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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업계의 글로벌 리더인 UPS는 포장물 및 중량 화물 발송물의 정시 배송을 보장합니다.  

UPS는 언제나 정시 배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UPS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또한 제공합니다.

• 세계 최대의 배송 업체가 제공하는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은 빠르게 확장되는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발송, 조회 및 청구를 위해 테크놀로지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제공하는 맞춤형 솔루션과 

 안정적인 서비스는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글로벌 운송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송 옵션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모든 것으로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의 고객님께

서도 만족하실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가 실현됩니

다. 이러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UPS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귀하의 비즈니스를 위해 UPS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ups.com/solutions/kr를  

방문하십시오.

UPS는 귀사의 비지니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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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 국제 운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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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특송

서비스 배송 시간 도착지 주요 정보

1-3일

UPS Worldwide Express Plus 오전 배송되는 환불 보증 서비스:

•	미국 주요 도시 오전 8:00/	8:30
•	캐나다 오전 8:30
•	주요 아시아 국가, 4,000개 이상의 
미국 도시 및 유럽 주요 비즈니스 

센터 오전 9:00
•	대한민국 내 일부 지역 오전 9:00	
또는 오전 11:00	

미국 주요 도시, 
유럽 및 아시아

•	긴급 발송물에 적합

•	우선 발송 처리

•	UPS	10	KG	Box®	및 UPS	25	KG	
Box®	에 적용 가능

UPS Worldwide Express 정시 배송되는 환불 보증 서비스

•	미국 대부분 지역, 유럽, 아시아 주요 
도시, 남미 일부 지역 및 캐나다 주요 

도시 오전 10:30/	12:00(정오)  

오후 2:00 혹은 오후 3:00
•	대한민국 내 대부분 지역 12:00(정오) 

혹은 오후 2:00

미국, 캐나다,
유럽 및 아시아
주요 도시,  
남미 일부 지역

•	UPS	10	KG	Box 및 UPS	25	KG					
			Box	에 적용 가능

UPS Worldwide Express Freight® •	업무 시간 이내에 배송되는  
환불 보증 서비스,  

영업일 기준 1-3일

전 세계 60여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

•	Door-to-Door 및 non	Door-to	
Door 옵션 모두 가능합니다

•	70	kg 초과 팔레트 발송물

UPS Worldwide Express Saver® •	업무 시간 이내에 배송되는  
환불 보증 서비스,  

전세계 220여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

전 세계 220여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

•	신속하고 믿을 수 있는  

UPS	Express의 경제적인 
서비스

•	UPS	10	KG	Box 및 UPS	25	KG	
			Box에 적용 가능

3-5일

UPS Worldwide Expedited •	아시아 지역 내, 유럽 및 북남미 
주요 비즈니스 센터로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 배송

아시아 지역 내,
아시아 로부터 
유럽 및 북남미 
주요 비지니스 
센터

•	상대적으로 덜 긴급한  
발송물을 위한 가장 
경제적인 옵션

•	정해진 날짜와 배송 소요 
시간으로 배송 일정 계획 
가능

항공 중량 화물

서비스 배송 시간 도착지 주요 정보

1-3일

UPS Air Freight Direct® •	정확한 배송 날짜, Airport-to-Airport 
서비스, 영업일 기준 1-3일 이내 
배송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

•	70	kg 초과 발송물에 적합

•	팔레트 및 비팔레트 화물을 
위한 쉽고 편리한 발송 처리

•	픽업, 배송 및 통관 서비스 
선택 가능

3-5일

UPS Air Freight Consolidated® •	정확한 배송 날짜, Airport-to-Airport 
서비스,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 
배송

전 세계 모든 
지역

•	70	kg 초과 발송물에 적합

•	팔레트 및 비팔레트 화물을 
위한 쉽고 편리한 발송 처리

•	픽업, 배송 및 통관 서비스 
선택 가능

참고:
UPS 운송 약관을 포함
하는 조건 및 제한 사항
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 서비스부에
문의하시거나 ups.com®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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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중량:

실 중량 혹은 용적 중량

운임 산정은 어떠한 규칙을 

적용하여 중량을 결정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책정

됩니다. 또한, 선택한 서비스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 중량은 다음 0.5kg으로 올림한 

포장물의 중량을 의미합니다.

용적 중량은 실 중량과 관련하여
포장물이 차지하는 공간 

즉, 밀도를 고려한 중량입니다.

청구 중량은 운임 산정을 위한 

중량이며, 포장물의 실 중량과

용적 중량 중 큰 값으로 결정

됩니다.

참고:

중량과 사이즈에 대한 UPS 규정을 
초과하는 포장물은 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 
서비스부에 문의하십시오.

불규칙적인 형태의 포장물
용적 중량 산정을 위해 사각형이 
아닌 박스 또는 포장 용기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그 포장물이 
최대 허용 규격에 해당 되는지 
확인합니다.

불규칙적인 형태의 포장물을 
일반적인 직사각형의 상자에 
넣었다고 가정합니다. 
그 꼭지점들로부터 포장물의 
길이, 폭 그리고 높이를 
측정하십시오.

1단계

실 중량 계산:
저울을 사용해서 포장물의
중량을 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는 다음 0.5	kg으로

올림하여 계산하십시오.

2단계

용적 중량 계산*:
각 포장물의 길이, 폭 그리고
높이를 곱하여 포장물의 용적
사이즈를 구하십시오. (소수점
이하는 정수로 반올림하여계산)

용적 중량을 kg으로 산정하기 위해,
상기 포장물의 용적

사이즈를 5,000으로 나누십시오.

소수점 이하는 다음 0.5	kg으로

올림하여 계산합니다.

3단계

해당 지역 찾기:

9~12페이지에 있는 지역 구분 
표에서 해당하는 지역을 
찾으십시오.

4단계

발송물 중량 계산:
동일한 수취인에게 같은 날 

배송되는 UPS	Express	Paks 및 
포장물을 포함하고 있는
복수 화물**에 대한 요금은
개별 포장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일 발송물로
발송하는 것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발송물의
총 청구 중량은 개별 포장물의
실 중량과 용적 중량 중 큰
값으로 결정됩니다.

추가 정보: 중량 및 규격 제한

• 포장물 당 최대 중량은 70	kg
입니다.

• 포장물 당 최대 길이는 270	cm
입니다.

• 포장물 당 최대 크기는 길이와 

둘레의 합계가 419	cm입니다.

• 발송물 당 중량 및 발송물의 
포장물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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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및 사이즈 결정
UPS 국제 특송 서비스

*	 수입 화물의 경우, 
용적 중량 계산시 
수출 국가의 측정 
단위 및 부피 계산 
방법을 사용합니다.

 
 용적 중량은 UPS	

Express	Envelope,  
UPS	10	KG	Box® 및  
UPS	25	KG	Box®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발송물에 적용됩니다.

**	 복수 화물은 하나의 
운송장 번호로 발송된 
모든 포장물이나 서류 
등을 의미합니다.

참고:
추후 변경 –
운임, 요금, 서비스 
설명 및 서비스는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L W

H

L		 =	길이 (cm)
W		=	폭 (cm)
H		=	높이 (cm)

	=
L	x	W	x	H

5,000

용적 중량
(kg)



3

청구 중량:

실 중량 혹은 용적 중량
운임 산정은 어떠한 규칙을
적용하여 중량을 결정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책정
됩니다.

실 중량은 팔레트 상 포장물 
중량과 팔레트 중량을 소수점

이하 다음 0.5	kg으로 올림하여
계산합니다.

용적 중량은 실 중량과 관련하여
팔레트가 차지하는 공간
즉, 팔레트 밀도를 고려한
중량입니다.

청구 중량은 운임 산정시
사용되는 중량입니다. 청구
중량은 팔레트의 실 중량
혹은 용적 중량 중 큰 값으로
결정됩니다. 최소 운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단계
실 중량 계산:
실 중량은 팔레트의 포장물 
중량과 팔레트 중량을 소수점

이하 다음 0.5	kg으로 올림하여
계산합니다.

2단계
용적 중량 계산*:
각 팔레트의 길이, 폭 그리고
높이를 곱하여 팔레트의 용적
사이즈를 구하십시오. (소수점
이하는 정수로 반올림하여

계산) 용적 중량을 kg으로
산정하기 위해, 상기 팔레트의

용적 사이즈를 5,000으로
나누십시오. 소수점 이하는

다음 0.5	kg으로 올림하여
계산합니다.

3단계
청구 중량 계산:
청구 중량은 팔레트의 실 중량과 
용적 중량 중 큰 값으로 결정되며, 
운임 산정시 사용됩니다.

복수 팔레트 발송물의 경우,  
각 팔레트의 청구 중량을 합산하여  
발송물의 청구 중량을 계산합니다.

청구 중량 계산

예) 고객은 각각의 중량이 50kg, 
400kg 그리고 300	kg인 3개의 팔레트 
발송물이 있습니다. 모든 팔레트의 
사이즈는 다음과 같이 동일합니다: 

122	cm	x	102	cm	x	150	cm

1. 실 중량 계산 
실 중량: 

50	kg	+	400	kg	+	300	kg	=	750	kg

2. 용적 중량 계산
 팔레트 용적 중량: 

(122	cm	x	102	cm	x	150	cm)	/	5,000
	 =	373.5	kg	

	
발송물 용적 중량:	
373.5	kg	+	373.5	kg	+	373.5	kg	

	 =	1,120.5	kg

3. 청구 중량 계산 
발송물 청구 중량: 

373.5	kg	+	400	kg	+	373.5	kg	
	 =	1,147	kg

중량 및 사이즈 결정
UPS Worldwide Express Freight®

U
PS W

orldw
ide E

xpress Freight 
중

량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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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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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화물의 경우, 
용적 중량 계산시 
수출 국가의 측정 
단위 및 부피 계산 
방법을 사용합니다. 

참고:
추후 변경 –
운임, 요금, 서비스 
설명 및 서비스는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용적 중량
(kg)

L		 =	길이 (cm)
W		=	폭 (cm)
H		=	높이 (cm)

	=
L	x	W	x	H

5,000

L W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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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Dangerous Goods
위험물은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해서 발송하지 않을 경우 
건강, 안전 또는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물품이나 
물질을 말합니다. 위험물의 국제 
운송을 관리하는 다양한 법률, 

규정 및 규칙이 있습니다.

UPS는 고객님의 위험물을 UPS
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 
및 국내 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발송되도록 보장하는 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접근 가능 및 접근 어려운 
위험물의 분류는 위험물 등급에 
따라 적용됩니다. 추가 요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서비스 종류 추가 요금 

(더 큰 금액이 적용됨)

접근
 가능한
 위험물*

접근
어려운

 위험물**

• UPS Worldwide 
Express

• UPS Worldwide 
Express Saver®

• UPS Worldwide 
Expedited

발송물 당  

96,800원  
또는 

포장물 당 

8,900원

발송물 당  

64,500원  
또는 

포장물 당 

5,900원

• UPS Worldwide 
Express Freight®

발송물 당 

96,800원 

또는 kg 당 

1,370원

발송물 당 

64,500원 

또는 kg 당 

910원

UPS의 위험물 허용 등급 및 
제품에 대한 세부 목록은 고객 

서비스부에 문의하십시오.

규정 준수 불이행 추가 요금 

UPS 는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그리고 UPS 국제 위험물 프로그램 
에 적용되는지에 따라, 발송인에 

반송한 비용과 불이행+에 
관련하여 UPS 에 의해 발생된 
추가 관리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고 비용, 경비,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 포장물 당 

5,900원 또는 발송물 당 64,500원 
중 높은 금액이 부가 됩니다. 
이 요금은  UPS 에서 부가하는 
그 밖의 다른 구제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UPS FTZ Facilitator®

UPS	FTZ	Facilitator를 이용하여,
수입자와 수출자는 해외 발송물을 
국제 자유 무역 지대를 통해 보세 

구역에 보관하도록 UPS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UPS	Worldwide	Express	Plus,
UPS	Worldwide	Express,  
UPS	Worldwide	Express	Freight
UPS	Worldwide	Express	Saver 및
UPS	Worldwide	Expedited 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UPS	FTZ	Facilitator는 계약이 
필요한 유료 서비스로서, 여타 
운송 업체를 따로 이용하지 않고, 
화물이 국제 자유 무역 지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운송 업체로 UPS를 이용하시면 
수입자와 수출자 모두 화물 
조회가 가능하며, 복수 운송 업체 
이용시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통관 절차 없이, 국제
자유 무역 지대 보세 구역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발송물 당

75,000	원 입니다.

UPS Broker of Choice®

수입자는 UPS	Broker	of	Choice를 
이용하여, UPS 발송물의 통관에 
필요한 통관 대행 업체를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UPS	Worldwide	Express	Plus,	
UPS	Worldwide	Express,	
UPS	Worldwide	Express	Saver,	
UPS	Worldwide	Expedited 및 

UPS	Worldwide	Express	Freight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본 서비스는 계약이 필요한  
유료 서비스로서, 수입자가 
발송과 통관 절차상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확립된 통관 대행 업체
와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UPS	Broker	of	Choice를 통해 
수입자는 복잡한 통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과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UPS가 발송물의  
배송을 완료하기 전, 수입자가 
지정한 통관 대행 업체가 

통관을 진행하는 동안 UPS의 
시설물에 발송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UPS	Broker	of	Choice	Onsite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요금은 발송물 당 47,000원 
입니다.

부가 서비스
계약 서비스

*	 접근 가능한 위험물: 
1.4등급 폭발물, 2.1 
등급 인화성 가스, 
2.2등급 화물기 
전용(CAO,	Cargo	
Aircraft	Only) 수량의 
비인화성 가스,  
3등급 가연성 액체,  
4등급 가연성 고체, 
젖었을 때 위험물,  
5등급 산화제와  
유기과 산화물,  
8등급 부식제.

**	 접근 어려운 위험물: 
2.2등급 여객기(PAX,	
Passenger)	및 소량 
(LQ,	Limited	quantities)	
의 비인화성 가스,  
6등급 독성 및 감염 
물질, 7등급 방사능 
물질, 9등급 기타 
위험 물질.

+	 “규정 준수 불이행”은 
(a)	UPS 운송요건이나 
절차; 또는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법규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하지 않고, 
항공운송에 적용 
가능한 법 또는 규제; 
의 불이행 그리고 (b) 
잘못된 신고, 저평가 
신고 및 위조; 그리고 
(c) 포장, 라벨, 표시, 
취급, 신고와 문서 
및 발송물 제품에 
적용 가능한 그리고 
그에 관련된 절차에 
대해 적용가능한 UPS 
지침의 불이행 또는 
위반을 포함해야 
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UPS 운송 약관을 
포함하는 조건 및 
제한 사항이 적용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 서비스부에 
문의하시거나 ups.com®

을 참조하십시오.

추후 변경 –
운임, 요금, 서비스 설명  
및 서비스는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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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가격

신고 가격이 92,900원이 넘는 

발송물에 대해 92,900원 당 

1,030원의 추가 요금으로 분실 
또는 파손에 대한 배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신고 가격에
대한 부가 요금은 발송인, 수취인 

또는 제3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토요일 배송 서비스

토요일 배송 서비스는 UPS
서류(UPS	Express	Envelope) 
또는 비서류(UPS	Express	
Paks	and	packages)발송물 당

10,000원의 추가 요금으로 
이용 가능하며, 본 요금은 운임 
지불인에게 청구됩니다.

미국 및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 

UPS	Worldwide	Express	Freight® 
토요일 배송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발송물 당 228,0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UPS Returns*
UPS는 반송 화물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반송 절차를
간편화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귀하가 직접 귀하의
고객에게 반송용 라벨을 생성하여 

전달하거나, UPS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귀하의 고객에게 
반송용 라벨을 전달합니다. 

UPS	Returns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송용 라벨 출력
작성한 반송용 라벨을 출력하여
수출 발송물 안에 미리 넣거나
별도로 보내시면, 귀하의 고객이
반송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 1,000원

반송용 전자 라벨
UPS는 귀하의 요청 하에 반송용
라벨을 귀하의 고객이 출력하여 
사용하도록, 이메일로 전송합니다.

요금: 1,500원

반송용 라벨 출력 및 우편발송
UPS는 귀하의 요청하에 라벨을 
출력하여 포장물에 라벨을 
부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요금: 2,600원

UPS Returns Plus*+

UPS는 반송 포장물 픽업시,
귀하의 고객이 있는 픽업 장소로
반송용 라벨을 가지고 갑니다.

UPS	1 회 픽업 시도
만일 첫 번째 픽업 시도에
픽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UPS는 반송용 라벨을 픽업 장소에
남깁니다.

요금: 4,200원

UPS	3 회 픽업 시도
만일 첫 번째 픽업 시도에 픽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UPS는
영업일 기준으로 이후

2일 동안 픽업을 재시도 합니다.
만일 세 번째 픽업 시도에도 
픽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반송용 라벨은 반환됩니다.

요금: 6,000원

배송 불가 포장물 반송 요금
수취인에 의해 거절되거나 기타 
이유로 배송 될 수 없는 발송물은 

보류되어 UPS는 이후 반송을 
포함한 필요한 지시를 위해 
발송인에게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배송 불가 발송물 당 11,500원 
의 수수료와 적용되는 운임이 
발송인에게 청구됩니다.

배송지 직접 배송
배송지 직접 배송은 발송 라벨상의 
기재된 주소로만 배송 가능하며, 
배송 경로를 재설정하거나 주소 
변경 혹은 대체 주소로 배송할 수 

없습니다. 이 발송물은 UPS고객 
센터에서 직접 픽업, 배송 일정 
재조정 및 발송인에게 반송이 
가능합니다. 본 서비스는 주거 
지역 및 상업 지역으로 배송되는 
발송물에 사용 가능하며, 각 

포장물 당 2,300원이 부과됩니다.

