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두 수입 절차 가이드
스페셜티 커피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 로스터와 소비자들은 점점 더 나은 퀄리티의 컵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커피 소비의
윤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책임까지 이슈로 떠오르며, 다이렉트 트레이드에 대한 관심과 열망도 크게 커져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농장과의 직거래 수입을 바로 진행하기에는 노하우도, 네트워크도, 자본도 부족한 것이 현실 .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경험이지만 그
동안 알 수 있었던 수입 절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까 합니다 . 당장 수입을 진행할 경영상황이 아니더라도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의
커피가 들어오는지 알고 커피를 사용하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편에서 “옥션 프로그램을 통한 경매 형태의 구매”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방법, 생두 수출입 전문회사를
통한 구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생두 수출입 전문회사를 통한 구매_
전세계적으로 생두 수출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업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생두 유통회사는 산지별,
종류별, 등급별 등 여러 기준에 따라 선택 가능한 다양한 제품을 동시에 취급합니다. 그러므로 한 산지에서 비교적 많은 물량을 구매
하게 되는 다이렉트 트레이드와 달리, 다양한 생두를 (비교적 소량)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업체
들이 이미 많은 수출입거래를 진행해 본 베테랑들이기에, 업무 처리가 빠르고, 서류 작업이 정확한 편입니다. 산지와의 거래에서 업무
를 진행하다보면 간혹 서류 작업 시 정보의 오기재 , 필요한 자료의 누락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업무 진행이 지연되기도 하고, 심지어 통관 및 검역 과정에서 추가 작업비용이나 과태료가 부가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수입 진행의 전체적인 절차는 옥션 프로그램을 통한 구매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구매할 물품을 선정하는 단계 ”에서 판매업체와 컨
택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 그들이 보유한 생두 리스트 Offering List를 확
인할 수 있습니다. 단가나 현 재고(구매가능 수량)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 담당자에게 이
메일 등으로 연락을 하여 문의를 하면 됩니다 . 낙찰받은 가격에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는 옥션랏들과 달리, 수량이 늘어날수록 단가가
더 저렴해지므로 주문시 참고하면 좋습니다. 문의메일을 보낼 시에는 대략적으로라도 원하는 구매 수량을 알려주면 더 정확한 가격
안내를 받기 좋습니다.
가격 및 수량을 확인한 후에는 마음에 드는 제품 위주로 샘플을 요청합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곳도 있고 ,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곳
도 있습니다. 샘플 요청이 완료되면 수출업체에서는 Fedex, UPS, DHL 등의 항공 특송을 통해 샘플을 발송해주며, 샘플이 한국(인천
공항 )에 도착하면 특송업체로부터 물품이 도착했다는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팩스나 메일로 B/L 및 인보이스의 카피, 물품에 대한 수
입화물 진행정보 등을 전송해주는데, 우리는 이 정보를 토대로 전자통관시스템사이트 (portal.customs.go.kr)에서 수입 신고를 진행해
야 합니다. 수입신고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부록에서 자세히 설명해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

모모스 역시 본격적인 산지와의 다이렉트 트레이드 거래 이전에 생두 유통회사를 거친 수입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중 메이저
업체로 꼽히는 다섯 회사와 , 그들의 컨택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2003년, Menno Simons에 의해 설립된 네덜란드의 트라보카는 전세계적으로
(오가닉) 스페셜티커피를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특히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역 거래에 있어 타 업체들보다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에티오피
아에도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 전세계 10곳에 생두창고와 운영시설을 보유
할 정도로 큰 규모의 회사입니다.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샘플 요청이 가능합
니다. 대부분의 커피는 60/69kg 단위의 Bag 포장으로 이루어지며, GrainPro
를 사용합니다.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지역 20여개국의 커피산지로부터 생두를 취급하고
있으며 , 이중 일부 국가는 구매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진행하므로 별도의 문의
가 필요합니다.
트 라보 카 (네덜란드)

홈페이지 www.trabocca.com

대표메일 info@trabocca.com

미국 오클랜드에 위치한 스윗마리아와 쉬럽은 Thompson Owen에 의해 함께
운영되는 업체들입니다. 비교적 소규모이며, 이름만큼이나 아기자기한 느낌의
이 업체는 생두뿐만 아니라, 로스팅된 원두, 홈로스팅과 브루잉을 위한 기물도
유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업체들과 차별성이 있습니다. 모모스 역시 2011년
부터 이곳에서 생두 및 클레버드립퍼를 수입하기도 했습니다. 쉬럽은 스윗마
리아 내부의 그린빈 소싱 전문라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터넷 쇼핑보다 쉬운 생두 주문!“이라는 모토하에 홈페이지에서 바로 주문
이 가능하도록 주문용량별 가격을 공개해두었고 , 샘플 역시 300g 단위로 구매
가 가능합니다. 현재 중남미 , 아프리카 및 아랍, 아시아 지역 14개국의 그린빈
을 보유중입니다.
스 윗마 리아 (커 피쉬 럽 ) (미국)

