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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R) 면제:
청구
보험
지불 고객번호 및 보험 상세내역
2
발송인
수취인
예
5
발송물 상세내역
6
7
8
발송 품목 및 수량
물품일 경우에만 입력(세관 요청사항)
발송인 동의
발송인 고객번호 *
귀하의 고객번호로 운임을 청구하려면, 해당 고객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고객번호가 없으실 경우, DHL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발급을 받으십시오. 발송인 고객번호는 수취인 혹은 제3자 지불조건일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발송인 참고사항
회사명 *
Address *
우편번호
교외지역명
주
우편번호
교외지역명
회사명 *
주소 *
담당자 *
국가명 *
휴대폰(우선입력) / 유선 연락처: *
휴대폰(우선입력) / 유선 연락처: *
담당자 *
개별중량 *
가로
세로
높이
물품과 수량을 적으십시오. *
발송인 사업자 등록 번호
수취인 사업자 등록 번호
신고가격
(상업/ 견적 송장과 동일한 금액)
HS 코드
(i해당사항 있을 시)
수출 유형
도착지 관세/세금
정확한 고객번호 입력
별도의 문서로 명시되지 않는 한, DHL의 운송약관에 동의합니다.
고객님과 DHL간의 계약 그리고 (1) 운송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Warsaw 조약에 의거하여
분실, 파손, 지연에 대한 DHL의 책임이 제한됩니다.
발송물에 위험물이나 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송약관보기)
보험 부보액
날짜
4
도시명 *
국가명 *
도시명 *
신고물품의 정확하고 빠른 통관을 위해, 정확한 수출 사유 및 신고가격을 명시해 주십시오.
신고물품의 정확하고 빠른 통관을 위해, 정확한 수출 사유 및 신고가격을 명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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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항공운송장 양식
)
지불 고객번호 *
Language-KR
종류
상품
수량
총 수량 :
발송물의 수량을 입력해 주십시오. 총 중량은 0.5kg 단위로 반올림하여 입력해 주시고, 부피는 cm로 입력해 주십시오.
총 중량 :
발송물의 수량을 입력해 주십시오. 총 중량은 0.5kg 단위로 반올림하여 입력해 주시고, 부피는 cm로 입력해 주십시오.
Kg(s)
Lb(s)
주
Federal Tax ID
Federal Tax ID
IE/RG
IE/RG
서비스 상품
*지역에 따라 사용 가능한 상품을 확인하려면
http://dct.dhl.com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러 개의 eMail 주소
입력은 쉼표(,) 사용
(참조
Street Name *
Complement *
Neighborhood *
Street Name *
Compliment
Neighborhood *
no
Please Select
N
3
Dimensions in IN
Dimensions in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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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onal Code
서류 안심 서비스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서류 안심 서비스
1
ITN:
고용주 식별 번호 (EIN)
휴대폰번호:
Email
Mobile
http://www.dhl.com/content/dam/downloads/g0/express/emailship_page/userguides/dhl_emailship_userguide_en.pdf
본인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DHL Express Services 의 이행과 관련한 목적으로 수집, 이용 및 위탁되고,
상기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본인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DHL Express services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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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페이지 잠금을 해제하기 위한 비밀문자 입력 :
N
국제 무역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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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송장
납세자
수출 사유
요금청구
화폐
날짜
송장 번호
발송인 참조
최대 10개 항목까지 추가 가능합니다
송장 종류 *
발송인
수취인
제3자 지불
1
2
3
송장내역
4
운송약관
5
참고사항
6
(관세부과 발송물에만 작성)
고용주 식별 번호 (EIN)
발송품목 *
수량*
단위가격 *
합계가격
원가무게
합계무게
원산지 *
State of Origin(호주만 해당)
번호.
단위
상품코드
항목 내역
7
총 신고가격
총 수량
총 순중량
총 중량
kg(s)
kg(s)
..\DHL BU Identifier.jpg
..\DHL.jpg
발송물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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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hipper
발송물 상세내역
3
발송물 리스트 번호 *
날짜
주의사항
4
최대 10개 항목까지 추가 가능합니다
발송물 번호 *
발송 품목 상세내역 *
수량*
순중량 *
총 중량 *
단위
번호.
항목 내역
5
단위
(대만에 있는 발송인의 경우, 관세 발송물에만 해당)
총계*
kg(s)
kg(s)
CU.FT
..\DHL.jpg
픽업 요청 양식
1
발송인
고객번호 *
담당자 *
회사명 *
휴대폰(우선입력) / 유선 연락처: *
내선.
주소 *
도시명 *
우편번호
주이름
국가명 *
2
픽업 상세내역
픽업 날짜 *
총 중량 *
총 수량 *
발송물 준비 시간*
:
업무종료시간 *
:
3
위치 상세내역
위치 유형 *
발송물 위치 *
4
특별 요청사항
교외지역명
Street Name *
Complement *
Neighborhood *
*********
..\DHL BU Identifier.jpg
DHL EXPRESS
운송약관("약관")
4. 검사DHL은 통보 없이 운송물을 개봉, 검사 할 수 있습니다.
 
5. 운임 및 운임청구DHL의 운임은 실제중량과 부피중량 중 큰 것으로 계산 청구되며 DHL은 정확한 요금산정을 위해재계측을 할 수 있습니다.고객께서는 DHL을 이용하면서 또는 DHL이나 수하인 또는 관련 제3자를 대리하면서 초래된 운임 및부대비용, 세금 등과, 운송물이 상기 제2조의 취급불가 운송물로 간주됨으로 인한 클레임, 파손, 벌금,
비용 등도 지불해야 합니다.
