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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에 관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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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预裁定
管理暂行办法》（署令 236 号）有
关规定，现将海关归类、价格和原
产地预裁定实施的有关事项公告如
下：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사전판정 잠
정관리방법》(세관총서령 236 호）
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 세관의
분류ㆍ가격ㆍ원산지 사전판정 실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一、预裁定的申请人应当是进口货 1. 사전판정을 신청하는 자는 수
物收货人或出口货物发货人。
입화물의 수하인 또는 수출화물의
송하인이어야 한다.
二、申请人应当在货物拟进出口 3 2. 사전판정을 신청하는 자는 화
个月前向其注册地直属海关提出预 물을 수출입하려는 시점으로부터
裁定申请。
3 개월 이전에 등록된 직속 세관
에 사전판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有下列特殊情况之一，且申请人有 다음의 특수한 상황 가운데 하나
正当理由，经直属海关批准，可以 에 해당하고 사전판정을 신청하는
在货物拟进出口前 3 个月内提出
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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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裁定申请：

(二）申请企业在海关注册时间
少于 3 个月的。

에는 화물을 수출입하려는 시점까
지 남은 기간이 3 개월 미만일지
라도 직속 세관을 통하여 비준을
받아 사전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불가항력 또는 정책의 조정
이 원인이 되어서 화물을 실제로
수출입하는 시점까지 남은 기간
이 3 개월 미만이 된 경우
(2) 신청한 기업의 세관등록 유
효기간이 3 개월 미만인 경우

三、申请人申请预裁定的，应当通
过电子口岸“海关事务联系系统”
（QP 系统）或“互联网+海关”提
交《中华人民共和国海关预裁定申
请书》（以下简称《预裁定申请
书》）以及相关材料（见附件
1）。

3. 신청인은 사전판정을 신청하는
때에 전자항구 “세관사무연계시스
템”(QP 시스템) 또는 “인터넷+세
관”에《중화인민공화국 세관사전
판정 신청서》(이하《사전판정 신
청서》라 한다) 및 관련 자료（첨
부 1 참조）를 제출하여야 한다.

(一）因不可抗力或政策调整原
因造成申请时间距实际进出口时
间少于 3 个月的；

四、海关在接到《预裁定申请书》
以及相关材料之日起 10 日内审核
决定是否受理，并制发《中华人民
共和国海关预裁定申请受理决定
书》（见附件 2）或者《中华人民
共和国海关预裁定申请不予受理决
定书》（见附件 3）。

4. 세관은《사전판정 신청서》및
관련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안에 처리할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사전판정 신청처리 결정서》（첨
부 2 참조）또는 《중화인민공화
국 세관사전판정 신청처리불가 결
정서》(첨부 3 참조)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申请材料不符合有关规定的，申请 신청자료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人应当在收到《中华人民共和国海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은 《중화인
关预裁定申请补正通知书》（以下 민공화국 세관사전판정 신청보충
简称《补正通知书》）(见附件
정정 통지서》(이하《보충정정 통
4）之日起 5 日内进行补正。
지서》라 한다)(첨부 4 참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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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날로부터 5 일 안에 보충ㆍ정
정하여야 한다.
五、海关对申请人申请的海关事务
依据有关法律、行政法规、海关规
章以及海关总署公告作出预裁定决
定，制发《中华人民共和国海关预
裁定决定书》（以下简称《预裁定
决定书》）(见附件 5）。

5. 세관은 신청인이 신청한 세관
사무에 대하여 관련 법률ㆍ행정법
규ㆍ세관 규장ㆍ세관총서 공고에
따라 사전판정을 결정하고,《중화
인민공화국 세관사전판정 결정
서》(이하《사전판정 결정서》라
한다)(첨부 5 참조)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除涉及申请人商业秘密的，海关将 신청인의 영업비밀과 관련한 경우
通过网站等方式公开预裁定决定内 를 제외하고 세관은 웹사이트 등
容。
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사전판정
결정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六、作出预裁定决定过程中，海关
可以要求申请人提交与申请海关事
务有关的材料，申请人应当在收到
《中华人民共和国海关预裁定申请
补充材料通知书》（见附件 6）之
日起 5 日内提交相关材料。

6. 사전판정을 결정하는 과정 중
에 세관은 신청인에게 세관사무
신청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은《중화인
민공화국 세관사전판정 신청에 관
한 자료보충 통지서》(첨부 6 참
조)를 받는 날로부터 5 일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七、有下列情形之一的，海关可以
终止预裁定，并且制发《中华人民
共和国海关终止预裁定决定书》
（见附件 7）：

7. 다음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상황인 경우 세관은 사전판정
을 중지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세
관사전판정 중지결정서》를 작성
하여 발급할 수 있다(첨부 7 참
조).
(1) 세관이 사전판정을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이 《중화인민공화