사전 출하 알림 서비스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수입 
발송물이 세관에 제출되기 전, 
수입자가 분류, 평가 또는 기타 
수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UPS를 통해 수취인 알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발송인이 발송물의
관세 및 세금 지급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발송물당 추가 비용 14,000원
이 수입자 또는 발송인에게 
청구됩니다.

부가 서비스
계약이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

*	 스마트 라벨을  
생성하는 UPS  
발송 시스템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아시아에서 반송할 
경우 본 서비스가 

 제공 되지 않습니다.

참고:
UPS 운송 약관을 
포함하는 조건 및 
제한 사항이 적용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 서비스부에 
문의하시거나 ups.com®을 
참조하십시오.

추후 변경 –
운임, 요금, 서비스 설명 
및 서비스는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
가

 서
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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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라벨을 
생성하는 UPS  
발송 시스템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UPS는 UPS 배송 직원 
임의의 연령 판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고:
UPS	운송 약관을 포함
하는 조건 및 제한 사항
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 서비스부에
문의하시거나 ups.com®을
참조하십시오.

추후 변경 –
운임, 요금, 서비스 설명 
및 서비스는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납 수수료

신속한 통관 절차를 위해, UPS는 
고객을 대신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미리 지급합니다. 지급한 금액을 
바탕으로 대납 수수료가 산정되고 
청구될 것입니다. 한국 수입건에 
대한 대납 수수료는 수입 관세 및 

부가세의 2%이며, 최소 3,500원이 

부과됩니다.

주소 정정

잘못된 주소이거나 P.O.Box 표기로 
인해 배송이 불가능한 경우, 

포장물 당 12,800원의 추가 요금이 
청구됩니다. (발송물 당 최고 

40,000원)

주거 지역 서비스 추가 요금

UPS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거지역 배송은 가택 및 주거지 
사업장으로 배송될 경우를 
포함합니다. 주거지역 배송의 경우 

발송물당 3,6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UPS	Worldwide	Express	
Freight®	의 경우 발송물당 131,200
원이 부과됩니다.

외곽 지역 서비스 추가 요금

UPS는 도시 지역 뿐 아니라 외곽 
지역에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곽 지역에서 픽업 및 배송되는 

경우, 발송물 당 27,950원 혹은  

kg당	5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추가 
요금이 적용됩니다. 외곽 지역 
서비스에 해당하는 지역은  

ups.com/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거리 지역 서비스 추가 요금

UPS 지정 외곽 지역 이외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 픽업 및 배송 

되는 경우, 발송물 당 31,350원

혹은 kg당 57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요금이 적용됩니다. 원거리 지역 
서비스에 해당하는 지역은 

ups.com/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전 수수료
지불인의 고객 번호로 청구된 
요금이 외국환으로 지불된 경우, 
주요 은행의 주간별 환율 지표에 
따라 지불인 국가의 통화로 
환전되며, 환전된 금액의 0.75%에 
해당하는 환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발송인이 관세 및 세금 지불
관세 및 세금을 발송인이
지불하는 조건을 선택하시면,
15,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송인에게 부과됩니다.

수취인 지불 거절 수수료
고객 번호가 정확하지 않거나 
수취인 또는 제 3자가 운송비를 
지불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고객 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효하지 않은 고객 번호가 
사용된 국제 발송물 운송에는 
12,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서명 확인 요청 서비스와  
성인 서명 확인 요청 서비스
UPS 배송 증명 서비스*는 귀하의
발송물이 발송되기 전에 선택 
가능합니다.

상기 두 서비스는 UPS 직원이
발송물을 수취인에게 전달하기
전 서명을 받는 서비스로, 성인
서명 확인 요청 서비스의 경우
성인(만 18세**이상)인 수취인이 
서명을 한 후 발송물이 전달됩니다. 

서명 확인 요청과 성인 서명 확인 
요청은 발송물 당 2,400원과 4,600원 
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유류 할증료
유류 할증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ups.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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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S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취급이 필요한 화물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
UPS 운송 약관을 포함하는
조건 및 제한 사항이 적용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 서비스부에 
문의하시거나 ups.com®을 
참조하십시오.

추후 변경 –
운임, 요금, 서비스 설명 
및 서비스는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부가 서비스

대형 포장물 추가 요금 - 
최소 청구 무게
포장물의 길이와 둘레의 합이 
330	cm를 넘는 경우, 대형 포장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419	cm를 
넘을 수 없습니다.

대형 포장물은 최소 청구 무게가 
40	kg이며, 포장물 당 51,000원의 
추가 요금이 적용됩니다.

대형 포장물 추가 요금이 먼저 
적용된 경우, 비 규격품  
부가 요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최대 한계 초과 수수료
UPS 국제 특송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중량 및
크기를 초과하는 포장물을
운송하지 않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이 
최대 중량 및 크기를 초과하는 
포장물을 운송하는 경우, 
포장물 당 51,000원의 
추가 요금이 적용됩니다.
• 포장물 당 최대 중량이 70	kg	

초과인 경우
• 포장물 당 최대 길이가 270	cm	

초과인 경우
• 포장물 당 최대 크기(길이와 

둘레의 합계)가 419	cm 초과인 
경우

위의 중량 및 크기를 초과하는
화물 운송은 1페이지의 UPS	
Worldwide	Express	Freight 서비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객 번호 정정 부가 요금
분실되었거나 유효하지 않은
고객 번호가 사용된 모든

국제 발송물에 대해, UPS는
정확한 고객 번호를 검색하여 
이를 정정하거나, 수취인 또는 

제3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임시 
고객 번호를 생성합니다. 본 

서비스는 발송물 당 5,000원의
요금이 발송인에게 청구됩니다.

통관 수수료

UPS는 발송물의 일반 세관 통관

(최대 5개의 관세 품목을 위한 
정식 통관 건을 포함)에 대해 
무료 통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관 통관이 복잡하거나 통관 
요구 사항이 통합된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고객 서비스부에 
문의하세요.

통관 대행 업체 선택

UPS의 운임에는 UPS 자체의
통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UPS가 아닌
다른 통관 대행 업체를 별도로
이용할 시에는 추가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 규격품 부가 요금+

다음과 같은 품목에 대해서

포장물 당 6,000원의 추가 처리
요금이 부과됩니다.
• 순수 리튬이온 배터리/셀(Cell) 

제품을 포함하는 모든 포장물 
(UN3480;	PI	965	Section	II)

• 포장 용기가 나무 혹은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경우

• 원통 모양의 아이템, 원통형 
용기, 타이어, 주름진 용기 등 
일반적인 박스 포장이 불가능한 
경우

• 최대 긴 변의 길이가 122	cm를
 초과하거나 두 번째 긴 변이 

76	cm를 초과하는 경우
• 실 중량이 32	kg을 초과하는 

경우
• 전체 발송물에 포함된 포장물 당
 평균 중량이 32	kg을 초과하고, 
 각 포장물에 대한 중량이 그 원본 
 문서 또는 UPS 발송 시스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관세 및 세금
현지 국가의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관세, 세금 및 기타 
부가 요금은 운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형 팔레트 추가 요금

UPS	Worldwide	Express	Freight® 서비스 
이용시, 팔레트가 최대 사이즈 
혹은 중량 제한 (출발지 및 
도착지 마다 다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형 팔레트 추가 
요금 59,700원이 부과됩니다. 
제한 사이즈 및 중량은 ups.com/
palletmaximum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
타

 부
가

서
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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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가 서비스

UPS Import Control®*+

수입될 포장물에 부착할 라벨
및 상업 송장을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작성된 라벨 및 상업 송장은 UPS 
배송 담당 직원 방문시 혹은 
이메일, 우편 등으로 전달될 수 
있으며, 영업소에서도 출력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수입자가 
발송물 라벨, 상업 송장,
운임 청구 내역 등의 옵션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합니다. 

UPS	Import	Control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벨 출력
작성한 라벨을 출력하여 수출 
발송물 안에 미리 넣거나, 별도로 
보내어 귀하의 고객이 사용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금: 1,000원

전자 라벨
작성한 라벨을 귀하의 고객이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UPS가 이메일로 수출자에게 
라벨을 전송합니다.

요금: 1,500원

라벨 출력 및 우편발송
작성한 라벨을 귀하의 고객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UPS가 
출력 후 우편으로 전달합니다.

요금: 2,600원

UPS	1 회 픽업 시도 (라벨)**
만일 첫 번째 픽업 시도에 픽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UPS는 
라벨을 픽업 장소에 남깁니다.

요금: 4,200원

UPS	3 회 픽업 시도 (라벨)**
첫 번째 픽업 시도에 픽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UPS는 

영업일 기준으로 이후 2일 동안 
픽업을 시도합니다. 만일 세 번째 
픽업 시도에도 픽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라벨은 반환됩니다.

요금: 6,000원

*	 스마트 라벨을 
 생성하는 UPS	
 발송 시스템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아시아에서는 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UPS	Import	Control은 
UPS의 픽업 서비스가 
가능한 국가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참고:
UPS 운송 약관을 포함하는
조건 및 제한 사항이 적용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 서비스부에 
문의하시거나 ups.com®을  
참조하십시오.

추후 변경 –
운임, 요금, 서비스 설명 
및 서비스는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업 송장 제거*+

수입된 포장물이 배송되기 전,
포장물에 부착된 상업 송장을 
제거해드리는 부가 서비스 
입니다. 본 서비스는 수입 
발송물의 가격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함과 동시에 
수입자가 원하는 곳으로 
발송물이 배송되도록 배송지 
선택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요금: 발송물 당 23,500원

UPS Carbon Neutral*
운송 과정 중 기후 영향 상쇄를 
위한 부가 서비스 입니다.

발송물을 보내실 때 UPS	Carbon
Neutral을 선택하시면, UPS는 
발송물 운송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기 위한 
탄소 배출권 구매에 본 요금을 
사용합니다.

요금: 포장물 당 900원

UPS	Worldwide	Express	Freight® 

서비스는 팔레트 당 23,800원이 
부과됩니다.

배송 재시도
첫 번째 배송 시도는 운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UPS	Worldwide	Express	Freight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배송 

시도는 발송물 당 57,300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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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지역(Zone) 구분
UPS 국제 특송 서비스

Afghanistan 	-	 	-	 9 9 	-	 9 9 	-	

Aland	Island	(Finland)* 	-	 	-	 7 7 	-	 	-	 7 7

Albania 9 9 9 9 	-	 	-	 9 	-	

Algeria 	-	 	-	 9 9 	-	 	-	 9 	-	

American	Samoa 	-	 8 8 8 	-	 	-	 4 	-	

Andorra 	-	 6 6 6 	-	 	-	 	-	 	-	

Angola 	-	 	-	 9 9 	-	 	-	 8 	-	

Anguilla 	-	 	-	 8 8 9 9 9 	-	

Antigua	and	Barbuda 	-	 	-	 8 8 9 9 9 	-	

Argentina* 	-	 8 8 8 8 8 8 8

Armenia 8 8 8 8 	-	 	-	 9 	-	

Aruba 	-	 	-	 8 8 7 7 7 	-	

Australia* 	-	 - 4 4 	-	 	-	 4 4

Austria* 7 7 7 7 	-	 	-	 7 7

Azerbaijan 	-	 	-	 8 8 	-	 	-	 7 	-	

Azores	(Portugal)* 	-	 	-	 7 7 	-	 	-	 7 	-	

Bahamas* 	-	 8 8 8 9 9 9 	-	

Bahrain 8 8 8 8 	-	 	-	 7 7

Bangladesh* 	-	 	-	 8 8 	-	 	-	 4 	-	

Barbados 	-	 8 8 8 9 9 9 	-	

Belarus/	Byelorussia* 9 9 9 9 	-	 	-	 8 	-	

Belgium 6 6 6 6 	-	 	-	 6 6

Belize 	-	 	-	 8 8 	-	 	-	 	-	 	-	

Benin 	-	 	-	 9 9 	-	 	-	 9 	-	

Bermuda 	-	 8 8 8 9 9 9 	-	

Bhutan 	-	 8 8 8 	-	 	-	 4 	-	

Bolivia 	-	 	-	 8 8 9 9 9 	-	

Bonaire,	St.	Eustatius,	Saba 	-	 	-	 8 8 	-	 9 9 	-	

Bosnia	and	Herzegovina 9 9 9 9 	-	 	-	 8 	-	

Botswana 	-	 	-	 9 9 	-	 	-	 9 	-	

Brazil* 8 8 8 8 9 9 9 9

British	Virgin	Islands 	-	 	-	 8 8 9 9 9 	-	

ExpeditedExpress
Saver

ExpressExpress
Plus

ExpeditedExpress
Saver

ExpressExpress
Plus

Brunei* 	-	 3 3 3 	-	 	-	 4 	-	

Buesingen	(Germany)* 	-	 	-	 6 6 	-	 	-	 	-	 	-	

Bulgaria 8 8 8 8 	-	 	-	 9 9

Burkina	Faso 	-	 	-	 9 9 	-	 	-	 9 	-	

Burundi 	-	 	-	 9 9 	-	 9 9 	-	

Cambodia* 	-	 8 8 8 	-	 	-	 4 	-	

Cameroon 	-	 	-	 9 9 	-	 	-	 9 	-	

Campione/	Lake	Lugano	(Italy)* 	-	 	-	 6 6 	-	 	-	 6 6

Canada* 5 5 5 5 5 5 5 5

Canary	Islands	(Spain)* 	-	 	-	 6 6 	-	 	-	 6 	-	

Cape	Verde 	-	 	-	 9 9 	-	 	-	 9 	-	

Cayman	Islands 	-	 	-	 8 8 9 9 9 	-	

Central	African	Republic 	-	 	-	 9 9 	-	 	-	 	-	 	-	

Ceuta	(Spain)* 	-	 	-	 6 6 	-	 	-	 	-	 	-	

Chad 	-	 	-	 9 9 	-	 	-	 9 	-	

Chile* 	-	 8 8 8 9 9 9 9

China	(Excluding	China	South)* 1 1 1 1 	-	 	-	 3 3

China	South+* 10 10 10 10 	-	 	-	 10 10

Colombia* 	-	 8 8 8 9 9 9 9

Comoros 	-	 	-	 9 9 	-	 - 9 	-	

Congo	(Brazzaville) 	-	 	-	 9 9 	-	 	-	 9 	-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	 	-	 9 9 	-	 	-	 9 	-	

Cook	Islands 	-	 	-	 8 8 	-	 	-	 	-	 	-	

Costa	Rica* 	-	 - 8 8 9 9 9 9

Cote	d'Ivoire	(Ivory	Coast) 	-	 	-	 9 9 	-	 	-	 9 	-	

Croatia* 	-	 8 8 8 	-	 	-	 9 9

Curacao 	-	 	-	 8 8 	-	 9 9 	-	

Cyprus 8 8 8 8 	-	 	-	 7 	-	

Czech	Republic* 6 6 6 6 	-	 	-	 7 7

Denmark* 7 7 7 7 	-	 	-	 7 7

Djibouti 	-	 	-	 9 9 	-	 	-	 9 	-	

Dominica 	-	 	-	 8 8 9 9 9 	-	

ExpeditedExpress
Saver

ExpressExpress
Plus

ExpeditedExpress
Saver

ExpressExpress
Plus

도착지/출발지 수출 수입 도착지/출발지 수출 수입

+ 중국 남부는 복건성
(Fujian), 해남성 (Hainan), 
후난(Hu	Nan), 운남성
(Yunnan), 강서성(Jiangxi), 
광서(Guangxi), 광동성
(Guangdong	Provinces) 과 
충칭(Chongqing) 시만을 
포함합니다.

국제 특송:
UPS 국제 특송 서비스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ups.com®을 참조하시거나 
고객 서비스부 (1588-6886)	
로 문의하십시오.

-		서비스 종류
-	배송 소요 시간
-	환불 보증
-		지불 방법
-	 서비스 정보
-		상품 분류
-	 발송 금지 품목
-	발송 가능 국가
-		UPS 서비스 약관

*  외곽 지역 추가 요금  
혹은 원거리 서비스  
추가 요금이 해당  
국가의 일부 지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곽 지역 및 원거리 
지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ups.com®	

을 참조하시거나 고객 
서비스부(1588-6886)	
로 문의하십시오.

