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10 월 11 일

미국 Automated NVOCC 관련 가이드
수신 : 고객 제위,
미국 세관신고에 필요 조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다시 마스터 빌과 하우스 빌 제출 프로세스를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핵심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 주십시오.

1)고객님이 미국 세관에 하우스 빌을 직접 제출하시는 Automated NVOCC/자기제출자 라면, 선적
서류 상에 반드시 NVOCC 또는 SCAC 이라는 단어를 기재하셔야 하며, 추가로 고객님의 SCAC
Code 를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선적 서류의 제출자는 선사가 마스터 빌을 세관의 규정 시간 안에

제출할 것으로 보고 하우스 신고를 진행하여 주십시오.
2)Automated NVOCC 의 하우스 빌 제출에 관한 규정은 19 CFR 4.7 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Automated NVOCC 는 선사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NVOCC 는 하우스 빌을 제출
할 의무가 있으며, 머스크라인은 Automated NVOCC(Automated Carrier)의 하우스 빌을 미국
세관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3)모든 선적 서류 상에 NVOCC 나 SCAC 처럼 하우스가 있는 건인지 별도로 표기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우스가 없는” 빌로 미국 세관 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변동 사항
> 하우스 빌이 없고 마스터 빌만 신고할 때: 현재와 동일
> Non-automated NVOCC 일 때: SI 상 혹은 additional comments 에 NVOCC 또는 SCAC 으로
표기하거나, 혹은 maerskline.com 에서 MasterTPDOC:Y 로 표기해서 제출
> Automated NVOCC 일 때: SI 상 혹은 additional comments 에 NVOCC 또는 SCAC 으로
표기하거나, 혹은 maerskline.com 에서 MasterTPDOC:Y 로 표기해서 제출 + Automated
NVOCC 의 하우스 SCAC Code 를 입력
Master TP doc 기입의
예)
위 사항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머스크라인 고객 서비스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머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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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th Oct 2018

USA Automated NVOCC guidelines

Dear Valued Customer,
As a reminder of US Customs manifest requirements, we would like to provide
advice on the Master and House bill submission process. These will be strictly
adhered to with below key points to be recognized.
1) If your intent is to submit House Bills of Lading to US Customs directly as an
authorized Automated NVOCC/self-filer, then your shipping instructions must
indicate anywhere on the SI the keyword NVOCC or SCAC, it is accepted to provide
SCAC plus your code. The provider of the shipping instruction will be expected to
ensure timely filing of Master bill requests in accordance with Customs regulation.

2) House bill filing by automated NVOCC’s is regulated under 19 CR 4.7 and defines
an automated NVOCC as a carrier. Therefore the NVOCC is obligated to file house
bills. We will not file HB’s/L to US Customs for automated carriers.

3) All shipping instructions received that make no indication of bill type as NVOCC
or SCAC will be treated as “regular” bills indicating to US Customs no house bill
filing.

For any clarifications kindly reach out to your local Maersk office.
Yours Sincerely,
Maer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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