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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TSCHE POST DHL GROUP
도이치 포스트 DHL 그룹은 세계를 대표하는 우편 및 물류 회사로, 그룹의 

주요 비즈니스 영역에서 고객·직원·투자자로부터 가장 먼저 선택 받는 기

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도이치 포스트 DHL 그룹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국제 무역 활성화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

습니다.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기업 시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도이치 포스트 DHL 그룹은 유럽을 선도하는 우편 서비스 회사 도이치 포

스트(Deutsche Post)와 전 세계 물류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하

고 있는 DHL, 이렇게 두 브랜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이치 포스트 DHL 그룹은 전 세계 220개국에 510,000 명 이상의 직원

을 고용하고 있으며, 2016년 570억 유로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DHL EXPRESS
1969년 세계 최초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하와이 간 항공 특송 서비스

를 선보인 DHL EXPRESS는 이후 빠른 성장을 거듭하며 세계적인 국제특

송기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DHL EXPRESS는 표준화된 업무절차와 정

기적인 항공기 운행으로 시각을 다투는 긴급한 서류 및 물품을 빠르고 안

전하게 배송하고 있습니다. 약 9만 명의 직원들이 전 세계 220여개 국가, 

250만 명 이상의 고객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DHL EXPRESS KOREA
DHL EXPRESS KOREA는 1977년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특송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올해로 창립 41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고객님

의 국제 비즈니스 파트너로 명성을 쌓아온 DHL EXPRESS KOREA는 현

재 전국 31개 서비스 네트워크에 1,200여명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DHL EXPRESS KOREA는 앞으로도 강화된 서비스 네트워크

와 폭넓은 상품 라인으로 고객님의 비즈니스에 맞는 원스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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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 SERVICES
DHL EXPRESS 09:00        (미국은 10:30)

DHL의 정시 배송 서비스는 고객님과 약속한 배송 예정일 오전 9시까지 

배송해 드리는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아시아 및 유럽 지역으로 단일 물

품 무게 30kg 이하 혹은 화물 무게 300kg 이하로 발송하실 경우 이용 가

능합니다. 추가 요금에 대한 환불 보장 서비스와 사전 배송 통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DHL EXPRESS 12:00

Express 12:00는 서류 및 화물을 고객님과 약속한 배송 예정일 오후 12

시(정오)까지 배송해 드리는 특송 서비스입니다. 아시아, 유럽, 중동 및 미

국 지역으로 단일 물품 무게 70kg 이하 혹은 화물 무게 300kg 이하로 발

송하실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추가 요금에 대한 환불 보장 서비스와 사전 

배송 통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DHL EXPRESS WORLDWIDE

DHL을 대표하는 서비스로 서류와 물품을 전 세계 어디든 배송 예정일 업

무 마감시간 전까지 배송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로 발

송 가능합니다. 

DHL은 긴급 서류와 물품을 전 세계 어디든 도어-투-도어로 정시에 믿을 수 있게 배송해 드리며, 실시간으로 발송물 배송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HL EXPRESS 주요 상품 안내

*각 제공 서비스별 환불 보장 서비스 정책에 대해서는 별도 운송 약관이 적

용되며, 지역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4시간 DHL 고객센터 ☎1588-000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IMPORT SERVICES
DHL EXPRESS 12:00 IMPORT

긴급한 수입 배송이 필요하시다면 Express 12:00 Import를 이용해 보

십시오. 고객님과 약속한 수입 배송 예정일 오후 12시(정오)까지 배송해 

드리는 특송 서비스로 추가 요금에 대한 환불 보장 서비스와 사전 배송 통

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물건을 수입하는 수취인 혹은 제 3자가 관

련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DHL EXPRESS WORLDWIDE IMPORT

수입 배송 예정일 업무 마감시간 전까지 수입 배송해 드리는 서비스로 전 

세계 200여 개가 넘는 국가로부터 수입 가능합니다. 수입 서비스(IMP) 고

객번호 하나로 모든 해외로부터의 수입업무를 관리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요금을 국내 통화로 결제하실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또한, 다른 

국가 간 운송비를 한국에서 지불할 수 있는 제 3자 거래 서비스도 가능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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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은 각 산업에 특화된 맞춤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며 고객님의 국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DHL에는 생명 과학 및 의료 산업을 위해 고안된 DHL MEDICAL EXPRESS, 다수의 화물을 보다 쉽게 통관

하고 운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DHL EXPRESS BREAKBULK  등 다양한 산업 솔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솔루션

DHL MEDICAL EXPRESS
DHL MEDICAL EXPRESS는 시간과 온도에 민감한 의약품, 시약, 원료, 

혈액, 세포, 의료장비를 빠르고 안전하게 수출·수입하는 콜드체인 솔루션

입니다. 