참고:
추후 변경 –
운임, 요금, 서비스 설명 및 
서비스는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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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Dominican	Republic* 	-	 8 8 8 9 9 9 9

Ecuador* 	-	 8 8 8 9 9 9 9

Egypt 	-	 8 8 8 	-	 	-	 9 9

El	Salvador* 	-	 	-	 8 8 9 9 9 9

England	(United	Kingdom)* 6 6 6 6 	-	 	-	 6 6

Equatorial	Guinea 	-	 	-	 9 9 	-	 	-	 	-	 	-	

Eritrea 	-	 	-	 8 8 	-	 	-	 9 	-	

Estonia 	-	 9 9 9 	-	 	-	 7 7

Ethiopia 	-	 	-	 9 9 	-	 	-	 9 	-	

Faroe	Islands 	-	 	-	 7 7 	-	 	-	 	-	 	-	

Fiji 	-	 8 8 8 	-	 	-	 3 	-	

Finland* 	-	 7 7 7 	-	 	-	 7 7

France* 6 6 6 6 	-	 	-	 6 6

French	Guiana 	-	 	-	 8 8 	-	 	-	 	-	 	-	

French	Polynesia 	-	 	-	 8 8 	-	 	-	 4 	-	

Gabon 	-	 	-	 9 9 	-	 	-	 9 	-	

Gambia 	-	 	-	 9 9 	-	 	-	 9 	-	

Georgia* 9 9 9 9 	-	 	-	 7 	-	

Germany* 6 6 6 6 	-	 	-	 6 6

Ghana 	-	 	-	 9 9 	-	 	-	 9 	-	

Gibraltar 	-	 	-	 8 8 	-	 	-	 7 	-	

Greece* 	-	 7 7 7 	-	 	-	 7 7

Greenland 	-	 	-	 7 7 	-	 	-	 	-	 	-	

Grenada 	-	 	-	 8 8 9 9 9 	-	

Guadeloupe* 	-	 	-	 8 8 9 9 9 	-	

Guam 	-	 	-	 8 8 	-	 	-	 4 	-	

Guatemala* 	-	 8 8 8 9 9 9 9

Guernsey	(Channel	Islands) 	-	 8 8 8 	-	 	-	 7 7

Guinea 	-	 	-	 9 9 	-	 	-	 9 	-	

Guinea-Bissau 	-	 	-	 9 9 	-	 	-	 9 	-	

Guyana* 	-	 	-	 9 9 9 9 9 	-	

Haiti* 	-	 	-	 8 8 9 9 9 9

ExpeditedExpress
Saver

ExpressExpress
Plus

ExpeditedExpress
Saver

ExpressExpress
Plus

Heligoland	(Germany)* 	-	 	-	 6 6 	-	 	-	 6 6

Honduras* 	-	 8 8 8 9 9 9 9

Hong	Kong 10 10 10 10 	-	 	-	 2 2

Hungary* 8 8 8 8 	-	 	-	 7 7

Iceland 	-	 8 8 8 	-	 	-	 8 	-	

India* 4 4 4 4 	-	 	-	 3 3

Indonesia* 	-	 3 3 3 	-	 	-	 4 	-	

Iraq 	-	 	-	 8 8 	-	 - 9 	-	

Ireland,	Republic	of 7 7 7 7 	-	 	-	 7 7

Israel 	-	 9 9 9 	-	 	-	 8 8

Italy* 6 6 6 6 	-	 	-	 6 6

Jamaica* 	-	 8 8 8 9 9 9 	-	

Japan* 	-	 2 2 2 	-	 	-	 2 2

Jersey	(Channel	Islands) 	-	 8 8 8 	-	 	-	 7 7

Jordan 	-	 9 9 9 	-	 	-	 8 	-	

Kazakhstan* 	-	 8 8 8 	-	 	-	 9 9

Kenya 	-	 	-	 9 9 	-	 	-	 8 8

Kirghizia	(Kyrgyzstan) 	-	 9 9 9 	-	 	-	 7 	-	

Kiribati 	-	 	-	 8 8 	-	 	-	 	-	 	-	

Kosovo 9 9 9 9 	-	 	-	 7 	-	

Kosrae	(Micronesia,	Federated	States	of) 	-	 	-	 8 8 	-	 	-	 	-	 	-	

Kuwait 8 8 8 8 	-	 	-	 9 9

Laos 	-	 8 8 8 	-	 	-	 4 	-	

Latvia 	-	 8 8 8 	-	 	-	 7 7

Lebanon 	-	 9 9 9 	-	 	-	 8 	-	

Lesotho 	-	 	-	 9 9 	-	 9 9 	-	

Liberia 	-	 	-	 9 9 	-	 	-	 9 	-	

Libyan	Arab	Jamahiriya 	-	 	-	 9 9 	-	 	-	 9 	-	

Liechtenstein* 	-	 6 6 6 	-	 	-	 7 7

Lithuania 	-	 8 8 8 	-	 	-	 9 9

Livigno	(Italy)* 	-	 	-	 6 6 	-	 	-	 6 6

Luxembourg 6 6 6 6 	-	 	-	 7 7

ExpeditedExpress
Saver

ExpressExpress
Plus

ExpeditedExpress
Saver

ExpressExpress
Plus

도착지/출발지 수출 수입 도착지/출발지 수출 수입

국가별 지역(Zone) 구분
UPS 국제 특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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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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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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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지역(Zone) 구분
UPS 국제 특송 서비스

* 외곽 지역 추가 요금이 해당 
국가의 일부 지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곽 지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ups.com®을 참조

 하시거나 고객 서비스부 
 (1588-6886)로 문의하십시오.

참고:
추후 변경 –
운임, 요금, 서비스 설명  
및 서비스는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속)

Macau 	-	 1 1 1 	-	 	-	 3 	-	

Macedonia	(FYROM) 9 9 9 9 	-	 	-	 7 	-	

Madagascar 	-	 9 9 9 	-	 	-	 8 	-	

Madeira	(Portugal)* 	-	 	-	 7 7 	-	 	-	 7 	-	

Malawi 	-	 	-	 9 9 	-	 	-	 9 	-	

Malaysia* 	-	 3 3 3 	-	 	-	 3 3

Maldives 	-	 8 8 8 	-	 	-	 9 9

Mali 	-	 	-	 9 9 	-	 	-	 9 	-	

Malta 	-	 8 8 8 	-	 	-	 9 	-	

Marshall	Islands 	-	 	-	 8 8 	-	 	-	 	-	 	-	

Martinique 	-	 	-	 8 8 9 9 9 	-	

Mauritania 	-	 	-	 9 9 	-	 	-	 9 	-	

Mauritius 	-	 	-	 9 9 	-	 	-	 9 	-	

Mayotte 	-	 	-	 9 9 	-	 - 9 	-	

Melilla	(Spain)* 	-	 	-	 6 6 	-	 	-	 	-	 	-	

Mexico* 5 5 5 5 5 5 5 5

Micronesia,	Federated	States	of 	-	 8 8 8 	-	 	-	 	-	 	-	

Moldova* 9 9 9 9 	-	 	-	 7 	-	

Monaco	(France)* 	-	 6 6 6 	-	 	-	 6 6

Mongolia 	-	 	-	 8 8 	-	 	-	 4 	-	

Montenegro 9 9 9 9 	-	 	-	 7 	-	

Montserrat 	-	 	-	 8 8 9 9 9 	-	

Morocco 	-	 9 9 9 	-	 	-	 9 9

Mount	Athos	(	Greece)* 	-	 	-	 7 7 	-	 	-	 7 7

Mozambique 	-	 	-	 9 9 	-	 9 9 	-	

Myanmar 	-	 8 8 8 	-	 4 4 4

Namibia 	-	 	-	 9 9 	-	 	-	 9 	-	

Nepal* 	-	 8 8 8 	-	 	-	 4 	-	

Netherlands	(Holland)* 6 6 6 6 	-	 	-	 6 6

New	Caledonia 	-	 8 8 8 	-	 	-	 4 	-	

New	Zealand* 	-	 4 4 4 	-	 	-	 4 4

Nicaragua 	-	 	-	 8 8 9 9 9 9

Niger 	-	 	-	 9 9 	-	 	-	 9 	-	

Nigeria* 	-	 	-	 9 9 	-	 	-	 9 9

Norfolk	Island	(Australia)* 	-	 	-	 4 4 	-	 	-	 	-	 	-	

Northern	Ireland	(United	Kingdom)* 6 6 6 6 	-	 	-	 6 6

Northern	Mariana	Islands* 	-	 - 8 8 	-	 	-	 4 	-	

Norway* 7 7 7 7 	-	 	-	 7 7

Oman 	-	 8 8 8 	-	 	-	 9 9

Pakistan* 	-	 8 8 8 	-	 	-	 3 3

Palau 	-	 	-	 8 8 	-	 	-	 	-	 	-	

Panama* 	-	 	-	 8 8 9 9 9 9

Papua	New	Guinea 	-	 8 8 8 	-	 	-	 	-	 	-	

Paraguay 	-	 	-	 8 8 9 9 9 	-	

Peru* 	-	 - 8 8 9 9 9 9

Philippines* 	-	 - 3 3 	-	 	-	 1 1

Poland* 6 6 6 6 	-	 	-	 7 7

Ponape	(Micronesia,	Federated	States	of) 	-	 	-	 8 8 	-	 	-	 	-	 	-	

Portugal* 7 7 7 7 	-	 	-	 7 7

Puerto	Rico* 	-	 5 5 5 5 5 5 5

Qatar 	-	 8 8 8 	-	 	-	 8 8

Reunion	Island 	-	 	-	 9 9 	-	 	-	 8 	-	

Romania 8 8 8 8 	-	 	-	 8 8

Rota	(Northern	Mariana	Islands)* 	-	 - 8 8 	-	 	-	 4 	-	

Russia* 8 8 8 8 	-	 	-	 9 9

Rwanda 	-	 	-	 9 9 	-	 9 9 	-	

Saipan	(Northern	Mariana	Islands)* 	-	 8 8 8 	-	 	-	 4 	-	

Samoa 	-	 8 8 8 	-	 	-	 3 	-	

San	Marino 	-	 	-	 6 6 	-	 	-	 6 6

Saudi	Arabia 8 8 8 8 	-	 	-	 9 9

Scotland	(United	Kingdom)* 6 6 6 6 	-	 	-	 6 6

Senegal 	-	 	-	 9 9 	-	 	-	 9 	-	

Serbia 9 9 9 9 	-	 	-	 7 	-	

Seychelles 	-	 	-	 9 9 	-	 	-	 9 	-	

ExpeditedExpress
Saver

ExpressExpress
Plus

ExpeditedExpress
Saver

ExpressExpress
Plus

ExpeditedExpress
Saver

ExpressExpress
Plus

ExpeditedExpress
Saver

ExpressExpress
Plus

도착지/출발지 수출 수입 도착지/출발지 수출 수입

국제 특송:
UPS 국제 특송 서비스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ups.com®을 참조하시거나 
고객 서비스부 (1588-6886)	
로 문의하십시오.

-		서비스 종류
-	배송 소요 시간
-	환불 보증
-		지불 방법
-	 서비스 정보
-		상품 분류
-	 발송 금지 품목
-	발송 가능 국가
-		UPS 서비스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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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지역(Zone) 구분
UPS 국제 특송 서비스

* 외곽 지역 추가 요금이
 해당 국가의 일부 지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곽 지역에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ups.com®을 참조
 하시거나 고객 서비스부 
	 (1588-6886) 로 문의하십시오.

참고:
추후 변경 –
운임, 요금, 서비스 설명 및 
서비스는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속)

Sierra	Leone 	-	 	-	 9 9 	-	 	-	 9 	-	

Singapore* 1 1 1 1 	-	 	-	 1 1

Slovakia 6 6 6 6 	-	 	-	 7 7

Slovenia 8 8 8 8 	-	 	-	 7 7

Solomon	Islands 	-	 8 8 8 	-	 	-	 	-	 	-	

South	Africa* 8 8 8 8 	-	 	-	 9 9

Spain* 6 6 6 6 	-	 	-	 6 6

Sri	Lanka* 	-	 8 8 8 	-	 	-	 4 	-	

St.	Barthelemy 	-	 	-	 8 8 	-	 9 9 	-	

St.	Christopher	(St.	Kitts) 	-	 	-	 8 8 	-	 9 9 	-	

St.	Croix	(U.S.	Virgin	Islands) 	-	 	-	 8 8 	-	 9 9 	-	

St.	John	(U.S.	Virgin	Islands) 	-	 	-	 8 8 	-	 9 9 	-	

St.	Kitts	and	Nevis 	-	 8 8 8 9 9 9 9

St.	Lucia 	-	 8 8 8 9 9 9 9

St.	Maarten,	St.	Martin 	-	 	-	 8 8 	-	 9 9 	-	

St.	Thomas	(U.S.	Virgin	Islands) 	-	 	-	 8 8 	-	 9 9 	-	

St.	Vincent	&	the	Grenadines 	-	 	-	 8 8 9 9 9 	-	

Suriname 	-	 	-	 8 8 9 9 9 	-	

Swaziland 	-	 	-	 9 9 	-	 9 9 	-	

Sweden* 6 6 6 6 	-	 	-	 7 7

Switzerland* 6 6 6 6 	-	 	-	 7 7

Syrian	Arab	Republic 	-	 	-	 9 9 	-	 	-	 9 	-	

Tahiti	(French	Polynesia) 	-	 8 8 8 	-	 	-	 4 	-	

Taiwan* - 1 1 1 	-	 	-	 3 3

Tajikistan* 	-	 	-	 8 8 	-	 	-	 9 	-	

Tanzania,	United	Republic	of 	-	 	-	 9 9 	-	 	-	 7 	-	

Thailand* 3 3 3 3 	-	 	-	 2 2

Timor-Leste 	-	 	-	 8 8 	-	 	-	 	-	 	-	

Tinian	(Northern	Mariana	Islands)* 	-	 	-	 8 8 	-	 	-	 4 	-	

Togo 	-	 	-	 9 9 	-	 	-	 9 	-	

ExpeditedExpress
Saver

ExpressExpress
Plus

ExpeditedExpress
Saver

ExpressExpress
Plus

Tonga 	-	 	-	 8 8 	-	 	-	 	-	 	-	

Tortola	(British	Virgin	Islands) 	-	 	-	 8 8 	-	 9 9 	-	

Trinidad	&	Tobago* 	-	 8 8 8 9 9 9 	-	

Truk	(Micronesia,	Federated	States	of) 	-	 	-	 8 8 	-	 	-	 	-	 	-	

Tunisia 	-	 9 9 9 	-	 	-	 - 	-	

Turkey 8 8 8 8 	-	 	-	 8 8

Turkmenistan 	-	 	-	 8 	-	 	-	 	-	 8 	-	

Turks	&	Caicos	Islands 	-	 	-	 8 8 	-	 8 8 	-	

Tuvalu 	-	 	-	 8 8 	-	 	-	 	-	 	-	

U.S.	Virgin	Islands 	-	 	-	 8 8 9 9 9 	-	

Uganda 	-	 	-	 9 9 	-	 	-	 8 	-	

Ukraine* 8 8 8 8 	-	 	-	 9 	-	

Union	Islands	(St.	Vincent	&	the	Grenadines) 	-	 	-	 8 8 	-	 9 9 	-	

United	Arab	Emirates 8 8 8 8 	-	 	-	 8 8

United	Kingdom* 6 6 6 6 	-	 	-	 6 6

United	States* 5 5 5 5 5 5 5 5

Uruguay 	-	 	-	 8 8 9 9 9 	-	

Uzbekistan 	-	 	-	 8 8 	-	 	-	 8 	-	

Vanuatu 	-	 8 8 8 	-	 	-	 	-	 	-	

Vatican	City	(Italy)* 6 6 6 6 	-	 	-	 6 6

Venezuela* 	-	 	-	 8 8 9 9 9 9

Vietnam* 2 2 2 2 	-	 	-	 2 2

Virgin	Gorda	(British	Virgin	Islands) 	-	 	-	 8 8 9 9 9 	-	

Wales	(United	Kingdom)* 6 6 6 6 	-	 	-	 6 6

Wallis	&	Futuna	Islands 	-	 8 8 8 	-	 	-	 	-	 	-	

Yap	(Micronesia,	Federated	States	of) 	-	 	-	 8 8 	-	 	-	 	-	 	-	

Yemen,	Republic	of 	-	 	-	 9 9 	-	 	-	 7 	-	

Zambia 	-	 	-	 9 9 	-	 	-	 8 	-	

Zimbabwe 	-	 	-	 9 9 	-	 	-	 8 	-	

ExpeditedExpress
Saver

ExpressExpress
Plus

ExpeditedExpress
Saver

ExpressExpress
Plus

도착지/출발지 수출 수입 도착지/출발지 수출 수입

국제 특송:
UPS 국제 특송 서비스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ups.com®을 참조하시거나 
고객 서비스부 (1588-6886)	
로 문의하십시오.

-		서비스 종류
-	배송 소요 시간
-	환불 보증
-		지불 방법
-	 서비스 정보
-		상품 분류
-	 발송 금지 품목
-	발송 가능 국가
-		UPS 서비스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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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지역(Zone) 구분
UPS Worldwide Express Freight®

국
가

별
 지

역
(ZO

N
E) 구

분

+ 중국 남부는 복건성
(Fujian), 해남성 (Hainan), 
후난(Hu	Nan), 운남성
(Yunnan), 강서성(Jiangxi), 
광서(Guangxi), 광동성
(Guangdong	Provinces) 과 
충칭(Chongqing) 시만을 
포함합니다.

* 외곽 지역 추가 요금 
혹은 원거리 서비스 
추가 요금이 해당 
국가의 일부 지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곽 지역 및 원거리 
지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ups.com®		

을 방문하시거나 고객 
서비스부 (1588-6886)	
로 문의하십시오.

