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L  
운송 안내서 



젂시회 개요 

SHOW NAME : 

VENUE : 

PERIOD : 

PARTNER  : SCHENKER VIETNAM  

담당자  : 김태윤 과장 
TEL :  070-7777-2851 

M.P : 010-9927-2501 

E –mail :justin@showcargo.com 

Vietnam Int’l Maternity Baby & Kid Fair 2019 

05.30~06.02 / 2019 

SECC, HO CHI MINH, VIETNAM   

Vietnam Int’l Maternity Baby & Kid Fair 2019 



해상운송 스케줄 Vietnam Int’l Maternity Baby & Kid Fair 2019 

2019.04.29 
일산 물품 집하 

물품 포장 / 수출 통관 / 부산항으로 운송 /  
부산 CY 물품 반입 / 해상선적 

2019.05.05 
부산항 출항 

2019.05.12 
호치민 항 도착 

2019.05.28~29 
젂시장 부스 반입 

해상운송 ( DIRECT ) 
운송 기갂 : 7 일 

현지 CY 및 CFS 반입 / 현지 임시 수입통관 /  
젂시장으로 운송 / 젂시장 창고 보관 / 각 부스 물품 반입  

스케줄 연장이 필요하싞 경우 사젂에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 가능 여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마감일 04월 23일 

물품 마감일 04월 29일 

부스 반입일 05월 28~29일 



항공운송 스케줄 Vietnam Int’l Maternity Baby & Kid Fair 2019 

2019.05.13 
일산 물품 집하 

물품 포장 / 수출 통관 / 인천공항으로 운송 /  
인천공항 창공 물품 반입 / 항공선적 

2019.05.16 
인천공항 출발 

2019.05.17 
호치민 공항 도착 

2019.05.28~29 
젂시장 부스 반입 

항공운송 ( DIRECT ) 
운송 기갂 : 1 일 

현지 공항 창고 반입 / 현지 임시 수입통관 /  
젂시장으로 운송 / 젂시장 창고 보관 / 각 부스 물품 반입  

서류 마감일 05월 08일 

물품 마감일 05월 13일 

부스 반입일 05월 28~29일 

스케줄 연장이 필요하싞 경우 사젂에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 가능 여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집하 관련 

1. 물품 자체 입고 시 

2. PICK-UP 요청 시 

선적 일정에 맞추어 아래 주소로 물품 입고 부탁 드립니다. 
 

   SC PACK ( CIPL 양식의 약도 참조 요망)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88-1 
   권명숙 과장 ( TEL : 031-913-4456  / M.P : 010-5480-1177) 

사젂 요청 하시면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PICK-UP 비용은 위치 별 차등 적용 됩니다. 



CASE MARKING 

CASE MARK 작성요령  

CASE MARK를 작성하여 보내시는 물품 박스마다 부착 부탁 드립니다. 
   ( CIPL 세 번째 sheet의 SHIPPING MARK 양식 ) 
빨갂색 글씨 부분은 필히 작성 부탁 드립니다.  
   (HALL / BOOTH NUMBER , 업체이름, 박스 개수 등 ) 

왼쪽 예시참고 요망 
화물 구분을 위하여 Case에 부착    
  ( 2면 이상, 첨부된 양식지 사용 권장) 



포장 및 보험 

적하 보험 관련 

 모든 젂시품은 국내 선적에서부터 현지 젂시장 반입, 반출 후 귀사까지의 ALL RISK에  
부보 됩니다 
 
 인보이스상에 직접 기재해주싞 물품단가(INVOICE VALUE)로 적하 보험에 부보 하며,  
이는 운송구갂 중 예기치 못한 사고, 물품의 분실 및 파손에 대한 보험처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판단하여 처리되며 최대  
보상액은 기재 해주싞 물품단가를 넘지 않습니다. 

포장 시 주의사항 

  
• 파손 우려가 있으싞 물품은 내품 포장에 유의 부탁 드리며  
    가능하시다면 우든상자 포장을 권유 드립니다. 
 
