은 CVD, PVD와 같이 증착방식이 아닌 인쇄방식에
의해 RGB를 도포하는 기기로 제8486.30-50호의 도포기로 보아 관
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6.30-5011
호에 분류함

- 239 -

도포기

품명

PI Printer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61

결정세번

8486.30-5019

시행일자

2009-02-23

1. 물품 설명

□ TFT-LCD 평판디스플레이 패널 제조공정중, TFT기판과 컬러필터
기판에 배향재료(Polyimide)를 균일하게 도포하는 기계
□ 기능 및 용도
ㅇ 2200×2500mm 크기의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기판(TFT기판 또는
컬러필터 기판)에 배향제를 1200±100Å 두께로 균일하게 Dotting하는
기능이 있음

ㅇ 액상 플라스틱 형태의 배향제(Polyimide)는 본 기기의 노즐을 통해
유리기판에 도포되고, 미리 설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유리기판의 전부
또는 일정 부위만을 도포할 수 있음
ㅇ 본 물품은 8세대 LCD제조용 장비로, 유리기판 상에 PI 재료를 도포
하는데 사용

□ 배향막 형성 공정
ㅇ 각각의 TFT 기판과 CF(Color Filter)기판을 합착하기 전 액정
(Liquid Crystal)이 놓여질 홈을 파는 작업을 위해 PI(Polyimide,
배향제)를 설정영역에만 Dotting

배향막 도포 후 Rubbing공정이 이루어짐
ㅇ 본건물품은 미리 설정된 위치에 PI를 도포하는데 사용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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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① FAPC & PI 화상 시스템용 소프트웨어 : PI액 Dotting 영역을 미리
설정하여 유리기판의 일정영역에만 Dotting하도록 해주는 기능 및
Head Unit 조작 기능

② Head Unit Shaft : 40개 헤드유닛이 2열로 장착됨(1개 헤드당 512개 노즐 장착)

헤드 유닛을 이동시켜주는 기능
④ Alignment Table(Camera 2대 부착) : 반입된 유리를 정렬해주는 기능
⑤ 액받이 Unit : 헤드유닛 대기시 분출되는 용액을 받아주는 기능
⑥ Head Wipping Unit : 주기적으로 노즐의 분출부위를 닦아 주는 기능
⑦ 자동 Mura 조정 Unit : 주기적으로 노즐에서 분출되는 액중량을
측정하여 용액이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조정하는 기능
⑧ 검사 Unit : 용액이 유리에 펼쳐진 크기 및 간격을 측정하여 적정 도포
여부를 검사
⑨ 액 공급 시스템 : PI액을 헤드유닛에 공급해 주는 기능
□ 작동 순서
③ Head Unit Shaft 구동기구 :

① PI Dotting 전에 Dotting할 영역을 미리 설정한 뒤 Glass를 장치에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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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Table Unit에서 Glass를 정렬

노즐을 이용하여 설정된 영역에 PI를 Dotting
④ Dotting이 완료된 Glass를 장비에서 반출하고 주기적으로 노즐 검사
및 청소
③ Head Unit에 장착된

<도포방식 개요도>

□ 본 물품 관련 특징
ㅇ 본 물품은 제8세대 LCD제조장비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리기판의
크기가 2200×2500mm이고, 이러한 크기의 유리기판으로는 32ㆍ47ㆍ
55인치 등의 대형 LCD를 제조하는데 사용됨
ㅇ 2200×2500mm의 대형 유리기판으로는 각각 32"패널 : 18매, 47"패널
: 8매, 55"패널 : 6매까지 제작할 수 있으며, 본건물품으로는 유리기판
전체 또는 각 패널의 배치 형태 등에 따라 PI를 도포할 수 있음
<도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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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사유

□ LCD 제조공정은 크게 Array 공정, Cell 공정, Module공정으로 나뉘며,
Cell 공정은 TFT Array 기판과 CF기판을 조립하고 액정을 주입하여
액정 셀을 형성하는 공정으로 일반적으로 배향막인쇄 → Rubbing
→ Ag dotting → Assembly → Cell Gap 형성→Cell cutting → 액
정주입 → 편광필름 부착공정으로 이루어짐

□ 이중 배향막 형성 공정은 일정한 두께의 고분자 박막형성과 기판 전
체에 대한 균일한 Rubbing으로 이루어지는데, 배향막 두께 차이에 의해
얼룩과 같은 불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향막 도포시 일정하고 균일하게
도포하는 것이 중요한 기술에 해당
□ 본 물품은 미리 설정된 영역에 설정된 모양대로 잉크 노즐로 PI를
Dotting하여 도포하는 기계로, 과거 Roller로 배향막을 형성하는 장
비보다 더 정밀한 두께와 도포를 처리할 수 있는 기계로서, 전체가
아닌 일부를 도포한다고 하여 도포기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의 도포기가 분류되는 제8486.30-5019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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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LED용 증착기

품명

Sputter Chamber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5528

결정세번

8486.30-5041

시행일자

2012-07-27

1. 물품 설명

□ AMOLED 제조용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기기로서 금속막을 유리기판
위에 물리적인 방식으로 증착하는 기기
<OLED용 증착기>

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6호의 용어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ㆍ반도체
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
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도록 규정

□동

호의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의 기계
및 기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며 “(7) 화학기상증착기와 물리기
상증착기”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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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물품은 AMOLED 제조용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기기로서
금속막을 유리기판 위에 물리적인 방식으로 증착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6.30-5041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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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방식 증착 장비

품명

PECVD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337

결정세번

8486.30-5042

시행일자

2008-10-07

1. 물품 설명

□

OLED Thin Film Encapsulation용 PECVD(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장비로 핸드폰 표시장치에 사용되는
유리기판(규격 : 370 mm × 470 mm)에 배열된 OLED 또는 마스
크에 플라즈마로 박막을 증착하는 설비

ㅇ 박막증착은 외부로 부터 공기와 수분을 막기 위해 금속이나 Glass
Cap를 덮어 외부로 부터 차단하는 Encapsulation용으로 사용됨

□ 박막증착대상용 기판을 기기에 설치한 후, 공정가스와 반응가스를
플라즈마 내에 균일하게 확산시켜 가스반응에 의해 기판위에 박막을
형성하는 장비로 장비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
① Chamber :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기 위한 고전압발생부와 반응가스를
일정하고 균일하게 확산시켜 박막을 형성시키는 공간
② 진공펌프 : 체임버의 압력을 저진공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가스를
흡입하는 곳
③ 제어반 : 전기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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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용 PECVD>

2. 결정사유

□ 본 물품은 370mm×470mm 유리기판에 형성된 OLED를 외부환경인
수분, 충격 등에 대해 보호(passivation)하려는 목적으로 실리콘질화
막 또는 실리콘 산화막으로 박막을 형성하는 PECVD(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장비로 기판사이즈에 일치되
는 마스크 회로패턴도 형성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장비
□ 본 물품의 기능과 용도는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 기기(8486.30소호)와
마스크제조용기기(8486.40소호)의 기능을 갖고 있는 바, 관세율표 제
16부주3은 “..두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따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단일기계
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

□ 제84류 주7은 두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는 그 주용도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

□ 본 물품은 유리기판에 형성된 OLED Encapsulation기능을 PECVD
방식으로 박막을 형성시켜, 외부환경으로 부터 회로기판을 보호
(Passivation)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마스크 패턴형성을 위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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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형성은

OLED 유리기판규격에
추가된 기능

맞는 마스크만

제조할 수 있도록

□ 따라서 본 물품은 유리기판에 형성된 OLED 박막기능을 주기능으로
하는 평판디스플레이 증착기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6.30-5042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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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방식 증착

품명
시행기관
결정세번

Sputter
관세청
8486.30-5041 (OLED)
8486.30-5051 (LCD)

분류근거

품목분류47281-619

시행일자

2003-07-09

1. 물품 설명

□ Sputter

체임버내에서 스퍼터현상으로 방출된
판위에 수송하여 원하는 박막을 형성하는 장치

타겟원자를

Glass기

□ 구성요소 및 요소별 기능
① LOADLOCK CHAMBER : 진공상태인 CHAMBER내로 GLASS들
을 TRANSFER 하기 위해 사용되는 CHAMBER로 LOAD시에는
CHAMBER압을 대기압과 같은 상태로 만들고 GLASS를 LOAD
한 후 진공PUMP를 사용, CHAMBER 압력을 장비內와 같은 진공
상태로 만든다. 그후에 GLASS를 장비內로 반송시킨다. UNLOAD
時는 위의 역순으로 진행한다. IR LAMP가 장착되어 DEPOSITION
공정이 진행되기전 GLASS를 PREHEATING CHAMBER의 역할도
한다. DEPOSITION공정이 진행된 후에는 HEATING된 GLASS를
COOLING하는 역할을 함
② TRANSFER CHAMBER : 진공 상태인 장비內에서 LOADLOCK
CHAMBER와 PROCESS CHAMBER간의 GLASS 반송이 이루어
지는 CHAMBER
③ SPUTTER CHAMBER : DEPOSITION 공정이 진행되는
PROCESS CHAMBER
④ SYSTEM RACK : PUMP , SPUTTER장비등이 구성되어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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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

⑤ HEAT RACK : SPUTTER CHAMBER HEATER에 전원을 공급
하는 장치로 HEATER用 TRANSFORMER가 내장되어 있음
⑥ DC RACK : SPUTTER CHAMBER에서 DEPOSITION 진행이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로 AC전원을 DC전환하여 CATHODE에
DC POWER를 공급하는 DC POWER SUPPLY가 장착
⑦ UTILITY RACK : 장비에 N2, PCW, CDA 등을 공급하는 역할
<Sputter(물리적방식 증착기>

l

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9에서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으며, 제8486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

□ 관세율표 제8486호의 용어에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
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의 해설서에서 “(C)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및 기기”를 설
명하면서 “(7) 화학기상증착기와 물리기상증착기”를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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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물품은 Sputter 체임버내에서 스퍼터현상으로 방출된 타
겟원자를 Glass기판위에 수송하여 원하는 박막을 형성하는 물리적
방식의 증착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OLED용은 제8486.30-5041호에 분류하고 LCD용은 제
8486.30-5051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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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방식의 증착기

품명
시행기관
결정세번

PECVD
관세청
8486.30-5042 (OLED)
8486.30-5052 (LCD)

분류근거

품목분류 47281-619

시행일자

2003-07-09

1. 물품 설명

□ 고진공 체임버내에서 LCD유리기판위에 SiNx, a-Si등의 박막을 형성
하는 장비로서 PECVD 방식임

□ 진공의 체임버내에 반응가스를 주입한 후 RF를 인가하여 해리된 가
스이온을 이용하여 LCD유리기판위에 박막을 형성
<PECVD(화학적 방식의 증착기)>

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9에서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으며, 제8486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

□ 관세율표 제8486호의 용어에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
- 252 -

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의 해설서에서 “(C)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및 기기”를 설
명하면서 “(7) 화학기상증착기와 물리기상증착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고진공체임버내에서 PECVD 방식으로 LCD유리기
판위에 SiNx, a-Si등의 박막을 형성하는 장비로서 화학적 방식의
증착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OLED용은 제8486.30-5042호에 분류하고 LCD용은 제8486.30-5052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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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경화기

품명

UV cure system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4841

결정세번

8486.30-6090

시행일자

2013-07-10

1. 물품 설명

□ TFT-LCD를 제조하는 액정공정에서 액정이 도포된 TFT 기판과
Seal제가 도포된 Color Filter 기판을 他 설비에서 가 합착한 상태
로 가져와 완전 합착을 위해 본 설비에 투입하면 기판에 자외선
(UV)를 조사(照射)하여 경화시키는 장비
□ 동작원리
① UV 조사방식 : 3개의 UV조사기가 좌우로 SCAN하는 방식
② MASK 흡착방식 : Shield Motor를 상부에 흡착하여 이용
③ STAGE 이동 : SERVO Motor를 이용하여 상하좌동 이동
④ GLASS 정렬 : CCD Camera를 사용하여 Shield Mask의 Mark와
합착 Glass와의 Mark를 정렬시킴 C/S부 : 웨이퍼를 공급 및 수납
하는 장소

- 254 -

□ 구성별 기능
① 본체
- 조사부(lamp housing) : 3개의 UV Lamp를 사용하여 UV를 조사
하는 장치
- MASK부 : 필요한 부분만 조사를 하게하는 MASK
- STAGE부 : Glass를 수취하는 stage

출입구부 : Glass 반송을 위해 로봇이 출입하는 통로
② 전원장치 : UV Lamp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③ Lamp Blower : Blower Fan을 이용하여 UV Lamp의 뜨거운 열을
배출하고 Radiator에서 냉각된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
④ Lamp Radiator : Lamp에서 배출된 열을 냉각 시켜주는 장치
⑤ Mask Blower : Blower Fan을 이용하여 Mask 부위의 뜨거운 열
을 배출하고 Radiator에서 냉각된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
⑥ Mask Radiator : Mask 부위에서 배출된 열을 냉각시켜 주는 장치
- Glass

<UV CURE 내부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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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사유

□

관세율표 84류 주9 라에서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
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
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아
니하며, 제8486호에 분류한다.’고 규정

□

관세율표 제8486호의 용어에서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ㆍ반도
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
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을 정하고 있으며, 제8486.30호에
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를 제8486.30-60호에는 ‘액
정공정용 기기’를 특게하고 있음

□

TFT-LCD 제조공정은 ① TFT 제조공정, ② COLOR FILTER 제
조공정, ③ 액정 공정, ④ MODULE 제조공정으로 구분되며 그 중
③ 액정공정은 초기세정→배향막 인쇄→러빙→seal/short
dispensing→액정도포(LC Dispensing)→합착→1차경화(UV 경화)
→2차경화(Hard Bake)→셀단위 절단(Scribing)→외관검사→연마
(Gringding)의 공정을 통해 진행

□

본 물품 UV CURE SYSTEM은 TFT-LCD 제조공정 중 액정공정
에서, 그 중 특히 ‘1차 경화(UV 경화) 공정’에서 사용되는 기계로
TFT 기판과 COLOR FILTER 사이에 도포된 seal제(UV 경화성
수지)에 UV를 조사하여 경화시키는 장비로서 평판디스플레이의
액정공정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의
거 제8486.30-6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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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향막 형성기

품명

UV Exposure System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13

결정세번

8486.30-6090

시행일자

2013-01-04

1. 물품 설명

□ TFT-LCD 판넬 제작공정시 상판과 하판 사이에 주입되는 액정의
광배향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하판 LCD Glass에 도포된 감광성 재
료에 200nm~400nm 파장대역의 편광 UV(ultra-violet ray)를 조사
하여 배향막을 형성하는 기기
ㅇ 배항막 : 액정분자와 접하여 액정분자를 균일하게 배향시키는 역할
□ 구성요소 및 역할
ㅇ Lamp unit : 고압수은 램프에 의해 200nm~400nm 파장대역의 UV를 발
광하는 부분
ㅇ Mirror unit : 램프에서 발광된 UV를 반사 및 집광해주는 부분
ㅇ Filter unit : 파장선택 필터와 편광소자로 구성
ㅇ Radiator & Fan : lamp house 내부의 뜨거워진 공기를 radiator로
냉각시킨 공기를 다시 lamp house로 순환시키는 구성
<장치 개관도(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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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사유

□ 관세율표 84류 주9 라에서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
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86
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아니하
며, 제8486호에 분류한다.”고 규정

□ 관세율표 제8486호의 용어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ㆍ반도체디
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
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
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소호 8486.30에 평판디
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를 특게하고 있음

□ TFT-LCD 제조공정은 TFT 제조공정, COLOR FILTER 제조공정,
액정 CELL(LCD) 제조공정, MODULE 제조공정으로 구분되며, 액정
CELL 제조공정에 배향막 공정, 기판 어셈블리 공정, 액정주입공정
이 있음(신청자 제시자료)

□ 본 물품은 TFT-LCD 판넬 제작공정시 LCD 글라스에 도포된 배향
막에 일정한 배향성을 형성하기 위하여 노광하는 장비로서 관세율
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액정 공정용 기기에 해
당하므로 제8486.30-6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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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경화기

품명

UV Cure System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172

결정세번

8486.30-6090

시행일자

2008-04-23

1. 물품 설명

□ TFT-LCD합착 제조공정 중 cell이 형성된 상·하판(TFT glass, C/F
glass)유리기판 사이에 액정을 주입하고 액정이 흘러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sealant를 UV(자외선)로 조사하여 경화시킴으로써 액정
주입구를 밀봉하는 기능을 수행
2. 결정사유

□ 관세율표 8486.30호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가 분류되며,
8486.30-60소호에는 액정 공정용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TFT-LCD합착 제조공정 중 cell이 형성된 상·하판(TFT
glass, C/F glass)유리기판 사이에 액정을 주입하고 액정이 흘러 나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sealant를 UV(자외선)로 조사하여 경화시
킴으로써 액정 주입구를 밀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로서 액정공정용 중
기타의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6.30-609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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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빙머신

품명

Rubbing M/C

시행기관

관세청

분류근거

품목분류47281-619

결정세번

8486.30-6090

시행일자

2003-07-09

1. 물품 설명

□ LCD Glass를 Rubbing Stage에 위치시킨 후, Rubbing Roller에 부착된
러빙포(rubbing cloth)로 LCD Glass에 액정분자의 일정한 방향으로
위하여 골을 형성함
□ 가느다란 털이 있는 러빙천이 원통에 감겨있고, 그 원통은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면서 배향막 표면을 따라 진행한다. 원통과 배향막 표면
사이에는 미소한 간격이 유지된다. 이 간격은 러빙천의 털이 배향막을
스칠 수 있는 정도로 유지
□ 이때 간격이 러빙압력이며 털의 밀도와 원통의 회전수에 의해서 러빙
밀도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러빙압력이 크면 골이 깊어지고 밀도가
클수록 배향에 유리
<Rubbing M/C(러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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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9에서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으며, 제8486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

□ 관세율표 제8486호의 용어에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
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의 해설서에서 “(C)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및 기기” 그룹을
예시하고 있으며, 제8486.30-60호에는 ‘액정공정용 기기’를 게기하고 있음
□ TFT-LCD 제조공정은 ① TFT 제조공정, ② COLOR FILTER 제조공
정, ③ 액정 공정, ④ MODULE 제조공정으로 구분되며 그 중 ③ 액정
공정은 초기세정→배향막 인쇄→러빙→seal/short dispensing→액정도포
(LC Dispensing)→합착→1차경화(UV 경화)→2차경화(Hard Bake)→셀단
위 절단(Scribing)→외관검사→연마(Gringding)의 공정을 통해 진행됨.

□

따라서 본 물품은 LCD Glass를 Rubbing Stage에 위치시킨 후,
Rubbing Roller에 부착된 러빙포(rubbing cloth)로 LCD Glass에 액
정분자의 일정한 방향으로 위하여 골을 형성하믄 액정공정용기기이
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
8486.30-6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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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광판부착기

품명

POL Attach Machine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과-100682

결정세번

8486.30-9090

시행일자

2004-07-02

1. 물품 설명

□ 플레이트상의 상부에 롤상의 편광필름(Polarizer Film)이 장착되는 롤
러와 여러 텐션 롤러로 구성되어 있는 편광필름 공급부와 편광필름을
공급받아 LCD 유리기판에 편광판을 부착하는 부착부 및 기계를 조
절하는 Controller가 결합되어 있음
□ 편광판(Polarizer Film)의 자동 공급과 보호 필름의 자동 분리로 부착
정밀도가 높으며, Cleaning roll 부착형은 Glass 위의 먼지를 제거하여
불량을 감소시키고, 모든 종류의 Polarizer Film에 적용이 가능
□ 기능 및 용도
ㅇ 빛의 이방성을 확보하여 표시장치로 구현하기 위하여 편광판을 LCD
기판에 원하는 위치에 Polarizer Film을 자동 부착하는 기능을 수행
ㅇ LCD가 진공상태 stage에 올려 있을 때와 polarizer를 부착하기 위해
이동할 때 polarizer의 보호 필름을 분리하고 에어 실린더의 압력을
이용하여 부착함

<편광판부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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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9에서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으며, 제8486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

□ 관세율표 제8486호의 용어에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
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의 해설서에서 “(C)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및 기기” 그룹
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공정 중 LCD 유리기판에 편광
판을 부착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
6호에 의거 제8486.3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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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Film 부착기

품명

LAMINATOR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5067

결정세번

8486.30-9090

시행일자

2013-07-17

1. 물품 설명

□ AMOLED

Flexible Display의 유기 / 무기박막을
Cell의 상·하부에 PET-Film을 부착하는 설비

보호하기

위하여

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6호의 용어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
(wafer)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ㆍ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
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를 분류하도록 규정

□ 동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반도체 볼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
이스·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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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물품은 AMOLED Flexible Display의 유기/무기박막을 보호하기
위하여 Cell의 상·하부에 PET-Film을 부착하는 설비로서 평판디스
플레이 제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6.3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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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결정화장비

품명

Vyper two beam eximer laser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1325

결정세번

8486.30-9090

시행일자

2013-06-18

1. 물품 설명

□

OLED 디스플레이 제조공정 중 박막트랜지스터(TFT, Thin Film
Transistor)를 구성시킬 목적으로, 유리기판 위에 증착된 비정질 실
리콘(amorphous Si)에 레이저 빔을 조사하여 융용 및 응고과정을
통해 결정구조(Poly-Si, 규칙적인 원자배열구조)화 하는 박막결정화
장비(ELA : Eximer Laser Annealing)를 구성하는 물품

□ 박막결정화장비의

전체 시스템은 크게 Eximer laser, Line beam
module, Stage module, Chamber module 등으로 구성되며, 본 안건
에서는 Stage module, Chamber module을 제외한 Eximer laser,
Line beam module 및 AC Beam profiler가 제시된 상태임
<박막결정화장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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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yper two beam excimer laser의 기능 및 구조
ㅇ 308nm 파장, 최고 1,200W 출력의 레이저 발진기로서 초당 600Hz의
주파수로 펄스를 생성하며, 크기 및 중량은 2,800 X 1,700 X
2,085mm 및 4,400kg임
<Vyper two beam eximer laser의 구조>

ㅇ 주요 구성요소
① Laser Tube : Gas mixture를 여기상태(들뜬상태)에서
과정으로 레이저를 생성하는 모듈
② ASSP(Pulser) : 레이저 power를
는 모듈
③ Cryo(Cryogenic gas purifier) :
는 모듈