참고:
추후 변경 –
운임, 요금, 서비스 설명 
및 서비스는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도착지/출발지 수출 수입

Argentina* 8 8

Australia* 4 4

Austria* 7 7

Bahrain 8 7

Bangladesh 8 4

Belgium 6 6

Brazil* 8 9

Bulgaria - 9

Canada* 5 5

Chile* 8 9

China	(Excluding	China	South)* 1 3

China	South+* 10 10

Colombia* 8 9

Costa	Rica* 8 9

Czech	Republic* 6 7

Denmark* 7 7

Dominican	Republic* 8 9

Ecuador* 8 9

El	Salvador* 8 9

Finland* 7 7

France* 6 6

Germany* 6 6

Greece* 7 7

Guatemala* 8 9

Honduras* 8 9

Hong	Kong 10 2

Hungary* 8 7

India* 4 –

Indonesia* 3 4

Ireland,	Republic	of 7 7

Israel 9 8

Italy* 6 6

Japan* 2 2

Kuwait 8 -

도착지/출발지 수출 수입

Liechtenstein* 6 7

Luxembourg 6 7

Malaysia* 3 3

Malta 8 9

Mexico* 5 5

Morocco 9 9

Netherlands	(Holland)* 6 6

New	Zealand* 4 4

Nicaragua 8 9

Norway* 7 7

Pakistan 8 3

Panama* 8 9

Philippines* 3 1

Poland* 6 7

Portugal* 7 7

Puerto	Rico* 5 5

Qatar 8 8

Romania - 8

Saudi	Arabia 8 -

Serbia - 7

Singapore* 1 1

Slovakia 6 7

Spain* 6 6

Sri	Lanka 8 4

Sweden* 6 7

Switzerland* 6 7

Taiwan* 1 3

Thailand* 3 2

Tunisia 9 9

Turkey 8 8

United	Arab	Emirates 8 8

United	Kingdom* 6 6

United	States* 5 5

Vietnam* 2 2



수출 – UPS Worldwide Express

 0.5 93,500 95,400 103,400 102,400 101,700 99,400 105,700 139,900 141,300 90,000

 1.0 100,700 103,100 110,600 112,100 112,400 113,600 122,500 159,800 165,800 96,900

 1.5 107,900 110,000 117,800 121,400 122,600 127,600 139,700 179,900 190,400 103,600

 2.0 115,000 117,000 125,100 130,600 132,700 141,800 156,200 200,300 215,000 110,500

 2.5 121,300 123,900 132,700 139,700 142,900 156,100 173,100 220,300 239,400 116,600

 3.0 127,100 130,900 140,600 150,600 152,900 170,500 188,000 241,500 260,800 122,300

 3.5 132,300 137,600 148,200 161,900 162,000 185,300 201,800 262,200 282,200 127,100

 4.0 137,300 144,400 155,900 172,900 171,600 200,000 215,500 283,000 303,500 132,000

 4.5 141,600 151,400 163,800 184,100 181,000 214,500 229,300 304,100 324,800 136,200

 5.0 146,100 158,300 171,800 195,400 190,400 229,000 243,100 324,900 346,000 140,600

 5.5 150,500 165,900 179,400 204,000 199,900 244,100 257,100 347,800 367,400 144,500

 6.0 154,700 173,100 187,200 212,500 209,300 258,900 271,200 370,800 388,800 148,700

 6.5 158,600 180,900 195,100 221,200 218,400 274,200 285,100 394,100 410,200 152,500

 7.0 162,500 188,100 202,600 229,900 227,500 289,000 299,200 416,900 431,400 156,300

 7.5 166,300 195,700 210,600 238,500 236,600 304,100 313,000 440,100 452,900 159,900

 8.0 170,100 202,100 217,600 247,100 245,800 316,200 328,400 461,400 471,300 163,500

 8.5 173,500 208,700 224,600 255,600 254,600 328,200 343,700 482,900 490,300 166,900

 9.0 177,500 215,100 231,400 264,300 263,400 340,200 359,000 504,500 509,000 170,500

 9.5 181,200 221,400 238,700 273,000 272,500 352,300 374,400 525,700 527,900 174,100

 10.0 184,600 227,800 245,700 281,800 281,500 364,400 389,600 547,200 546,700 177,700

 10.5 188,500 232,500 250,600 288,600 288,200 374,900 403,100 566,200 565,100 181,300

 11.0 192,100 237,300 255,700 295,600 295,300 385,400 416,600 585,500 583,700 184,600

 11.5 195,800 241,800 261,000 302,700 302,300 396,100 430,000 604,900 602,100 188,400

 12.0 199,400 246,600 266,100 309,800 308,900 406,500 443,600 623,900 620,800 191,900

 12.5 203,300 251,300 271,200 317,000 316,000 416,900 456,900 643,400 639,200 195,500

 13.0 206,900 255,700 275,400 324,000 323,100 426,700 470,500 660,400 657,800 198,800

 13.5 210,700 260,400 279,700 331,200 330,000 436,500 484,000 677,200 676,300 202,500

 14.0 214,500 264,800 284,000 338,300 336,900 446,300 497,700 694,000 694,800 206,200

 14.5 218,000 269,600 288,300 345,600 343,900 456,200 511,300 711,100 713,100 209,700

 15.0 221,700 274,200 292,600 352,700 350,900 465,900 524,900 728,100 731,700 213,100

 15.5 225,500 274,900 293,100 355,700 357,700 475,600 530,200 747,600 753,200 216,700

 16.0 229,200 275,800 294,100 358,800 364,400 485,100 535,500 766,900 774,700 220,400

 16.5 232,600 276,900 294,700 362,100 371,200 494,500 541,100 786,000 796,100 223,800

 17.0 236,400 277,600 295,300 365,100 377,800 504,300 546,400 805,400 817,700 227,400

 17.5 240,100 278,500 296,300 368,100 384,900 513,700 551,600 824,700 838,900 231,000

 18.0 243,000 279,400 296,600 371,000 389,900 523,100 556,900 836,900 851,200 233,600

 18.5 245,500 280,000 296,800 373,700 394,900 536,200 562,200 848,700 863,900 236,000

 19.0 248,200 281,200 297,400 376,600 400,200 545,500 567,500 860,700 874,500 238,700

 19.5 250,800 282,000 297,900 379,200 405,700 559,700 575,500 874,500 885,100 242,000

 20.0 256,700 283,000 298,700 381,800 416,100 572,800 590,100 896,900 900,100 248,200

32,500 33,900 35,200 41,800 43,700 45,100 48,000 57,600 72,700 30,900

 0.5 32,500 33,900 35,200 41,800 43,700 45,100 48,000 57,600 72,700 30,900

 1.0 50,900 52,800 54,100 61,600 68,300 73,200 77,200 93,100 104,800 49,000

 1.5 69,600 71,200 73,300 81,400 90,700 99,600 106,700 128,500 137,000 67,000

 2.0 87,300 90,000 92,300 101,000 112,900 123,400 135,800 164,000 168,900 83,900

 2.5 105,100 108,800 111,300 120,600 134,900 148,900 165,300 199,800 201,100 101,100

 3.0 114,000 121,500 124,400 138,700 146,900 165,600 183,300 224,300 227,300 109,700

 3.5 122,100 131,000 137,600 153,900 158,800 181,200 198,000 249,300 253,200 117,300

 4.0 129,800 140,100 148,800 167,500 169,800 196,400 212,700 274,200 279,500 124,900

 4.5 137,200 149,100 160,000 181,400 179,700 211,800 227,600 298,900 305,400 131,900

 5.0 144,300 158,100 171,000 195,000 189,000 227,500 242,200 323,800 331,600 139,000

UPS Express Envelope와 Documents(서류) 가격

화물의 총중량

(kg)
Zone

1
Zone

2
Zone

3
Zone

4
Zone

5
Zone

6
Zone

7
Zone

8
Zone

9

화물의 총중량

(kg)

비서류

UPS Worldwide Express
UPS Worldwide Express 긴급한 발송물의 

경우, UPS Worldwide Express 서비스는

미국, 유럽 및 아시아 대부분 지역, 

남미 일부 지역 및 캐나다 주요 도시에 

오전 10:30, 오후 12:00 (정오), 오후 2:00 

또는 오후 3:00까지 배송하며 환불 보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UPS Worldwide Express Plus
UPS Worldwide Express 보다 더욱

신속하게 미국은 오전 8:00/08:30, 

캐나다는 오전 8:30, 주요 아시아 

국가 그리고 4,000여 개 이상의 

미국 도시와 유럽 국가의 주요 

비즈니스 센터로 오전 9:00까지

배송해 드리며, 환불 보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UPS Worldwide Express Plus의 이용 운임은 

해당 발송물의 UPS Worldwide Express 
운임에 52,000원을 추가하면 됩니다.

5.0 kg 을 초과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UPS Worldwide Express 비서류  

요금표를 참조하십시오.

한국 출발을 기준으로 책정된 운임입니다. 
(원화)

* UPS 운송 약관을 포함하는 조건 및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 
서비스부에 문의하시거나 ups.com ®을 
참조하십시오.

+  Express Envelope으로 발송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0.5kg의 중량 제한이 있습니다. 
중량이 0.5kg을 초과하는 경우, 서류 또는 
비서류 요금이 적용됩니다.

참고:
추후 변경 –
운임, 요금, 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는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UPS Express
Envelope+

Zone
10

Zone
1

Zone
2

Zone
3

Zone
4

Zone
5

Zone
6

Zone
7

Zone
8

Zone
9

Zone
10



수출 – UPS Worldwide Express

  

21-44 12,800 13,800 14,500 19,000 20,800 28,600 29,500 44,800 45,000 12,400

45-70 12,100 12,900 14,000 18,900 19,400 28,500 29,300 44,500 44,900 11,600

71-99 11,900 12,700 13,900 18,500 19,100 28,400 29,100 44,100 44,400 11,500

100-299 11,600 12,500 13,800 18,300 19,000 28,300 29,000 43,900 44,100 11,400

300-499 11,500 12,100 13,700 18,100 18,700 28,200 28,800 43,700 43,900 11,300

500-999 11,400 11,900 13,600 17,700 18,600 28,100 28,400 43,400 43,800 11,100

1,000 이상 11,300 11,500 13,500 17,500 18,500 27,900 28,100 43,100 43,300 11,000

20 kg 초과 화물 (kg 당 가격)#

Zone
1

Zone
2

Zone
3

Zone
4

Zone
5

Zone
6

Zone
7

Zone
8

Zone
9

Zone
10

화물의 총중량

(kg)

비서류 (계속)

UPS 10 KG Box® 및 UPS 25 KG Box®

UPS 10 KG Box (42 cm x 34 cm x 27 cm)
10 KG*까지 할인된 단일 요금이 

적용됩니다.  

UPS 25 KG Box (50 cm x 45 cm x 34 cm)
25 KG*까지 할인된 단일 요금이 

적용됩니다.     

UPS 10 KG Box 와 UPS 25 KG Box는 운임은 발송인에게, 세금과 부가세는 수취인에게 청구됩니다. 
UPS 약관을 포함한 조건 및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ups.com®을 

방문하시거나 고객 서비스부에 문의하십시오.

* UPS 10 KG Box는 최대 15 kg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UPS 25 KG Box는 최대 30 kg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최대 중량을 초과하는 
발송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 중량보다 높은 중량 단계의  
요율이 적용되었다면, 그 화물은 보다  
낮은 운임으로 청구된 것입니다.  
UPS 청구 시스템은 실 중량과 높은 중량 
단계 요율을 적용한 가격을 자동으로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금액을 청구합니다.

참고:
추후 변경 –
운임, 요금, 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는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Zone 1

Zone 2

Zone 3

Zone 4

Zone 5

Zone 6

Zone 7

Zone 8

Zone 9

Zone 10

기본 요금

15 kg 까지 
kg 당 

초과 요금

15 kg 
초과 요금

화물의 
총중량

(kg)

 
UPS 

Worldwide 
Express 

25 KG Box 
요금적용

Zone 1

Zone 2

Zone 3

Zone 4

Zone 5

Zone 6

Zone 7

Zone 8

Zone 9

기본 요금

30 kg 까지 
kg 당  

초과 요금

30 kg
초과 요금

화물의 

총중량 
(kg)

UPS 
Worldwide 

Express  
비서류

요금적용

Zone 10

129,600

187,800

189,900

193,400

218,200

274,900

283,300

392,800

396,700

124,500

9,700

12,400

12,400

13,100

13,800

22,800

22,800

37,000

37,000

9,300

208,200

270,300

273,200

308,400

347,400

481,700

495,700

717,800

725,000

206,200

9,800

12,800

12,800

13,500

14,500

24,600

24,600

40,000

40,000

9,600

한국 출발을 기준으로 책정된 운임입니다. 
(원화)



수출 – UPS Worldwide Express Saver®

 0.5 88,200 90,000 97,500 96,600 95,900 93,700 99,700 131,900 133,300 84,900

 1.0 95,000 97,200 104,300 105,700 106,000 107,100 115,500 150,700 156,400 91,400

 1.5 101,700 103,700 111,100 114,500 115,600 120,300 131,700 169,700 179,600 97,700

 2.0 108,400 110,300 118,000 123,200 125,100 133,700 147,300 188,900 202,800 104,200

 2.5 114,400 116,800 125,100 131,700 134,800 147,200 163,300 207,800 225,800 110,000

 3.0 119,900 123,400 132,600 142,000 144,200 160,800 177,300 227,800 246,000 115,300

 3.5 124,800 129,800 139,800 152,700 152,800 174,800 190,300 247,300 266,200 119,900

 4.0 129,500 136,200 147,000 163,100 161,800 188,600 203,300 266,900 286,300 124,500

 4.5 133,500 142,800 154,500 173,600 170,700 202,300 216,300 286,800 306,400 128,400

 5.0 137,800 149,300 162,000 184,300 179,600 216,000 229,300 306,500 326,400 132,600

 5.5 141,900 156,500 169,200 192,400 188,500 230,200 242,500 328,100 346,600 136,300

 6.0 145,900 163,300 176,600 200,400 197,400 244,200 255,800 349,800 366,700 140,200

 6.5 149,600 170,600 184,000 208,600 206,000 258,600 268,900 371,700 386,900 143,800

 7.0 153,300 177,400 191,100 216,800 214,600 272,600 282,200 393,300 406,900 147,400

 7.5 156,800 184,600 198,600 225,000 223,200 286,800 295,200 415,100 427,200 150,800

 8.0 160,400 190,600 205,200 233,100 231,800 298,300 309,800 435,200 444,600 154,200

 8.5 163,600 196,800 211,800 241,100 240,100 309,600 324,200 455,500 462,500 157,400

 9.0 167,400 202,900 218,300 249,300 248,400 320,900 338,600 475,900 480,100 160,800

 9.5 170,900 208,800 225,100 257,500 257,000 332,300 353,200 495,900 498,000 164,200

 10.0 174,100 214,900 231,700 265,800 265,500 343,700 367,500 516,200 515,700 167,600

 10.5 177,800 219,300 236,400 272,200 271,800 353,600 380,200 534,100 533,100 171,000

 11.0 181,200 223,800 241,200 278,800 278,500 363,500 393,000 552,300 550,600 174,100

 11.5 184,700 228,100 246,200 285,500 285,100 373,600 405,600 570,600 568,000 177,700

 12.0 188,100 232,600 251,000 292,200 291,400 383,400 418,400 588,500 585,600 181,000

 12.5 191,700 237,000 255,800 299,000 298,100 393,300 431,000 606,900 603,000 184,400

 13.0 195,100 241,200 259,800 305,600 304,800 402,500 443,800 623,000 620,500 187,500

 13.5 198,700 245,600 263,800 312,400 311,300 411,700 456,600 638,800 638,000 191,000

 14.0 202,300 249,800 267,900 319,100 317,800 421,000 469,500 654,700 655,400 194,500

 14.5 205,600 254,300 271,900 326,000 324,400 430,300 482,300 670,800 672,700 197,800

 15.0 209,100 258,600 276,000 332,700 331,000 439,500 495,100 686,800 690,200 201,000

 15.5 212,700 259,300 276,500 335,500 337,400 448,600 500,100 705,200 710,500 204,400

 16.0 216,200 260,100 277,400 338,400 343,700 457,600 505,100 723,400 730,800 207,900

 16.5 219,400 261,200 278,000 341,600 350,100 466,500 510,400 741,500 751,000 211,100

 17.0 223,000 261,800 278,500 344,400 356,400 475,700 515,400 759,800 771,400 214,500

 17.5 226,500 262,700 279,500 347,200 363,100 484,600 520,300 778,000 791,400 217,900

 18.0 229,200 263,500 279,800 350,000 367,800 493,400 525,300 789,500 803,000 220,300

 18.5 231,600 264,100 280,000 352,500 372,500 505,800 530,300 800,600 815,000 222,600

 19.0 234,100 265,200 280,500 355,200 377,500 514,600 535,300 811,900 825,000 225,100

 19.5 236,600 266,000 281,000 357,700 382,300 528,000 542,300 825,000 835,000 228,300

 20.0 242,100 266,900 281,700 360,100 392,100 540,300 556,100 846,100 848,100 234,100

30,600 31,900 33,200 39,400 41,200 42,500 45,200 54,300 68,500 29,100

 0.5 30,600 31,900 33,200 39,400 41,200 42,500 45,200 54,300 68,500 29,100

 1.0 48,000 49,800 51,000 58,100 64,400 69,000 72,800 87,800 98,800 46,200

 1.5 65,600 67,100 69,100 76,700 85,500 93,900 100,600 121,200 129,200 63,200

 2.0 82,300 84,900 87,000 95,200 106,500 116,400 128,100 154,700 159,300 79,100

 2.5 99,100 102,600 105,000 113,700 127,200 140,400 155,900 188,400 189,700 95,300

 3.0 107,500 114,600 117,300 130,800 138,500 156,200 172,900 211,600 214,400 103,400

 3.5 115,100 123,500 129,800 145,100 149,800 170,900 186,700 235,100 238,800 110,600

 4.0 122,400 132,100 140,300 158,000 160,100 185,200 200,600 258,600 263,600 117,800

 4.5 129,400 140,600 150,900 171,100 169,500 199,800 214,700 281,900 288,100 124,400

 5.0 136,100 149,100 161,300 183,900 178,300 214,600 228,400 305,400 312,800 131,100

UPS Express
Envelope+

UPS Express Envelope과 Documents(서류) 가격

화물의 총중량

(kg)
Zone

1
Zone

2
Zone

3
Zone

4
Zone

5
Zone

6
Zone

7
Zone

8
Zone

9

비서류

UPS Worldwide Express Saver
UPS Worldwide Express의 경제적 대안인

UPS Worldwide Express Saver는 전 세계

220여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  

영업일 내에 배송해 드리며,

환불 보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5.0 kg을 초과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UPS Worldwide Express Saver 비서류  

요금표를 참조하십시오.

한국 출발을 기준으로 책정된 운임입니다. 
(원화)

* UPS 운송 약관을 포함하는 조건 및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 
서비스부에 문의하시거나 ups.com®을 
참조하십시오.

+ Express Envelope로 발송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0.5kg의 중량 제한이 있습니다. 중량이 0.5kg
을 초과하는 경우, 서류 또는 비서류 요금이 
적용됩니다.

