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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상무부는

수입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국가안보위협 조사를
개시하고 향후 일정을 발표(5.23)
○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로스 장관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과 미국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 무역 상대

국과 미국의 자동차 관세율 차이에 따른 피해를 강조해왔음
- 상무부는 232조 조사 배경으로 지난 20년 간 수입자동차 점유율이 16%p 상승한 반면, 미국내 자동차
산업의 고용은 22% 감소하고 관련 국내기술의 발전이 저해되었다고 명시
<미국 자동차 제조업 고용 및 자동차 수입액 추이>
(만명)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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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배경 및 향후 절차

자동차 제조업 고용인원

주 : 자동차 수입금액은 HS코드 8703, 8704류 합계
자료 : 미국 상무부, 노동부

□ 자동차 232조 조사 개시의 목적은 ① NAFTA 재협상 상대국인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압박, ② 철강
관세 협상 중인 EU에 대한 협상 카드, ③ 일본과의 무역수지 적자 개선 및 미·일 FTA 요구 등으로 해석됨
○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자폭이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서 주요 수출국에 대해 통상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으며, 최근 진행 중인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 동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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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 달러)
품목

자동차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및 부품

컴퓨터

의약품

금액

-1,236

-1,111

-780

-587

-445

주 : 품목분류는 HS 4단위 기준
자료 : USITC
○ NAFTA


재협상 타결이 지연되자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對美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분야를

압박
- 현재 NAFTA 재협상은 자동차에 대한 특혜원산지 규정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음
○ 미국은


EU와 철강 및 알루미늄 232조 조치 관련 협상을 진행하면서 자동차 232조 조사를 압박카드로

활용하려 했으나, 협상이 결렬되고 6월 1일부터 EU 철강제품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
- EU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조치에 대응하여 보복조치와 WTO 분쟁해결절차 제소를
언급하였으며, 미국은 미·EU간 통상마찰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자동차 232조 조사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자동차 무역수지 적자폭이 가장 큰 일본에 대해서는 무역수지 적자 개선과 동시에 양자간 미·일

FTA 추진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
- 미국은 일본의 농축산물 시장접근 개선을 위해 양자 FTA 체결을 요구하는 반면, 일본은 미국이 TPP에
복귀하기를 기대
□美
 상무부는 조사개시 이후 270일(2019.2.16.) 이내 수입산 자동차 및 부품의 국가안보 위협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1월 미국 중간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조사
기간을 단축시킬 가능성이 있음
○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서(public comments)와 공청회(public hearing) 참가 여부 및 발언 요지는 6월

22일까지 제출토록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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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5대 품목>

04

KITA TRADE REPORT

<수입자동차 및 부품 232조 조사 일정>
일 자

내 용

2018.5.23

조사개시

2018.6.22

이해관계자 의견서(Public Comment) 및
공청회(Public Hearing) 참석 여부 및 발언요지 제출

2018.7.6

기제출된 코멘트에 대한 반박자료 제출

2018.7.19.-20

공청회 개최
대통령에게 조사결과 보고 (조사개시 이후 270일 이내)

2019.2.16 이내

※ 철강 232조의 경우 대통령 보고 약 한 달 이후 내용 공개

보고 이후 90일 이내

대통령 최종 결정

결정 이후 15일 이내

결정된 조치 시행

□ 수입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대상 범위는 ‘승용차, SUB, 벤, 경량트럭 및 부품’으로 발표
되었으나, 구체적인 품목(HS코드)은 명시되지 않음

<수입자동차 및 부품 232조 조사 관련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조사근거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대상

•수입 자동차(승용차, SUV, Van, 경트럭)
•수입 자동차 부품
•(통계분석) 조사대상 및 관련된 데이터, 분석, 의견
•(생산능력) 국가안보에 필요한 자동차 및 부품 생산량 및 생산능력
•(가용자원) 미국내 자동차 및 부품 생산에 필요한 현재 및 향후 예상되는 인적자원, 제품, 원재료, 제조설비 능력
•(투자) R&D 및 투자 차원에서 국가안보에 필요한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의 성장 정도

서면의견
접수내용

•(경제후생) 자동차 및 부품 분야에서 외국과의 경쟁이 경제 후생에 미치는 영향
•(생산이동) 자동차 및 부품 분야 국내시설의 이전으로 야기되는 부정적 효과들(실업, 재정적자, 투자감소, 숙련
인력 감소, 생산성 감소)
•(관련요소) 국가 경제를 약화시키는 자동차 관련된 요소들
•(기술안보) 국가안보를 위해 자동차 산업의 기술혁신이 요구되는 정도
•(외투생산비중) 미국내 자동차 생산 과반이 미국기업이 아닌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해 발생할 때 상기 요소들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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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자동차 부품의 경우 상무부 교통기계국(Office of Transportation and Machinery)에서