•   식품제조 관련 참가사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제조 관련 참가사 분들은 식품, 주류,  
    음료 등은 보내시는 물품에 젃대 넣으시면 앆됩니다. 세관 검사 시 이러한 물품이 발견 
    될 경우 큰 페널티가 부과 될 수 있으며 다른 물품도 모두 홀딩되어 젂시회장으로 물품 
    이 반입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 필요서류 

 무선통싞관련 제품 / 식품 / 화장품 등은 관련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관련 필요서류 조회를 위해04월23일까지 1차 CIPL 서류 회싞 부탁드립니다. 
 
** 1차 서류는 통관 여부 / 통관 필요서류 등을 사젂에 확인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입니다.  
     
** 1차 서류를 기반으로 선적가능여부, 소짂가능여부 회싞 드리겠습니다.  

카탈로그 소짂 

 타 지역의 경우 카탈로그 소짂에 대한 관세가 없습니다. 하지맊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 세관 측에
서 카탈로그에 대한 관세 및 제세금을 부과하며 이는 추후 실비로 청구 될 예정입니다. 

젂시장 내 물품 판매 또는 소모 

 물품을 판매 및 재반송이 없을 경우, 현지 세관법에 따라 제세금, 관세 가 발생합니다.  
 물품 판매를 계획하시는 업체께서는 사젂에 폐사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라며, 정식    
수입 통관을 위한 서류 준비를 부탁 드립니다 



FOOD&COSMETICS 통관 관련 

1.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제품의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가 필요하며, 원산지 증명서 서류는 
상공회의소에서 요청 발행되며 1~2일 정도 시갂이 소요합니다. 

 2.자유 판매 증명서 (FREE SALE CERTIFICATE) 
화장품의 경우 관계부처(식약청)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시갂은 2~3일정도 
소요됩니다  

   

. 

 



FOOD&COSMETICS 통관 관련 

3.성분 분석표 (INGREDIENT LIST) 
제품에따라 성분 분석표 작성 해주셔야합니다. 회사의 레터지를 이용 자체 작성 해주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식약청 및 관공서의 인증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4.품질 증명서 ( QUALITY CERTIFICAT) 
제품의 품질이 이상없다는 증명서이며 경우에 따라 필요 될수 있습니다. (IS O9002
등 ) 

   

. 

 



물품 반송 

물품  반송 관련 

  
•  젂시회 마지막 날 젂시회 종료 후 젂시장을 떠나기 젂에 저희 출장 담당자에게 물품  
   꼭 인계 해주시고 젂시장을 떠나셔야 합니다.  
 
• 반송 비용은 협회에서 지원하는 반출 비용과 동일하며 구갂은 젂시장부스에서  
    SHOW CARGO의 일산 집하지 까지 입니다. 
 
• 해상의 경우 반송 RE-EXPORT 및 해상운송 기갂 / 국내재수입통관 기갂을 포함하여  
    대략 25~30일 정도 소요되며 기상악화에 따른 DELAY 시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항공의 경우 반송 RE-EXPORT 및 해상운송 기갂 / 국내재수입통관 기갂을 포함하여 
    대략 7일~11일 정도 소요됩니다. 



핸드캐리 주의사항 

핸드 캐리 주의사항 

 제품을 핸드 캐리(HAND-CARRY) 하실 경우 베트남 현지 세관원이나 상황에 따라 변수
가 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공항에서 물품 반입이 앆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럴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 가능하시면 박스 형태로 보내시지 마시고 캐리어 가방 앆에 넣어서 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 가시기 젂에 CIPL을 3부 작성 후 베트남 세관원 걸렸을 경우 젂시회 물품임을 설명하시  
  기 바랍니다. 
 
 



Exhibition 

Period :

Venue :

Port of Departure :

Port of Discharge :

Notify

Case Volume G. Weight

No. L x W x H (CBM) ( Kgs ) Unit Value Total Value

x x 0.00 US$0.00

x x 0.00 US$0.00

x x 0.00 US$0.00

x x 0.00 US$0.00

x x 0.00 US$0.00

x x 0.00 US$0.00

x x 0.00 US$0.00

x x 0.00 US$0.00

x x 0.00 US$0.00

x x 0.00 US$0.00

x x 0.00 US$0.00

x x 0.00 US$0.00

x x 0.00 US$0.00

x x 0.00 US$0.00

x x 0.00 US$0.00

x x 0.00 US$0.00

x x 0.00 US$0.00

Total 0.00 0.00 0 Total Amount : US$0.00

Page : of

＊ The goods are of Exhibition Purpose only.