참고:
추후 변경 –
운임, 요금, 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는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Zone
10

화물의 총중량

(kg)
Zone

1
Zone

2
Zone

3
Zone

4
Zone

5
Zone

6
Zone

7
Zone

8
Zone

9
Zone
10



수출 – UPS Worldwide Express Saver®

  

21-44 12,100 13,000 13,700 17,900 19,600 27,000 27,800 42,300 42,400 11,700

45-70 11,400 12,200 13,200 17,800 18,200 26,900 27,600 41,900 42,300 10,900

71-99 11,200 12,000 13,100 17,400 18,000 26,800 27,400 41,600 41,800 10,800

100-299 10,900 11,800 13,000 17,200 17,900 26,700 27,300 41,400 41,600 10,700

300-499 10,800 11,400 12,900 17,000 17,700 26,600 27,100 41,200 41,400 10,600

500-999 10,700 11,200 12,800 16,700 17,600 26,500 26,700 40,900 41,300 10,500

1,000 이상 10,600 10,800 12,700 16,500 17,500 26,300 26,500 40,600 40,800 10,400

20 kg 초과 화물 (kg 당 가격)#

비서류 (계속)

UPS 10 KG Box® 및 UPS 25 KG Box®

UPS 10 KG Box (42 cm x 34 cm x 27 cm)
10 KG*까지 할인된 단일 요금이 

적용됩니다.

UPS 10 KG Box 와 UPS 25 KG Box는 운임은 발송인에게, 세금과 부가세는 수취인에게 청구됩니다. 

UPS 약관을 포함한 조건 및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ups.com®에 

방문하시거나 고객 서비스부에 문의하십시오.

UPS 25 KG Box (50 cm x 45 cm x 34 cm)
25 KG*까지 할인된 단일 요금이 적용됩니다. 

*  UPS 10 KG Box는 최대 15 kg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UPS 25 KG Box는 최대 30 kg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최대 중량을 초과하는 
발송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 중량보다 높은 중량 단계의  
요율이 적용되었다면, 그 화물은 보다  
낮은 운임으로 청구된 것입니다.  
UPS 청구 시스템은 실 중량과 높은 중량 단계 
요율을 적용한 가격을 자동으로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금액을 청구합니다.

참고:
추후 변경 –
운임, 요금, 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는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국 출발을 기준으로 책정된 운임입니다. 
(원화)

기본 요금
15 kg까지 

kg당 
초과 요금

Zone 1

UPS 
Worldwide 

Express Saver 
25 KG 

요금적용

Zone 2

Zone 3

Zone 4

Zone 5

Zone 6

Zone 7

Zone 8

Zone 9

Zone 10

기본 요금
30 kg까지 

kg당 
초과 요금

Zone 1

UPS 
Worldwide 

Express Saver 
비서류

요금적용

Zone 2

Zone 3

Zone 4

Zone 5

Zone 6

Zone 7

Zone 8

Zone 9

Zone 10

화물의 총중량

(kg)
Zone

1
Zone

2
Zone

3
Zone

4
Zone

5
Zone

6
Zone

7
Zone

8
Zone

9
Zone
10

 122,400 

 177,300 

 179,100 

 182,400 

 205,700 

 259,300 

 267,100 

 370,500 

 374,200 

 117,600 

 9,300 

 11,800 

 11,800 

 12,400 

 13,100 

 21,700 

 21,700 

 34,900 

 34,900 

 8,800 

 196,300 

 255,200 

 257,700 

 291,000 

 327,900 

 454,300 

 467,800 

 677,300 

 684,100 

 194,500 

 9,400 

 12,100 

 12,100 

 12,800 

 13,700 

 23,300 

 23,300 

 37,700 

 37,700 

 9,300 

화물의 
총중량

(kg)

화물의 
총중량

(kg)

15 kg
초과 요금

30 kg
초과 요금



수출 – UPS Worldwide Expedited

 1.0 87,800 90,800 93,600 101,000 101,800 103,300 109,500 144,800 151,100 85,400

 2.0 97,400 102,700 106,100 116,000 120,000 127,900 135,600 180,400 188,300 94,500

 3.0 106,700 115,000 118,600 130,800 138,100 152,700 161,600 215,900 225,900 103,400

 4.0 114,600 126,800 130,900 144,500 154,800 177,600 185,000 251,600 263,000 111,200

 5.0 122,500 138,800 143,500 158,200 171,700 202,400 208,400 288,000 300,600 119,000

 6.0 129,800 150,800 155,100 171,800 188,700 227,100 232,000 328,300 342,100 126,000

 7.0 136,400 162,300 166,900 185,500 205,100 252,100 255,200 368,600 383,700 132,300

 8.0 142,500 174,100 178,700 199,100 221,500 275,400 278,600 407,800 425,400 138,300

 9.0 148,700 185,700 190,300 213,200 237,400 296,300 302,100 445,400 466,900 144,500

 10.0 154,900 197,600 201,900 227,000 253,300 317,200 325,500 483,500 500,900 150,600

 11.0 161,000 198,300 203,400 237,900 265,500 335,200 346,400 517,500 531,400 156,500

 12.0 163,700 199,000 204,700 248,700 277,700 353,300 367,200 551,400 562,000 159,200

 13.0 166,500 200,100 206,300 259,600 289,900 370,800 388,300 582,500 592,400 161,700

 14.0 169,300 200,800 207,900 267,800 302,100 387,900 409,100 612,500 622,900 164,400

 15.0 170,800 201,500 209,200 272,700 314,200 405,000 429,900 641,300 653,500 165,800

 16.0 171,900 201,900 209,700 277,400 315,800 407,700 433,000 670,200 660,600 167,200

 17.0 173,500 202,100 210,300 282,000 317,200 410,200 436,000 683,000 667,700 168,400

 18.0 174,700 202,500 210,900 286,600 318,400 413,100 439,000 696,100 674,700 169,700

 19.0 176,000 203,100 211,800 291,000 319,900 415,600 442,100 701,300 681,800 171,100

 20.0  180,900 210,200 218,600 304,700 322,100 428,100 464,100 728,100 716,100 175,000

  

21-44 9,000 10,400 10,800 15,100 16,100 21,400 23,200 36,400 35,800 8,700

45-70 8,300 9,600 10,100 14,900 14,300 20,400 22,600 35,100 35,200 8,200

71-99 8,000 9,000 9,700 13,900 13,900 19,200 21,100 32,800 33,500 7,900

100-299 7,900 8,800 9,600 13,600 13,800 18,900 20,800 32,400 33,000 7,800

300-499 7,800 8,600 9,400 13,400 13,700 18,700 20,700 32,200 32,800 7,700

500-999 7,700 8,500 9,200 13,200 13,500 18,600 20,600 31,900 32,300 7,600

1,000 이상 7,600 8,300 9,000 13,000 13,400 18,500 20,300 31,400 32,200 7,500

20 kg 초과 화물 (kg 당 가격)#

화물의 총중량

(kg)
Zone

1
Zone

2
Zone

3
Zone

4
Zone

5
Zone

6
Zone

7
Zone

8
Zone

9

비서류 

UPS Worldwide Expedited
중요하지만 덜 긴급한 발송물에 대해서는

UPS Worldwide Expedited 서비스를 이용

하십시오. 이 발송 서비스는 유럽, 아시아 

및 북남미 주요 사업장으로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에 통관하여 Door-to-Door로 배송하여

드립니다. 

한국 출발을 기준으로 책정된 운임입니다. 
(원화)

#   실 중량보다 높은 중량 단계의  
요율이 적용되었다면, 그 화물은  
보다 낮은 운임으로 청구된 것입니다. 
UPS 청구 시스템은 실 중량과 높은 
중량 단계 요율을 적용한 가격을 
자동으로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금액을 
청구합니다.

참고:
추후 변경 – 
운임, 요금, 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는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Zone
10



수입 – UPS Worldwide Express
UPS Express Envelope과 Documents(서류) 가격

비서류

UPS Worldwide Express
UPS Worldwide Express 긴급한 수입 발송물의 

경우, UPS Worldwide Express 서비스는 대한

민국 내 일부 지역에 오후 12:00 (정오) 

또는 오후 2:00 까지 배송하며, 환불 보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UPS Worldwide Express Plus
매우 긴급한 발송물을 위한 정시 배송으로

UPS Worldwide Express Plus는 대한민국 내

일부 지역으로 오전 9:00 또는 오전 11:00 
까지 배송을 보장합니다.*

UPS Worldwide Express Plus의 이용 운임은 

해당 발송물의 UPS Worldwide Express 운임에 
52,000원을 추가하면 됩니다.

5.0 kg을 초과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UPS Worldwide Express 비서류 요금표를 

참조하십시오.

한국 수입을 기준으로 책정된 운임입니다.
(원화)

- - 30,000 48,200 50,300 51,900 55,200 66,300 83,600

 0.5 - - 30,000 48,200 50,300 51,900 55,200 66,300 83,600

 1.0 - - 46,200 71,000 78,600 84,200 88,900 107,100 120,600

 1.5 - - 62,500 93,600 104,400 114,500 122,700 147,800 157,600

 2.0 - - 78,500 116,100 129,900 142,000 156,300 188,700 188,900

 2.5 - - 94,700 138,700 155,100 171,200 190,100 229,500 207,400

 3.0 - - 105,800 159,600 168,900 190,500 210,900 250,400 227,700

 3.5 - - 117,100 177,000 182,700 204,900 227,700 271,600 247,700

 4.0 - - 126,500 192,700 195,300 215,300 244,600 292,500 267,800

 4.5 - - 136,200 208,700 206,700 225,700 261,900 313,700 287,700

 5.0 - - 145,500 224,200 217,500 236,200 278,500 334,700 307,900

화물의 총중량

(kg)
Zone

1
Zone

2
Zone

3
Zone

4
Zone

5
Zone

6
Zone

7
Zone

8
Zone

9

UPS Express
Envelope+

* UPS 운송 약관을 포함하는 조건 및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 서비스부에

 문의하시거나 ups.com® 을 참조하십시오.

+  서신 및 서류만 해당.
 0.5kg의 중량 제한이 있습니다. 중량이 0.5kg

을 초과하는 경우, 서류 또는 비서류 요금이 
적용됩니다. 

참고:
추후 변경 –  
운임, 요금, 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는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0.5 - - 87,900 117,800 109,900 114,300 121,600 145,200 148,300

 1.0 - - 94,200 128,900 129,300 130,600 140,900 175,400 161,100

 1.5 - - 100,300 139,700 141,000 146,800 160,600 204,000 179,500

 2.0 - - 106,500 150,300 152,600 163,100 179,600 226,900 201,100

 2.5 - - 112,900 160,600 164,500 179,500 199,100 250,400 222,500

 3.0 - - 119,600 173,100 175,900 196,100 216,200 267,100 244,100

 3.5 - - 126,100 186,300 186,400 213,200 232,100 284,100 265,600

 4.0 - - 132,500 198,900 197,300 230,000 247,900 301,200 287,100

 4.5 - - 139,300 211,700 208,200 242,700 263,800 317,900 308,600

 5.0 - - 146,100 224,800 219,000 253,900 279,600 335,200 330,100

 5.5 - - 152,600 234,600 229,900 264,400 295,700 350,500 348,700

 6.0 - - 159,300 244,400 240,800 274,900 311,900 366,000 366,900

 6.5 - - 165,900 254,300 251,200 285,400 327,900 381,300 385,600

 7.0 - - 172,300 264,400 261,700 295,700 344,100 396,700 404,200

 7.5 - - 179,100 274,400 272,200 306,200 359,900 412,300 422,600

 8.0 - - 185,000 284,200 282,600 316,800 377,700 427,700 440,800

 8.5 - - 191,000 294,000 292,800 327,100 395,300 442,900 459,200

 9.0 - - 196,900 304,000 302,900 337,400 412,800 466,300 477,300

 9.5 - - 202,900 314,000 313,400 347,900 430,600 489,700 495,700

 10.0 - - 209,000 324,100 323,800 358,300 448,100 513,100 514,300

 10.5 - - 213,200 331,900 331,400 366,800 463,600 536,000 532,600

 11.0 - - 219,600 340,000 339,600 375,800 479,200 559,400 551,100

 11.5 - - 229,400 348,200 347,600 384,600 494,500 582,400 569,400

 12.0 - - 238,900 356,300 355,400 393,200 510,100 602,200 587,900

 12.5 - - 248,700 364,600 363,500 402,100 525,500 624,400 606,500

 13.0 - - 258,600 372,600 371,700 410,900 541,100 641,100 624,400

 13.5 - - 267,800 380,900 379,500 419,700 553,400 654,400 642,000

 14.0 - - 277,600 389,100 387,500 428,600 563,100 664,800 659,600

 14.5 - - 286,900 397,400 395,500 437,400 572,800 675,100 677,200

 15.0 - - 296,600 405,700 403,600 446,300 582,400 685,100 695,000

 15.5 - - 306,400 409,100 411,400 456,800 588,000 687,900 713,300

 16.0 - - 315,800 412,600 419,100 467,000 593,900 690,600 731,200

 16.5 - - 325,500 416,500 426,900 477,200 599,800 693,300 749,600

 17.0 - - 334,900 419,900 434,500 487,400 605,700 695,800 767,800

 17.5 - - 340,800 423,300 442,700 497,700 611,400 701,100 785,900

 18.0 - - 341,200 426,700 448,400 505,900 612,200 711,500 805,500

 18.5 - - 341,400 429,800 454,200 517,500 612,900 721,500 826,400

 19.0 - - 342,000 433,100 460,300 525,800 613,500 731,800 844,700

 19.5 - - 342,600 436,100 466,100 538,100 616,400 743,400 863,400

 20.0 - - 343,500 439,100 477,200 547,200 626,700 759,100 884,900

화물의 총중량

(kg)
Zone

1
Zone

2
Zone

3
Zone

4
Zone

5
Zone

6
Zone

7
Zone

8
Zone

9



수입 – UPS Worldwide Express

#  실 중량보다 높은 중량 단계의  
요율이 적용되었다면, 그 화물은 
보다 낮은 운임으로 청구된 것입니다. 
UPS 청구 시스템은 실 중량과 높은 
중량 단계 요율을 적용한 가격을 
자동으로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금액을 
청구합니다.

참고:
추후 변경 – 
운임, 요금, 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는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서류 (계속)한국 수입을 기준으로 책정된 운임입니다.
(원화)

  

21-44 - - 16,800 21,900 23,800 27,300 30,700 37,900 44,200

45-70 - - 16,100 20,300 22,300 25,500 26,400 37,800 43,100

71-99 - - 16,000 19,000 22,000 24,500 24,700 37,600 43,000

100-299 - - 15,900 18,100 21,900 24,100 24,600 37,500 42,800

300-499 - - 15,800 17,900 21,700 24,000 24,400 37,300 40,400

500-999 - - 14,700 17,800 21,600 23,900 24,100 37,000 38,200

1,000 이상 - - 14,200 17,700 21,500 23,800 23,900 36,700 37,000

화물의 총중량

(kg)

20 kg 초과 화물 (kg 당 가격)#

Zone
1

Zone
2

Zone
3

Zone
4

Zone
5

Zone
6

Zone
7

Zone
8

Zone
9



수입 – UPS Worldwide Express Saver®

UPS Express Envelope과 Documents(서류) 가격

Zone
1

Zone
2

Zone
3

Zone
4

Zone
5

Zone
6

Zone
7

Zone
8

Zone
9

비서류

UPS Worldwide Express Saver
UPS Worldwide Express의 경제적 대안인

UPS Worldwide Express Saver는 전 세계  

220여개 국가의 영업일 내에 배송해 드리며,

환불 보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5.0 kg을 초과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UPS Worldwide Express Saver 비서류 

요금표를 참조하십시오.

한국 수입을 기준으로 책정된 운임입니다. 
(원화)

* UPS 운송 약관을 포함하는 조건 및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 
서비스부에 문의하시거나 ups.com®을 
참조하십시오.

+  서신 및 서류만 해당.
 0.5kg의 중량 제한이 있습니다. 중량이 0.5kg

을 초과하는 경우, 서류 또는 비서류 요금이 
적용됩니다.