 
6. DHL 의 책임
DHL의 법적 책임은 엄격하게 직접손실 및 본 6조에서 규정한 kilo/lb 기준으로 제한됩니다.영업손실, 이자, 미래의 사업을 포함하는 다른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는, 비록 당해 손해가
특별하고 간접적이며 당해 손해에 대한 위험이 물품의 수령 전이나 후에 DHL에 알렸다 하더라도,제외됩니다. 만약 운송물을 운송함에 있어 항공, 육상 또는 다른 형태의 운송이 복합 사용되었다면,
물품은 항공운송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DHL의 책임은 운송물 당 실제 가액으로 제한되고 아래의기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항공운송 시 USD 25.00 / Kg 또는 USD 11.34 / lb육상운송 시 USD 12.00 / Kg 또는 USD 5.44 / lb운송물에 대한 배상청구는 운송물 한 건당 한번의 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분실이나 파손 등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의미합니다. 만약 고객께서 본 보상제한도가 불충분하다고 여기고,송하인이 운송물에 대한 모든 분실과 파손의 위험을 감수하길 원치 않으신다면, 반드시 실제 가치에
대해 특별히 신고하여야 하며, 하기 8조 운송물에 대한 보험에 언급된 부보를 요청하거나 자체부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7. 손해배상의 청구 기한
DHL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DHL은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운송물에 대한 보험DHL은 고객께서 DHL의 송장(Waybill)의 운송물 보험란을 작성하거나 DHL자동 System을 통해 보험을
요청하시고 관련 보험료를 지불하실 경우 소화물의 손실이나 실물파손의 실재현금 가치에 대해
보험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간접 손실이나 손해, 지연에 의해 야기된 손실이나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9. 운송물의 지연과 환불 보증
DHL은 DHL의 통상적인 운송일정에 따라 고객의 물품을 배달키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운송일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거나 운송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DHL은,
DHL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당하게 오래 지연된 경우가 아닌 한,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DHL은 본 약관 제6조에 규정된 한도를 넘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지연으로 인한 결과손해, 간접손해,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일부 서비스는 배송지연에 대한 화물운송료의 전부 혹은 일부를 환불하거나 적립하는 방식으로환불보증을 합니다. 환불보증제의 약관은 DHL 홈페이지(www. dhl.com) 또는 DHL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요사항 고지 **
 
DHL의 서비스를 이용하심에 있어 고객께서는 송하인으로서, 운송물에 관련된 당사자 본인이나 관련
이해당사자를 대리하여, 적법한 권한을 위임 받은 DHL 관리자와 다른 내용의 서면계약을 하지 않은 한,
DHL이 운송물을 인수 받은 시점부터 본 약관 기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운송물이란 하나의 송장(Waybill)하에 운송되는 모든 종류의 서류나 소화물을 의미하며, DHL이 선택하는항공운송, 육상운송 또는 기타 운송 편으로 운송될 수 있습니다. 송장(Waybill)은 DHL의 자동화
기기에서 제작되는 어떠한 라벨 형태나 화물운송장 또는 탁송물표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 약관기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모든 물품은 하기 약관기준 상의 제한된 책임기준에 기초하여 운송됩니다.
만약 고객께서 보다 큰 보장을 원하신다면 추가비용을 지불하시는 조건으로 보험을 연계하실 수
있습니다.(하기 추가 정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L”이라 함은 DHL Express Network의 모든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1. 통관, 수출입DHL은 송하인을 대리하여 DHL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서류의 작성, 상품이나 서비스 Code 의 정정 또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하의 관
         세나 세금의 지불 등을하게 되며
    (2) 송하인의 수출 통관, 수출관리 목적의 대행자로서 또는 수하인의 수입통관 및 
         등록의 업무를수행할 관세사의 지정을 위한 수하인으로의 역할
    (3) DHL 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제 3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
         을 수하인의 수입관세사나 다른 주소지로 인계할 수 있습니다.
 
2. 취급불가 운송물DHL은 아래와 같은 운송물은 수령하지(취급하지) 않습니다?IATA(국제항공운송협회) 또는 ICAO(국제민간항공협회), ADR(국제위험물도로운송규칙), 관련국 정부,기타 유관기관 등에 의해 독극물, 위험물, 금지 또는 제한된 품목세관규칙 상 필요함에도 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위조품, 동물류, 금괴류, 현금, 세금스티커, 유가증권, 귀금속; 실제(복제) 화기류 혹은 부품, 무기류,
폭발물과 탄약; 유골, 포르노그라피, 혹은 불법약물이나 마약류 등을 포함한 경우,DHL 이 안전하게 또는 합법적으로 운송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물품을 포함한 경우, 또는포장에 결함이 있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배달 및 배달불가DHL은 PO BOX나 우편번호만으로 배달이 불가능 합니다. 운송물은 송하인이 제공하는 수하인
주소지로 배달되게 되나(그러나 우편서비스의 경우 최초의 인수 우체국이 됨) 수하인이 반드시개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중앙수취지역으로 되어있는 운송물은 그 지역으로 배달됩니다.만약 운송물이 취급 불가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세관통관상의 Undervalue 등의 문제시, 혹은 합리적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하인을 찾을 수 없거나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취거절이나 관련 비용의지불거절을 할 경우, DHL은 그 운송물을 송하인의 비용부담으로 송하인에게 되돌려 드리기 위해합리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 DHL은 송하인이나 다른 사람에대한 법적 책임 발생 없이 임의로 물품을 폐기 혹은 판매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서비스 비용과 기타 관련된 집행비용에 쓰여질 것이며, 잔액은 송하인에게 귀속될 것입니다
10. 통제불능상황
DHL은 DHL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과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여기에는 아래의 상황들이 포함됩니다.
 
   전기나 자력에 의한 전자제품이나 사진 이미지, 자료, 기록 등에 대한 손상 및 멸
     실
   물품자체의 특성이나 결함 : DHL 에 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DHL 에 의해 고용되거나 계약된 자가 아닌 자로서, 하기의 자들에 의한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
         
         - 송하인
         - 수하인
         - 제 3 자
         - 세관 또는 공무원
 
   불가항력 : 지진, 폭풍, 홍수, 안개, 전쟁, 비행기 추락, 입출항 봉쇄, 폭동 또는 민
      간 소요사태,파업
 
11. 국제조약(협약)
운송물이 항공 운송되어 출발지 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를 최종 목적지로 하거나 출발지 이외의
국가에서의 체류를 포함하는 경우, 바르샤바협약 또는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제도로운송에는 국제도로화물운송협약(CMR)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협약들은 운송물의 손실,
손해 등에 대한 DHL의 책임에 관해 규율하고 제한하게 됩니다.