홈페이지 www.sweetmarias.com

대표메일 info@sweetmarias.com

홈페이지 www.coffeeshrub.com

대표메일 coffeeshrub@gmail.com

1996년 런던에 작은 사무실을 연 것으로 메르칸타 커피헌터스는 시작되었습
니다. 현재는 영국 외에도 독일, 미국 시애틀, 과테말라, 싱가폴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유럽 , 북미지역에 두 곳의 생두 물류창고를 운영할 정도로 큰 규모로
성장한 회사입니다 . 대부분의 커피는 60/69kg 단위의 Bag 포장으로 이루어지
며, GrainPro를 사용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생두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자세한 편입니다 . 이러한 정보를 쉽
게 얻을 수 있다는 것 역시 프로모션이나 커피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샘플 요청은 가능하지만 , 비용의 발생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고 있
습니다 . 구매자는 메르칸타의 커퍼와 함께 어떠한 커피를 찾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샘플 요청이 가능합니다.
메르 칸타 커피 헌터 스 (영국)

홈페이지 www.coffeehunter.com

아시아지역 grant@coffeehunters.com

Craig Holt가 설립한 아틀라스커피는 미국 시애틀에는 최초로 생긴 생두 전문
회사입니다. 1998년부터 지금까지 1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틀
라스는 본사가 있는 시애틀에 메인 물류창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뉴저지 , 오클랜드, 밴쿠버 등에 소규모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즌에 따라 달라지는 커피의 특성으로 인해 블렌딩 커피 퀄리티 유지가 어려
워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는 로스터들을 위해 아틀라스는 그들만의
블렌딩 구성을 추천하여 판매하기도 합니다. Flor De Izote Espresso Blend
와 Rosebud Espresso Blend 가 그 예입니다.
아 틀라 스 (미국)

홈페이지 www.atlascoffee.com

대표메일 info@atlascoffee.com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위치한 카페임폴츠는 Andrew Miller에 의해
1994년 설립되었습니다 . 현재 미네소타와 뉴저지 , 두 곳의 물류창고를 운영
중입니다. 카페임폴츠의 생두 보유리스트는 커피 타입 및 지역 정보 등에 의
해 쉽게 분류가 가능하므로 원하는 커피를 찾아보기에 편리한 편입니다.
가격 정보는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을수 있어 웹사이트에는 공개하지 않고,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문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샘플 역시 온라인을 통해 요
청이 가능합니다.
카페 임폴 츠 (미국)

홈페이지 www.cafeimports.com

대표메일 sales@cafeimports.com

물품 선정 이후의 수입
생두 업체들과의 컨택 혹은 샘플 테스팅 이후에 구매할 물량과 수량이 정해지면 , 업체에 확정된 오더를 줘야 합니다. 주문에 따
라 업체에서는 계약서 Contract, 인보이스 Commercial Invoice를 만들어 구매자에게 보내주게 되고, 계약이 체결되면 인보이스
에 따른 금액을 판매자에게 결제해주어야 합니다. 물품 대금은 일반적으로 계좌 송금을 통해 이루어지며, 보통 첫거래의 경우,
물품 발송 이전에 대금 결제를 완료해주어야 합니다. 몇차례 지속적인 거래를 하면서 서로 신뢰관계가 쌓이게 되면 , 일부만 선결
제하거나, 물품 운송이 시작되면 결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포워딩 업체에 컨택하여 운송 스케쥴 및 예상 견적을 요청합니다. 물량에 따라 컨테이너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일반컨테이너와 냉장컨테이너 중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지 등에 따라 운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물품 운송과 동시에 통관 작업에 필요한 중요 서류들을 구매자에게 보내줍니다 . B/L(선하증권), Phytosanitory
Certificate(식물검역증),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등이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이므
로, 이 서류를 받은 구매자는 안전하게 포워더에 전달합니다. (전달 이전에 스캔 혹은 복사를 해두면 좋습니다.)
물품이 항구에 도착하게 되면, 통관 및 검역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 , 이전에 언급한 대로 사용 목적에 따라 자사제조용/유통판매
용으로 나누어 통관처리를 하게 됩니다. 각 통관 유형 진행 절차 및 비용에 대한 비교는 3편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

부록_전자통관시스템 사이트를 통한 수입신고
portal.customs.go.kr 웹사이트 접속하여 사용자 등록 후 로그인합니다. (사용자 등록시 공인인증서 필수!)
우측 상담의 통관단일창구를 클릭합니다.