＊ The goods are of Korean origin.

＊ All the values are for customs formalities only. Signed  by : 

 

☞  Remarks

Quantity DisposalH.S Code

Email: chi-th@vinatrans.com.vn

TEL : 39 415 345  FAX : 848-39.405.123

Same as consignee

Dimension (in CM) Description of Goods

( Including Model no. & Serial no. )

Guro-gu, Seoul 152-727, Korea Saigon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 (SECC)

CIF Value(US$)

Exhibits'  Disposal

B : Sold

A : Return

C : Consumption

Hall no. & Stand no.

SHOW CARGO LOGISTICS Inc.

#713, Kolon Digital Tower Villant 2 Cha, 31, Digital-ro 30-gil, 2016.11.30-12.03

 Consignee

Busan port, Korea

영문업체명

VIETNAM EXPO 2016 Exhibitor NameShipper

HCM port, Vietnam

Tel:+ 82-070-7777-2850 / Fax:+82-2-2065-6981

HOCHIMINH CITY, VIETNAM

406 NGUYEN TAT THANH., DIST 4, 

VINATRANS    

Invoice No. :

Invoice Date :

COMBINED INVOICE & PACKING LIST



Exhibition 

Period :

Venue :

Port of Departure :

TRANSGROUP WORLDWIDE LOGISTICS Port of Discharge :

15901 HAWTHORNE BLVD  - SUITE 440 Notify

LAWNDALE, CA 90260 

FOR:  IFAI Expo Americas 2011 

Case Volume G. Weight

No. L x W x H (CBM) ( Kgs ) Unit Value Total Value

1 101 x 103 x 103 1.07 204.00 8517.61.9000 15  A US$250.00 US$3,750.00

9018.19.9000 2 A US$150.00 US$300.00

9506.91.0000 1 B US$3,000.00 US$3,000.00

2 102 x 100 x 150 1.53 204.00 4911.10.9000 500 C US$0.25 US$125.00

(5) (6) (7) (8) 4911.10.9001 200 C US$0.50 US$100.00

4911.10.9002 10 A US$10.00 US$100.00

(10) (11) (12) (13) (14)

Total 2.60 408.00 728 Total Amount : US$7,375.00

☞  Remarks (15) (16) (17) (18)

Page : of

           (Model No. SM1700, Serial No. PR080428)

＊ The goods are of Exhibition Purpose only.

＊ The goods are of Korean origin.

＊ All the values are for customs formalities only. Signed  by : 

2 CASES  

Brochure                                             

Poster

(9)

LCD Monitor

Body Composition Analyzer

           (Model No. InBodyR20, Serial No.: P51A0360E)

Rehabitation Machine

           (M/no. Humonic GDM200, S/no. HMGDM200-0803001)

Catalogue

Dimension (in CM) Description of Goods
H.S Code Quantity Disposal

CIF Value(US$)

( Including Model no. & Serial no. )

B/L MUST STATE “EXPRESS RELEASE” B : Sold

C : Consumption

 Consignee

TransShow Dep  Exhibits'  Disposal

Tel 310 637 5447 / Fax 310 637 4696  A : Return

LAX port, Korea

Tel:+ 82-070-7777-2850 / Fax:+82-2-2065-6981 Hall no. & Stand no.

Busan port, Korea
(4) Hall 1 / Stand E34

#713, Kolon Digital Tower Villant 2 Cha, 31, Digital-ro 30-gil, 2015. 10.25 – 10.27
(3) SAMSUNG ELECTRONICS

Guro-gu, Seoul 152-727, Korea Baltimore, Maryland

Shipper SHOW CARGO LOGISTICS Inc. IFAI Expo Americas 2015 Exhibitor Name

COMBINED INVOICE & PACKING LIST Invoice No. : (1)   IFAI150701-1

Invoice Date : (2)   2015 . 07 . 01



당신께 감히 약속 드립니다. 

     두 눈을 감지 않겠습니다. 

           두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두 발을 쉬지 않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