 
12. 송하인의 담보 및 배상
송하인께서는, 송하인께서 관련 법률과 규정이나 아래의 담보와 표시의 불이행으로부터 DHL이손실이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며, 그러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송하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송하인과 그 대리인이 제공하는 정보는 정확하고 완벽해야 합니다.운송물은 발송자의 고용인에 의해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어야 합니다.송하인께서는 신뢰할 수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운송물의 준비를 하게 해야 합니다.
송하인께서는 물품의 준비, 보관 및 DHL 에게 인도하기까지, 허가되지 않은 3 자로 부터의 간섭이없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운송물은 적절히 봉인되고 주소지도 올바르며, 운송 중 정상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포장되어야합니다.모든 통관, 수출입 기타 법률과 규정상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송장은 송하인의 적법한 대리인에 의해 서명되고, 그 약관은 송하인에게 의무를 강제하고 구속하는 근거가 됩니다.
 
13. 운송경로송하인께서는 운송물이 경유지를 거쳐 운송될 가능성을 포함하여, 모든 운송경로, 이로 등에 대해동의합니다.
 
14. 준거법본 운송약관에 관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DHL의 이익으로 발송지 국가의 임의 관할에 속하게되며, 그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됩니다. 송하인은 관련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상기 재판의 관할에대해 기속됩니다.
 
15. 조항의 독립성일부 조항의 무효나 비 시행은 이 약관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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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 EmailShip
신고가액은 정수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가격은 숫자로 입력돼야 합니다. 신고가격을 다시 입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보가액은 정수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가격는 정수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격은 숫자로 입력돼야 합니다. 다시 입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취인에서 필수 항목이 모두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필수 항목을 입력하여 주십시오
수량은 99을 넘을 수 없습니다. 99보다 적은 수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품목 수량은 0이 될 수 없습니다.
수량 1
예약은 발송물 요청과 함께 진행되야만 합니다.
고객번호는 9자리를 초과하여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수취인부분의 기록을 지우시겠습니까?
한 발송물 당 최대 4곳으로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가 잘못되었습니다. 확인 후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재입력하여 주십시오.
주소록에 수취인 정보가 없습니다.
선택하신 기록을 삭제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입력된 정보로 업데이트하시겠습니까? 아니오를 선택하시면 새로운 수취인으로 추가됩니다.
주소록이 가득 찼습니다. 불필요한 주소록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정보가 이미 존재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시겠습니까?
3자 지불란에는 8줄 이상 기록이 불가능 합니다.
개별중량1
개별중량2
개별중량3
개별중량4
개별중량5
개별중량6
개별중량7
개별중량8
개별중량9
개별중량10
'메일로 운송장 받기' 혹은 '픽업 요청'을 클릭하지 않으셨습니다. '메일로 운송장 받기' 혹은 '픽업 요청' 버튼을 선택해 주십시오.
몇 가지 필수항목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필수항목을 모두 입력해 주십시오.
선택하신 상품은 시스템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신 상품이 잘못 되었습니다. 정확한 상품 코드를 입력해 주십시오.
도착지 국가 혹은 서비스 상품 선택이 잘못되어 시스템에서 발송물을 진행할 수 었습니다. 정확한 도착지 국가 및 상품을 입력해 주십시오.
상업 송장 작성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업 송장을 지금 작성 하시겠습니까?
상업 송장은 관세부과 발송물에꼭 필요합니다. (*)표시가 있는 항목은 필수항목이니 모두 입력해 주십시오. 상업 송장을 입력하시겠습니까?
상업 송장에 입력된 신고가격과 항공 운송장에 입력된 신고가격이 다릅니다. 신고가격을 다시 입력해 주십시오.
발송물 중량이 상업 송장에 입력된 중량보다 적습니다. 정확한 발송물 중량을 입력해 주십시오.
발송 준비시간 및 업무 종료시간은 00.00보다 커야 합니다.
발송 준비시간 및 업무 종료시간은 00.00보다 커야 합니다.
발송준비 시간이 업무 종료시간 이후일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예약 시, 발송 준비 시간은 업무 종료 시간 1시간 전이어야 합니다.
'집'에서 예약 시, 발송 준비 시간은 업무 종료 시간 2시간 전이어야 합니다
발송 준비시간은 현재 시간보다 이전일 수 없습니다.
발송물의 총 수량은 예약된 발송물의 총 수량을 초과할 수 었습니다. 수량을 다시 입력해 주십시오.
발송물의 총 중량은 예약된 발송물의 총 중량을 초과할 수 었습니다. 중량을 다시 입력해 주십시오.
예약은 발송물 요청과 함께 진행되야만 합니다.
부적절한 상품 조합이 선택되었습니다.
발송물 총 중량은 99999.9kg(s)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량을 다시 입력해 주십시오
모든 항목을 지우시겠습니까?
고객번호에는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정확한 고객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DHL고객번호는 9자리입니다. 정확한 고객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DHL 현금 발송 고객 번호는 최소 2자 최대 12자입니다. 확인 후 정확한 현금발송 고객번호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입력하신 고객번호는 잘못된 번호입니다. 정확한 고객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The Shipper CNPJ/CPF is invalid. Please check and re-enter the correct value accordingly.
발송인 IE/RG 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올바른 값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Receiver CNPJ/CPF is invalid. Please check and re-enter the correct value accordingly.
The Receiver IE/RG is invalid. Please check and re-enter the correct value accordingly.