증폭시켜

안정화되는

pulse형태로

변환시키

극저온을 이용하여 가스를 정화하

④ HVPS(High Voltage Power Supply) : 전원공급장치

⑤ Equi-switch : Master/slave Laser tube를 동기화시키는 모듈
⑥ GVM(Gas Valve Module) : 가스 공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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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WVM(Water Valve Module) : 수냉방식의 냉각장치
⑧ MSM(Main Swith Module) : 공급전원 연결 및 차단 장치
⑨ Local IB(Inter Bus) : 각 Module에서 얻어지는 데이터가 모여지는
모듈
ㅇ Line beam 750 module의 기능 및 구조
- 레이저 빔을 기판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광학계(Optics)로서,
35 X 15mm 크기로 최초 발진된 빔을 750 X 0.4mm의 크기로 변형
- 빔의 세기가 중앙에는 세고 주위가 약한 Beam profile(Gaussian 형태)
에서 전체적으로 균일한 Beam profile(Flat top 형태)로 변형시켜
열처리공정의 균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기임
- 또한, 본 물품은 미러, 렌즈 등으로 구성되며, 본품의 크기 및 중량은
6,111 X 1,280 X 2,673mm, 3,150kg임
※ 5.5세대 OLED 유리기판의 크기 : 1,300 X 1,500mm
ㅇ 주요 구성요소
① Mirror : Raw beam의 방향과 angle을 조절하는 기능
② Attenuator : Raw beam의 세기를 조절하는 기능
③ Telescope lens : 빔을 평행하고 같은 방향으로 발진되도록 하는 기능
④ Homogenizer Array : 균일하지 않은 빔을 균일하도록 만드는 기능

⑤

Short axis telescope lens :
유지토록 함

긴

거리를 지날 동안

크기의 변화를

⑥ Micro Smoothing Device(MSD) : 레이저 빔이 Line beam module을
통하여 전달되는 동안 특정 주파수 및 크기로 vibration시켜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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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이 보다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함
⑦ Energy-Sigma monitor(ESM) : 레이저 발진 후 광학계를 통과하면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에너지 분포의 유지여부와 손실된 에너지가 있
는지 등의 레이저 안정성을 모니터링하는 모듈
⑧ Raw beam monitor(RBM) : 초기 레이저빔의 형상이 적정한지 여
부를 모니터링하는 모듈
<Line beam 750 module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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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AC(Annealing Chamber) Beam profiler의 기능 및 구조
- Stage module에 장착되어 기판에 조사되는 빔의 프로파일 및 파워를
측정하여 균일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기이며, 주기능은 Aperture를
통하여 입사된 빔을 CCD에서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빔의 프로파
일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파워미터부에서 파워도 함께 측정하는
기기임

※ 크기 :

160

X 160 X 120mm
<AC Beam profiler의 구조>

ㅇ 기타 구성요소의 기능(제시되지 않는 물품)
- Chamber Module : 결정화공정에 필요한 분위기를 제어하고 공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외부의 산소를 차단하기 위한 알루미늄 체임버
- Stage Module : 기판의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레이저
고자 설치되며, X-Y축 & R축으로 구성됨

빔을 조사하

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9에서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으며, 제8486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고, 제90류 주1 사항에 제8486호의 기계와 기기를 제외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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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848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우선
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관세율표 제8486호의 용어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

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C)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및 기기”를 설명하면서 “(6) 노(爐),
오븐 및 기타의 확산, 산화, 담금질(Annealing) 및 급속가열용의 장
비”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박막결정화장비 중 Stage module 또는 Chamber module
등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Annealing을 위한
레이저 빔의 발생, 변형, 측정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완성품의 본질
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본 장비는 레이지발진기 등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평판디스플레이 제조’라는 제8486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기능단위기계에 해당하므로 그 전부를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6호에 의거 제8486.30소호에 분류
함

□ HSK의

결정에 있어서 제8456호에는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
공”하는 공작기계를 분류하고 있는 바, 동 호 해설서에서 “천공용
(시계용 등의 금속·루비)의 기계·금속 또는 경(硬)물질의 절단 용기
계와 각종 고저항 재료상에 새기는(숫자·문자·선 등) 기계를 포함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고, “재료를 절삭 가공하는 기계로서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은 제8456호에서 제외
되어 제8486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상품학상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working any
material by removal of material)하는 방식”에 대하여 “절삭가공”
으로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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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물품은 천공, 절단, 새김 등의 방법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방식이 아닌 융용 및 응고과정을 통해 비정질
실리콘을 결정구조(규칙적인 원자배열구조)로 변형시키는 장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6.30-9090
호의 기타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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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OLED 셀 실링 시스템
OLED Cell sealing system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2120

결정세번

8486.30-9090

시행일자

2013-04-03

1. 물품 설명

□ OLED 제조공정 중 글라스의 각 셀별로 Frit에 레이저를 조사, 용융
시켜 글라스 상·하판을 밀봉하는 기기로서, Laser rack, Gantry motor,
Working table, Laser head, Vision system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 결정사유

□ 제84류 주9호 라목에서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으며, 제8486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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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율표 제8486호의 용어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
(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
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제8486.30호
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가 분류됨

□ 또한, 동 호의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평판으로 기판을 제조하는
기기를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OLED 제조공정 중 레이저를 조사하여 글라스
상하판을 밀봉하는 기기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6.3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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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OLED용 글라스 접착 ․ 밀봉 장비
LASER SEAL FOR OLED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6206

결정세번

8486.30-9090

시행일자

2012-08-20

1. 물품 설명

□ OLED

제조 공정 중 소자 보호를 위한 봉지공정(Encapsulation)에
사용되는 기기로서 Frit(금속계 유리분말)이 도포된 Glass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Frit을 용융시켜 상판과 하판 Glass를 접착, 밀봉시키는 기기

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6호의 용어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ㆍ반도체
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
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반도체 볼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
스·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
용되는 기계와 기기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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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물품은 OLED 제조 공정 중 소자 보호를 위한 봉지공정
(Encapsulation)에 사용되는 기기로서 Frit(금속계 유리분말)이 도
포된 Glass에 레이져를 조사하여 Frit을 용융시켜 상판과 하판
Glass를 접착, 밀봉시키는 기기로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6.3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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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이온주입장치

품명

ION DOPING SYSTEM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559

결정세번

8486.30-9090

시행일자

2010-11-22

1. 물품 설명

□ AMOLED(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의 TFT
(Thin Film Transistor) 형성시 Glass 기판 상의 다결정 실리콘
(p-Si) 박막 속에 Dopant 이온을 주입하여 p-Si 박막의 막질을 변
화(면저항 감소) 시키는 장비

□ 작동원리
ㅇ DC 전원이 걸린 진공 Chamber 속에 Dopant Source Gas (PH3/H2,
BF3)를 주입해 Plasma 상태를 만들고 이 Plasma 속의 Dopant 이온
들(PHx+, B+)에 판형태의 전극을 이용, 전기장을 가해주어 띠
(750×50mm) 형태의 빔으로 가속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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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대크기 730mm(가로)×920mm(세로) 유기기판 위에 증착, 결정화된
p-Si 박막에 상기의 이온빔을 조사하면 p-Si 박막속의 Si 원자속에
Dopant 이온이 첨가되어 전자 또는 정공 등의 Carrier들을 증가시
킴으로서 p-Si 박막의 저항을 감소시킴

2. 결정사유

□

본 물품은 AMOLED용 TFT 형성시 Glass 기판 상의 다결정 실리
콘(p-Si) 박막 속에 Dopant 이온을 주입하여 p-Si 박막의 막질을
변화(면저항 감소) 시키는 이온주입기임

□

관세율표 제8486호의 용어에는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가 분류되고, 제8486호 내에서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용 기계
는 제8486.20 소호에,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는 제8486.30 소
호에 각각 분류됨

□

제84류 주9 나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란 기판을 평판으로 제조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며, 본건 물품은 평판디스플레이의
일종인 OLED 디스플레이를 제조하기 위한 기기이므로 제8486.30
호에 분류 가능함

□

아울러 관세율표 제8486호 해설서는 “(C)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로서 “도핑용의 이온주입기”를 예시하고 있고, 본건
물품의 가공대상물 또한 반도체 웨이퍼가 아니라 최대 크기
730mm × 920mm의 유리기판이므로 본 물품은 제8486.30호의 평
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
정에 의거 기타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에 해당하므로 제
8486.30-909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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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퍼체임버

품명

Buffer Chamber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5529

결정세번

8486.30-9090

시행일자

2012-07-27

1. 물품 설명

□ Sputter system을 구성하는 Chamber 중 하나로 AMOLED 제조용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기기로서 증착 공정 진행 상태에 따라 물류
이동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전 체임버에서 이송된 유리 기판
을 버퍼체임버 카세트에 적층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
<작동원리>

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6호의 용어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ㆍ반도체
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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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
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도록 규정

□ 본 물품은 AMOLED 제조용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기기로서 증착
공정 진행 상태에 따라 물류 이동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전
체임버에서 이송된 유리 기판을 버퍼체임버 카세트에 적층하여 저장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서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6.3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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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스톡 체임버

품명

Mask Stock Chamber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5531

결정세번

8486.30-9090

시행일자

2012-07-27

1. 물품 설명

□ Sputter system을 구성하는 Chamber 중 하나로 AMOLED 제조용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기기로서 유기막과 금속막을 유리기판 전면이
아닌 Cell 크기에 맞춰 원하는 부분만 성막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Mask를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
<작동원리>

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6호의 용어에는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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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울 또는 웨이퍼ㆍ반도체

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
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AMOLED 제조용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기기로서 유기
막과 금속막을 유리 기판 전면이 아닌 Cell 크기에 맞춰 원하는 부
분만 성막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Mask를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6.30-9090호에 분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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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로딩 체임버

품명

Unloading Chamber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5911

결정세번

8486.30-9090

시행일자

2012-08-10

1. 물품 설명

□ Sputter system을 구성하는 Chamber 중 하나로 AMOLED 제조용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기기로서 증착 완료된 기판이 상압 상태에서
후속 공정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진공 상태에서 상압 상태로 전환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

<작동원리>

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6호의 용어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ㆍ반도체
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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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
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Sputter system을 구성하는 Chamber 중 하나로
AMOLED 제조용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기기로서 증착 완료된 기
판이 상압 상태에서 후속 공정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진공 상태에서
상압 상태로 전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서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6.3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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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오븐 시스템

품명

PANEL OVEN STSTEM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639

결정세번

8486.30-9090

시행일자

2012-03-12

1. 물품 설명

□ LCD 패널 제조공정 중 TFT패널과 CF패널을 합착하는 CELL공정
마지막 단계에서 패널의 액정불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입된 액정에
열(100~120℃)을 가해 액정이 균일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함
<형상 및 사양>

ㅇ 크기 : 1040(W*1350(L)*1100(H)
ㅇ 적재단수 : 50 slot (cassette 적재상태로 진행)
ㅇ 적용패널 : 32“~57”
ㅇ 작업온도 : 100~120℃

□ 구성 요소
ㅇ Loader Conveyor : 적재부의 패널(cassete)를 받아 투입되는 시작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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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Turn Loader Conveyor : Loader부의
송
ㅇ Oven Chamber : cassete에 적재된

패널을 받아 Oven체임버에 이

패널을 열풍으로 경화

ㅇ Control unit : 각 구성요소에 대한 제어

경화 작업후 가열된 패널을 Cooling후 이송
ㅇ Turn Unloader Conveyor : Unloader부로 패널을 이송
ㅇ Unloader Conveyor : 적재부로 패널을 배출하는 마지막 부분
ㅇ Cooling Conveyor :

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에는 ‘기계류와 전기기기’가 제8486호에는 ‘반도체
웨이퍼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가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
(C)를 보면 “이 그룹에는 평판으로 기판을 제조하는 기기, 예를 들
면 노(爐)·오븐 및 기타의 확산 등의 급속가열용 장비가 포함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LCD 제조공정 중 CELL공정 마지막 단계
에서 패널사이의 액정을 경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당해물품은 제
8486호에 분류될 수 있음
□ 참고로 제8514호의‘공업용의 전기식 노와 오븐’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제85류‘주1’및 제8514호의 해설서에서 반도체웨이퍼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예를 들면 전기로와 오븐(제8486호))는
이 호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8514호에는 분류될 수 없음
□ 다만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 설명하고 있는 두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복합기계’에 해당되
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제16부 총설(Ⅵ)에서 복합기계란 ①2종 이상의
다른 기기가 일체구조로 결합되어 있고 ②그 기능들이 보충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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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그 기능을 연속적 또는 동시에 수행하는 기계라고 정의하면서 그
예시로‘양하용 또는 하역용 기계와 결합된 공업용 노(爐)’를 설명하
고 있음

□ 본 물품의 경우 주기능을 수행하는 Oven Chamber 외 패널을 이동
하기 위한 양하(loader)·하역(unloader) 부분과 가열된 패널을 식히
기 위한 Cooling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는 경화를 위한 보충
적 기능이며, 이러한 Unit는 동일 프레임 또는 동일 하우징 안에 일
체의 구조로 되어 연속적·동시에 수행되고 있으므로 제16부 주3에
따라 주기능이 분류되는 제8486호에 함께 분류될 수 있음

□ 따라서 LCD 제조공정 중 CELL공정 마지막 단계에서 패널의 액정
불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패널에 열을 가해 액정을 균일화하는 장비인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는 제8486.30-9090호에 분
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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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압건조기

품명

Vacuum Dry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263

결정세번

8486.30-9090

시행일자

2008-07-17

1. 물품 설명

□ TFT LCD용 Glass 기판에 PR(Photo Resist ; 감광액)을 도포한 후,
기판을 체임버로 Loading 하여, 펌프를 이용하여 체임버내부를 진
공상태로 감압하여 도포된 PR에 포함된 Solvent를 건조하는 기기
ㅇ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① Hot Plate : 기판에

포함된 PR을 건조하는 Unit

② Cooling Plate : 가열된 기판을 상온으로 낮추는 Unit
③ Vacuum Pump : VCD내부의 진공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Unit
④ Robot : 코팅완료된 TFT LCD Glass를 감압건조기에 로딩시키는
이송용로봇
ㅇ 동작원리
- 전체기기는 상자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쪽 체임버에는 TFT
LCD Glass를 Loading후, 위쪽 Chamber를 닫는다. Vacumn Pump를
통해 단계적으로 감압을 실시한다. 이송용로봇은 코팅완료된 TFT
LCD Glass를 감압건조기에 Loading하면 체임버내에서 감압상태에
서 건조하여 솔벤트를 제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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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사유

□ 본 물품은 TFT-LCD Glass에 묻어 있는 액상의 솔벤트 성분을 진

공상태로 감압하여 건조시키는 장치로 관세율표제84류주9나에는
8486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
고, 제84류주9라에는“제16부의 주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
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86호의 표
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며, 제
8486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C)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기계 및 기기 “이 그룹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의 기계 및 기기가 포함된다. 예를 들면 (3)
원심 회전방식으로 건조하는 기기 및 기타 건조용기기”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6.30-909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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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장비

품명

휨(Stress) 측정 기기
Stress Measurement System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458

결정세번

9031.41-9000

시행일자

2011-06-21

1. 물품 설명

□ 실리콘웨이퍼 표면의 곡율을 1차로 측정하고, 글라스 기판위에 실리콘
웨이퍼를 부착시키고 박막 증착한 반도체 기판의 곡율을 2차로 측정
하여 그 곡율의 차이값을 이용, 박막의 stress(휨)를 측정하는 기기로
본체와 제어PC가 같이 제시
□ 측정방법
ㅇ 레이저 빔으로 표면을 스캔하고 표면으로부터 반사된 레이저 빔을
검출기로 수광한 후 굴절 현상 등을 이용하여 곡율을 비교 측정함
으로써 스트레스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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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3에 “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품은 본체, 제어시스템이 전력케
이블 등으로 연결 결합되어 제9031호에 분류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전체를 기능단위 기기(Functional unit)로 분류
□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 “기타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를 규정
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써 “(29) 응력 및 왜
력의 전기식 측정용기기(special electrical instruments for measuring
stress and strain)”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반도체 실리콘웨이퍼 표면의 곡율과 글라스 기판
위에 실리콘 웨이퍼를 부착시켜 박막 증착한 반도체 기판 표면의 곡
율차를 이용, 박막의 stress(휨)를 측정하는 반도체 웨이퍼 검사용 광
학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31.4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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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 PHEMOS Time Resolved Imaging Emission
품명

Microscop(Semiconductor Failure Analysis System)
Tri PHEMOS Time Resolved Imaging Emission
Microscop(Semiconductor Failure Analysis System)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1470

결정세번

9031.41-9000

시행일자

2013-06-28

1. 물품 설명

□ 본 물품은 대규모집적회로의 CMOS트랜지스터 동작 시에 발생하는
미약한 빛을 검출하여 회로의 동작 시간을 해석하는 물품.
□ 주요 구성요소, 구성도, 구성요소별 세부 요소의 명칭 및 기능
ㅇ 주요 구성요소
- Tri Phemos main unit, System rack 1, System rack 2, Operation
desk & Monitor로 구성.
ㅇ 구성도

ㅇ 구성요소별 세부요소의 명칭 및 기능
- Tri Phemos main unit : Dark Box 제진대, Optics Unit, XYZ
Stage, CCD Camrea, Tri detector, Sample Stage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의 빛을 차단하여 내부에서 발생한 빛을 보다 효과적으로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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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구조임

- System rack 1 : AC Power control unit, DC Power control unit,
Laser scan controller, Lamp controller, CCD Camera controller
unit, PC, USB Extension panel으로 구성된 Syatem control rack임

- System rack 2 : BNC 2121 terminal, PXI interface box, PXI unit,
Position/Time analyzer, TEMP/VAC controller, Pluse type cryo,
cooler compressor, Temperature controller, Turbo pump for TRD,
Position/Time analyzer Timming input panel, transformer로 구성
된 Syatem rack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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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ration desk & Monitor : TFT-LCD monitor 2대(Semishop
프로그램 실행 및 프로그램내 특정분석 동시실행용), 키보드, 마우스,
철강제 책상으로 구성. 설비의 기본 동작을 위한 Semishop프로그
램을 실행

□ 작동원리
ㅇ NIR Time-resolved Detector를 이용하여 Bias 전압 및 동작신호가
인가된 반도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빛을 일정시간 취득하여,
빛의 발생량과 시간을 분석하여 설계자가 의도하는 대로 내부회로가
동작하는지를 시간단위로 분석
ㅇ 비정상적으로 +전하와 -전하가 만나 반응을 하게 되면 주변부에 비해
다른 파장을 가진 빛 또는 열이 발생을 하게 되고, 검출기에서 받
아들여 분석하여 불량위치를 표시해 주는 방식으로 분석
ㅇ 집적회로 내부의 CMOS Transistor들은 동작전류가 흐름에 따라
미세하고, 일시적인 빛을 발생시킴. 이 빛의 발생은 트랜지스터들의
동작타이밍과 완벽하게 일치하며, 또한 빛의 파형을 정확히 검출할 수
있는 비접촉 방식으로 집적회로 내부 Clock의 동작 타이밍 추적이 가능
ㅇ 빛의 파장들은 대부분 근적외 대역으로, 이 대역은 실리콘 재질에
대하여 높은 투과율을 가지고 있어, silicon substrate backside를
통하여 빛을 관찰할 수 있고, 쉽게 multilayer나 flip chip 집적회로
에서 출력된 신호들을 측정 가능
□ 용도
ㅇ +전하와 -전하가 만날때 빛과 열을 내는 원리를 이용한 설비로, 전
압구동에 따라 집적회로의 동작타이밍을 단시간에 해석하여 반도체
Device 내부의 불량위치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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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7호의 용어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
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
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임
□ 관세율표 소호 제9027.50호의 용어는 “그밖의 기기(자외선ㆍ가시광선ㆍ
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며, 편광계, 굴절계, 비색계,
조도계 등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등의 광선을 사용하는 분석기
기가 분류됨

□ 본 물품은 대규모집적회로의 CMOS트랜지스터 동작 시에 발생하는
미약한 빛을 검출하여 회로의 동작 시간을 해석하는 물품으로, 빛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제9027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
다)와 윤곽 투영기”임
□ 관세율표 소호 제9031.4호에는 “그 밖의 광학식의 기기”가 분류되며,
관세율표해설서 제9031호에서는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의 여부 불문).”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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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압구동에 따라 대규모집적회로의 CMOS트랜지스터 동작
시에 발생하는 미약한 빛을 광학식기기(CCD Camera, Tri Detector 등)를
이용하여 검출하고 집적회로의 동작타이밍을 단시간에 해석하여 반
도체 Device 내부의 불량위치를 확인하는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
하여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는 물품
□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광학식의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4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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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C OFFSET MEASURING MACHINE

품명

AUTOMATIC OFFSET MEASURING MACHINE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565

결정세번

9031.49-9000

시행일자

2013-03-28

1. 물품 설명

□ 증착공정이 완료된 AMOLED GLASS 기판상에 구현된 PATTERN
을 기준 MASK PATTERN과 비교하여 불량유무를 판단하는 기기
□ 물품의 내부구조 및 구성요소별 기능

□ 주요사양
ㅇ 메인부 : CCD카메라가 이동 및 측정을 하는 GANTRY부와 반입된
GLASS 기판을 안착하는 STAGE부로 구성
ㅇ CONTROL RACK : 각종 배선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배전반과
PLC박스로 구성

ㅇ PC DE나 : 메인부에서
하기 위한 PC

측정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불량여부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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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원리
ㅇ 신청물품은 AMOLED EVEN공정 中증착된 Glass 기판에 대하여
입력된 마스크 Pattern의 좌표에 따라 CCD카메라로 화상을 촬영하여
증착 Pattern 변화량을 측정함
ㅇ 촬영된 화상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로 처리하여 증착된 Pattern의
상태, 증착된 막의 두께 및 불량 여부를 판단하는 설비임\
- AMOLED EVEN 공정 : 유기물 증착 및 증착된 유기물을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봉지하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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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 및 검사기구도 포함한
다.“라고 설명하면서, 가공되는 부분품의 치수를 표준품과 비교·검사
하는데 사용되며, 측정자의 움직임(the movement of the feeler)은
광학기구로 확대되는(회전미러의 원리) 광학식 또는 눈금자가 있는
비교측정기와 신장(伸長)·길이·표면 등의 검사에 사용되며 테이블·
프레임·슬라이드 왕복대(臺) 및 두 개의 측정현미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콤퍼레이터 벤치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증착공정이 완료된 AMOLED GLASS 기판상에 구현된
증착PATTERN과 막을 두께를 CCD 카메라로 화상을 촬영하여, 그
값을 기준 MASK PATTERN과 비교하여 불량유무를 판단하는 광
학식의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
거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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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3차원 자동 좌표 측정기
Mask Measurement System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566

