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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물발송물  처리하기처리하기
단일 발송물 처리하기
1...수취인.주소를.지정합니다.

2...UPS®.서비스를.선택합니다.

3...포장물.유형을.선택하십시오.

4...청구.대상을.지정하십시오.

5...포장물의.무게를.입력합니다.

6...[발송물 처리]를.클릭합니다.

참고: 모든 포장물과 발송물을 처리한 후 일과 종료 처리를 완료하십시오.

옵션을 지정하여 발송물 처리하기
1...단일.포장물.처리하기의.1~5단계를.진행합니다.

2...[발송].창에서.[옵션].탭을.선택합니다.

3...적용하려면.옵션.옆에.있는.선택란을.선택한.후.해당.옵션에.필요한.추가.입력란을.
채웁니다.

4...[발송물 처리]를.클릭합니다.

여러 개로 구성된 발송물 처리하기 — 단일 주소/수취인(미국, 푸에르토리코 및 
캐나다)
1...단일.포장물.처리하기의.1~5단계를.진행합니다.

2...발송물에.포장물을.추가하려면.[추가]를.클릭한.후.포장물의.무게를.입력합니다.

3...같은.무게의.포장물을.여러.개.추가하려면,.포장물란에.개수를.입력한.후.[추가]를.
클릭합니다.

4...[발송물 처리]를.클릭합니다.

참고: 절차에서 명령을 참조하지 않으면 리본이 화면 샘플에서 최소화됩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및 을 사용하여 리본을 최대화 및 최소화하십시오.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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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물발송물  처리하기처리하기((계속계속))

대형 발송물 처리하기
미국, 푸에르토리코 또는 캐나다에서 한 명의 수취인에게 대형 발송물을 보내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수취인.주소를.지정합니다.

 2...UPS.서비스를.선택하십시오.

 3...포장물.유형을.선택하십시오.

 4...청구.대상을.지정하십시오.

 5...모든.포장물에.적용되는.발송물과.포장물.옵션을.선택하십시오.

 6...[홈].탭에서.[여러 개로 구성된 발송물]을.선택합니다.

 7...[여러.개로.구성된.발송물].창에서.총.포장물.수를.입력하고.포장물.무게.옵션을.
선택합니다..[총 발송물 무게 입력]을.선택하는.경우.이.창에.총.발송물.무게를.
입력하십시오..[발송 창에서 포장물 무게 입력]을.선택하는.경우.[발송].창에.개별.
포장물.무게를.입력하십시오..[Ground.(Freight.Pricing).발송](상품별.세부.사항.
입력)을.선택하는.경우.상품을.선택하고.8단계를.따라.세부.사항을.입력하십시오.

 8...[확인]을.클릭합니다.

 9...포장물.옵션이.하나의.포장물에만.적용되는.경우.탐색.제어를.사용하여.포장물을.
찾은.다음,.포장물.옵션을.선택합니다.

10...[발송물 처리]를.클릭합니다.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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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제  발송물발송물  처리하기처리하기
국제 포장물 처리 시 WorldShip에서 필요한 수출 서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포장물 처리하기
1...수취인.주소를.지정합니다.

2...UPS.서비스를.선택하십시오.

3...포장물.유형을.선택하십시오.

4...청구.대상을.지정하십시오.

5...물품에.대한.설명과.포장물.무게를.입력하십시오.

6...[통관 서류].탭을.선택하고.필요한.수출.서류를.작성합니다.

7...[발송물 처리]를.클릭합니다.

통관 서류 업로드하기
UPS.Paperless®.송장을.선택하면.발송물에.오프라인에서.제작한.사본을.첨부할.
필요.없이.통관.양식을.업로드할.수.있습니다..양식을.업로드하려면.[통관 서류].탭에.
있는.[나의 양식 업로드].확인란을.선택하고.[발송물 처리]를.클릭한.후.업로드할.
양식을.찾습니다.

수출 서류 작성 기능 비활성화하기
현재.직접.수출.문서를.작성하고.있다면.다음과.같이.WorldShip의.수출.문서.작성.
기능을.비활성화할.수.있습니다.

1...[도구].탭에서.[발송인 편집기]를.선택합니다.

2...[수정]을.클릭한.후.[국제].탭을.선택합니다.

3...인쇄하지.않으려는.문서에.대해.[송장 활성화],.[CO 사용].확인란을.선택.취소하거나.
[전자 수출 정보]에서.[UPS가 내 EEI 대신 제출].외의.제출.방법을.선택합니다.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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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제  발송물발송물  처리하기처리하기((계속계속))

발송물을.처리하는.동안.다음과.같이.송장.작성.기능을.비활성화할.수.있습니다.
1...[발송].창에서.[통관 서류].탭을.선택합니다.
2...[송장 생성].확인란을.선택.취소합니다.

참고: WorldShip에서 송장 작성 기능을 비활성화하면 미국에서 캐나다 및 
푸에르토리코로 보내는 발송물의 경우 신속한 통관을 위해 세관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참고: 내용물이 서류가 아닌 국제 발송물인 경우에는 송장 사본 3부와 기타 요구되는 
수출 서류가 첫 번째 포장물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전자 수출 정보(EEI)를 미국 통계국에 전자 방식으로 제출하려면 먼저 AESDirect 웹 
사이트에 등록하여 승인된 사용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AES 출발 전 옵션 활성화
1...[도구].탭에서.[발송인 편집기]를.선택하고.[수정]을.클릭한.후.[국제].탭을.

선택합니다.

2...[전자 수출 정보]의.[제출 방법].상자에서.[AES Direct를 통한 자체 제출(AES 옵션 
2)]을.선택한.다음,.[확인]을.클릭합니다.

AES 출발 전 옵션을 사용하여 국제 발송물 처리하기
1...[도착지],.[서비스],.[옵션].탭에.정보를.작성합니다.

2...[발송지].탭에.세금.ID.번호를.입력하고.세금.ID.유형을.선택합니다.

3...[통관 서류].탭에서.[EEI].탭을.선택합니다.

4...WorldShip의.[발송물 참조 번호].상자에서.고유.번호를.만들려면.발송물.참조.
번호를.입력하거나.[SRN 생성]을.클릭합니다.

5...발송물에.할당된.내부 거래 번호를.입력합니다..이.번호는.항공.중량.화물.발송에.
필요합니다.

6...나머지.입력란을.입력하고.[AES에 제출]을.클릭합니다.

7...WorldShip에서.AESDirect.웹.사이트에.대한.링크를.제공합니다..법적.면책.조항을.
읽고.[AESWebLink에 EEI 제출]을.클릭합니다.

8...미국.통계국에.제출합니다.

9...WorldShip으로.돌아온.후.[발송물 처리]를.클릭합니다.

자세한.내용을.보려면.[지원].탭에서.[WorldShip]을.선택한.후.[UPS WorldShip 
도움말]을.선택하고.'AES'를.입력하십시오.

국제 발송인 계약/위임장
미국 및 푸에르토리코 출발지 발송인만 해당:
UPS에서는.경우에.따라.국제.발송인.계약을.제출하거나.첫.번째.포장물에.위임장을.
첨부할.것을.요구합니다..자세한.내용을.보려면.[지원].탭에서.[WorldShip]을.
선택한.후.[UPS WorldShip 도움말]을.선택하고.'국제 발송인 계약'.또는.'위임장'을.
입력하십시오.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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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향후  픽업픽업  날짜날짜  지정으로지정으로  발송물발송물  처리하기처리하기
WorldShip 향후 날짜 처리 기능을 사용하면 향후 183일까지 픽업 날짜를 지정해 
발송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향후 처리 기능 사용하기
향후.픽업.날짜를.지정해.발송물을.처리하려면.다음과.같이.진행.하십시오.

1...[도구].탭에서.[시스템 환경설정]을.선택한.다음,.[발송]을.선택합니다.

2...[픽업 날짜 선택]에서.[픽업 날짜 수동 선택].확인란을.선택합니다..경고.메시지가.
나오면.선택.내용을.확인하십시오.

3...[예]를.클릭한.후.[확인]을.클릭합니다.

발송



© 2006-2021 United Parcel Service of America, Inc. All rights reserved. 01/21 사용자 가이드 6

향후향후  픽업픽업  날짜날짜  지정으로지정으로  발송물발송물  처리하기처리하기((계속계속))

활성 픽업 날짜 선택하기
이.시스템.환경.설정을.지정하고.나면.[활성.픽업.날짜.선택].창이.나타납니다..여기서.
픽업.날짜를.선택하십시오.

오늘.날짜를.활성.픽업.날짜로.선택하려면.[확인]을.클릭하기만.하면.됩니다..미래.
날짜를.선택하려면.아래쪽.화살표를.클릭하고.달력에서.픽업.날짜를.선택한.후.[확인]
을.클릭하십시오..선택한.활성.픽업.날짜는.[발송].창과.[발송.기록].창의.맨.위에.있는.
제목.표시줄에.나타납니다.

발송물.처리.시.[발송.기록].창의.[대기 중인 픽업]에는.발송물이.활성.픽업.날짜별로.
정렬되어.나타납니다..활성.픽업.날짜.옆에는.'A'.문자가.표시됩니다.