(一）申请人在预裁定决定作出
前以书面方式向海关提交《中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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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民共和国海关预裁定撤回申请
书》（见附件 8）申明撤回其申
请，海关同意撤回的；

국 세관사전판정 신청철회서》
(첨부 8 참조)를 작성하여 해당
신청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세관
에 명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세관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
(2) 신청인이 관련 자료 또는 견
본을 제공하라는 세관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신청인의 원인으로 규정된
기간 안에 사전판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二）申请人未按照海关要求提
供有关材料或者样品的；
(三）由于申请人原因致使预裁
定决定未能在规定的期限内作出
的。
八、符合撤销情形的，海关制发
《中华人民共和国海关预裁定决定
书撤销通知书》（见附件 9）并通
知申请人。

8. 결정 취소 상황에 부합하는 경
우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사전판정 결정서 취소통지서》(첨
부 9 참조)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九、申请人进出口与《预裁定决定
书》列明情形相同的货物时，应当
按照《预裁定决定书》申报，并在
报关单备注栏内填写：“预裁定+
《预裁定决定书》编号”（例如：
某份预裁定决定书编号为 R-2-0
100-2018-0001，则应当在备
注栏内填写“预裁定 R-2-01002018-0001”），海关予以认可。
申请享受协定税率或者特惠税率
的，进口人应当在货物进口时按照
规定方式提交原产地证书或者原产
地声明。

9. 신청인이 《사전판정 결정서》
에서 명확하게 열거하는 상황과
일치하는 화물을 수출입하는
경우 《사전판정 결정서》에 따라
신고하고 통관 수속 목록의 비고
란에 “사전판정+《사전판정 결정
서》번호”를 기입(예: 사전판정 결
정서 번호가 R-2-0100-20180001 이면 비고란에 “사전판정 R2-0100-2018-0001”이라고 기
입)하여야 세관이 이를 허가한다.
신청 내용이 협정세율 또는 특혜
세율의 적용에 해당하는 경우 수
입자는 화물을 수입하는 때에 규
정된 방식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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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원산지 설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十、原产地预裁定以申请人提交的
《预裁定申请书（原产地）》所列
商品税则号列为基础作出。货物进
口时，海关认定商品归类与《预裁
定决定书（原产地）》不符的，该
《预裁定决定书（原产地）》不予
适用。

10. 원산지 사전판정은 신청인이
제출하는 《사전판정 신청서（원
산지）》에서 열거하는 상품세칙
번호를 기초로 결정한다. 화물을
수출입하는 때에 세관이 상품 분
류가 《사전판정 신청서（원산
지）》와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
단하는 경우 해당 《사전판정 신
청서（원산지）》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十一、《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
口货物商品归类管理规定》（海关
总署令第 158 号）第十五至二十
条自 2018 年 2 月 1 日起停止实
施。

11.《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출입
화물 상품분류 관리규정》(세관총
서령 제 158 호) 제 15 조부터 제
20 조까지의 내용은 2018 년 2 월
1 일부터 시행을 중단한다.

十二、自 2018 年 2 月 1 日起海关 12. 2018 년 2 월 1 일부터 세관은
不再受理海关预归类、价格预审
세관사전분류ㆍ가격사전심사ㆍ원산
核、原产地预确定申请。
지사전확정 신청을 처리하지 아니
한다.
十三、本公告由海关总署负责解
释。

13. 이 공고에 대한 해석은 세관
총서가 담당한다.

十四、本公告自 2018 年 2 月 1 日 14. 이 공고는 2018 년 2 월 1 일
起施行。
부터 시행한다.
特此公告。
이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附件：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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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中华人民共和国海关预裁定申
请书.doc
2．中华人民共和国海关预裁定申
请受理决定书.doc
3．中华人民共和国海关预裁定申
请不予受理决定书.doc
4．中华人民共和国海关预裁定申
请补正通知书.doc
5．中华人民共和国海关预裁定决
定书.doc
6．中华人民共和国海关预裁定申
请补充材料通知书.doc
7．中华人民共和国海关终止预裁
定决定书.doc
8．中华人民共和国海关预裁定撤
回申请书.doc
9．中华人民共和国海关预裁定决
定书撤销通知书.doc

1.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사전판정
신청서.doc
2.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사전판정
신청처리 결정서.doc
3.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사전판정
신청처리불가 결정서.doc
4.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사전판정
신청보충정정 통지서.doc
5.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사전판정
결정서.doc
6.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사전판정
신청에 관한 자료보충 통지서.doc
7.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사전판정
중지결정서.doc
8.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사전판정
신청철회서.doc
9.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사전판정
신청취소 통지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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