발송인 우편번호가 잘못되었습니다. 우편번호 란에는 알파벳, 숫자, -(하이픈), + (더하기), 띄어쓰기만 입력가능합니다. 정확한 우편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잘못된 발송인 우편번호입니다. 정확한 우편번호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xxxx]
발송인 주소에 해당하는 정확한 우편번호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발송인 전화번호가 잘못되었습니다. 전화번호란에는 알파벳, 숫자, 띄어쓰기, 더하기 및 하이픈만 입력 가능합니다. 정확한 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잘못된 수취인 우편번호입니다. 정확한 우편번호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xxxx]
수취인 주소에 해당하는 정확한 우편번호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총 수량에는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정확한 수량을 입력해 주십시오.
총 수량은 0이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수량을 입력해 주십시오.
총 중량에는 양수만 입력가능하며, 소수점 1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정확한 중량을 입력해 주십시오.
점보 박스의 최대 중량은 35kg입니다. 35kg 이하의 중량을 입력해 주십시오.
점보 주니어 박스의 최대 중량은 15kg입니다. 15kg 이하의 중량을 입력해 주십시오.
총 중량은 0이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수량을 입력해 주십시오.
발송물 총 중량은 99999.9kg(s)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량을 다시 입력해 주십시오.
총 중량에는 양수만 입력가능하며, 소수점 1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정확한 중량을 입력해 주십시오.
관세청구 고객번호에는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정확한 고객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DHL 도착지 운임 - 고객번호는 9자리의 숫자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확인 해주시고 맞는 번호로 다시 입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력하신 관세청구 고객번호는 잘못된 번호입니다. 정확한 고객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발송 날짜가 잘못 입력 되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입력해 주십시오.
발송 날짜의 입력형식이 잘못 되었습니다. 정확한 날짜의 형식은 일-월-년(00-00-0000)입니다.
발송 날짜는 오늘 이전이 될 수 없습니다.
입력하신 발송 날짜가 오늘 날짜로 부터 10일 이후일 수 없습니다.
잘못된 발송인 및 수취인 우편번호입니다. 발송국가의 정확한 우편번호 형식은 다음과 같으며, [xxxx]
수취국가의 우편번호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xxxx]
발송인 및 수취인 주소에 해당하는 정확한 우편번호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 변경하시겠습니까?
보험 부보액에는 양수만 입력가능하며, 소수점 2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입력해 주십시오.
보험 부보액에는 소수점 1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입력해 주십시오.
보험부보액이 최대 허용수치인 99999999.99를 초과하였습니다. 정확한 보험금액을 입력해 주십시오.
보험 부보액은 0이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입력해 주십시오.
수량에는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정확한 수량을 입력해 주십시오.
발송물 길이에는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정확한 길이를 입력해 주십시오.
발송물 넓이에는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정확한 넓이를 입력해 주십시오.
발송물 높이에는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정확한 높이를 입력해 주십시오.
내선 번호란에는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입력해 주십시오.
Express Envelope weight cannot exceed 0.3kg.
Express Envelope is paid by cash.
The current eMailship only support Adobe Reader!!
주소 *
Street No
Street Name *
Complement
Neighborhood
Combination input of house no, and street name shall not exceed 35 characters.  Your input will be trimmed to 35 characters automatically.
Domestic shipment not offered for this country in EmailShip. Please contact customer service  for appropriate tools to perform a domestic shipment. 
발송인 사업자 등록번호에는 숫자만 입력가능합니다. 정확한 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수취인 사업자 등록번호에는 숫자만 입력가능합니다. 정확한 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신고 가격에는 양수만 입력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입력해 주십시오.
신고 가격에는 양수만 입력가능하며, 소수점 1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입력해 주십시오.
신고 가격에는 양수만 입력가능하며, 소수점 2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입력해 주십시오.
총 신고가격이 최대 허용수치인 99999999.99를 초과하였습니다. 확인하신 후 다시 한 번 정확한 신고가격을 입력해 주십시오.
총 신고가격은 0이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입력해 주십시오.
픽업 날짜가 잘못 입력 되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입력해 주십시오.
픽업 날짜의 입력형식이 잘못 되었습니다. 정확한 날짜의 형식은 일-월-년(00-00-0000)입니다.
픽업 날짜는 오늘 이전이 될 수 없습니다.
입력하신 픽업 날짜가 오늘 날짜로 부터 10일 이후일 수 없습니다.
총 중량에는 양수만 입력가능하며, 소수점 1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정확한 중량을 입력해 주십시오.
총 중량에는 양수만 입력가능하며, 소수점 1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정확한 중량을 입력해 주십시오.
총 중량은 0이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수량을 입력해 주십시오.
총 중량은 99999.9kg(s)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량을 다시 입력해 주십시오.
총 수량에는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정확한 수량을 입력해 주십시오.
총 수량은 0이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수량을 입력해 주십시오.
잘못된 우편번호입니다. 정확한 우편번호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xxxx]
수취인 주소에 해당하는 정확한 우편번호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패킹 리스트 - 품목 수량란에는 숫자만 입력해 주십시오. 정확한 수치를 입력해 주십시오.
패킹 리스트의 품목 수량은 0이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입력해 주십시오.
패킹 리스트 - 품목 순 중량에는 소수점 3자리까지의 양수만 입력 가능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입력해 주십시오.
패킹 리스트 - 품목 순 중량에는 소수점 3자리까지만 입력 가능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입력해 주십시오.
패킹 리스트의 순 중량은 0이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중량을 입력해 주십시오.
패킹 리스트 - 품목 순 중량의 최대 허용수치인 99999.999를 초과하였습니다. 정확한 무게를 입력해 주십시오.
패킹 리스트 - 품목 총 중량에는 소수점 3자리까지의 양수만 입력 가능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입력해 주십시오.
패킹 리스트 - 품목 총 중량에는 소수점 3자리까지만 입력 가능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입력해 주십시오.
패킹 리스트의 총 중량은 0이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입력해 주십시오.
패킹 리스트 - 품목 총 중량의 최대 허용수치인 99999.999를 초과하였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입력해 주십시오.
패킹 리스트 - 품목 단위란에는 소수점 2자리까지의 양수만 입력 가능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입력해 주십시오.
The Packing List - item measurement field only allows up to 1 decimal point only. Please check and re-enter the correct value accordingly.