참고: 향후 처리 발송 기능이 필요 없으면 어떤 작업도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은 이미 
현재 날짜에 발송물을 처리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활성 픽업 날짜 변경하기
발송물을.처리하기.전에.활성.픽업.날짜를.변경하려면.다음.단계를.따르십시오.

1...[발송].창의.[홈].탭에서.[픽업 정보]를.선택한.후.[활성 픽업 날짜 선택]을.
선택합니다.

2. .[활성.픽업.날짜.선택].창에서.아래쪽.화살표를.클릭하고.달력에서.픽업.날짜를.
선택한.후.[확인]을.클릭합니다.

3...발송물을.평소와.같이.처리합니다..발송물이.[발송.기록].창에서.해당.활성.픽업.
날짜에.대한.[대기.중인.픽업].그룹에.표시됩니다.

이미.처리된.발송물의.픽업.날짜를.변경하려면.다음과.같이.하십시오.

1...[발송.기록].창에서.날짜를.변경할.발송물.또는.[대기.중인.픽업].그룹을.선택합니다.

2...[홈].탭에서.[픽업 날짜]를.선택한.다음,.[픽업 날짜 변경]을.선택합니다.

3...[픽업.날짜.변경].창에서.아래쪽.화살표를.클릭하고.달력에서.픽업.날짜를.선택한.후.
[확인]을.클릭하십시오..발송물이.해당.픽업.날짜에.대한.[대기.중인.픽업].그룹에.
나타납니다.

자세한.내용을.보려면.[지원].탭에서.[WorldShip]을.선택한.후.[UPS WorldShip 
도움말]을.선택하고.'향후 날짜 처리 절차'를.입력하십시오.

반송반송  처리하기처리하기
UPS에서는 물품 반송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반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발송물 기록]에서 발송물에 대해 반송으로 작업을 반복하거나 [발송] 
창에서 새 반송 포장물을 생성하십시오.
반송 발송물 생성하기
1...[서비스].탭에서.UPS.서비스를.선택합니다.

2...[옵션].탭을.선택한.후.[발송물 옵션]에서.[반송 서비스]를.선택합니다.

3...원하는.반송.서비스를.선택합니다.

4...포장물에.대한.상품.설명을.입력합니다.

5...[전자.반송.라벨]을.선택하는.경우.[세부 사항]을.클릭한.후.수취인의.이메일.주소를.
입력합니다.

6...[픽업지].주소를.지정합니다.

7...[서비스].탭을.선택하고.포장물.타입을.선택한.후.청구지.정보를.지정하고.포장물.
무게를.입력합니다.

8...[발송물 처리]를.클릭합니다.

참고: 반송 서비스는 일부 지역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ups.com에서 서비스 가능 
지역을 확인하십시오.

해당 반송 발송물로 전달할 발송물 처리하기
1...발송.정보를.입력합니다.

2.  [서비스].탭의.[반송 서비스].확인란을.선택합니다.

3...[발송물 처리]를.클릭합니다..전달할.발송물.라벨이.인쇄되고,.해당.반송.발송물의.
주소는.자동으로.[발송].창에.채워집니다.

4...[옵션].탭을.선택합니다..[반송.서비스].옵션이.선택됩니다..원하는.반송.서비스를.
선택하고.상품.설명을.입력합니다.

5...[발송물 처리]를.클릭합니다.

참고: [반송 서비스] 확인란에 대한 환경 설정을 지정하려면 [시스템 환경 설정 편집기]
의 [발송] 탭으로 이동하십시오.

발송

http://up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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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물과포장물과  발송물발송물  편집하기편집하기
WorldShip에서는 이미 처리되었지만 아직 일과 종료 프로세스는 거치지 않은 
포장물과 발송물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포장물이나 발송물 편집하기
1...[발송.기록].창의.[UPS® 픽업]에서.편집할.각각의.포장물이나.발송물을.선택합니다.

2. .[홈].탭에서.[편집/조정]을.선택합니다..편집해야.하는.포장물/발송물을.확인한.후.
적절하게.변경하십시오.

3. .[발송물 처리]를.클릭합니다..(이전에.인쇄한.라벨을.새로.만든.라벨로.대체하라는.
메세지가.나옵니다.)

여러 개로 구성된 발송물에서 하나의 포장물 삭제하기
1. .[발송.기록].창의.[UPS 픽업]에서.삭제할.포장물이.들어있는.발송물을.선택합니다.

2...[홈].탭에서.[편집/조정]을.선택합니다..편집해야.하는.포장물/발송물을.
확인하십시오.

3...[발송물 처리].옆에.있는.탐색.화살표를.사용해.삭제할.포장물을.표시하십시오.

4...[포장물 삭제]를.선택합니다..포장물을.삭제하겠다고.확인하십시오.

5...[발송물 처리]를.클릭합니다..(이전에.인쇄한.라벨을.새로.만든.라벨로.대체하라는.
메세지가.나옵니다.)

미국에만 해당: 청구 문제가 있는 경우 청구 부서(1-800-811-1648)로 연락하여 조회 
번호와 픽업 기록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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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중량  화물화물  발송물발송물  처리하기처리하기
육로 중량 화물 발송물에 대하여
육로.중량.화물은.미국(알래스카,.하와이.포함),.캐나다,.푸에르토리코,.괌,.미국령.
버진아일랜드.및.멕시코에서의.지역적,.지역.간.장거리.서비스를.위한.일반.서비스이자.
종합적인.전문.솔루션입니다.

항공 중량 화물 발송물에 대하여
항공.중량.화물은.전.세계에.걸친.지역적,.지역.간.및.국제.서비스를.위한.일반.서비스이자.
전.세계적으로.종합적인.전문.솔루션입니다.

중량 화물 발송물 처리하기
1...[화물].확인란을.선택하고.[서비스].탭에서.[항공.중량.화물].또는.[육로.중량.

화물].UPS.서비스를.선택합니다..나머지.입력란은.선택하는.UPS.서비스에.따라.
달라집니다.

2...도착지.주소를.지정합니다.

3...발송지.주소를.지정합니다.

4...청구지.정보,.상품.정보,.발송.옵션,.발송물.크기,.발송물.설명,.발송물.참조.번호,.
포장.목록과.같은.옵션.세부.정보를.발송물별로.지정합니다..상품 정보 입력하기를.
참고하십시오.

5...국제.발송물의.경우에는.수출.서류.및.물품.세부.정보를.기록합니다.

6...발송물을.지금.또는.나중에.완료할지.여부를.결정합니다.
	 ■..발송을.완료하지.않았다면.오른쪽.하단의.[저장]을.클릭하여.초안으로.저장할.수.

있습니다..발송물은.저장된.날짜로.기록된.'초안'으로서.[발송.기록]에.저장됩니다..
초안.발송물에.대해.만든.포장.목록은.저장되지.않습니다..이.작업을.계속할.
준비가.된.경우.[발송.기록].창에서.발송물을.선택하고.[홈].탭에서.[발송물 편집/
조정]을.선택하십시오.

	 ■..발송물을.완료했으면.[처리]를.클릭합니다.

참고: 취급 단위 및 
일반물별로 특정 수만큼의 
라벨을 인쇄하도록 
발송인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구] 탭에서 [발송인 
편집기]를 선택하고 
발송인 정보를 강조 
표시한 다음, [수정]을 
클릭하십시오. [중량 화물] 
탭을 누른 다음, 취급 단위 
및 일반물별로 인쇄할 
라벨 수를 입력하십시오.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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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중량  화물화물  발송물발송물  처리하기처리하기((계속계속))

상품 정보 입력하기
1...[서비스].탭의.[상품].섹션에.발송물의.아이템에.대한.정보를.각.라인에.

입력하십시오..[서비스].탭에.있는.상품.목록은.발송물에.추가된.각.아이템을.
나타냅니다.

2...[추가]를.클릭하여.각.아이템을.상품.목록에.추가하거나.필요한.경우.[지우기]를.
클릭하여.아이템을.상품.목록에서.지웁니다..선택하거나.발송물에.추가될.수.있는.
상품의.개수는.제한이.없으며,.발송물을.처리하는.동안에도.가능합니다..발송물.
처리.시에는.제한사항에.주의하십시오.

참고: 상품 목록에 수동으로 상품을 추가하는 대신, [상품 검색]을 클릭한 후 [상품 
검색] 창을 통해 이전 [상품 편집기]에 입력한 상품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검색은 
발송물에 다수의 상품을 입력할 경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중량 화물 운임 요청하기
현재.발송물에.대한.운임을.요청하려면.다음과.같이.진행하십시오.
1...[요율 확인]을.클릭합니다..[발송물.요율].창이.나타납니다.

2...자세한.요율.정보를.검토합니다.

3...[확인]을.클릭합니다.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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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중량  화물화물  발송물발송물  처리하기처리하기((계속계속))

단일 육로 중량 화물 픽업 예약하기
WorldShip에서는.[기록],.[중량 화물 픽업],.[육로 중량 화물 픽업 요청]을.차례로.
선택하여.발송물을.처리한.후.육로.중량.화물.픽업을.예약할.수.있습니다.

참고: 시스템 환경 설정을 지정한 경우 발송물 처리 중에 픽업 요청을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도구] 탭에서 [시스템 환경 설정], [발송], [중량 화물 처리 중 픽업 예약]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1...[발송].창의.[도착지].정보,.[발송물].섹션.및.[상품].섹션에.내용을.입력합니다.

