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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벌크 및 브레이크 벌크 

화물 통관 강화 프로그램 

원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적 전 검사 서비스 

 

글로벌 무역의 관문인 TUV 라인란드는 필리핀 

CACSC(Committee for Accreditation of Cargo 

Surveying Companies)로부터 벌크 및 브레이크 벌크 

화물 통관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TUV 라인란드는 ISO/IEC 17020 승인기관으로서 수입 

제품이 국내 또는 국제 표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선적 전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ACSC 는 필리핀에서 벌크 및 브레이크 벌크 화물 통관 

강화 프로그램을 위한 절차를 구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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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보 
출처 : https://data.un.org/  

수도 :  
마닐라 

인구 :  
1 억 1,100 만 

(2021 년 기준) 

GDP :  
3,593 억 5,400 만 

(2019 년 기준) 

수입 가치 :  
906 억 9,200 만 달러 

(2020 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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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소개 

TUV 라인란드 

벌크 및 브레이크 벌크 

화물 서비스에 대해 

TUV 라인란드의 벌크 및 브레이크 벌크 화물 서비스는 필리핀 당국의 

감독하에 관세청(BOC, Bureau of Customs)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통관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TUV 라인란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원산지 또는 공급 국가를 

떠나기 전에 벌크 및 브레이크 벌크 수송을 검사합니다.        

TUV 라인란드는 벌크 및 브레이크 벌크 화물에 대한 사전 화물 통관을 

위한 검사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벌크 및 브레이크 벌크  

서비스의 이점 

 상품의 정확한 분류 

 관세 및 세금의 정확한 평가 

 선적전 검사 보고서(commercial survey reports)를 통한 사전 

화물 통관 방식 선택 

 필리핀으로 이동하는 동안 화물 도난 위험 경감 

브레이크 벌크 화물이란  

무엇인가요? 

 상자, 포대(bales), 화물운반대(pallets) 또는 기타 개별 단위에 

저장되어 선박에 선적 또는 하역되는 비컨테이너 일반 화물 

 개별적으로 적재되고 수량과 중량으로 설명된 화물로, 선적 

컨테이너에 들어 있지 않으며 기름이나 곡물과 같이 대량으로 

적재되지도 않습니다. (예 : 강철 코일, 통나무, 쌀자루) 

벌크 화물이란  

무엇인가요? 

 포장, 묶음, 병 또는 기타 방법으로 포장되지 않은 하나의 상품 

덩어리로 된 화물 

 건화물 또는 액체화물이 선박의 화물창에 직접 적재(삽질, 

퍼올리기, 포크, 기계적으로 운반 또는 펌핑)되는 화물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싣거나 용기에 넣지 않은 채 실은 

화물 

검사 범위 

대량(bulk) 수입에 대한 필리핀 관세청의 요구사항:  

1. 포장의 육안 검사 

2. 마킹/색상 코드의 육안 검사 

3. 육안으로 화물 상태 확인, 제품 유형에 따른 표준 산업 범위 

4. 클라이언트가 제공한 포장 명세서에 따른 수량/계산 

5. 각 검사 단계의 사진 

6. 상태 유지 및 창구 봉쇄(hatch sealing) 

7. 선창에 화물을 싣는 과정에서 목격자 

8. 선적항 검사 및 요약 보고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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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절차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벌크 및 브레이크 벌크 화물 물품의 통관 강화 프로그램의 

목표는 LPRS(Load Port Survey Report)와 SR(Summary 

Report) 발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족하기 위한 품질과 수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검사 작업의 범위는 

발주처(수출업체/판매업체)가 요청한 범위 또는 제품의 종류에 

따른 업무의 표준 산업 범위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업무 외에도 TUV 라인란드는 필리핀 당국에 화물 및 

신고 가치에 대한 HS 분류와 함께 “검사 보고서”를 전자 

형식으로 안전하게 발행합니다.  

 

 

검사 수수료 

 검사를 위한 비용은 수입업체 또는 수출업체에 

부과됩니다. 필리핀의 수입업체나 해외 수출업체가 이를 

지불합니다. 