패킹 리스트 - 품목 단위란에는 소수점 2자리까지의 양수만 입력 가능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입력해 주십시오.
패킹 리스트의 품목 단위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입력해 주십시오.
상업 송장 - 수량에는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입력해 주십시오.
상업 송장상의 신고 수량은 0이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입력해 주십시오.
상업 송장 - 단위 가격에는 양수만 입력가능하며, 소수점 2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정확한 가격을 입력해 주십시오.
상업 송장 - 단위 가격에는 양수만 입력가능하며, 소수점 2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정확한 가격을 입력해 주십시오.
상업 송장 - 단위 가격은 소수점 1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정확한 가격을 입력해 주십시오.
상업 송장상의 신고 가격은 0이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입력해 주십시오.
상업 송장 - 단위 중량에는 양수만 입력가능하며, 소수점 3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정확한 가격을 입력해 주십시오.
상업 송장 - 단위 중량은 소수점 3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정확한 가격을 입력해 주십시오.
상업 송장상의 중량은 0이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입력해 주십시오.
상업 송장 - 품목 순 중량의 최대 허용수치인 99999.999를 초과하였습니다. 정확한 무게를 입력해 주십시오.
상업 송장 - 부분합 중량이 최대 중량인 99999.999를 초과하였습니다. 정확한 수량 또는 중량을 입력하여 주십시오.
다음 항목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총 신고가격이 최대 허용수치인 99999999.99를 초과하였습니다. 확인하신 후 다시 한 번 정확한 신고가격을 입력해 주십시오.
총 신고가격이 최대 허용수치인 99999999.99를 초과하였습니다. 확인하신 후 다시 한 번 정확한 신고가격을 입력해 주십시오.
관세부과 발송품은 물품 목록(패킹 리스트) 작성이 필수입니다. (*)표시가 된 필수 항목을 입력해 주십시오. 지금 물품 목록(패킹 리스트) 작성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오'를 선택하실 경우, 물품 목록(패킹 리스트)는 삭제됩니다.
물품 목록(패킹 리스트) 작성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물품 목록(패킹 리스트) 작성을 하시겠습니까?
DHL로 발송물 전송을 하셨다면, 받은 편지함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또는 향후 사용을 위하여 발송물 정보를 저장하여 주십시오.
지불 고객번호
발송인 고객번호
보험
발송인 담당자
발송인 회사명
발송인 주소
발송인 도시명
발송인 국가명
발송인 전화번호
수취인 회사명
수취인 주소
수취인 도시명
수취인 국가명
수취인 담당자
수취인 전화번호
서비스 상품
발송물 총 수량
발송물 총 중량
발송물 길이 1
발송물 길이 2
발송물 길이 3
발송물 길이 4
발송물 길이 5
발송물 넓이 1
발송물 높이 1
발송물 넓이 2
발송물 높이 2
발송물 넓이 3
발송물 높이 3
발송물 넓이 4
발송물 높이 4
발송물 넓이 5
발송물 높이 5
발송물 길이 6
발송물 넓이 6
발송물 높이 6
발송물 길이 7
발송물 넓이 7
발송물 높이 7
발송물 길이 8
발송물 넓이 8
발송물 높이 8
발송물 길이 9
발송물 넓이 9
발송물 높이 9
발송물 길이 10
발송물 넓이 10
발송물 높이 10
발송 품목 및 수량
관세 고객번호
발송인 동의동의함
발송물 날짜
신고가격
상업 송장 - 송장 종류
상업 송장 - 발송품목 및 수량
상업 송장 - 수량
상업 송장 - 단위가격
상업 송장 - 단위별 중량
상업 송장 - 제조국가
상업 송장 - 원산지
픽업요청 - 고객번호
픽업요청 - 연락처
픽업요청 - 회사명
픽업요청 - 전화번호
픽업요청 - 주소
픽업요청 - 도시명
픽업요청 - 국가
픽업요청 - 픽업 날짜
픽업요청 - 총 중량
픽업요청 - 총 수량
픽업요청 - 발송물 위치
한글 또는 특수 문자는 입력 할 수 없습니다.
발송물 상세내역서
발송물 상세내역서
발송물 상세내역서
발송물 상세내역서
발송물 상세내역서
발송물 상세내역서
발송물 상세내역서
발송물 상세내역서
개별중량이 99999.9 를초과할 수 없습니다.
물품 개별 무게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Jumbo Box의 경우에 무게는 35kg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Jumbo Junior 의 경우에 무게는 25kg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물품 총 가격과 신고 가격은 일치해야 합니다. 계속 진행 하시겠습니까?
해외 발송물일 경우에 국내 통화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변경해 주십시오.
물품 총 가격은 신고 가격 보다 클 수 없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수정해 주십시오.
The shipment weight's unit of measurement is different from pickup weight's unit of measurement. Please select the correct value accordingly.
수취인 주
발송인 우편번호
발송인 도시명
수취인 우편번호
수취인 도시명
픽업 - 발송인 우편번호
픽업 - 발송인 도시명
Shipper Reference
개당 물품 가격이 2500 USD 를 초과하는 물품은 Electronic Export Information (EEI) 을 작성해야 합니다. 발송물이 미국 정부로부터 Internal Transaction Number (ITN)을 받기위해서 EEI 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aesdirect.census.gov 를 통해서 직접 EEI 를 작성하거나 추가 비용을 내고 DHL 을 통해 대행할 수 있습니다. 발송물이 EEI 가 필요없다면 해당 물품에 대해 Foreign Trade Regulation (FTR) 면제 코드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DHL 고객번호는 9자리 입니다. 확인 후 올바른 고객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요.