2...[처리]를.클릭합니다..[픽업.요청].창이.표시됩니다.

3...[픽업 영업소]에.[발송지].주소가.표시됩니다.

4...발송물에.해당하는.추가.지시.사항을.입력합니다.

5...[픽업.날짜],.[픽업.준비.시간].및.[픽업.영업소.폐점.시간]을.입력합니다..그렇지.
않으면.정보는.현재.시간과.날짜로.기본.설정됩니다.

6...취급.단위.수를.입력합니다.
7...[확인]을.클릭합니다.

여러 육로 중량 화물 발송물 픽업 예약하기
단일.픽업.요청의.경우.다음.단계를.수행하여.여러.육로.중량.화물.발송물을.선택할.수.
있습니다.
1...[발송.기록].창에서.육로.중량.화물.아이콘. 과.연결된.발송물을.클릭합니다.

2...[홈].탭에서.[중량 화물 픽업]을.선택한.다음,.[중량 화물 픽업 목록]을.선택합니다..
[중량.화물.픽업.목록].창이.나타납니다.

3...[추가]를.클릭하여.육로.중량.화물.항목을.목록에.입력합니다..이.프로세스를.
진행하려면.[육로.중량.화물].항목에.PRO.번호가.있어야.합니다.

4...더.많은.항목을.입력하려면.[중량.화물.픽업.목록]에.원하는.항목이.나타날.때까지.
1단계와.3단계를.반복합니다.

5...[픽업 예약]을.클릭합니다.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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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중량  화물화물  발송물발송물  처리하기처리하기((계속계속))

항공 중량 화물 발송물의 픽업 또는 방문 발송 예약하기
[하우스.계정.항공.중량.화물].발송인에.대한.발송물.처리.중.자동으로.방문.발송을.
예약하려면.다음과.같이.진행하십시오.

1...[서비스].탭에서.[방문 발송].확인란을.선택합니다.

2...발송물을.평소와.같이.처리합니다..[처리]를.클릭하면.[방문.발송.요청].창이.
나타납니다.

3...[방문.발송.요청].창에서.다음을.수행합니다.
	 ■..[발송물 수량]에서.포장.단위를.입력합니다.
	 ■..[방문 발송]에서.방문.발송.날짜와.시간을.선택합니다.
	 ■..[확인]을.클릭합니다.

[비정기적인.항공.중량.화물].발송인에.대한.발송물.처리.중.자동으로.픽업.또는.방문.
발송을.예약하려면.다음과.같이.하십시오.

1...발송물을.평소와.같이.입력합니다..[처리]를.클릭하면.[픽업/방문.발송.요청].창이.
나타납니다.

2...[픽업/방문.발송.요청].창에서.다음을.수행합니다.
	 ■..[발송물 수량]에서.포장.단위를.입력합니다.
	 ■..[픽업/방문 발송 요청]에서.[픽업].또는.[방문.발송].중.하나를.선택합니다.

 참고: 선택에 따라 이 창의 나머지 입력란이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됩니다.
	 ■..[방문 발송]에서.방문.발송.날짜와.시간을.선택합니다.
	 ■..[요청자]에서.적절한.정보를.입력하거나.제공된.[발송지].정보를.사용합니다.
	 ■..픽업.날짜,.픽업.준비.시간,.픽업.영업소.폐점.시간을.입력합니다.
	 ■..[픽업 영업소]에.추가.지시.사항을.입력합니다.

참고: 다른 모든 입력란은 [발송지] 주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업데이트될 수 
없습니다.

	 ■..[확인]을.클릭합니다.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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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중량  화물화물  발송물발송물  처리하기처리하기((계속계속))

[발송 기록]에서 중량 화물 발송물 보기
중량.화물.발송물을.보려면.[발송.기록].창을.선택하십시오. 

.아이콘은.특정.발송인에.대한.중량.화물.발송물을.나타냅니다.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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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프로필  편집기편집기
프로필 편집기를 이용해 프로필을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이란 여러 
가지 서비스 옵션, 포장물 옵션, 발송물 옵션, 참조 번호를 포함해 미리 정의된 환경 
설정을 저장해 둔 것을 말합니다. 프로필을 여러 명의 발송인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프로필  추가하기추가하기
1...[도구].탭에서.[프로필 생성/편집]을.선택합니다.

2...[프로필.편집기].시작.창에서.[확인]을.클릭합니다.

3...표시된.모든.탭에.있는.입력란에.원하는.값을.입력하거나.선택하십시오..선택한.
내용이.[발송].창의.해당.입력란에서.기본값으로.나옵니다.

4...리본에서.[저장]을.클릭합니다.

5...[다른 이름으로 프로필 저장].창에서.고유한.이름을.35자.이내로.입력하고.[확인]을.
클릭합니다.

참고: 새 프로필을 기존 프로필에서 기반으로 하려는 경우 기존 프로필 이름을 선택하고 
입력란을 수정한 후 리본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십시오. [다른.이름으로.
프로필.저장] 창에서 고유한 이름을 35자 이내로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십시오.

발송인에게발송인에게  프로필프로필  할당하기할당하기
1...[도구].탭에서.[프로필 생성/편집]을.선택합니다.

2...[프로필.편집기].리본에서.[발송인에게 프로필 할당]을.클릭합니다.

3...[발송인.프로파일].창에서.다음을.수행합니다.
	 ■..특정.발송인에게.프로필을.할당하려면.발송인.번호.옆에.있는.[프로필]에서.해당.

발송인에.대해.원하는.프로필을.선택합니다.
	 ■..모든.발송인에게.특정.프로필을.할당하려면.[모든 발송인에게 프로필 할당]에서.

원하는.프로필을.선택한.후.[할당]을.클릭합니다.

4...[확인]을.클릭한.후.[프로필 편집기 닫기]를.클릭합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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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록에서주소록에서  고객에게고객에게  프로필프로필  할당하기할당하기
1...[홈].탭에서.[주소]를.선택한.후.[주소록]을.선택합니다..[주소록.편집기].창이.

나타납니다.

2...새.고객.정보를.입력하거나.[회사 또는 이름].상자.옆에.있는. .모양의.[검색].
아이콘을.클릭하여.주소록에서.고객을.검색합니다..[주소록 검색].창에서.기존.
고객을.찾아.선택한.후.[선택]을.클릭하십시오.

3...[프로필]에서.프로필.이름을.선택합니다.

4...새.고객의.경우.[새 주소 추가]를.클릭하고.기존.고객의.경우.[주소 수정]을.
클릭합니다.

5...완료하면.[닫기]를.클릭합니다.

참고: [발송인 편집기]를 사용해 프로필을 할당할 수도 있고 [발송] 창에서 프로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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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보고서  인쇄하기인쇄하기
일과 종료 프로세스를 완료할 때마다 자동으로 다음과 같은 보고서가 인쇄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일일 발송물 세부 사항 보고서
최근.일과.종료.프로세스.후.처리된.모든.포장물에.대한.요약.정보를.보여주며,.각.
포장물에.대한.수취인과.발송.정보,.요약.합계도.보여줍니다..[시스템 환경 설정 편집기]
에서.[발송물 세부 사항 보고서 설정].탭을.사용하여.일과.종료.처리.시.자동으로.이.
보고서가.인쇄되게.할.것인지.선택할.수.있습니다.

고가품 보고서
고가품.보고서는.신고.가격이.특정.기준.이상인.포장물을.처리한.경우.및.반송.서비스.
발송물의.발송.처리.시에만.일과.종료.처리.중에.자동으로.인쇄됩니다..또한,.이.
보고서에는.각.고가.포장물의.조회.번호,.포장물.ID,.참조.번호,.신고.가격이.포함됩니다.

중요: UPS 배송 담당 직원이 고가 포장물을 픽업할 때 이 보고서를 꼭 전달해 주십시오. 
UPS 배송 담당 직원이 보고서에 서명하고 보고서의 마지막 행에 픽업 시간 및 고가 
포장물의 총 수량을 기록합니다. 픽업 세부 사항은 배송 담당 직원이 포장물과 함께 
수령하는 보고서에 들어 있으므로, 보관용으로 픽업 확인이 필요할 경우 픽업 세부 
사항과 함께 배송 담당 직원 보고서 사본을 만듭니다. 픽업 세부 사항은 UPS 배송 담당 
직원의 서명, 손으로 입력한 정보 등을 포함하므로 다시 인쇄될 수 없습니다.

UPS 배송 담당 직원 전송 관리 보고서(미국, 푸에르토리코, 캐나다에서 
출발하는 발송물 제외)
목적지가.미국이나.푸에르토리코.이외의.지역인.경우에만.일과.종료.프로세스가.진행.
중이거나.Trade.Direct.통합.이동이.종료되는.동안.자동으로.인쇄됩니다..이.보고서는.
종료.과정.중에.발송.데이터가.UPS에.성공적으로.전송되었는지.보여줍니다.

중요: UPS 배송 담당 직원이 포장물을 픽업할 때 이 보고서를 꼭 전달해 주십시오.