비공식적으로 제공하는 6개 카테고리의 자동차 부품(automotive parts)* 리스트에 적시된 품목들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상무부 교통기계국의 자동차·부품 카테고리 및 수입금액(2017년 기준)>
구분
자동차

부품

HS10단위 개수

對세계 수입(억 달러)

승용차

76

1,917.3

트럭(경량 및 중량)

50

143.9

섀시 및 구동축 부품

133

399.5

자동차용 전자·전기 부품

89

304.9

자동차용 타이어 및 튜브

57

114.5

차체 및 부품

55

297.3

기타 부품

40

113.6

엔진 및 부품

40

204.6

합계

540

3,495.7

자료 : 상무부 (https://www.trade.gov/td/otm/assets/auto/APcodes.pdf), US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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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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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자동차 시장 현황
(1) 생산 및 판매
□ 미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생산국이자 판매시장으로 2017년 기준 생산량은
1,120만대, 판매량은 1,760만대를 기록
○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동차 생산량이 내수판매량을 초과하거나 비슷한 수준이나 미국은 내수판매량이

생산량을 600만대 이상 초과
○전


세계 자동차 판매의 18% 가량을 차지하는 미국이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경우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
<국별 자동차 생산 및 판매 현황(2017년 기준)>
(단위 : 백만대, %)
순위

국가

생산

내수판매
비중

비중

1

중국

29.0

29.8

29.1

30.1

2

미국

11.2

11.5

17.6

18.2

3

일본

9.7

10.0

5.2

5.4

4

독일

5.7

5.8

3.8

3.9

5

인도

4.8

4.9

4.0

4.2

6

한국

4.1

4.2

1.8

1.9

7

멕시코

4.1

4.2

1.6

1.6

8

스페인

2.9

2.9

1.5

1.5

9

브라질

2.7

2.8

2.2

2.3

10

프랑스

2.2

2.3

2.6

2.7

소계

상위 10개국

76.3

78.4

69.4

71.7

합계

전 세계

97.3

100

96.8

100

자료 : OICA(세계 자동차 제조사 협회)

□ 미국

국내 자동차 판매는 2017년 기준 Big3(GM, 포드, FCA)가 4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의
도요타, 혼다, 닛산이 32.0%, 현대기아가 7.2%를 차지
○ 판매


상위 10개사는 미국 국내 생산과 수입을 병행하고 있으며, GM, 도요타, FCA는 2017년 기준 100만대

가량을 수입하여 판매
- 미국 자동차 기업인 GM 및 크라이슬러도 수입 비중이 크기 때문에 232조 조치시 동 기업의 해외
공장이 위치한 국가들은 관세가 면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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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美 수출이 100만대를 초과하는 도요타 자동차의 경우 232조 조사 관련하여 부정적 영향을 우려

하는 입장 표명
“ 도요타 자동차는 미국내 10개의 생산 공장을 운영 중으로 136,000명의 고용과 1,500개의 딜러십이 연계되어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음.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조치는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타격을 주고
소비자 비용을 증가시킬 것임” (도요타 공식트위터)
<제조사별 미국내 자동차 생산 및 판매 현황(2017년 기준)>
(단위 : 만대, %)
순위

제조사

생산

판매

점유율

1

GM

206

300

17.0

2

포드

247

265

15.0

3

도요타

126

247

14.0

4

FCA(피아트크라이슬러)

116

210

11.9

5

혼다

120

164

9.3

6

르노닛산

93

153

8.7

7

현대기아

62

127

7.2

8

스바루

36

65

3.7

9

폭스바겐

11

62

3.5

10

다임러

29

50

2.8

소계

상위 10개사

1,046

1,643

93.1

합계

총합계

1,118

1,765

100.0

주 : 승용차 및 화물차 포함
자료 : Marklines

(2) 수입시장
□ 미국은 최대 자동차 수입국으로 총 수입에서 자동차 및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4.3%를 기록
<미국 자동차 및 부품 수입 추이>
(단위 : 억 달러,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 품목(A)

22,763

22,680

23,564

22,482

21,878

23,429

자동차(B)

1,566

1,641

1,668

1,798

1,864

1,917

부품(C)