이 국가에 대한 국내발송은 emailship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국내 발송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 통해 확인해 주십시요. 국가별 고객센터의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http://www.dhl.com/en/contact_center/contact_express.html
본 형식은 만료됐습니다.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중량11
개별중량20
개별중량19
개별중량18
개별중량17
개별중량16
개별중량15
개별중량14
개별중량13
개별중량12
발송물 높이 11
발송물 넓이 11
발송물 길이 11
발송물 길이 20
발송물 길이 19
발송물 길이 18
발송물 길이 17
발송물 길이 16
발송물 길이 15
발송물 길이 14
발송물 길이 13
발송물 길이 12
발송물 넓이 12
발송물 넓이 20
발송물 넓이 19
발송물 넓이 18
발송물 넓이 17
발송물 넓이 16
발송물 넓이 15
발송물 넓이 14
발송물 넓이 13
발송물 높이 20
발송물 높이 19
발송물 높이 18
발송물 높이 17
발송물 높이 16
발송물 높이 15
발송물 높이 14
발송물 높이 13
발송물 높이 12
이 기록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이 기록을 추가 하시겠습니까?
The shipper reference history slot is currently full and your data is not saved, please delete some data on the shipper reference in order to store more data.
You have changed the Product Type to “Document”. Since shipment charges are also based on dimensions, do you want to re-type the information in Shipment Details?
임시 보관함 폴더에서 메시지를 찾을 수없는 경우, 발송 / 픽업 요청은 DHL에 전송되지 않고 로컬 네트워크는 IMAP 트래픽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 - 
1. 이 메시지 상자를 닫으십시오. 
2. "데스크톱 전자메일(outlook)이 없고 내부메일접근서비스가 불가한경우
3. 제공 된 XML 파일을 저장합니다.
4. 그런 다음 수동으로 발송물/픽업 요청을 DHL 메일로 요청합니다.
5. 수동으로 발송물/픽업 요청을 보내는 방법
" 옵션에서 선택 & "DHL로 보내기" 버튼 클릭
"도움말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임시 보관함 폴더에서 메시지를 찾을 수없는 경우, 발송 / 픽업 요청은 DHL에 전송되지 않고 로컬 네트워크가 IMAP 트래픽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DHL로 보내기" 버튼을 선택하고 해당 XML파일을 저장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수동으로 발송물/픽업 요청을 DHL메일에 요청합니다.
수동으로 발송물/픽업 요청을 보내는 방법을 보시려면 다음 URL을 따라주십시오.
Dutiable shipments with a single commodity valued over $50,000 USD may require you to file your Electronic Export Information (EEI). If your shipment requires you to file EEI to receive an Internal Transaction Number (ITN) from the US Government, please utilize our shipping website at www.dhl-usa.com to prepare your shipment.

If your shipment is exempt from this requirement and does not require an ITN, please proceed to process your shipment as normal.
Address *
Address *
Shipper State
Pickup - Shipper State
선택하신 서비스상품(서류)에 대해 서류안심서비스를 이용하시겠습니까?운송과정에서 서류의 분실 또는 파손시 DHL은 서비스 수수료 (5,000원)의 100배인 정액 500,000 원을 일괄지급 해드립니다.
수취인 전화 번호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는 문자숫자, 띄어쓰기, + , - 만 입력가능합니다. 확인후  올바른 전화번호를 다시 입력해 주십시오
The promotional code is currently not offer for selected receiver or third party billing type. Please change the billing to shipper to enjoy the current promotional campaign.
Pickups are not offered for this country in Emailship. Please contact customer service for the appropriate process to schedule a pickup. Your local customer service contact information can be found at: http://www.dhl.com/en/contact_center/contact_express.html
04.02.01
Version
입력된 포맷이 잘못됐으며 ITN 은 반드시 X############# 형식으로 입력돼야 합니다. (대문자 X 이하 14 자리 숫자)
EIN - EIN 은 DHL 에서 EEI 대행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Commercial Invoice is required to be completed in order to utilize the ability to have DHL file the EEI on your behalf.
입력한 EIN 은 잘못된 형식입니다. 다음의 형식으로 다시 입력해주십시오: 9자리 숫자 - 123456789, 9자리 숫자와 2개의 알파벳 - 123456789AB,  혹은 11자리 숫자 - 12345678901
유효하지 않은 전화번호를 입력하셨습니다.
아래와 같이 정확한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효하지 않은 이메일주소를 입력하셨습니다. 
아래와 같이 정확한 이메일주소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noreply@dhl.com
일반전화:
Mobile
The pickup date you have entered cannot be less than shipment date.
http://www.dhl.co.kr/ko/express/shipping/shipping_advice/terms_condition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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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ield charge to, payer account number and shipper account number is interdependence. Please ensure the input is correct before modifying this field.: 
	ckCash: 
	ckCashHidden: 
	The field charge to, payer account number and shipper account number is interdependence. Please ensure the input is correct before modifying this field.: 
	ckPayAccNoHidden: 
	ckInsure: 
	The field charge to, payer account number and shipper account number is interdependence. Please ensure the input is correct before modifying this field.: 
	ckAccNoHidden: 
	ckContact: 
	ckSComName: 
	ckRef: 
	ckRefMand: 
	ckAddress: 
	ckPhone: 
	ckTaxBox: 
	ckTax: 
	ckIERG: 
	ckRComName: 
	ckRAddress: 
	ckRAddressBook: 
	ckReceiverAddressBook: 
	ckRPhone: 
	ckRTaxBox: 
	ckRTax: 
	ckRIERG: 
