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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한-중 임산물 관세구조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예상되는 양국간 FTA 협상을 대비하기 위

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임산물 교역국으로 2007년 전체 임산물 교역액의 33%에

달한다. 그러나 대중 교역액의 대부분은 수입이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FTA 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

임산업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관세구조를 비교분석해본 결과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품목이 더 세분

화되어 있고 무관세 품목이 많으며 석재류를 제외하고는 단기소득임산물과 목재류에서 모두 우리나라보다 관세가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은 가공도가 낮을수록 무관세 또는 저율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가공도가 높을수록 높

아지는 누진관세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동일부류 내에서도 다시 가공도에 따라 차등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복잡한 관

세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합판, 보드류의 경우 한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허하지 않고 조정관세를 적

용하고 있으나 중국은 모두 양허하였으며 대신 가공도에 따라 차등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특징이

있다. FTA체결을 위해 예외 없는 관세철폐 원칙이 적용될 경우 실행관세 세율이 높은 한국의 수입 증가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철폐에 따른 충격은 무관세 품목이 적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nformation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ariff

structures for the upcoming FTA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China is the biggest trade partner of

Korea, sharing 33% of total trade value of forest products. However, import takes majority of trade value and

it grows constantly. The results of FTA negotiation may have large impacts on Korean forest industry. The

conclusions indicate that China subdivides items more complicatedly, and impose lower tariffs on forest products

except stone than Korea. Besides, China has tariff escalation system that imposes lower duties on raw material

than the manufactured, and also charges different rates of tariff on items of the same heading number according

to the degrees of manufacturing. Furthermore, Korea imposes adjustment duties and didn't grant concessions on

plywood and board items for protection of domestic industries, however, China already made concessions on all

items. As a result of this, it will be unavoidable for Korea to increase import value from China, and tariff

removal will have more negative impacts on Korea tha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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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중국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에 근접해 있으며, 수출대

상국 2위, 수입대상국 1위 등 임산물 최대 교역국으로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중국과의 임산물 총 교역액(2007. 11)

은 1,074백만 달러로 우리나라 임산물 총 교역액의 33%

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대중 임산물수출은 33백만 달러로

전체 임산물 수출액의 24.6%를 차지하며 주요 수출 품목

은 밤, 새털, 제재목 등이고, 대중 임산물 수입은 1,042백

만 달러로 전체 임산물 수입액의 33%를 차지하며 주요 수

입 품목은 가공석, 합판, 섬유판 등이다.1) 대중 임산물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고 수입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향

후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협상 결과

에 따라 국내 임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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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

를 상호 부여하는 협정으로 두 나라 또는 그 이상 국가

간의 초기단계 경제통합을 의미한다. 최근 세계무역기구

(WTO)의 다자간 협상이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자간 FTA 체결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2) 우리

나라도 칠레(2004년)와 싱가포르(2006년), EFTA 4개

국(2006) 등과 현재 FTA체결을 완료하였고, 2007년 4

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도 타결하였다. 이

밖에 아세안(ASEAN),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 15개국

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2007년 들어 유럽연합(EU)과

의 협상, 중국과의 산관학 공동연구를 개시하여 진행

중 이다.

FTA를 체결하게 되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에

의해 역내국간 상품교역이 늘어나는 무역전환효과와 생

산요소가 비교우위산업으로 이동하여 역내경제 전체의

생산이 늘어나는데 따른 무역창출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FTA 체결 이전의 관세율이 높고 수입상품

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이들 두 가지 효과가 커지게

되고,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보다 클수록 역내 국

가의 전체 교역규모와 세계 전체의 교역규모가 증가하

게 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임업의 경우에

는 FTA가 체결되면 역내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하여 생

산 및 고용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특히 단기소득임산물

은 농산물과 같이 생산요소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

성이 높다. 또한 목재산업의 경우에도 자원이 부족해 경

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므로 FTA 체결 결과에 많은 영

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EU는 물론 가

능성이 높은 중국과의 FTA 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협상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피해를 최소화하

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세구조의 분석은 이러한 협상방안을 마련하는데 있

어 매우 중요하다. 국가와 국가 간 교역은 관세율뿐만 아

니라 품목 분류체계와 품목별 관세격차, 관세율의 누진적

형태 등 관세구조의 영향을 받는다. 품목 분류체계는 품

목의 세분화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관세를 차등

부과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관세격차는 세율이 가장 높

은 품목과 낮은 품목 간의 차이를 의미하며 그 격차가 클

수록 국가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

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관세율의

누진적 형태는 가공도에 따른 세율의 누진정도를 의미하

며 누진적 구조가 강할수록 가공품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어명근 등, 2005).

FTA와 관련한 연구는 산업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

는데 농업부문의 연구로서는 최세균 등(2001), 어명근 등

(2004a), 이창수 등(2005a; 2005b), 김윤식(2006), 수산부분

의 연구로서는 김남두(2006)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

는 주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미국 등과의 FTA체결에

따른 영향분석과 대응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부문

에 있어서 FTA와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으며 관세구조분

석은 주로 FTA체결에 따른 영향분석 및 협상대안 마련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연구로서는 어명근 등(2004b;

2005), 장우환 등(2004), 이상민 등(2006; 2007), 장철수

등(2006)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향후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하여 임

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협상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 하는 협상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한국과 중국

의 임산물 관세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는데

있다. 