참고:
추후 변경 – 
운임, 요금, 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는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9,400 36,700 28,300 45,400 47,400 48,900 52,000 62,500 78,800 24,800

 0.5 29,400 36,700 28,300 45,400 47,400 48,900 52,000 62,500 78,800 24,800

 1.0 44,700 48,100 43,500 66,900 74,100 79,400 83,800 101,000 113,700 39,300

 1.5 60,100 57,200 58,900 88,300 98,400 108,000 115,700 139,400 148,600 53,800

 2.0 72,400 72,200 74,000 109,500 122,500 133,900 147,400 178,000 178,200 67,400

 2.5 84,300 87,300 89,300 130,800 146,300 161,500 179,300 216,500 195,600 81,100

 3.0 93,500 97,500 99,800 150,500 159,300 179,700 198,900 236,200 214,800 88,000

 3.5 101,100 105,100 110,400 166,900 172,300 193,300 214,800 256,200 233,600 94,200

 4.0 108,800 113,100 119,300 181,700 184,200 203,100 230,700 275,900 252,600 100,200

 4.5 112,600 124,700 128,400 196,800 195,000 212,900 247,000 295,900 271,400 105,900

 5.0 116,100 135,700 137,200 211,500 205,100 222,800 262,700 315,700 290,400 111,500

화물의 총중량

(kg)
Zone

1
Zone

2
Zone

3
Zone

4
Zone

5
Zone

6
Zone

7
Zone

8
Zone

9

UPS Express
Envelope+

Zone
10

 0.5 75,000 76,600 82,900 111,100 103,600 107,800 114,700 136,900 139,900 72,200

 1.0 80,900 82,700 88,800 121,600 121,900 123,200 132,900 165,400 151,900 77,800

 1.5 86,500 88,200 94,600 131,700 133,000 138,400 151,500 192,400 169,300 83,100

 2.0 92,300 93,900 100,400 141,700 143,900 153,800 169,400 214,000 189,700 88,700

 2.5 97,300 99,400 106,500 151,500 155,100 169,300 187,800 236,200 209,900 93,600

 3.0 102,000 107,300 112,800 163,300 165,900 185,000 203,900 251,900 230,200 98,100

 3.5 106,200 116,000 118,900 175,700 175,800 201,100 218,900 268,000 250,500 102,000

 4.0 110,200 124,900 125,000 187,600 186,100 216,900 233,800 284,100 270,800 106,000

 4.5 115,100 131,800 131,400 199,700 196,400 228,900 248,800 299,900 291,100 109,200

 5.0 119,600 138,600 137,800 212,000 206,600 239,500 263,700 316,200 311,400 112,800

 5.5 124,600 145,000 143,900 221,300 216,800 249,400 278,900 330,600 328,900 116,000

 6.0 130,000 150,700 150,200 230,500 227,100 259,300 294,200 345,200 346,100 119,200

 6.5 136,200 156,700 156,500 239,900 236,900 269,200 309,300 359,700 363,700 123,700

 7.0 142,200 163,000 162,500 249,400 246,800 278,900 324,600 374,200 381,300 131,400

 7.5 148,300 168,900 168,900 258,800 256,700 288,800 339,500 388,900 398,600 138,500

 8.0 154,600 174,800 174,500 268,100 266,600 298,800 356,300 403,400 415,800 147,500

 8.5 160,700 181,000 180,100 277,300 276,200 308,500 372,900 417,800 433,200 156,200

 9.0 166,800 187,000 185,700 286,700 285,700 318,300 389,400 439,900 450,200 165,200

 9.5 173,100 193,100 191,400 296,200 295,600 328,200 406,200 461,900 467,600 174,000

 10.0 179,100 199,100 197,100 305,700 305,400 338,000 422,700 484,000 485,100 183,000

 10.5 185,500 207,700 201,100 313,100 312,600 346,000 437,300 505,600 502,400 191,700

 11.0 191,500 216,700 207,100 320,700 320,300 354,500 452,000 527,700 519,900 200,300

 11.5 197,700 225,400 216,400 328,400 327,900 362,800 466,500 549,400 537,100 204,400

 12.0 203,900 234,300 225,300 336,100 335,200 370,900 481,200 568,100 554,600 208,200

 12.5 210,000 243,100 234,600 343,900 342,900 379,300 495,700 589,000 572,100 212,100

 13.0 215,000 252,000 243,900 351,500 350,600 387,600 510,400 604,800 589,000 215,700

 13.5 220,200 260,600 252,600 359,300 358,000 395,900 522,000 617,300 605,600 219,700

 14.0 225,500 269,600 261,800 367,000 365,500 404,300 531,200 627,100 622,200 223,700

 14.5 230,700 278,300 270,600 374,900 373,100 412,600 540,300 636,800 638,800 227,500

 15.0 236,200 287,100 279,800 382,700 380,700 421,000 549,400 646,300 655,600 231,200

 15.5 242,200 295,200 289,000 385,900 388,100 430,900 554,700 648,900 672,900 235,100

 16.0 248,200 299,200 297,900 389,200 395,300 440,500 560,200 651,500 689,800 239,100

 16.5 252,400 300,400 307,000 392,900 402,700 450,100 565,800 654,000 707,100 242,800

 17.0 256,500 301,100 315,900 396,100 409,900 459,800 571,400 656,400 724,300 246,700

 17.5 260,500 302,200 321,500 399,300 417,600 469,500 576,700 661,400 741,400 250,600

 18.0 263,600 303,100 321,800 402,500 423,000 477,200 577,500 671,200 759,900 253,400

 18.5 266,400 303,800 322,000 405,400 428,400 488,200 578,200 680,600 779,600 256,000

 19.0 269,300 305,000 322,600 408,500 434,200 496,000 578,700 690,300 796,800 258,900

 19.5 272,100 305,900 323,200 411,400 439,700 507,600 581,500 701,300 814,500 262,600

 20.0 276,300 307,000 324,000 414,200 450,100 516,200 591,200 716,100 834,800 269,300

화물의 총중량

(kg)
Zone

1
Zone

2
Zone

3
Zone

4
Zone

5
Zone

6
Zone

7
Zone

8
Zone

9
Zone
10



수입 – UPS Worldwide Express Saver®

비서류 (계속)

#  실 중량보다 높은 중량 단계의  
요율이 적용되었다면, 그 화물은 보다 
낮은 운임으로 청구된 것입니다.  
UPS 청구 시스템은 실 중량과 높은 중량 
단계 요율을 적용한 가격을 자동으로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금액을 청구합니다.

참고:
추후 변경 – 
운임, 요금, 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는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국 수입을 기준으로 책정된 운임입니다. 
(원화)

  

21-44 13,800 15,000 15,800 20,600 22,500 25,700 28,900 35,800 41,600 13,300

45-70 12,200 14,100 15,200 19,100 21,000 24,000 24,900 35,700 40,500 12,600

71-99 11,800 13,900 15,100 17,900 20,700 23,100 23,300 35,400 40,500 12,500

100-299 11,400 12,800 15,000 17,000 20,600 22,700 23,200 35,300 40,300 12,400

300-499 11,300 12,700 14,900 16,900 20,400 22,600 23,000 35,100 38,100 12,100

500-999 11,100 12,300 13,800 16,800 20,300 22,500 22,700 34,900 36,000 11,800

1,000 이상 11,000 12,100 13,400 16,700 20,200 22,400 22,500 34,600 34,900 11,700

화물의 총중량

(kg)

20 kg 초과 화물 (kg 당 가격)#

Zone
1

Zone
2

Zone
3

Zone
4

Zone
5

Zone
6

Zone
7

Zone
8

Zone
9

Zone
10



수입 – UPS Worldwide Expedited
비서류

UPS Worldwide Expedited
중요하지만 덜 긴급한 발송물에 대해서는

UPS Worldwide Expedited 서비스를 이용

하십시오. 이 발송 서비스는 유럽, 아시아 

및 북남미 주요 사업장으로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에 통관하여 Door-to-Door로 배송하여

드립니다.

한국 수입을 기준으로 책정된 운임입니다. 
(원화)

#  실 중량보다 높은 중량 단계의  
요율이 적용되었다면, 그 화물은  
보다 낮은 운임으로 청구된 것입니다. 
UPS 청구 시스템은 실 중량과 높은 
중량 단계 요율을 적용한 가격을 
자동으로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금액을 
청구합니다.

참고:
추후 변경 –  
운임, 요금, 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는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74,700 77,300 79,700 116,200 112,200 118,800 126,000 152,400 138,700 72,700

 2.0 82,800 87,400 90,300 133,400 138,000 145,000 156,000 196,700 172,800 80,400

 3.0 90,800 97,800 100,900 150,500 158,900 165,700 185,900 231,400 208,900 88,000

 4.0 97,500 108,200 111,400 166,200 178,100 182,600 212,800 260,500 245,200 94,700

 5.0 104,300 120,100 122,100 182,000 197,500 199,400 239,700 289,700 281,200 101,300

 6.0 113,200 130,400 131,900 197,600 217,100 216,300 266,800 316,200 312,500 107,800

 7.0 123,800 140,500 142,000 213,400 235,900 233,100 293,500 342,800 344,200 121,800

 8.0 134,500 150,900 152,000 229,000 254,800 249,900 320,400 369,700 375,500 135,200

 9.0 145,100 161,200 161,900 245,200 273,100 266,700 347,500 396,400 407,100 149,600

 10.0 156,000 171,500 171,700 261,100 291,300 283,300 374,400 425,100 438,300 164,000

 11.0 166,600 186,700 185,600 273,600 305,400 293,600 398,400 453,600 469,700 178,300

 12.0 177,100 202,000 200,300 286,100 319,400 304,000 422,300 482,100 501,000 183,100

 13.0 186,900 217,300 215,800 298,600 333,400 315,300 446,600 510,500 532,600 186,000

 14.0 194,700 231,000 231,200 308,000 347,500 329,800 470,500 529,200 562,900 189,100

 15.0 196,500 231,800 240,600 313,700 361,400 344,400 494,400 545,500 593,200 190,700

 16.0 197,700 232,200 241,200 319,100 363,200 346,600 498,000 569,800 623,300 192,300

 17.0 199,600 232,500 241,900 324,300 364,800 351,700 501,400 580,600 653,400 193,700

 18.0 201,000 232,900 242,600 329,600 366,200 358,100 504,900 591,800 683,800 195,200

 19.0 202,400 233,600 243,600 334,700 367,900 364,700 508,500 596,200 693,900 196,800

20.0  208,100 241,800 251,400 350,500 370,500 378,300 533,800 619,000 711,100 201,300

  

21-44 10,400 12,000 12,500 17,400 18,500 18,900 26,400 30,900 35,500 10,000

45-70 9,600 11,100 11,700 17,200 16,500 17,400 20,800 29,900 33,400 9,500

71-99 8,000 10,400 11,200 15,200 16,000 16,400 18,000 28,000 28,600 9,100

100-299 7,800 10,200 11,100 14,200 15,900 16,100 17,700 27,700 28,200 9,000

300-499 7,700 9,900 10,900 13,800 15,800 16,000 17,700 27,500 28,000 8,900

500-999 7,600 9,800 10,600 13,100 15,600 15,900 17,600 27,300 27,600 8,800

1,000 이상 7,500 9,600 10,400 13,000 15,500 15,800 17,300 26,800 27,500 8,700

화물의 총중량

(kg)
Zone

1
Zone

2
Zone

3
Zone

4
Zone

5
Zone

6
Zone

7
Zone

8
Zone

9
Zone
10

20 kg 초과 화물 (kg 당 가격)#



UPS Worldwide Express Freight®

UPS Worldwide Express Freight
70 kg 이상 팔레트 포장된 발송물을 

60여개 이상 국가의 업무 시간 내 

배송해 드립니다. 영업일 기준 1~3일 

이내에 배송되며, 환불 보증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UPS 운송 약관을 포함하는 조건 및 제한 
사항이 적용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
서비스부에 문의하시거나 ups.com®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즌에는 해당 
화물의 출발지 및 도착지에 의하여 성수기 
할증료가 결정됩니다. UPS는 운송사에 의한 
요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출 (Door-to-Door, 방문 발송, 영업소 대기, 방문 발송 및 영업소 대기 요금)*

수입 (Door-to-Door, 방문 발송, 영업소 대기, 방문 발송 및 영업소 대기 요금)*

71-99  11,200  12,000  13,100  17,400  18,000  26,800  27,400  41,600  41,800  10,800 

100-299  10,900  11,800  13,000  17,200  17,900  26,700  27,300  41,400  41,600  10,700 

300-499  10,800  11,400  12,900  17,000  17,700  26,600  27,100  41,200  41,400  10,600 

500-999  10,700  11,200  12,800  16,700  17,600  26,500  26,700  40,900  41,300  10,500 

1,000 이상  10,600  10,800  12,700  16,500  17,500  26,300  26,500  40,600  40,800  10,400 

최소 운임  795,200  852,000  930,100  1,235,400  1,278,000  1,902,800  1,945,400  2,953,600  2,967,800  766,800 

71-99  11,800  13,900  15,100  17,900  20,700  23,100  23,300  35,400  40,500  12,500 

100-299  11,400  12,800  15,000  17,000  20,600  22,700  23,200  35,300  40,300  12,400 

300-499  11,300  12,700  14,900  16,900  20,400  22,600  23,000  35,100  38,100  12,100 

500-999  11,100  12,300  13,800  16,800  20,300  22,500  22,700  34,900  36,000  11,800 

1,000 이상  11,000  12,100  13,400  16,700  20,200  22,400  22,500  34,600  34,900  11,700 

최소 운임  837,800  986,900  1,072,100  1,270,900  1,469,700  1,640,100  1,654,300  2,513,400  2,875,500  887,500 

화물의 총중량

(kg)

화물의 총중량

(kg)

Zone
1

Zone
1

Zone
2

Zone
2

Zone
3

Zone
3

Zone
4

Zone
4

Zone
5

Zone
5

Zone
6

Zone
6

Zone
7

Zone
7

Zone
8

Zone
8

Zone
9

Zone
9

Zone
10

Zone
10

한국 출발/도착을 기준으로 책정된 운임입니다. 
(원화)

70 kg 초과 화물 (kg 당 가격)#

70 kg 초과 화물 (kg 당 가격)#

* • Door-to-Door 는 발송인의 문 앞에서부터   
 수령인의 문 앞까지 배송해 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 방문 발송은 출발지의 UPS 시설로  
 방문하여 전달하고, 수령인의 문 앞까지  
 배송해 드리는 발송 서비스 입니다.  
•  영업소 대기는 발송인의 지역에서   
 픽업하고, 도착지의 UPS 시설에서   
 픽업을위해 보관해 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 방문 발송 및 영업소 대기는 출발지의  
 UPS 시설로 방문 전달하고, 도착지의 
 UPS 시설에서 픽업을 위해 보관해 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  실 중량보다 높은 중량 단계의  
요율이 적용되었다면, 그 화물은 보다  
낮은 운임으로 청구된 것입니다.  
UPS 청구 시스템은 실 중량과 높은 중량 
단계 요율을 적용한 가격을 자동으로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금액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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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약관
2017 년 4 월 3 일부터 적용

바르샤바 협약 및 그것의 개정서들에 의하여 설정된 책임에 관한 

규칙들은 발송물의 국제적 운송이 이 조약에 의하여 관할되는 한, 

모든 발송물의 국제적 운송에 적용됩니다.

이 운송 약관에 관하여, 출발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 회사를 의미하는 유나이티드파슬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UPS”)는 국제 포장물 (“Express	Envelopes”를 포함)  

운송 및 이것에 수반되거나 추가되는 서비스에 종사합니다. 

모든 발송물들은 (ups.com® 에 명시되어 있고 현지 UPS 영업소에 

보관되어 있는) UPS 운임 및 서비스 안내, 각 발송물에 대한 UPS 
원본 문서, 그리고 발송물의 출발지를 관할하는 법에 규정된 

내용을 따릅니다.

“송하인(Shipper)”이라 함은 UPS 에 서비스를 의뢰하는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항공 운송이 출발지 밖의 최종 목적지 또는 경유지를 포함하는 

경우에 바르샤바 협약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929 년 10 월 12 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체결된 ‘국제 항공 운송에 관한 특정 규칙들

의 통합을 위한 협약’ 그리고 그것의 개정서들에 의하여 규정된 

책임에 관한 규칙들은, 발송물의 국제적 운송이 이 조약에 의하여 

관할되는 한 모든 발송물의 국제적 운송에 대해 적용되어야 

합니다. 발송물의 제공시에 경유지들을 합의할 수 없고, UPS 는
UPS 가 적당하다고 간주하는 방식으로 발송물의 경로를 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반대되는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육상 운송은 1956 년 5 월 19	일자 제네바에서 서명된 

‘국제도로물품운송조약’ (“CMR 조약”) 및 그것의 개정서 조항에 

따를 수 있습니다.

UPS	는 하청업자들로 하여금 UPS 자신을 대신하거나, 각각 이 

약관 내용의 수혜를 받는 UPS	의 고용인, 대리인 및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서비스 및 계약을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당사자는 이 조항들의 어떠한 내용도 포기하거나 변경할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단일 UPS 운송장/화물 위탁서 (“UPS 운송장”)에 

의하여 포괄되는 모든 포장물 혹은 팔레트 발송물은 단일 발송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발송물은 UPS가 적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중간 

경유지들을 경유하여 운송될 수 있습니다.

발송물의 제공 전에 서면으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UPS 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는 발송물의 픽업, 운송, 적용 가능할 경우 통관 

그리고 배송으로 제한됩니다. 송하인은 발송물이 다른 송하인의 

발송물과 함께 통합 운송될 것이며, UPS가 각 취급 영업소에서 개별 

발송물의 inbound 및 outbound 이동을 모니터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취급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제한

UPS 는 일반적으로 정의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제한에 따라 

일반 상품들의 운송을 제공합니다.

(i)  아래 UPS	Worldwide	Express	Freight®	관련 운송 약관의 적용으로, 

실제 무게가 70	kg (또는 150	lb)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270 cm  

(또는 108 in)를 초과하는, 혹은 길이와 둘레의 합이 419 cm  

(또는 165 in)를 초과하는 포장물 또는 물품의 운송에 대해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만일 UPS 시스템에서 

발견될 경우, 다음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추가 요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최대 중량 초과, 최대 길이 초과 혹은 최대 규격 

초과. ups.com®	(UPS 운임 및 서비스 안내)에 명시된 최대 

규격 및 중량 제한을 초과하는 UPS	Worldwide	Express	Freight 
팔레트 발송물들은 운송을 위해 인수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발송물이 시스템에서 발견될 경우 발송인에게 반송될 

것입니다.