1,248

1,266

1,393

1,444

1,423

1,431

비중(B+C/A)

12.4

12.8

13.0

14.4

15.0

14.3

주 : 자동차 및 부품 수출입 통계는 미상무부 교통기계국(OTM)의 HS분류에 따른 기준
자료 : 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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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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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국별 자동차 및 부품 수입은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순이며, 멕시코(-435억 달러), 일본(-392억

달러), EU 국가들(-300억 달러)에 대해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중
- 미국은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목표로 NAFTA 재협상에서 자동차 분야 특혜
원산지 기준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동 요구가 수용될 경우 232조 조치에서 캐나다, 멕시코를 제외할
가능성이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EU 자동차 관세율(10%)이 미국(2.5%) 보다 높아 자동차의 對EU 수출이 어려우므로
EU가 관세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상호 동등한(reciprocal) 수준으로 인상해야한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어 관세부과 결정시 면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미국의 국별 자동차 수입 및 무역수지(2017년 기준)>
(단위 : 억 달러, %)
순위

국가

1

수입

무역수지

금액

비중

멕시코

469

24.5

-435

2

캐나다

425

22.2

-192

3

일본

398

20.8

-392

4

독일

202

10.5

-145

5

한국

157

8.2

-142

6

영국

86

4.5

-70

7

이탈리아

48

2.5

-46

8

스웨덴

20

1.0

-19

9

슬로바키아

20

1.0

-20

10

중국

15

0.8

84

소계

상위 10개국

1,834

95.9

-707

합계

전 세계

1,917

100

-1,346

주 : 자동차 및 부품 수출입통계는 미상무부 교통기계국(OTM) 분류기준
자료 : 상무부

(3) 對한국 수입
□ 미국의 對한국 수입 중 자동차 및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2.1%, 11.1%를 차지
○ 2017년


기준 미국의 對한국 자동차 수입은 157.3억 달러, 자동차 부품은 79.1억 달러이며, 한미 FTA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상호 철폐된 이후 오히려 감소세를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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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 달러, 전년 대비 %)

자동차
(증가율)
부품
(증가율)

2017

2012

2013

2014

2015

2016

106.2

121.5

145.8

172.8

160.7

157.3

(23.3)

(14.4)

(20.0)

(18.5)

(-7.0)

(-2.1)

76.5

77.8

83.5

87.1

88.3

79.1

(4.2)

(1.7)

(7.3)

(4.3)

(1.4)

(-10.4)

비중
22.1%

11.1%

주 : 자동차 및 부품 수출입 통계는 미상무부 교통기계국(OTM) 분류 기준
자료 : 상무부
○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 부품은 섀시 및 구동축 부품(21.8억 달러)이 가장 크고 이어 자동

차용 전자·전기 부품(14.2억 달러), 타이어 및 튜브(13.2억 달러) 등의 순서임
<미국의 對한국 자동차 및 부품 수입금액 (2017년 기준)>
구분
자동차

부품

HS10단위 개수

對한국 수입(억 달러)

승용차

76

157.3

트럭(경량 및 중량)

50

0.0

섀시 및 구동축 부품

133

21.8

자동차용 전자·전기 부품

89

14.2

자동차용 타이어 및 튜브

57

13.2

차체 및 부품

55

13.0

기타 부품

40

9.9

엔진 및 부품

40

6.9

합계

540

236.4

주 : 자동차 부품은 상무부 교통국의 비공식 분류이며 232조 조사대상은 아님
자료 : 상무부 (https://www.trade.gov/td/otm/assets/auto/APcodes.pdf), US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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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수입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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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및 전망
□ EU, 캐나다, 멕시코와의 철강제품과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조치 관련 협상이 결렬되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들 국가의 보복조치 대응 및 추후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음
○ 공식적인


조사기간은 개시 후 270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결과를 11월 중간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서는 그 이전에 조사가 완료될 수 있음
□ 미국 자동차 시장이 전 세계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연관 산업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수입규제
조치가 취해질 경우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
○ 미국


씽크탱크 PIIE(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에 따르면, 미국이 자동차 및

부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25% 관세 부과시, 동 산업의 생산이 1.5% 감소하고 1~3년에 걸쳐
195,000명의 고용 감소 효과를 예상
- 미국의 조치에 대해 조치 대상국들이 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조치를 감행할 경우 미국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의 생산은 4% 감소, 624,000명의 고용 감소 전망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32조 조치의 영향>
자동차 및 부품 분야 증감율(%)

