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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물의 개념  

COB – 갂의 통관 서비스  소개 

1. COB란 : Courier On Board”의 약자로 화물 특송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1. 100KG 미만의 화물이 주를 이루며, 통관 서류 제공이 힘든 경우 많이 이용합니다. 

 
2. 항공으로 선적되며, DOOR TO DOOR 서비스로 진행됩니다. 

 
3. EMS, DHL과 다르게 DAP 가 아닌, DDP로 진행되며 현지에서 별도 지불되는 비용이 없습니다. 

 
4. Russia의 경우 샘플이라는 개념이 부족하여, 세관 측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일반 화물로 취급 받습니다. 
 
5. ESL LINK KOREA는 소화물 항공 운송으로 다양한 운송 루트 보유하고 있습니다. 

 
6. 화물 진행의 위해서는  선적 전 화물 디테일을 받아야만 합니다. – 사전 통관 확인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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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착지에서 별도 요구하는 서류가 없습니다. 

 

2. 도착지에서 추가 납부 금액이 없습니다. 

ESL CO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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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L LINK KOREA는  

ESL LINK KOREA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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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화가 잘된 업체 – 특화 업체 

   ☞ 아이템에 따른 통관 방식 결정 

   ☞ 업체에 상황에 따른 통관 루트 결정 

   ☞ 대기업에서 현지 개인 화주까지 폭넓은 고객 확보 

   ☞ 운송 + 통관을 넘어 창고 서비스, 내륙 운송서비스 

   ☞ COB 갂의 통관 – 샘플 통관 서비스 제공 

   ☞ 러시아 18년 갂의 운송 노하우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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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갂의 통관 서류 비교 

정식 운송 시 필요한 서류  

        선적 전 챙길 서류 

1. Invoice & Packing List  

2. 수출 싞고 필증 (수출면허) 

3. 화물 디테일 정보 

 

        현지 준비서류 

1. Invoice, Packing list(영문, 노어) 

2. Technical description.(노어) // 부품일 경우 Parts no. 필요 

3. Purchase order 

4. Price list 

5. 수출-수입자갂 계약서 

6. 제품 서티(CU:Custom Union Certificate) 

7. 통관 위임장 

 

       통싞기능이 있는 제품일 경우 

 ☞  Wi-fi license , Notificaition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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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적 전 챙길 서류 

1. Invoice & Packing List  

2. 수출 싞고필증 (수출면허) 

3. 화물 디테일 정보(사진포함) 

          - 부품일 경우 PARTS NO 

4.       운송 요청서 (ESL 양식) 

ESL COB 선적시 

3. 4번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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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서비스 비교 

기기 

소화물 경쟁사 서비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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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DHL EMS ESL(COB) 

ROUTE DIRECT/유럽경유 유럽경유 DIRECT/제3국 경유 

운송기갂 1주 2주~3주 1주 

운송조건 DAP DAP DDP 

관부가세 O O X 

현지필요서류 O O X 

배송조건 DOOR DOOR DOOR 

요금 선납/후납 선납 선납/후납 

아이템제한 O 개인화물만 선적가능 X(사전확인필) 

수량제안 O O X(사전확인필) 

통관여부 제품단가 1000$미만 제품단가 100$ 미만 O 

중량제안 O 30KG 미만 X 

볼륨적용 가로X세로X높이/5000 사이즈제안 있음 가로X세로X높이/6000 

* 기졲 업체의 경우 통관 불포함한 DAP 진행되며, 현지에서 통관을 위한 세금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됨 
*  ESL COB의 경우 DDP로 진행되며, 현지에서 발생되는 비용, 별도의 요청 서류가 없습니다. 

*** 모스크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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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운송 루트 및 통관  

 

 

 

A. 갂의 통관 서비스 지역 

          러시아 전지역, 카자흐스탄 전지역,  

           키르끼즈스탄 전지역 , 우크라이나 전지역 

 

B.   진행방법 

• 진행 전 제품 사전 정보 확인(사진 필) 

• 화물 디테일 및  기본 선적 서류  

• 화물 입고(ESL 본사 창고) 

• 화물에 따른 통관 루트 선정 

• 인천공항 화물 발송 

• 각 지역으로 항공 운송 

• 각 세관에서 화물 통관 

• 창고 보관 및 목적지 배송 

카자흐스탄 
알마티 

키르끼스탄 
비쉬켁 

블라디보스톡 
러시아 

키예프 
우크라이나 

모스크바 
러시아 

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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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운송 루트 및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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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L 운송 
(서류 취합 및 픽업)  

인천 

지방 부산 
1 2 

3 

ESL Local Office 

(최종 서류 컴펌) 

각 지역별 세관과 협의 

통관 완료 

ONE-STOP 

SYSTEM 

(운송,통관, 

사후관리) 3국갂 

※ 진행 아이템에 따라 최적의 
통관 루트 선택 후 선적 ※ ESL LINK KOREA 항공 운송 담당자 

① 이채현 부장: janna@esllk.com 

② 김선영 계장: sunny@esllk.com 

 *   러시아 전지역, 카자흐스탄 전지역,  

*    키르끼즈스탄 전지역 , 우크라이나 전지역 

4 
배송 완료 

 (지정 배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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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