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디스플레이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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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T-LCD 모듈

품명

TFT LCD MODULE

시행기관

관세청

분류근거

세원심사과-2

결정세번

8528.51-1000

시행일자

2011-02-14

1. 물품 설명

□ 물품 형태
ㅇ 구성 : 22" TFT Color LCD 패널에 Driver IC, 제어회로부가 부착되어
있고 4-CCFL 백라이트, 도광판, 광학필름이 일체화되어 철강제 케이스로
마감되어 있는 상태
ㅇ 모델명 : M220Z1-L03
ㅇ 규 격 : 22"
□ 기능 및 용도
ㅇ Workstation, Desktop 컴퓨터 모니터 제조
ㅇ AV제품의 Display Terminal 및 산업용기기의 모니터 제조
□ 기기특성
ㅇ Pixel Pitch : 0.282×0.282, 표시 색상수 : 16.7M
ㅇ 픽셀 수 : 1,680×1,050 = 1,764,000
ㅇ 전력소비 : 28.3Watt
ㅇ 밝 기 : 300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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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유효면적
Driver Element
픽셀수
픽셀크기
픽셀정렬방식
재현색상수
표면처리

558.68
473.76×296.1
a-Si TFT Active Matrix
1680×RGB×1050
0.282(H)×0.282(V)
RGB Vertical Stripe
16.7M
Hard Coating

mm
mm
pixel
mm
color
-

* 다만, 백라이트방식은 CCFL(냉음극형광등) 4개를 사용

① 전면

② 후면

③
회로보호커버탈착

④ 전면철제커버

⑤ 액정패널

⑥ 플라스틱베젤

⑦ 광학필름

⑩ 반사쉬트

⑧ 도광판

⑪ 후면철제커버

⑨ 4CCFL

<붉은 점선안의 쟁점물품(①②)과 분해시 각 구성요소(③∼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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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 사유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2(가)는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
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
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
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
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
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
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528호 용어는 “텔레비젼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를 제8528.51호 소호 용어는 “제8471호의 자
동자료처리시스템(이하 ‘컴퓨터’라 함)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9013호 용어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액정패널 전극에 Driver IC와 이를 컨트롤하기 위한 제
어회로가 부착되어 있으며, 컬러효과를 내기 위한 컬러필터, 후면에
서 액정패널이 위치하는 전면으로 백색광을 발산하기 위한
4-CCFL이, 또한 이 빛을 증폭하고 액정 전체로 평탄하게 확산하기
위한 광학필름군이 일체화하여 금속제 케이스로 마감된 제품임
□ 본 물품은 제조업체 및 화주 제시자료에 따르면 제8471호의 컴퓨터
모니터로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한 것(색온도 6,488K,
밝기 300cd/㎡, 해상도 1,680×1,050 등으로서 컴퓨터 모니터로서의
본질적 특성 내재)으로 나타나고 있고, 완성된 컴퓨터 모니터 제조
원가에서 차지하는 가격비중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완성된 액정모니터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음
□ 따라서 “컴퓨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액정모니터”로 보아 관
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가) 및 제6호에 의거 제
8528.51-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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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모듈

품명

LCD MODULE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1841

결정세번

8528.51-1000

시행일자

2013-08-02

1. 물품 설명

□ LCD패널에 구동IC와 백라이트유닛을 결합한 모듈 제품
□ 제원
ㅇ 크기 : 10.1인치(233.7MM x 138.9mm x 2.4t)
ㅇ 시야각 : 85/85/85/85
ㅇ 화소수 : 1366x768X3(RGB)
ㅇ 반응속도 : 35ms
ㅇ 무게 : 150g
□ 주요 구성요소 등
ㅇ TFT-LCD : 액정표시장치. 인가된 전압에 의해 데이터를 표시
ㅇ BOTTOM CHASSIS : LED 보호 및 광효율을 상승 역할
ㅇ ASS'Y FPC LED(LED BAR) : 광원
ㅇ LGP : 투명한 아크릴 패널. 아크릴 표면에 증착된 일정 면적과 모양을
가진 PATTERN을 통해 화면 전영역에 걸쳐 빛을 균일하게 분포
ㅇ MOLD FRAME : BLU의 각부품을 고정하는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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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SHEET-DIFFUSER : LGP 표면으로부터 일정한 방향으로 빠져 나
오는 빛을 산란시켜 LGP 표면 전반에 골고루 확산
ㅇ SHEET-PRISM : LGP에서 올라온 빛을 상면으로 모으는 역할. 확
산시트에서 나오는 빛을 굴절, 집광시켜 BLU 표면에서 휘도를 상승
ㅇ SHEET-PROTECTOR : 뭉개짐 및 얼룩, Scratch 등 외부로부터
오는 물리적, 환경적 오염요소로부터 보호
ㅇ PCB : 구동IC, LED CONNECT, LVDS(40핀)단자 등이 실장된
Driving Circuit Unit
ㅇ DIGITIZER, SHEET-REFLECTO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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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ㅇ 테블릿PC의 Display
2.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9013호의 용어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
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다.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
9013호에는 액정디바이스를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
정의 층이 들어 있다. 전기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며, 조각 또는
특정형상으로 절단되어 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된
물품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라목에 “다음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위의 주 제5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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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5)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
터와 프로젝터”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28호에 “텔레비전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를 규
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8528.51호에 “그 밖의 모니터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8528호에서 “모니터ㆍ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세트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음극선관, LCD, DMD, OLED 및 플라즈마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A) 제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에서
“이 그룹에는 처리된 자료의 영상표시용 음극선관 또는 비음극선관
(예: 평판 스크린) 모니터가 포함된다. 이러한 모니터는 다른 종류의
모니터(아래 (B)항 참조) 및 텔레비전 수신기기와 구별된다. 여기에
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1)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
앙처리기기(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으며, 그러므로 파형이
방송 표준(예: NTSC, SECAM, PAL, D-MAC 등)에 일치하는 영상
합성신호로는 칼라 영상을 재생하지 못하는 모니터”를 열거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인 테블릿PC의 구성요소로, 중앙처리
기기(CPU)에서 처리된 각종 신호의 출력(디스플레이)을 담당하는데
전용되는 물품
□ 따라서, 본 물품을 그 밖의 모니터인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
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액정모니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
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28.51-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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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모니터

품명

LCD Monitor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1600

결정세번

8528.51-1000

시행일자

2013-07-12

1. 물품 설명

□ PC, DVR 등에서 신호를 수신하여 재현하는 모니터로 1280×1024
고해상도 VGA(video graphics array) 출력 기능을 내장하여 고화
질을 제공하는 19인치 컬러 액정모니터
□ 기기 뒷면에 PC나 DVR에 저장된 영상을 수신할 수 있는 VGA 영상
연결단자(D-sub)와 전원 공급용 단자를 가지고 있는 모니터
□ 기능 및 용도
ㅇ 별도의 TV수신기능은 없으며, 교통통제센터, 보안센터 등에서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지역을 모니터링하는 용도로 사용

□ 물품 주요 사양(출처 : 카탈로그)
ㅇ Lcd Monitor
가) Type - 47cm(19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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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휘도(cd/㎡) - 250cd/㎡
다) 명암비 - 1,000:1
라) 응답속도(ms) - 5ms
마) 시야각도 - 170°/160°
바) 화면비율 - 4:3
ㅇ 비디오 : VGA(D-sub) - 1ch input
ㅇ 해상도 : 1280 Ⅹ 1024 @ 60Hz
ㅇ 사용전원 : AC 100~240V(50/60Hz)
ㅇ 소비전력 : Max. 35W
ㅇ 사용환경 : 동작온도 0℃ ~ 40℃, 동작습도 20% ~ 90%
ㅇ 크 기 : 412(W) Ⅹ 347(H) Ⅹ 59.4(D)mm(스탠드 미포함)
ㅇ 중 량 : 5Kg(스탠드 포함)
ㅇ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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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8528호의 용어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
기ㆍ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됨
□ 동 호의 해설서에서는 ‘(A)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이 그룹에는 처리된 자료의 영상표시
용 음극선관 또는 비음극선관(예: 평판 스크린) 모니터가 포함된다.
이러한 모니터는 다른 종류의 모니터(아래 (B)항 참조) 및 텔레비
전 수신기기와 구별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자동
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기기(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으
며, 그러므로 파형이 방송 표준(예: NTSC, SECAM, PAL, D-MAC
등)에 일치하는 영상합성신호로는 칼라 영상을 재생하지 못하는 모
니터 : 이 기기는 자료처리시스템의 특성을 가진 커넥터(예:
RS-232C 인터페이스, DIN 또는 SUB-D 연결기)가 부착되어 있으
며, 음향회로는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VGA단자를 통해 컴퓨터나 DVR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자
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액정모니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6호에 의거 제8528.51-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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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LCD 터치 스크린 모니터
LCD Touch Screen Monitor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877

결정세번

8528.51-1000

시행일자

2013-04-30

1. 물품 설명

□ 본 물품은 15인치 LCD터치스크린 모니터, Stylus Pen, Serial
Cable, Video Cable을 일체로 제시. 본 물품은 조립을 위한 세트인
KIT로 제시. 케이블과 펜의 경우 모니터와 외부기기를 연결하거나
모니터에 입력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임
□ 구성요소 상세 및 기능
ㅇ LCD 터치스크린 모니터
- 제원 : 공급전원 AC 100-240V, 해상도 1024X768, 뒷면하단에 전원
입력단자 1개. SUB-D(15핀) 1개, SUB-D(9핀) 1개, 오디오 단자 1
개, Integrated Speaker 부착
- 기능 : 키보드 또는 마우스 대신에 모니터 화면에 그림으로 표시된
명령을 손가락이나 정전식터치펜(Stylus Pen)으로 터치함으로써 위
치정보를 중앙처리장치로 전달(입력),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
로부터 전달되는 신호를 영상으로 출력, 외부에서 입력되는 음성신
호를 내장된 스피커로 출력
※ 예 : 인공심장박동기와 일체로 제시될 때의 기능( 페이싱파리미터
의 표시·조작 및 심전도 파형을 디스플레이 함)
ㅇ Stylus Pen : 정전식터치펜. 터치스크린모니터에서 위치정보의 입력도구