DHL 글로벌 네트워크에서는 유수의 글로벌 제약회사, 임상시험수탁기관 

(CRO), 연구소, 병원 등 과의 계약을 통해 콜드체인 운송에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DHL 코리아 역시 지난 2012년 DHL 메디컬 익

스프레스를 한국에 공식 론칭하여 한국 고객들에게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솔루션
DHL은 중소기업 고객님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드립니다. 

지금 DHL 코리아 홈페이지 내 중소기업 지원 솔루션 페이지에 방문하시

어 고객님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해외 배송 및 국제무역 관련 다양

한 정보를 만나 보십시오.

DHL SAMEDAY
긴급 배송이 필요한 상황에 적합한 상품으로 가장 빠른 상업용 항공기 또

는 전용 항공기로 배송하며, 전담 지원팀이 특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합

니다. DHL SAMEDAY 서비스로 고객님께서는 시급한 물품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보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DHL EXPRESS BREAKBULK
DHL EXPRESS BREAKBULK는 다량의 화물을 효율적으로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출발지에선 동일한 국가 또는 통관 지역으로 발송하

는 여러 개의 화물을 하나로 통합해 발송해 드리며, 도착지에선 최종 주소

지로 배달하기 전 개별화물로 다시 나누어 배송합니다. 또한 단일 수입신

고서로 통관이 진행되어 매우 편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4시간 DHL 

고객센터 ☎1588-000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DHL MEDICAL EXPRESS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 02-710-8770~2 혹은 24시간 DHL 고객센터 ☎1588-0001로 문의 

주시거나 kr-exp-wmx@dh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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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유연하게 선택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전 세계적인 DHL 국제 특송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부가 서비스

발송인 관세 대납 서비스
DHL은 수출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물품의 관·부가세를 수취인이 아

닌 물품 발송인 혹은 제 3자가 지불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납 

서비스 신청 즉시 관세 대납 대상 물품으로 분류되어 서비스 이용 요금이 

부과됩니다.

특수 픽업
만약 근무시간 외 픽업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중량물 또는 특수 물품을 발

송해야 하는 경우 특수 픽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한해 서

비스가 제공되며, 별도 서비스 이용 요금이 추가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언제든지 24시간 고객센터 ☎1588-000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안심 서비스
서류 안심 서비스는 여권, 비자 신청서, 증명서 등 중요한 서류 발송 시 가

장 적합한 서비스로 고객님의 서류가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

니다. DHL 서류 안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운송 과정 중 문제 발생(분실 

또는 훼손) 시 이용 수수료의 100배를 보상해 드립니다. 서비스 이용료는 

건당 5,000원입니다.

주말/휴일 픽업 및 배송 서비스
DHL은 고객 요청 시 주요 도시로 주말 또는 휴일 픽업 및 배송(배송은 

토요일에 한함)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며, 서비스 이용 요금은 발송 건당 

10,000원입니다.

보험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고가의 물품이나 중요한 물품을 보내실 경우에는 

보험 가입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DHL 직원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에 가

입하실 수 있으며, 물품 가격의 1%만 보험료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최소 

보험료는 15,000원입니다.

직접 서명 서비스
중요한 서류나 고가의 물품 발송 시 배송지의 수취인으로부터 직접 서명

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송물이 다른 주소로 다시 보내지거나 대

체 배송지로 보내지지 않도록 합니다. 건당 7,000원의 서비스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GOGREEN 기후보호 서비스
GoGreen 기후보호 서비스는 고객사의 탄소 배출량을 상쇄시켜 드리는 

친환경 서비스입니다. DHL 코리아는 매년 UN 독립 감사기관으로부터 인

증 받은 탄소 관리 프로젝트를 통해 DHL GoGreen 기후보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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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운송 화물의 기본 운임과 운송 관련 추가 요금에 적용됩니

다. 매월 유류할증료는 적용 시점의 2개월 전에 발표되는 국제유가에 근거

하며, DHL 홈페이지 내 유류할증료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곽 지역 서비스
도서 산간 지역, 섬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지역으로 픽업/배송 시에는 

건당 최소 30,000원 혹은 500원/kg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규격 초과 물품*
단일 물품 또는 팔레트를 포함한 무게가 70kg을 초과하거나 한 면의 길이

가 120cm를 넘을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상단 적재 불가 화물
단일 물품 발송물의 모양(포장, 내용물 등)이 일정하지 않은 비규격품이거

나 고객의 요청에 의해 상단 적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물품의 처리에 대

한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DHL은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 배송 과정 중 발생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별도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가 요금

*무게가 1,000kg 또는 길이가 300cm를 초과하는 단일 물품(Piece)이 

포함된 경우 DHL로 발송이 불가합니다. 발송물(Shipment)의 총 무게가 

1,000kg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DHL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계약가와 

다른 가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 배송시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 영업사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 물품
위험 물품으로 분류되는 물품 배송 시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더 자

세한 정보는 언제든지 24시간 DHL 고객센터 ☎1588-0001로 문의 주시

기 바랍니다.