픽업 요약 바코드 보고서(미국/푸에르토리코/캐나다에서 출발하는 발송물)/
UPS® 적하목록 요약 보고서(미국/푸에르토리코/캐나다에서 출발하는 발송물 
제외)
픽업.요약.바코드.보고서는.일과.종료.프로세스.중.자동으로.인쇄되며,.UPS.적하목록.
요약.보고서는.일과.종료.프로세스가.진행.중이거나.통합.이동이.종료되는.동안.
자동으로.인쇄됩니다..이.두.보고서에는.UPS.배송.담당.직원이.픽업할.포장물에.대한.
발송.정보가.요약되어.있습니다..이.보고서에는.다음과.같은.내용이.포함됩니다.
■..계정.정보.
■..계정.번호,.고유.발송.기록.ID,.픽업할.포장물.총.개수를.나타내는.바코드
■..UPS.배송.담당.직원이.픽업할.포장물을.확인할.수.있게.해주는.요약.정보
■..포장물을.픽업하는.UPS.배송.담당.직원의.이름,.픽업.시간,.픽업한.포장물의.총.

개수에.대한.기록란
중요: UPS 배송 담당 직원이 포장물을 픽업할 때 픽업 요약 바코드 보고서를 꼭 
전달해 주십시오. UPS 배송 담당 직원이 보고서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한 후 보고서에 
서명하고 픽업 시간과 포장물 총 개수를 보고서 맨 아래에 기록합니다. UPS 배송 담당 
직원은 이 보고서를 스캔하지만 가져가지는 않으므로 고객이 보고서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UPS 적하목록 상세 보고서(미국/푸에르토리코/캐나다에서 출발하는 발송물 
제외)
발송.데이터가.UPS로.전송되지.않으면.일과.종료.프로세스.진행.중에.자동으로.
인쇄됩니다..이.보고서에는.UPS.배송.담당.직원이.픽업할.포장물에.대한.발송.정보가.
자세히.표시됩니다.

중요: UPS 배송 담당 직원이 포장물을 픽업할 때 이 보고서를 꼭 전달해 주십시오.

보고서



© 2006-2021 United Parcel Service of America, Inc. All rights reserved. 01/21 사용자 가이드 16

[발송][발송]  창에서창에서  발송물발송물  취소하기취소하기
WorldShip에서는.이미.처리되었지만.아직.일과.종료.프로세스는.거치지.않은.
발송물을.취소할.수.있습니다(아래.참조)..또한,.일과.종료.처리.후에도.포장물이나.
발송물을.취소할.수.있습니다.

1.  [발송].창의.[홈].탭에서.[취소]를.선택하여.포장물이나.발송물을.취소합니다.

2...발송물.취소.방법에.대한.지침을.읽고.[확인]을.클릭합니다..[발송.내역].창이.나오고.
마지막으로.처리한.발송물이.강조.표시됩니다.

3...올바른.발송물이.강조.표시되어.있는지.확인하십시오..필요한.경우.다른.발송물을.
선택하십시오.

4...발송.아이콘에.위쪽.화살표,. ,. ,. 이.표시되는.경우.웹의.[발송물 취소 페이지]를.
사용하여.발송물을.취소해야.합니다..[홈].탭에서.[취소]를.클릭하십시오.
a...WorldShip에서.웹상의.[발송물.취소.페이지]를.사용할지를.묻는.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참고: 위로 화살표가 있는 아이콘은 일부 포장물 세부 사항 정보가 이미 UPS에 
전송되었음을 의미합니다.
5...[발송물].아이콘에.위로.화살표가.없는.경우.다음.작업을.수행하십시오.
a...[홈].탭에서.[취소]를.선택합니다..확인.메시지가.표시됩니다.
b...[예]를.클릭합니다..발송물이나.포장물.옆에 취소.아이콘이.나타납니다.

참고: 취소하려는 포장물이 이미 일과 종료 처리되었고 취소 포털이 해당 국가의 
취소 작업을 지원하는 경우, ups.com의 미국 발송물 취소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영어로만 이용 가능). 아래에서 일과.종료.후.[발송물.기록].창에서.포장물.또는.발송물.
취소를 참고하십시오.

포장물 또는 발송물 취소하기

http://up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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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일과  종료종료  후후  [발송물[발송물  기록]기록]  창에서창에서  포장물포장물  또는또는  발송물발송물  취소하기취소하기
1...[발송물.기록].창에서.취소할.포장물의.조회.번호를.강조.표시합니다.

2...[홈].탭에서.[취소]를.선택합니다.

3...[확인]을.클릭합니다..취소.작업을.완료할.수.있도록.[UPS 발송물 취소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발송물.취소를.끝냈으면.WorldShip으로.되돌아옵니다.

포장물 또는 발송물 취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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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물[발송물  기록]기록]  창에서창에서  포장물이나포장물이나  발송물을발송물을  취소로취소로  표시하기표시하기
[UPS 발송물 취소 페이지]에서.포장물이나.발송물을.취소하면.WorldShip에서는.
[발송물.기록].창을.자동으로.업데이트하여.취소한.것으로.표시하지.않지만,.사용자가.
그.포장물이나.발송물을.취소된.것으로.표시할.수.있습니다..포장물이나.발송물의.실제.
상태는.변경되지.않으므로,.이.작업을.하기.전에.[UPS 발송물 취소 페이지]에서.그.
포장물이나.발송물을.취소하는데.필요한.단계를.완료해야.합니다.

1...[발송물.기록].창에서.[UPS 발송물 취소 페이지]에서.취소한.포장물이나.발송물을.
강조.표시합니다.

2...[홈].탭에서.[발송물 표시]를.선택합니다..발송물이나.포장물.옆에.V.아이콘이.
나타납니다.

3...[홈].탭에서.[표시된 활동]을.선택한.다음,.[표시된 발송물 취소]를.선택합니다..
발송물이나.포장물.옆에.X.아이콘이.나타납니다.

포장물 또는 발송물 취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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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처리  완료하기완료하기
WorldShip에서는 발송 세부 정보를 UPS에 전송합니다. 개별 일과 종료 프로세스는 
같은 픽업 날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기.중인.픽업.그룹에.대한.포장물.처리가.완료되면.일과.종료.처리를.완료합니다..픽업.
시간이.되기.전에.이러한.단계를.완료해야.합니다.

일과 종료 프로세스 완료하기
1...[발송물.기록].창에서.[대기.중인.픽업].그룹을.선택합니다.

2...[홈].탭에서.[일과 종료]를.선택합니다.

3...계속.진행을.원할.경우,.WorldShip에서.일과.종료.보고서를.인쇄합니다..자세한.
내용은.[보고서 인쇄]를.참조하십시오.

4...[향후.처리].기능을.활성화한.경우.[활성.픽업.선택].창이.나타납니다..아래쪽.
화살표를.클릭하여.달력에서.활성.픽업.날짜를.선택하고(최대.향후.183일까지).
[확인]을.클릭합니다.

5...UPS.배송.담당.직원에게.해당.보고서를.전달합니다..자세한.내용은.[보고서 인쇄]를.
참조하십시오.

일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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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주소  데이터데이터  확인하기확인하기
주소.확인은.미국.50개.주의.주소가.유효한지.확인하는.데.도움이.됩니다.

WorldShip에는.다음과.같이.세.가지.주소.확인.유형이.있습니다.
■..단일 주소, 도시, 시/도 및 ZIP Code™.확인은.포장물을.발송할.때.자동으로.

진행됩니다..주소가.잘못된.것으로.보이는.경우.WorldShip에서.대안을.제시합니다.
■..단일 도로 단위 주소 확인에서는.도시,.시/도,.우편.번호(ZIP.Code)뿐만.아니라.도로.

주소도.확인합니다..이.주소.확인.옵션을.선택하려면.[발송].창에서.F8.키를.누르거나.
[홈].탭에서.[주소]를.선택한.다음,.[도착지 주소 확인]을.선택하십시오..WorldShip
에서는.신속하게.주소를.확인하여.주소가.잘못된.것으로.보이는.경우에는.대안을.
제시하고.주소가.유효한.경우에는.이에.대해.알려줍니다..이.프로세스에는.주소.
데이터에.대한.ZIP+4.할당이.포함됩니다.

■..[주소록 확인]에서는.WorldShip.주소록에.있는.모든.주소의.도로,.도시,.시/도.및.
우편.번호(ZIP.Code)를.확인합니다..이.주소.확인.옵션을.선택하려면.Shift.키와.
F9.키를.누르거나.[홈].탭에서.[주소]를.선택한.다음,.[주소록]을.선택하십시오..
[주소록 편집기]에서.[확인을 위해 주소 전송]을.클릭하십시오..WorldShip에서는.
모든.주소록.항목을.수집하여.확인한.다음,.조정을.위해.PC에.다운로드합니다..이.
프로세스에는.주소.데이터에.대한.ZIP+4.할당도.포함됩니다.

참고: [주소록 편집기]에서 단일 주소를 확인하려면 주소 정보를 입력하거나 선택하고 
[주소 확인]을 클릭하십시오.
단계별.지침을.확인하려면.[지원].탭에서.[WorldShip]을.선택한.후.[UPS WorldShip 
도움말]을.선택하고.'주소 확인'을.입력하십시오.