결정세번

9031.49-9000

시행일자

2013-03-28

1. 물품 설명

□

AMOLED패널을 제작하기 위해 EVEN공정 時 유리기판상에
R·G·B Pattern을 형성하기 위한 금속제의 틀에 설계된 MASK
Pattern의 불량여부를 MASK에 주사되는 빛의 성질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장비

ㅇ EVEN 공정(Evporation and Encapsulation) : 유기물 증착 및 증착된
유기물을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봉지하는 공정

□ 물품의 내부구조 및 구성요소별 기능

ㅇ LA 현미경부 : Hallogen lamp 3개를 광원으로 사용하며 적외선
LASER 및 렌즈를 이용하여 MASK PATTERN의 불량을 검출,
스캔하여 PC로 데이터를 전송할 CCD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음
ㅇ Mask Loading(Glass Table, Loading pin) : TEST를 위한 Mask를
- 300 -

곳으로 장착 후 Pin 하강하여 Mask지지
ㅇ Gantry부, Z축부, X축 Cableveyor, Y축 Cableveyor : LA 현미경부
분이 리니어가이드에 의해 X, Y, Z축으로 이동시킴
ㅇ 제진대 : 정밀한 측정을 위해 진동을 없애주는 기능을 수행
ㅇ CONTROL RACK : 각종 배선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배전반과
장착하는

PLC박스로 구성

ㅇ PC DESK : 현미경에서
한 PC

측정된 데이터를 분석, 불량여부 판정을 위

□ 작동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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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LA 현미경부에서 주사된 Laser는 MASK 표면에서 투과, 반사, 동축
낙사되어 광원신호를 CCD카메라가 그 신호를 읽어 들여 전기적 신
호로 변환 후 PC로 DATA를 보내면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으로
기존 설계치 Pattern DATA와 측정된 Pattern DATA가 일치한 경
우 무결함, 불일치하는 경우 측정된 마스크를 결함으로 판정함
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 및 검사기구도 포함한
다.“라고 설명하면서, 가공되는 부분품의 치수를 표준품과 비교·검사
하는데 사용되며, 측정자의 움직임(the movement of the feeler)은
광학기구로 확대되는(회전미러의 원리) 광학식 또는 눈금자가 있는
비교측정기와 신장(伸長)·길이·표면 등의 검사에 사용되며 테이블·
프레임·슬라이드 왕복대(臺) 및 두 개의 측정현미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콤퍼레이터 벤치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AMOLED패널을 제작하기 위해 EVEN공정 時 유리기판
상에 R·G·B Pattern을 형성하기 위한 금속제의 틀에 설계된
MASK Pattern의 불량여부를 MASK에 주사되는 빛의 성질을 이용
하여 측정하는 광학식의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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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Digital Stress Measurement system(digital image analysis)
Digital Stress Measurement system(digital image analysis)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738

결정세번

9031.49-9000

시행일자

2013-04-17

1. 물품 설명

□ 광학소자, 렌즈, TV용 유리, 플라스틱 등의 응력을 측정하여 품질 관리
시 활용

ㅇ 분석용 desktop PC
ㅇ CCD Video Camera(zoom lens optional) : 통과된 선편광
Data 수취
ㅇ 수렴렌즈 : 특정각도의 선편광만 통과시키는

렌즈

복굴절 분석기 : 편광으로 변형(원편광/선편광)
ㅇ 편광소스 : 광원발생
ㅇ 시료장착판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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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및

□ 주요사양
ㅇ 측정 가능 제품 : 투명, 반투명한 모든 제품
ㅇ 측정가능형태 : Flat
ㅇ 측정 가능 범위 : 280nm 이하
ㅇ 관찰영역 : 200mm

× 200mm
ㅇ SW 기능 : point, line, area 측정, stress 분포도 측정
□ 작동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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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탄성체가 외력을 받아 그 내부의 임의의 점에 주응력이 발
생할 때 이 점을 지나는 빛에 대하여 모델이 일시적으로 이중 굴절
성을 나타냄
ㅇ 일시적인 이중 굴절 현상에 의해 빛은 두 개의 광파로 갈라져서 위
상차가 발생
ㅇ 위상차의 크기가 주응력차에 비례하는 관계가 성립
ㅇ

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3에 “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 물품은 DESK PC, 시료장착판,
CCD Video camera, 복굴절 분석기 등으로 구성되어 제9031호에 분류
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전체를 기능단위 기기(Functional unit)로 분류함
□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 “기타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를 규정
하고 있고, 동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써 “(29) 응
력 및 왜력의 전기식 측정용기기(special electrical instruments for
measuring stress and strain)”를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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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물품은 광학소자, 렌즈, 유리, 플라스틱 등에 편광빛을 투과하여 응
력(stress) 분포도를 디지털 이미징 기술에 의하여 측정하는 기기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기타 광학식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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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TFT AOI(Automated Optical Inspection) System
TFT AOI(Automated Optical Inspection) System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과-106708

결정세번

9031.49-9000

시행일자

2006-03-13

1. 물품 설명

□ TFT-LCD(또는 유기EL등 FPD)
광학적으로 검출·분석하는 장비

유리기판에 존재하는

패턴결함을

□ 구성요소
ㅇ Glass Moving System(Stage, Chuck, 진동방지장치) : 로봇으로부터
FPD 유리기판을 받아 Image Acquiring System이 Glass의 표면을
Capture 할 수 있도록 유리기판을 장착하는 장비
ㅇ Image Acquiring System(Line CCD카메라, Review 카메라, A/F
모듈, Light Guide, 구동모터) : New Vision System이 결함을 검출
할 수 있도록 Glass 표면을 카메라로 Scan하는 장비

New Vision System(High-speed Image Processor) : Image
Acquiring System에서 받아들여진 영상으로부터 결함을 찾아 결
함정보를 생성하여 Main PC로 전달
ㅇ Main PC : 전체 시스템을 운용하며, New Vision System으로부터
넘어오는 결함 등을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결함정보를 화면에
ㅇ

Display

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는 "기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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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제
9031.4소호에는 “기타의 광학식의 기기”가 분류됨

□ 또한 제9031.49소호주에서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또는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기타 기기도 분류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음

□ 본 물품은 CCD 카메라를 통해 FPD 유리기판의 패턴결함을 광학적
으로 검출하는 장비로 기타 광학식의 측정 또는 검사용기기에 해당
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
9031.49-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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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Color Resister Slit Mura Inspection system
Color Resister Slit Mura Inspection system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790

결정세번

9031.49-9000

시행일자

2013-04-23

1. 물품 설명

□ 구성 요소
ㅇ 카메라 유닛 : PR이 도포된 기판을 투사 또는 반사된 빛을 인식하는
유닛으로 촬영하여 4개의 수광소자 카메라가 하나의 유닛으로 구성
ㅇ 면조명 : 기판의 불량을 판단하기 위한 빛을 발산하는 조명장치
ㅇ 전장 Rack : 검사기 제어반과 각종 전원 장치들을 포함하는 유닛과
불량 검사에 있어 카메라를 통해 받아들인 빛을 연산 처리하는 유닛
ㅇ 조명 전원 : IR 조명에 전원을 공급하는 유닛

□ 측정대상
ㅇ 대상 기판 : LCD용 CF 기판 R/G/B resist 전면 coat 기판
ㅇ 대상 기판 size : 2200 ×2500mm
ㅇ 대상기판

두계 : 0.6~1.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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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원리
ㅇ 반사된 빛을 수광소자 카메라가 인식(빛의 균일성과 직진성을 강조)하여
glass 기판의 불량(얼룩 등) 유무 검출
ㅇ glass 표면위에 불량이 있을 경우 반사된 빛의 파장이 비정상적으로
산란하게 되어 수광소자 Camera의 수광 정도가 정상부와 차이가
발생하며 이를 기준으로 불량 유무 발생을 인지
ㅇ 정상영역과 불량영역의 밝기 차이가 검출 기준값보다 높을 경우 불
량으로 인지
□ 용도
ㅇ TFT LCD 제조 공정 중 하나인 color filter 공정 중에 포토레지스토
도포 후 막의 두께에 기인한 도포불량(slit Mura, 막두께 Mura),
resist dripping, resist 매몰 particle, 흡착 table에 의한 흡착 Mura 검사
- Mura : 재현된 화면에서의 비정상적인 불균일성 또는 부분(일반적으로
화면에 나타난 얼룩을 말함)
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제9001호부터 제9012호까
지 또는 제9015호부터 제9030호의 기기는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해
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빛의 양을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가 분류되는 제9027호를 검토함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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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가 분류되며, 9027.50 소호에는 기타의 기기(자외선ㆍ가시
광선ㆍ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본 물품은 적외선을 LCD 제조용 color filter 기판에 조사하여 반사
되는 빛을 수광소자 카메라로 인식하여 기판의 불량 유무를 검사하는
기기로서 빛의 양을 측정하거나 검사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Mura
(얼룩 등)의 유무만을 검사하는 것이므로 비록 적외선을 이용한다
고 하더라도 빛의 양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로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9031호 해설서에서 광학식 측정 및 검사기구로 광학식
표면검사기를 예시하면서 “프리즘과 렌즈의 결합에 의하여 표면의
상태를 측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9031.49소호를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또는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과
정을 통해 기능하는 기타 기기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적외선을 LCD color filter에 조사하여 반사된 빛
의 수광도를 측정하여 불량유무를 검사하는 기타의 광학식 측정 또
는 검사용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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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Other Optical instruments and appliances
Other Optical instruments and appliances

시행기관

관세청

분류근거

품목분류47281-619

결정세번

9031.49-9000

시행일자

2003-07-09

1. 물품 설명

□ TFT LCD제조공정에 사용되는 배향막질의 결함상태를 측정하는 장
비로 반입된 Glass를 Roll구동방식으로 이동하면서 Glass표면에 반
사조명(가시광선)을 조사하여 반사된 빛을 분해능력이 25㎛x40㎛인
CCD카메라로 감지하여 배향막의 코팅상태에 대한 배향막의 반점의
검사를 통한 양·불량을 측정하는 장비

2. 결정사유

□ 본 물품은 배향막 코팅상태에 대하여 반사조명을 조사한 후, 반사된
빛을 CCD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상처리 방법으로 배향막의 반점을
검사하는 장치로 반사조명을 조사한 후, 반사된 빛을 CCD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상처리 방법
□ 배향막의 반점을 검사하는 기능은 물질의 성분이나 함유량에 대한
정성·정량분석, 화합물의 구조를 분석하는 구조분석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능이며(9027호의 물리분석에 부적합) 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기능임(9027호의 빛의 양의 측정,
검사용 기기에 부적합)
□ 제9031호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호로 9031
호해설서(27)에서는 빔의 감쇠를 이용하거나 반사법에 의하여 결함
을 측정하는 기기를 본호에 분류하도록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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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기타의 광학식의 기기가 분류되는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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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클 카운터

품명

Particle Counter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406

결정세번

9031.49-9000

시행일자

2011-06-13

1. 물품 설명

□ Bare glass상의 0.3㎛까지의 Particle의 개수 및 분포를 검출하는 설
비로 특히 Sub-Micron Size의 Particle은 AMOLED 제품의 누설전류
불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인이므로 본 설비를 이용하여 누설전
류 불량을 낮추어 전체 제품 수율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입됨
ㅇ 측정대상 Bare Glass 기판 Size : 650 × 750mm
ㅇ 측정 Particle Size : 고감도의 경우-0.3㎛, Normal-1㎛
□ 장비의 구성요소 및 기능
ㅇ 검사부 : 레이저 광을 조사, 반산된 산란광의 반사각에 따라 Bare
Glass 표면의 Particle 검출 및 분석
ㅇ 레이저광 조사부 : 레이저광 조사(반도체 레이저, 파장 795nm) 및 Line
Beam 형성
ㅇ 산란광

검출부 : 피측정물품에 조사된 레이저 광의 산란광 검출
ㅇ 조작부(Control Unit) :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가 내장된 물
품으로 장비의 조작 및 데이타 측정, 측정결과 값 연산/표
□ 측정원리
ㅇ 레이저에서 나온 795nm의 광원이 Line Beam Lens를 통해 평행광선화
시킨 후, 평행광선의 레이저 광이 반사미러를 통해 Bare Glas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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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고 여기서 반사된 산란광의 반사각이 결상렌즈를 통해 Line
Beam Sensor에서 수집된 데이타는 일련의 Map을 형성하게 되고
형성된 Map이 분석이미지 및 데이타로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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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사유

□ 본 물품은 Bare Glass(고체상 물질)에 레이저 광원을 조사하여 반사
되는 산란광의 각도(넓이)에 따라, Bare Glass표면에 부착된 ㎛단위
의 파티클의 개수 및 분포를 검출하는 기기
□ 레이저 광원을 사용하므로, 제9027호의 물리분석용기기로 분류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련, 물리분석은 “물질의 물리적 또는 물리화학적인
양을 관측함으로써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는 정성분석, 함유량 또는
구성성분의 비율을 결정하는 정량분석, 및 화합물의 구조를 알아내는
구조해석으로 구분되나 본 품은 측정대상에 있어 Bare Glass의 조
성성분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Bare Glass 표면에 부착된 파티클의
크기(대략적인 범위로 표시), 갯수 및 분포도(육안검사)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제9027호의 물리분석용 기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제9027호의 빛의 양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와 관련, 귀사의 질
의물품은 레이저 광원을 조사하여 반사되는 산란광의 각도(넓이)에
따라 파티클의 크기를 검출하는 방식은 광도, 조도, 휘도 및 빛의 색
깔(파장)방식으로 측정하는 기기도 아님
□ 따라서, 본 물품은 레이저 광원을 조사하여 반사되는 산란광의 각도
(크기)에 따라 파티클의 크기, 갯수 및 분포도를 측정하는 기타의
광학식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31.49-9000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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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검사기

품명

Cell TEST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1745

결정세번

9031.49-9000

시행일자

2011-06-10

1. 물품 설명

□ TFT-LCD

Panel의 고정밀 Alignment 및 Visual 점등검사를 수행
하는 장비로 Contactor (Probe)를 Data/Gate Line 전극에 일괄 접
촉시켜 외부 구동회로에서 전기신호를 보내어 LCD Panel의 R, G,
B 화상을 육안 또는 카메라의 렌즈를 이용하여 양품ㆍ불량품을 선
별하는 기기

□ Conveyor를 통해 Loading된 TFT-LCD Panel이Work stage에 안착
되어 Probe unit와 contact이 이루어지면 Data/Gate line 신호가 인
가되어 각각의 Pattern을 검사하고, 검사가 완료된 Panel은 다시
Conveyor로 Unloading되어 배출
□ 구성요소별 기능

ㅇ Frame & Cover : 각종 UNIT들이 설치되는 설비의 기본
안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는 COVER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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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이며

ㅇ Work stage : Panel 점등검사를 위해 정밀 위치 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
ㅇ Base plate unit : Panel 점등검사를 위한 Probe Unit가 안착되는 부분
ㅇ Probe unit : Panel

점등검사 unit
ㅇ Loader table : Panel을 Work Table에 Loading 하기 위해 위치결정,
Tilting 동작이 이루어지는 부분
ㅇ Unloader table : AP Work Table에서 이송된 Panel을 받아 다음
공정(Conveyor)으로 배출 시키는 부분
ㅇ Panel Carrier : Panel을 Loading/Unloading의 반송작업을 하는 UNIT
ㅇ Panel ID Reader Unit: OCR이 장착되어 Panel의 Optical Character를
Reading 하는 부분
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이 류의 다른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
(＋)”가 분류되며, 동 호의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9001호 내지 제
9012호·제9015호 내지 제9030호의 기기를 제외하고 윤곽투영기, 측
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의 여부 불문)”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31.49소호에는 “기타 광학식의 기기”가 분류되며, 같은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 및 검사기구도 포함한다”고 해설
하고 있고, 소호주에는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
거나 또는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기타 기기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Loader, Probe unit, Work stage, Panel 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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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oader 등으로 구성되어 TFT-LCD Panel에 전기적신호를 보내어
Panel의 R, G, B 화상을 육안 또는 카메라의 렌즈를 이용하여 패턴의
양품ㆍ불량품을 선별하는 기기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
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031.49-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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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박막 결정화 측정기
Thin Film Crystallization Measuring System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2534

결정세번

9031.49-9000

시행일자

2013-09-27

1. 물품 설명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공정 중 GLASS 기판 표면에 도포된 폴리실리콘
박막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정공을 여기시키고 마이크로파를 조사하
여 주사 및 반사된 값을 비교하여 자유전자의 양을 측정하므로써
산화물 반도체가 특성적으로 균일하고 양호하게 증착되었는지 여부
를 확인하는 장비

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
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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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불규칙면 측정장치, 센서를 사용해서 길이, 각도, 또는 기하
학적 량의 측정용의 기기와 픽업이 측정면 위를 이동하여 전위차를
발생시키고 전위로 변환된 값을 이용하여 표면상태를 계측하는 기
기, 표면 곡도측정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레이저를 조사하여 정공을 여기시키고 마이크로
파를 조사하여 주사 및 반사된 값을 비교 연산함으로서 얻어지는
전기 전도 특성(전류, 전압, 저항)을 이용하여 산화물반도체 박막의
균일도와 양 불량을 측정하고 검사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
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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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삼차원 측정기
3D Video Measuring Center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2530

결정세번

9031.49-9000

시행일자

2013-09-27

1. 물품 설명

□ 피측정물과 물리적인 접촉없이 측정 대상을 광원, 줌 렌즈가 장착된
CCD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확대한 영상을 Pixel 단위로 처리하여
기하학적 요소(점, 선, 원, 타원, 면 등)와 각 요소간의 상관 관계(교점,
교각, 거리, 각도, 진원도, 직각도, 경사도, 평행도 등)를 측정하는 기기
□ PET 필름 가공 공정 진행시 열에 의한 수축 또는 팽창되는 크기
등을 측정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
□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ㅇ 제어부 :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 요소들을 설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디스플레이(PC, 전용프로그램, 모니터, 프린터, 책상으로 구성)
ㅇ STAGE : 피측정물을 올려 높을 수 있는 PLATE
ㅇ 줌 렌즈와 CCD 카메라 : Z축을 이동하면서 피측정물의 외관을 촬영
하기 위한 줌 기능이 있는 CCD 카메라와 광원으로 구성
ㅇ X-Y축 이동부 : 가로 세로 이동을 위한 이동축

- 322 -

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3에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90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책상을

제외하고 특정 제어 프로그램이 인스톨되어 있는 자동자료
처리시스템과 본체가 상호 연결되어 제9031호에 규정된 기능을 수
행하므로 전체를 제9031호에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
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9031.49소호 주에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
력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또는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기타 기기도 분
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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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동 호의 해설서에 윤곽 및 표면의 상태를 측정하는 광학적으로
측정하는 각종 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90류의 타호에 분류되지 않고 줌 렌즈와 CCD 카
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확대한 영상을 프로그램으로 처리하여 점, 선,
원 등과 같은 기하학적 요소와 각 요소간의 상관관계들을 광학식으
로 측정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
호에 의거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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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alignment assy

품명

Gap-alignment assy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3250

결정세번

9031.49-9000

시행일자

2013-05-08

1. 물품 설명

□ LCD 제조시 노광기에 결합되는 물품으로, Gap sensor부와 Alignment
sensor부가 결합된 형태로서 LED 광원을 글라스로 조사한 뒤 반사
되어 나오는 빛의 굴절정도를 CCD 카메라로 읽어 마스크와 글라스
와의 간격(갭)을 측정
□ 하고 데이터를 제어부로 보내주는 Gap sensor부와 마스크와 글라스를
Alignment하기 위해 마스크와 글라스의 마크를 CCD 카메라를 통해
읽어들인 후 그 값을 제어부로 전송해주는 Alignment Sensor부가
결합된 상태의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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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1 타.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031호의 용어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
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광학식 측정 및 검사기구로서 “(5) 광학식표면검
사기 : 프리즘과 렌즈의 결합에 의하여 표면의 상태를 측정한다. (7)
얼라인먼트 텔레스코우프(alignment telescope) : 작업대 및 기계슬
라이드의 곧음성의 검사용 또는 금속구조물의 측정에 사용된다. 조
준식과 자동조준식의 것이 있으며, 망원경과 조준기 또는 미러로 구
성되어 있다. (8) 광학식자 : 면의 차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프리
즘과 양단에 렌즈를 붙인 중공척 및 측정자를 내장시킨 접안마이크

로미터로 되어 있다.” 등을 예시하면서 “상기 각 기기는 다른 기계에
장착용으로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광학식으로 마스크와 글라스와의 간격(갭)과 마스
크와 글라스의 마크를 읽어들여 측정하기 위한 기기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031.49-9000호
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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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박막 측정기
Thin Film Measurment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1221

결정세번

9031.80-9099

시행일자

2013-06-07

1. 물품 설명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공정 중 GLASS 기판 표면에 도포된 금속 박
막의 불량 유무를 검사하는 장비
□ 도포된 금속박막에 4개의 PROBE TIP을 이용하여 저항을 측정함으
로써 박막의 두께 균일도 등의 불량 여부를 판별

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

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불규칙면 측정장치, 센서를 사용해서 길이, 각도, 또는 기
하학적 량의 측정용의 기기와 픽업이 측정면 위를 이동하여 전위차
를 발생시키고 전위로 변환된 값을 이용하여 표면상태를 계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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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표면

□

곡도측정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 전도 특성(전류, 전압, 저항)을 이용하여
AMOLED 기판 위에 도포된 금속 박막의 두께와 균일도 등을 측정
하고 검사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
6호에 의거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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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제너레이터