- 469 -

ㅇ Serial cable : 모니터의 터치인식단자(SUB-D(9핀)와 PC를 연결.
터치스크린 모니터에서 입력되는 위치정보를 중앙처리장치로 전달
ㅇ Video cable : 모니터의 SUB-D(15핀) 단자와 PC를 연결. 중앙처리
장치로부터 출력되는 영상신호를 모니터로 전달
□ 용도
ㅇ 위치정보를 화면을 터치하여 연결된 컴퓨터로 전달하고 컴퓨터로부터
전달되는 신호를 영상으로 출력하는 입출력장치로 사용됨. 체외용
인공심장박동기의 구성요소(신청인 제시)

2.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8528호의 용어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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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
기기ㆍ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임
□ 동 호의 해설서에서 ‘(A)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
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에 ‘여기에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
면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기기(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
을 수 있으며,(중략) 모니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터치스크린 모니터, 케이블, 정전식터치펜으로 구성된 소
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으로, 케이블과 펜의 경우 모니터와 외
부기기를 연결하여 자료를 주고받거나 모니터에 입력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부속기기에 불과하며, 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모니터에 있음
□ 또한, 터치스크린모니터는 1)자동자료처리기계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출력하기 위한 액정모니터(SUB-D단자 포함), 2)터치스크린(SUB-D
단자 포함) 3)음성단자를 통하여 입력되는 음성신호를 내장스피커로
출력하는 장치가 결합된 물품으로, 터치스크린의 경우는 자동자료처
리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기 위한 것으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
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능률과 편의를 향상하기 위한 보조적인 기
능이며, 스피커의 경우 영상으로 출력되는 자료와 연계되는 음성신
호를 출력하기 위한 보조적인 기능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자동자료
처리기로부터 전달받은 영상을 처리하기 위한 모니터에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을 관세율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액정모니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 및 제6호에 의거 제8528.51-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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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모니터

품명

LCD MONITOR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1132

결정세번

8528.51-1000

시행일자

2011-09-05

1. 물품 설명

□ Touch Screen 방식의 TFT LCD 모니터(모델에 따라 15인치 또는
17인치)와 전원케이블, D-SUB케이블로 구성된 물품
□ 화면조정 버튼, USB단자, 전원단자, AUDIO IN, D-SUB단자, DVI단자
및 벽걸이 또는 별도의 스탠드를 고정하기 위한 VESA홀이 있음
□ 주로 PC(신청인이 제출한 제조사 사용자 매뉴얼 상)와 연결되어 사용
* 신청인은 POS SYSTEM 취급업자에게 납품할 의도로 수입
□ 주요사양
ㅇ 해상도 : 1024 x 768 이상
ㅇ 소비전력 : 최대 30W
ㅇ 수평주파수 : 30~60KHz
□ TV 튜너 내장되어 있지 않으며, 방송 주파수나 폐쇄회로 주파수로
작동 불가(신청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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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5는 “라. 다음의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상기 주 제5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 (5)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 …”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28호의 용어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를 규정하고 있음
□ 동 호의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텔레비
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 모니터 … 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 LCD …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 ”
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A)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처리된 자료의 영상표시용 … 비음
극선관(예:평판 스크린)모니터가 포함된다. …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CPU)로부터 온 신
호만 받을 수 있으며 … 자료처리시스템의 특성을 가진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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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SUB-D)가 부착되어 있으며 … (4)…디스플레이 기기의 수평주
사주파수는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방식의 기준에 따라 보통 15KHz
부터 155KHz이상에 오른다. … 더욱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디스플
레이 기기는 공공 방송용의 국내, 국제방송 주파수나 폐쇄회로 주파
수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 그룹의 모니터는 … 근접하여 장시간
바라보기 용이하도록 대부분 화면의 기울어짐(tilt)과 회전(swivel)을
조정하는 메카니즘 … 기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 제작된 특성을 갖
추고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주로 PC와 연결하여 PC의 CPU로부터 온 신호를 수신하여
영상을 표시하고 30~60KHz 범위의 수평주파수 및 사용자가 화면을
바라보기 용이하도록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LCD모니터이므로 관
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28.51-1000에
분류함

- 474 -

HDMI 연결 단자 모니터

품명

LCD Monitor

시행기관

관세청

분류근거

세원심사과-12

결정세번

8528.51-1000

시행일자

2010-11-25

1. 물품 설명

□ 대각선 사이즈 18.5"~23"의 TFT Color LCD 방식의 Monitor로서 자
동자료처리기계(통상 컴퓨터, PC를 일컬음)와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한편, CPU경유 없이 직접 DVD Player, 게임콘솔 등 다양한 디지털기
기와 접속하여 입력받은 신호(영상 또는 영상+음성)를 화면에 표시
할 수 있는 기능을 동시에 보유한 모니터임
구 분
화면크기
픽셀크기
해상도
수평주파수
수직주파수

① W1943TE-PF
18.5인치
0.300×0.300mm
1360×768@60Hz
30~61Khz
56~75Khz

② W2261VP-PF
21.5인치
0.248×0.248mm
1920×1080@60Hz
30~83Khz
HDMI56~75Khz
: 56~61Khz

③ WX2353
23인치
0.266×0.266mm
1920×1080@60Hz
30~83Khz
HDMI56~75Khz
: 56~61Khz

④ W2363D-PF
23인치
0.2652×0.2652mm
1920×1080@60Hz
30~83Khz
56~75Khz

D-sub단자 1개
DVI-D단자 1개

D-sub단자 1개
DVI-D단자 1개

D-sub단자 1개
DVI-D단자 1개

D-sub단자 1개

그림
단
자

D-sub(=
VGA)
DVI
HDMI
Audio
특 징
중 량

×

×

2.5 kg

HDMI단자 1개

HDMI단자 1개

×
HDMI단자 2개

Audio단자 1개

Audio단자 1개

Audio단자 1개

4.2 kg

4.5 kg

5.2 kg

W2261V

W1943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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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영상표시 지원

<단자별구분>
컴퓨터 전용단자

VGA단자(= D-sub)
구분
VGA(D-sub)

신호방식
아날로그

DVI

디지털

Composite video
Component video
S-Video
HDMI

아날로그
아날로그
아날로그
디지털

동영상용 단자

DVI, Composite, Component,
S-Video
용도
컴퓨터와 모니터 연결
컴퓨터와 모니터 연결
* LCD 등 평판 디지털 디
스플레이 표준
텔레비전 형식
영상신호 전달
영상신호 전달
영상·음향신호 동시 전달

HDMI단자
비고
컴퓨터용 CRT, LCD등
평판모니터에 전용
컴퓨터용 LCD 등 평판모
니터에 거의 사용
TV, 게임기 등
고급 AV기기 지원
DVD,VCR,모니터 등
TV,DVD,모니터 등