주소 확인, 분류 및 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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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주소  데이터데이터  분류하기분류하기
주소.분류는.미국.50개.주.또는.캐나다.주소가.주거.지역인지.상업.지역인지.확인하는.
데.도움이.됩니다.

WorldShip에는.다음과.같이.두.가지.주소.분류.유형이.있습니다.
■..단일 수준 주소 분류는.현재.주소를.분류합니다..이.주소.분류.옵션을.선택하려면.

[발송].창에서.F7.키를.누르거나.[홈].탭에서.[주소]를.선택한.다음,.[도착지 주소 
분류]를.선택합니다..WorldShip에서는.[도착지].탭에.표시된.주소를.분류합니다.

■..[주소록 분류]는.WorldShip.주소록의.모든.주소를.분류합니다..이.주소.분류.옵션을.
선택하려면.Shift.키와.F9.키를.누르거나.[홈].탭에서.[주소]를.선택한.다음,.[주소록]
을.선택하십시오..[주소록 편집기]에서.[분류를 위해.주소 전송]을.클릭하십시오..
WorldShip에서는.모든.주소록.항목을.수집하여.분류한.다음,.PC에.다운로드합니다.

단계별.지침을.확인하려면.[지원].탭에서.[WorldShip]을.선택한.후.[UPS WorldShip 
도움말]을.선택하고.'주소 분류'를.입력하십시오.

주소주소  데이터데이터  조정하기조정하기
조정.기능을.사용하여.가능한.후보.목록에서.가장.적합한.주소를.선택하십시오.

단계별.지침을.확인하려면.[지원].탭에서.[WorldShip]을.선택한.후.[UPS WorldShip 
도움말]을.선택하고.'주소 조정'을.입력하십시오.

주소 확인, 분류 및 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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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물발송물  찾기찾기
1...과거에.처리한.발송물을.찾으려면.[홈].탭에서.[검색 기록]을.선택하거나.[발송.기록].

창에서.[찾기]를.클릭합니다.

발송 기록 및 조회

2...발송물을.찾는.데.필요한.정보를.입력한.후.[찾기]를.클릭합니다.

발송물.찾기에.대한.자세한.내용을.보려면.[지원].탭에서.[WorldShip]을.선택한.후.
[UPS WorldShip 도움말]을.선택하고.'발송물 찾기'를.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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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물포장물  혹은혹은  발송물발송물  조회하기조회하기
[발송 기록] 창에서 조회하기
1...[발송물.기록].창에서.한.개의.포장물을.조회하려면.조회.번호를.강조.표시하여.

포장물을.선택합니다..[홈].탭에서.[조회],.[선택한 포장물 조회]를.선택하십시오.

2...[발송물.기록].창에서.여러.개의.포장물을.조회하려면.다음을.수행합니다.
	 ■..특정.일자에.발송된.모든.포장물을.조회하려면.해당.날짜를.강조.표시하고,.

발송물에.포함된.모든.포장물을.조회하려면.해당.발송물을.강조.표시합니다.
	 ■..[홈].탭에서.[조회].및.[여러 포장물 조회]를.차례로.선택합니다..[조회.번호.

매니저].창의.[1Z].탭에서.[추가]를.클릭한.후.[조회 목록]을.클릭하십시오.
 참고: 특정한 날짜나 발송물을 강조 표시하고 계속해서 [추가]를.클릭하면.여러.
날짜의.포장물과.발송물을.조회할.수.있습니다.

3...포장물.정보가.표시되는.ups.com의.조회.페이지로.연결됩니다.

4...원하는.경우.조회.정보를.인쇄합니다.

5...WorldShip으로.되돌아오려면.[조회.페이지].창을.닫습니다.

UPS® 웹 사이트에서 조회하기
1...[UPS.com].탭에서.[UPS 조회]를.선택합니다..UPS.웹.사이트의.[조회.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포장물 및 중량 화물 조회].탭에서.UPS.조회.번호를.입력한.후.[조회]를.클릭합니다.

3...지침에.따라.진행합니다.

4...WorldShip으로.되돌아오려면.[조회.페이지].창을.닫습니다.

발송 기록 및 조회

http://ups.com
http://UP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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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유류  할증료할증료
UPS.유류.할증료는.각.발송물의.요금에.자동으로.들어갑니다..이.할증료는.월별로.
다를.수.있으며,.소프트웨어는.자동으로.업데이트됩니다..소프트웨어는.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UPS.유류.할증료에.대한.자세한.내용을.보려면.ups.com을.방문하거나.[지원].탭에서.
[WorldShip]을.선택한.후.[UPS WorldShip 도움말]을.선택하고.'유류 할증료'를.
입력하십시오.

청구지청구지  정보정보  선택하기선택하기
청구지.입력란을.사용해.포장물,.발송물을.발송하기.위한.운송료,.관세,.부가세를.누가.
지불할.것인지.지정하십시오..이.입력란은.[발송].창의.[서비스].탭을.포함하여.여러.
창에서.보실.수.있습니다..청구지.입력란에는.다음.내용이.포함됩니다.

[운송료 청구 대상]에는.포장물,.발송물의.발송.또는.이동을.위하여.운송료를.누가.
지불할.것인지.나타내기.위한.[발송인],.[수취인],.[제3자].또는.[청구된.수취인].옵션이.
있습니다.

[관세 및 부가세 청구 대상]에는.포장물,.발송물의.발송을.위하여.관세와.부가세를.누가.
지불할.것인지.나타내기.위한.[발송인],.[수취인],.[제3자].옵션이.있습니다.

[관세와 세금 분할].확인란은.포장물,.발송물을.발송하기.위한.관세를.부가세.납세자가.
아니라.운송료.납부자가.지불하도록.할지를.나타냅니다..이.확인란을.선택하면.[운송료.
청구.대상]이.[운송료.및.관세.청구.대상]으로.바뀌고.[관세.및.부가세.청구.대상]이.
[부가세.청구.대상]으로.바뀝니다..이.선택을.취소하려면.[관세와 세금 분할].확인란을.
선택.취소하십시오..이.확인란을.선택하거나.선택.취소할.때마다.확인.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청구 및 운임 계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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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33자자  청구청구
1..이.가이드의.1페이지에.설명되어.있는.대로.발송물을.처리합니다..다음.단계에.따라.
진행하십시오.
	 ■..수취인.주소를.지정합니다.
	 ■..UPS.서비스를.선택합니다.
	 ■..포장물.유형을.선택합니다.
	 ■..[운송료 청구 대상]에서.[제3자]를.선택하면.[제3자.주소].창이.나타납니다.

청구 및 운임 계산 기능

2...[제3자.주소].창에서.현재.발송물에.대해.발송인이.납부할.모든.청구.금액을.부담할.
개인이나.회사의.주소와.계정.번호를.입력한.후.[확인]을.클릭합니다.

3...[발송].창에서.포장물.무게를.입력한.후.[발송물 처리]를.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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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빠른  명령명령
[빠른.명령.편집기]를.사용하면.미리.정의된.명령.목록에서.명령을.선택하고.[가져오기/
내보내기].탭에서.사용할.수.있도록.구성할.수.있습니다..[빠른 명령 목록 만들기]를.
참고하십시오.

빠른빠른  명령명령  목록목록  만들기만들기
1...[가져오기/내보내기].탭에서.[새로 만들기]를.선택합니다.

2...[빠른.명령.편집기].창에서.빠른.명령.목록에.사용할.명령.목록을.작성합니다.
	 ■	.명령을.추가하려면.[사용 가능한 명령].상자에서.명령을.선택하고.[추가]를.

클릭하십시오..해당.명령이.[선택한 명령].상자에.추가됩니다..
	 ■		.명령을.제거하려면.[선택한 명령].상자에서.명령을.선택하고.[제거]를.클릭합니다..
	 ■		모든.명령을.제거하려면.[모두 제거]를.클릭합니다.

3...선택한.명령을.다음과.같이.편집합니다.
	 ■		한.번.이상.추가할.수.있는.명령을.추가했다면.[빠른.명령.편집기].창에서.선택한.

명령을.구성할.수.있습니다..[빠른 명령.수정하기]를.참고하십시오.
	 ■	한.번만.추가할.수.있는.명령을.추가했다면.4단계로.이동합니다..

  도움말: 선택한 명령의 기본값을 변경하고 싶으면 [편집]을 클릭하십시오. 
[빠른.명령.수정하기]를.참고하십시오..

4...빠른.명령.목록에서.명령들을.원하는.순서로.배열합니다.
	 ■		명령을.위로.이동하려면.명령을.선택한.다음,.[위로 이동]을.클릭합니다.
	 ■		명령을.아래로.이동하려면.명령을.선택한.다음,.[아래로 이동]을.클릭합니다.

5...[가져오기/내보내기].탭에서.빠른.명령.목록을.보고.사용하려면.빠른.명령.목록에서.
명령을.선택합니다.

빠른빠른  명령명령  수정하기수정하기
1...[가져오기/내보내기].탭에서.[새로 만들기]를.선택합니다.

2...[빠른.명령.편집기].창에서.새.명령을.다음과.같이.추가합니다.
	 ■		[사용 가능 명령].상자에서.명령을.선택합니다.
	 ■		[추가]를.클릭합니다.