품명

Pattern generator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2147

결정세번

9031.80-9099

시행일자

2012-09-07

1. 물품 설명

□ TFT-LCD panel의 해상도, 휘도, 소모전류량 등 디스플레이 성능을 검사
□ 기능
ㅇ LCD에 디스플레이 육안 검사를 위한 이미지 패턴 신호 전송
ㅇ LCD 메모리 검사
ㅇ LCD 글라스, back light 소모 전류량 측정
ㅇ LCD flicker 측정
□ SPEC
ㅇ resolution : up to WQXGA(2,560×1,600), up to UHD(3,840×2,160)
ㅇ signal output : LVDS dual/quad/octal
* LVDS : low voltage differential signalling
ㅇ pattern type : dynamic, PNG, BMP
ㅇ power output : VDD 2.5~24Vdc, VBL 24V
ㅇ AUTO flicker
ㅇ EDID : read/wright/verify function
ㅇ ize : 267(L)

× 60(W) × 135(H), weight : 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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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사유

□ 본 물품은 LCD 패널에 이미지 패턴을 인가하여 육안으로 해상도,
휘도, 픽셀의 결함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LCD 글라스와 백
라이트에 일정한 전압 을 인가하여 소모 전류량을 측정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거나, LCD 메모리의 적정 여부를 검사하는 등 LCD 패널의
성능을 검사하는 기기임
□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는 “이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
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분류한
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이류에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않는 LCD 패널의 검

사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
거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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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r Area Sensor(LAS200)

품명

Linear Area Sensor(LAS20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785

결정세번

9031.80-9099

시행일자

2013-04-23

1. 물품 설명

□ 평판디스플레이 Array Tester에 장착되는 센서로 유리판이 검사장
비로 들어왔을 때, 유리판의 유무 및 위치를 감지하는 센서

□ 구성요소 및 기능
ㅇ 평판디스플레이 Array Tester에 3개의 LAS센서가 부착됨
ㅇ LED발광부, 수광부(CCD), 표시부로 구성되며, LED발광부에서 발
광된 빛이 유리판에 반사되어 수광부의 CCD센서가 이를 감지하여
유리판의 유무, 위치상태를 표시부에서 표시함
ㅇ 발광부와 수광부 사이에 검사와 관련한 광학용품(렌즈, 프리즘 등)은
없음
ㅇ 표시부에서는 유리판의 위치에 따라 PP1, PP2, PP3의 3가지로 표시
(PP1 : Glass가 LAS Sensor를 완전히 덮었을 때(48㎜초과), PP2 :
LAS Sensor위에 Glass가 없을 때, PP3 : Multiple edge(edge가 한개
이상 감지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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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ㅇ 유리판의 위치가 맞지 않으면 테스트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LAS센서의
의해 유리판의 측정된 위치값을 Test 설비의 Main control PC로
전송하고, 위치가 맞지 않을 경우 Test 설비에 장착된 Gripper Unit이
유리판을 검사에 적정한 위치로 이동시킴
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2는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
(제8487호ㆍ제8548호 및 제9033호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에는 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
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하도록 규정함
□ 동 호의 해설서에서는 (Ⅰ)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 (A)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7)다이알지침식 비교측정기ㆍ측정장치
ㆍ전자ㆍ광전자 및 뉴매틱센서(자동여부 불문), 센서를 사용해서 길이
ㆍ각도 또는 기타 기하학적 량의 측정용의 기기 : 또한 이 호에는
기록식 비교측정기와 대량생산된 부분품을 비교측정기에 운반시켜
불량품을 검출하는 기구를 갖춘 것도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평판디스플레이 Array Tester에 장착되는 센서이나, 해
당 장비의 부분품이 아닌 제9031호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
에 해당하며, LED, CCD와 같은 광전자센서를 사용해서 유리판의
유무, 위치값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로서 광학식의 것이 아닌 기
타의 측정·검사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
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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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R미터

품명

LCR Meter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1205

결정세번

9030.31-0000

시행일자

2013-06-05

1. 물품 설명

□

전자부품의 인덕턴스(Inductance), 캐패시턴스(Capacitance), 저항
(Resistance), 임피던스(Impedance) 등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여
디스플레로 표시하고 LAN, USB, GPIB 같은 PC인터페이스를 통해
PC에서 전기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지원

□ 한번에 4개의 시료에 대해 측정이 가능하고 자체내 저장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음

□ LCR Meter의 측정 파라미터의 종류
ㅇ 주 파라미터
-

인덕턴스(L : Inductance) : 회로를 흐르고 있는 전류의 변화에 의해
전자기 유도로 생기는 역기전력의 비율을 나타내는 양, 단위는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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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패시턴스(C

: Capacitance) : 일정한 전압에서 저장되는(혹은 분
리되는) 전하의 양, 단위는 F

- 저항(R : Resistance) : 도체가 전류를 통하지 않으려는 성질로 전
압을 전류로 나눈 값으로 나타냄, 단위는 Ω
- 임피던스(Z : Impedance) : 교류회로에 가해진
로에 흐르는 교류전류 I와의 비, 단위는 Ω

교류전압 V와 그 회

ㅇ 부 파라미터

Q : Quality factor(quality of circuit)
- D : 손실율(Dissipation factor; tanδ=1/Q)
- G : 병렬 컨덕턴스(Parallel conductance; S 지멘스)
- X : 직렬 리액턴스(series reactance; Ω 오옴)
- θ : 임피던스 위상각(Phase angle of impedance; ˚도)
-

□ 특징
ㅇ 측정 주파수 - 20Hz~2MHz
ㅇ 기본 정확도 - 0.05%
ㅇ Full 7-Digit의 고분해능 측정
ㅇ 201 포인트 리스트 sweep
□ 외형 치수
ㅇ (단위:mm) 375(width) X 105(height) X 390(dept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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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30호의 용어에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규정하고 있고 동 호의 해설서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저항을
측정하는 오옴계, 정전용기 및 인덕턴스(inductance)의 측정계, 두
개의 전기량간의 비율의 측정계”등을 예시하고 있음

□ 제9030.3 소호의 용어에 “전압, 전류, 저항, 전력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면서, 제9030.31 소호의 용어에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전자재료 및 부품의 인덕턴스(Inductance), 캐패
시턴스(Capacitance), 저항(Resistance), 임피던스(Impedance) 등의
다양한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는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에 해당
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
9030.3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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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레이 테스터

품명

Array Tester System

시행기관

관세청

분류근거

심사정책과-23

결정세번

9030.82-0000

시행일자

2008-12-29

1. 물품 설명

□ 본 장비는 TFT LCD를 구성하는 상판(Color Filter Array)과 하판
(TFT Array 기판)인 두기판을 합판하기 전에, TFT LCD 하판의
TFT(박막 트랜지스터, Thin Film Transistor)의 양·불량을 검사하는
장비로 검사는 상·하판이 합착된 시뮬레이션 상태에서 측정됨
□ TFT공정이 완성된 TFT 기판이 검사기에 로딩 되며, LCD 상판 기
능은 해당기기(측정기)의 모듈레이터에서 게이트 및 데이타 구동 드
라이버의 기능은 (측정기의) 전압인가 기능으로 수행되고, 반사판의
기능은 광원발생장치인 (측정기의) Illuminator에서 수행됨
□ 검사대상 LCD 하판(TFT 기판)이 로봇암과 컨베이어를 통해서 로
딩되어지면, 유리기판(규격 2,200mm×2,500mm, 두께 : 0.63~1.1mm)에
배열된 TFT소자(5,760×1,080×2 = 12,441,600개)에 전압을 인가시켜
개별 TFT 소자의 작동상태를 통해 전기적인 결함(Fail/Pass)을 측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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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구성요소 및 요소별 기능
ㅇ One Granite Process : 측정장소
ㅇ Vios Unit : 광원발생장치인 Illuminator와 LCD 상판기능을 수행하
도록 액정으로 채워진 Modulator, 반사된 빛을 감지하는 CCD카메
라로 구성

※ 최소검출 가능한 능력을 나타내는 카메라의 분해능은 44㎛
⇒ Sub-Pixel(200㎛ x 600㎛) 개당 약 70개 정도로 분해 가능
ㅇ Infeed/Outfeed Module : 측정대상 LCD 유리기판 이송장치
ㅇ Electronic Cabinet : 전기제어반
ㅇ E-Chamber : 설비전체를 보호하는 체임버
□ 측정원리
ㅇ Gate/Data Line 부분의 Shorting Bar Pad에 일정 전압을 인가하면
전류는 TFT 3단 소자를 구성하는 Source에서 Drain을 통해 기계
상부에 설치된 모듈레이터 내의 액정배열을 변화시킨 후

ㅇ 광원발생장치로 빛을 LCD 하판에 조사시켜, 반사되는 빛의 양을
카메라로 읽어들여 Image Processor와 VME Tranlator에서 전압값
으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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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표준 전압값을 기준으로 각 TFT의

양·불량을 검출
□ 세부 결함 측정 내용 : Data Sheet에 게기된 결함내용
ㅇ Point Defect : 점불량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TFT의 작동시 생기는
TFT채널의 전기적인 세기를 통해 TFT의 불량여부를 검사(흑/백
으로 표시됨)

ㅇ Line Short Defect : Gate, Data, Common 등 라인간 합선여부를 검사
ㅇ Inter-Pixel Defect : 한개의 TFT는 채널을 중심으로 두개의 구역
(Zone)으로 형성되는데, 해당 구역(드레인 역할을 하는 픽셀 전극을
의미)간 합선 또는 인접한 TFT 사이의 합선을 검사
ㅇ Pixel Type : 드레인 역할을 하는 픽셀 전극은 다양한
있는데 이러한 패턴에 상관없이 측정이 가능함

패턴을 만들 수

ㅇ Classification : TFT제조공정 중 식각공정에서 식각 정도에 따라
불량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불량의 차이도 검사가
가능함(전계의 강/약으로 측정)
ㅇ False Defect : 총 20개 액정표시 유리기판에 형성된 총 결함 가운데
TFT 수리기에 의해 불량으로 확정되는 검사 오류율은 10%이하(검
사신뢰도를 의미함)
ㅇ Advanced Defect Detection Package : 선택사양으로 불량
X,Y 좌표상 어느 부분인지 알려주는 기능

드레인이

2. 결정사유

□ 본 물품은 TFT-LCD 하판 유리기판에 전기적인 스위칭 기능(on/off)
을 수행하는 TFT 12,441,600개를 형성시킨 후, 유리기판에 형성된
게이트/데이타 라인의 shorting bar pad에 일정전압을 인가하고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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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장착된 모듈레이터 속 액정 분자의 전기 광학적 변화에 의해 변
조되어 나오는 빛을 CCD카메라에서 읽어들여 이를 전압값에 대비시
켜 LCD 유리기판에 형성된 TFT의 채널 결함(픽셀 불량)/라인 불
량/Short 불량을 검사하는 기기

□ 측정 대상체에 인가하는 신호의 값은 기본적으로 전기적 량이며, 광
학적 변환과 디지털 신호 변환은 전기파형을 이미지로 처리하기 위한
요소에 해당되고, 전기적 량의 Low/High 값에서 당해 기기의 결함은
감지되며, 이를 이미지화하기 위한 광변환과 디지털수치화 과정은
불량 검사(Fail/Pass)를 위한 부수적 기능에 해당됨(9030호 분류이유)
□ 박막 트랜지스터인 TFT는 소스(source), 드레인(drain), 게이트(gate)로
형성되는 바 게이트 라인의 결함 측정은 TFT의 게이트 부분에 해
당되고, 데이터 라인의 결함 측정은 TFT의 소스 부분에 해당되며
화소 전극(pixel electrode)의 결함 측정은 TFT를 구성하는 Drain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모든 결함 측정 부분은 TFT 측정에 집
중되어 있음

□ 아울러, 박막 트랜지스터(TFT ; Thin Film Transistor)는 주 전류가
전압에 따라 증감 컨트롤 하는 것으로 주 전류의 통로는 채널이며,
입구부분을 소스로 출구쪽은 드레인이며, 이 채널 양쪽의 극은 게
이트라 일컫는 단극성 트랜지스터로 관세율표제8541호해설서(Ⅱ)(2)
에 해당되는 전계 효과형트랜지스터에 해당되는 반도체 소자에 해
당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반도체 소자’인 ‘TFT'의 양·불량을 검사하는 장
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
9030.8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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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소자 분석기
품명

Semiconductor Device Analyzer
(Agilent B1500A, Agilent E5250A)

시행기관
결정세번

관세평가분류원
9030.82-0000
8537.10-9000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1498

시행일자

2012-06-11

1. 물품 설명

□ Agilent B1500A
ㅇ 용도별로 특성화된 SMU(source and Monitor Unit)와 CMU(
Capacitance Measurement Unit)를 이용하여 Femto level(10-15)
Ampere까지 반도체 소자의 DC특성을 측정 분석하여 IV
Parameter를 추출하고 5Mhz 대역까지의 Capacitance 특성을 분석
하여 CV Parameter 값을 추출하는 장비
ㅇ

측정단위 0.1fa 및 0.5μV

ㅇ 구성요소 : V source, I source, SMU, data 처리부
- V source, I source : 반도체 소자의 특성을
current source

측정하기 위한 voltage,

- SMU : 신호를 sourcing하거나 probe station으로부터의
하는 기기

값을 측정

- data 처리부 : 측정값의 display, recipe 수정 및 제작, 제어 및 기타
date의 연산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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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ilent E5250A(Low Leakage Switching Matrix)
ㅇ 여러 계측기를 동시에 Probe station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IV 및
CV Parameter를 측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로서 10개의 input와
48개의 output를 가지고 있으며 100fa의 Leakage 특성을 가지고
input와 output를 S/W 및 Programing에 의해 Switching하여 주는
장비

- IV : Current versus Voltage, CV : Capacitance versus Voltage
ㅇ 전기적

신호 Switching 대역

voltage range : 220V, Current range : 1A
band width : 10Mhz, Offset current : 0.1pA
ㅇ Agilent E5250A는 E5252A matrix card
같이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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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기타

matrix card와

2. 결정사유

①번 물품

□ 반도체 소자의 DC특성을 측정 분석하여 IV Parameter를 추출하고
5Mhz 대역까지의 Capacitance 특성을 분석하여 CV Parameter 값
을 추출하는 장비임
□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
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 ㆍ엑스선ㆍ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전기량측정의 주
요한 형으로 전류의 측정, 전압의 측정, 저항 및 전도율의 측정, 전
력의 측정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은 소호 9030.82에 특게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반도체소자의 전류, 저항, 전압값을 추출하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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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9030.82-0000호에 분류함
②번 물품

□ 계측기로부터 입력된

200V, 1A, 10Mhz대의 전기적 신호를 Probe
station에 연결하는 장비로서 10개의 input와 48개의 output를 가지고
있으며 100fa의 Leakage 특성을 가지고 input와 output를 S/W 및
Programing에 의해 Switching하여 주는 장비임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
솔ㆍ책상 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
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
가 분류

□ 동 호의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
(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ㆍ패널ㆍ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ㆍ진공관 또
는 전압조정기, 가감저항기 또는 조명용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
고 있음

□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 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입출력 단자용의 커넥터, 스위치 등으로 구성되어 입출력
신호를 스위칭하는 기기로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것이므로 관세
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8537.10-900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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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ty System

품명

Infinity System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271

결정세번

9030.82-0000

시행일자

2011-05-19

1. 물품 설명

□ Rack(with workstation PC) : 측정조건 입력 및 동작, 측정결과 확인
□ SMU : OLED 또는 LCD용 TFT 소자에 전압과 전류를 인가하고
측정하기 위한 회로모듈
□ Oven with DUT(Device Under Test) board : TFT소자를 장착

□ Source/Measure Unit(SMU)
ㅇ TR 측정용
ㅇ 총 8개의 SMU Card 장착
ㅇ 1개의 SMU Card는 16개의 Small SMU로 확장
ㅇ 최대 128개의 TR device측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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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Measure Unit(SMU)
ㅇ TR 측정용
ㅇ 총 8개의 SMU Card 장착
ㅇ 1개의 SMU Card는 16개의 Small SMU로 확장
ㅇ 최대 128개의 TR device측정 가능
□ Oven 특징
ㅇ 350C까지 가능한 Oven
ㅇ 4개의 Oven
ㅇ 32 Sockets per Oven
□ 측정원리
ㅇ 측정소자를 Oven with DUT board에 장착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소자의 배선과 장비를 접촉시킴
ㅇ PC(전용프로그램)에 스트레스 조건(인가 전압, 전류, 온도, 스트레스
시간)과 측정조건을 입력
ㅇ 입력된 조건이 SMU모듈을 제어하여 각 샘플에 스트레스 조건을
인가하고 전류, 전압 특성을 측정
□용도
ㅇ OLED 또는 LCD용 TFT 소자의 전기적 신뢰성 특성 측정
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30호의 용어에는 “기타 전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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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측정 또는 검사

용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제9030.82소호에는 “반도체웨이퍼
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

□ 본 물품은 OLED 또는 LCD용 TFT 소자에 전압, 전류의 스트레스
조건을 인가하여 소자의 전압, 전류 특성변화를 측정하는 장비로 반
도체 소자의 전기적 량을 검사하는 기기에 해당됨
□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반도체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보아 제9030.82-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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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시행기관
결정세번

라인 Open/Short 테스터
Line Open/Short Test System
관세평가분류원
9030.84-0000
9030.89-0000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113

시행일자

2010-03-11

1. 물품 설명

□ TFT LCD 기판 제조시 교류 전류의 위상변화를 이용하여 기판 위의
TFT 소자를 구성하는 Gate 라인, Source/Drain 라인의 Defect를
검출하기 위한 장비
□ TFT 기판 제조공정에서 기판 세척 → 금속막 증착 → PR 도포
→ 에칭 → 패턴(Gate line 패턴) 형성 후 게이트 라인의 Defect를
1차 검출하고, 다시 절연막 증착 → 금속막 증착 → PR 도포 →
에칭 → 패턴(Data line 패턴) 형성 후 Source/Drain 라인의
Defect를 검출
□ 구성요소 및 기능
ㅇ LDS 센서 헤드 : TFT 소자의 Line 결함을 검출하기 위한 전기장
검출용의 센서
ㅇ NAVI 센서 헤드 : TFT 소자의 Gate, Source/Drain Line에 전기장
형성에 필요한 Voltage input head block 등으로 구성
ㅇ X축 Gantry Unit : TFT 소자의 X 방향으로의 결함검출을 위하여
LCD 센서 헤드와 NAVI 센서 헤드를 이동시킴
ㅇ Y축 Gantry Unit : TFT 소자의 Y 방향으로의 결함검출을 위하여
LCD 센서 헤드와 NAVI 센서 헤드를 이동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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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Chuck Unit : 하부의
조절

모터 구동을 통하여 GLS의 직진성 및 방향성

ㅇ Lift Pin Unit : Motor와 기어박스를 이용하여 Lift pim의 up/down을
조정하여 로봇으로부터 GLS를 적재 및 이송

□ 주요 용도
ㅇ TFT 생산공정 중 TFT 소자에 전류를 공급하는 Gate, Source/
Drain Line 형성 후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TFT 패널의 품질 유지

□ 불량 검출 원리
ㅇ TFT 소자를 구성하는 Gate 라인과 Source/Drain 라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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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끝단에

서로 같은 파장과 반대 위상을 갖는 교류전류 인가
ㅇ 라인이 정상이면 양끝에서 온 반대 위상을 갖는 AC 파장은 상쇄되며,
라인에 결함(open 혹은 short) 존재시 양 끝단에서 오는 AC 파장의
위상 변화로 인하여 결함검출

□ 결함검출 형태
ㅇ Gate line에서의 open, Source/Drain line에서의 open
ㅇ Gate 라인간 short, Source/Drain 라인간 short,
source/drain 라인의 short

□ TFT 패턴 모형 및 측정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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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gate 라인과

□ 검사원리
ㅇ Glass 내에 위치한 Gate 라인
또는 NAVI를 통하여 AC 인가

또는 Source/Drain 라인에 Electrode

ㅇ Gate 라인의 양끝과 Source/Drain line의
AC를 인가하면서 Scan
ㅇ Head부에 있는 각각의

양 끝에

위상이 반대인

센서에서 맞은편에서 오는 AC 파형을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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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파형의 위상변화가 감지된 Gate 라인 및 Source/Drain line의 위치

검출
ㅇ 포지션 센서가 파형이 변하는 시점에 대한 죄표를 기록
ㅇ 한 라인의 스캔이 끝난 후 다음 라인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스캔
ㅇ 검출된 결함 위치를 glass 정보에 업데이트하고 글라스 배출

2. 결정사유

□ 본 물품은 TFT LCD 제조시 TFT 기판 제조시 교류 전류의 위상
변화를 이용하여 기판 위의 TFT 소자를 구성하는 Gate 라인,
Source/Drain 라인의 Defect(회로의 open 또는 short 등)를 검출하기
위한 장비임

□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검사용 기기가 분류
되는 바, 본건 물품이 측정 대상체(TFT 기판의 Gate 라인과 Data
라인)에 인가하고 검사하는 신호(서로 다른 위상을 갖는 교류 전류)는
전기적 량에 해당하므로 본 물품은 제9030호의 전기적 량의 측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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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기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9030호 중,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은 제9030.82소호에,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서 기록장치가 있는 것은 제9030.84소호에 분류
□ 본 물품은 TFT 기판 제조공정에서 기판 세척 → 금속막 증착 →
PR 도포 → 에칭 → 패턴(Gate line 패턴) 형성 후 게이트 라인의
Defect를 1차 검출하는 바, Glass 위에 Gate 라인이 형성된 상태의
물품은 반도체 소자로 볼 수 없으므로 본 물품은 제9030.82호의 반
도체 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검사용 기기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
거 기록장치가 결합된 경우 제9030.84-0000호에, 기록장치가 결합되
지 않은 경우 제9030.8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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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각 측정기
품명

Contact Angle Meter/Optical Contact Angle, Surface
Tension Meter/Contact Angle Meter

시행기관

관세청

분류근거

심사정책과-100064

결정세번

9027.80-2090

시행일자

2007-09-03

1. 물품 설명

□ 품명

ㅇ Contact Angle Meter ; CAM100 ② Optical Contact Angle
Surface Tension Meter ; CAM200 ③ Contact Angle Meter
Dropmaster 300

<① : CAM 100>

<② : CAM 200>

/
;