 수수료가 수락되면 필리핀의 수입사나 수출국의 

수출업체가 PLSIO(Port Load Survey Inspection Order)과 

견적 송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수수료는 제품과 수출 국가, 수입업체/수출업체의 특정 

요구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필리핀으로 향하는 모든 벌크 및 브레이크 벌크 화물 또는 

수송품은 운반선에 싣습니다. 상품 카테고리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액체류 

 화학제품 

 석유 제품 

 벌크와 브레이크 벌크로 운송되는 기타 모든 화물의 

관세와 세금은 일반적으로 중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 

목재, 강철, 석탄, 곡물 등) 

 

검사 문서 

 

검사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수입업체는 TUV 라인란드에 

다음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송장 사본 

 포장명세서(PL) 사본 

 선하증권 사본 

 수출 품목별 HS 코드 (필리핀 관세 코드 기준)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 보고서가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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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V 라인란드 정보 

150 년 이상 TUV 라인란드의 사명은 

사람과 환경을 위한 안전한 기술을 

만드는 것입니다.  증기 엔진에서 

디지털화에 이르기까지, 증기 보일러 모니터링을 위한 지역 

협회로 시작하여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으로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TUV 라인란드는 20,000 명 이상의 직원과 함께 

비즈니스와 생활의 전반에서 안전과 품질을 보장합니다.  

TUV 라인란드의 전문가는 전 세계의 기술 시스템과 제품을 

시험하고, 기술과 비즈니스의 혁신을 이끕니다. 또한 인재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국제 표준에 따라 경영시스템을 

인증합니다. TUV 라인란드는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 년부터 

TUV 라인란드는 유엔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회원으로서 지속가능성과 부패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TUV 라인란드의 정부 검사 및 국제 무역 

서비스 

 

TUV 라인란드는 제품이 국가 및 국제 표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전 세계 여러 정부 및 기관의 신뢰받는 적합성 

평가기관(CAB, Conformity Assessment Body)입니다.  

TUV 라인란드는 150 년 이상의 경험과 전문 지식, 글로벌 

전문가 및 시험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적합성 평가 

기관으로서 TUV 라인란드의 목표는 기업과 수출사, 수입사, 

제조사가 목적지로 신속하게 진출하고 원활한 통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경제에서 국제 무역은 거의 모든 기업에게 

중요합니다. 국제 무역에는 대부분 장거리 계약이 포함됩니다. 

독일 및 전 세계에 위치하고 있는 TUV 라인란드의 국제화는 

1970 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TUV 라인란드는 모든 

대륙의 약 60 개국에서 시험·인증·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의 글로벌 네트워크 시험소는 

다양한 제품의 안전과 품질, 기능, 

인체공학 등을 시험·검사합니다. 

제품 시험은 주로 제품이 제조되는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테스트의 80%가 독일 지역 외에서 진행됩니다. 

TUV 라인란드는 전 세계 국가 기관으로부터 테스트 

수행을 승인하는 약 780 개의 승인/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년, “엘버펠트(Elberfeld)와 

바르멘(Barmen) 지역에 

증기 보일러 모니터링 

협회(Verein zur 

Überwachung der Dampfkessel in den Kreisen Elberfeld und 

Barmen)”가 설립되었으며, 수십 년 동안 조직의 변화를 거쳐 

TUV 라인란드(TÜV Rheinland)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될 때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자(구매사, 판매사, 제조사)는 위험이나 계약 

불이행을 경감하기 위해 수량, 품질, 상태 또는 가격에 

대한 제 3 자의 검사를 요구합니다. 

TUV 라인란드의 맞춤형 검사 서비스(Commercial 

Inspections)는 신용장(LOC)과 관련하여 수행되거나, 

바이어 또는 판매업체가 필요로 하는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산업/맞춤형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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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V 라인란드 코리아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28 길 25 

세미콜론 문래 N 타워 2 층 

Tel. +82-2-860-9860 

Fax. +82-2-860-9861 

info@kor.tuv.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