ㅇ D-SUB는 단자(커넥터)를 말하고 그 단자를 통한 전송신호는
A·RGB로 부름 (통상 같이 혼용 사용(D-sub=VGA=RGB))
ㅇ Composite, Component, S-Video는 컴퓨터 신호처리가 아닌 외부
A/V기기 (DVD플레이어, 셋톱박스, 캠코더 등)의 동영상을 모니터로
출력하기 위해 제공
ㅇ 우리나라(컴퓨터용 단자 VGA+DVI까지만 인정)
2.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8528호의 용어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를 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528.51호 소호 용어
는 “제8471호의 컴퓨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것”을 이 소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
□ 동 호의 해설서에서 “모니터 등은 영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음극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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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컴퓨터에 전용 또
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함
□ “(A)제8471호의 컴퓨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그룹에
는 처리된 자료의 영상표시용…“비음극선관(예 : 평판 스크린) 모니
터”가 포함된다. … 이러한 모니터는 다른 종류의 모니터(하기 (B)
항 참조) …와 구별됨
ㅇ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
기기(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으며, 그러므로 파형이 방송
표준(예 : NTSC, SECAM, PAL, D-MAC등)에 일치하는 영상 컴
포지트 신호로는 칼라 영상을 재생하지 못하는 모니터. 이 기기는
자료처리시스템의 특성을 가진 커넥터 (예 : RS-232C 인터페이스,
DIN 또는 SUB-D 연결기)가 부착되어 있으며, 음향회로는 갖추고
있지 않다. 이들은 컴퓨터의 CPU 안에 장치된 특별 아답타(예 : 모
노크롬 또는 그래픽 아답타)에 의하여 조정됨
(2)~(3) CRT모니터 기준 해설(생략)
(4) (CRT모니터 기준(생략)) … 디스플레이기기의 수평주사(走査)
주파수는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방식의 기준에 따라 보통 15 KHz부
터 155 KHz 이상에 오른다.…더욱이 컴퓨터의 디스플레이 기기는
공공 방송용의 국내, 국제방송 주파수나 폐쇄회로 주파수로는 작동
하지 않는다. 이 그룹의 모니터는 저 전자계 발생의 특성이 있으며,
근접하여 장시간 바라보기 용이하도록 대부분 화면의 기울어짐(tilt)
과 회전(swivel)을 조정하는 매카니즘, 번쩍임을 방지하는 표면, 화
면의 떨림을 방지한 디스플레이와 기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 제작
된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B)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기타 모니터” 그룹에는 동축(同軸)케이블로 비데오카메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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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기에 직접 연결되도록 모든 무선 주파수회로를 제거하여 수신하는
모니터가 포함된다. 이들 기기는 텔레비젼 회사에서 사용되거나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젼용으로 사용된다(공항·철도역·철강공장·병원 등)고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제8528호 (A)컴퓨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도록
제작된 비음극선관 모니터인지 여부는 음극선관 관련 기술 해설 항
목(⑵,⑶항목과 ⑷의 첫문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부 항목(제8528호 (A)(1) “자동자료처리기계의
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아야 한다∼”)만을 이유로 컴퓨터용 모니
터에서 바로 배제할 수 없음
□ 본 물품이 제8528.51호의 컴퓨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인지
여부를 판단해보면, 본 물품은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에서 온 신
호를 처리하며, 수평주파수 대역도 15Khz~155Khz의 범위내에 있고,
장시간 바라보기 용이하도록 대부분 화면의 기울어짐(tilt)과 회전
(swivel)을 조정하는 매카니즘을 제공하고, 국내외 방송주파수나 어
떠한 폐쇄회로 주파수에도 작동하지 않음
□ 본 물품은 컴퓨터로부터 온 신호와 컴퓨터가 아닌 다른 기기로부터 온
신호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DVI 또는 HDMI’ 단자를 결합하고 있
으나, DVI단자는 컴퓨터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하여 처리
해오던 기존 CRT모니터(보통 VGA, D-sub커넥터 결합)와는 달리
본 물품처럼 디지털 평판디스플레이(Flat Panel Display) 기술을 적
용한 모니터에서 컴퓨터 디지털 신호를 변환없이 그대로 수신 할
목적(컴퓨터 업계의 공동 콘소시엄인 DDWG(Digital Display
Working Group)에서 제정)으로 개발되어 장착된 것이고, HDMI단
자는 영상신호만 전송하는 DVI와 달리 영상과 음성을 같이 전송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컴퓨터용 디지털 평판디스플레이 등에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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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외의 다른기기 신호를 받을 수 있는 DVI나 HDMI를 결합했
다고 하여 ‘컴퓨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란 주기능이
달라지지는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528.51호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컴퓨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에 부합함
□ 본 물품이 제8528호 (B)에서 규정하고 있는 컴퓨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모니터인지 여부도 판단해 보면, 국내외 방송주
파수나 어떠한 폐쇄회로 주파수에도 작동하지 않아 텔레비젼 회사
에서 사용되거나 폐쇄회로 텔레비젼용으로 사용(공항·철도역·철강공
장·병원 등)할 수 없으므로 제8528호 (B)에서 규정하고 있는 컴퓨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기타 모니터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71호의 ‘컴퓨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액정모니터’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28.51-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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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이디 디스플레이

품명

Outdoor Full color LED Display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733

결정세번

8528.59-1090

시행일자

2013-04-16

1. 물품 설명

□ PC, 텔레비전카메라, DVD 등 다양한 외부 영상소스로부터 영상신
호(Composite, S-Video, Component, VGA, DVI, HDMI, HD-SDI
등)를 입력받아 디스플레이하는 기기

외관(캐비닛 3개 장착)

캐비닛 이미지(모듈 16개 결합)

표출 모습

사용 예(전시 공간)

□ 구성요소 및 기능
ㅇ 16개의 LED모듈이 캐비닛(하우징)에 결합되어 있고, 캐비닛 3개를
가로로 연결하여 하나의 디스플레이로 조립(사용자의 주문에 따라
캐비닛 수량은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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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Control부 : Screen Controller, LPM Controller, LPM drive board로
구성되며, 영상소스로부터 전송받은 디지털영상신호를 각 모듈의
LED에 분배
ㅇ 전원부 : 교류(AC 220/110V)를 공급받아 직류(DC 3~5V)로 변환하여
각 모듈에 공급

□ 본 물품은 PC, Scaler 등과 함께 사용되나, PC(운영컴퓨터), Scaler
등은 제시되지 않음. 참고로, PC에는 그래픽카드, 영상제어보드가
장착되며, Scaler에는 각종 영상신호 입력단자(Composite, S-Video,
Component, VGA, DVI, HDMI, HD-SDI 등)와 출력단자(DVI,
VGA 등)가 있어, 다양한 영상기기로부터 영상신호를 입력받아 PC
로 보내고, PC에서는 휘도보정을 거쳐, ethernet케이블 등을 통해
디스플레이의 컨트롤부로 영상데이터를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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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ㅇ 영상표현이 필요한 각종 공간(건물 내·외부 겸용)에서 사용
□ 주요 사양(출처 : 해외 공급자 카탈로그)
ㅇ LED Configuration : 1R1G1B 1-BY-1 DIP
ㅇ Driving Method : 1/4 scan, constant current
ㅇ Brightness : >6500cd/㎡
ㅇ Control mode : Synchronous display with control PC by DVI
ㅇ Support Input : Composite, S-Video, Component, VGA, DVI,
HDMI, HD-SDI
ㅇ Control Distance : Ethernet Cable<120m or Fiber optic<10km
ㅇ Support VGA mode : 1024×768, 1280×1024, 1600×1200, 1920×1280
2.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8528호의 용어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
기ㆍ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규정하고, 동 호 해설서에서는 ‘모니터ㆍ프로젝
터 및 텔레비전 세트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음극선관, LCD,
DMD, OLED 및 플라즈마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 모니터와 프
로젝터는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신호 소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
나, 이들 기기가 텔레비전 튜너를 내장한 경우에는 텔레비전 수신용
의 기기로 간주된다.'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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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기타 모니터; 이 그룹에는 동축(同軸)케이블로 비디오카
메라 또는 기록기에 직접 연결되도록 모든 무선 주파수회로를 제거
하여 수신하는 모니터가 포함된다. (중략) 이 기기는 원시신호와 동
시에 광점을 발생시켜 스크린 위에 비추는 장치가 필수적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들 기기에는 점의 강도를 달리할 수 있는 한 개 이상의
화상 증폭기가 장착되어 있다. 게다가 적(R), 녹(G), 청(B)색을 분리
입력할 수 있으며, 특별한 표준(NTSCㆍSECAMㆍPALㆍD-MAC
등)에 따라서 코드로 바꿀 수 있다. 이 코드화된 신호를 받기 위해서
모니터는 R,G,B 신호의 분리 기능을 포함한 코드 해석 장치를 갖
추어야 한다. (중략) 기타의 모니터도 다른 방식(예: 액정 스크린ㆍ
유막(油膜) 위에서 광선이 회절하는 것)으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이것들은 CRT 모니터의 형태이거나 평면패널 디스플레이
(예: LCDㆍLEDㆍ플라즈마 등)의 형태일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PC, 텔레비전카메라, DVD 등 다양한 외부 영상소스장비
로부터 영상신호(Composite, S-Video, Component, VGA, DVI,
HDMI, HD-SDI 등)를 입력받아 디스플레이하는 기기로서 자동자
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기타 모니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
8528.59-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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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엘리베이터 LCD 디스플레이
ELEVATOR LCD DISPLAY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1853

결정세번

8528.59-1090

시행일자

2013-08-02

1. 물품 설명

□ 금속제 샤시에 LCD 패널, DRIVER IC, 제어용 회로(CONTROL
CIRCUIT), 백라이트(BLU), INVERTER 등이 내장되어 있는 10.4
인치 LCD 모듈
□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하여 상하이동 방향, 층수, 알람 (정원초과,
비상상황 등)기능과 날짜시간, 사진자료를 활용한 상업광고 및 건물에
대한 안내 기능용으로 사용하며, 네트워크로 연결이 가능하며 LCD
모듈에 사진이나 정보를 쉽게 업로드 가능하도록 포트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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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8528호의 용어에 “텔레비젼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
니터”를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 (B)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기타 모니터 그룹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하여 네트워크나 포트를
통해 정보를 업로드함으로써 상황에 따른 다양한 정보와 상업광고,
건물안내 용도로 사용되는 천연색의 기타 영상모니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28.59-1090호에 분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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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TFT-LCD 모니터
TFT-LCD MONITOR(Information Display)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126

