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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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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tnt.com/kr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할증료 (KRW)

시간 지정 서비스 (TIME DEFINITE)

10:00 Express 13,000/건

12:00 Express 10,000/건

픽업 및 배송 관련 (COLLECTION & DELIVERY)

10,400/건

9:00 Express 15,000/건

30,000원/건 또는 ㎏당 500원 중 큰 금액

14,600/건

(2) 규격 초과 물품 (Exceeding Dimensions_SED)

우선 배송 서비스 (Priority)

배송의 전 과정동안 우선적으로 통관 및 배송되어 더욱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우선배송 서비스(Priority 

Service)를 이용하시면 Priority 라벨을 부착하여 물품을 우선적으로 통관 및 배송해 드립니다. 

외곽지역 배송 서비스 (Remote area service)

고객님이 요청하시는 지역이 어디든지 TNT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만약, 발송인 혹은 수취인의 주소가 

외곽지역이나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을 경우 픽업 및 배송 서비스에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오표기 주소 해결 (Resolved Wrong Address)

발송인이 제공한 도착지 주소가 부정확하거나 미완료되었을 경우 물품배송이 불가합니다. TNT는 올바른 주소를 찾아 

배송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복수 지역 픽업 서비스 (Multi Pick-up)

발송 물품과 해당 관련 서류가 상이한 곳에 있을 경우, 또는 상이한 장소에 있는 두 물품을 하나의 화물로 묶어 

발송하시는 경우 복수 지역에서 픽업을 진행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10,000/건

물품 핸들링 (SHIPMENT HANDLING)

추가 핸들링 (Additional Handling)

TNT는 고객님의 다양한 요구에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 핸들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규정 사이즈 및 중량을 초과하여 추가적인 핸들링 작업이 필요한 물품을 발송하실 경우 아래와 같이 추가요금이 

적용됩니다.

(1) 비규격 물품 (Non Conveyable_SNC)

발송품 중 한 개 이상의 품목이 30 kg 미만이고 크기가 1.2m(L)*0.7m(W)*0.6m(H).를 초과할 경우 conveyor 

이용이 불가하여 별도의 핸들링이 필요한 경우 적용됩니다.

22,700/건

보상확대 프로그램 적용시, 손망실에 대해 물품의 Invoice value 전액과 운임을 보상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보상확대 

프로그램은 고객님께서 TNT를 이용하여 발송하는 모든 Express와 Economy express 비서류 물품에 대해 TNT 

보상확대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적용되며, 원치않으시면 optoutkr@tnt.co.kr로 미가입 요청이 가능합니다.

Invoice value의 1% 또는 6,000원 중 큰 

금액

발송품 중 한 개 이상의 품목이 30 kg 이상이면서, 하기 상품의 크기를 초과할 경우 적용됩니다. 22,700/건

Express - 1.2m (L) * 1.2m (W) * 1.5m (H)

Economy Express - 2.4m (L) * 1.2m (W) * 1.8m (H)

 * 만약 고객의 발송품이 비규격과 규격 초과에 모두 해당될 경우, 발송품의 추가 핸들링 비용은 규격 초과 물품에 대해서만 청구가

됩니다.

적재 불가 물품 (Special Handling Non Stackable)

배송품이 적재 불가하거나 부상을 야기할 수 있어 특별한 취급이 필요하거나 자원이 투입될 경우, 추가적인 취급 

비용이 발생되어 별도 금액이 부가됩니다.

31,200/건

보상확대 프로그램 (ENHANCED LIABILITY )

종이 운송장 및 청구서 (PAPER CONSIGNMENT NOTES & INVOICES )

TNT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종이 사용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이 

운송장(Manual Consignment) 및 종이 청구서 발행(Paper Invoice)에 대한 할증료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 종이운송장 할증료 (Non-electronic consignment)_수출일 경우만 해당 3,000/건

• 종이 청구서 할증료 (Non-electronic invoice) 2,500/청구서

통관 서비스 (CUSTOMS SERVICES)

TNT는 약 70년 간 국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관에 관련된 각종 규정과 서류, 절차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쌓아 

왔습니다. TNT의 통관 전문가들과 상담하시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통관 절차가 쉬워지며, 지연을 방지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배송이 가능해 집니다. 자세한 설명은 tnt.com/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발송인 관세 대납 서비스(Delivery Duty Paid)

물품의 운송료와 관·부가세를 수취인 지불에서 발송인 혹은 제3의 계약자가 대신 지불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경우

지원해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20,00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