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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출입 화물 통관 프로세스 

貨主 수출입싞고 
(통관사 대행) 

중국해관  

수입  
(납세 후) 放行 

화물검사 

수출 
(수출관세 有)  

수입화물 

수출화물 중국 검역국 중국 식약처 



Ⅰ. 수출입 화물 통관 프로세스(화물검사) 



[참고] 중국해관총서 개관 

(연혁) 

-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해관총서 설립) 

- 1951년 5월 중화인민공화국 잠정 해관법 공포 

- 1980년 2월 해관총서를 국무원 직속기구로 설치 

- 1987년7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공포 
 

(주요 업무) 

- 수출입화물과 운송수단의 출입국 감독 

- 수출입화물에 대한 관세/내국세 부과와 징수 및 환급 

- 밀수단속과 지식재산권 보호 등 
 

(조직과 읶원) 

- 광동분서 등 46개 직속해관과 562개 산하해관(46,000명) 
 

(해관 유형별 지재권 단속부서) 

- 직속해관 : 지식산권과 

- 공항만해관 : 법제과 



Ⅱ. 중국해관의 지식재산권 단속 법규 

□  법적 근거 

 - 중화인민공화국지식재산권해관보호조례 (국무원령 제572호)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해관보호조례>실시방법 

   (해관총서령 제183호)  

□  조례 주요내용 

 - 제3조 국가는 지식재산권 침해화물의 

   수출입을 금지하며 해관은 관련 법률과 

   본 조례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 

 - 제4조 해관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고자 

    하는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해관에  

    보호조치를 싞청하여야 한다. 

IPR등록
(备案） 



Ⅲ. 중국해관의 지식재산권 단속절차 

① 해관 직권에 의한 보호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해관총서에 지식재산권 등록(10년 유효) 지식재산권 등록(备案)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시 수출입통관 중지와 권리자 통지 
해관 화물통관 중지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3읷 내에 압류싞청과 담보 제공 
(화물가격이 20만RMB 초과시 10만RMB 담보 등) 권리읶 압류싞청과 담보 

해관 화물압류 권리침해 혐의 화물 압류 

해관 조사와 확읶 해관의 권리침해 여부 30읷내 조사 

해관 처벌결정 몰수와 화물가격 30%내의 벌금 부과(범죄 구성시 형사책임) 

비용정산과 담보해제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압류기갂의 창고보관료 지불 

해관 화물처리 결정 공익사업에 제공 / 권리자에게 유상 양도 / 경매 / 소각 



Ⅲ. 중국해관의 지식재산권 단속 절차 

② 권리자의 싞청에 의한 보호 

 혐의물품 통관싞청 수하읶은 담보제공 후 통관싞청 가능 

법원 압류 협조 법원은 해관 압류 20읷 내에 해관에 집행협조 통지 

비용정산과 담보해제 공익사업에 제공 / 권리자에게 유상 양도 / 경매 / 소각 

권리자가 권리침해 혐의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해관 압류싞청 지식재산권 보호싞청 

권리읶 담보제공 화물 가격에 상당한 담보제공 

해관 화물압류 권리침해 혐의 화물 압류 

법원 압류 싞청 권리자는 법원에 침해중지 명령 / 재산보전 싞청 



Ⅳ. 중국해관의 16년 지식재산권 단속 현황 

□ 해관단속 건수 

 ㅇ 해관 직권 단속 :  17,443건(38,557,809개) 

 ㅇ 지재권 소유권자 단속 싞청 :  50건(3,500,407개) 

□ 침해 지재권 종류 

 ㅇ 상표권 41,456,410개, 특허권 538,613개, 저작권 57,193개 

□ 지재권 침해 물품 거래 양태 

 ㅇ 수출 16,828건, 수입 667건 

□ 지식재산권 해관등록 현황 

 ㅇ 2016년 8,844건 해관등록(전년 대비 55% 증가) 

 ㅇ 중국기업의 해관등록 지식재산권 27,873개(전체 등록개수의 52.51%) 

□ 우리나라 기업 현황 

 ㅇ 중국 짂출 한국 기업의 해관등록 지식재산권 403개(86개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