	Product type and product is interdependence. Locking the product will auto trigger the product type to be locked.: 
	Product type and product is interdependence. Locking the product will auto trigger the product type to be locked.: 
	ckODutyTaxBox: 
	ckODutyTax: 
	ckODutyTaxHidden: 
	Product type and product is interdependence. Locking the product will auto trigger the product type to be locked.: 
	Product type and product is interdependence. Locking the product will auto trigger the product type to be locked.: 
	dtPDFExplode: 
	Product type and product is interdependence. Locking the product will auto trigger the product type to be locked.: 
	Product type and product is interdependence. Locking the product will auto trigger the product type to be locked.: 
	Product type and product is interdependence. Locking the product will auto trigger the product type to be locked.: 
	Product type and product is interdependence. Locking the product will auto trigger the product type to be locked.: 
	Product type and product is interdependence. Locking the product will auto trigger the product type to be locked.: 
	Product type and product is interdependence. Locking the product will auto trigger the product type to be locked.: 
	sHidden: 
	sEditable: 
	sMandatory: 
	sSetting: 
	sProduct: EWW
	drpFTR: 
	Country: 
	보험은 신고가격 입력 시에만 적용되며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부보액은 신고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고가격이 US$50,000 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격이라면 DHL 고객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운임을 DHL고객번호로 청구하려면 이 곳에 고객번호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번호가 없다면 DHL 고객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취인 혹은 제 3자 지불로 진행하더라도 발송인 고객번호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발송인 이름(성과 이름 모두 입력): 
	보험은 신고가격 입력 시에만 적용되며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부보액은 신고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고가격이 US$50,000 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격이라면 DHL 고객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발송물과 발송량을 정확히 기재해주십시오.: 
	관세부과 품목의 빠르고 안전한 수출발송을 위해 DHL은 발송물의 실제 신고가격을 포함하여 발송제품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관세부과 품목의 빠르고 안전한 수출발송을 위해 DHL은 발송물의 실제 신고가격을 포함하여 발송제품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관세부과 품목의 빠르고 안전한 수출발송을 위해 DHL은 발송물의 실제 신고가격을 포함하여 발송제품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관세부과 품목의 빠르고 안전한 수출발송을 위해 DHL은 발송물의 실제 신고가격을 포함하여 발송제품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optShipper: 
	optReceiver: 
	관세부과 품목의 빠르고 안전한 수출발송을 위해 DHL은 발송물의 실제 신고가격을 포함하여 발송제품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txtHdRcvrCntryNm: 
	txtHdShpCntryNm: 
	txtHdDimUnit: 
	txtHdShpPckg: 
	optThirdParty: 
	dtShprAgrDate: 
	배달 통보는 이메일 주소로 전송됩니다.: 
	chkShprAgr: 
	btnPayTrmsCndLnk: 
	btnShprAgrTrmsCndLnk: 
	Currency: 
	발송물 확인과 진행을 위해 필요합니다.: 
	픽업 서비스 요청을 위해 필요합니다.: 
	btnClearAll: 
	ShpmtSent: 
	CurrDate: 
	AccNum0: 
	AccNum1: 
	AccNum2: 
	AccNum3: 
	AccNum4: 
	AccNum5: 
	AccNum6: 
	AccNum7: 
	AccNum8: 
	AccNum: 
	txtHdShpCntryCd: 
	btnChrgShpr: 
	btnChrgRcvr: 
	btnChrgThPrty: 
	btnExpTypPerm: 
	btnExpTypTemp: 
	btnExpTypRep: 
	btnDestDtyShpr: 
	btnDestDtyRcvr: 
	btnDestDtyOtr: 
	btnSend: 
	txtHdPrdId: 
	txtHdRcvrCntryCd: 
	txtHdWgtUnit: 
	txtHdGlCurrCd: 
	txtHdDetDD: 
	txtHdInsCurrCd: 
	txtHdBillShprAccNo: 
	txtHdAppName: 
	txtHAppVer: 
	txtHLangCd: 
	수취인 혹은 제 3자 운임 지불로 진행하려면 95나 96으로 시작하는 지불 고객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지불 고객번호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운임은 자동으로 발송인에게 청구됩니다. : 
	관세부과 품목의 빠르고 안전한 수출발송을 위해 DHL은 발송물의 실제 신고가격을 포함하여 발송제품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txtHdChargeTo: 
	txtHdShipperCountry: 
	txtHdReceiverCountry: 
	txtHdProducts: 
	txtHdOtherProduct: 
	txtHdDeclCurrency: 
	txtHdExportType: 
	txtHdDuty: 
	MsgStat: 
	txtHdDN: 
	txtHdShpAgr: 
	레퍼런스 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DHL 인보이스에 기재되며 보내는 물건에 대한 신고시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명과 부서, 그리고 우편번호를 포함한 주소를 입력해 주십시오. 전화번호도 필수사항입니다.: 
	txtShprAddr4: 
	txtShprAddr1: 
	txtShprAddr2: 
	txtShprAddr3: 
	Fill in the company (or individual) name and complete address including postcode, country and contact person's name. A telephone number is required.NOTE: DHL cannot deliver to a P.O.Box number.: 
	회사명과 우편번호를 포함한 주소, 국가, 담당자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도 필수사항입니다. 주의: DHL에서는 P.O.Box로의 배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회사명과 우편번호를 포함한 주소, 국가, 담당자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도 필수사항입니다. 주의: DHL에서는 P.O.Box로의 배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회사명과 우편번호를 포함한 주소, 국가, 담당자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도 필수사항입니다. 주의: DHL에서는 P.O.Box로의 배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txtShprCity: 