재료 및 방법

한국과 중국의 임산물관세구조는 품목분류와 관세율을

중심으로 품목분류에서는 HS단위별 품목수, 품목별 관세

의 세분화 정도, 관세율에서는 품목별 적용관세의 차이,

관세적용형태 등을 분석하였다. 품목분류와 관세구조를

동일한 조건하에서 비교하기 위해 협상대상 전 품목을 단

기소득 임산물, 석재류, 그리고 목재류로 구분하였다.3) 세

번을 중심으로 분류하면 단기소득 임산물은 HS 1류와 5~8

류, 11~14류, 그리고 20~23류에 속하는 농산물을 의미하

며, 석재류는 HS 25류와 68류, 그리고 목재류는 HS 38

류, 44~46류 및 94류에 속하는 품목이다. 

임산물의 관세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HS품

목분류에 따라 4단위, 6단위, 10단위로 구분하여 검토하

였다. 중국의 경우 HS품목분류가 8단위와 10단위로 세분

되어 있어 같은 단위수로 비교하기 어려우므로 HS 4단위

1)산림청 임산물수출입통계(2007. 11)에 따르면 주요 수출품목으로서 밤은 17백만 달러, 새털 6백만 달러, 제재목 3백만 달러

에 달하며, 주요 수입품목으로서 가공석은 484백만 달러, 합판 149백만 달러, 섬유판 61백만 달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2)한국무역협회(www.kita.net)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 9월 현재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발효 건수는 총 194건으로 이

중 FTA가 11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지역무역협정은 1990년대 이후 급증하

기 시작하여 전체 194건의 협정 중 90년대 이전에는 25건에 불과하였으나 90년대 후반에만 73%에 해당하는 141건이 발효

된 것으로 나타났다. 
3) FTA협상에서 목재류와 석재류는 공산품에, 단기소득임산물은 농산품에 속해 있어 임산물의 분류를 협상 대상인 공산품과 농

산품으로 구분할 수 도 있으나, 여기서는 임산물의 성질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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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본으로 하여 6단위로 구분한 다음 한국의 10단위를

중국의 8단위와 10단위에 일치시켜 비교하였다.

한국의 관세율은 관세청의 우리나라 관세율표(2007)를

사용하였으며, 중국의 관세율은 KOTRA 소장자료인 중국

관세율표(2007)를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단기소득임산물

1) 품목 분류체계 비교

우리나라 단기소득임산물의 품목범위는 HS 4단위에서

1402(충전용 식물성 재료)가 새로운 HS분류체계에서 제

외되고 0706(식용뿌리: 더덕, 도라지)이 추가됨에 따라 품

목 수에는 28개로 변함이 없으나 기존 HS 6단위와 10단

위의 품목수가 각각 50개와 108개에서 49개와 112개로 조

정되었다.

한국과 중국의 단기소득임산물의 품목분류체계를 비교

하기 위해 품목세분화 정도를 검토해 본 결과 <표 1>에서

보듯이 HS 4단위에서 총 품목 수는 28개이나, 6단위와 10

단위로 세분될 경우 한국은 49개와 112개, 중국은 49개와

92개로 분류된다. 단기소득임산물의 경우 한국이 중국보

다 전체적으로 세분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맹

금 및 앵무류, 새의 깃털, 견과류, 올레오레진, 버섯류(조

제저장) 등의 품목은 중국보다 세분화 정도가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품목의 세분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HS 4단위 기준으

로 동일 품목이 10단위로 세분된 품목 수를 계측한 결과

한국은 나무(분재, 기타) 21개, 견과류 14개, 수피 12개 순

으로 세분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버섯류(건

조) 7개, 식물성재료 7개 등으로 비교적 세분화되어 있다.

반면 생칠, 수피, 죽순(조제저장), 밤(조제저장), 도토리분,

오가피주 등과 같이 전혀 세분화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HS 4단위 기준으로 동일

품목이 8~10단위로 세분된 품목 수는 견과류 16개, 맹금

표 1. 한-중 단기소득임산물 품목 분류체계 비교.

HS

번호
품 명4

HS 6단위 품목수 HS10단위 품목수 HS 10단위
품목수 차이

비 고
한국 중국 한국 중국

0106 맹금 및 앵무류 2 2 2 8 -6

0505 새의 깃털 2 2 2 5 -3

0602 나무(분재, 기타) 4 4 21 7 14

0604 이끼 및 은행잎 2 2 3 3 0

0706 식용뿌리 1 1 2 1 1 더덕, 도라지

0709 버섯류(신선) 2 2 5 4 1

0710 버섯류(냉동) 1 1 3 2 1

0711 버섯류(일시저장) 2 2 4 4 0

0712 버섯류(건조) 3 3 7 5 2

0714 칡뿌리 1 1 2 2 0

0802 견과류 9 9 14 16 -2

0810 감, 대추(신선) 1 1 2 2 0

0811 견과류(냉동) 1 1 3 3 0

0813 견과류(건조) 1 1 2 2 0

1106 사고뿌리 1 1 2 1 1

1209 종자류 1 1 3 2 1

1211 초피 1 1 2 2 0

1301 올레오레진 1 1 2 3 -1

1302 생칠 1 1 1 1 0

1401 식물성재료 3 3 7 6 1

1404 수피 1 1 12 2 10

2003 버섯류(조제저장) 2 2 3 5 -2

2005 죽순(조제저장) 1 1 1 1 0

2006 마롱글라세, 죽순(설탕조제) 1 1 2 1 1

2008 밤(조제저장) 1 1 1 1 0

2106 도토리분 1 1 1 1 0

2208 오가피주 1 1 1 1 0

2308 도토리열매 1 1 2 1 1

합계 28 49 49 112 92 20

주: 중국의 경우 8단위까지 세분되어 있으며 일부 품목은 10단위까지 세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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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앵무류 8개, 나무(분재, 기타) 7개, 식물성재료 6개, 버