한.번.이상.추가할.수.있는.명령을.추가한.경우.[빠른.명령.편집기].창이.나타나.
선택한.명령의.정보를.표시합니다..명령의.이름이.제목.표시줄에.나타납니다..4단계로.
이동하십시오.

단.한.번만.추가될.수.있는.명령을.추가한.경우.명령의.이름은.[선택한 명령].상자에.
나타납니다..이.명령을.편집하시려면.3단계로,.아니면.7단계로.이동하십시오.

3...빠른.명령.목록에.있는.기존.명령을.편집하려면,.다음과.같이.하십시오.
	 ■		[선택한 명령].상자에서.명령을.선택합니다.
	 ■		[편집]을.클릭합니다.

[빠른.명령.편집기].창이.나타나고.선택한.명령의.정보가.표시됩니다..명령의.이름이.
제목.표시줄에.나타납니다..

한.번.이상.추가할.수.있는.명령을.편집하려면,.4단계로,.아니면.5단계로.이동하십시오.

추가 특징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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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빠른  명령명령  수정하기수정하기(계속)(계속)
4...다음과.같이.작업을.완료하십시오..
	 ■		[발송인 번호]의.경우.[발송인 번호 선택].상자에서.아래쪽.화살표를.클릭하고.

발송인.번호를.선택합니다.
	 ■		[프로필]의.경우.[프로필 선택].상자에서.아래쪽.화살표를.클릭하고.프로필을.

선택합니다.
	 ■		[키를 입력해 가져오기 시작]의.경우.[키를 입력해 가져오기 시작].상자에서.맵.

이름을.선택합니다.
	 ■		[일괄 가져오기]의.경우.[일괄 가져오기 시작].상자에서.맵.이름을.선택합니다.
	 ■		[일괄 내보내기]의.경우.[일괄 내보내기 시작].상자에서.맵.이름을.선택합니다.

5...명령에.툴팁을.추가하려면.[툴팁 텍스트].상자에.80자.이내의.설명을.입력하거나.
미리.정의된.툴팁을.사용합니다.

6...[확인]을.클릭합니다..

7.  필요에.따라.이.절차를.반복하거나.[확인]을.합니다.

일괄일괄  처리처리  중에중에  인쇄된인쇄된  오류오류  라벨라벨
WorldShip에서는.일괄.처리.중에.발송물의.유효성.검증이.실패한.각.포장물에.대해.
오류.라벨을.기본적으로.인쇄합니다..해당.라벨은.오류를.식별하며.처리에.필요한.
포장물을.정정하는.데.필요한.정보가.포함되어.있고.포장물에.대한.올바른.라벨.순서를.
유지하도록.하는.자리표시자의.기능을.갖습니다..[일괄 처리 중 오류 라벨 인쇄].옵션은.
[시스템 환경 설정 편집기].창에서.[인쇄 설정].탭의.[라벨 인쇄 기본 설정].아래에.
있습니다.

사용자사용자  지정지정  라벨라벨
[사용자.지정.라벨.편집기]를.사용하면.사용자.지정.라벨의.여러.템플릿을.제작,.저장,.
편집.및.삭제할.수.있습니다..사용자.지정.라벨에는.이미지,.판촉.메시지,.문구,.발송물.
입력란.또는.이러한.내용을.조합하여.포함할.수.있습니다..사용할.사용자.지정.라벨.
템플릿을.지정하려면.프로필.사용.시.인쇄할.라벨을.지정하거나.사용자.지정.도구.
모음에.버튼을.추가하십시오.

라벨라벨  선택하기선택하기
올바른.라벨이.프린터에.장착되어.있는지.확인하십시오..필요한.라벨.스톡은.다음과.
같이.사용된.사용자.지정.라벨.템플릿의.유형에.따라.달라집니다.
■..[발송물.라벨.헤더].템플릿을.사용하면.다음과.같은.라벨.스톡.크기의.상단.2인치.

확장.영역을.사용자.지정할.수.있습니다..-.열전사.프린터.4.x.8.또는.4.x.8¼,.레이저.
프린터.8½.x.11(페이지당.한.개의.라벨),.레이저.프린터.8½.x.11(페이지당.두.개의.
라벨).및.레이저.프린터.A4.210.x.297

■..[문서.라벨].템플릿을.사용하면.다음과.같은.라벨.스톡.크기의.하단.2인치.영역을.
사용자.지정할.수.있습니다..-.열전사.프린터.4.x.8.or.4.x.8¼(천공)

■..[수취인.라벨].템플릿을.사용하면.다음과.같은.라벨.스톡.크기의.모든.수취인.
라벨.부분(발송물.라벨을.대체하지.않는.추가.라벨)을.사용자.지정할.수.있습니다..
-.4.x.8.또는.4.x.6

사용자사용자  지정지정  라벨라벨  서식서식  파일의파일의  제작제작  또는또는  편집편집
1...[도구].탭에서.[사용자 지정 라벨 작성/편집]을.선택합니다..[사용자.지정.라벨.

편집기].창이.나타납니다.

2...기존.템플릿을.편집하려면.다음을.수행합니다.
	 ■..[기존 템플릿]에서.편집할.템플릿을.선택합니다.
	 ■..[편집]을.클릭합니다..[템플릿.편집].창이.나타납니다.

.참고: UPS 서식 파일 예제는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UPS 서식 파일 
예제를 복사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3단계를 참조하십시오.

	 ■..6단계로.넘어갑니다.

3...[UPS.샘플].템플릿과.같은.기존의.템플릿을.기반으로.새로운.템플릿을.만들려면.
다음을.수행합니다.

	 ■..[기존 템플릿]에서.기본.템플릿으로.사용할.템플릿을.선택합니다.
	 ■..[복사]를.클릭합니다..[템플릿.복사].창이.나타납니다.
	 ■..[새 템플릿의 이름 입력].상자에.50자.이내로.템플릿.이름을.입력한.후.[확인]을.

클릭합니다..[템플릿.편집].창이.나타납니다.
	 ■..6단계로.넘어갑니다.

추가 특징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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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사용자  지정지정  라벨라벨  템플릿템플릿  생성생성  또는또는  편집하기편집하기((계속계속))

4...기존.템플릿을.삭제하려면.다음을.수행합니다.
	 ■..[기존 템플릿]에서.삭제할.템플릿을.선택합니다.
	 ■..[삭제]를.클릭합니다..삭제할.것인지.묻는.확인.메시지가.표시됩니다.
	 ■..[예]를.클릭합니다..[사용자.지정.라벨.편집기].창이.나타납니다.
	 ■..11단계로.넘어갑니다.

5...새.템플릿을.만들려면.다음을.수행합니다.
	 ■..[새 템플릿]에서.[템플릿 유형].상자에.있는.아래쪽.화살표를.클릭하고.라벨.

유형을.선택합니다.
	 ■..[템플릿 이름].상자에.새.템플릿의.이름을.최대.50자까지.입력합니다.
	 ■..[생성]을.클릭합니다..[템플릿.편집].창이.나타납니다.

6...다음.추가.옵션.중.하나를.사용하여.캔버스에.각.요소를.추가하십시오.
. .참고: [입력란] 열 라벨을 클릭하여 WorldShip 입력란을 알파벳순으로 정렬하십시오.
	 ■..입력란.추가하기.-.[WorldShip 입력란].상자에서.아래쪽.화살표를.클릭한.후.

입력란.카테고리를.선택합니다..입력란.카테고리에서.입력란.목록을.사용하여.
입력란을.선택한.후,.해당.입력란을.캔버스의.원하는.위치에.배치시키기.위해.
드래그.앤.드롭.하십시오.

	 ■..사용자.지정.텍스트.추가하기.–.[사용자 지정 텍스트].상자에.최대.45자의.
텍스트를.입력하고.[텍스트 추가]를.클릭한.후.캔버스의.원하는.위치를.클릭하여.
텍스트를.배치합니다.

	 ■..텍스트.없이.입력란.추가하기.–.[데이터 입력란만 추가].확인란을.선택합니다.
	 ■..테스트.데이터.추가하기.—.테스트.데이터로.입력란을.미리.채우려면.[테스트 

데이터 표시]를.선택합니다.
	 ■..캔버스에.이미지.추가하기.—.[이미지 라이브러리]에.있는.이미지를.선택한.후.

해당.이미지를.캔버스의.원하는.위치에.드래그.앤.드롭하여.배치합니다.
	 ■..이미지를.이미지.라이브러리에.추가하기.—.[라이브러리 이미지 추가]를.

클릭합니다..[이미지.추가].창에서.이미지.경로를.입력하거나.[탐색]을.클릭하여.
이미지를.찾아.선택한.후.[확인]을.클릭합니다..이미지가.이미지.라이브러리에.
저장됩니다.

	 ■..수평.라인.추가하기.–.[템플릿]의.[라인 추가]를.클릭한.후.마우스.왼쪽.버튼을.
클릭한.채로.캔버스의.라인.시작.부분을.표시하고.라인을.끝까지.드래그한.다음,.
왼쪽.마우스.버튼을.놓습니다.

추가 특징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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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사용자  지정지정  라벨라벨  템플릿템플릿  생성생성  또는또는  편집하기편집하기((계속계속))

 7...필요에.따라.입력란.및.캔버스에.배치된.텍스트의.속성을.수정하십시오.
	 ■..캔버스에서.아이템을.선택합니다.
	 ■..[입력란 속성]에서.글꼴.및.정렬을.변경하고.텍스트를.굵게.만들거나.바코드를.