주소 정정 서비스
픽업 시 발송자가 기입한 최종 목적지 주소가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하여 배

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소 정정이 필요하며, 해당 서비스 처리에 대한 

추가 요금 15,000원이 부과됩니다.

수기운송장 발행(입력) 서비스
종이운송장을 사용하는 경우 발송 건당 4,0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

다. 온라인 발송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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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DHL
MyDHL은 수출입 업무에 필요한 모든 DHL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운송장 작성에서부터 픽업 예약, 배

송 조회, 주소록 관리 등을 한 곳에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네트워크로 여러 개의 계정을 관리하실 수 있어 편리합니

다. 온라인 (www.mydhl.com)을 통해 MyDHL에 가입하시고, 전자 청구와 배송 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십시오. 

발송 관리 프로그램 Web Shipping (WSI)

온라인 상에서 운송장 및 인보이스 작성, 픽업예약까지 모든 작업을 고객님의 PC에서 직접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설명서 다운로드

수입 관리 프로그램 DHL Import Express Online (IEO)

IEO는 수입업자와 발송자 모두 인터넷만 있으면 간편하게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입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수

입업자는 DHL 수입 고객번호를 이용해 IEO 계정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발송요청을 하고, 발송물을 조회하거나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발송자는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픽업을 요청하고 발송관련 서류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사용설명서 다운로드

온라인 조회 서비스 ProView

위치 추적 서비스는 물론, 고객님이 지정한 사람에게 이메일과 문자로 픽업시간과 배송시간을 자동으로 통지해 주

는 편리한 웹기반 배송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사용설명서 다운로드

DHL은 고객님의 비즈니스 상황에 맞는 다양한 온라인 발송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첨단 기술에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고객님의 물품이 전 세계 어느 곳이나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도

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발송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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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OOK 사용자를 위한 맞춤 솔루션! DHL EMAILSHIP
회사에서 Outlook 이메일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럼 DHL eMailShip을 사용해 보세요. PDF 파일에서 간편하게 운송장과 인보

이스를 작성하고 픽업 예약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작성양식 다운로드               사용설명서 다운로드

초간편 EMAIL 조회! DHL eTRACK
휴대전화로 배송 결과를 바로 바로! DHL mTRACK
이메일로 운송장 번호(1회 최대 10건까지 조회 가능)를 입력하셔서 track@dhl.com으로 발송하시면 실시간으로 배송 현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DHL mTrack은 발송물이 수취인에 배달되는 즉시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배달 결과를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DHL 홈페이

지 배송조회 프로그램 메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신 뒤,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MyDHL과 함께 사용하면 좋은 온라인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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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송인 이름/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2. 수취인 이름/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3. 비고
운송요금 지불방식 또는 기타 요구되는 사항 기재

4. 발송물 내용 
발송하는 아이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기재 (단순히 
‘samples’, ‘parts’, ‘spares’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허용되지 않음)

5. 품목분류코드

6. 발송물의 수량

7. 발송물의 단가

8. 제조국가명/원산지 기재
제조가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진 경우 전부 기재

9. 신고 가격
발송인이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일 경우 신고 가
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

10. 수출 형태
(1) 영구수출조건 (2) 임시수출조건 (3) 수리후 재반(입) 
중 선택

11. 국제무역거래조건

12. 수출 목적

13. 발송인의 서명 또는 날인

서류 작성

해외 발송을 위해서는 DHL 운송장과 상업송장 작성이 필요합니다.

운송장 작성법 
MyDHL에서 만나는 운송장 작성 가이드     바로가기

MyDHL이 제공하는 온라인 발송 솔루션을 통해 DHL운송장을 작성해  

보세요. 보다 빠른 발송 준비 및 관리는 물론 종이 사용까지 줄여주는 

친환경 솔루션입니다.

상업송장 작성법
상업송장은 통관을 위해 작성하는 서류로, 물품(비서류)을 발송하실 경우 

작성하셔야 합니다.