섯류(조제저장) 5개 등이며, 이들 품목들이 비교적 세분

화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식용뿌리, 사고뿌리, 생칠, 죽순

(조제저장), 마롱그라세, 죽순(설탕조제), 도토리분, 오가

피주, 도토리열매 등은 전혀 세분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좀 더 자세히 비교해 보면 나무(분재, 기타: 0602)의 경

우 한국은 21개로 소나무, 잣나무, 편백 등 수종별로 세분

화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기타(멸종위기식물의 뿌리가 없

는 삽수와 접수: 0602100010), 기타 뿌리가 없는 삽수와

접수(0602100090), 식용의 과실 또는 견과류 묘목(식용 과

실류의 관목 묘목을 포함: 0602201000), 기타 식용 과실

또는 견과류의 관목(접목한 것인지를 불문: 0602209000),

진달래묘목(접목한 것인지의 여부불문: 0602301000), 기

타 진달래묘목(접목한 것인지의 여부 불문: 0602309000),

기타 종자 개량용 묘목(0602909199) 등 7개로 단순

화 되어 있다. 신선 버섯류(0709)의 경우 한국은 송이

(0709591000), 표고(0709592000), 송로(0709596000), 고

사리(0709901000), 고비(0709902000) 등 5개로 분류되어

있는 반면 중국은 기타 냉장 또는 냉동 야채류로 구분되

며 송이(07095910), 표고버섯(07095920), 송로(07095960),

그리고 기타(07095990) 등 4개로 되어 있다. 

반면 중국이 한국보다 더 세분화하고 있는 품목들은 맹

금 및 앵무류(0106) 8개, 새의 깃털(0505) 5개, 이끼 및 은

행잎(0604), 3개, 견과류(0802) 16개, 올레오진(1301) 3개,

수피(1404) 2개, 버섯류(조제저장: 2003) 5개 등에 불과하

다. 견과류의 경우 한국은 품목별로 미탈각과 탈각으로 세

분화시키고 있는데 비해 중국은 좀 더 자세히 세분화하고

있다. 즉 아몬드, 헤즐너트 또는 필버트, 호도는 미탈각과

탈각으로 구분하여 1개 품목에 2개씩 세분화하고 있으나

밤은 신선 또는 건조한 밤(0802401000: Castanea spp.)과

기타 밤(0802409000)으로 구분하고, 잣의 경우 신선 또는

건조한 붉은 잣, 신선 또는 건조한 기타 멸종위기의 잣, 신

선 또는 건조한 기타 잣 등 3개로 구분하고 있다. 버섯류

(조제저장)를 보면 한국은 송로, 송이, 표고버섯으로 구분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송로(20032000)외에는 기타로 하

여 조제저장된 송이(2003901020)와 기타 버섯(2003901090),

그리고 기타에서 조제저장된 다른 형태의 송이(2003909020)

와 기타의 다른 형태의 버섯(2003909090)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의 단기소득임산물 품목 분

류는 총 92개로 112개인 한국에 비해 세분화 정도가 낮으

며, 한국과 같이 가공도가 낮은 원료 품목에 대한 세분화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관세율체계 비교

한국의 실행세율 관세범위는 0~50%로 관세격차가 50%

에 달하나, 비교적 단순한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HS 4단위를 기준으로 한 28개 품목류 중

6단위로 세분된 모든 품목에 대해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

되는 품목은 맹금 및 앵무류(0106)를 포함해 19개나 된다.

특히 HS 10단위로 세분화되면서 품목수가 증가함에도 단

일 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은 HS 4단위를 기준으로 거의 절

반인 13개나 되는 등 품목분류는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으

나 세율이 품목분류에 따라 차등 부과되지 않아 관세구조

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분재

용 나무(0602)의 경우 HS 6단위에서 4개로 그리고 HS 10

단위에서 21개로 세분화되었지만 적용세율은 모두 8%로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식물성재료(1401)

도 3개에서 7개로 품목이 세분화되었지만 모두 8%의 단

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표 2>참조).

또한 버섯류(신선: 0709, 냉동: 0710, 일시저장: 0711, 건

조: 0712)에서 보듯 가공도에 따라 적용세율이 큰 차이 없

이 27~45% 범위 내인 경우도 있으며 버섯류(조제저장:

2003), 죽순(조제저장: 2005), 마롱그라세, 죽순(설탕조제:

2006) 등에서 보듯 가공도가 높은데도 적용세율이 20~30%

로 낮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 표고버섯의 경우 신선(0709592000)과 건조

(0712391020)에 관계없이 모두 45%(2007년)의 조정관세

를 부과하고 있으며, 아몬드(탈각: 0802120000)는 5%

(2007년)의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 단기소득임산물의 평균실행세율은 17.4%로, 가장

높은 품목은 신선 감, 대추, 건조 견과류, 조제저장 밤 등

으로 50%를 부과하고 있다. 칡뿌리, 냉동 견과류, 오가피

주도 30%이상의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무관

세 품목은 HS 4단위 기준으로는 종자류 1개이며, HS 10

단위 기준으로 전체 품목 수에 비해 2.7%에 불과한 것으

로 나타났다.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 중 밤,

잣, 대추는 TRQ를 적용하는 품목으로서 해당 물량 내에

서 수입이 될 경우 50%의 관세를 적용하지만 초과할 경

우 고율관세 또는 종량세를 부과 한다.4)

