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1. Exporter:

REPUBLIC OF SINGAPORE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NO.

 NO UNAUTHORIZED ADDITION/ALTERATION MAY BE MADE 

TO THIS CERTIFICATE

2. Consignee:

3. Departure Date:

4. Vessel's Name/Flight No.:
8 DECLARATION BY THE EXPORTER

 We hereby declare that the details and statements 
provided in this Certificate are true and correct.

Signature:

Name:

Designation:                Stamp

Date:

5. Port of Discharge:

6. Country of Final Destination:

7. Country of Origin of Goods:

9. Marks &  Numbers 10. No. &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e brand names if necessary)

    HS Subheading:

    Origin Criterion:

11. Quantity

    & Unit

12. CERTIFICA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We hereby certify that evidence has been produced to satisfy us that the goods specified above 

originate in the country shown in box 7.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작    성    요    령

번호 기재항목 기재요령

1 Exporter(수출자)

 수출자의 중앙등록번호(Central Registration Number), 성명, 

주소를 적습니다. 중앙등록번호는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수출

입업체에 발급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2 Consignee(수하인)  수입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3 Departure Date(출항일)  선박이나 항공기가 항만이나 공항을 출항한 날짜를 적습니다.

4
Vessel's Name/Flight No.

(선명/편명)
 선박명이나 항공기의 편명을 적습니다.

5
Port of Discharge

(양륙항)

 물품이 하선이나 하기될 최종 목적(도착)항을 적습니다. 물품

이 환적 되는 경우, 운송경로에 대한 추가 기재사항들은 10번 

란이나 별지에 적습니다.

6
Country of Final Destination

(최종 목적국)
 최종목적국은 "한국(Korea)"으로 적습니다.

7
Country of Origin of Goods

(물품의 원산지)
 원산지는 "싱가포르(Singapore)"로 적습니다.

8
Declaration by the Exporter

(수출자 신고)
 수출자의 서명을 적습니다.

9
Marks & Numbers

(표시 및 일련번호)

 물품에 대한 표시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에 적습니다.

10
Number &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포장 개수 및 종류, 품명)

 다음 사항을  적습니다.

 - 물품의 품명(송품장에 기재된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물품에 대한 HS 6단위 품목번호

 -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결정의 기준 

11
Quantity & Unit
(수량 및 단위)

 물품의 수량과 측정단위(Kg 등)를 적습니다.

12
Certifica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증명서 발급기관)

 싱가포르 관세당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서명하고, 

싱가포르 관세당국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Certificate Reference Number
(증명서 발급번호)

 모든 증명서에는 싱가포르 관세당국에서 부여하는 원산지증명

서 발급번호를 적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