정의합니다.
	 ■..[WorldShip.입력란].목록에서.입력란.길이를.변경합니다.
	 ■..[수정]을.클릭합니다.

 8...다음과.같이.캔버스에서.입력란을.제거하십시오.
	 ■..하나의.입력란을.제거하려면.캔버스에서.입력란을.선택하고.[제거]를.

클릭합니다..삭제할.것인지.묻는.확인.메시지가.표시됩니다..[예]를.클릭하면,.
해당.입력란이.캔버스에서.제거됩니다.

	 ■..모든.입력란을.제거하려면.[모두 제거]를.클릭합니다..삭제할.것인지.묻는.확인.
메시지가.표시됩니다..[예]를.클릭하면.모든.입력란이.캔버스에서.제거됩니다.

 9...사용자.지정.라벨을.테스트하려면.[테스트 라벨 인쇄]를.클릭합니다..시스템.환경.
설정의.현재.라벨.프린터.선택을.사용하여.라벨이.인쇄됩니다.

10...프로필에.사용자.지정.라벨.템플릿을.할당하려면.[프로필과 연결]에서.적절한.
프로필.확인란을.선택합니다..저장된.사용자.지정.라벨.서식.파일은.선택된.해당.
프로필을.사용하여.처리된.모든.발송물에.적용됩니다.

참고: [프로필 편집기] 창에서 [사용자 지정 라벨 선택]을 클릭하여 프로필을 
사용자 지정 라벨에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11..[확인]을.클릭합니다.

사용자사용자  지정지정  라벨라벨  인쇄인쇄  설정설정
1...[도구].탭에서.[시스템 환경 설정 편집기]를.선택한.다음,.[인쇄 설정].탭을.

선택합니다.

2...[프린터].그리드에서.적절한.라벨.프린터를.강조.표시한.후.[프린터 설정]을.
클릭합니다..

3...[라벨.프린터.설정].창에서.올바른.라벨.구성이.선택되었는지.확인하십시오..사용할.
라벨.유형에.맞게.[라벨.스톡.크기]와.[확대.영역.사용].란을.업데이트.하십시오.

4...[적용]을.클릭합니다.

5...[인쇄 설정].탭에서.[문서].또는.[수취인].라벨을.표시하는.데.필요한.적절한.확인란을.
선택합니다.

6...[업데이트].및.[확인]을.클릭합니다.

추가 특징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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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에도움말에  액세스하기액세스하기
다음과.같은.방법으로.도움말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1.  소프트웨어 내에서 도움말에 액세스하는 방법:
WorldShip 도움말
	 ■..특정.정보를.검색하려면.[지원].탭에서.[WorldShip]을.선택한.다음,.[UPS 

WorldShip 도움말]을.선택합니다..[색인].탭에서.작업.이름이나.용어,.개념을.
입력한.후.[확인]을.누릅니다.

	 ■..WorldShip에.대한.일반적인.정보를.찾아보려면.[지원].탭에서.[WorldShip]을.
선택한.후.[UPS WorldShip 도움말]을.선택한.다음,.[목차].탭을.선택하고.주제를.
선택합니다.

	 ■..특정.창에.대한.도움말을.찾아보려면.오른쪽.상단의.'?'(사용.가능한.경우)를.
클릭한.후.입력란을.클릭하거나,.[도움말].버튼(사용.가능한.경우)을.클릭하거나,.
Shift.키를.누른.상태에서.F1.키를.누릅니다.

	 ■..WorldShip.사용자.및.설치.가이드는.PDF.파일로.열람.및.인쇄가.가능합니다..
Adobe®.Reader®.소프트웨어를.설치해야.합니다..이.소프트웨어는.adobe.com
에서.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이.가이드를.얻는.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 . 1...[지원].탭에서.[WorldShip]을.선택하고.[UPS WorldShip 사용자 가이드]를.
선택합니다.

. . 2...[WorldShip.사용자.가이드].페이지에서.원하는.가이드의.[다운로드].링크를.
클릭합니다.

. . 3..필요에.따라.문서를.확인.및.인쇄합니다.

2.  웹에서 도움말에 액세스하는 방법:
worldship.ups.com으로.이동하여.추가.지원.문서를.찾아보십시오.

3.  전화로 도움말에 액세스하는 방법(미국만 해당):
본 가이드나 WorldShip 도움말로도 해결되지 않는 WorldShip 기술 관련 질문이 
있으시면 1-888-553-1118로 문의하십시오.
전화.문의.시.다음과.같은.정보를.미리.확인해.두어야.합니다.
	 ■..UPS.계정.번호와.WorldShip.소프트웨어.버전(WorldShip.화면의.오른쪽.하단에.

있음)
	 ■..PC.운영.체제의.이름과.버전,.프린터.종류.

일반적인.정보는.1-800-PICK-UPS®(1-800-742-5877)로,.국제.발송.정보는.1-800-
782-7892로.문의하십시오.

우편.번호(ZIP.Code)는.해당.소유자의.상표.또는.등록.상표입니다.

UPS,.UPS.브랜드.마크,.고유의.브라운.색상,.ups.com,.WorldShip,.Quantum.View.Notify.및..
1-800-PICK-UPS는.United.Parcel.Service.of.America,.Inc.의.서비스.마크.또는.상표입니다.
Adobe.Reader는.Adobe.Systems.Incorporated의.등록.상표입니다..All.rights.reserved.

리소스

http://adobe.com
http://worldship.ups.com
http://up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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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술  지원지원  번호번호
사용자.가이드나.WorldShip.도움말을.참조해도.해결되지.않는.WorldShip.에.대한.문의.사항은.아래.연락처로.문의하십시오.

리소스

가나 .............................................................................................................................+49 69 66404364
과테말라 ........................................................................................................................1800 835 0384
그리스 ...............................................................................................................................210-99 84 334
나이지리아 .............................................................................................................+49 69 66404364
남아프리카 공화국...........................................................................................+49 69 66404364
네덜란드 ............................................................................................................+31 (0) 20 50 40 602
노르웨이 ............................................................................................................... +47 (0) 22 5777 34
뉴질랜드 .......................................................................................................................... 0800 443 785
니카라과 .................................................................................................................. 001800 226 0452
대만 ...................................................................................................................................00801 855 662
대한민국 .................................................................................................................. 00798 8521 3669
덴마크 .................................................................................................................... +45 (0) 35 25 65 04
도미니카 공화국 ..................................................................................................1-888-760-0095
독일 ................................................................................................................... +49 (0) 69 66 30 80 37
라트비아 .....................................................................................................................................7805643
러시아 .............................................................................................................................7 49 5961 2211
레바논 ........................................................................................................................+49 69 66404364
루마니아 ..................................................................................................................... 40 21 233 88 77
룩셈부르크......................................................................................................FR 00 33 8050 10365
르완다 ........................................................................................................................+49 69 66404364
리투아니아 ..................................................................................................................370-37-350505
말라위 ........................................................................................................................+49 69 66404364
말레이시아 ..................................................................................................................... 1800 80 4709
말리 ................................................................................................................................+223 2029 91 52
멕시코 .........................................................................................................................01 800 714 65 35
모나코 ......................................................................................................................+33 (0) 157324060
모로코........................................................................................................................+49 69 66404364 
모리셔스 ..................................................................................................................+49 69 66404364
모리타니아 ............................................................................................................... +222 4529 28 89
모잠비크 ..................................................................................................................+49 69 66404364
몰도바 .......................................................................................................................... +373-22-403901
미국 .....................................................................................................................................888-553-1118
미국 버진아일랜드 .................................................................................................1888 877 8324
바레인 .......................................................................................................................+49 69 66404364
바하마 .......................................................................................................................... 1-888-960-2683
방글라데시  ...........................................................................................................+49 69 66404364
버뮤다 .......................................................................................................................... 1-888-960-2678
베네수엘라 .................................................................................................................. 0800 100 5772
벨기에 .....................................................................................................................+32 (0) 22 56 66 19
벨라루스 ................................................................................................................... 375-17-227-2233
보스니아 ..............................................................................................................................033 788 160
볼리비아 .............................................................................................................................800 100 807

부룬디 ........................................................................................................................+49 69 66404364
북아일랜드....................................................................................................... +44 (0) 2079490192
불가리아 .............................................................................................................................0700 1 8877
불가리아  ............................................................................................................................0700 1 8877
브라질 .............................................................................0800 8923328 또는 55 11 569 46606
사우디 아라비아 ................................................................................................+49 69 66404364
세네갈 ...........................................................................................................................221 33 8646042
세르비아 ..................................................................................................................+381 11 2286 422
스리랑카 ..................................................................................................................+49 69 66404364
스웨덴 ................................................................................................................. +46 (0) 85 79 29 041
스위스 ..................................................................................................................... +41 (0) 442115700
스코틀랜드......................................................................................................  +44 (0) 2079490192
스페인 ......................................................................................................................+34 (0) 917459877
슬로바키아 ...................................................................................................................  +421 2 16 877
슬로베니아 ....................................................................................................................  38642811224
싱가포르 ...........................................................................................................................800 852 3362
아랍에미리트 연합 ............................................................... 800-4774(수신자 부담 전화)
아르메니아 .............................................................................................................. 10 3741 27 30 90
아르헨티나 ................................................................................................................. 0 800 122 0286
아이보리 코스트 ...............................................................................................+49 69 66404364
아일랜드 ................................................................................................................+353 (0) 15245447
아제르바이잔 ..................................................+10 99 412 493 39 91 / +994-12-490 6989, 