중국의 단기소득임산물 관세율 범위는 0~30%로 관세

격차가 30%이며 평균 실행세율은 14.4%로 한국보다 평

균 3%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HS 4단위를 기준으로

한 28개 품목류 중 세분된 모든 품목에 대해 동일한 관세

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23개이며, 그중 11개는 무관세 품

4)밤(미탈각, 탈각포함)은 219.4% 또는 1,470원/kg, 잣(미탈각, 탈각포함)은 566.6% 또는 2,664원/kg, 대추(신선, 건조포함)는

611.5% 또는 5,800원/kg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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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해당된다. 즉 단기소득임산물 품목 중 82%가 HS 6

단위에서 8단위 및 10단위로 세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단일관세체계를 유지하는 등 한국보다 체계가 단

순하며, 무관세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12%로 한국보

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동일 세번 내에서 차등관세를 부과하는 품목과 실행세

율의 범위를 보면 맹금 및 앵무류(0106)가 0~10%, 나무

(분재, 기타: 0602) 0~15%, 이끼 및 은행잎(0604) 10~23%,

견과류(0802) 10~25%, 수피(1404) 5~15% 등이다. 관세격

차가 가장 큰 품목은 나무(분재, 기타)로서 15%, 이끼 및

은행잎은 13%, 기타 견과류, 맹금 및 앵무류, 수피 등은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견과류의 경우 중국은 10~25%

의 실행관세를 적용하는데 미탈각이 탈각보다 더 높은 세

율을 적용하고 있다. 즉 아몬드의 경우 미탈각 24%, 탈각

10%, 헤즐너트 또는 필버트와 호두는 미탈각 25%, 탈각

10%를 각각 적용하는 등 한국과 같이 생산자 보호를 위

해 가공보다는 미가공품에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버섯류(신선),

버섯류(냉동), 버섯류(일시저장), 버섯류(건조)에 대해서

한국은 27~4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중국은 13%의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공도가 다를 경

우 관세율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신선 또는

냉동, 건조한 버섯류에 대해 13%의 동일 관세를 적용하

고 있지만 조제저장 한 버섯류(2003)와 죽순(2005)은 각

각 25%를 적용하며 죽순의 경우 설탕조제(2006)를 하면

30%, 밤의 경우 25%에서 마롱그라세(2006)로 가공할 경

우 30%를 적용하는 등 가공도가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

는 누진관세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높은 실행세율은 30%로 견과류(냉동: 0811)와 마

롱그라세 및 죽순(설탕조제: 2006)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TRQ를 적용하여 생산자를 보호하는 품목은 단기소득임

표 2. 한중 단기소득임산물 관세율 비교.

4단위 품 명
실행세율(%) 평균세율(%) 무관세품목수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0106 맹금 및 앵무류 8 0~10 8 5 0 4

0505 새의 깃털 3~5 10 4 10 0 0

0602 나무(분재, 기타) 8 0~15 8 3.6 0 5

0604 이끼 및 은행잎 8 10~23 8 14.3 0 0

0706 식용뿌리 27 13 27 13 0 0

0709 버섯류(신선) 27~45 13 31.8 13 0 0

0710 버섯류(냉동) 27~30 13 28 13 0 0

0711 버섯류(일시저장) 27~30 13 27.8 13 0 0

0712 버섯류(건조) 27~45 13 31.7 13 0 0

0714 칡뿌리 18~45 13 31.5 13 0 0

0802 견과류 5~50 10~25 27 21.7 0 0

0810 감, 대추(신선) 50 20 50 20 0 0

0811 견과류(냉동) 30 30 30 30 0 0

0813 견과류(건조) 50 25 50 25 0 0

1106 사고뿌리 8 20 8 20 0 0

1209 종자류 0 0 0 0 3 2

1211 초피 8 9 8 9 0 0

1301 올레오레진 3 15 3 15 0 0

1302 생칠 8 20 8 20 0 0

1401 식물성재료 8 10 8 10 0 0

1404 수피 3~5 5~15 3.5 10 0 0

2003 버섯류(조제저장) 20 25 20 25 0 0

2005 죽순(조제저장) 20 25 20 25 0 0

2006 마롱글라세, 죽순(설탕조제) 20~30 30 25 30 0 0

2008 밤(조제저장) 50 10 50 10 0 0

2106 도토리분 8 20 8 20 0 0

2208 오가피주 30 10 30 10 0 0

2308 도토리열매 5 5 5 5 0 0

합계 3 11

평균 17.4 14.4 (2.7%) (12.0%)

주: 한국의 경우 TRQ에 해당하는 품목(밤, 잣, 대추)의 실행세율은 허용 물량 내에서 수입될 때 적용하는 기본세율을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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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 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중국의 단기소득임산물 평균 실행

세율은 한국보다 낮으며,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동일 부

류 내에서는 미가공품에 대한 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경우

도 있으나 대부분 가공도가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

진관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무관세품목도 단기소득임산

물 전체 품목 수의 12%를 차지하는 등 한국에 비해 저율

의 관세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품목의 세분화에도 불

구하고 동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TRQ

를 적용하는 품목이 없는 등 비교적 단순한 관세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석재류

1) 품목 분류체계 비교

우리나라 석재류의 품목세분화 정도를 보면 HS 4 단위

기준으로 6개 품목, 6단위 기준 12개, 10단위 기준 18개

품목으로 분류된다. HS 25류에 속하는 슬레이트, 화강암,

현무암의 것 등의 품목은 HS 6단위 6개에서 10단위 11개

로 세분화되나 HS 68류에 속하는 화강암, 벼루, 기타(석

제품) 등 비교적 가공이 이루어진 품목에서는 HS 6단위

6개에서 10단위 7개로 거의 세분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원석에 대해서는 세분화가 이루어졌으나 가공석

