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용 약관 – 2021KR 

최대 58% 할인 
UPS® Worldwide Services  

 

 

다른 할인 혜택 또는 기존 할인율과 중복 적용 불가합니다. 

 
1. 본 프로모션("프로모션")은 UPS Worldwide Express Plus, UPS Worldwide Express, UPS 

Worldwide Express Saver®, UPS Expedited, UPS Express Freight® 및/또는 UPS Express 

Freight® Midday 서비스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발송하는 수출 발송물에 적용되며, 2021년 2월 22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본 프로모션은 발송 라벨이 ups.com/kr 에서 생성되어야합니다. 

 

2. 발송 시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프로모션 코드가 적용이 되려면, ups.com에 있는 UPS 인터넷 

발송을 통해 한국 시간 2021년 2월 22일 오전 12:01분부터 2021년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발송물 

생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온라인에서 생성된 발송물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UPS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발송인은 유효한 UPS ID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프로모션 코드는 지난 발송물 

또는 추후 처리될 발송물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은 법에 의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무효화됩니다. 현금 가치는 없습니다. 해당 서비스와 할인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은 다른 

할인 혜택 또는 기존 할인율과 중복 적용될 수 없습니다.   

 

3. 본 프로모션에 따라 제공되는 발송 할인은 제 3 자 발송 및 특별한 요청 또는 일괄 통관과 같은 비표준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발송 할인은 2,000kg(실중량 또는 용적 중량)을 초과하는 발송물 및 UPS 

10 KG 박스와 UPS 25 KG 박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00kg 을 초과하는 발송물은 공시가격으로 청구 

될 것입니다. 2,000kg 을 초과하는 발송물에 적용되는 모든 표준 약관 및 절차는 계속 적용됩니다. 

 

4. 프로모션 코드가 유효하다면 (i) 한국의 국내 은행이 발급한 신용카드 또는 (ii) UPS 고객 번호로 처리된 

적합한 한국 수출 발송물에 대해 ups.com 상에 유효한 UPS 운임 및 서비스 가이드의 공시가격에 발송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기존 운임 계약이 있는 UPS 고객번호의 경우, 프로모션 할인율이 적용이 

되면 기존 가격 할인율은 해당 발송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로모션 코드는 기타 다른 할인에 

추가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취인 또는 제 3 자 지불 조건인 발송물에도 프로모션 코드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발송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됩니다. 부가 서비스 요금과 유류 할증료를 포함하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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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되지 않는 기타 모든 요금은 계속 전액 지불되어야 합니다. UPS 는 발송물에 부과되는 어떠한 추가 

요금 (예: government fee)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송인은 이러한 요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5. UPS ID 및/또는 UPS 고객번호로 생성된 발송물은 UPS 서비스 사용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프로모션에 따라 발송된 모든 발송물은 발송 시점에 유효한 UPS 서비스 사용 약관, UPS 운임 및 서비스 

가이드, 그리고 UPS 공시가격이 적용됩니다. UPS 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출발지 및 도착지 국가의 목록은 

UPS 운임 및 서비스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고객의 UPS 고객번호가 정지, 중단, 종료 또는 해당되는 지불 기간을 초과한 미지급 금액이 있을 경우, 

UPS 는 본 프로모션에 따라 제공되는 발송할인을 언제든지 보류, 취소 및/또는 복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UPS 고객번호가 해당되는 지불 기간을 초과한 미지급 금액이 있는 경우, UPS 는 본 프로모션에서 고객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7. UPS 는 고객 또는 제 3 자에 대한 법적 책임없이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프로모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 수정, 일시 중단, 연장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8. 본 프로모션의 코드를 적용하고 UPS 에 포장물을 전달함으로써, 귀하는 본 약관에 명시된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조건들은 본 프로모션에 따라 생성된 발송물에 대해 귀하와 UPS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기타 모든 계약을 대체합니다.  

 
 

 

https://www.ups.com/kr/ko/help-center/legal-terms-conditions/tariff.page
https://www.ups.com/kr/ko/help-center/legal-terms-conditions/tariff.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