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韩国氧化铁皮输出中国质量保证承诺书》 

    < 중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밀스케일의 품질 보증 승낙서 > 

 

致：中国检验认证集团釜山有限公司 

    중국검험인증그룹 부산유한공사 

 

我公司除保证满足中国国家质检总局境外废物原料供应商注册的相关要求以外，服从中

检集团釜山有限公司（以下简称 CCIC KOREA）的检验安排，并郑重做出以下承诺： 

 

당사는 중국국가질량검사총국의 해외 폐기물 공급상 등록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것을 보증할 뿐만 아니라, 중국검험인증그룹 부산유한공사 (이하 CCIC 

KOREA라 약칭함)의 검사배정을 따르며, 정중하게 아래의 내용을 승낙하는 바입니다. 

 

1， 保证遵守中国 GB16487-2005《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环境保护控制标准》和 2009

年中国国家五部委第 36 号联合公告及其他相关法律法规，积极服从并配合中国检验认

证集团釜山有限公司所采取的氧化铁皮供应商管理模式及检验安排； 

 

1. 중국 GB16487-2005<수입가능한 재활용 원료의 고체폐기물 환경보호 통제 

표준>과 2009 년 중국 국가 5 부 위원회의 제 36 호 연합공고 및 기타 관련 

법률법규의 내용은 준수하며, 중국검험인증그룹 부산유한공사에서 채택하는 모든 

밀스케일 공급상 관리 방식과 검사 배정에 적극 따르고 협조할 것을 보증합니다. 

 

2、严格管理本公司出口中国的氧化铁皮货物质量并完善质量控制体系，保证在 CCICKOREA

检验员首次采样后不发生换货、掺货违规行为，同时保证在检测结果合格后运至码头船边； 

 

2. 당사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밀스케일의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품질통제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 할 것이며, 검사원의 첫 샘플 채취 후 화물의 임의 변경 , 

혼합하는 등의 규정에 어긋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보증합니다. 이와 더불어 샘플 

분석 결과 합격 후 선적부두로 옮길 것을 보증합니다. 

  

3、首次采样检测结果为 68.0%≤Fe≤68.2%、2.8%≤SiO2+CaO≤3.0%危险值时，我司保证不将

货物出口中国，但我司有权对货物申请二次采样复验或直接放弃出口。 若二次采样复验检

测结果平均值为 Fe≤68.2%、SiO2+CaO≥2.8%,我司自愿放弃本批次产品出口中国。否则自愿

暂停申请 CCIC KOREA 的 PSI检验三个月。 

 

3. 첫 샘플분석 결과가 68.0%≤Fe≤68.2%、2.8%≤SiO2+CaO≤3.0%로 위험치 일때, 당사는 

본 화물을 중국으로 수출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며, 다만 당사는 본 화물에 대하여 

2 차 샘플의 채취 및 재분석을 신청하거나 수출을 포기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2 차 샘플 분석 결과 평균값이 Fe≤68.2%、SiO2+CaO≥2.8% 일 경우, 당사는 

자원하여 본 건의 화물을 중국으로 수출하지 않을 것을 보증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CCIC KOREA 의 PSI 신청정지 3 개월을 감수하겠습니다. 

  



 

4、如果发生采样化验后掺货、换货等行为，我司自愿接受 CCICKOREA 采取的连续 3 船加

严监管模式。 即每批出口中国货物开始备货时，我公司将告知 CCIC KOREA 准确开始时间，

接受 CCICKOREA 在整批货物备货过程中进行 3 次随机采样；否则自愿接受 CCIC KOREA的

任何处罚。 

 

4. 만약 샘플 분석 후, 화물의 혼합 또는 임의 변화등의 행위가 발견 되었을 시, 

당사는 자원하여 CCIC KOREA 의 연속 3 회 모선의 화물에 대한 강화 관리 방식을 

따르겠습니다. 즉 당사는 매 중국 수출 화물의 준비 시, 사전에 CCIC KOREA 에 

정확한 화물준비 시작시간을 통보하고, CCIC KOREA 의 전체화물 준비과정 중의 임의 

3 차 샘플 채취를 따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CCIC KOREA 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5、若首次采样与二次采样检测结果差距较大并超过 0.8%，我司自愿接受加严监管模式。如

相同问题发生两次以上（含两次）时，我公司将视为严重质量事故并停止 3 个月出口氧化铁

皮货物到中国，以整改完善质量控制体系，提高货物质量水平。 

 

5. 만약, 1 차 샘플과 2 차 샘플의 분석결과 차이가 0.8%를 초과 할 시, 당사는 

자원하여 강화 관리 방식을 따르겠습니다. 또한, 이와같은 동일한 문제가 2 차례 

이상(2 차례 포함) 발생 할 경우, 당사는 이를 엄중한 품질사고로 보아 3 개월간 

중국으로의 밀스케일 수출을 정지하여, 품질 통제 시스템을 완벽하게 개선하고, 

화물의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我公司将严格遵守本承诺，并愿意承担相应的法律责任。 

당사는 엄중히 본 승락을 준수하며, 자원하여 이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질 것입니다.  

 

*此承诺书自签字日起生效，有效期 3 年。 

*이 승낙서는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유효기간은 3 년입니다. 

 

公司（盖章）： 

회사 (직인) 

 

 

 

 

法定代表人签字： 

법정대표인 서명 

 

  

年      月      日 

년      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