결정세번

8528.59-1090

시행일자

2008-04-03

1. 물품 설명

□ 사무실 등에서 회의나 브리핑(Information Display)용 등으로 쓰이는
LCD Monitor
□ 주요 구성요소
ㅇ Power Unit 및 Filter Block : LCD Panel과 Back Light Unit에 전
원과 빛을 공급
ㅇ Color TFT-LCD Panel : 액정이 주입된 유리판(Glass)
ㅇ I/F PWB : 온도센서, 광학센서, 원격조정센서, 스위치, LED, 인버터,
LCD Display 등으로 구성되어 구동시 필요한 센서장치의 조종 및
통제
ㅇ IC Parts : Analog/Digital PC type DDC-EEPROM, 128Mbit DDR
SDRAM, Transceiver/Receiver 등으로 구성되어 LCD Panel을 구
동시키는 소자
□ 주요 특징(기능)
ㅇ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의 신호 (Analog/Digital)를 Display하여 주는
Monitor로서의 기능과 특성을 가진 PC Graphic 신호 입·출력용 커
넥터라고 볼 수 있는 D-sub(15pin) 입력단자, DVI-D(24pin) 입출
력단자, RS-232C(D-sub 9pin) 입·출력단자 등이 붙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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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부 Source(영상신호 등)와 연결할 수 있는 Composite Video 입력
단자, A/V Audio 입·출력단자(RCA), Component 입력단자, A/V
Digital 입·출력단자(DVI-D), 스피커 출력단자 등도 붙어 있음
ㅇ TV Tuner는 내장하고 있지 않음
ㅇ Plug & Play : VESA DDC2B
ㅇ User Controls : OSD(On Screen Display), Remote Control(IR type),
RS-232C
□ 주요 사양
ㅇ 해상도 : 1920×1080 pixel
ㅇ 휘도 : 450 cd/㎡
ㅇ 응답속도 : 6ms
ㅇ 크기 : 65 Inch(W1572 × D126 × H923mm) 또는 52 Inch (W1254 ×
D149 × H742mm)
□ 용도
ㅇ 종래 프로젝터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어 기
업체 등의 사무실 등에서 화상회의, 회의 또는 브리핑용 대형 LCD
Monitor로 사용
2.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8528호의 용어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
니터...’를 분류하고, 제8528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제8471호
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는 “처리
된 자료의 영상표시용 비음극선관(예 : 평판 스크린) 모니터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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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이 모니터들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기기(CPU)로부
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으며, 그러므로 파형이 방송 표준(예 :
NTSC, SECAM, PAL, D-MAC 등)에 일치하는 영상 컴포지트 신
호로는 칼라 영상을 재생하지 못하는 모니터로서, 자료처리시스템의
특성을 가진 커넥터(예 : RS-232C 인터페이스, DIN 또는 SUB-D
연결기)가 부착되어 있으며 음향회로는 갖추고 있지 않고, 자동자료
처리기계의 CPU 안에 장치된 특별 어댑터(예 : 모노크롬 또는 그래
픽 어댑터)에 의하여 조정된다.”라고 해설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이
외의 기타 모니터’에 대하여는 “동축(同軸)케이블로 비데오카메라
또는 기록기에 직접 연결되도록 모든 무선 주파수회로를 제거하여
수신하는 모니터가 포함되는데, 이 모니터들은 적(R), 녹(G), 청(B)
색을 분리 입력할 수 있으며, 특별한 표준(NT-SC, SECAM, PAL,
D-MAC등)에 따라서 코드로 바꿀 수 있다. 이것들은 Flat Panel
Display(예 : LCD, LED, Plasma 등)의 형태일 수 있다.”고 설명하
고 있음
□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본 물품은 PC Graphic 신호 입·출력용 커넥터
라고 볼 수 있는 D-sub(15pin)입력단자, DVI-D(24pin)입·출력단자,
RS-232C(D-sub 9pin)입·출력단자 등이 붙어 있어 기본적으로 자동
자료처리시스템의 신호(Analog/Digital)를 Display하여 주는
Monitor로서의 기능과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Composite Video 입
력단자, A/V Audio 입·출력단자(RCA), Component 입력단자, A/V
Digital 입·출력단자(DVI-D), 스피커 출력단자 등도 붙어 있어 자동
자료처리기계 이외에 각종 외부 Source(영상기기 등)로부터 입력되는
영상신호 등도 표시할 수 있는 기능과 특성도 가지고 있어 제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에 해
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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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
거 기타의 영상모니터에 해당하므로 제8528.59-1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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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디 표시반

품명

TFT LCD MODULE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151

결정세번

8531.20-1010

시행일자

2011-03-30

1. 물품 설명

□ LCD Panel, BLU, Drive IC, FPCB ASSY로 구성된 3.1" HVGA
LCD Module
□ 스마트 폰에 장착되어 수신감도, 배터리잔량, 음량정도, 시간, 날짜
등 표시기능과 정지영상 및 동영상 구현
ㅇ 터치패널과 결합하여 스마트 폰의 각종 메뉴선택 및 기능 조작 등
<전면(좌), 후면(우)>

□ 주요 구성요소
ㅇ PANEL : LCD Module로 전달된 색상, 명암 등의 화상 신호를 눈
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변환시켜주는 부품
ㅇ Drive IC : 화상신호를 제어하는 구동 IC
- 490 -

ㅇ BLU : Panel 후면에 위치하여 LCD 화면 전체를 균일하게 밝혀주는
부품으로 LED 광원을 사용함
ㅇ FPCB : Panel을 구동시키기 위한 회로부품이 실장되어 있음
ㅇ POL : Panel 상,하 면에 부착되어 빛을 통과 및 차단하는 편광 필름
□ 주요사양
ㅇ 사이즈 : 47.74(H)*74.56(V)*1.6(T)
ㅇ Pixel : 320*RGB*480
ㅇ Colors : Transmissive 16.7M
ㅇ Interface : MDDI Type
ㅇ 응답속도 : 33ms
ㅇ 휘도 : Min 400
2. 결정사유

□ 본 물품은 LCD Panel, BLU, Drive IC, FPCB ASSY로 구성된 3.1"
HVGA LCD Module로 스마트 폰에 사용되어 수신감도, 배터리잔
량, 음량정도, 시간, 날짜 등 표시기능과 정지영상 및 동영상 구현
이 가능한 물품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
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가 분류되며, 동 해
설서에서 “(D) 표시반 및 이와 유사한 것 :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해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이든 또는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수자 등)이 든 불문하며, 또한 수동식(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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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r bells) 혹은 자동식(예 : 도난경보기)의 여하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정지영상 및 동영상 구현이 가능한 물품이나 주기능은
무선통신시에 수신감도, 배터리잔량, 음량정도, 시간, 날짜 등 제한된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
호 및 제6호에 의거 액정표시단자(LCD)가 결합된 시각신호용 표시
반이 분류되는 제8531.20-1010호에 분류함

- 492 -

엘시디 표시반

품명

TFT LCD Module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253

결정세번

8531.20-1010

시행일자

2008-08-20

1. 물품 설명

□ 특정 모델의 휴대폰 단말기에 부착되는 2.8인치 TFT LCD 모듈로
액정이 주입된 TFT LCD 셀, 후면에 확산판, 도광판, 프리즘 시트 및
Backlight Unit, 구동용 Driver IC가 장착된 FPCB 등이 53 × 71 ×
1.8 mm 크기의 메탈 프레임 내에 결합된 상태의 물품
ㅇ LCD 모듈 이외에 터치패널은 결합되지 않은 상태의 것
□ 특정 모델의 휴대폰 단말기의 디스플레이용으로 사용되어, 수신감도,
Battery 잔량, 시간, 날짜, 메뉴 선택 등의 신호표시 기능과 함께 정
지화상 및 동영상 재생 등의 기능 수행

2. 결정사유

□ 본 물품은 LCD 패널에 Backlight Unit과 구동 드라이버 등이 결합
된 LCD 모듈로, 특정 모델의 휴대폰의 표시부로 사용되어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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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감도, Battery 잔량, 음량정도, 시간, 날짜 및 메뉴선택 등의 시
각신호 표시와 함께 동영상 및 정지영상 등을 재생하기 위한 물품
이며, 그 주기능은 무선통신시에 제한된 정보(단말기 수신감도,
Battery 잔량, 음량정도, 시간, 날짜 및 메뉴 등)를 표시하기 위한
것임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기기”가 분
류되므로 본 물품은 LCD가 결합된 시각신호용의 표시반에 해당하
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
8531.20-101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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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디 표시반

품명

TFT-LCD Module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2290

결정세번

8531.20-1090

시행일자

2013-09-08

1. 물품 설명

□ 건설기기 차량에 계기판용으로 장착되어, 연료량, 엔진냉각수 온도,
엔진 회전수, 시간, 에어컨 동작 상태, 장비(유압기기)의 작동상태,
시스템 에러여부를 시각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TFT-LCD 모듈로서,
LCD Panel, Driver IC, Control circuit, LED Backlight unit,
Inverter가 내장됨
<TFT-LCD 모듈(좌), 장착기기(우)>

□ 주요사양
ㅇ6.5" color TFT-LCD Module
ㅇ모듈 사이즈 : 154.0(W) × 121.0(H) × 11.0(D)
ㅇPixel Pitch(mm) : 0.207(H) × 0.207(V)
ㅇ휘도(cd/m²) : 1300
ㅇView Angel(CR10) : -80~80 (H), -60~8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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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1 에서는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기타의 액정디바이스’가 분류되므로,
이를 우선 검토해야 함
□ 제9013호 해설서에서는 (1) 액정디바이스에 대해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다. 전기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며, 조각 또는 특정형상으로 절단되어 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된 물품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설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은 DRIVER IC, 제어용 회로(CONTROL CIRCUIT), 백라이
트(BLU), INVERTER 등이 조립된 것이므로 제9013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531호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가 분류
되고, 소호 제8531.20호에는 ‘액정표시단자(엘시디)가 결합된 표시반’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
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해 음을 사용하
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이든 또는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ㆍ
플랩ㆍ조명수자 등)이든 불문하며, 또한 수동식(예 : door bells) 혹
은 자동식(예 : 도난경보기)의 여하를 불문한다.”라고 해설하면서,
(D)표시반(Indicator panels)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숫자표시기,
선박의 기관실용 신호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LCD Panel, Driver IC, Control circuit, LED Backlight
unit, Inverter로 구성된 6.5" TFT-LCD Module로서, 건설기기 차
량에 계기판용으로 장착되어, 연료량, 엔진냉각수 온도, 엔진 회전
수, 시간, 에어컨 동작 상태, 장비(유압기기)의 작동상태, 시스템 에
러여부 등 제한된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
- 496 -

이므로, 전기식의 시각신호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31.2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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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디 표시반

품명
시행기관
결정세번

TFT-LCD Module
분류근거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734
시행일자
8531.20-1090
2013-04-17

