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NT 온라인 배송툴, 
간편함을 넘어선 편안함

STEP1

*인터넷 연결 속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물은 건강, 안전, 재산 또는 환경을 위험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 또는 물질을 말합니다. 위험물은 엄격한 규정에 
따라 운송해야 합니다. ***우편 청구서의 경우, 추가비용(NEI Surcharge)이 발생합니다(건당 2,500원). 자세한 내용은 www.tnt.com/kr 을 참조하십시오.

• Speed: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확인 가능한 예상견적 

• eaSe: 간편한 5 단계 배송 예약

• CoNveNieNCe: 단 몇번의 클릭만으로 끝나는 간편한 배송 진행

• www.tnt.com/kr 에 접속합니다. 

• 픽업지 및 배송지를 입력한 후 견적 확인을 클릭하거나 

“배송 예약하기(견적 확인 생략)”를 선택합니다.

• 물품 발송 전 마지막 배송 정보 확인 단계입니다. 발송인 결제조건의 경우 결제 세부 

정보를 다시한번 확인하십시오.

• TNT 운송약관에 동의하여 주십시오. 

• "수취인 결제조건"의 경우 결제에 대한 세부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운임 청구서는 TNT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수취인에게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수취인에게 제공받은 이메일 정보를 다시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 픽업 전 해야 할 일 

1. 번호 저장 : 예약번호, 배송번호, 참조번호를 저장하십시오. 배송 서류가 첨부된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2. 배송 서류 인쇄(배송서류는 이메일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업송장 작성 및 인쇄 

4. 완전 밀봉된 물품은 보안상의 목적으로 개봉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배송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 픽업 주소, 배송지 주소, 연락처 정보를 준비합니다.

• 배송품의 물품가액, 사이즈, 통관 정보 그리고 위험물**여부를 표시합니다.

• 결제조건을 선택합니다. 

- 발송인 결제 조건: 발송인에게 우편*** 또는 e-mail 청구서 발행 

- 수취인 결제 조건: TNT 계정을 보유한 수취인에게 청구서 발행

• 수취인이 결제를 거절할 경우, 발송인에게 청구서가 발행됩니다.

• 픽업 날짜 선택 후 예상 배송일을 확인합니다. 

• 빠른 배송 또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십니까? 다음을 선택하십시오. 

- priority 서비스: 물품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배송해 드립니다. 

- 보상확대프로그램: 분실이나 파손에 대해 보상해 드립니다.

• 이제 원하는 픽업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 픽업 및 배송이 제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픽업 마감 시간을 확인해 주십시오. 

 지역 별 마감시간은 TNT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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