Shipper Commercial Invoice

Receiver Date:

Invoice no:

Bill to Third Party: Comments

Airway Bill Number:

Full description of 
goods

Commodity 
code

Item 
quantity

Unit value
[Currency]

Subtotal 
value
[Currency]

Net 
weight 

Country of 
manufacture/origin 

Freight:

Insurance:

Total declared value/currency:                              Total net  
weight/        kg(s)

Total Pieces                                                                                       Total gross 
weight/        kg(s)

Type of export:

Incoterms: 

Reason for export: 

I/We hereby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invoice is true and correct and that 
the contents of the shipments are as stated above

Position in company: Signature:    

Company stamp 

1

2

3

4 5 6 7

9

10

11

12

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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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 포장재
DHL은 고객님의 물품이 전 세계 어느 곳이나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물품의 크기에 맞는 다양한 박스 및 봉투를 제공해 드

립니다.  

n  서류 포장재

n  서류 봉투

n  다양한 크기의 DHL Box

더 자세한 정보는 언제든지 24시간 DHL 고객센터 ☎1588-000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부피 중량 계산방법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정에 따라 화물의 운송비용은 실제 화물의 중

량과 부피 중량 중 큰 값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화물의 부피 중량이란 화

물기의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는지 즉, 포장물의 부피를 반영하는 계산법입

니다. 부피 중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옆 그림과 같습니다.

발송물 포장

DHL 코리아는 안전한 배송을 위해 물품의 크기에 맞는 다양한 박스 및 봉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높이

세로

가로

포장 시 유의사항
n  기존에 사용하던 봉투 또는 박스 재사용 시, 구 운송장 또는 라벨은 깨

끗하게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n  빠르고 안전한 배송을 위해 반드시 운송장이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n  운송장의 바코드가 정상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테이프 또는 포장끈 

등에 가려지지 않도록 합니다.

n  반드시 운송장은 발송물 상단 또는 측면에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n  깨지기 쉬운 물품은 스티로폼이나 에어폼 등을 사용해 충격 완화 포

장을 해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물품은 박스 정중앙에 놓아 주시기 바

랍니다.

n  사고 방지를 위해 날카로운 물품 포장 시 박스 밖으로 물품이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가로 x 세로 x 높이(cm)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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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 SNS

보다 특별한 DHL을 만나는 3가지 방법을 안내합니다!

DHL 공식 페이스북
www.facebook.com/dhlexpresskorea

날마다 새로운 소식, 특별한 이벤트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DHL 페이스북 페이지, 지금 바로 

‘좋아요’해 주세요!

DHL EXPRESS KOREA 공식 홈페이지
www.dhl.co.kr

DHL의 다양한 서비스는 물론 간편한 배송을 위한 온라인 발송 솔루션 안내까지! DHL 홈페이

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DHL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dhl_korea

DHL 사내외 다양한 소식에서부터 물류 전문 정보, 알찬 생활 정보까지! DHL 블로그엔 고객

님을 위한 유익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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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 글로벌 스폰서쉽

DHL은 글로벌 이벤트에 필요한 특화된 물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글로벌 이벤트의 공식 물류 파트너로서 DHL은 이벤트 특성에 맞춘 혁신적인 배송 솔루션 제공을 통해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DHL은 전세계 100

개 이상의 국제 이벤트 후원을 통해 DHL 브랜드 리더쉽을 향상시키고, 이벤트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생동감 있는 물류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DHL 파트너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쉽 활동을 통해 DHL은 명실상

부한 “세계를 대표하는 물류 기업”으로서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IMG 패션 위크

전 세계 패션의 중심지에서 진행되는 IMG 패션 위

크는 패션업계 종사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패션 행사

로 손꼽히며, 당일 런웨이에 선보인 의상이 다음 날 

전 세계의 상점에 진열될 정도로 그 인기는 대단합

니다. DHL은 정확한 시간에 의상이 도착하여 런웨

이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적

화된 물류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포장, 샘플 

배송, 품질 관리, 보관 및 운송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쌓아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DHL은 숨가