에 대해서는 세분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 석재류의 품목범위는 HS 6단위 기준

으로 19개, 8단위 및 10단위 기준으로 35개 품목이 해당

되며 한국에 비해 세분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분화된 품목 수가 한국의 18개 보다 중국이 17개가

더 많다. HS 25류에서는 HS 6단위 9개에서 10단위 12개

로 비교적 세분화 정도가 낮은 반면, HS 68류에서는 HS

6단위 10개에서 10단위 23개로 세분화 정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화강암(비석용 또는 건축용), 기타(6802)

등은 HS 6단위에서 8개 품목이 10단위에서 16개 품목으

로 증가한다(<표 3> 참조). 

결과적으로 한국의 석재류 품목분류는 원석의 경우 세

분화 정도가 높고 가공석은 낮은 반면 중국은 원석의 경

우 세분화 정도가 낮고 가공석은 높은 형태를 갖추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2) 관세율체계 비교

<표 4>에서 보듯이 한국의 경우 석재류 전체의 평균세

율은 4.9%이며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다. HS 25

류의 실행세율과 평균세율은 모두 3%, HS 68류는 8%로

서 동일 부류내에서의 실행세율과 평균세율은 관세의 세

분화 정도와 관계없이 모두 같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HS 25류의 경우 HS 6단위에서 10단위로 세분화되면

서 품목분류는 6개에서 12개로 증가하였으나 3%의 동일

표 3. 한·중 석재류 품목 분류체계 비교.

HS

번호
품 명

HS 6단위 품목수 HS10단위 품목수 HS 10단위
품목수 차이한국 중국 한국 중국*

2514 슬레이트 1 1 2 1  1

2516 화강암 4 4 6 6  0

2517 현무암의 것 1 4 3 5 -2

6802 화강암(비석용 또는 건축용), 기타 4 8 4 16 -12

6803 벼루, 기타(가공석) 1 1 2 2  0

6815 기타(석제품) 1 1 1 5 -4

합 계 12 19 18 35 -17

주: 중국의 경우 8단위 및 10단위까지 세분되어 있음.

표 4. 한·중 석재류 품목 관세율 비교.

HS

번호
품 명

실행세율(%) 평균세율(%) 무관세품목 수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2514 슬레이트 3 3 3 3 0 0

2516 화강암 3 3~4 3 3.3 0 0

2517 현무암의 것 3 3~4 3 3.2 0 0

6802 화강암(비석용 또는 건축용), 기타 8 10~24 8 18.8 0 0

6803 벼루, 기타(가공석) 8 20 8 20 0 0

6815 기타(석제품) 8 17.5 8 17.5 0 0

합계 0 0

평균 4.9 13.4 (0%) (0%)

주: 무관세품목의 평균은 무관세 품목 수의 합계를 10자리 품목 수의 합계로 나눈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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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HS 68류의 경우 HS 4단위에

서 10단위로 세분화되면서 품목분류가 6개에서 7개로 늘

어났으나 8%의 동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 석재류 전체 평균세율은 13.4%로서

한국보다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S 25류의 실행세

율은 3~4%범위이며 평균세율은 3.3%이다. 관세의 세분

화 정도가 높지 않아 동일 세번내에서 적용하는 실행세율

의 폭은 1%에 불과하다. 반면 HS 68류는 실행세율이

10~24%, 평균세율이 18.6%로 높게 설정되어 있다. 동일

세번내에서도 서로 다른 관세를 부여하는 등 품목의 세분

화에 따라 최대 관세율의 적용 폭이 14% 포인트까지 달

라진다. 즉 화강암(비석용 또는 건축용) 또는 기타(6802)

의 실행세율 범위는 10~24%로서 관세의 세분화가 HS 6

단위 8개에서 10단위 16개로 2배나 증가한다. 동일 세번

내에서도 조각 등 가공도가 높을수록 적용세율이 높아진

다. 무관세 품목은 한국과 중국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석재류의 경우 중국의 품목 세분화 정도는 한국

에 비해 높고 평균세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품

목의 가공도에 따라 동일 세번 내에서도 관세를 차별하여

적용하는 등 한국보다 복잡한 관세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목재류

1) 품목 분류체계 비교

<표 5>에서 보듯이 한국의 경우 HS 4단위기준으로 30

개 품목이 해당된다. HS 6단위 기준으로 분류하면 88개,

10단위 기준으로 분류하면 301개로 단기소득임산물 및 석

재류 등에 비하면 비교적 세분화되어 있다. 그러나 새로

운 HS분류체계에 따르면 상당히 세분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HS 4단위는 기존과 동일한 30개 품

목이나 6단위와 10단위에서는 품목 수가 각각 기존의 80

개와 228개에서 88개와 301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목재류는 HS 8단위 및 10단위까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체계를 비교하기 위해 HS 4단위를 기본

으로 하여 6단위로 구분한 다음 한국의 10단위를 중국의

8단위 및 10단위에 일치시켜 비교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목재류 품목분류는 HS 8단위 및 10단위에서는 331개로

한국보다 30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보다

품목분류가 더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목재류의 품목별 세분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HS 4단

위 기준으로 동일품목이 10단위로 세분된 품목 수를 계측

한 결과 한국의 경우 단판 66개, 합판 48개, 원목 42개, 제

재목 36개 순으로 세분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판, 마루판 20개, 파티클보드 13개, 창문틀, 문틀 13