1. 물품 설명

□ 차량오디오에 장착되어 라디오 주파수, 음악 Play 정보, 볼륨크기
등의 시각적 표시를 위한 LCD 모듈

□ 물품 구성
ㅇ PANEL : LCD Module로 전달된 색상, 명암 등의 화상 신호를 눈
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변환시켜주는 부품
ㅇ Drive IC : 화상신호를 제어하는 구동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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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BLU(Back Light Unit) : Panel 후면에 위치하여 LCD 화면 전체를
균일하게 밝혀주는 부품
ㅇ FPCB ASSY : Panel을 구동시키기 위한 회로부품 실장
ㅇ POL : Panel 상,하 면에 부착되어 빛을 통과 및 차단하는 편광 필름
□ 주요사양
ㅇ 5.2" (310*70), AFFS, TFT LCD MODULE
ㅇ 모듈 사이즈 : 141.41(H)*44(V)*7(T)
ㅇ 화소수 : Transmissive AFFS mode 16 Gray
ㅇ 휘도 : Typ. 400
ㅇ 응답속도 : Typ. 30ms
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1호의 용어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
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1.20호에는 ‘액정표시단자(엘시디)가 결합된
표시반’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해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이든 또는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
ㆍ조명수자 등)이 든 불문하며, 또한 수동식(예 : door bells) 혹은
자동식(예 : 도난경보기)의 여하를 불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Panel, Drive IC, FPCB, BLU 등으로 구성된 5.2인치
LCD Module로 차량오디오에 장착되어 라디오 주파수, 음악 Play
정보, 볼륨크기 등의 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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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LCD가 결합된 시각신호용
표시반’이 분류되는 제8531.2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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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디 표시반

품명

LCD MOUDULE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1906

결정세번

8531.20-1090

시행일자

2012-08-10

1. 물품 설명

□ 본 물품은 중탕기 외부에 설치되어 내부의 온도 및 조리시간 등을
표시하는 LCD PANEL로 메인보드의 신호를 받아 한정된 특정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시각적 신호인 문자로 표시하여 전달하는 기기
<LCD(좌), PCB 기판에 장착된 상태(우)>

□ 내부적 주요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별 기능
ㅇ ITO GLASS : ITO pad에 회로를 식각하여 동작 패턴을 구성함
ㅇ liquid Crystal : Glass에 식각하여 만들어 놓은 표시부에 liquid
crystal을 주입하여 전압에 따라 꼬임현상을 이루어 빛의 투과를 방
해하여 원하는 내용을 표시되게 함
ㅇ 편광필름 : 광학적으로 빛을 반사시켜 주는 역할
ㅇ Color paper : LCD Back Light의 대체효과용 형광종이
ㅇ pin : 메인보드와 LCD를 연결하는 장치(전원공급 및 제어의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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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 제90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에 본건 물품이 우선 제9013호(액정디바이스)로 분류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제9013호의 용어에서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기에 본건물픔은 제9013
호로 분류되기 이전에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제85류로 분류될 수 있
는지의 여부가 우선 검토되어져야 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
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
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제8531호의 용어에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 벨ㆍ
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를 규정하고 있음
□ 동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
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
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이든 또는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
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이든 불문하며, 또한 수동식(예: door bells) 혹
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의 여하를 불문한다.’라고 해설하면서 ‘표
시반 및 이와 유사한 것에 분류되는 것으로 숫자 표시기(신호가 작
은 상자 위에 조명되는 숫자로서 표시되는 것)등이 이 호에 포함된
다’고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중탕기 외부에 설치되어 메인보드의 신호를 받아 중탕기
내부의 온도 및 조리시간 등의 한정된 특정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숫자로 표시해주는 LCD가 결합된 표시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31.20-109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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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디 표시반

품명

TFT-LCD Module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3066

결정세번

8531.20-1090

시행일자

2012-04-30

1. 물품 설명

□ LCD glass panel, 편광판, 확산판, FPCB, BLU 등으로 구성된 LCD 모듈
□ MP3 플레이어, 무선전화기, WiFi 전화기, 차량용 블랙박스에 장착
하여 기기설정, 기기의 상태를 표시하는 기능을 함(재생설정, 녹화
설정, 화면설정, 시간설정, 부저설정, 메모리관리)
□ 물품구성
ㅇ LCD glass panel : 액정이 주입된 2장의 유리패널
ㅇ 편광판 : 자연광을 편광되게 하여 LCD화면이 보이게 함
ㅇ 확산판 : 유리 패널에 빛을 고르게 확산시킴
ㅇ 반사판 : 백라이트에서 발생한 빛을 유리패널쪽으로 반사시킴
ㅇ 백라이트 : 3개의 LED를 광원으로 사용하며, LCD패널에 빛을 공급
ㅇ FPCB : LCD구동용 Drive IC 및 저항, 콘덴서, 다이오드 등을 장착
ㅇ 크기 : 2.4“
ㅇ 해상도 : 240X320
□ 사용처(제조사 발행) : MP3 Player, 무선전화기, WiFi 전화기, 소형
전자액자, 디지털 카메라, 자동차 블랙박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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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표시반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러한 것은 사람을 호출하거나, 특
정인 혹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표시 또는 방이 비어있나
그렇지 않은가를 표시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사무실·호텔 및 공장
에서 사용된다. 이러한 기기에는 방의 표시기, 숫자표시기, 사무실
표시기, 승강기 표시기, 정거장용의 표시반 등의 물품이 포함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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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물품은 액정이 주입된 유리판(LCD Glass)에 광원을 공
급하는 Backlight Unit, 편광판, 확산판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MP3 플레이어, 무선전화기, WiFi 전화기, 차량용 블랙박스에 장착
하여 한정된 정보신호를 표시하는 전기식의 LCD가 결합된 표시장
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
8531.2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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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디 표시반

품명

TFT-LCD MODULE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48

결정세번

8531.20-1090

시행일자

2011-01-28

1. 물품 설명

□ Drive IC, FPCB ASSY, BLU, LCD Panel로 구성된 5.2" LCD
Module
□ 차량오디오에 장착되어 라디오 주파수, 볼륨크기 등의 Audio 표시
기능, 차량관련 온도 등 표시기능

□ 주요 구성요소
ㅇ PANEL : LCD Module로 전달된 색상, 명암 등의 화상 신호를 눈
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변환시켜주는 부품
ㅇ Drive IC : 화상신호를 제어하는 구동 IC
ㅇ BLU : Panel 후면에 위치하여 LCD 화면 전체를 균일하게 밝혀주
는 부품
ㅇ FPCB ASSY : Panel을 구동시키기 위한 회로부품이 실장되어 있음
ㅇ POL : Panel 상,하 면에 부착되어 빛을 통과 및 차단하는 편광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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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양
ㅇ 5.2" QQVGA(310*70) TFT LCD MODULE
ㅇ 사이즈 : 141.41(가로)*44(세로)*7(두께)
ㅇ 화소수 : Transmissive AFFS mode 16 Gray
ㅇ 휘도 : Min 400
ㅇ 응답속도 : Max 30ms(+25℃), Max 400ms(-20℃), Max 700ms(-30℃)
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1호의 용어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
(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를 전기식의
시각신호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의 해설서에 “(D) 표시반
및 이와 유사한 것 :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
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해 음을 사용하
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이든 또는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ㆍ
플랩ㆍ조명수자 등)이 든 불문하며, 또한 수동식(예 : door bells) 혹
은 자동식(예 : 도난경보기)의 여하를 불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Drive IC, FPCB ASSY, BLU, LCD Panel 등으로 구성
된 5.2인치 LCD Module로 차량오디오에 장착되어 라디오 주파수,
볼륨크기 등의 Audio 표시기능, 차량관련 온도 등 표시기능을 수행
하는 물품으로 이러한 기능은 제한된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액정표시단자(LCD)가 결합된 시각신호용 표시반
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
8531.2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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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디 표시반

품명

TFT-LCD MODULE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645

결정세번

8531.20-1090

시행일자

2010-12-30

1. 물품 설명

□ 2" 컬러 TFT LCD 모듈로서, LED를 광원으로 사용하며 MP3 재생
기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것임

□ 부품구성
ㅇ Panel : 샌드위치 유리사이에 액정 주입후 수지로 밀봉처리
ㅇ Driver IC : Panel의 화상신호를 제어하는 반도체 소자
ㅇ BLU : Panel 뒤에 위치하여 LCD 화면전체를 균일하게 밝혀주는
부품(Back Light Unit)
ㅇ FPCB Assy : 구동을 위한 소자가 실장된 박막 회로
ㅇ POL : 편광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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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
ㅇ 해상도 QVGA(240×320) pixel
ㅇ 응답속도 : 35m/s
ㅇ 컬러수 : 262K 컬러
ㅇ 치 수 : 36.93×51.83×1.65mm
ㅇ 픽셀크기 : 0.1275×0.1275mm
2. 결정사유

□ 본 물품은 2인치의 소형 TFT LCD패널에 LED를 광원으로 사용하
고 있는 디스플레이 모듈로서 240×320 픽셀의 해상도에 262K의 컬
러를 표시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MP3 재생기에 채택하기 위해
주문자요청으로 개발된 것임
□ 신청인이 제출한 기술자료에 의하면, 액정의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인자인 액정의 응답속도가 35m/s에 불과하여 동영상 재생에 필수
적인 빠른 화면전환이 곤란하며 비교적 단순한 정보 즉, 곡명, 가사,
시간, 배터리 잔량 등의 제한된 정보를 표시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타의 LC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31.2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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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엘시디 표시반
LCD MODULE (WITH WINDOW GLASS)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571

결정세번

8531.20-1090

시행일자

2010-11-25

1. 물품 설명

□ Drive IC, FPCB ASSY, LCD Panel로 구성된 2" LCD Module위에
강화 WINDOW Glass를 부착한 물품
□ MP3, MP4에 장착되어 매뉴아이콘, 시간, 배터리잔량 등 표시기능과 정
지화상 및 동영상 구현
ㅇ 소니사의 S750시리즈 모델에 적용하고 있음

