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발송 요구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더 빠르고 쉬운 방법

 

가입

• 

• 

• 

• 

• 

＂

• 

  환경설정 (선택사항)

       가장 자주 사용하는 옵션을 자동으로 채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기본설정을 지정하는것이 좋습니다.

발송

• 빠른시작 탭 아래 발송 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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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발송(계속)

발송인 정보 입력하기 영문 입력

 이름(회사명) 및 담당자 이름 

 주소, 우편번호  

 구/군 지역을 영문으로 입력 후,  

     드롭다운메뉴에서 해당지역 클릭 

         예: “Jung-gu”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 다음 발송시, 시간 절약을 위해 새 항목으로 저장하거

나 기본 주소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취인 정보 입력하기

 도착지 국가 또는 지역 

 이름(회사명) 및 담당자 이름 

 주소, 지역, 우편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 동일한 수취인에 다음 발송시, 시간 절약을 위해 

     새항목으로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장물 정보 입력하기

 드롭다운 메뉴에서 포장 유형을 선택 

 포장물/서류의 “무게”, “동일 포장물의  

총 수량”, “크기”, “신고가격(Declared  

Value)” 입력 

 필요시 “참조 번호” 입력 

 발송물에 이온셀 및 메탈셀 포함시,  

     “리튬 배터리” 항목 표시

주의사항:  

 " "를 선택한 경우에만 서류로 

인정됩니다. 청구 분쟁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서류

가 아닌 비서류물을 Envelope 에 넣지 마십시오. 

 “신고 가격( )”은 분실 및 파손에 대한 

UPS 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신고 가

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즉, 해당란을 비워둘 경우) 

UPS 의 책임한도는 92,900 원으로 한정됩니다.  

UPS 의 책임한도를 높이려면 더 높은 금액을 신고하

고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추가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ps.com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발송물에 대한 신고가격이 92,900 원을 넘는  

경우, 신고가격 요금이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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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품 분류 설명

 은 아마존 표준 식별 번호

로 아이템이 

에  업로드될 때 생성되는 개의 문자 및

또는 숫자로 구성된 고유 식별 번호입니다 도서의 

경우 은 번호와 동일합니다

 는 세계상품코드 로

에서 제공하는 자리 코드입니다  미국 및 

캐나다에서 리테일 포장에 광범위하게 사용됩니

다

 은 유럽상품번호

로 에서 제공하는 자리 또는 자리 코드

이며  모든 곳에서 리테일  포장에 광범위하게 사

용됩니다

발송(계속)

선호하는  픽업 방법을 선택하거나 발송물 픽업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주

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모든 발송 서비스 보기"를 클릭하여 선호하는 서비스

를 선택하십시오

물품의 자세한 사항 입력:

 드롭다운 메뉴에서 발송물 설명을 선택 

 물품을 상세하게 설명 

 국제 양식 및 문서에서 “시작하기” 선택하

여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을 준비

합니다. 자체 양식을 준비하고 포장물에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쉬운 툴을 활용

하여 필요한 국제 양식을 손쉽게 작성해보

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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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및 라벨 인쇄하기

참고

 웹사이트에 대한 팝업창을 활성화하십시오.

 라벨과 상업송장(3 부)를 인쇄하십시오:. 

      상업 송장은 비서류물에만 필요합니다. 

 포장물에 1 부 부착해주십시오. 

 나머지는 UPS 배송 담당직원에 전달하십시오

4. 발송물 준비하기 

서류 비서류 발송물 준비

인쇄한 라벨을 귀하의 서류 비서류 발송물

에 부착해 주십시오

발송(계속)

추가 옵션 에서 이메일 알림 섹션을 설정하여 귀

하의 발송물 상태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보를 받아보

세요

선호하는 지불 옵션 선택하기

 관부가세 지불인 표시 

 프로모션 코드 있을시, 입력 후 “+적용” 클릭 

이용약관 검토하고 확인란 체크하여 승인

정보를 "검토"하거나 “지불 및 라벨 받기” 로  

 계속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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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업 요청하기

고객 서비스 전화요청 

대표번호: 

운영시간:  

온라인으로 픽업 예약하기 

4. 발송물 준비하기(계속) 

상업 송장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

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또한 UPS 는 전자 송장

(Paperless Invoice) 솔루션을 제공하여 지속 가능

성을 높이고 주문 및 발송물 처리를 통합하고 상업 

송장 데이터를 전송하여 전 세계 세관에서의 통관을 

가능하게함으로써 종이 상업 송장의 필요성을 제거

합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비서류물 준비

인쇄한 상업 송장을 비서류물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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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ps.com/kr/ko/help-center/packaging-and-supplies/export/comm-invoice.page
https://www.ups.com/kr/ko/services/international-trade/paperless-invoice.page
https://www.ups.com/kr/ko/help-center/packaging-and-supplies.page?loc=ko_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