(ii) 가격이 50,000 미국 달러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지 통화액)를

      초과하는 포장물 또는 물품의 운송에 대해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실제가액 혹은 신고가격이 팔레트 당 

      100,000 미국 달러를 초과하는 UPS	Worldwide	Express	Freight
      위탁 발송물의 경우, 운송을 위해 인수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탁 발송물에 대한 UPS 의 최대 책임은 신고 가격 또는 팔레트 

당 100,000 미국 달러 중 낮은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포장물 

혹은 팔레트 당 가격이 500 미국달러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지통화  액)를 초과하는 보석류(의류 장신구는 포함되지 

않음)가포함된 발송물은 운송을 위해 인수될 수 없습니다. 단, 

ups.com/jewelry 에 명시된 대상 출발지에서 해당 도착지에 대한 

발송물은 500 미국 달러를 초과할 수도 있으나, 포장물 혹은 

팔레트 당 가격이 2,500 미국 달러(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지 

통화액)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iii) UPS 웹사이트 (ups.com®)에서 명시하고 있는 발송 금지 품목, 

예를 들어, 가격을 측정하기 어려운 물품 (동전, 화폐, 우표, 

유가 증권 (수표 제외), 소액환, 세팅되지 않은 보석류, 

산업용 다이아몬드)과 위험품을 포함한 포장물 및 팔레트 

발송물의 운송에 있어서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위험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UPS 운임 및 서비스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특정 물품은 해당되는 법규에 의하여 사전 

기술된 조건 하에서만 운송될 것이며, 항공 운송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iv) UPS	 는 살아있는 동물을 포함하는 발송물에 대한 정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UPS 는 예외적인 경우로만 

살아있는 동물의 발송물을 취급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포함하는 발송물에 대한 운송은 제한적이며, 사전에 

협의되어야 하고, 다른 모든 발송물과 마찬가지로 UPS 운임 

및 서비스 안내에 명시된 운송약관의 내용에 따라 제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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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UPS 는 부패하기 쉬운 품목 또는 열 또는 냉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품목의 운송에 대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품목의 운송은 운송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한 위험을 송하인이 부담할 때에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vi) 원산지 국가 또는 목적지 국가의 해당 법규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또는 UPS 자신의 판단에 따라 금지할 수 있는 

품목은 운송되지 않습니다.

송하인은 운송장 및 부가서류에 기재된 상세 내용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하여 그리고 모든 발송물이 발송물의 송하인 및 

수취인의 자세한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잘 포장되고, 표시 되고, 

라벨이 부착되어있고, 그 내용이 잘 기재되고 분류되며, 또한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어 운송될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대형 포장물 (Large Package) 추가 요금 

대형으로 간주되는 포장물에 대하여 추가 요금이 적용됩니다. 

만약 길이와 둘레의 합 [길이+(폭+높이)x2]이 330	 cm (130	 in)를 

넘는 경우 “대형 포장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대형 포장물의 

경우에도 UPS	의 최대규격인 419	cm (165	 in)를 넘을 수 없습니다. 

대형 포장물은 최소 청구 무게가 40	kg (90	lb)입니다. 

대형 포장물 추가 요금이 적용된 경우, 비규격품 부가 요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최대 한계 초과 수수료

서비스 운송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중량 및 규격을 

초과하는 포장물은 다음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추가 요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최대 중량 초과, 최대 길이 초과 혹은 최대 

규격 초과. 이들 추가 요금은 대형 포장물 추가 요금을 포함 (이에 

한정되지는 않음), 적용 가능한 다른 요금에 부과될 것입니다.

비 규격품 부가 요금

비 규격품 부가 요금은 다음을 포함 (이에 한정되지는 않음), UPS
의 독자적 재량으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어떠한 

포장물에 부과될 것입니다. 

(i)  순수 리튬이온 배터리/셀(Cell) 제품을 포함하는 모든 포장물  

  (UN3480;	PI	965	Section	II)

(ii) 외관이 금속 혹은 나무로 만들어진 컨테이너에 보관된 상품

(iii) 골판지 컨테이너로 완전히 감싸지지 않은 통, 드럼, 들통 혹은  

  타이어와 같은 원통형의 아이템

(iv) 최대 긴 변의 길이가 122 cm (혹은 48	in)를 초과하거나   

  두번째로 긴 변이 76 cm (혹은 30	in)를 초과하는 포장물

(v) 실중량이 32 kg (혹은 70 lb)을 초과하는 포장물

(vi) UPS	Worldwide	Express	Freight® 발송물을 제외하고, 포장물 당 평균 중량이 

  32 kg (혹은 70 lb)을 초과하고 각 포장물의 중량이

  UPS 발송 시스템 상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포장물 

UPS 는 UPS 의 독자적 재량으로 특별 관리가 요구되는 어떠한 

포장물에 추가 요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형 팔레트 (Oversize Pallet) 추가 요금

대형 팔레트 추가 요금은 대형으로 분류되는 UPS	Worldwide	Express	
Freight 팔레트 발송물에 부과될 것입니다. http://www.ups.com/
media/en/oversize_pallet.pdf에 명시된 규격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팔레트 발송물의 경우 대형으로 분류됩니다.

UPS	 Worldwide	 Express	 Freight 팔레트 발송물은 또한 출발지와 

도착지에 따라 달라지는 최대 규격 제한의 적용을 받으며, 

이는 www.ups.com/palletmaximums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규격을 초과하는 팔레트 발송물은 또한 대형 팔레트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UPS Paperless Invoice 서비스

UPS	Paperless	Invoice	는 물품 매매 계약의 내용을 반영하는 전자 상업 

송장 발행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발송인이 통관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발송 전에	 UPS	 에 등록한 

발송인에게 제공됩니다. 

UPS	 Paperless	 Invoice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발송인은 국제 

발송물의 수출 및 통관에 관한 법에 의거, 발송인과 구매자 간의 

물품 매매 계약의 내용을 반영하는 정확한 전자 상업 송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UPS	 가 발송인의 레터 헤드와 전자 서명을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게 됩니다.

Paperless	 Invoice 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송하인은 모든 상업 송장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서비스를위하여 반드시 포장물 단위 상세내역 (Package	Level	Details,	
PLD) 정보를 적시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PLD 정보는 수하인의 전체 

이름, 완전한 배송 주소, 발송물의 사이즈 및 중량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적시에 PLD 가 업로드되지 않은 경우 일부 

UPS 서비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약관에서 언급된 PLD의 적시 

업로드는 UPS에 발송물을 전달할 때 또는 신청하기 전에 모든 해당 

PLD 정보를 UPS에 전자 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PLD
는 수취인의 성명, 완전한 배송 주소, 발송물의 중량 및 규격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UPS Import Control®

송하인은 UPS	 Import	 Control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업 송장 발행 

등의 수입 발송물 운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송하인은 UPS	 Import	Control 서비스에서 수입용 인쇄 라벨, 수입용 

전자 라벨, 수입용 라벨 출력 및 우편 발송을 이용하거나 UPS	1	회 

픽업 시도 혹은 UPS	3	회 픽업 시도 서비스를 요청하여 발송인의 

주소지로부터 수입 발송물을 수거하는 픽업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UPS	3	회 픽업 시도 서비스는 UPS	Worldwide	Express	Freight 
발송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UPS	 Import	 Control	서비스는 UPS 
픽업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UPS	Import	Control	라벨에 대해서는 청구 시점에 유효한 UPS 요금표에 

명시된 추가 요금이 적용됩니다. 

(계속)

운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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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UPS	 Import	 Control®	서비스는 WorldShip®, UPS	CampusShip, UPS	 Internet	
Shipping	혹은 UPS	Developer	Kit	를 통해 배송 의뢰된 포장물 및 팔레트 

발송물 그리고 WorldShip 혹은 승인된 UPS	Ready® 솔루션을 통해 배송 

의뢰된 포장물에만 적용됩니다.

선적이 금지되어 있거나 UPS	Import	Control 서비스로 UPS	가 배송할 

수 없는 물품이 포함된 발송물을 포함 (이에 한정되지는 않음), 

선적 서류가 요구되는 위험물 혹은 배송 확인 서비스가 요구되는 

소형 화기 발송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C.O.D 서비스는 UPS	Import	
Control	발송물에 대해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UPS	 Import	 Control	 발송물의 실제가액 혹은 신고가액은 포장물 

당 최대 50,000 미국 달러, 팔레트 당 최대 100,000 미국 달러로 

제한됩니다. 단, 실제가액 또는 신고가액이 1,000 미국 달러를 

초과하는 UPS	 Import	 Control 포장물 혹은 팔레트 발송물의 경우, 

송하인은 UPS 고가 화물 신고서를 작성하여, UPS	에 포장물 혹은 

팔레트 발송물을 인도하는 시점에 담당 UPS 배송 직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고가 화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담당 배송 

직원의 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 각 포장물 혹은 팔레트 발송물의 

실제가액 또는 신고가액은 최대 1,000 미국 달러로 제한됩니다.

반송용 인쇄 라벨; 반송용 전자 라벨; 반송용 라벨 출력 및 우편 발송

발송물 반송시, 반송용 인쇄 라벨, 반송용 전자 라벨 혹은 반송용 

라벨 출력 및 우편 발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발송물에 반송용 인쇄 라벨, 반송용 전자 라벨 혹은 반송용 

라벨 출력 및 우편 발송을 이용하는 경우, 실제가액 또는 신고가액은 

포장물 혹은 팔레트 당 최대 1,000 미국 달러로 제한됩니다.

국제 발송물에 반송용 라벨 출력, 반송용 인쇄 라벨 혹은 반송용 

라벨 출력 및 우편 발송을 이용하는 경우, 실제가액 또는 

신고가액은 포장물 당 최대 50,000 미국 달러, 팔레트 당 최대 

100,000 미국 달러로 제한됩니다. 단, 실제가액 또는 신고가액이 

1,000 미국 달러를 초과하는 발송물의 경우, 송하인은 UPS 고가 

화물 신고서를 작성하여 UPS	에 발송물을 인도하는 시점에 담당 

UPS 배송 직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고가 화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담당 배송 직원의 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 각 

포장물 혹은 팔레트 발송물의 실제가액 또는 신고가액은 최대 

1,000 미국 달러로 제한됩니다.

배송시, 반송되는 발송물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 적용 요율에 

따라 픽업 장소에서 목적지까지의 요금이 청구됩니다. 각 반송용 

라벨 출력, 반송용 전자 라벨 혹은 반송용 라벨 출력 및 우편 발송 

발송물에 대한 별도 요금은 해당 서비스 요청 시점에 부과됩니다. 

해당 요금은 청구 시점에 유효한 UPS 요금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UPS Returns Plus
(i)	UPS	1 회 픽업 시도

송하인은 발송지에서 포장물 혹은 팔레트를 회수하기 위해 UPS에
 픽업을 1	회 시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UPS	1	회 픽업 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발송물의 실제가액 

또는 신고가액은 발송물 당 최대 1,000 미국 달러로 제한되며, 

UPS	1	회 픽업 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제 발송물의 실제가액 

또는 신고가액은 포장물 당 최대 50,000 미국 달러, 팔레트 

당 최대 100,000 미국 달러로 제한됩니다. 단, 실제가액 또는 

신고가액이 포장물 혹은 팔레트 당 1,000 미국 달러를 초과하는 

UPS	1	회 픽업 시도 국제 발송물의 경우, 송하인은 UPS	고가 화물 

신고서를 작성하여, UPS 에 발송물을 인도하는 시점에 담당 UPS 
배송 직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고가 화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담당 배송 직원의 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 각 발송물의 

실제가액 또는 신고가액은 발송물 혹은 팔레트 당 1,000 미국 

달러로 제한됩니다.

배송시,	 UPS	 1	 회 픽업 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반송 포장물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 적용 요율에 따라 픽업 장소에서 

목적지까지의 요금이 청구됩니다. UPS	 1	회 픽업 시도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각 UPS	 1	 회 픽업 시도 서비스 포장물에 대한 

별도요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요금은 청구 시점에 유효한	 UPS	 
요금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ii)	UPS	3	회 픽업 시도

송하인은 발송지에서 포장물을 회수하기 위해 UPS에 픽업을 3	
회 시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UPS	Worldwide	
Express	Freight® 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UPS	 3 회 픽업 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발송물의 실제가액 

또는 신고가액은 발송물 당 최대 50,000 미국 달러로 제한되며, UPS 
3 회 픽업 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제 발송물의 실제가액 또는 

신고가액 또한 포장물 당 최대 50,000 미국 달러로 제한됩니다. 단, 

실제가액 또는 신고가액이 포장물 당 1,000 미국 달러를 초과하는 

UPS	 3 회 픽업 서비스 발송물의 경우, 송하인은 UPS 고가 화물 

신고서를 작성하여 UPS 에 발송물을 인도하는 시점에 담당 UPS 배송 

직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고가 화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담당 배송 직원의 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 각 발송물의 실제가액 

또는 신고가액은 발송물 혹은 팔레트 당 최대 1,000 미국 달러로 

제한됩니다.

추가 요금 없이 세 번까지 시도되는 배송

배송 가능한 곳인 경우,	UPS	가 발송물의 배송을 완료할 수 없다면, 

배송이 시도되었음을 알리는 통지를 수하인의 주소지에 남길 

것입니다. 그 후, 추가 요금 없이 그 발송물을 배송하는 두번째 

시도 그리고 필요할 경우 세 번째 시도를 할 것입니다.	 UPS	
Worldwide	 Express	 Freight	발송물의 경우 한 차례의 배송 시도만 

이루어질 것이며, 이후 이어지는 배송 시도에는 수하인에게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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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	는 발송물을 수하인 또는 수하인의 실제 또는 표면상 대리인 

또는 대표자 또는 수하인의 지시에 따라, UPS 발송 시스템에 

표시된 주소 또는 위치 또는 현재 그러한 주소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UPS 배송 직원 릴리즈 절차 혹은 UPS 발송인 릴리즈 

절차에 따른 배송 상거래 관습 또는 용도에 따라, 합리적인 대안적 

주소 또는 위치로 배송할 수 있습니다. UPS	는 발송물의 배송을 

특정 수하인에게로만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UPS	는 배송 증명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송하인은 그러한 

배송 증명이 전자적인 형태로 획득되었다는 이유로 UPS	가 출력한 

배송 증명만을 조건으로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배송할 수 없는 발송물의 특별 취급; 반송 거절된 발송물

수하인이 거부하였거나 어떠한 다른 이유로 배송할 수 없는 경우, 

발송물은 보류되고 UPS	는 송하인에게 반송을 포함한 사후 처리 

지시를 받기 위해 연락을 시도할 것입니다. 송하인이 발송물의 

반송을 거절하거나 혹은 송하인에게 반송될 수 없는 경우, UPS
의 독자적인 재량으로 결정되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30	 일을 

초과하지 않음) 발송물을 보관하고, 송하인에게 통지하는 적합한 

상업적인 노력을 한 이후에, UPS의 독자적인 재량으로 포장물을 

처분하는 것 (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포함, 

발송물을 처리할 권리를 가집니다. 송하인은 적용 가능한 관세나 

세금 뿐만 아니라 운송, 처분 또는 반송 운임을 포함한 모든 비용 

(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지불할 책임을 집니다. 

UPS	는 송하인이 반송을 거부한 발송물의 분실이나 훼손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서비스의 거부 또는 중지

어떠한 발송물이 상기의 제한이나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UPS	
가 판단할 경우, UPS	는 관련 발송물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고, 

운송이 진행중인 경우, UPS	는 운송을 중지하고 그 발송물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UPS	 는 또한 다른 이유들 중에서, 발송물의 내용물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발송물 혹은 UPS	장비를 오염시키거나, 더럽히거나, 

손상시키거나, 부적절하게 또는 안전하지 않게 포장된 발송물의 

경우, UPS	 의 독자적 재량으로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UPS	는 또한 다른 이유들 중에서, 독자적 재량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거나 경제상 혹은 운영상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발송물은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를 보유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상품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UPS	가 세 번의 시도로도 배송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수하인이 

수취를 거부하거나 혹은 배송에 관하여 수취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UPS	 는 발송물의 운송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송하인은 당시 적용되는 UPS 요금에 따라 산정된 

운임과 운송 중지에 의해 야기되는 관세나 세금 (해당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운송, 처분 또는 반송 비용을 포함하여 그러한 운송 

중단으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할 책임을 집니다.

송하인은 발송물이 상기의 취급 상품 및 서비스 제한 조항의 제한 

또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 약관에 따른  배송 거절, 

운송 중지, 발송물의 반송으로 인하여 UPS	가 입을 수 있는 손해, 

세금 및 관세 그리고 UPS	에게 제기되는 모든 클레임 (창고 비용 

포함)에 대한 UPS	의 합리적인 비용 및 경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UPS	가 배송을 위해 수락할 수 없거나, UPS	가 수락하지 않겠다고 

밝히거나 혹은 UPS	가 거절할 권리가 있는 발송물의 손상 또는 

분실에 대해서 UPS	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약관에 기재된 

바에 따라 UPS	가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어떠한 운송 요금의 

지불인도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UPS	가 운송을 위하여 수락하지 

않는 혹은 발송이 금지된 어떠한 발송물의 수락은 약관 혹은 운임 

및 서비스 안내 혹은 ups.com®	상에 이미 명시된 조항들의 철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방문 픽업 화물 보관 및 지정 센터 내 보관 서비스

송하인이 UPS	에 발송물을 의뢰하는 경우, 송하인은 지정된 UPS	
고객 센터에서 수하인의 픽업을 위해 국내 발송물을 보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송하인은 각각의 발송물에 “Hold	 for	
Pickup”이라는 문구, 수하인의 이름, 전화 번호, 담당자 이름 및 

지정된 UPS 고객 센터의 상세 주소를 주소 라벨에 기입해야 합니다. 