□ 주요구성요소
ㅇ 강화(Tempered) Window Glass : LCD Module의 야외 시인성 및 단품
강도를 높이는 역할
ㅇ PANEL : LCD Module로 전달된 색상, 명암 등의 화상 신호를 눈
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변환시켜주는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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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Drive IC : 화상신호를 제어하는 구동 IC
ㅇ BLU : Panel 후면에 위치하여 LCD 화면 전체를 균일하게 밝혀주
는 부품으로 LED 광원을 사용함
ㅇ FPCB : Panel을 구동시키기 위한 회로부품이 실장되어 있음
ㅇ POL : Panel 상,하 면에 부착되어 빛을 통과 및 차단하는 편광 필름
□ 주요사양
ㅇ 응답속도 : 35ms
ㅇ 화소수 : 262K 칼라
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1호의 용어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
(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를 전기식의
시각신호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에 “(D) 표시반 및
이와 유사한 것 :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해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이든 또는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
ㆍ조명수자 등)이 든 불문하며, 또한 수동식(예 : door bells) 혹은
자동식(예 : 도난경보기)의 여하를 불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Drive IC, FPCB ASSY, LCD Panel로 구성된 2인치
LCD Module위에 강화 WINDOW Glass를 부착한 물품으로 MP3,
MP4에 사용되어 메뉴아이콘, 시간, 배터리잔량 등 시각신호 표시와
함께 정지화상 및 동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물품이나 화면의 크기가
작아 동영상 구현 기능보다는 음악을 듣는 것이 주된 용도라는 신
청인의 설명자료 등으로 판단해볼 때 주기능은 매뉴아이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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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잔량 등 제한된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
거 액정표시단자(LCD)가 결합된 시각신호용 표시반이 분류되는 제
8531.2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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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디 표시반

품명

LCD Module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149

결정세번

8531.20-1090

시행일자

2010-04-13

1. 물품 설명

□ 주로 인터넷 전화기(IP Phone)에 사용되어 전화번호, 통화연결상태,
시간 등 문자(숫자)와 벨소리크기 등 단순한 그래픽 표시
<전면사진(좌), 후면사진(우)>

ㅇ LCD Panel : 액정이 주입된 것으로 128*64의 Graphic dots 활용하
여 영문, 한글, 숫자, 선, icon 등을 표현
ㅇ LED Backlight : LCD Panel의 하부에 위치하여 균일한 LED 평면
광을 조사시켜 LCD 화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광원장치
ㅇ PCB : Driver IC(3개), Resistor, Capacitor 등 전기소자들로 구성
□규격
ㅇ LCD Type : STN Mono Graphic LCD Module
ㅇ Module Size(mm) : 60.0(W)×50.0(H)×11.5(T)
ㅇ Viewing Area(mm) : 43.5(W)×29.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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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Dot Pitch(mm) : 0.32×0.39
ㅇ Dot Size(mm) : 0.28×0.35
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1호의 용어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
(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를 전기식의
시각신호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해설서에 “(D) 표시반
및 이와 유사한 것 :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해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이든 또는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
ㆍ조명수자 등)이 든 불문하며, 또한 수동식(예 : door bells) 혹은
자동식(예 : 도난경보기)의 여하를 불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액정이 주입된 유리판(LCD Glass)에 광원을 공
급하는 Backlight Unit와 Drive IC 등이 장착된 PCB와 결합된 물
품으로 주로 인터넷 전화기(IP Phone)에 사용되어 전화번호, 통화
연결상태, 시간, 벨소리크기, 단순한 그래픽 등의 한정된 정보신호를
표시하는 전기식 표시장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31.2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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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디 표시반

품명

LCD Module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142

결정세번

8531.20-1090

시행일자

2009-04-27

1. 물품 설명

□ 산업용기기 등의 표시부에 사용하는 액정 디스플레이장치로 주로
산업용기기 표시부, 계측기, Chart Recorder, 저울, POS, ATM, 금
융단말기, 어군탐지기, GPS, 전기미싱, 전자악기 등 기기의 표시부에
사용 (단, 의료기기 사용불가)
□ 수입자는 본 쟁점물품을 산업용 온도계측 및 제어기 제조에 사용할 예정
□ 물품 구성 요소 및 기능
ㅇ 액정표시부 : 5.7” CSTN(Color Super Twisted Nematic), 응답속도
330ms, QVGA(320×240)
ㅇ 케이스 : 액정표시부, 광원체 및 인쇄회로를 보호하는 금속제 타입 프레임
ㅇ 광원 : Side Edge Type CCFL BLU(1 Tube), BLU에서 발산하는
광을 액정 패널 전체면에 확산하기 위해 액정하단부에 Diffuser 장착
ㅇ 회 로 : Driver IC(COG), Bias Voltage, Randomizing Circuit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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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사유

□ 본 물품은 5.7” CSTN 방식의 액정디스플레이 모듈로서 액정품질을
좌우하는 항목인 ‘액정 응답속도’, ‘휘도’, ‘시야각’, ‘구현색상 수’ 등이
낮은 수준의 제품으로서 본 사양으로서는 동영상을 재생할 경우 색
상부족과 화면전환 시간지연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잔상의
간섭으로 인해 원활한 수준의 동영상 재생이 기대하기 곤란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기계(기기)의 운전상태, 온·습도, 금액, 무게 등
비교적 단순하고 제한적인 TEXT 정보만을 주로 표시하는데 적합한
제품으로서 액정표시장치가 결합된 시각신호용 기기가 분류되는 제
8531.20-1090호에 분류함

- 517 -

엘시디 표시반

품명

LCD MODULE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88

결정세번

8531.20-1090

시행일자

2009-03-25

1. 물품 설명

□ 액정이 주입된 유리판(LCD Glass)에 광원을 공급하는 Backlight
Unit 와 Data 전송 및 전원을 공급하는 인터페이스인 Metal pins이
결합된 LCD Module로 식기세척기에 적용하여 제품의 동작상황 및
컨트롤 정보 표시용으로 사용
□ 식기세척기제품에 적용되며, 일반사용자가 관련제품의 조작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해 제품의 동작상황 및 컨트롤을 한글아이콘이나 단순
도형 등으로 표현

ㅇ 구조
① LCD Glass : 특정한 정보패턴이 디자인된 액정이 주입된 유리판
② Backlight Unit : LCD Glass 에 광원(빛)을 공급하는 매체
③ Metal Pins : LCD 구동에 필요한 Data 전송 및 전원을 공급하는
인터페이스
- 518 -

2.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에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 (1) 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 (A)에 이
부에는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게기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한
각종의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이 포함된다고 해설
□ 또한 부분품(부의 주2)에 대해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
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 (3)에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는
제8531호 등에 포함된다고 열거하고 있음
□ 반면 관세율표 제9013호의 용어에 “액정 디바이스(다른호에서 언급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다른호에서 언급한 물품을 구성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보면, 관세율표
제8531호의 용어에 전기식의 시각신호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8531.20소호에 액정표시단자가 결합된 표시반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해 음, 가시
적표시를 하는것이든 불문하며 수동식 혹은 자동식의 여하를 불문
한다”라고 폭넓게 해설하고 있음
□ 부연하여 『표시반 및 이와 유사한것』이 이 호에 포함된다고 해설
하면서 방의표시기, 숫자표시기, 사무실표시기, 승강기표시기, 기관
실용 신호기, 정거장용의 표시반 등을 열거하고 있음
□ 신호(signal)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일정한 부호,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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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몸짓 따위로 특정한 내용 또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지시를 함.
또는 그렇게 하는 데 쓰는 부호”로 정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식기세척기의 동작상황 및 제어표시정보가 디자
인된 LCD Glass에 광원을 공급하는 Backlight Unit와 Data 전송
및 전원을 공급하는 인터페이스인 Metal pins이 결합되어 한정된
특정한 정보 신호를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전기식 표시장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31.20-109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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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엘이디 표시반

품명

OLED Module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과-100894

결정세번

8531.80-1090

시행일자

2004-07-15

1. 물품 설명

□ 본 물품은 24.5mm × 13.5mm 크기의 OLED(유기 EL) panel에
FCB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MP3 플레이어의 외부 표시창으로 사용
되는 물품

□ OLED Panel 사양
ㅇ Dot Matrix : 96(w) × 64(h) dots
ㅇ Dot Pitch : 0.2(w) × 0.2(h) mm
ㅇ Dot size : 0.16(w) × 0.17(h) mm
- 521 -

ㅇ Color : Green
□ 표시되는 정보의 내용
ㅇ 노래제목, 밧데리 잔량, 재생시간, 재생방법, 플레이모드, 곡의 용량 등
□ 발광소자의 종류
ㅇ 안트라센 (anthraceneㅇC14H10) 계열의 유기물
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1호의 용어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기기”
가 규정되어 있음
ㅇ 동 호의 해설서에는 ①전기적으로 작동되고 ②음향 또는 시각용이
며 ③신호용에 해당하는 기기가 분류되며, 신호(signalling)는 특정
한 종류의 정보 즉,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기가 이에 해당되는
바, 제8531호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기기가 호의 용어로
본호 해설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
가 포함된다”고 설명함
ㅇ 8531.20호는 “액정표시단자(LCD) 및 발광다이오드 단자(LED)”자
소호의 용어이나, 본 물품은 유기 EL로 구성된 물품이므로 본 6단
위 소호에 분류될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MP3 플레이어의 제한된 정보를 표시하는 기타
의 전기식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
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31.8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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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품명

