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절차 및 각종 비용 안내
1
B/L copy 및 Invoice 확인

1) 웹상 Document 탭에서 완성된 B/L copy 확인
2) 확인 후 변동사항 없을 경우, 비엘 승인하기 클릭
3) 출항(ETD+1일 후), My Finance에서 인보이스 확인

입금증 전달 및 입금확인증 확인

1) 입금증과 B/L번호 기재하여 재무팀으로 송부
* 재무팀 메일주소 : KORFINOTCPA@MAERSK.COM
전화번호 : 02-2054-4603
2) 입금확인 : 재무팀으로부터 입금확인증 수신

2

3

1) Original B/L
비엘발행용 보상장을 작성하여 업무팀으로 전달
*업무팀 메일주소 : KR.EXPORT@MAERSK.COM
*업무팀 전화번호 : 02-2054-4000
*영업시간내 B/L 픽업/ 발행가능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B/L 발행

2) Waybill
*운임 정산 후, 웹 발행 (Cargo hold 불가)
*웹에서 B/L Copy 확인 가능
3) Surrender (Telex Release) 처리
서렌더 처리 요청서 작성하여 업무팀으로 전달
*기본 설정 B/L타입: Original B/L , 비용 : 4만원

4
Surrender와 Way bill 차이

Seaway bill (해상화물 운송장)
•

유가증권의 형태가 아닌 화물운송계약의
증빙으로 사용. B/L copy로 진행

•
내용

화물을 인도받을 수하인 명기가
되어있으므로 수하인 자신이 본인임을
증명하기만 하면 물품인수가 가능

B/L Type

Non Negotiable Waybill

Surrender B/L (권리포기 선하증권)
•
•

선하증권(Original B/L)의 제시없이 FAX나
Email로 전송받은 사본으로 화물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발행된 선하증권
통상 B/L상에 Surrendered라고 표기되며, 해당
표기가 없어도 진행 가능함

➢ 머스크에서는 부킹시스템을 통해서 서렌더 처리를
하고 있으며, 도착지에서 서렌더 처리된 내용을
확인하여 수하인(Consignee)에게 물건을 인도하고
있음.
➢ ‘Surrendered 표기된 B/L은 발행하지 않음’
Original B/L

비용

Additional Service Charges
선사 서티 발급 (Origin Certificate Charge)

KRW 40,000 / per B/L

B/L 재발행 비용 (B/L Re-issuerance Fee)

KRW 40,000 / per B/L

삼국간 처리 서류 비용 (Switch TP DOC Service)

KRW 60,000 / per B/L

서렌더 B/L 비용 (Electronic Cargo Release Service)

KRW 40,000 / per B/L

미주지역 세관 House B/L AMS/ACI 대행신고

USD 30 / per HB/L
비위험물

위험물

Documentation Fee

45,000

75,000

Export Service

10,000

10,000

20’ Dry

130,000

20’ Dry / SPC :
240,000

KOREA Local charges – EXPORT

Terminal Handling
Charges – Origin
(Wharfage 포함)

40’ Dry

178,000

20’ REEF , OPEN

240,000

*2018.04.01 부

40’ REEF, OPEN, FLAT

349,000

40’ Dry / SPC :
349,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