총고용 변화

수입

수출

생산

고용

시나리오1: 모든 자동차 및 부품 수입국에 대해 일률적 25%
관세 부과

-5.29

-2.53

-1.50

-1.92

-195,000

시나리오2: 시나리오1 + 모든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상응하는 보복조치

-6.70

-8.80

-3.98

-5.07

-624,000

자료 : PIIE(Trump’s Proposed Auto Tariffs would Throw US Automakers and Workers Under the Bus)
○ 따라서

미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국들뿐 아니라 미국내 의회, 연관 산업계, 소비자 단체 등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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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언 내용

Orrin Hatch(R-UT)
상원 재무위원장

232조 조사는 잘못된 결정, 미국인들에게 자동차는 주택 다음의 자산으로 국내외 브랜드에 상관없이
세금을 더 부과해서는 안됨

Kevin Brady(R-TX)
하원 세입위원장

232조 조사는 매우 우려됨, 자동차는 미국 경제에서 중요한 분야이며, 관세조치가 시행되면 미국
소비자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

Bob Corker(R-TN)
상원 외교위원장

자동차 제조와 국가안보를 연계시키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음, 다른 국가들도 미국처럼 비이성적인
관세조치를 취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됨

Ron Johnson(R-WI)
상원 국토안보위원장

대통령에게 부여한 통상권한을 일부 제한해야 함. 의회 차원에서 232조 조치를 제한하는 법안 발의시
반대하지 않겠음

Pat Roberts(R-KS)
상원 농무위원장

의회와 협의없이 취해지는 232조 조치에 대해 큰 우려, 232조 조치에 대한 상대국의 보복조치로
美농업분야의 피해 가능성 우려

Sherrod Brown(D-OH)
상원 재무위원

수입자동차와 국가안보 연계를 세계가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

자료 : U.S Inside Trade

□ 우리나라가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대상에서 벗어나기는 어렵겠지만 최종 조치대상
에서는 면제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
○ 상무부의

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기업, 협회 및 정부가 긴밀히 협조하면서 서면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발언

등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적극 피력
- 우리나라는 일본 및 EU와는 달리 한미 FTA에 따라 자동차에 대해 이미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합의한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여 미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
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

KITA TRADE REPORT

<수입자동차 232조 조사에 대한 美의회 주요 의원들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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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상무부 교통기계국(OTM)의 자동차 및 부품 분류(HS 10단위 기준)
승용차 (Passenger cars)

8703220000

8703230042

8703230072

8703240052

8703320010

8703230160

8703400030

8703230015

8703230044

8703230074

8703240054

8703330045

8703230170

8703400040

8703230022

8703230045

8703230075

8703240056

8703330060

8703240140

8703400070

8703230024

8703230046

8703230076

8703240058

8703900000

8703240150

8703600020

8703230026

8703230048

8703230078

8703240060

8704210000

8703240160

8703600030

8703230028

8703230052

8703240032

8703240062

8704310020

8703310100

8703600080

8703230030

8703230060

8703240034

8703240064

8704310040

8703320110

8703700030

8703230032

8703230062

8703240036

8703240066

8703220100

8703330145

8703700070

8703230034

8703230064

8703240038

8703240068

8703230120

8703330185

8703800000

8703230036

8703230066

8703240042

8703240075

8703230130

8703400010

8703900100

8703230038

8703230068

8703240050

8703310000

8703230140

8703400020

7007110000

8302103000

8707905040

8708106050

8708292000

9401200000

9403406000

7007110010

8302303000

8707905060

8708210000

8708295010

9401200010

9403506000

7007211000

8302303010

8707905080

8708290010

8708295025

9401200090

9403901000

7007211010

8302303060

8708100010

8708290025

8708295060

9401901000

9403901040

7007215000

8302306000

8708100050

8708290050

8708950500

9401901010

9403901050

차체 및 부품 (Bodies and Part)

