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서비스
DHL Express
부가 서비스
토요일 배송 서비스

토요일 픽업 서비스

특수 픽업 및 배송

발송인 관세 대납 서비스

3자 무역 지원 서비스

설명
70개 이상 국가의 주요 도시로 토요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배송 가능 지역은 DHL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송자가 토요일 픽업을 요청하는 경우 DHL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 단일 물품(Piece) 중량 30kg, 총 발송물(Shipment) 중량 300kg 까지 픽업 서비스가 가능합니
다.
만약 근무 시간 외 픽업 또는 배송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중량물 또는 특수 물품을 발송 해야하는 경우 특수 픽업 및 배송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DHL은 수출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물품의 관〮부가세를 수취인이 아닌 물품 발송인 혹은 제3자가 대신 지불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납 서비스 신청 즉시 관세 대납
대상 물품으로 분류되어 서비스 이용 요금이 부과됩니다.

발송자 또는 수입자가 물품 신고 가격의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 목적지 센터에서 물품 가격이 노출될 수 있는 서류들을 배송 전에 제거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부과 단위
발송건 당

요금
KRW 40,000

발송건 당

KRW 10,000

발송건 당

별도 요율 적용. 최소 요금
KRW 60,000

발송건 당

KRW 30,000

발송건 당

KRW 20,000

KRW 15,000

청구서 정보 변경 서비스

고객님의 요청으로 이미 발행된 청구서의 정보(청구 고객번호, 상호, 주소 등)가 변경되어 청구서 재발행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인보이스 당

GoGreen 기후보호 서비스

GoGreen 기후보호 서비스는 고객사의 탄소배출량을 상쇄시켜 드리는 친환경 서비스입니다. DHL 코리아는 매년 UN 독립 감사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탄소 관리 프로
젝트를 통해 DHL GoGreen 기후보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DHL 고객 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송건 중량

KRW 156 / kg

만약에 생길지도 모르는 파손 및 분실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고가의 물품이나 중요한 물건을 발송하실 경우에는 보험 가입을 권해드립니다.

발송건 당

보험부보가의 1% 혹은 최
소 KRW 15,000 중 큰 값 적
용

서류 안심 서비스

서류 안심 서비스는 여권, 비자 신청서, 증명서 등 중요한 서류 발송 시 가장 적합한 서비스로 고객님의 서류가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고객님은 기본적인 DHL의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서류 분실 및 파손 위험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발송건 당

KRW 5,000

직접 서명 서비스

중요한 서류나 고가의 물품 발송 시 배송지의 수취인으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송물이 다른 주소로 다시 보내지거나 대체 배송지로 보내지
지 않도록 합니다.

발송건 당

KRW 7,000

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