<③ : DropMaster 300>

ㅇ 시료 거치용 stage, Dispenser(액체 점적장치), CCD
기기로 구성

카메라 및 분석용

□ 기능 및 용도
ㅇ 고체 시료 표면에 액체(물방울 등)를 접촉시켜, 시료와 액체의 접촉
형상을 CCD 카메라로 영상을 스캔한 후, 이를 분석하여 접촉각을
측정하는 물품
ㅇ ①번 물품은 접촉각 측정만 가능하며, ②번 물품은 접촉각 및 표면
장력을 측정할 수 있고, ③번 물품은 접촉각 및 표면장력 측정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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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표면장력 측정을 위해서는
션)임

측정용 소프트웨어가 선택기능(옵

ㅇ CCD카메라로 초당 30, 60 또는 100 frame의 영상을 독취하고, 독취된
영상을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로 처리하여 접촉각 또는 표면장력을 컴퓨터
모니터에 표시하는 방식
ㅇ 본건물품은 접촉각을 통해 재료의 표면상태를 알 수 있으며, 반도체
wafer, 유리(LCD, PDP 등의 판넬), 필름 등의 표면상태 또는 오염
상태 등을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작동 방법
① 시료대에 고체 시료를 얹고
② Dispenser로 액체 방울을 만든 후(수동 또는 자동)
③ 시료대를 상승시켜, 액체 방울을 고체에 묻힌 후, 시료대를 하강
④ 시료대 후면의 램프로 시료를 조명하고
⑤ 전면부 CCD카메라로, 시료 측면 화상을 컴퓨터로 전송하여
⑥ 소프트웨어로 측정한 후, 결과(접촉각)를 표시ㅇ기기의 세부 특징
②,③번물품이 표면장력을 측정할 때는 pendant drop 방식을 사용
①~③번물품의 접촉각의 측정 범위 : 0～180°
②,③번물품의 표면장력 측정 범위 : 0.01～999 mN/m

시료

점적

시료에

접촉각

작업

적재

생성

낙하

측정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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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7호의 용어에는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
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의 해설서는 ‘액체의 표면
장력 또는 계면장력의 측정장치’를 동호에포함하도록 규정
□ 본 물품은 액체 물질이 고체의 표면상에 놓여 있을 때, 경계면의 넓
이를 감소시키고자 발생하는 힘을 각도로 표시하는 것으로 이는 두
물질의 존재상태에 따라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계면장력을 측정하는
물품에 해당

□ ①~③번물품은 이러한, 계면장력의 정도를 접촉각도 단위로 표시하고
특히 ②,③번물품의 경우, 표면장력을 측정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으
므로 ①~③번물품 모두를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
호에 의거 표면장력 등을 측정하는 기기에 해당하므로 제
9027.80-209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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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수분 투과률 분석기
Water Vapor Transmission Rate Test System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443

결정세번

9027.80-2090

시행일자

2013-03-11

1. 물품 설명

□ 플렉시블 유기 EL 디스플레이 개발 관련하여, 고분자 필름의 투습
특성 평가를 위해 시료(필름)에 수분을 투과시킨 후 그 투과된 수
분량을 측정하여 고분자 필름의 수분 투과성을 분석하는 기기
□ 측정기기와 PC가 함께 제시됨

측정기기 구성요소
1. Test Cell 장착 : 테스트 대상 필름 또는 Cell를 Loading하는 곳
2. 상대습도 발생기 : 수증기 발생 및 습도의 농도 조절
3. 수분 레벌 확인 포트 : 습도 현황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포트
4. 수분 투과 블럭 ：수증기를 필름에 투과시키는 체임버
5. 가열/냉각 장치 : 수증기 발생을 위해 물을 끓이거나 식히는 장치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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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분

투과도 센서 : 시료에 투과되는 수분량 측정 센서

□

작동원리

ㅇ

두 개의 셀 사이에 필름(시료) 장착(두개의 셀에는 같은 양의 질소가
계속해서 순환되고 있으므로, 처음에는 양쪽 셀의 농도 및 압력이
동일한 상태임) → 일정량의 수분을 한쪽 셀에 주입 → 수분은 필
름을 통과해 반대쪽 셀로 이동하며 센서 Zone으로 빠져나감 → 수분
감지 센서가 빠져 나오는 수분의 양을 24시간 동안 측정 → 양쪽
셀의 농도가 같아질 때의 값이 필름(시료)의 수분 투과율이 됨

2.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9027호의 용어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
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
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 ”가
분류되며, 동 호의 해설서에 ‘다공성 또는 투과성의 측정장치(물·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 등에 대하여)’를 예시하며, “포로시미터
(porosimeters) 또는 퍼미미터(permeameters)(투자율 측정용의 퍼어
미이미터와 혼동해서는 안된다)로 불리운다. 종이·방직물·직물·플라
스틱·가죽·모래 등에 사용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고분자 필름의 수분 투과도를 측정하는 기기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27.80-2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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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클 카운터

품명

Particle Counter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1824

결정세번

9027.50-9000

시행일자

2013-08-01

1. 물품 설명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라인에 공급되는 초순수(UPW;ultrapure water)
내에 존재하는 particle(이물질 등)의 개수, 크기 등을 빛(적외선)을 이
용하여 정량 분석하는 기기

외관

전면부

□ 측정원리
ㅇ Main 배관을

후면부

지나고 있는 초순수를 본 기기의 inlet으로 유입시켜
cell을 통과할 때 laser(적외선 830nm)가 조사되면 샘플수 내 함유된
particle의 크기에 비례하여 빛의 산란 강도가 달라지며 수광부에서
이를 감지하여 단위 샘플 유량당 particle의 크기와 개수를 측정한
후 outlet으로 내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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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양
ㅇ optical system : 90°sideway light-scattering princple
ㅇ light source : laser diode(wavelength : 830nm)
ㅇ light detector : PIN photo diode
ㅇ minimum diameter of countable particle : 0.1㎛
ㅇ measurement size range : 0.1, 0.15, 0.2, 0.3, 0.5㎛
ㅇ flow rate : 10mL/min
ㅇ dimension : 240(W)×110(H)×150(D)㎜
2.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
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
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이 분류되
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11)가스 중의 먼지 분석장치, (14)습식화
학분석기(액체의 유기 또는 무기물을 측정하는 것), (23)전기영동(泳
動)분석용기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라인에 공급되는 초순수 내에 존재
하는 particle의 개수, 크기 등을 적외선을 이용하여 정량분석하는
기타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
6호에 의거 제9027.5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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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Cell Gap 측정기

품명

LCD Cell gap tester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과-107738

결정세번

9027.50-9000

시행일자

2007-01-09

1. 물품 설명

□ 광원, 편광프리즘, 분석프리즘, 분광광도계 등을 이용하여 대상물의
투과율을 측정후 두께를 구하는 기기
□ 주요구성
ㅇ 광원 : 할로겐램프(투과용, 반사용) 가시광선 : 400 - 800nm
ㅇ 편광프리즘 - 광학렌즈 - 분석용 프리즘 - Detector (MCPD2000) : 분광분석장치(Spectrophotometer)로서 파장별 투과율을 검출 투과율을 원하는 cell gap으로 변환
* cell gap : LCD의 액정이 주입되는 앞 유리기판과 뒷유리기판의
폭, 즉 액정층의 두께를 의미함
□ 작동방법
ㅇ 사용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를 Sample holder에 장착
ㅇ 시료(액정이 주입된 LCD기판)의 정보(Ne,No,Rubbing각도,Twist 각도)를 입력
ㅇ 광원을 시료에 적합하게 조절한 후 시료에 조사
ㅇ 시료에 통과된 결과치를 Detecter로 검출
ㅇ Detector의 투과율을 PC로 전송
ㅇ 분석한 값을 DATA(Cell gap data)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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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9027호의 용어는 “물리 또는 화학용의 분석용 기기”가
분류되고 동 해설서에서 “편광계,분광계,분광광도계,분광사진기(자외
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광원(가시광선),편광프리즘,분석프리즘,분광광도계 등을
이용하여 투과율을 측정 후 시료의 두께 등을 측정하는 기기임

□ 따라서 본체의 구성이 편광계 주요구성부분,분광광도계 등 9027호에
분류되는 기기로 구성되어 있고, 측정요소가 투과율 등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기타의 물리 또는 화학용의 분석용 기기가 분류되는 제
9027.5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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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모듈 검사 장비(for BLU)

품명

LED Module Inspection System for BLU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613

결정세번

9027.30-2000

시행일자

2013-04-03

1. 물품 설명

□ 모니터, 중소형 TV 등에 사용되는 LED 모듈의 광 특성(휘도, 색도,
휘도균일도, 색균일도) 및 전기적 특성(회로전압, 전압편차)을 검사
하는 장비

외관

×

×

크기 및 무게 : 1,450(W) 1,200(D) 1,900(H),
800㎏

□ 구성요소별 기능
ㅇ Spectroradiometer(분광복사기;SR-3ARH) : 측정 대상 LED모듈로부터
방사되는 광의 특성 검사(휘도, 휘도균일도, 색도 xy(CIE-1931))
ㅇ Current Board : LED모듈에 순방향 전류를 인가한 후, 정해진 시간
(100ms~1,000ms)후 순방향 전압을 계측, LED모듈이 여러 개의 회
로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회로간 전압편차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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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Barcode Scanner : 측정 대상 LED모듈의 일련번호 인식
ㅇ PC : OS(Windows)가 설치되어 있으며, 검사(측정)결과 저장(기록)

□ 주요 기능(검사 항목)
ㅇ LED 모듈에 정격 전류를 인가한 후 휘도(Luminance), 색도
(Chromaticity), 휘도 균일도(Uniformity), 색균일도(duv), 순방향
회로전압(VF), 회로간 전압편차(△VF)를 측정하여 LED 모듈의
양·불량을 판정
□ 측정 원리
ㅇ 광 특성(Spectroradiometer)

- Wavelength ranges : 380nm ~ 780nm(가시광선 대역)
- Measuring Object : Spectral radiance(W. sr-1, m-2), Luminance
(Lv:cd.m-2)
ㅇ 전기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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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미터를 사용하여 정밀저항에 대한 기준 전압값을 계측
- 정밀저항을 장착한 후 정전류보드로 전압을 계측
- 계측된 전압값과 기준 전압값 사이의 관계를 해석하여 보정계수를
계산
2.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0류 총설에서는 ‘일반적으로 다기능
기계는 그 기계의 주 기능에 따라 분류된다. (중략) 2종 이상의 다른
기기로 구성되는 복합기계 또는 기기로서 일체가 되도록 함께 결합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충적이며 이 류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 또는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역시 그 복합기계 또는 기기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된다.’고 해설하
고 있음

□ 본 물품은 측정 대상 LED모듈로부터 발광되는 빛의 광 특성(휘도, 휘
도균일도, 색도 xy(CIE-1931))과 전기적특성(전압, 회로간 전압편
차)을 측정(검사)하는 복합기계에 해당함.
□ 본 물품의 주된 기능을 검토한 바, 신청인이 제출한 제품 매뉴얼 상 명
칭이 '광 평가기‘인 점, 본 건 물품의 원가 구성에서 광 특성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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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장비(Spectroradiometer;SR-3AR)의 비중이 가장 큰 점, 제
조사의 홈페이지에서 본 건 물품을 ’광 특성 검사장비‘로 제품소개
하고 있는 점, 제조사의 여러 검사장비 중 전기적 특성을 주로 측
정하는 장비가 별도로 있는 점(TM-F Series) 등으로 볼 때, 본 건
물품은 LED모듈의 광 특성(휘도, 휘도균일도, 색도 등)을 측정하는데
있음이 확인됨.

□ 관세율표 제9027호의 용어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
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이
분류되며, 제9027.30호에는 ‘분광계ㆍ분광광도계 및 분광사진기(자외
선ㆍ가시광선ㆍ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또한, 동 호의 해설서에서는 ‘(5)분광계 : 분광하는 발열스펙트라 또
는 흡수스펙트라의 파장측정용 장치이다. 주로 조정슬릿콜리메이터
(slit collimater)(분석용광선을 통한다)ㆍ수개의 조정프리즘ㆍ망원경
및 프리즘대로 되어 있다. 적외선 또는 자외선의 분석용 어떤 분광
계에는 프리즘 또는 회절격자가 부착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분광
기(광의 스펙트러 관측장치)ㆍ분광사진기(스펙트럼을 사진건판 또는
필름(분광사진)에 기록하는 장치)ㆍ단색광기(선스펙트럼부의 특수
선의 분리 또는 스펙트럼의 일부 분리에 이용되는 장치)가 포함한
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LED모듈의 스펙트럼 휘도(분광복사량;spectral radiance)를 측
정하는 Spectroradiometer에 해당하며, 관련 문헌(색채용어사전, 박
연선, ‘07) 등에서 분광광도계(Spectrophotometer)와 동의어로 사용
됨이 확인됨
□ 따라서 본 물품은 복합기계로서 광 특성 측정의 주기능이 있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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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광도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에 의거 제9027.30-2000호에 분류함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품명
시행기관
결정세번

Ion Chromatography/Autosampler
관세평가분류원
9027.20-0000
8479.89-9099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2158

시행일자

2013-09-02

1. 물품 설명

□ 액상의 화학제품 및 초순수(증류수) 중의 음, 양이온 및 미량의 오
염물질(유기산 등)을 분리해서 정량(원소당 포함된 양), 정성(물질의
성분) 분석을 위한 기기(Ion Chromatography)와 샘플 자동 주입기
기(Autosampler)

□ 신청물품의 구성

ㅇ ①Ion Chromatography(ICS-2100, 2대), ② Autosampler(AS-DV,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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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비는 양이온과 음이온을 분석하는 기기로, 음이온 및 유기산
분석 장비(ICS-2100, AS-DV Autosampler)와 양이온 분석 장비
ICS-2100, AS-DV Autosampler)로 구성

* 여러 종류의 샘플(액상)내의 미량의 이온류 등을 측정
- 유기산 및 음이온 : 유기화합물(Organic acids) & 불산(F),
(Cl), 질산(NO2, NO3), 황산(SO4), 인산(PO4), 할로겐(Br)
-

염산

양이온 : Li, Ca, Mg, NH4, Na, K

□ 물품 구성
① Ion Chromatography(ICS-2100)
- Piston Pump : 용매와 시료의

흐름을 주는 장치

- Suppressor : 시료의 반대 이온을 수소이온(H+)이나 수산화이온
(OH-)으로 대체시키는 역할을 한다. Signal 전도도값을 낮추어 낮은
농도의 분석도 가능하게 하며, 분석감도를 극대화 하여 초순수 등
미량의 분석을 할 수 있게 됨
- Detector : 분리관 용리액 중 시료성분의 유무와 양을 검출하는 부분
으로 전도도 검출기를 사용. Thermostated Digital Conductivity Cell을
이용하여 분리관에서 용출되는 각 이온종을 Suppressor를 통과시켜
전기 전도도계 셀 내의 고정된 전극 사이에 도입시키고 이때 흐르는
전류를 측정
- Column : 양이온컬럼과 음이온 컬럼이 있음. 음이온 칼럼의 경우 양의
전하를 띠는 고분자 레진이 있어 분석 시료가 컬럼을 통과할 때 각
각의 레진과 결합하게 된다. 결합력이 강한 용액이 순차적으로 이온을
분리해 줌. 즉, 이온의 친화도의 차이에 따라 이온의 이동속도의 차
이가 생겨 이온의 분리가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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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utosampler(AS-DV)
-

샘플 주입 자동화 장치. 샘플을 5ml 용기에 넣어 장착하며, 최대 50
개 까지 장착 가능하며 자동으로 샘플을 분석장비(ICS-2100)에 공급

□ 작동 원리
ㅇ 오토샘플러에서는 샘플을 로딩을 하면 시료는 샘플링 루프에 채워짐
ㅇ 채워진 시료는 이동상(KOH)에 의해 이동하여 칼럼에 주입
ㅇ 칼럼에서 이온들은 칼럼의 특성에 따라 분리가 일어남
ㅇ 분리가 일어난 이온들은 Suppressor를 통과하면서 사용한 이동상
(KOH)을 제거

ㅇ Suppressor를 거친 이온은

검출기를 통해 시그널로 검출
ㅇ 검출된 시그널은 컴퓨터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eak로 나타남.
각 PEAK의 Retention time으로 정성분석을 하며, PEAK의 면적
적분하여 정량분석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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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

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 제4호
“FUNCTIONAL UNITS” 총설에서는 “이 주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s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 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의 Ion Chromatography는 샘플(액상) 내의 미량의 이온류 등
을 Column(흡수성물질)을 이용하여 분리 후, 검출기에서 이온별 전
기 전도도를 측정하여 검출된 시그널을 이용한 정성·정량 분석을
위한 기기이고, Autosampler는 분석하고자 하는 샘플을 자동으로
분석장비에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임
□ 즉, Autosampler와 Ion Chromatography는 함께 제시되었으나 분리
가능하고, 사용자에 따라 다른 종류의 Autosampler로 바꾸어 사용
가능하며, Autosampler는 Ion Chromatography 본래의 분석기능과는
별개의 샘플을 자동적으로 공급하는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에
해당하므로 Autosampler와 Ion Chromatography는 각각 분리하여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소호 제9027.20호에는 “크로마토그래프(Chromatographs)"
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에서 “(24) 색층 분석기
(예: 가스·액체·이온 또는 얇은 층의 색층 분석기) : 가스 또는 액체
의 구성요소를 측정하는 것. 분석해야 할 가스 또는 액체는 흡수성
물질의 칼럼 또는 얇은 층을 통과하여 검출기로 측정한다. 분석에
있어서 가스 또는 액체의 특징은 가스 또는 액체가 흡수성 물질의
칼럼 또는 얇은 층을 통과할 때 걸리는 시간으로 표시가 되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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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다른 구성요소의
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량은 검출기의 출력신호의 강도로 표시된

□ 따라서,

Ion Chromatography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크로마토그래프’가 분류되는 제9027.20-0000호에
분류함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
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것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면서 “다른 기계 혹은
기기에 부착하거나 또는 복합기계 중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ⅰ) 그것이 부착될 기계 또는 기
기나, 그것이 결합될 복합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
의 기능이고, (ⅱ)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기기 또는 복합기
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설
명하고 있음

□ 따라서, Autosampler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고유 기능을 가진 기타 기계류’가 분류되는 제8479.89-9099호
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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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잔류 가스 분석기
Residual Gas analyser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1568

결정세번

9027.10-0000

시행일자

2012-06-20

1. 물품 설명

□ 구성

1.
2.
3.
4.
5.

Sensor: Ionbeam 생성 및 잔류 gas filter 및 detector
Electronic box: Sensor에 전원공급 및 sensor에서 측정된 data전송
Power supply: RGA module에 전원공급
Expension Flange: 증착설비와 RGA를 연결하는 flange
RS 485 Cable: Server와 RGA를 연결하는 cable

□ 기능
ㅇ AMOLED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인 증착설비 CHAMBER에 부착
하여 디스플레이 장치의 수명 또는 불량 발현에 영향을 주는
CHAMBER內원인 물질을 분석
ㅇ 진공상태에서 GAS분자를 이온화하여 분자 그 자체가 이온화함과
동시에 과잉에너지를 얻은 이온은 여러개의 분절이온으로 나뉘는데,
이렇게 생성된 이온의 질량을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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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착기 : AMOLED 제조공정 중에서
물리적인 방식으로 증착하는 설비

유기박막공정과

금속박막을

□ 작동 원리
① Ion Source에서 Ion Beam을 생성하여 Gas를 이온화함
- Filament : 열전자를 방출하여 기체분자를 이온화 시키는 물품으로 열
전자만을 방출함
- Anode Cage & Electron Repeller : Filament에서 방출된 열전자를
Ion Source의 중심으로 가속시키기 위하여 Anode Cage는
Filament보다 양의 값으로, Electron Repeller는 음의 값으로 하전됨.
가속된 열전자가 Ion source안의 중송기체와 충돌하지 않고 계속
운동하면 반대방향에 위치한 Repeller에 의하여 다시 Anode cage
쪽으로 운동하며, 이와 같이 열전자를 반복운동시켜 이온화 효율을 높임
- Anode & Focus : 세대의 plate 들은 음으로 하전되어 있어
을 수집하여 Filter로 보내줌
② 이온화된 gas의 질량이
온이 분리됨
③ 분리된 Ion의

양이온

측정되고 Mass-to-charge ratio에 따라 이

양을 측정하여 전류 값으로 송출함
<RGA 센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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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 확대도>

<출력 Date>

2.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
굴절계ㆍ 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
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이 분류되며,
소 호인 9027.10에 가스 또는 매연의 분석용 기기가 게기되어 있음
□ 본 물품은 Amoled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인 증착설비 chamber내
의 잔류가스를 질량분석에 의한 방법으로 분석하는 기기임. 즉 가스
- 374 -

만을 분석하고 기타 액상, 고상 시료의 질량은 분석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가스분석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제9027.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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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열중량분석기
Thermogravimetric Analyser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과-100571

결정세번

9027.80-1000

시행일자

2004-06-18

1. 물품 설명

□ 고무·플라스틱·광물·세라믹 및 각종 혼합물 등 광범위한 재료(주로
고체)를 대상으로 시료의 정량적인 물질의 조성을 분석하는 장비로
측정하고자 하는 각각의 구성물질이 혼합물내에서 온도 또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질량변화를 보일때 이를 측정하는 장비
□ 본 기기는 상온(room temperature)에서부터 섭씨 1,600℃까지의 범위
안에서 시료의 질량변화를 ㎍단위로 표시가능하며, 측정결과는 전용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에 연결하여 열분해 곡선 형태로 표시함
2. 결정 사유

□ 본 물품은 고무·플라스틱·광물·세라믹 및 각종 혼합물 등 광범위한
재료(주로 고체)를 대상으로 시료의 정량적인 물질의 조성을 분석
하는 장비로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물질이 혼합물내에서 온도 또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질량변화를 보일때 이를 측정하여 시료의 가열
시의 분해성, 반응성 및 특정성분의 함량 등을 분석함
□ 관세율표 제 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 편광
계·굴절계·분광계·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
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 또는 빛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이 분류되며,
9027 해설서에 의하면 “(6) 재료의 질량 분석기 및 이와 유사한 동
위원소의 구성분석용기기”를 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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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027.80-1000호에는 기타의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 기기가 분류되는
바, 물리 또는 화학분석이란 관련자료에 의거 살펴볼 때 물리 또는
화학적인 방법에 의해 물질의 성분을 동정(同定)하는 정성분석(定性
分析)과 시료에 포함된 목적성분의 함유량을 결정하거나 구성성분의
양적인 비율을 결정하는 정량분석, 미지물질의 화학구조를 분석하는
구조분석을 말하는 것으로, 본 물품은 “기타의 물리 또는 화학분석
용의 기기”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27.8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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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진동 시험 시스템
Vibration Testing System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1225