개, 매트류, 발 11개, 목재장식품 10개로 이들 품목도 세

분화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로진, 목초액

을 포함해 HS 4단위 11개 품목은 품목분류도 1~2개로 작

지만 10단위에서도 전혀 세분화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HS 4단위 기준으로 동일 품목이 8단위 및

10단위로 세분된 경우는 21개 품목이며, 이 가운데 제재

목 59개, 합판 52개, 단판 44개, 원목 31개, 창문틀 및 문

틀 22개, 섬유판 및 마루판 21개, 성형목재 16개, 목재장

식품 15개, 옷걸이 및 이쑤시게 14개 등의 순으로 세분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로진, 목초액, 목모와 목

분, 파티클보드, 고밀도화 목재, 코르크(반제품), 바구니 및

주방용품(대나무, 등나무제품), 벽지, 조립식 목재건축물

등 9개 품목은 전혀 세분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세분화해 보면 원목(4403)의 경우 HS 10 단위에

서 한국은 42개, 중국은 31개로 한국이 중국보다 더 세분

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은 수종별로 구분하였지

만 중국은 원목을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종으로 분류하여

세분화하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제재목(4407)의 경우 한국이 HS 10단위가 36개로 세분

화되었는데 중국은 HS 8단위 및 10단위가 59개로 나누어

져 한국보다 세분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경우 원목과 마찬가지로 수종별로 세분화되어 있

는 반면 중국은 침엽수, 열대재, 기타 등으로 품목을 단순

화하고 각각의 품목별로 대패질, 연마, 엔드조인티드 등

가공도별로 세분화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열대산 제

재목 마호가니(440721)의 경우 한국은 4407210000 한가

지로 되어 있으나 중국은 가공도에 따라 4407210010,

4407210090 등 두 가지로 세분화하였다. 

단판(4408)의 경우 한국은 HS 10단위가 66개로 세분화

한데 반해 중국은 44개로 세분화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침엽수, 열대재, 기타로 크게 구분하고 각각 대패질, 연마,

엔드조인티드 되었는지 아닌지로 중분류한 다음, 이에 속

하지 않은 경우 기타로 분류하여 두께(6 mm)를 중심으로

세분화하였기 때문이다. 

파티클보드(4410), 섬유판, 마루판(4411), 합판(4412)의

경우 한국은 미양허품목5)에 해당되며 각각 HS 10단위기

준으로 13개, 20개, 48개로 세분화되었지만, 중국의 경우

HS 8 및 10단위기준으로 4개, 21개, 52개로 되어 있다. 특

히 파티클보드가 세분화되지 않고 단순화되어 있는 반면

합판은 한국보다 4개나 더 세분화되어 있다. 또한 합판의

경우 한국은 두께별로 세분화한 반면 중국은 대나무재와

5)한국의 미양허 품목은 모두 101개로 전체 품목 수의 34%를 차지하고 있는데 HS 4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땔나무, 칩, 톱밥

등(4401) 3개, 원목(4403) 11개, 단판(4408) 4개, 파티클보드(4410) 13개, 섬유판(4411) 20개, 합판(4412) 48개, 목재식기(4419)

2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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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로 크게 구분하고 두께보다는 적어도 한 면이 비

침엽수재로 되었는지 아닌지, 적어도 한 면이 파티클보드

로 되었는지 아닌지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다.

목재류의 품목 분류체계는 한국보다는 중국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으며 또한 중국은 가공도가 높을수록 세분

화 정도가 낮고 가공도가 낮을수록 세분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원목과 제재목의 경우 한국

은 42개와 36개, 중국은 31개와 59개로 세분화되어 있는

데 파티클보드, 섬유판, 합판 등은 한국이 13개, 20개, 48

개, 중국이 4개, 21개, 52개로 세분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관세율체계 비교

한국 목재류의 실행세율 관세범위는 0~11%로 관세격

차가 11%이며,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S 4단위를 기준으로 30개 품목류 가운데 27

개가 동일 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땔나무, 칩, 톱밥(4401)

과 단판(4408)은 0~2%와 3~8%의 차등 관세를 각각 부과

하고 있다(<표 6> 참조).

특히 HS 10단위로 세분화되면서 품목수가 증가함에도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은 HS 4단위를 기준으로 14개

나 되는 등 품목분류는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지만 세율이

차등 부과되지 않아 관세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것으

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제재목(4407)의 경우 HS 6단위에

서 14개로 그리고 HS 10단위에서 36개로 세분화되었지만

실행세율은 5%로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마찬가지

로 파티클보드(4410), 섬유판(4411), 합판(4412)은 HS 6단

위에서 각각 4개, 6개, 6개, 그리고 10단위에서 13개, 20개,

48개로 각각 세분화되었지만 합판을 제외하고는 모두 8%

의 실행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단, 합판의 경우는 두께가

표 5. 한·중 목재류 품목 분류체계 비교.