또한, 발송물 주소 라벨 하단에 UPS	Hold	for	Pickup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픽업 보류 서비스는 국제 포장물 발송물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UPS	 Worldwide	 Express	 Freight® 발송물을 위해서 송하인은 UPS	
Worldwide	 Express	 Freight	 Centre	 에서 수하인의 픽업을 위해 UPS	
Worldwide	 Express	 Freight 발송물을 보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송하인은 각각의 발송물에 “Hold	for	Pickup”	이라는 문구, 

수하인의 이름, 전화 번호, 담당자 이름 및 수하인의 상세 주소를 

주소 라벨에 기입해야 합니다. (UPS	 Worldwide	 Express	 Freight	 Center 
주소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UPS	 는 지정된 UPS	 고객 센터 혹은 UPS	 Worldwide	 Express	 Freight	
Centre 에서 발송물을 보관할 것이며, 라벨에 기재된 전화 

번호로 수하인에게 연락을 시도할 것입니다. 도착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픽업되지 않은 발송물은 배송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UPS	Worldwide	Express	Freight	Centre”	는 송하인이 UPS	Worldwide	Express	
Freight 팔레트 발송물을 UPS	에 운송 의뢰하고, 수하인 혹은 다른 

수취인이 팔레트 발송물을 수령할 수 있는 UPS 시설을 의미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UPS	Worldwide	Express	Freight	Centre	는 ups.com®

의 Global	Locator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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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운송을 위해 물품을 적절하게 포장하고, 내용물이 안전하고, 

적합하게 포장되고, 래핑되고, 완충되도록 하는 것은 송하인의 

책임입니다. UPS	 포장 (포장재, 포장도구, 혹은 포장에 조력을 

제공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은 물품이 운송을 위해 충분하게 

포장된다는 보증이 아닙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저장한 전자매체를 발송할 때, 송하인은 저장된 

정보의 사본을 보관하고, 전자매체를 암호화하거나 다른 기술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발송되는 데이터를 보호할 것을 권고합니다. UPS
는 그러한 전자매체에 저장된 데이터가 없어지거나, 훼손되거나 

혹은 불러올 수 없게 된 것 혹은 정보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UPS	 Worldwide	 Express	 Freight® 발송물들은 반드시 팔레트 포장이 

되어야 하고, 적재할 수 있어야 하고, 포크리프트로 들어 올릴 

수 있어야 하며, 탄력있는 랩을 씌우거나 스키드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송하인은 반드시 팔레트와 포장방법이 발송지와 

도착지에서 적용되는 모든 법률과 규칙을 준수하도록 해야합니다.

검사 권한

UPS	 는 운송을 위해 제공받은 어떠한 발송물을 열어서 검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모든 발송물을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UPS는 규정된 화물 대리인이며, 현지 법률에 따라 현지 공항 

경찰과 관계 당국에 의한 보안 검사 및 통관 절차를 실시합니다. 

거짓, 허위 진술 하거나 적법한 권한 없이 폭발물 또는 폭발 장치를 

위탁하면, 압류 및 매도를 포함한 민형사상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제 발송물의 세관 통관에 관한 조항들

송하인은 세관 통관을 위하여 요구되는 문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요구되는 문서를 제공함으로써, 송하인은 수출품 및 수입품에 관한 

모든 진술과 정보들이 사실이며 정확한 것임을 증명합니다. 또한 

송하인은 UPS가 규정된 화물 대리인이며, 현지 법률에 따라 현지 

공항 경찰과 관계 당국에 의한 보안 검사 및 통관 절차를 실시하며, 

거짓이나 허위 진술을 하거나 적법한 권한 없이 폭발물 또는 폭발 

장치를 위탁하면 압류 및 매도를 포함한 민형사상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발송물이	 UPS 에게 제공될 때, 해당되는 

경우, UPS	는 세관 통관의 처리를 위한 대리인으로 지정됩니다. UPS 
는 세관 통관 처리상 세관 통관자를 지정할 목적으로 명목 상의 

수하인으로서 명시됩니다.

세관의 처리 결과 뿐만 아니라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적절한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면허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관 부과 과태료, 창고 요금 또는 기타 

비용은 적용 관세 및 세금과 함께 수하인에게 부과될 것입니다. 

또한 수하인이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하인이 상기 비용을 

책임져야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UPS 는 일상적인 통관에 대하여

유효한 UPS	운임 및 서비스 안내에에 명시된 조건하에 추가 요금 

없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금 안내서에 명시된 복합 통관 

절차에 대해서는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임

송하인에 의해 선택된 서비스에 관한 운임은 UPS 운임 및 서비스 

안내에 나와 있으며, 그 운임은 송하인 및 발송물에 대하여 

적용되고, 발송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추가 요금, 정규 서비스가 

아닌 것에 대한 요금, UPS 운임 및 서비스 안내에 명시된 다른 

추가 요금 또는 고객 계약에 의해 해당되는 추가 요금 등이 

더해질 것입니다. UPS 서비스에 대한 금액을 확인하시려면, 현지 

UPS 영업소에 문의하시거나 ups.com®	상의 유효한 UPS 운임을 

참조하십시오. UPS	 Worldwide	 Express	 Freight	 Centre	 에 방문하여 

발송하기 이전에 door-to-door	 팔레트 발송물로 처리되는 UPS 
Worldwide	 Express	 Freight	 팔레트 발송물은 door-to-door 운임이 

적용됩니다.

운임 지불

발송 전에 지불되지 않는다면, 모든 요금은 청구서 수령 후 7 일 

이내에 또는 송하인이 서면으로 UPS 와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한 

기간 내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입증이 없다면, 청구서는 

청구서 발행 일자로부터 3	 영업일 내에 수령되었다는 취지로 

간주될 것입니다.

송하인 및 수취인 혹은 어떤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UPS 가 

지불한 세금, 관세 혹은 기타 제비용은 요청시 기한 내에 송하인이 

지불하여야 합니다. 발송시 선택되는 운임지불 방식에 관계없이 

송하인은 수취인 또는 제	3	자가 지불하지 않은 모든 요금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며, 지불할 것임에 동의합니다. UPS 청구서에 

명시된 납입지연료는 결제 기한 내에 입금되지 않은 어떠한 

미납금액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UPS 에게 허용된 

모든 법적인 권한과 구제권에 추가됩니다.

미확인/유효하지 않은 고객번호 또는 지급 거절 비용

발송물에 적용되는 UPS 운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취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청구인의 고객번호가 존재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수취인 혹은 제	 3	 자의 고객번호가 

발송 운임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수취인 혹은  

제	3	자로부터 운임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에 송하인은 발송 운임에 

추가로 지급 거절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

만일 UPS	 가 통제 가능하지 않은 이유로 송하인의 발송물을 

운송할 수 없는 경우, 송하인은 UPS	에게 서비스 불이행으로 인한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UPS	는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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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UPS 의 통제 밖에 있는 원인들에 의한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에 

대해서는 UPS 는 책임이 없으며, UPS 보증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들을 포함하지만, 

하기의 이유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취인이 발송물을 수령할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 천재지변; 실제 또는 표면상 권한을 

가지고 행동하는 공공 기관의 행위; 세관 또는 유사한 기관의 

작위 또는 부작위; 고객에 의하여 제공된 불충분한 정보; 정부에 

의하여 부과되는 또는 배송 위치에 적용되는 보안상 규칙들의 

적용; 정부기관 보류; 폭동; 파업 또는 기타 노동 쟁의; 사회적 

불안; 커뮤니케이션 혹은 정보시스템의 단절 혹은 장애 (UPS	
커뮤니케이션 혹은 정보시스템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음); 항공 또는 육로 수송 네트워크의 혼란; 기상 현상; 자연재해.

UPS 보증 서비스

특정 서비스 및 목적지에 적용되는 UPS	의 정시 배송 서비스는 

환불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환불 보증에 대한 내용은 UPS 운임 

및 서비스 안내, UPS	서비스 보증 상세사항 (적용 범위 및 제한 

등) 그리고 물품이 접수된 시점에 UPS 웹사이트 (ups.com®) 에 

기술된 해당 서비스와 목적지에 대한 배송 소요 시간 및 픽업 마감 

시간 등과 같고, 또한 현지 UPS 영업소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보증이 적용되고, 운임 및 서비스 안내에 기재된 서비스 

보증을 위한 조건들이 충족되는 경우, UPS	가 적용 가능한 시간 

내에 배송을 시도하는데 실패한다면, UPS	는 요청시, 선택에 따라, 

발송 요금 (또는 복수 포장물 혹은 팔레트 발송물로 구성된 발송물 

중 일부 포장물 혹은 팔레트 발송물이 적용 가능한 시간 제한을 

충족하는데 실패하는 경우, 그러한 포장물 혹은 팔레트 발송물 

관련 발송 운임의 비례 부분), 순 추가 요금, 부가 가치세, 관세 

또는 어떠한 세금 및 추가 부담금을 송하인 (혹은 운송료를 지불 

받아야 하는 어떠한 다른 사람)에게 환불하거나 예치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환불 보증 서비스의 청구는 배송예정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서면 혹은 전화로 UPS	에게 반드시 통지되어야 합니다.

보증 서비스는 배송 지연이 취급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제한 

조항의 제한들 또는 조건들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부터 야기되는 

경우, 이 약관에 따른 UPS에 의한 어떠한 담보권의 행사로부터 

야기되는 경우, 또는 서비스의 거부 또는 중지 조항 또는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UPS 
보증 서비스는	(i) 대형 포장물 추가 요금, 대형 팔레트 추가 요금 

혹은 비 규격품 부가 요금이 적용되는 포장물 혹은 팔레트, (ii) 최대 

크기 혹은 중량 제한을 초과하는 포장물을 포함한 발송물 혹은 

(iii) 대형 포장물 추가 요금, 대형 팔레트 추가 요금 혹은 비 규격품 

부가 요금이 적용되거나 또는 대형 팔레트 중량 제한을 초과하는 

포장물 혹은 팔레트를 포함하는 발송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v)	 국제 위험물(IDG,	 International	 Dangerous	 Goods)을 포함하고 

있는 발송물, 또는 (v)	 PLD 업로드가 적시에 되지 않은 발송물.  

UPS	 Worldwide	 Express	 Freight® 발송물의 경우, 서비스 보증은  

2	ton 혹은 4,400	lb 를 초과하는 발송물에 대하여, 송하인이 UPS 에 

발송물을 인계하기 전에 미리 서비스 보증에 관한 자격요건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UPS 는 UPS 의 독자적인 재량에 의하여 사전 통보 없이 어떠한 

기간이나 서비스에 대해 UPS 보증 서비스를 취소하거나 유예할 수 

있습니다.

운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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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지불 종류

청구된 금액은 해당되는 경우, 운임, 관세 및 세금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발송국가나 도착국가에서 제한하지 

않는다면, UPS 는 다음과 같은 지불인 선택사항을 제공합니다.

운임을 다음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송하인 – 송하인이 모든 운임을 지불합니다.

(b) 수취인 – 수취인이 모든 운임을 지불합니다.

(c)	 제	3	자 – 지정된 제	3	자가 모든 운임을 지불합니다. 

  이 선택사항은 UPS 고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제	3	자에게 적용

  가능하며, 송하인은 반드시 제	3	자의 성명, 고객번호 및 

국가명을 UPS 운송장의 해당란에 명시해야 합니다.

관세 및 세금을 다음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송하인 – 송하인이 모든 관세 및 세금을 지불합니다.

(b)	 수취인 – 수취인이 모든 관세 및 세금을 지불합니다.

(c) 제 3	자 – 지정된 제	3	자가 모든 관세 및 세금을 지불합니다.

  이 선택사항은 UPS 고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제 3	 자에게 

적용가능하며, 송하인은 반드시 제	3	자의 성명, 고객번호 및 

국가명을 UPS 운송장의 해당란에 명시해야 합니다.

송하인은 운송장에 지정된 수취인 혹은 제 3	자의 UPS	에 대한 

모든 지급 의무의 이행을 보증합니다. 송하인이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발송물의 경우, 송하인은 반드시 발송하기에 앞서 운임을 

지급할 자에게 해당 운임을 통보해야 하며, 그 내용이 반드시 UPS 
운송장 해당란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UPS	는 독자적인 재량으로 

해외 도착지로 발송되거나 해외 발송지로부터 배송된 포장물 및 

팔레트 발송물의 운임을 선지급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송하인이 관세 및 세금을 도착지 이외 국가에서 지불하는 청구 

옵션을 선택하면, 관세 및 세금 송부에 대한 추가적인  요금이 

적용됩니다.

분실 또는 파손에 대한 책임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체결된 국제 항공운송 관련 특정 

규칙의 통일을 위한 협약(및 1975년 9월 몬트리올에서 체결된 추가 

의정서 4번을 포함한 개정 또는 국제 항공운송 관련 특정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이나 CMR	협약, 또는 

이러한 협약을 도입하거나 채택하는 국가 법률(편의상, 집합적으로 

‘협약 규칙’으로 칭함), 또는 기타 필수 국가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적용되는 범위까지), UPS의 책임은 해당 규칙에 따라 관리되고 

제한됩니다.

바르샤바 협약 혹은 다른 강제적인 국가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UPS	는 상당한 주의와 기술로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것이고, UPS	의 책임은 이 약관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관할되어야 하고 (인명 사상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후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송하인이 더 높은 가격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발송물 

당 혹은 UPS	Worldwide	Express	Freight® 발송물의 경우 팔레트 당 100	
미국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까지 입증된 손해로 한정됩니다. 

청구권자 (또는 청구할 권리를 받은 어떠한 자)가 발송물의 분실, 

운송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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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또는 지연을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하였다면, UPS	가 그것에 

관하여 질 수 있는 어떠한 책임은 그와 같은 청구권자의 기여 과실

(상기에 한함)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공제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진술된 절의 조항들에 따라, 송하인은 발송물에 대하여 UPS
가 상기 취급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제한 조항의 (ii)	에 의거하여 

제공하는 것보다, 또는 조약 규칙들 또는 다른 강제적인 국가 

법에 의하여 규정된 것보다, 더 큰 책임제한에 입각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송하인은 운송장에 운송을 위한 더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운임 및 서비스 안내에 기술된 추가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송하인이 운송을 위한 더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적용 가능한 요금을 지불한다면,	 UPS 의 

책임은 운송을 위한 신고 가격의 최대값까지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해당 상품의 가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취급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제한 조항에 규정된 한계를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UPS
는 송하인에게 화물 보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화물 보험 또는 

모든 위험 보험을 원하는 송하인은 제 3 자로부터 그러한 보험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적용 가능한 조약 규칙들 또는 다른 적용 가능한 강제적인 국가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UPS	는 가격이 상기된 바와 

같이 신고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발송물에 대한 어떠한 분실 

또는 파손 또는 지연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대안적 운송 

수단의 비용, 이익의 손실, 영업 기회의 손실, 수익의 손실과 같은 

순수하게 경제적인 손실을 포함하여, 특별 손해, 우연 또는 필연적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UPS	는 발송물이 UPS	에게 제공된 후 포장물 혹은 팔레트 발송물의 

발송 중지, 반송 혹은 경로 재설정 요청에 대한 UPS	의 불능, 실패 

또는 거절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클레임 절차

UPS	 에 대한 모든 클레임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발송물의 부분적 분실을 포함하여) 파손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배송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그리고 배송지연의 

경우에는 배송일로부터 21 일 이내에 서면으로 UPS 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법적 절차가 발생하고 그것의 

서면통지가 해당 상품의 배송 후 6	개월 이내에, 또는 수하물이 

배송되지 않은 경우, 배송 예정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UPS 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UPS 는 어떠한 발송물에 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송하인이 적용 가능한 조약 규칙들 또는 다른 적용 

가능한 강제적인 국가 법률에 의거하여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권리들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계속)

데이터 보호

송하인은 UPS 및 전 세계 UPS 그룹에 있는 다른 회사들 (발송물이 

운송을 위해 UPS	 에 제공된 나라와 같은 수준의 정보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나라에 있는 계열사를 포함)이 UPS 웹사이트 

http://www.ups.com/content/kr/ko/resources/ship/terms/privacy.html	
에 발행된 개인 정보 보호 공지 (개인 정보 보호 관련 공지는 본 

운송 약관의 내용을 구성)에 명시된 목적 및 개인 정보 보호 공지의 

내용에 따라 송하인이 UPS 에게 제공한 어떠한 데이터도 사용할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송하인은 UPS 에 의하여 보유되는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수정하고, 개인정보가 직접 마케팅에 사용되는 것을 

반대하거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법적 특정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송하인은 발송물을 위한 PLD에 수취인의 이메일 주소(‘PLD 이메일 

주소’)를 포함시킴으로써, UPS가 해당 발송물의 배송 관련 통지를 

발송물과 관련된 PLD 이메일 주소로 발송할 수 있으며 UPS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공지에 따라 그러한 PLD 이메일 주소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에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송하인은 (i) 해당 발송물의 배송 

관련 통지 수신 및 UPS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공지에 따른 UPS의 PLD 

이메일 주소의 사용을 위해 각 PLD 이메일 주소 관련 개인으로부터 

고지에 입각한 구체적인 동의를 받았으며 (ii)	 PLD	이메일 주소가 

정확하고 발송물의 수취인 또는 관련 수신인이 관리한다는 점을 

보증합니다. 송하인은 이전 문장의 보증 위반으로 인해 발생 또는 

기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입은 모든 종류의 책임, 손실, 피해,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법률 수수료 포함)로부터 UPS, 모회사, 제휴사, 

책임자, 이사, 직원, 대행업체, 후임자 및 수탁자를 방어하고 

면책하며 보호해야 합니다.

완전한 합의

모든 발송물은 UPS 운임 및 서비스 안내 및 	 UPS	 웹사이트 

(ups.com®)에 명시된 운송 약관에 따릅니다. 유효한 UPS 
운임 및 서비스 안내, ups.com®	 상의 UPS 서비스 기재사항  

(이것은 UPS 운임 및 서비스 안내에 병합됨) 그리고 각 발송물에 

대한 UPS	원본 문서는, 당사자들 간에 이미 존재하는 또는 미래의 

서면 계약에 의하여 변경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당사자 간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계약을 구성하며, 어떠한 구두 계약에 의하여도 

반대 주장이 제기되거나 변경될 수 없습니다.

조항 분리 가능성

이 약관은 적용 가능한 법에 의하여 승인되는 최대한의 정도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약관의 어떠한 부분이 실행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떠한 다른 부분의 실행가능성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준거법

이 운송 약관 및 이 약관의 내용을 병합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은 

모든 면에서 발송물이 운송을 위하여	 UPS 에게 제공된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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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 이메일 구독 

UPS 의 온라인 운임 안내서 및 이메일 수신에 등록하여 최신 프로모션, 뉴스, 중요한 업데이트 및 공지 사항을 

받아보십시오. ups.com/kr 에서 이메일 환경 설정 및 등록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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