결정세번

9024.80-9090

시행일자

2013-06-07

1. 물품 설명

□ LCD , OLED의 운송 포장품에 대해 진동을 가하여 내구성 등을 검사
하는 설비로 제어용 pc, power amplifier, Vibrator 본체(accelerometer,
horizontal table포함) 등으로 구성
□ 진동수 범위(Hz) : i250(0~2)/SA5M(500), 최대탑재중량 : 6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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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구성요소
ㅇ PC Controller : 평가하고자 하는 진동 신호를 PC
하여 입력 및 제어하며 측정 결과값을 확인

프로그램을 이용

ㅇ Power Amplifier : PC에서 전송된 신호를

증폭하여 Vibrator에 전송
ㅇ Vibrator : Power Amplifier에서 송신한 증폭 신호를 바탕으로 시료에
상하로 진동을 발생시키며, 이때 발생된 열은 공냉 방식의 냉각기에
의해 처리함

ㅇ Accelerometer : Vibrator에서 발생된 진동을 측정하여 PC Controller로
송신
ㅇ Horizontal Table : 시료를
동을 발생

놓는 테이블이며, 시료에 좌우측으로 진

2.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3에 “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품은 본체, 제어시스템, 냉각장치
등이 동력전달장치, 전력케이블 등으로 연결 결합되어 제9024호에
분류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전체를 기능단위 기기(Functional
unit)로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9024호의 용어에 “재료(예 : 금속·목재·직물·종이·프라스
틱)의 경도·항장력·압축성·탄성 또는 기타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
기 ”를 규정하고 있음

□ 동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무·플라스틱..등 각종재료의 경도·
탄성·항장력·압축성 또는 기계적 성질을 시험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된다.”고 해설하면서 동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진동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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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를 측정하는 진동시험기, 전자피로시험기, 마찰 시험기 등 각종의
물리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진동을 가하여 CD , OLED의 운송에 필요한 플라
스틱 등의 포장품에 대한 물리적 내구성을 측정하고 시험하는 기기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
9024.8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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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인장강도 측정기 (for plastic)
Tensile Tester Machines for plastic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801

결정세번

9024.80-9090

시행일자

2013-04-24

1. 물품 설명

□ 본 물품은 재료의 기계적 특성을 알아내기 위해 시험하는 기본적인
장치로 재료가 당겨질 때 그 재료가 얼마나 강하며 얼마나 잘 늘어
나는지를 측정하는 기계
□ 구성 요소
ㅇ 로드 프레임(Load Frame) : 베이스, 하나 또는 두개의 컬럼, 움직이는
크로스헤드 및 상단 플레이트로 구성됨
ㅇ 컨트롤러 : 프레임과 시험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보조 장비를 제어
하는 하드웨어
ㅇ 제어판 : 로드 프레임 측면에 장착되며 프레임에서 직접 일부 소프
트웨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 패널
ㅇ 하중 연결부(Load String) : 움직이는 크로스 헤드와 로드 프레임
베이스 사이에 설치하는 모든 구성 요소로 구성됨
ㅇ Bluehill 소프트웨어 : 시험 시스템, 시험 실행 및 시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험 결과 생성을 제어하는 Instron 시험 소프트웨어
□ 작동원리
ㅇ 크로스 헤드(이송부)가 위 또는 아래로 이동하여 시편에 인장 또는
압축 하중을 가함. 이송부가 위쪽 방향으로 이동하면 인장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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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쪽 방향으로 이동하면 압축이 됨
ㅇ 이송부 위에 있는 하중 Cell에서 하중을 제어하고 계측된 하중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며 소프트웨어는 변환된 신호를 측정하여 표시함

□ 기능 및 용도
ㅇ 재료가 파단이 발생할 때까지 당기면 그 재료에 가해지는 항장(인
장)력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측정하며, 하중이 가장 높은 지
점의 응력이 그 재료의 항장강도(Tensile strength)가 됨
ㅇ 디스플레이 제조시 소요되는 플라스틱 소재(Resin, Film 등)의 항장
력을 분석
2.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9024호의 용어에는 “재료(예 : 금속·목재·직물·종이·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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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틱)의 경도·항장력·압축성·탄성
기기”가 분류하도록 규정함

또는 기타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동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금속·목재·콘크리트·섬유 및 직물·
지 또는 판지·고무·플라스틱·피혁 등 각종재료의 경도·탄성·항장력·
압축성 또는 기계적 성질을 시험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된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디스플레이 제조시 소요되는 자재인 플라스틱의
항장강도를 측정하는 장비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24.80-909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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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투과 전자 현미경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1222

결정세번

9012.10-1090

시행일자

2013-06-07

1. 물품 설명

□ 전자총에 의해 만들어진 전자빔이 전기장에 의해 시료로 가속되어
향해지며 자기장을 이용한 전자렌즈에 의해 형광판에 초점을 만들고
시료를 투과하면서 시료의 원자 및 전자들과 상호작용한 빔을 검출기인
형광판이나 사진필름을 통해서 영상을 만드는 투과형 전자현미경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 중 유기발광다이오드에 구현된 다층 박막의
미세영역의 결정구조, 원소분포 등 재료 해석 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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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구성요소
ㅇ 전자총: 전자원은 전자총의 음극으로 V형의 텅스텐 필라멘트 또는
육붕소화란탄의 뾰족한 막대로 되어 있으며 필라멘트는 베늘트 실
린더(Wehnelt cylinder：전자를 정전적으로 집속시켜주는 금속제의
원통 전극)에 의해 둘러싸여 있음
ㅇ 마그네틱 집광렌즈: 전자빔으로 생성된 광원은 모으는 역할을 하는
렌즈로 전자총과 피검체 사이에 위치하며 전자 빔의 강도와 구경각
(angular aperture)을 조절
ㅇ 피검체: 관측 대상이 되는 시료는 진공실 안의 재물대에 고정되며,
재물대는 외부의 조절장치에 의해 움직일 수 있음
ㅇ 마그네틱 대물렌즈: 시료의 표면에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렌
즈로 초점거리(1~5㎜)가 짧으며 20~200×의 중간상을 형성함
ㅇ 마그네틱 투사렌즈: 대물렌즈에서 맺어진 상을 다시 확대시키는 역
할을 하는 렌즈
ㅇ 관찰 스크린: 전자에 의해 형성되는 상은 현미경의 기저부에 위치한
형광 스크린을 통해 볼 수 있도록 다시 전환되는데 이것을 통해 상을
조사하고 초점을 조절
2.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9012호의 용어에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호 해설서에 전자현미경에 대해 “전자총, 렌즈, 시
료재물대, 진공펌프, 관측기구, 제어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
설하면서 “전자현미경은 순수과학분야(생물학 또는 의학의 연구ㆍ
물질의 조성의 구명 등) 및 공업적분야(연무ㆍ먼지ㆍ섬유ㆍ콜로이
드 등의 시험ㆍ금속이나 종이 등의 구조의 검사 등)에서 널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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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라고 부연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전자총, 렌즈, 시료재물대, 진공펌프, 관측기구, 제
어반 등으로 구성되어 원자 및 전자들과 상호작용한 빔을 검출기인
형광판이나 사진필름을 통해서 영상을 만드는 투과형 전자현미경이
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
9012.10-1090호에 분류함

- 386 -

3

기타 장비

가스 여과기

품명

GAS PURIFIERS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2753

결정세번

8421.39-9090

시행일자

2012-04-20

1. 물품 설명

□ 휴대폰

등 제조용 OLED 표시반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질소가스
속의 불순물(O2, CO, CO2, H2O)을 흡착용기의 화학적 물리적 작용에
의해 제거하여 정제된 가스를 공급(각 불순물 1PPB 이하,
15,000nm³/HR)

□ 높이 2670MM, 가로 2520MM, 세로 44670MM인 사각 하우징에 가
스배관, 밸브, 흡착용기, MIXING PANEL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구성요소 및 작동원리
① FEED GAS INLET / REGENERATON VENT
- INLET VALVE를 통해 정제기로 유입되는 가스는 VALVE 선택에
따라, ②의 흡착용기 A, B, C, D 중 3곳에 보내짐
- 재생중인 흡착용기에서 발생한 수증기는 별도의 VALVE가 열려
외부로 배출시킴
② 가스 정제부
-

금속(NI CATALYST) 및 흡착제(MOLE CULAR SIEVE)가 충진된
흡착용기(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로부터 유입된 가스를 상온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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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방식으로 불순물을 정제함
- 화학적

흡착 : Ni에서 O², CO, H²가 산화반응으로 흡착(제거)
- 물리적 흡착 : 남은 불순물 H²O와 CO²는 흡착제(Molecular
Sieves)로 제거되어, 분자량이 작은 N²만 여과기를 통과함
- 화학적 증착에 의해 Ni가 NiO로 되었고, 흡착제가 H²O와 CO²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Mixing Panel로부터 재생용 수소와 정제가스를
공급받아 섭씨 약 225℃로 가열하여 증기형태로 가스를 배출하여
흡착용기를 재생함

③ PURIFIED GAS OUTLET
- ②의 흡착용기에서 정제된 가스는 VALVE 선택에 따라, 가스관으로
배출됨
④ MIXING PANEL
- 재생용 수소와 정제가스를
착용기로 공급

혼합하고 필요압력을 조정하여 재생 흡

⑤ INSTRUMENT AIR SYSTEM : 정제 및 재생순서에
솔레노이드 VALVE를 작동함
⑥ BRUST DIST : 과열 및 과압으로부터 BED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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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해당

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1호의 용어에는 “...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동 호의 해설서(Ⅲ)에서 “이 호에는 모든형(물리식·화학
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

□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
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가물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
거하는데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질소가스로부터 불순물을 1PPB이하로 제거하는 GAS
PURIFIER이므로, 관세율표 제8421.39소호에 분류됨

□ HSK 10단위 분류에 있어서, 본 품을 반도체 제조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본 품은 평판디스플레이에 해당하는 OLED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반도체 제조용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기타의 기체 여과기 또는 청정기로 보아 제8421.39-9090호에 분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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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너 유닛

품명

LINEAR UNIT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4282

결정세번

8428.90-9000

시행일자

2012-06-12

1. 물품 설명

□ LCD 모듈 공정 중 PCB를 부착하는 PCB BONDING 공정에 사용
되는 물품으로서, 전(前) 공정에서 LCD PANEL을 PCB BONDING
공정으로 이송하고 작업 완료후 후 공정으로 이송하기 위한 (1)
LINEAR UNIT(X축 이동)과, PCB BONDING 공정으로 물품을 앞
뒤로 이동시키기 위한 (2) 볼스크루(Y축 이동)와 서보모터, PCB
BONDIGN시 PCB를 적정한 위치로 잡기 위해 스테이지를 상하 이
동하게 하기 위한 (3) 볼스크루(Z축등이동)와 서보모터로 구성된 물품
□ LINEAR UNIT 위에는 LCD PANEL을 안착시키는 TABLE, 원점
SENSOR, TABLE상의 LCD PANEL이 있는지 여부를 감지하는
SENSOR, D·D MOTOR등으로 구성된 스테이지가 부착되어 있음
<PCB 부착기(상), 주변기기 등과 관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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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사유

□ 본 물품은 LCD 모듈 공정 중, LCD패널에 부착된 TCP에 PCB를
접착시키는 시스템에서 사용되어지는, LCD 패널 이송 UNIT
□ 우선, 평판디스플레이인 “LCD"의 제조과정에서 사용되어지는 물품
이므로, 관세율표 제8486호에 분류가능한지 검토해 보면, 관세율표
제84류 주9 나목에서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는 유리의 제조 또는
인쇄회로 또는 기타 전자부품을 평판에 조립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
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LCD에 액정주입을 완료한 후, LCD 패널에 인쇄회로 등

을 조립하는 공정에서 사용되어지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486
호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호의 해설서(총설)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었다 하더라도 각 해당호에 분류한
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 (3) 권양용 또는 하역용의
기계류(제8425호, 제8426호, 제8428호 또는 제8486호)”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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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용의 기계류(...)"가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Ⅲ)에서 “(E)권양
용, 하역용, 적하용 또는 양하용으로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산업용로
보트”등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비록 PCB BONDING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만, 그 기능
이 LCD 패널을 권양(LIFTING), 하역(HANDLING), 적하(LOADING)
또는 양하(ULOADING)를 하는 기능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 규정에 따라, 부분품이 아닌 제8428호의 기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본 품은
기타의 권양용, 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로 보아, 제
8428.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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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밀링 시스템

품명

Ion milling system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6210

결정세번

8456.90-9000

시행일자

2012-08-20

1. 물품 설명

□ 각종 재료의 시료 윗면 대신 옆면이나 기울어진 면을 주사전자현미
경(SEM)에서 분석하기 위한 시료 단면 제작장비로서, 이온 건(Ion
gun)을 통해 아르곤 이온을 생성하고 동 이온빔이 시료에 부딪히면
시료원자가 깎여 나감으로써 시료의 단면을 가공하는 기능
ㅇ 구성 및 형태
① LCD Touch Panel : 설비 조작부
② 진공배기 버튼 : 시료가공시 체임버 분위기를 진공으로 만들어주는 버튼

샘플 : 시료가 위치하는 곳
④ Shield plate : 시료내 체임버 오염 방지를 위한 플레이트
⑤ 이온 건 : 시료 가공을 위한 이온 소스로서, 아르곤 가스를 주입후
고전압을 가하면 분극현상에 의해 아르곤 원자들은 이온화가 됨
⑥ Align 용 CCD : 불량 위치 포지션을 위한 광학용 카메라
③

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 “이 부에 해당하는 기기는 실험
실에서 사용하도록 또는 화학용 및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
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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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용의 기기 또는 제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
지 않는 한 이 부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56호의 용어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공작기계(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 또는
플라즈마아크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에 한
한다) 및 워터제트 절단기”가 분류됨

□ 또한, 동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의 공작기계는 각종재료의 성형 또
는 표면가공용의 기계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조건으로서 “(ⅰ)이러
한 공작기계는 재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ⅱ)이
러한 공작기계는 기존의 공구(conventional tools)를 갖춘 공작기계
에서 수행되어지는 종류로 공정이 수행되는 것이어야 한다. (ⅲ)이
러한 공작기계는 다음의 7가지 공정 중의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 레이저 또는 기타광선과 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
빔 또는 플라즈마아크방식”을 들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이온건에서 발생된 이온빔으로 시료를 깍아내어
단면을 가공하는 기능을 가진 장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
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5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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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TFT-LCD 글라스 성형기
TFT-LCD Fusion Glass Manufacturing Plant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559

결정세번

8475.29-1000

시행일자

2010-11-22

1. 물품 설명

□ TFT-LCD 제조용 평판유리를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설비
□ Floating 방식이 아닌 유리물을 낙하시켜 평판 유리를 성형하는 기
법(Fusion Drawing Method)을 이용하는 설비이며, 전체 구성부품
중 일부가 제시된 상태임

□ 제시된 상태
ㅇ Fusion Glass 제조 설비중 유리 원료를 1,600°C로 용융하기 위한
용융로(Melting Furnace)
ㅇ 용융유리를 이송하는 delivery system을 둘러싸고 있는 Capistrono
System, (delivery system 자체는 제시되지 않음)
ㅇ 용융유리물이 내화물 재질의 여물통(구유형태)형태의 Isopipe 홈통
으로 주입되고, 홈통의 양쪽으로 흘러넘쳐 넘친 유리물은 연속적인 한
장의 평탄한 유리를 만들기 위해 바닥 부분에서 다시 결합(Fusion)
되어 밑으로 떨어져(수직으로) 식으면서 기판을 형성(Down-Draw)
하는 Fusion Draw Machine, 그리고 이들을 제어하기 위한 Control
System 등이 함께 제시됨

□ 각 구성요소별 기능
① Premelt (Melting Furnace)
- 원료혼합기(Batch charger)에서

혼합, 투입된 유리원료를 가마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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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600 ℃로 용융하는 공정설비로 Gas Burner와 Electrode를 통해
용융하며 본체인 Melting Furnace, 내화벽돌인 Refractory등으로
구성된 용융로
- 실제 용융을 위한 가열은 electrode에서 이루어지며, 가스 버너는
보조적인 가열 수단임
- 내화제의 refractory는 전체 furnace 외부의 기계적인 구조(금속재
질)에 둘러싸인 형태임
② Delivery System (제시되지 않음)
- Premelt에서 용융된 유리물을 FDM까지 전달하는 이송장치로, 백
금을 주재료(백금 90%, 로디움 10%)로 제작된 원통형 파이프 관의
형태로 되어 있음
- 고온에서 녹지 않고 열전도율이 좋으며 온도조절이 용이한 백금을
주재료로 제작되어 양질의 Fusion 유리를 성형할 수 있도록 용융된
유리를 냉각하면서 동시에 유리조성을 균일하게 하여 줌
③ Capistrono System : 유리물 용해 공정에서 용해로 이후의 유리물을
성형하기 전까지의 delivery system을 감싸는 기계적 구조물로
ECU에서 혼합된 GAS(수 증기, 질소, 산소)의 순환을 통해 일정한
이슬점을 조절함으로써 외부에서 유리물로의 수소 침입을 막아 기포
불량을 감소시키는 장치임.
④ FDM (Fusion Draw Machine) : 성형하기 적합하도록 잘 용융되어
청징된 유리물(1,260°C)을 Isopipe라고 불리는 내화물 재질의 장치를
통해 Overflow 시킨 후, Down-Draw 방식으로 냉각하여 Sheet를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유리 성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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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사유

□ 본건 물품은 Fusion Drawing 공법에 의하여 TFT-LCD 제조용 평
판유리를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설비가 함께 제시된 것으로 제시된
설비는 유리의 이송로(파이프관 등)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상태의
것임(일부 구성요소는 제외된 상태)
□ 본 물품의 내용을 살펴 보면, Fusion Glass 제조 설비중 유리 원료
를 1,600°C로 용융하기 위한 용융로(Melting Furnace), 용융유리를
이송하는 delivery system을 둘러싸고 있는 Capistrono
System(delivery system 자체는 제시되지 않음), 용융된 유리물을
Isopipe라고 불리는 내화물 재질의 장치를 통해 Overflow 시킨 후,
Down-Draw 방식으로 냉각하여 Sheet를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유리
성형기, 그리고 이들 장비를 제어하기 위한 컨트롤 시스템이 함께
제시된 상태임

□ 관세율표 제16부 주4는 “하나의 기계(여러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
16부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는 바, 쟁점물품이 제84류의 어느 호(제8475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면
□ 관세율표 제8475호의 용어에는 "유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또는
열간가공용의 기계"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는
“(Ⅱ)유리 또는 유리용품의 제조용 또는 열간가공용 기계”에 대하여
“이 호의 유리가공용 기계란 연화상태 또는 융융상태로 가열된 유
리를 가공하는 기계를 말한다. 이러한 기계는..드로우잉..등에 의하여
작동한다”고 해설하는 한편, “(A)평면유리판의 제조용기계”의 예시
로 “(1) 플랫스트립을 연신하여 판유리를 제조하는 기계에서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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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러에 끼워진 상태로 소둔로를 통과할 때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늘려진다. 이러한 공정에서 얻어진 연속된 대는 판으로 절단된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 이어서, “(B)유리의 열간 가공용 기타 기계”의 예시로서 “(5)(i)직물
용의 연속된 유리사를 제조하는 기계"의 범주에 전기로를 포함시키고
있고 "(ii)단섬유를 제조하는 기계"의 범주에서는 인출(drawing out)
및 절단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를 예시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유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또는 열간가공”이라 함은
유리 또는 원료를 가열하고 뜨거워진 상태의 유리를 성형하는 일련의
공정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본건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Fusion Glass를 제조하기 위하여 유리원료를 1,600°C로
용융하는 용융로(Melting Furnace)와 용융 유리를 연속적인 판유리로
제조(성형)하기 위한 Fusion Draw Machine로 이루어진 물품이므로
제8475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단일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
으로 볼 수 있음
ㅇ 본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유리물의 이송을 위한 delivery system
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delivery system은 유리물의 이송과 적절한
냉각, 보다 순도 높은 유리의 제조를 위한 청징(refining)에만 관여하
는 것으로 이 부분이 제외된 상태에서도 쟁점물품은 유리 제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평판 유리 제조용의 기계에 해당하므로 제8475.29-1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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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본딩 머신

품명

LCD BONDING M/C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5066

결정세번

8479.89-9099

시행일자

2013-07-17

1. 물품 설명

□ TFT-LCD

Module 공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로서 LCD Panel 또는
LCD Module 제품 표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Cover glass를 부착
하는 설비

2.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84류 주 제9호 나목에서 “이 주 및 제8486호의
목적상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는 기판을 평판으로 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는 유리제조 또는 평판상에 인쇄
회로기판의 조립 또는 기타 전자소자 조립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TFT-LCD Module 공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로서 LCD
Panel 또는 LCD Module 제품 표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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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를 부착하는 기기로서 제8486호에 품목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479호의 용어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

□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
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
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
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
계)”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TFT-LCD Module 공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로서
LCD Panel 또는 LCD Module 제품 표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Cover glass를 부착하는 기기로서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
6호에 의거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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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R필름 반자동 부착기

품명

DRUM POL REPAIR MACHINE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7538

결정세번

8479.89-9099

시행일자

2012-10-10

1. 물품 설명

□ 3D TV용 LCD Panel 제조에 사용되는 기기로서 LCD 제조 공정의
후공정(Module 공정)에 사용되며 이상이 발견된 LCD Panel
Module 및 FPR Panel에 FPR(Film Patterned Retarder) Film을 재
부착하는 반자동 설비