HS

번호
품 명

HS 6단위 품목수 HS 10단위 품목수 HS 10단위
품목수 차이한국 중국 한국 중국

3806 로진 1 1 1 1 0

3807 목초액 1 1 1 1 0

4401 땔나무, 칩, 톱밥 4 4 5 6 -1

4402 목탄 2 2 4 3 1

4403 원목 7 7 42 31 11

4404 목재의 봉 2 2 4 4 0

4405 목모와 목분 1 1 1 1 0

4406 궤도용 침목 2 2 2 3 -1

4407 제재목 14 14 36 59 -23

4408 단판 4 4 66 44 22

4409 성형목재 3 3 3 16 -13

4410 파티클보드 4 4 13 4 9

4411 섬유판, 마루판 6 6 20 21 -1

4412 합판 6 6 48 52 -4

4413 고밀도화 목재 1 1 1 1 0

4414 그림틀, 사진틀 1 1 1 3 -2

4415 목재케이스, 팔레트 2 2 2 6 -4

4416 목재통 1 1 1 3 -2

4417 목재공구 1 1 1 3 -2

4418 창문틀, 문틀 9 9 13 22 -9

4419 목재식기 1 1 4 6 -2

4420 목재장식품 2 2 10 15 -5

4421 옷걸이, 이쑤시개 2 2 8 14 -6

4501 코르크(가공) 2 2 2 3 -1

4502 코르크(반제품) 1 1 1 1 0

4503 코르크(제품) 2 2 2 2 0

4504 응집 코르크제품 2 2 2 2 0

4602 바구니, 주방용품(대나무, 등나무 제품) 2 2 4 2 2

4814 벽지 1 1 2 1 1

9406 조립식 목재건축물 1 1 1 1 0

합계 30 88 88 301 331 -30

주: 메트류, 발(4601)은 임산물로 분류되었으나 농림부에서 관리함에 따라 여기서는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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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m이상에 대해서는 조정관세 11%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 목재류의 평균 실행세율은 5.6%이며 가장 높은 품

목은 8%의 성형목재를 포함해 20여개에 달한다. 무관세

품목은 원목 42개, 벽지 2개, 땔나무 등 1개로 총 45개이

며 전체 품목 수의 14.4%에 해당된다. 가공도에 따른 관

세부과 형태를 보면 원목(4403)의 평균 관세가 0%, 제재

목(4407)이 5%, 파티클보드(4410)와 섬유판(4411)이 8%,

합판(4412)이 9.3% 등 가공도가 높을수록 관세율이 높아

지는 누진관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한편 중국의 목재류 관세율 범위는 0~20%로서 관세격

차는 20%이며, 평균관세는 4%, 무관세 품목 수는 137개

(목재류 품목수의 41.4%)로 한국에 비해 세율이 낮으나 많

은 품목에 대해서 차등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복잡한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HS 4단위를 기

준으로 한 총 30개 품목류 가운데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

되는 품목은 로진(3806)을 포함해 21개7)가 되나 그중 10

개 품목이 무관세 품목에 해당된다.

HS 4단위에서 8 및 10단위로 품목이 세분화됨에 따라

차등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수는 HS 4단위 기준으로 9개

이며, 차등관세의 범위는 0~12%로 단판이 3~10%, 성형

목재와 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마루판은 각각 4~7.5%, 합

판 1~12%, 창문틀과 문틀 4~7.5%, 코르크(가공) 0~6%,

표 6. 한·중 목재류 관세율 비교.

HS

번호
품명

실행세율(%) 평균세율(%) 무관세품목수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3806 로진 6.5 10 6.5 10 0 0

3807 목초액 6.5 6.5 6.5 6.5 0 0

4401 땔나무, 칩, 톱밥 0~2 0 1.6 0 1 6

4402 목탄 2 10.5 2 10.5 0 0

4403 원목 0 0 0 0 42 31

4404 목재의 봉 5 8 5 8 0 0

4405 목모와 목분 5 8 5 8 0 0

4406 궤도용 침목 5 0 5 0 0 3

4407 제재목 5 0 5 0 0 59

4408 단판 3~8 3~10 4.3 4.8 0 0

4409 성형목재 8 4~7.5 8 4.9 0 0

4410 파티클보드 8 4~7.5 8 4.9 0 0

4411 섬유판, 마루판 8 4~7.5 8 5.5 0 0

4412 합판 8~11 4~12 9.3 8.4 0 0

4413 고밀도화 목재 8 6 8 6 0 0

4414 그림틀, 사진틀 8 20 8 20 0 0

4415 목재케이스, 팔레트 8 7.5 8 7.5 0 0

4416 목재통 8 16 8 16 0 0

4417 목재공구 8 16 8 16 0 0

4418 창문틀, 문틀 8 4~7.5 8 4.2 0 0

4419 목재식기 8 0 8 0 0 6

4420 목재장식품 8 0 8 0 0 15

4421 옷걸이, 이쑤시개 8 0 8 0 0 14

4501 코르크(가공) 8 0~6 8 2 0 2

4502 코르크(반제품) 8 8 8 8 0 0

4503 코르크(제품) 8 8~10.5 8 9.5 0 0

4504 응집 코르크제품 8 0~8.4 8 4.2 0 1

4602 바구니, 주방용품(대나무, 등나무 제품) 8 9 8 9 0 0

4814 벽지 0 7.5 0 7.5 2 0

9406 조립식 목재건축물 8 10 8 10 0 0

합계 45 137

평균 5.6 4.0 (14.4%) (41.4%)

주: 한국의 평균관세율은 미양허 품목을 포함한 값이며, 미양허 품목의 세율은 모두 현행 실행세율을 적용하였음.

6)한국에서는 파티클보드, 섬유판, 합판 등은 미양허 품목에 해당된다.
7)총 품목대비 7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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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크(제품) 8~10.5%, 응집 코르크제품 0~8.4% 등인 것

으로 나타났다. 

