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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작성법 및 주의사항 

저희는 고객님이 적어주신 리스트 그대로 신고해드리고 있으니, 한개씩이라도 모든 물품의 갯수를 전부 기재 

부탁드립니다. 고객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신고해드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을 경우에 리스트가 

부정확해서 일어나는 세관문제는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세관통관에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고자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한 리스트 작성 부탁드립니다. :)  

고객님께서 모든 물품 사용유무와 관계없이 150USD 까지만 관세 면세가 됩니다. 

 제품에 NEW 또는 USED를 표기해주세요. 박스별로(예: 박스1, 박스 2, 캐리어 등) 리스트 작성해주시고,  

픽업 또는 드랍시에 리스트와 일치하는 박스를 알려주세요. 

 건강식품/약(처방약 제외)/스킨케어 각각 최대 6병까지 가능하며, 브랜드/종류/몇 정 기재해주세요. 

 견과류/파우더류/식품/유제품(분유, 버터)/커피빈/티잎(티백은 ok) 등은 검역대상이며, 브랜드/종류/용량 기재

해주세요. (검역비 5,500원; 불통관시 폐기비용 5,500원) 

 술 1L 이하 1병까지만 관세면세; 단, 무조건 주류세 약 5~72% & 교육세 약 10% 또는 30% 부담하셔야하며,  

브랜드, 종류, 용량, 구매가 기재해주세요. (여러 병 합인 총 1L 면세불가) 

 향수 60ml 이하만 관세면세되며, 용량 기재해주세요. (초과 시 $150CAD 미만도 관부가세 발생) 

 꿀 최대 5kg까지 가능하며, 용량 기재해주세요. (합산 과세시 꿀의 세율은 약 243%) 

 의류는 티셔츠, 바지, 자켓, 셔츠, 속옷, 코드 등으로 세분화하여 갯수 기재까지 부탁드립니다. 

 고가 제품, 주류는 꼭 브랜드와 단가를 꼭 명시해 주세요. 

**배터리 또는 충전가능한 기기(예:블루투스), 가연성 스프레이는 항공규정상 일체 반입금지입니다** 

배터리가 발견될 경우에는 항공자체가 취소되며, 항공기 취소로 인한 비용이 고객님께 청구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물품 리스트 예시* (영어 또는 한글 중 편하신 언어로 작성해주세요) 

 
OMEGA 3 JAMIESON 120CAPS 3 
MULTIVITAMIN CENTRUM 90CAPS 3 
MAPLE COOKIE 3 
ICE WINE INNISKILLIN 200ML 1 (C$20) 
HONEY 500G 3 
MAPLE SYRUP 50ML*3 1 PACK  
TEA BAG DAVIDS TEA 1.5G*12 1 PACK 
NECKLACE SWAROVSKI 1 
INSTANT COFFEE NESCAFE 300G 1 
USED PANTS 2 
USED SHOES 6 
USED JACKET 4 
USED UNERWEAR 5 
USED T-SHIRTS 20 
USED BLOUSE 5 
USED PERFUME 30ML 3 
USED SKIN CARE 300ML 4 

 

 

오메가3 자미에슨 120정 3 

멀티비타민 센트롬 90정 3 

아이스와인 이니스킬린 200ML 1 (C$20) 

꿀 500G 3 

메이플시럽 50ML*3 1PACK 

티백 데이비스티 1.5G*12 1PACK 

인스턴트커피 네스카페 300G 1 

사용한 바지 2 

사용한 신발 6 

사용한 티셔츠 20 

사용한 블라우스 5 

사용한 향수 30ML 3 

사용한 스킨케어 300ML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