ㅇ 구성요소별 기능
① Vaccum Unit : FPR 필름 및 Panel을 공급시켜주면 Drum Unit으로 이
동시켜주는 기기
② Vision Unit : Vision Camera 및 Controller로 Vaccum Stage에
공급된 FPR 필름 및 Panel을 Align하는 기기
③ Drum Unit : FPR 필름이 부착된 Drum 표면에 LCD Panel을 통과
시켜 FPR 필름을 부착하는 기기
④ FPR Peeler Unit : Drum에 공급된 FPR 필름의
필름)을 제거 후 적제하는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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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테이프(이형

2.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84류 주 제9호 나목에서 “이 주 및 제8486호의
목적상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는 기판을 평판으로 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는 유리제조 또는 평판상에 인쇄
회로기판의 조립 또는 기타 전자소자 조립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LCD 제조 공정의 후(後) 공정(Module 공정)에 사용되어
이상 있는 LCD Panel Module 및 FPR Panel에 FPR Film을 재부
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기기로서 제8486호에 품목분류 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분류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
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
명ㆍ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LCD 제조 공정의 후(後) 공정(Module 공정)에
사용되어 이상이 발견된 LCD Panel Module 및 FPR Panel에 FPR
Film을 재부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기기로서 기타의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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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ber Line Indexer

품명

Scriber Line Indexer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3007

결정세번

8479.89-9099

시행일자

2012-04-28

1. 물품 설명

□ LCD Cell 공정의 LCD PANEL 최종검사 단계에서 PROBE장비로
검사를 마친 Cell의 CASSETTE를 로봇(미신청)이 로딩하여 본 물
품에 적재하면, 본 물품의 클램프가 CASSETTE를 정위치에 정렬
하여 고정 후, CASSETTE의 NUMBER별로 관리(INDEX)하는 장비

ㅇ 구조물의 재질 : AL Profile(40*40, 40*80)
ㅇ 구성요소별 기능
- 플로팅 : 카세트가
-

올려지는(적재) 부분이며, 좌우 10mm 유동이 있음
클램프 : 카세트를 대각 모서리를 실린더 이용하여 전진하면 카세
트가 정위치에 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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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t Unit 구동용 SOL : 플로팅과 클램프는 Sol 밸브에 의해 자동
으로 에어가 공급되어 플로팅 고정과 클램프 전후진을 함. PLC 프
로그램에 의해 자동 제어됨
- 이오나이저 :

패널의 정전기를 제거하는 기능

- Panel 감지 Sensor : Port 상부에 위치하여 Cassette내에 Panel 유
무확인
- Cassette 유무/방향감지 Sensor : Port에 Cassette가 있는지
방향이 맞는지 구분
- RF -ID(TRA-5, RIM125) :
이동 경로 등 정보를 확인

없는지,

카세트 NUMBER를 읽음으로써 카세트

ㅇ 작동방법
- CASSETTE가 PORT에 들어오면 SENSOR가 이를 인식하고 대각에
설치된 실린더가 카세트를 정위치에 위치하도록 잡아주며,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오나이져가 작동함
- CASSETTE가 정위치에 잡히면 유격*이 있던 플로팅 실린더도 고
정이 되며, 카세트마다 정해진 NUMBER를 RF-ID가 읽어서 정보를
관리하게 됨
- 여기까지 작업이 자동으로 진행되면 차후에 ROBOT이 CASSETTE에서
PANEL을 한 장씩 빼서 다음 장비에 투입하기 시작함
*

닿는 면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좌우 유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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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가지 이상의 보
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7610호에는“알루미늄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
축물을 제외한다) 및 동 구조물의 부분품(예 : 다리와 교량·탑·격자
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난간·기둥), 구조물
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제의 판·봉·프로파일·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ㆍ자료를 자료매
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가 분류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9호 다목에는“제8486호에는 보울, 웨이퍼, 반도
체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와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Lifting), 하역
(Handling), 적하(Loading) 또는 양하(Unloading)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서 로봇(미 신청)으로 카세트를
로딩하여 적재한 후 클램프를 이용하여 적재된 카세트를 정위치에
정렬하여 고정시키고, Cassette number 별로 관리하는 장치이므로
제7610호, 제8471호 및 제8486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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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동 호의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
로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
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
은 것, (c)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조건을 충
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설함

□

본 물품은 LCD Cell 공정의 LCD PANEL 최종검사 단계에서
PROBE장비로 검사를 마친 Cell의 CASSETTE를 로봇(미신청)이
로딩하여 본 물품에 적재하면, 본 물품의 클램프가 CASSETTE를
정위치에 정렬하여 고정 후, CASSETTE의 NUMBER 별로 관리
(INDEX)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
호에 의거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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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Reinforcement Dispenser for AMOLED panel
Reinforcement Dispenser for AMOLED panel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1179

결정세번

8479.89-9099

시행일자

2011-05-13

1. 물품 설명

□ AMOLED 디스플레이 조립공정에서 사용되는 물품으로 panel 공정에서
완성된 AMOLED 패널(TFT Glass층, 유기 EL층, 상판 Glass층 등으로
구성)을 공급받아 패널의 정해진 위치(LTPS Glass와 end cap glass
사이)에 보강재를 도포한 후 UV 경화시킨 후 배출하는 시스템

□ 구성요소 및 기능
패널 공정에서 인계받은 OLED 패널의 공급부
ㅇ Vision Align Part : load된 패널을 정렬
ㅇ Dispenser Part : 보강재 도포
ㅇ UV Part : 경화부
ㅇ Cell Unloading Part : 경화가 끝난 후 패널 배출
ㅇ Cell Loading P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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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사유

□ 본 물품은 AMOLED 패널 제조 후 AMOLED 디스플레이 조립공정에
서 사용되는 물품으로 panel 공정에서 완성된 AMOLED 패널을 공급
받아 패널의 LTPS Glass와 End cap glass 사이에 보강재를 도포한
후 UV 경화시키기 위한 물품임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가 분류되나, 관세
율표 제84류 주9나는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에 대하여 “평판상에 인
쇄회로나 기타 전자부품을 조립하는 기기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
정하고 있음

□ 또한 본건 물품은 Cell 공정에서 완성된 OLED 패널을 공급받아 이후
단계의 가공을 수행하는 장비인 바, 이는 관세율표 제8486호의 목적상의
“평판 디스플레이의 제조(manufacture)”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가 분류되는 바, OLED 패널의 EL층 보호를 위하여 2개의
glass층 사이에 보강재를 도포하는 본건 물품의 기능은 다른 호에 분류
되지 아니한 고유한 기능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기타의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에 해당하므로 제8479.89-9099호로 분
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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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부식방지재 도포기
Tuffy Dispenser for AMOLED panel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1183

결정세번

8479.89-9099

시행일자

2011-05-13

1. 물품 설명

□

AMOLED 디스플레이 조립공정에서 사용되는 물품으로 LTPS
Glass와 end cap glass 사이에 유기 EL층을 보호하기 위한 보강재가
도포된 AMOLED 패널의 정해진 위치에 부식방지제를 도포해 주는
기계

□ OLED 패널에서 glass의 pattern과 FPCB의 접점 부위에 부식방지를
위한 처리제(tuffy라 명명)를 도포해 주는 기계

2. 결정사유

□ 본 물품은 AMOLED 패턴이 완성된 후 AMOLED디스플레이 조립
공정에서 사용되는 물품으로 AMOLED 패널 glass의 pattern과
FPCB의 접점 부위에 부식방지제를 도포해 주는 기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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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가 분류되나, 관

세율표 제84류 주9나는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에 대하여 “평판상에
인쇄회로나 기타 전자부품을 조립하는 기기는 포함하지 않는다”라
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본 물품은 Cell 공정에서 완성된 OLED 패널을 공급받아 이후
단계의 가공을 수행하는 장비인 바, 이는 관세율표 제8486호의 목적
상의 “평판 디스플레이의 제조(manufacture)”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고유한 기
능을 가진 기계가 분류되는 바, AMOLED 패널 glass의 pattern과
FPCB의 접점 부위에 부식방지제를 도포해 주는 본건 물품의 기능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고유한 기능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
거 기타의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에 해당하므로 제8479.89-9099호
로 분류함

- 411 -

로봇 프레임

품명

Robot Frame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3201

결정세번

8479.89-9099

시행일자

2012-05-04

1. 물품 설명

□ 알루미늄제 구조물 형태의 공압식으로 작동하는 기기
□ LCD Cell 공정의 LCD PANEL 최종검사 단계에서 로봇(미신청)이
CASSETTE를 PORT와 PROBE장비 간 적하(Loading) 또는 양하
(Unloading)하는 작업 시 로봇을 보호하고, 로봇의 작업상태나
CASSETTE의 고유번호 상태를 작업자에게 표시하며, 로봇의 이상
동작 시 제어기능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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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구성 요소 별 기능
ㅇ Frame : AL Profile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치되며 그 외의 Cover는 Frame에 고정됨

측면은

Open Door가

ㅇ Safety Interlock :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Door에 설치됨
ㅇ ACRYL COVER : Profile의 내부에 Multi Block을 이용해 고정
ㅇ PC Monitor : CASSETTE의 고유번호의 고유번호를 표시
ㅇ Signal Tower

& Buzzer : 작업자에게 장비의 상태를 직접전달
ㅇ Emergency Switch : 장비의 이상 동작이나 잘못된 동작 혹은 작동
중 사고가 우려 될 경우, Emergency Switch를 눌러 장비를 일시
정지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
ㅇ 기타(공압식 관련 장비) : Regulator, Sol V/V, Air Cylinder)
2. 결정사유

□

본 물품은 LCD PANEL 최종검사 단계에서 CASSETTE의 적하
(Loading) 또는 양하(Unloading) 역할을 하는 로봇(미신청)과 함께
사용되는 기기임

□ 관세율표 제16부 주9호 다목에는 “제8486호에는 보울, 웨이퍼, 반도
체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와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Lifting), 하역
(Handling), 적하(Loading) 또는 양하(Unloading)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표 제16부주 해설서 Ⅲ항에는 주기기에 종속되는 “부속기기”를
규정 및 제8486호 해설서 E항에는 “부속품”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제8486호에 해당하는 로봇과 함께 제시되지 않고(별도
제시) 물리적인 연결·결합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도 “부속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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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부속품”으로 분류되기는 어려움
□ 관세율표 제16부 주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가지 이상의 보
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7610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동 구조물의 부분품(예 : 다리와 교량·탑·격
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난간·기둥), 구조
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제의 판·봉·프로파일·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동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
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을 분류하고 있음

□ 본 물품은 LCD Cell 공정의 LCD PANEL 최종검사 단계에서 로봇
(미신청)이 CASSETTE를 PORT와 PROBE장비 간 적하(Loading)
또는 양하(Unloading)하는 작업 시 로봇을 보호하고, 로봇의 작업상
태나 CASSETTE의 고유번호 상태를 작업자에게 표시하며, 로봇의
이상 동작을 감지·제어기능도 하는 장치이므로 제7610호 및 제8537
호에도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479호의 용어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
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가 분류되며, 동 호의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
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
되지 않은 것, (c)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조
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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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물품은 알루미늄제 구조물 형태의 공압식으로 움직이는 기기로서,
LCD Cell 공정의 LCD PANEL 최종검사 단계에서 로봇(미신청)이
CASSETTE를 PORT와 PROBE장비 간 적하(Loading) 또는 양하
(Unloading)하는 작업 시 로봇을 보호하고, 로봇의 작업상태나
CASSETTE의 고유번호 상태를 작업자에게 표시하며, 로봇의 이상
동작 시 제어기능도 있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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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비 부분품

품명

Probe card pin; for ULFP probe unit of FPD
Probe card pin; for ULFP probe unit of FPD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과-100404

결정세번

9030.90-9000

시행일자

2004-06-01

1. 물품 설명

□

전기적 신호를 보내 LCD 패널 등 평판디스플레이(Flat Panel
Display) 의 불량여부를 검사하는 장치인 Prober와 Tester의 중간에
사용되는 Probe Unit에 부착되어 탐침 기능을 하는 텅스텐 합금제의
needle형태임

□ 수입이후 별도의 추가 가공없이 Probe unit(Probe card)에 부착되어
사용 될 수 있도록 needle의 끝부분이 정교한 각도로 Bending되어있음

2. 결정사유

□본

물품은 비금속제의 텅스텐을 기제로 만들어진 바늘형태의 제품
으로서 바늘 끝이 측정기에 적합하도록 특정한 각도로 정교하게
Bending 되어 있어 수입이후 별도의 작업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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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웨이퍼 또는 반도체 소자가 아닌 LCD 패널 등 평판디스플
레이 제품의 전기적 양을 측정하여 제품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도록
해주는 측정 기기의 한 부분인 Probe Unit(probe card)에 부착되어
테스터기로부터 Probe unit를 통해 전달되어 온 전기적 신호를
LCD 등 평판디스플레이 패널에 전달하고, 패널에서 되돌아 오는
신호를 탐지할 수 있도록 패널에 Contact되는 부분임
□ 본 물품은 반도체 웨이퍼 및 반도체 소자가 아닌 LCD 등 평판디스
플레이 패널의 전기적 양을 측정하는 기기의 부분인 Probe unit에
장착 되어 전기적 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물
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
9030.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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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모듈레이터 (for TFT Array Tester)
Modulator for TFT Array Tester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332

결정세번

9030.90-1000

시행일자

2009-07-13

1. 물품 설명

□ LCD 제조공정에서 상·하의 유리기판을 접합하기 전, 하부 유리기판에
형성된 TFT가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최종 검사하는 기기 (Array
Tester)에 장착·사용하는 물품 (Modulator)

ㅇ 구성 및 형태
- Glass Block : 10㎛이하의 평단도를 유지하는 고정밀도의 투명 석
영유리제 (133㎜×133㎜×33㎜)로서 하단에 액정 주입후 Gold
Coating 처리된 박막의 Mylar 필름으로 밀봉
- Pad for Bias Voltage
① Braket : VIOS Unit 장착을 위한 고정틀
② RFID : Modulator Serial을 기록하여 Array Tester에 장착한 이후의
이력관리 장치
③ Bracket Hole : 형성된 직경 2mm의 6개 홀, TFT와의 일정한 간격
(50㎛)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압축공기를 분사하면서 위치제어
- Gold Coating : 사면을 둘러싼 측면 고정 플라스틱의 금박은 모듈
레이터에 필요한 전류(280V)를 도통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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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능 및 용도
-

쟁점물품과

TFT의 유리기판에 각각 전류를 인가하면 Charging된
정상 TFT가 액정 배열구조를 바꾸어 주기기 VIOS에서 주사한 빛을
하단의 Mylar필름에서 투과·반사하고, 불량 TFT는 이 빛을 흡수
하므로서 검사시스템에서 TFT유리기판에 형성된 개별 TFT 소자의
양·불량을 판정토록 함

ㅇ 동작원리

모듈레이터에 전류를 인가시 액정의 움직임에 필요한 두 개의 전극
중 한 개의 전극에 해당하는 모듈레이터 내의 ITO막에 Charging,
액정위상변화 대기환경 조성
② Bracket에 설치된 Air Hole을 통해 Air를 분사하면서 TFT 기판과
50㎛의 gap을 유지하며 TFT 기판에 접근
③ TFT 기판(하판)에 전류 인가 후 TFT가 Charging되면 정상 TFT
만 전기장을 형성해 액정을 움직여(Rotated LC) 빛을 투과
⑤ Mylar 재질의 박막은 도달한 빛을 CCD Camera에 반사(양품)하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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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TFT는
불량을 판정

빛을 흡수하게 되며 시스템에서 이 위치를 분석해 양·

2. 결정사유

□ 9013호의 ‘액정 디바이스’에 대해 HS관세율표해설서에는『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다. 전기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며, 조각 또는 특정형상으로 절단되어 제시된 것
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특게된 물품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석영유리표면에 액정을 도포하고 그 위를 Mylar필름으로
부착·마감한 것으로서, Mylar필름은 하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기기인 VIOS에서 주사한 광선이 활성TFT의 영향
으로 만들어진 전기장으로 배열된 액정층을 투과하여 필름에 도달
하면 이를 반사하여 주기기 상단에 위치한 CCD에 되돌려 주는
『Replactor』역할에 그치고, 하판인 TFT유리기판의 협조없이 주기
기에 탑재된 상태만으로는 단독으로 디바이스로서의 기능을 전혀
수행할 수 없어 9013호의 액정디바이스로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TFT가 형성된 하판 유리기판을 상판 유리기판과
접합하기 직전 TFT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최종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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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하는 장비에 액정이 주입되고 ITO가 형성된 상판 기능을 수행
하는 것으로서 TFT 유리기판의 양·불량 검사 장비인 VIOS (제
9030.82-0000호,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
6호에 의거 제9030.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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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광학 용품

품명

Other optical element : Final Mirror Assy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3183

결정세번

9002.90-9090

시행일자

2013-05-06

1. 물품 설명

□ Mask에 새겨진 회로를 glass에 노광하기 위해 노광 광원으로부터
조사된 노광광을 mask면으로 반사(조사)시키는 mirror assy로 거울,
프레임, 센서 설치부, 각도 조절부로 구성된 물품

ㅇ 구성요소별 기능
- 거울 : UV 빛을 최종적으로 mask로 조사되도록 하는 부품으로 UV
광이 원하는 각도만큼 반사되도록 Al 코팅된 mirror(재질 : soda
lime glass)
* 소재 입고 - 두께 기계가공 - 외곽 성형가공 - 1차 연삭 - 2차 연
- 422 -

삭 - 3차 연삭 - 4차 가공(polishing) - 조도측정 수광홀 천공 - 표
면 측정 - data 측정 - 코팅 - 출하검사 - 출하
- 프레임 : 거울 가장자리에 부착되어 거울을 고정하는 기구부
- 각도 조절부(광 평행도 조정장치) : 거울 뒷면에 부착되어 거울 고
정 및 전/후진 정도를 조정하여 각도를 변경하는 부분
- 센서설치부 : UV광원의 조도를 측정하는 센서를 설치하는 부분
ㅇ UV자외선 조사과정
- 노광광원(Lamp) → 제일평면경(First Mirror) → Fly Eye Lens
요면경(오목경)→ Final Mirror Assy → Mask → Glass

→

ㅇ 기능
- Color Filter RGB, CS 공정의 In Line 노광설비(감광성 평판디스플
레이용 기판에 회로모형을 투영하거나 드로잉하는 기기)로 mask와
glass를 일정 간격으로 근접 및 정합하여 PR 코팅된 glass에 회로
를 형성하기 위해 UV 자외선을 일정 시간 조사하여 패턴을 형성하
는 기계 장치의 주요 부품
- UV 자외선의 빛의 각도를 조절하여 거울 중심부와 최외각부에서의
빛의 반사 각도가 일정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함으로써 glass 기판
에 패턴 형성시 왜곡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 수행
2. 결정사유

□본
팅

물품은 성형·연삭·polishing·조도측정 수광홀 천공·표면 측정·코
등의 공정을 거친 거울에 프레임, 센서 설치부 및 각도 조절부
가 장착된 mirror assy로 감광성 평판디스플레이용 기판에 회로모
형을 투영하거나 드로잉하는 기기인 노광기에 부착되어 UV광이 정
확하게 목표하는 위치에 조사될 수 있도록 하는 물품

□ 관세율표 제9002호의 용어에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
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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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됨

□동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9001호 해설(B)(C)(D)에 언급한
물품에 영구적인 장착구를 붙인 것(즉, 지지구 또는 프레임 등을 부
착시킨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분류된다. 이 호
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 또는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
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설계 제작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01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소정의 광학적 특성을 갖
게 하기 위하여 그 표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마된 광학용품만을
분류한다. ....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
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자외선·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예: 반사·감쇄·여과·
분산·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프레임 등이 장착된 것으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
용 기기인 노광기에 사용되는 광학용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
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02.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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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Scanning blade unit for canon mirror projection mask aligner
Scanning blade unit for canon mirror projection mask aligner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4744

결정세번

8486.90-3010

시행일자

2013-07-05

1. 물품 설명

□

대형 평판디스플레이 기판을 생산하기 위한 Mirror projection
mask aligner 노광기의 조명계와 액정기판 사이에 장착되는 물품
으로서, 원호 모양의 블레이드가 노광중인 Mask stage와 동기해
가며 조명계에서 나오는 노광광선을 차단하여 노광되는 기판과 기
판 사이 연결부위의 누적조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물품임

□ 주요

구성요소로 블레이드(Mask stage와 동기화되어 이동하며, 조
명계의 노광광을 차단 기능), Air slide(블레이드가 스캔할 때 가이드
기능), Linear encorder(블레이드의 위치를 계측하여 Mask stage와
동기시킴), Linear motor(블레이드가 스캔동작을 하기 위한 동력원),
Moving cable(Linear motor와 Driver box 간 연결하여 모터에 파
워와 시그널 전달), SMB Driver box(메인장비에서 주는 신호를 연
계하여 Linear encorder와 Linear motor의 컨트롤 역할)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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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
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
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6호의 용어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
(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
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
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 동 호의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기계 및 기기의 부분
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
속품에는 특히, 이 호의 기계 및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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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홀더 및 기타 특수 부착물 등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대형 평판디스플레이 제조를 위해 노광중인 Mask
stage와 동기해 가며 조명계에서 나오는 노광광선을 차단하여 기판
과 기판 사이 연결부위의 누적조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물
품으로서, 노광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
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6.90-3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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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floating system

품명

Air floating system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3709

결정세번

8486.90-3020

시행일자

2013-05-28

1. 물품 설명

□ LCD 제조시 잉크젯공정의 전단계로서, Black matrix와 유리기판의
성질을 발수성 및 친수성으로 각각 표면처리하고, 또한 그 전처리를
위해 유리기판상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상압플라스마 표면
처리장치의 체임버내 하부에 장착되는 스테이지
□ 플라스마 방전을 위한 음극전극으로의 기능과 에어분사로 기판을
위로 부상시키는 기능을 가진 물품임

□ 주요

구성요소로 Top plate(글라스 부상을 위한 상판으로서, Hard
anodized 처리된 알루미늄재질), Nozzle plate(글라스와의 갭에 따라
air와 vacuum의 압력을 스스로 조절하면서 일정한 강도와 갭을 유
지하는 물품으로서, 스텐레스스틸 또는 알루미늄재질), Cover plate
(알루미늄재질), Supply manifolds(air와 vacuum의 매니폴드로서 알
루미늄 재질)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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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6호의 용어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
(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이 분류됨