	본 국가에 해당하는 우편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본 국가에 해당하는 외곽지역을 입력해 주십시오.: 
	txtShprPh: 
	회사명과 우편번호를 포함한 주소, 국가, 담당자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도 필수사항입니다. 주의: DHL에서는 P.O.Box로의 배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Country: 
	txtRcvrCity: 
	본 국가에 해당하는 우편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본 국가에 해당하는 외곽지역을 입력해 주십시오.: 
	txtRcvrCnt: 
	drpRState: 
	drpRcvrStateBR: 
	txtRcvrPh: 
	관세부과 품목의 빠르고 안전한 수출발송을 위해 DHL은 발송물의 실제 신고가격을 포함하여 발송제품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관세부과 품목의 빠르고 안전한 수출발송을 위해 DHL은 발송물의 실제 신고가격을 포함하여 발송제품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관세부과 품목의 빠르고 안전한 수출발송을 위해 DHL은 발송물의 실제 신고가격을 포함하여 발송제품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txtHdCustDocFlag: 
	txtHdAUCustDocFlag: 
	txtHdPckgListFlag: 
	txtHdShpDate: 
	chkCash: 
	txtHdCashShipment: 
	txtHdType: 
	txtHdProduct: 
	txtHdOthers: 
	txtHdCombCode: 
	txtHdDelNot: 
	txtDelNot: 
	물품의 수량을 입력해 주십시오. 각 물품의 무게는 기본 0.5 kg로 입력돼 있으며 사이즈는 가로, 세로, 높이로 각각 적어주십시오.: 
	물품의 수량을 입력해 주십시오. 각 물품의 무게는 기본 0.5 kg로 입력돼 있으며 사이즈는 가로, 세로, 높이로 각각 적어주십시오.: 
	btnMore: 
	물품의 수량을 입력해 주십시오. 각 물품의 무게는 기본 0.5 kg로 입력돼 있으며 사이즈는 가로, 세로, 높이로 각각 적어주십시오.: 
	물품의 수량을 입력해 주십시오. 각 물품의 무게는 기본 0.5 kg로 입력돼 있으며 사이즈는 가로, 세로, 높이로 각각 적어주십시오.: 
	txtPcWid1: 
	txtPcLen1: 
	txtPcHgt1: 
	물품의 수량을 입력해 주십시오. 각 물품의 무게는 기본 0.5 kg로 입력돼 있으며 사이즈는 가로, 세로, 높이로 각각 적어주십시오.: 
	물품의 수량을 입력해 주십시오. 각 물품의 무게는 기본 0.5 kg로 입력돼 있으며 사이즈는 가로, 세로, 높이로 각각 적어주십시오.: 
	txtPcLen2: 
	txtPcWid2: 
	txtPcHgt2: 
	물품의 수량을 입력해 주십시오. 각 물품의 무게는 기본 0.5 kg로 입력돼 있으며 사이즈는 가로, 세로, 높이로 각각 적어주십시오.: 
	물품의 수량을 입력해 주십시오. 각 물품의 무게는 기본 0.5 kg로 입력돼 있으며 사이즈는 가로, 세로, 높이로 각각 적어주십시오.: 
	txtPcLen3: 
	txtPcWid3: 
	txtPcHgt3: 
	물품의 수량을 입력해 주십시오. 각 물품의 무게는 기본 0.5 kg로 입력돼 있으며 사이즈는 가로, 세로, 높이로 각각 적어주십시오.: 
	물품의 수량을 입력해 주십시오. 각 물품의 무게는 기본 0.5 kg로 입력돼 있으며 사이즈는 가로, 세로, 높이로 각각 적어주십시오.: 
	txtPcLen4: 
	txtPcWid4: 
	txtPcHgt4: 
	물품의 수량을 입력해 주십시오. 각 물품의 무게는 기본 0.5 kg로 입력돼 있으며 사이즈는 가로, 세로, 높이로 각각 적어주십시오.: 
	물품의 수량을 입력해 주십시오. 각 물품의 무게는 기본 0.5 kg로 입력돼 있으며 사이즈는 가로, 세로, 높이로 각각 적어주십시오.: 
	txtPcLen5: 
	txtPcWid5: 
	txtPcHgt5: 
	물품의 수량을 입력해 주십시오. 각 물품의 무게는 기본 0.5 kg로 입력돼 있으며 사이즈는 가로, 세로, 높이로 각각 적어주십시오.: 
	물품의 수량을 입력해 주십시오. 각 물품의 무게는 기본 0.5 kg로 입력돼 있으며 사이즈는 가로, 세로, 높이로 각각 적어주십시오.: 
	txtPcLen6: 
	txtPcWid6: 
	txtPcHgt6: 
	txtPcHgt9: 
	txtPcWid9: 
	txtPcLen9: 
	txtPcNo9: 
	txtPcHgt8: 
	txtPcWid8: 
	txtPcLen8: 
	물품의 수량을 입력해 주십시오. 각 물품의 무게는 기본 0.5 kg로 입력돼 있으며 사이즈는 가로, 세로, 높이로 각각 적어주십시오.: 
	txtPcHgt7: 
	txtPcWid7: 
	txtPcLen7: 
	물품의 수량을 입력해 주십시오. 각 물품의 무게는 기본 0.5 kg로 입력돼 있으며 사이즈는 가로, 세로, 높이로 각각 적어주십시오.: 
	txtPcHgt10: 
	txtPcWid10: 
	txtPcLen10: 
	물품의 수량을 입력해 주십시오. 각 물품의 무게는 기본 0.5 kg로 입력돼 있으며 사이즈는 가로, 세로, 높이로 각각 적어주십시오.: 
	물품의 수량을 입력해 주십시오. 각 물품의 무게는 기본 0.5 kg로 입력돼 있으며 사이즈는 가로, 세로, 높이로 각각 적어주십시오.: 
	물품의 수량을 입력해 주십시오. 각 물품의 무게는 기본 0.5 kg로 입력돼 있으며 사이즈는 가로, 세로, 높이로 각각 적어주십시오.: 
	물품의 수량을 입력해 주십시오. 각 물품의 무게는 기본 0.5 kg로 입력돼 있으며 사이즈는 가로, 세로, 높이로 각각 적어주십시오.: 
	물품의 수량을 입력해 주십시오. 각 물품의 무게는 기본 0.5 kg로 입력돼 있으며 사이즈는 가로, 세로, 높이로 각각 적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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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ress Worldwide: 일반 상품(자세한 상품 문의는 고객센터 1588-0001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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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nShprCNPJ: 
	btnShprCPF: 
	optShprCNPJ: 
	optShprCPF: 
	If the shipment does not have a standard customs clearance ( or courier customs clearance), please provide the TAX ID.: 
	It is mandatory to enter a valid IE/RG number for Brazil.: 
	If the shipment does not have a standard customs clearance ( or courier customs clearance), please provide the TAX ID.: 
	txthdShprCNPJ: 
	txthdShprMaskCNPJ: 
	txthdRcvrCNPJ: 
	txthdRcvrMaskCNPJ: 
	It is mandatory to enter a valid CNPJ/CPF number for Bra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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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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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pShipUnit: 
	drpShprStateBR: 
	drpShprStateUS: 
	txtHdRegion: 
	Key in your company name and department, and complete address including postcode. A telephone number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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