통관단일창구 페이지로 넘어가면, 신청서 항목 중 13번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클릭합니다 .

신청서 페이지에서 입력할 사항은 [공통사항] [품목사항]이 있습니다 .
먼저 공통사항 입력에 대해 알파벳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따로 언급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작성하거나 선택할 부분은 없습니다.

ⓐ 신고기관 _ [돋보기]아이콘 클릭 / 인천공항지역본부 선택
ⓑ 신고번호 _ [채번]아이콘 클릭하면 자동으로 번호 생성
ⓒ 요구사항 _ “샘플 물품이오니 검역후 꼼꼼한 재포장 부탁드립니다.” 가끔 샘플끼리 섞여서 오는 사고가 ^^;
ⓓ 업체코드 _ [돋보기]아이콘 클릭 / 우리 업체의 이름을 검색하여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 _ 직접 입력
ⓕ 휴대전화번호 _ 직접 입력
ⓖ 화물관리번호 _ [돋보기]아이콘 클릭하여 M B/L – H B/L 항목에 운송장 번호 조회 후 맞으면 OK!
ⓗ 검역희망일 _ 당일 지정 / 늦은 오후나 저녁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익일 지정
ⓘ 원산지지역코드 _ [돋보기]아이콘 클릭하여 수출국 이름 검색하여 선택
ⓙ 총포장개수 / 포장종류 _ 왼쪽칸에는 숫자 1 입력 후 [돋보기]아이콘 클릭하여 CT (종이상자 ) 선택

공통사항 입력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품목사항] 탭을 클릭하여 품목사항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품목사항] 탭에서 작성할 항목은 품목코드, 수량 /단위입니다.

ⓐ 품목코드 _ [돋보기]아이콘 클릭 후, 품목코드 또는 HS코드 분류에 따라 선택 [아래에 추가 설명 참조]
ⓑ 수량 /단위 _ 좌측 칸에 샘플의 중량 입력 후 [돋보기]아이콘 클릭 , KG이나 G 등 단위 선택
ⓒ 품목코드와 수량/단위가 정확하게 입력되었으면 [추가]아이콘 클릭 / 아래 표에 신고 항목이 생성됩니다.
ⓓ 모든 내용이 빠짐없이 작성되었으면 [전송 ]아이콘을 눌러 신청서를 보냅니다.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항목이 있다면, 경고창이 뜨고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수정 후 다시 [전송 ]을 시도합니다.
TIP) 공통사항 및 품목사항 작성 중간중간 [로컬임시저장] 또는 [서버임시저장]아이콘을 클릭하여 작성한 내용을 임시저장 해두는 것
이 좋습니다. 작성 도중 혹은 전송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작성해둔 내용이 모두 날아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
다. T_T

품목코드 입력방법
품목코드 항목에서 [돋보기]아이콘을 클릭하면 , 아래와 같은 새창이 뜹니다 .

여기에서 [2. HS코드분류로 찾아가고 싶을 때 선택] 선택

여기까지 선택하고나면, 품목코드 입력이 완료됩니다 !

이상으로 모모스의 생두 수입 절차 가이드 – 생두 수출입 전문회사를 통한 구매편을 마칩니다.
다음 편은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 운송과 통관 작업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QUESTIONS & FEEDBACK,
모모스커피 _ WWW.MOMOS.CO.KR / 070.4134.7034 / INFO@MOMOS.CO.KR

CONTACT INFORMATION,
트라보카 _ WWW .TRABOCCA.COM
스윗마리아 _ WWW .SW EETMARIAS.COM
커피쉬럽 _ WWW .COFFEESHRUBS.COM
메르칸타커피헌터스 _ WWW .COFFEEHUNTER.COM
아틀라스커피 _ WWW .ATLASCOFFEE.COM
카페임폴츠 _ WWW .CAFEIMPORTS.COM
전자통관시스템 _ PORTAL.CUSTOMS.GO.KR
포워딩 / 에이엔에스플러스 _ WWW.ANSPLUS.CO.KR / 02.323.6552
포워딩 / 제임스포워딩 _ WWW.JAMES.CO.KR / 02.567.3030
포워딩 / 한도종합물류 _ 051.441.3945
관세 / 둘리관세사 _ 051.469.6022

우리는 한잔의 커피에 커피 , 그 이상의 가치를 담아 전하고자 합니다 .
ALL IN COFFEE, MOMO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