+994-12-493 3991
아프가니스탄 ..................................................................+93-79-3204045 / 9647814318252
알바니아 .....................................................................................................................+355682048904
알제리 ........................................................................................................................+49 69 66404364
앙골라 ........................................................................................................................+49 69 66404364
에스토니아 .................................................................................................................... 372 666 47 00
에콰도르 .......................................................................................................................... 1800 000 119
에티오피아 .............................................................................................................+49 69 66404364
엘살바도르 ..............................................................................................................................800 6191
영국 ....................................................................................................................... +44 (0) 2079490192
오만..............................................................................................................................+49 69 66404364
오스트리아 ..................................................................................................+43 (0) 1 50 15 96 002
온두라스 ...................................................................................................................................800-0123
요르단 ........................................................................................................................+49 69 66404364
우루과이 ................................................................................................................... 000 405 296 651
우즈베키스탄 .................................................................................................... +998 (71) 1203838
웨일스 .................................................................................................................. +44 (0) 2079490192
이스라엘 ........................................................................................................ 00-972-(0) 35-770112
이집트 ........................................................................................................................+49 69 66404364
이탈리아 .................................................................................................................... +39 0248270032

인도 ............................................................. 91-22-2827-6111 / 00 0800 852 1113 (toll free)
인도네시아 ............................................................................................................ 001 803 852 3670
일본 ...................................................................................................................................00531 85 0020
잠비아 ........................................................................................................................+49 69 66404364
중국 ......................................................................................................................................400 013 3023
지부티 ........................................................................................................................+49 69 66404364
지브롤터 ......................................................................................................................+350 200 42332
짐바브웨 ..................................................................................................................+49 69 66404364
체코 공화국 ............................................................................................................ +42 0239016468
칠레 ........................................................................................................................................800 835 682
카메룬 ........................................................................................................................+49 69 66404364 
카자흐스탄 .............................................................................................................+49 69 66404364
카타르 ........................................................................................................................+49 69 66404364
캐나다 ................................................................................. 1-888-UPS-TECH (1-888-877-8324)
케냐 .............................................................................................................................+49 69 66404364
케이맨 제도 .............................................................................................................1-888-960-2686
코소보......................................................................................................................... +381 38 24 22 22
코스타리카 ..................................................................................................................0800 052 1591
콜롬비아 ..................................................................................................................... 01800 752 2293
콩고민주공화국..................................................................................................+49 69 66404364
쿠웨이트 ..................................................................................................................+49 69 66404364
키르기스스탄 ........................................................... +996 312 699 988 / +996-312-979713
키프로스 ................................................................................................................................77 77 7200
탄자니아 ..................................................................................................................+49 69 66404364
태국 ............................................................................................................................001 800 852 3658
터키......................................................................................................................... 0090-212-413 2222
튀니지 ........................................................................................................................+49 69 66404364
파나마 ........................................................................................................................... 00800 052 1414
파라과이 ..................................................................................................................009800 521 0051
파키스탄 ..................................................................................................................+49 69 66404364
페루 ........................................................................................................................................0800 009 19 
포르투갈 ............................................................................................................+351 (0) 21 9407061
폴란드 ..................................................................................................................... +48 (0) 222030321
푸에르토리코 ................................................................ 1-888-UPS-TECH (1-888-877-8324)
프랑스 ......................................................................................................................+33 (0) 157324060
핀란드 ............................................................................................................... +358 (0) 923 11 34 07
필리핀 .............................................................................1800 1855 0023 또는 1800 765 2927
헝가리  ....................................................................................................................... +36 (0) 17774820
호주 .......................................................................................................................................1800 148 934
홍콩 ............................................................................................................................................ 820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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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에위험물에  대하여대하여
위험물은 계약 서비스입니다. 업그레이드 후 [도구] 탭에서 [시스템 환경 설정 편집기]
를 선택하고 [위험물]을 선택하십시오. 화학물 기록 데이터 소스와 위험물 서류 인쇄에 
대한 기본 설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WorldShip에서는 기존 외부 데이터 소스 또는 
WorldShip 데이터 소스에서 화학물 기록을 가져옵니다.

위험물위험물  화학화학  기록기록  편집하기편집하기
[위험물.화학.기록.편집기]를.사용하면,.발송인이.기존.위험물.기록을.확인,.삭제.및.
수정하고.[개인.화학물.표]에.저장할.수.있습니다.

위험물(DG) 기록 편집하기
1...새로운.화학물.기록을.입력하려면.[발송].창의.[옵션].탭에서.[DG 참조].상자의.[새 

기록]을.선택합니다([새.기록].옵션은.WorldShip을.데이터베이스.리소스로.선택한.
경우에만.나타남).

2...[위험물.화학물.기록.편집기].창이.나타납니다. [등록 설정]이.선택되고.
비활성화됩니다..[수량],.[측정.단위]와.[포장 유형]을.반드시.입력해야.합니다...
[운송 방법]은.[등록 설정]에서.가져옵니다.

3...[저장]을.클릭하면.누락된.정보가.있는.경우.WorldShip에서.메시지로.알려주며,.
화학물.기록이.[화학물.표]에.저장된다고.알려줍니다.

4...[삭제]를.클릭하면.현재.기록을.[화학물.표]에서.삭제할지.묻는.메시지가.
나타납니다.

5...[지우기]를.클릭하면.화학물.기록이.수정되었으며,.편집기의.내용을.지울.것인지.
아니면.그대로.둘.것인지.묻는.경고.메시지가.나타납니다.

위험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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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위험물  화학화학  기록기록  보기보기
[발송] 창의 [내 서비스] 탭에서 [위험물 기록 뷰어]를 선택하거나 [위험물 화학 기록 
편집기]에서 [화학물 기록 보기]를 클릭하면 [개인 화학물 표] 또는 [UPS 화학물 표]
에서 화학물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화학물 표]에서 기록 보기
1...[위험물.화학.기록.뷰어].창에서는.[화학물 표]는.'개인'으로,.[등록 설정]은.'모두'

로.기본.설정되며,.[검색 결과]에는.현재.[개인 화학물 표]에.존재하는.모든.등록.
설정.관련.기록이.표시됩니다..특정.검색.기준을.입력하고.검색.결과를.필터링할.수.
있습니다.

2...기록을.선택하고.[상세 기록]에서.해당.기록의.입력란과.값을.살펴봅니다.

3...선택한.기록을.삭제하려면.[삭제]를.클릭한.후.삭제를.확인합니다.

[UPS 화학물 표]에서 기록 보기
1...[위험물.화학.기록.뷰어].창에서.[화학물 표]에.있는.[UPS]를.선택합니다..[등록 설정]

은.이.표에.설정된.첫.번째.등록으로.기본.설정됩니다..검색.기준으로는.[등록 설정],.
[식별 번호],.[알맞은 발송 이름].등이.있습니다..[검색 결과]에는.[등록 설정]에서.
설정한.값에.따라.결정된.것과.같은.모든.등록.설정이.표시됩니다.

2...[상세 기록]에는.현재.선택한.기록의.값이나.내용이.나타납니다..선택된.기록은.
삭제할.수.없습니다.

3...UPS.화학물.데이터를.위험물.발송에.사용하기.위해.[개인.화학물.표]에.추가할.수.
있습니다.

위험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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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위험물  발송발송  처리하기처리하기
1...도착지.주소를.지정합니다.

2.  발송지.주소를.지정합니다.

3...UPS.서비스와.청구지.정보,.상품.정보,.발송.옵션,.발송물.크기,.발송물.설명,.발송물.
참조.번호,.포장.명세서와.같은.옵션.세부.정보를.발송물별로.지정하십시오.

4...[옵션].탭에서.[위험물]을.선택합니다.

5...[현재 등록 설정].상자의.아래쪽.화살표를.클릭하고.원하는.등록.설정을.선택합니다.

6...[DG 참조 1].상자의.아래쪽.화살표를.클릭하고.DG.참조를.선택하거나.[세부 사항]을.
클릭하여.DG.참조를.검색합니다.

7...발송물에.추가.위험물이.있는.경우.위의.5~6단계를.반복합니다..없으면.[발송물 
처리]를.클릭합니다.

중량.화물.발송물의.일부로.위험물.발송을.처리하려면.다음과.같이.진행하십시오.

1...위의.1단계와.2단계를.따릅니다.

2...[서비스].탭에서.[중량 화물].확인란.및.[육로.중량.화물].UPS.서비스를.선택한.다음,.
상품.정보를.입력하고.[HM/DG].확인란을.선택합니다.

3...[옵션].탭에서는.[HAZMAT/위험물].확인란이.이미.선택되어.있을.것입니다..[비상 
담당자],.[이름],.[비상 전화]를.입력하여.계속합니다.

4...[발송물 처리]를.클릭합니다.

위험물 발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