□ 동 호의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기계 및 기기의 부분품
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
품에는 특히, 이 호의 기계 및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툴
홀더 및 기타 특수 부착물 등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LCD 제조시 사용되는 상압플라스마 표면처리장
치의 체임버내 하부에 장착되는 스테이지로서, Black matrix와 유리
기판의 성질을 발수성 및 친수성으로 각각 표면처리하고, 또한 그
전처리를 위해 유리기판상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평
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의 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6.90-3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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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s of apparatus for the projection or drawing of circuit
patterns on sensitised flat panel display substrates

품명

Parts of apparatus for the projection or drawing of
circuit patterns on sensitised flat panel display substrates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3436

결정세번

8486.90-3010

시행일자

2012-05-11

1. 물품 설명

□ 평판디스플레이용 기판 제조시 박막을 증착한 유리기판의 레이저를
투영하여 회로 패턴을 그리는 노광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테이블로
Base, Chuck, Guide, Isolator, Gantry로 구성됨
□ Chuck위에 300×400㎝ 크기의 유리기판을 공압식으로 고정하여 250
㎜/s의 속도로 고속 및 정밀하게 X,Y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하도록
제작됨

ㅇ 구성요소
- Base : Chuck이 X,Y 방향으로 이동하는 평면을 만들어 주며 지지함
- Chuck : 유리기판을 올려 고정한 뒤 Base위를 이동함
- Guide : Chuck이 X,Y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Guide를 해 줌
- Isolator : 바닥으로부터의 진동을 차단하고, Base의 균형을 잡아 줌
- Gantry : 광학계를 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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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사유

□ 본 물품은 평판 디스플레이 유리기판 상 회로 패턴을 그리는 노광기
를 구성되는 물품으로 유리기판을 고정하고 좌우로 이동할 수 있도
록 고안된 테이블임
□ 관세율표 제8466호에는 각종 가공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각 종의
툴홀더가 분류되는데, 동 호 해설서에서는 "가공물지지용의 판 및
테이블(마이크로미터식 조절 또는 세트 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을
예시하고 있는 바, 특정기계에 사용되는 위치조절이 가능한 가공물
지지용의 테이블을 부분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본 품의 경우도 해당
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됨

□ 관세율표 제84류 주 2항에서는 "제8401호 내지 제8424호 및 제8486
호의 하나 또는 더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
내지 제8480호의 하나 또는 다른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 내지 제8424호의 적합한 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

라 제8486호에 분류하고, 제8425호 내지 제8480호에는 분류하지 아
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8486호에 해당하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부분품은 다른 호 보다 우선하여 적용됨

□ 관세율표 소호 제8486.30호(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에
"감광성 평판디스플레이용기판에 회로모형을 투영하거나 드로잉하는
기기"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 "회로모형을 투사하
거나, 그리거나 도금하는데 사용되는 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 중 감광성 평판디스플
레이용기판에 회로모형을 투영하거나 드로잉하는 기기(제8486.30-2000호)
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6.90-3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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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Mount Kit(0088T516) for Canon Mirror Projection
품명

Mask Aligner
Active Mount Kit(0088T516) for Canon Mirror Projection
Mask Aligner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81

결정세번

8486.90-3010

시행일자

2012-01-06

1. 물품 설명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투영노광기기인 Mirror Projection Mask
Aligner (MPA-7000시리즈)의 장비 하단부에 설치(노광기 1대당
Active Mount Kit 4개 장착)되어, 판넬 노광공정 중 발생하는 정
반(Plate Stage)의 진동을 흡수하며, 바닥 등으로부터 장비의 본체
에 가해지는 진동을 제어하는 기능을 가진 장비(Active Mount Kit
4개와 컨트롤유닛 1개로 구성)
직접 하중부위

Pneumatic
cution
공압배관
압력센서
버퍼

PCB

리니어 모터

ㅇ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 직접하중부위 : SUS재질의 판상으로 노광기 하중을 직접 받음
- Pneumatic cution : 고무재질 튜브(bellows)속 공기를 이용하여 변
위센서 및 압력센서로부터 Z축(세로방향) 진동이 감지되면 공기압
을 변화시켜 장비의 진동을 흡수(벨로우즈, 공압배관, 공압조절 레
귤레이터, 전자변 등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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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니어모터 : 가속도센서 및 변위센서로부터 X, Y, Z축 진동이 감
지되면 순간적으로 진동의 반대방향으로 Kit를 움직여서 진동을 상
쇄시킴(Kit당 리니어모터 2개, 압력센서 2개, 가속도센서 및 변위센
서 1개가 장착됨)
-

컨트롤유닛 : 센서로부터

감지되는 진동신호를 받아 리니어모터,
Pneumatic cution 등에 제어명령을 전달하여 진동을 제어하는 장
치(전체노광장비 컨트롤박스 내에 설치됨)

본건물품

ㅇ 장비 특성

- 본 물품은 캐논사의 디스플레이 노광장치인 MPA-7000시리즈에 사
용되던 기존의 3각 Passive Mount(점액질이 강한 실리콘오일을 사
용하여 진동을 흡수하던 수동적 방식으로 별도의 센서, 컨트롤유닛
이 없었음)의 단점을 보완하여 4각 Active Mount(진동감지센서, 리
니어모터, Pneumatic cution, 컨트롤유닛 장착)로 개발하여 공정 정
확도를 향상시키고(기존 3б⪳1.0㎛ ⇒ 개선 3б⪳0.8㎛), 노광공정
시간을 단축시킴(Tact time 2초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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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6호의 용어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반도체디
바이스·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
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
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 제84류

주9 라에서는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아니하며, 제
8486호에 분류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제16부의 주1에서는 각종 측정·검사장비 등이 분류되는 제90
류의 물품을 제외하고 있고, 제84류 주1에서는 제68류의 밀스톤, 그
라인드스톤, 도자제의 기계류(제69류), 이화학용의 유리제품 등(제70
류), 제7321호(스토브 등) 또는 제7322호(방열기), 제8508호(진공청
소기), 제8509호(가정용 전기기기), 제8525호(디지털카메라), 기계식
바닥청소기(제9603호) 등을 제외하고 있음
□ 먼저, 본 물품이 제16부 주1에서 제외되는 제90류 중 분류가능한 제
9032호(‘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에 분류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제9032호에는 기체의 압력 또는 기타 가변요소의 자동제
어기기,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 등이 분류되고,
□ 제90류 주7에서 제9032호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깊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자동제어용 기기 또는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 및 ‘전
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
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를 분류하도록 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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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물품은 변위센서, 가속도센서, 압력센서 등으로부터 노광장비 정
반(Plate Stage)의 진동 및 바닥으로부터의 진동을 감지하여 이를
컨트롤유닛을 통해 제어하고, 리니어모터, 벨로즈유닛 등의 기동장
치를 통해 노광장비의 진동을 제어하기 때문에 일견 제9032호의 자
동제어용의 기기로 볼 수도 있겠으나, 제90류 주1에서 '제8486호의
기계와 기기(고감도 반도체 재료에 회로 모형을 투영 또는 드로잉
하는 기기를 포함한다)’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 물
품이 제90류에 분류될 수는 없음
□ 다음으로 제84류의 분류가능 호에 대해 살펴보면, 제8486호의 물품은
제16부 주1 및 제84류 주1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해지는 경우를 제

외하고,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에 분
류하지 아니하며, 제8486호에 분류하도록 제84류 주9 라에서 규정하
고 있고, 본 건 물품이 부착되어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노광장비는
제8486호에 분류됨

□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6부 주1 규정에 의거 제90류 물품이
제외되나 제90류 주1 규정에서 ‘제8486호’의 기계와 기기를 제외하
고 있고, 제84류 주1에서는 특별히 제외되는 바가 없으므로 본 물품
은 제8486호에 분류될 수 있음
□ 기계류 부분품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제16부 주2가에서는 제16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
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
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6.30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가 분
류되고, 본 물품이 장착되는 노광장비(MPA-7000시리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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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T-LCD 제조공정 중 패턴형성을 위해 PR코팅이 끝난 글라스
(glass)에 마스크패턴을 투영하는 기기(제8486.30-2000호에 특게)이며,
본 건 물품은 해당 노광장비에 설치되어 노광공정 중 발생되는 진
동을 제어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제8486.30호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
거 ‘감광성 평판디스플레이용기판에 회로모형을 투영하거나 드로잉
하는 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86.90-3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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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s of machines for the manufacture of flat panel
품명

displays ; UP ELECTROD
Parts of machines for the manufacture of flat panel
displays ; UP ELECTROD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1287

결정세번

8486.90-3020

시행일자

2013-02-28

1. 물품 설명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공정 중 RF방전에 의한 플라즈마 방식의 건식
식각장비 내 설치되며 RF 소스와 연결되어 플라즈마 발생시 상부
전극 역할 및 Chamber 내부로 가스를 균일하게 공급해 주기 위한
물품임

□ 알루미늄 재질의 사각 판상 전면에 걸쳐 작은 구멍(지름 약 0.45㎜)
들이 분포되어 있어 이 구멍을 통해 가스가 유입되어 기판에 균일
하게 분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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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사유

□ 본 물품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공정 중 RF 방전에 의한 플라즈마 방
식의 건식식각장비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제품으로 방전을
위한 상부 전극역할 및 가스가 균일하게 분사되도록 하는 역할을 함
□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
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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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율표 제8486호의 용어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
(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
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
8486.90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건식식각기의 부분품이므
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
8486.90-3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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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s of deposition machines for the manufacture of flat
품명

panel displays
Parts of deposition machines for the manufacture of flat
panel displays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1288

결정세번

8486.90-3030

시행일자

2013-02-28

1. 물품 설명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공정 중 RF방전에 의한 플라즈마 화학기상증
착장비(PE-CVD, Plasma-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내
설치되며 가스가 분사되는 Diffuser 상단에 위치하는 가스통로로 가
스가 고르게 분사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함

□ 알루미늄재질의

사각판상으로 가스가 통과하는 짧은 관이 중앙에
위치되며 관 주위로 체임버내 고정시키기 위해 볼트로 결속되는 8
개의 hole이 천공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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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사유

□ 본 물품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공정 중 rf방전에 의한 플라즈마 방식
의 화학기상증착 장비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제품으로 가
스가 균일하게 분사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함
□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
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6호의 용어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
(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
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
8486.90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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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물품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증착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6.90-303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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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s of deposition machine for the manufacture of flat
품명

panel display
Parts of deposition machine for the manufacture of flat
panel display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7851

결정세번

8486.90-3030

시행일자

2012-10-19

1. 물품 설명

□

LCD 기판에 전극 및 절연막을 증착하는 CVD 장비에 장착되어
LCD 기판을 고정시켜 주는 알루미늄제 물품

2.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ㆍ반도체디바이스
ㆍ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
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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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호의 해설서 (E)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기계 및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이 호에 분
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특히, 이 호의 기계 및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툴홀더 및 기타 특수 부착물 등이 포함된다.”라고 설
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LCD 기판에 전극 및 절연막을 증착하는 CVD 장비에 장

착되어 LCD 기판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증착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
8486.90-30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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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static chuck

품명

Electrostatic chuck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100027

결정세번

8486.90-3030

시행일자

2007-11-09

1.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
Chuck
□ 물품 형태

LCD 제조공정중에 사용되는 정전식의 유리기판

흡착용

ㅇ 350(가로)*590(세로)*15(두께)mm

크기, 중량 7~9kg
ㅇ 15mm두께의 알루미늄 Body위에 250㎛두께의 정전력 발생용 막이
접착된 형태
ㅇ 정전력 발생용 막은 여러층의 폴리이미드 필름에 동박이 배선된 형태
ㅇ 전원 공급용 접속단자 2개가 돌출
□ 기능 및 용도
ㅇ 접속단자를 통해 직류전류 4~5kV(1㎂이하)를 인가하면 정전력이 발
생하며, 이러한 정전력을 이용하여 LCD제조공정중 컬러필터와
TFT 기판을 부착할 때 기판을 흡착하는 용도로 사용
ㅇ 사용시에는 본 ESC를 4~8개까지 스테이지에 고정(세대별로 사용
개수 상이)하여 사용
2. 결정사유

□ LCD제조기기중 컬러필터와 TFT 기판을 접합시키는 패널 어셈블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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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제8486.30호에 분류되며, 동 물품의 부분품은 제8486.90호에
분류됨

□ 본 물품은 컬러필터와 TFT 기판을 접합할 때, 정전력을 이용하여
접합대상 기판을 흡착하는 것으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인 가공물 홀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
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6.90-303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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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제조용 교반봉

품명

Stirrer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355

결정세번

8475.90-1000

시행일자

2010-07-05

1. 물품 설명

□ 물품개요
ㅇ TFT-LCD용 유리제조 공정에서 용해로와 성형기 사이의 유리물
이송장치의 Chamber에 설치되는 설비로서 지름 300㎜, 높이 1,400
㎜, 둘레 950㎜, 중량 약 20㎏의 교반봉으로(구성성분 백금 약 90%,
로듐 약 10%) Coupler, Shaft, Blade 등 3개 부분으로 구성

회전할 수 있도록 동력을 전달
ㅇ Shaft : 체임버 내에서 Stirrer Blade를 지지하며 회전운동을 Blade까지
전달해 주는 기능
ㅇ Blade : 체임버 내에서 회전하면서 유리물을 균질하게 교반
ㅇ Coupler : Blade가

<쟁점물품>

<쟁점물품이 포함된 Stirrer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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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능 및 용도
- 용해로와 성형기 사이의 유리물 이송장치에 설치되어 1,550℃ 이상
의 용융된 유리물이 이송장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STIRRER의 회
전날개(백금과 료듐의 합금 90/10)를 이용한 교반기능을 통해 유리
물내에 존재하는 줄무늬(CORD)를 제거하여 유리물의 균질도를 향상
유리물 이송장치

<TFT-LC용 평판 유리 제조공정에서 쟁점물품의 위치 및 역할>

쟁점물품이 사용되는 TFT-LCD용 평판유리 제조공정
- 원료혼합(batch) 공정 : 입고되어진 원료(모래, limestone, magnesia,
alumina 등의 광물)를 철분 탈철 후 투입하여 저장 빈에 저장, 평
량, 혼합하여 용해공정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공정
- 용해공정 : 원료혼합기에서 혼합, 투입된 유리원료를 가마 내에서
약 1600℃로 용융하여 유리물로 형성하는 과정으로 유리물이송장
치를 통해 용해로의 후공정인 FDM(성형)에서 원하는 FLOW를 안
정적으로 형성시키는 공정 (원료혼합기에서 투입된 분상 원료 이외
에 별도 투입되는 원료는 없음)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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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공정 : Premelt(용융)에서 용융된 유리물을 FDM까지 전달하는
이송장치로서, 백금을 주재료로 제작된 원통형 파이프 관의 형태로
되어 있음. 특히 고온에서 녹지 않고 열전도율이 좋으며 온도조절
이 용이한 백금을 주재료로 제작되어 양질의 Fusion 유리를 성형할
수 있도록 용융된 유리를 냉각하면서 동시에 유리조성을 균일하게
하여 줌.(용해공정에서 용융된 유리물 이외에 별도 투입되는 원료
는 없음)
- 교반장치(쟁점물품이 포함된 Stirrer system) : Stirring하기에 적합한
온도까지 냉각된 Glass를 유리물이송장치에 설치된 Stirrer
Chamber를 통해 통과시켜 Stirrer의 혼합 및 교반작용을 통해 균질
화를 유지함.(용해공정에서 용융된 유리물 이외에 별도 투입되는
원료는 없음)
- 성형 공정 : 성형하기 적합하도록 잘 용융되어 청징된 유리물을
Isopipe(구유모양 장비의 홈통으로 주입)라고 불리는 내화물 재질
의 장치를 통해 Overflow 시킨 후 Down-Draw방식으로 냉각하여
Sheet를 제작 (용해공정에서 용융된 유리물 이외에 별도 투입되는
원료는 없음)

ㅇ Stirrer 관련 주요

변량

회전 속도 : 6.5 ～ 14.5 rpm
- 유량(유리물 이송장치 및 Stirrer Chamber 내부) : 1,550 ～ 2,000 lbs/hr
- 유속 : 170 ～ 220 inch/hr (0.12 ～ 0.16 cm/s)
- Stirrer

2. 결정사유

□본

물품은 TFT-LCD 기판유리 제조공정에서 용해로와 성형기 사
- 450 -

이의 유리물 이송장치에 설치되어 1,550℃ 이상의 용융된 유리물이
이송장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용해로에서 혼합된 액체상태의 유리
물의 균질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임

□ 관세율표 제8474호에는 혼합기(고상·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
석·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주로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에서 토양·점토석·광물
성연료·슬랙시멘트 또는 콘크리트와 같은 고체의 광물성 물질(일반
적으로 본표 제5부의 생산품)의 처리에 사용되는 종류의 기계”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이 사용되는 유리 제조공정을 살펴보면, 원료 혼합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고체의 광물성 물질을 혼합한 후 용해로에 투입되고
이후 용해된 액체 유리가 이송장치를 거쳐 본건 물품 교반기에 이
르게 되는 바, 본건 물품이 작용하는 시점에서 교반 대상은 이미 고
체의 광물성 물질이 아님
□ 또한 제8474호에서 혼합(mixing)이라 함은 용기 내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재료가 휘젓거나 또는 교반에 의하여 혼합(mixing)되는 것을
의미하나, 본건 물품은 교반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원료없이
이미 용해된 유리물만을 교반하는 것이므로 이는 제8474호의 범위
내에서의 혼합으로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475호는 유리 제조용의 기계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의 유리가공용 기계란 연화상태 또는 용융상태로 가열된 유
리(석영유리 및 기타 석영유리를 포함한다)를 가공하는 기계를 말한다.
이러한 기계는 주로 캐스팅(casting), 드로우잉(drawing), 로울링
(rolling), 스피닝(spinning), 블로우잉(blowing), 모델링(modelling),
모울딩(moulding) 등에 의하여 작동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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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물품이 적용되는 전체 유리 제조설비는 제8475호의 유리 제조용
기계에 해당함

□ 본건 물품은 유리를 제조하는 설비의 일부분으로 용융로에서 용융된
유리를 서서히 통과시키면서 유리 조성을 균질화하는 과정을 거쳐
이후의 성형공정으로 이송 및 투입시켜 주는 기기이며 이는 유리
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
거 판유리 제조기계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8475.90-1000호로 분
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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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 설명

□

물품개요

ㅇ LCD용 플로팅 유리 제조용 설비의 일부인 Interface부

쟁점물품(interface부)
)

<Floating Glass 제조 설비의 전체 구조도>
ㅇ 본 물품은 Floating glass 제조 설비의 일부로 melting furnace(혼합
된 유리원료를 용융시키는 용융로)와 metal bath(액상의 주석을 담
아 채워 놓고 그 위로 용융된 액체상태의 유리를 흘려보내 비중 차
에 의하여 액상의 유리를 주석 위로 평평하게 띄워 floating 유리로
성형하는 공정 설비) 사이에 위치하여 용융로에서 나오는 고온의
유리(섭씨 1,600도)를 서서히 냉각(섭씨 750도까지 냉각)시키면서
metal bath로 이송시켜 주기 위한 기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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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융로로부터 나온 유리물은 본건 물품을 통과하면서 서서히 냉각
되는 한편, 백금이 주재료인 파이프와 stirrer를 통과하면서 조성이
균일하게 됨

□

구성요소별 기능

ㅇ UD Tube : 백금을 주재료로 제조된 도입관으로서 원통형 파이프
관에 전극(니켈)이 부착되어 있으며, 양질의 TFT-LCD용 플로팅 유
리를 성형할 수 있도록 용융된 유리물을 서서히 냉각함과 동시에
유리 조성을 균일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함
ㅇ Thermocouple : UD tube에 부착되어 용융된 액상의 글라스 온도를 측정,
기판 제조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시 가열하는 기능
ㅇ Vacuum pump : 액상의 글라스가 UD 튜브를 통하여 metal bath
방향으로 서서히 흐를 수 있도록 진공을 이용하여 유리물을 이송함
과 동시에 액상 glass 내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기능(UD 튜브에
부착되어 있음)
ㅇ Stirrer : UD 튜브의 입구 부분과 출구 부분에 각 1개씩 설치되어
유리물을 교반하기 위한 구성품으로 샤프트에 회전날개형의 블레이
드가 결합된 형태이며 백금과 로듐합금이 주재료임
ㅇ

컨트롤 패널 : 당해 설비의 제어용 기기
Stirrer

Vacuum pump에
의한 진공부분

UD tube
고온의
액상유리

Melting
Furnace

<쟁점물품 interface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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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
Bath

□

기능 및 용도

ㅇ 본 물품은 Float 유리를 제조하는 in-line 설비의 일부분으로 용융
로에서 용융된 유리를 서서히 통과시키면서 냉각함과 동시에 양질
의 플로트 유리를 만들 수 있도록 유리 조성을 균질화하는 과정을
거쳐 금속조(metal bath)로 액상의 유리를 이송시켜 주는 설비임
(24시간 동안 약 50~60톤 정도의 유리물을 통과시킴)
ㅇ

또한 TFT LCD 플로트 유리성형 제조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의
변수(용융온도, 성형온도, 액상온도) 등을 유지하여 다음 공정인 금
속조 용융투입기능을 수행하는 장비임

2. 결정사유

□

본 물품은 플로팅 유리 제조 설비에서 melting furnace와 metal
bath의 사이에 위치하여 용융로에서 나오는 고온의 유리(섭씨 1,600
도)를 서서히 냉각(섭씨 750도까지 냉각)시키면서 metal bath로 흘
려보내 주기 위한 설비임

□ 관세율표 제8475호는 유리 제조용의 기계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플로트 공정과정에서 용해 매체에 수평으로 부양(浮揚)하여 끝이
없는 리본을 제조한 후 여러 조각으로 자르는” 플로팅 유리의 제조
기계를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로팅 유리를 제조하는 in-line 설비의 일부분으로 용융
로에서 용융된 유리를 서서히 통과시키면서 냉각함과 동시에 양질
의 플로트 유리를 만들 수 있도록 유리 조성을 균질화하는 과정을
거쳐 금속조(metal bath)로 액상의 유리를 이송 및 투입시켜 주는
기기이며 이는 유리 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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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

거 판유리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8475.90-1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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