7009100000

8707100020

8708103010

8708290060

8708952000

9401901020

9403901080

8301200000

8707100040

8708103050

8708291000

8708995045

9401901080

9403901085

8301200060

8707905020

8708106010

8708291500

8708996100

9401901085

섀시 및 구동축 부품 (Chassis and Drivetrain Parts)
4009120020

7320103000

8482200061

8482200061

8708506500

8708704560

8708805000

4009220020

7320106015

8482200064

8708395050

8708507900

8708706030

8708806000

4009320020

7320106060

8482200070

8708401000

8708508000

8708706045

8708806510

4009420020

7320201000

8482200080

8708401110

8708508100

8708708010

8708806590

4009500020

8421394000

8482200081

8708401150

8708508500

8708708015

8708925000

6813100050

8482101000

8482200090

8708402000

8708508900

8708708025

8708935000

6813200015

8482101040

8482400000

8708405000

8708509110

8708708030

8708936000

6813200025

8482101080

8482500000

8708407000

8708509150

8708708035

8708937500
8708945000

6813810050

8482105044

8708301090

8708407570

8708509300

8708708045

6813890050

8482105048

8708305020

8708407580

8708509500

8708708050

8708947510

6813900050

8482200010

8708305030

8708503000

8708509900

8708708060

8708947550

7318160010

8482200020

8708305040

8708505110

8708605000

8708708075

8708995010

7318160015

8482200030

8708305090

8708505000

8708608010

8708801300

8708995020

7318160030

8482200040

8708315000

8708505110

8708608050

8708801600

8718995025

7318160045

8482200050

8708395010

8708506100

8708704530

8708803000

8708995030

7320100015

8482200060

8708395020

8708505150

8708704545

8708804500

8708995800

8708996400

8708996720

8708996820

8708997060

8708998015

8716905030

8716905055

8708996700

8708996790

8708996890

8708997330

8708998115

8716905040

8716905056

8708996710

8708996810

8708997030

8708997360

8716905010

8716905045

871690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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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4308030

8507600010

8511906040

8414596040

8507904000

8512202000

8414596540

8507908000

8512202040

8414598040

8511100000

8512204000

8415200000

8511200000

8512909000

8527211020

8527294000

8539212040

8517120020

8527211025

8527298000

8544300000

8519812000

8527211030

8527298020

9029104000

8519910020

8527211500

8527298060

9029108000

8512204040

8519911000

8527212510

8531800038

9029204080

8415830040

8511300040

8512300020

8519934000

8527212525

8531808038

9029902000

8415900040

8511300080

8512300030

8525201500

8527214000

8531809038

9029908040

8415908040

8511400000

8512300040

8525206020

8527214040

8536410005

9029908080

8415908045

8511500000

8512402000

8525209020

8527214080

8536906000

9104002510

8501324500

8511802000

8512404000

8525601010

8527214800

8539100010

9104004000

8507100060

8511806000

8512902000

8527211005

8527290020

8539100020

9104004510

8507304000

8511902000

8512906000

8527211010

8527290040

8539100040

8507404000

8511906020

8512907000

8527211015

8527290060

8539100050

엔진 및 부품 (Engines and Parts)
4010101020

8407341540

8407344540

8409915010

8409999110

8413309090

8483101030

4016931010

8407341580

8407344580

8409915080

8409999190

8413911000

8483103010

4016931020

8407341800

8407344800

8409919110

8413301000

8413919010

9802004020

4016931050

8407342040

8408202000

8409919190

8413309000

8414593000

9802005030

4016931090

8407342080

8409911040

8409919910

8413309030

8421230000

8407341400

8407344400

8409913000

8409991040

8413309060

8421310000

자동차용 타이어 및 튜브 (Automotive Tires and Tubes)
4011100010

4011101070

4011200050

4012104005

4012105029

4012124015

4012206000

4011100050

4011105000

4011201005

4012104015

4012105035

4012124025

4013100010

4011101000

4011200005

4011201015

4012104025

4012105050

4012124035

4013100020

4011101010

4011200010

4011201025

4012104035

4012108009

4012128019

4011101020

4011200015

4011201035

4012105005

4012108019

4012128029

4011101030

4011200020

4011205010

4012105009

4012108029

4012128050

4011101040

4011200025

4011205020

4012105015

4012108050

4012194000

4011101050

4011200030

4011205030

4012105019

4012114000

4012198000

4011101060

4011200035

4011205050

4012105025

4012118000

4012205000

기타 부품 (Miscellaneous Parts)
3819000000

4016995500

8431100090

8708917550

8708995060

8708995500

8708998160

3819000010

4016996010

8708407550

8708927000

8708995070

8708998005

8708998180

3819000090

7315110005

8708706060

8708927500

8708995080

8708998045

8716905050

3820000000

8301200030

8708915000

8708993000

8708995085

8708998060

8716905060

4016993000

8425490000

8708917000

8708947000

8708995090

8708998080

4016995010

8426910000

8708917510

8708995005

8708995200

8708998105

자료 : 상무부 (https://www.trade.gov/td/otm/assets/auto/APcod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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