LCD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86

결정세번

9013.80-1190

시행일자

2009-03-25

1. 물품 설명

□ 액정이 주입된 유리판(LCD Glass)에 LCD의 구동을 위해서 Board와
연결을 가능케하는 ITO Film이 결합된 제품으로 조선소, 자동차산업
등의 현장에서 용접시에 착용하는 용접용 헬멧의 시력보호용으로
사용
ㅇ 규 격 . Outline dimensions : 106.00 mm X 52.00 mm X 2.00 mm
(Max) . Viewing Area : 100.00 mm X 49.00 mm . Display format
: HTN Positive . Voltage : 6V , Static . Viewing direction is
10:30 & 1:30 O'CLOCK . Connection : ITO Film

ㅇ 형태
① LCD Glass : 액정이 주입된 유리판. (Glass 2ea 가 한 개의 Sets
로 구성)
② ITO Film : LCD 의 구동을 위해서 사용자의 board 와 연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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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및 용도
ㅇ 용접시 사람이 직접 빛을 차광하지 않더라도, 용접상황발생시 자동
센서를 통하여 LCD 를 동작시켜 작업자의 시력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
ㅇ 특정 문자 (한글, 영문, 숫자 등...) 을 Display 하지 못하며 단순히
ON /OFF의 (까맣고, 하얗고) 동작만을 구현
2. 결정 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에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 관세율표 제90류에는
“광학기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등이 분류되며 관세율표해설
서 제90류 총설(Ⅰ)에 이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
도에 의하여 특정지어지는 각종기기가 분류된다고 해설하면서 “(A)
광범위한 광학용품 및 광학기기가 포함된다”고 열거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13호의 용어에 “액정 디바이스(다른호에서 언급한 물
품을 구성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의 해설서에
액정 디바이스는 “두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있다. 전기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며, 조작 또는 측정형상
으로 절단되어 제시된 것으로 이표의 다른 호에 특게된 물품을 구
성하지 아니한 것은 이호에 포함된다”고 부연하여 해설하고 있음
□ 또한 동 해설서에 광학용품에 대하여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
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되며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가지 방
법 (예 : 반사, 감쇄, 여과 분산(회절), 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
“고 해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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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D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LCD는 액정에 전압을 걸면
그 배향과 투과광의 편광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이용하여 빛의 투과
율을 제어해서 표시하는 장치"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광학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액정이 주입된 유리판
(LCD Glass)에 전압을 거는 통로 역할을 위해 ITO Film이 부착되어
있고 조작 또는 측정 형상으로 절단되어 제시되었으며 구동전자장치,
제어전자장치, 백라이트유닛, 전원공급장치 등이 결합되어 있지 아
니한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
거 제9013.80-11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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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ier LCD with FPC

품명

Barrier LCD with FPC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34

결정세번

9013.80-1190

시행일자

2009-01-22

1. 물품 설명

□ 2장의 유리기판 사이에 액정이 주입된 상태로 양단에 편광판이 접
착되고 FPC가 부착된 물품 (16 × 10 cm 크기; 7인치용)
□ 구동용 IC, 백라이트 유닛 및 프레임 등은 결합되지 않은 상태의 물품
□ 용도
ㅇ 전자액자, PMP, 네비게이션, 모니터 등의 디스플레이용으로 사용

<앞면>

<뒷면>

2. 결정 사유

□ 본 물품은 7인치 크기의 LCD 디바이스로 2장의 유리기판 사이에
액정이 주입된 상태로 양단에 편광판이 접착되고 FPC가 부착된 물
품이며, 구동용 IC, 백라이트 유닛 및 프레임 등은 결합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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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의 것임
□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액정 디바이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1) 액정디바이스 : 두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다. 전기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며, 조각 또는 특정형상
으로 절단되어 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특게된 물품을 구
성하지 아니한 것.”을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
거 기타의 액정 디바이스에 해당하므로 제9013.80-119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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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T-LCD 모듈

품명

TFT LCD Module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880

결정세번

9013.80-1990

시행일자

2013-04-30

1. 물품 설명

□ 본 물품은 TFT-LCD Panel, Driving Circuit Unit(PCB), Backlight
& Chassis Unit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는 물품임
□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ㅇ TFT LCD Panel : 두장의 유리기판(TFT Array 기판, Color filter
기판) 사이에 액정을 주입하여 가장자리를 실란트로 고정한 물품으
로 인가된 전압에 의해 데이터를 표시
ㅇ Driving Circuit Unit(PCB) : Source PCB(LDI*(Source)칩, LCD
Control ASIC, Interface Connector(LVDS 40 Pin), FPC(Flexiable
Printed Circuit) Connector, 기타 소자 장착)와 Gate
PCB(LDI(Gate)칩, 기타 소자 장착)로 구성된 구동회로기판으로 외
부신호를 LCD구동조건에 맞게 신호를 변환(* LDI : LCD Drive IC)
ㅇ Backlight Unit & Chassis Assembly : 백라이트를 포함한 Chassis
구조물. LED, 도광판, Prism Sheet, 확산판, 반사판 등의 부품으로
구성된 Backlight Unit이 Chassis에 조립되어 있음. LED를 광원으
로 LCD Panel에 조사
ㅇ FPC : 필름회로를 ACF(Anisotropic Conductive Film)와 PCB를 연결
□ LCD Module 제조공정
ㅇ LCD Panel 제조 → TCP Bonding → PCB Soldering →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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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 Backlight & Chassis Unit Ass'y → Aging Test → Final
Test
□ 용도
ㅇ MID(Mobile Internet Device : 인터넷이 가능한 휴대용 기기),
Tablet, 기타 기기의 Display로 사용

2.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9013호의 용어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
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을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를 제외한다) 및 기타의 광학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
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임
□ 동 호의 해설서에는 액정디바이스를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
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다. 전기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며,
조각 또는 특정형상으로 절단되어 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
에 열거된 물품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제16부 주1 ‘타’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
□ 관세율표 제8528호에 “텔레비전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를 규
정하고 있으며, 제8528.51호에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타의 모니터”를 규정하고 있
는 바, 관세율표해설서 제8528호의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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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에는 “이 그룹의 모니터는
저 전자계 발생의 특성이 있으며, 근접하여 장시간 바라보기 용이하
도록 대부분 화면의 기울어짐(tilt)과 회전(swivel)을 조정하는 매커
니즘, 번쩍임을 방지하는 표면, 화면의 떨림을 방지한 디스플레이와
기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 제작된 특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전원공급장치 없이 LVDS 단자를 통하여만
전원을 공급받도록 되어 있고 또한,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니터로서의 특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다양한 기기에 사용가능
한 본 물품은 이 호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기기를 규정
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8531호에서 “(중략)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이하 생략)”라고 설
명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은 다양한 이미지(텍스트, 정지화상, 동영상
등)를 보여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신호 목적의 이미지를 표
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호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8471호의 용어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471.60호에는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
(동일하우징 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30호에는 “이 호에는
휴대용 디지털 자동자료처리기계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영상출력장치는 관세율표 제8528호에서 구체적
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호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을 구동전자장치, 제어전자장치, 백라이트유닛 등이
결합된 기타의 액정디바이스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
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13.80-19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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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T-LCD 모듈

품명

TFT-LCD Module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134

결정세번

9013.80-1990

시행일자

2010-03-25

1. 물품 설명

□ 본 물품은 TFT LCD의 액정패널 후면에 광원인 CCFL을 4개 장착
한 후 금속제 새시로 마감한 것으로서 구동을 위한 각종 회로기판
(AD보드, 인버터, OSD보드, SMPS)은 제외된 상태로 제시된 것임

□ 물품제원
ㅇ 22인치 와이드 TFT-LCD(4-CCFL Backlight and 30 Pin 2ch-LVDS
인터페이스 내장), 응답속도 : 1.3~5.8ms
ㅇ 해상도 : 1,680×1,050 WSXGA+ (16:10) with 16,7M Color, Dot Pixel
0.282×0.282mm
ㅇ 용 도 : 워크스테이션, 데스크탑 모니터, AV기기용 디스플레이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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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 사유

□ 본 물품은 액정 모듈(LCD Module)에 광원인 백라이트를 부착하여 금
속새시로 패키지화한 상태로 제시되었으며 수입통관 후에 AD보드 등
필요 부품을 부착·조립하여 AV기기 디스플레이 및 컴퓨터 모니터 용
도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임
□ 이러한 물품을 관세율표해설서에서는 HS9013호의 액정디바이스로
표현하고『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
다. 전기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며 조각, 또는 특정형상으로 제
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특게된 물품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음. 특히 동 건 물품은 제조자측
승인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컴퓨터 모니터 용도로서 뿐만 아니라
AV기기 터미널 등 용도가 다양한 범용성 LCD모듈로서 이를 컴퓨
터용 모니터 또는 해당기기의 부분품으로 한정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액정디바이스로서 통칙 1 및 통칙 6 규정에 의거
제9013.80-19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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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T-LCD 모듈

품명

Color TFT-LCD 모듈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550

결정세번

9013.80-1990

시행일자

2009-11-02

1. 물품 설명

□ 15인치 화면 크기의 컬러 TFT LCD 모듈
□ 크기 : 326(W) × 253(H) × 12(D)mm, 중량 : 1,010g
□ 금속제 샤시에 LCD 패널, 드라이버 IC, 제어용 회로(control
circuit), 백라이트(CCFL)를 내장한 형태
□ 주요 사양
ㅇ 화면 크기 : 304 × 228 mm (15인치)
ㅇ 최대화소수 : 1024 * 768 (XGA)
ㅇ 픽셀 간격(pixel pitch) : 0.29 * 0.29
□ 기능 및 용도
ㅇ 수입이후 국내에서 추가 부품[터치 패널, A/D변환기, 전원공급장치
(인버터, power board), 케이스 등]을 결합하여 다양한 용도의 신호
또는 영상 출력용 모니터로 사용가능하며 수입자는 POS용 단말기의
출력장치로서 본건 물품을 공급할 예정임
2.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9013호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언
급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며, 동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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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서는 액정 디바이스에 대하여 “두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
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다. 전기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며, 조
각 또는 특정형상으로 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특게된 물
품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15인치 LCD 모듈로, TFT-LCD Panel, driver IC,
Control circuit 등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제시된 상태에서 A/D변환기,
터치 입력패널, 케이스 및 외부 커넥터, 전원장치 등은 결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물품임
□ 본 물품은 XGA급(1024 × 768)의 해상도로 화면을 출력할 수 있으며,
POS용 출력장치, ATM기, KIOSK, 공장자동화기기 등의 모니터 등
다양한 분야의 출력장치로 사용가능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기타의 액정디바이스에 해당하므로 제
9013.80-199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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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T-LCD 모듈