가공도에 따른 관세율 적용형태를 보면 중국의 원목

(4403)과 제재목(4407)의 평균관세가 0%, 파티클보드

(4410) 4.9%, 섬유판(4411) 5.5%, 합판(4412) 8.4% 등 가

공도가 높을수록 관세율이 높아지는 누적관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티클보드와 섬유판의 경

우 한국은 동일 부류 내에서 단일 관세 8%를 부과하는 것

과는 달리 중국은 동일 부류 내에서도 4~7.5%의 차등 관

세를 부과하는 등 복잡하면서도 다양한 세율을 적용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평균 실행세율은 4%로 비교적 낮으며 평균 실

행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은 8개로 이중 6

개가 무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평균 실행세율보다 높은 관

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은 HS 4단위를 기준으로 로진을 포

함해 12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에 비해 저율관세체

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한-중 임산물관세구조를 종합해 보면

총 품목 수는 한국이 431개, 중국이 458개로 중국이 더 세

분화되어 있으며, 임산물 평균 실행세율은 한국이 중국보

다 1.8%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단기소득임산물은 한국이 17.4%, 중국이 14.4%, 석

재류에서는 한국이 4.9%, 중국이 13.4%로 한국이 중국보

다 단기소득임산물은 3% 정도 높은 반면 석재류는 8.5%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류의 경우 한국이 5.6%로

중국보다 1.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체계와 관세구조를 살펴보면 한국의 단기소득임산

물 세분화 정도가 중국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관세품목수가 적고 평균세율이 높으며 가공도

가 높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역관세 구조를 보이고 있다.

즉 밤, 대추 등 견과류의 신선(0810)의 평균세율이 50%이

지만 냉동(0811)은 30%, 마롱글라세(2006)와 같이 완제품

은 25% 등이다. 또한 원료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동일부류라도 다양한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가공도가 높

을수록 동일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생산자를 보호하고 있

는 것으로 여겨진다.

석재류의 경우 세분화 정도는 중국에 비해 낮으며 평균

세율도 낮고 가공도가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관

세체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동일부류 내에서는 품목은

세분화되어도 동일 관세를 적용하는 등 관세체계는 단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단기소득임산물은 한국

에 비해 품목 세분화 정도가 낮은 반면 무관세품목이 많

고 평균세율이 낮으며 가공도가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

는 누진관세체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버섯류의 신선(0709)의 평균세율이 13%이지

만 조제저장 버섯류(2003)는 25% 그리고 견과류(0802)의

평균세율이 21.7%이지만 마롱그라세(2006)는 30%의 높

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즉 원료 품목에 대해서는 단순

세율을, 가공도가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가

공 산업을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석재류의 경우 품

표 7. 한·중 임산물 품목 수 및 평균 실행세율 비교.

구 분  한국 중국

총 품목 수(개)  431 458

총 평균 실행세율(%)*  8.6  6.8

−단기소득임산물 17.4 14.4

−석 재 류  4.9 13.4

−목 재 류  5.6  4.0

주: 평균 실행세율 계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소득
임산물은 TRQ의 제한을 받는 품목의 경우 쿼터내로 수입
이 들어온다고 가정하여 기본세율을, 그리고 표고버섯
은 조정관세율을 적용하였음. 목재류는 미양허 품목을
모두 포함하였고 합판의 경우 조정관세율을 적용하였음.

표 8. 한·중 품목분류 및 관세체계 비교.

구 분
단기소득임산물 석재류 목재류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품목분류
세분화

HS 4단위 28 28 6 6 30 30

HS 6단위 49 49 12 19 88 88

HS 10단위* 112 92 18 35 301 331

실행세율
(%)

최 저 0 0 3 3 0 0

최 고 50 30 8 24 11 20

평 균 17.4 14.4 4.9 13.4 5.6 4.0

무관세품목 수(개) 3 11 - - 45 137

관세적용
형 태

종가세 ○ ○ ○ ○ ○ ○

종량세 ○ × × × × ×

복합세 × × × × × ×

주: HS 10단위는 한국에 해당되며, 중국은 8단위와 10단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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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세분화 정도는 한국보다 높고 평균세율도 13.4%로 높

다. 또한 누진관세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 부류 내에

서도 가공도가 다르면 관세를 다르게 적용하는 등 차등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목재류의 경우 한국은 중국에 비

해 품목세분화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관

세 품목 수가 적고 평균세율이 높으며 실행세율이 세번별

로 차등화 되어 있지 않아 관세구조가 매우 단순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공도가 높을수록 높은 관세를 부

과하는 누진관세체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한국보다 30개 정도 품목이 더 세분화되어

있고 무관세 품목 수가 많으며 평균세율이 낮고 세율적용

이 세번별로 차등화 되어 있는 등 복잡한 관세구조를 가

지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공도가 낮을수록 무관세

또는 저율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가공도가 높을수록 높아

지는 누진관세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동일부류 내에서도

다시 가공도에 따라 차등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복잡한 관

세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합판, 보드류의 경우 한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허하지 않고 조정관세를 적

용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모두 양허하였으며 대신 가공

도에 따라 차등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특징이 있다. 한국의 조정관세는 산업피해구제제도로서

매년 대통령령에 의해 갱신해야하므로 교역상대국과 불

필요한 통상마찰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

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중간 관세구조 분석을 통해 볼 때 FTA체결

을 위해 예외 없는 관세철폐 원칙이 적용될 경우 실행관

세 세율이 높은 한국의 수입 증가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

되며, 관세철폐에 따른 충격은 무관세 품목이 적은 한국

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관세인하에 따른 충

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마련과 함께 향후 국내 임산

업의 구조조정과 장래 발전을 도모하는 입장에서 협상안

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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