품명

TFT LCD Module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28

결정세번

9013.80-1990

시행일자

2008-01-22

1. 물품 설명

□ 12.1인치 화면크기 컬러 TFT LCD 모듈
□ 물품형태
ㅇ 크기 : 280(W)*210(H)*12(D)mm, 중량 : 720g
ㅇ 금속제 샤시에 LCD 패널, 드라이버 IC, 제어용 회로(control circuit),
백라이트(CCFL)를 내장한 형태
□ 물품 특성
ㅇ 화면 크기 : 31cm(12.1인치)
ㅇ 최대화소수 : 1024 * 768 (XGA)
ㅇ 픽셀 간격(pixel pitch) : 0.24 * 0.24
ㅇ 밝기(휘도, cd/m2) : 320
□ 기능 및 용도
ㅇ 컴퓨터 또는 자동자료시스템을 내장한 기기로부터 LCD에 입력되는
신호를 A/D보드를 통하여 변환하여 액정의 배열에 의해 화면에 표시
ㅇ 수입이후 국내에서 추가 부품[A/D변환기, 전원공급장치(인버터, power
board), 케이스 등]을 결합하여 산업용 컴퓨터의 신호출력용 모니터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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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ㅇ 동급 크기의 노트북용 제품에 비하여 시야각이 넓고 두께(12㎜)가
두꺼우며 견고하게 제작되어, 극한 산업용 환경에 적합한 제품
□ 질의 세관에서 조사한 물품의 용도
ㅇ 제조 사양서상 표준적용품
- 컴퓨터, 사무용기기, 공장자동화기기, 시험측정기, 통신용, 수송장비
(자동차, 선박, 기차등)의 디스플레이부(모니터)
ㅇ 제조사 홈페이지 설명
- ATM기, POS, KIOSK, 공장자동화기기 등의 모니터
ㅇ 국내 수입업체의 적용품목
- ATM기, POS, 산업용 PC모니터 등
□ 수입자의 수입이후 용도
ㅇ 전자부품 조립용 기기에 결합되는 모니터로 사용
ㅇ A/D 보드를 결합한 경우,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그래픽카드에서 출력
되는 D-Sub 15핀 형식의 영상신호만 입력받을 수 있도록 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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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용
버튼
스위

220V

D-SUB

치

전원

15핀

Power
보드
Inverter
A/D보

스위

드

치
전원 접속
단자
본건물품
LCD 패널

2.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9013호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언
급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됨을 규정. 동해설서에서
액정디바이스는 “두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다. 전기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며, 조각 또는 특정형상으로
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특게된 물품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설명
□ 본 물품은 12.1인치 LCD패널 그 자체로, TFT-LCD Panel, driver
IC, Control circuit 등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일반 데스크탑 모니터
의 구성요소인 A/D변환기는 없는 상태로 제시된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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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물품은 XGA급(1024 × 768)의 해상도로 화면을 출력할 수 있으며,
그 사용되는 응용분야가 ATM기, POS, KIOSK, 공장자동화기기 등의
모니터 등 다양하여, 제시된 상태에서는 자동자료처리기기의 출력장
치인 액정모니터로 활용할 수 없고, 추가적으로 A/D 신호변환기 등을
추가로 장착하여야만 자동자료처리기기의 출력장치로 활용 가능한
물품이므로 컴퓨터용의 모니터(제8528.51-1000호)로 분류할 수 없음
□ 본 물품은 구체적으로 규정된 다른 호가 없는 기타의 액정디바이스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
9013.80-199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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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15인치 터치 패널
15-inch resistive touch screen

시행기관

관세청

분류근거

세원심사과-12

결정세번

8537.10-9000

시행일자

2013-12-30

1. 물품 설명

□ 4:3비율의 15인치 크기의 사각형의 터치 패널로, 유리 글라스 위에
전도성 필름이 부착되어 있으며 사람의 신체가 접촉될 때 발생하는
정전용량의 차이를 감지함으로써 접촉 위치를 파악하여 전송하는 기
능을 수행
□ 기능 및 용도
ㅇ POS 시스템, 터치스크린 모니터, 의료장비, 랩탑컴퓨터 등 4:3 비율
의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
구조와 작동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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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형태

2. 결정 사유

□ 본 물품은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POS시스템, 터치스크린 모니터, 의
료장비, 랩탑 컴퓨터 등 4:3 비율의 다양한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
되므로 특정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의 보드(제8535호 또는 제
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함)”을 분류토록 규
정하고 있고
ㅇ 동 호 HS 해설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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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설
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사람의 신체가 접촉될 때 발생하는 정전용량의 차이를
감지하여 POS시스템, 터치스크린 모니터, 의료장비, 랩탑 컴퓨터 등
4:3 비율의 다양한 디스플레이 장치 등의 입력신호를 제어하는
1,000볼드 이하의 전기제어용 보드이므로,
ㅇ 관세율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전기제어용 보드”가 분류되는 제8537.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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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터치 스크린 (핸드폰 용)
Touch screen for mobile phones

시행기관

관세청

분류근거

세원심사과-12

결정세번

8517.70-1029

시행일자

2013-12-30

1. 물품 설명

□ 120.69 X 63.10 mm SIZE의 라운딩 사각형태의 휴대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터치 패널로 전화 통화에 필요한 마이크, 스피커와 전면
카메라 렌즈를 장착하는 홀 가공 등이 되어 있으며
□ 유리 글라스 위에 전도성 필름이 부착되어 있으며 사람의 신체가
접촉될 때 발생하는 정전용량의 차이를 감지함으로써 접촉 위치를 파
악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
□ 기능 및 용도
ㅇ 휴대폰용 LCD 또는 AMOLED와 결합하여 휴대폰의 디스플레이 기능을 수행
구조

물품형태 및 완성품

2.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토
록 규정하고 있음
- 541 -

□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
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호의 해설서에 (B)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
화기 그룹에 특히 포함되는 것으로서 (1)셀룰러 전화기 또는 휴대
형 전화기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제8536호의 기
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휴대폰에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통화에 필요한 스피커
와 마이크 등의 홀가공이 되어 있고 제8536호의 기기를 한가지만
장착하고 있으므로 제8537호에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이 사용되는 스마트 폰은 무선 전화기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은 무선전화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필수 부분품이
므로,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기타의 무선
전화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17.70-1029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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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아몰레드용 디스플레이 모듈
OCTA (On-Cell TSP AMOLED) module

시행기관

관세청

분류근거

세원심사과-12

결정세번

8517.70-1029

시행일자

2013-12-30

1. 물품 설명

□ 직사각형태의 휴대폰용 AMOLED* Display Module로, 통화를 위한 스피커,
마이크용 홀가공 등이 되어있고 AMOLED 디스플레이와 강화 유리, 터치
스크린 필림, 정전방식에 의한 위치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인쇄회로가 부
착된 상태
* AMOLED ; 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사용 용도에
따라 터치스크린패널(이하‘TSP’)을 부착 또는 미부착하며 휴대폰, 태블릿
PC, 네비게이션, 게임기 등의 다양한 디스플레이 장치로 사용)

□ 주요구성요소
ㅇ UB Display : Flexible소재로 된 Display패널. 실제로 발광을 하여 화상을 표현
ㅇ Touch Window : TSP가 부착(내장)된 UB Display 보호 Window
ㅇ OCA : Touch window와 UB Display를 부착시키는 광학필림
ㅇ Black Embo : UB Display를 보호하고 반사된 빛을 막기위한 차단막
ㅇ Main-FPCA : System에서 들어오는 신호 및 전원을 IC 및 Display로 연
결되게 하고 IC의 동작에 필요한 주변 부품이 실장되는 기판
ㅇ 기타 : 표면보호용필림, Touch-FPCA, COF FILM 등으로 구성
□ 작동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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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원이 공급되면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음극에
서는 전자(-)가 전자수송층의 도움으로 발광층으로 이동하고, 상대
적으로 양극에서는 Hole(+개념, 전자가 빠져나간 상태)이 Hole수송
층의 도움으로 발광층으로 이동하게 됨
ㅇ 유기물질인 발광층에서 만난 전자와 홀은 높은 에너지를 갖는 여기
자(exciton)1)를 생성하게 되며, 여기자(exciton)가 낮은 에너지로 떨
어지면서 빛을 발생
ㅇ 발광층을 구성하고 있는 유기물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빛의 색깔
을 달라지게 되며, R,G,B를 내는 각각의 유기물질을 이용하여 Full
Color를 구현
<쟁점물품 형태>

2.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
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1) 여기자 : 원자나 분자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 있으나 외부
로 부터 적당한 자극을 받으면 일정한 에너지를 흡수하여 높은 에너지의 상태로 변화하
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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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서로서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
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
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
8517.70 소호에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 (B)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
화기 그룹에 특히 포함되는 것으로서 (1)셀룰러 전화기 또는 휴대
형 전화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이 사용되는 스마트 폰은 무선 전화기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은 무선전화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필수 부분품이
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기타의
무선 전화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17.70-1029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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