쁘게 변화하는 패션 업계가 가장 선호하는 물류 브

랜드로서의 명성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게반트 하우스 오케스트라

라이프치히 게반트 하우스 오케스트라는 100명이 

넘는 뮤지션을 거느리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관

현악단입니다. 게반트 하우스 오케스트라는 매년 전 

세계 유수의 콘서트 전당에서 월드 투어 공연을 열

고 있습니다. DHL은 오케스트라가 관중에게 선사

하는 감동과 똑같은 열정으로 오케스트라의 물류 서

비스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무대 장비와 음악가들의 

의상은 물론 온도 변화에 민감한 100여 점이 넘는 

고가의 악기들까지 맞춤 포장하여 공기 유입이 차단

된 차량으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 채 정확한 시간

에 완벽히 배송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은 

전 세계 6억 5천 900만 명의 팬을 보유하고 있는 세

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축구 구단이자 강력한 스포

츠 브랜딩 파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맨유의 공식 

물류 파트너인 DHL은 맨유의 월드 투어와 같은 세

계적인 이벤트에 필요한 정확하고 신속한 물류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맨유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DHL은 220여 개 국가를 연결하는 글로벌 물류 네

트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 및 지역 상황에 유

연하게 대처하는 현지 전문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F1™

포뮬러원™(Formula 1™: 이하 F1™)은 전 세계

에서 가장 짜릿한 글로벌 스포츠로 손꼽힙니다. 매

년 수백만의 시청자가 트랙에서 결승점을 통과하는 

자동차들을 숨죽이며 지켜봅니다. DHL은 F1™ 물

류 전담팀을 가동하여 경기에 쓰이는 수백 톤에 달

하는 화물의 정시배송을 책임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스포츠 중 하나인 F1™ 그랑프리의 공식 

물류 파트너로서, DHL은 글로벌 물류 서비스의 전

문성과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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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 2017년도 수상내역

에이온 휴잇 주관 ‘2017 한국 최고의 직장 

(Best Employers Korea) 본상’ 및 ‘여성을 위한 최고의 직장’ 수상

‘제 10회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물류부문 4년 연속 대상 수상

GPTW 선정 ‘2017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외국계 부문 4년 연속 대상 수상

한국경영인증원 선정 ‘2017 글로벌스탠더드 경영대상’ 

그린경영대상 부문 5년 지속대상 수상

한국표준협회 주관 ‘KS-CQI 콜센터 품질지수’ 

국제특송업계부문 5년 연속 1위 선정

KSQI ‘한국의 우수 콜센터’ 

부문 9년 연속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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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안내
예약발송 DHL코리아 고객센터 ☎ 1588-0001로 전화하셔서 발송 예약을 하신 후, 업무직원이 방문하면 준비된 물품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방문발송 DHL코리아는 전국에 31개 서비스 네트워크와 킨코스, 코레일 등 제휴 접수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DHL 서비스센터 및 서비스포인트 안내

서비스센터(수도권)

강북

서울 중구 만리재로 37길 5
T. 02-3277-1500 / F. 02-3277-1568

김포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91
T. 031-8048-0200 / F. 031-8049-0391

서초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9
T. 02-3019-1000 / F. 02-3019-1001

성수

서울 성동구 연무장 19길 3
T. 02-460-3900 / F. 02-460-3901

송파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5 동남권 물류단지

D동 3층

T. 02-2161-2600 / F. 031-701-8985

수원

경기 용인시 기흥구 삼성로 320번길 109
T. 031-218-5800 / F. 031-218-5801

안산

경기 안산시 상록구 안산테콤길 10
T. 031-400-8800 / F. 031-400-8812

인천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로 88번길 44-10
T. 032-722-1400 / F. 032-328-2204

인천공항 GATEWAY
인천 중구 공항동로 295번길 124
T. 032-744-7500 / F. 032-744-7810

의정부

경기 의정부시 추동로 108번길 23
T. 031-851-9503 / F. 031-851-9504

서비스센터(지방)

광주

광주 광산구 풍영정길 261
T. 062-953-7144 / F. 062-952-7110

구미

경북 구미시 산동면 산호대로 41길 9
T. 054-713-4600 / F. 054-462-7801

대구

대구시 서구 평리로 17길 70
T. 053-550-2800 / F. 053-527-5550

대전

대전 유성구 대정북로 70
T. 042-820-2500 / F. 042-622-6563

부산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11번길 72
T. 051-310-6100 / F. 051-323-4455

사천

경남 사천시 사남면 항공로 127
T. 055-854-8461 / F. 055-854-8470

울산

울산 북구 진장로 56
T. 052-283-7800 / F. 052-283-0495

익산

전북 익산시 무왕로 1474
T. 063-838-3015 / F. 063-838-3017

제주

제주 제주시 용담로서길 13-15
T. 064-747-0189 / F. 064-747-0187

창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 18번길 24
T. 055-710-1900 / F. 055-273-8001

천안

충남 천안시 서북구 2공단4로 54
T. 041-589-6300 / F. 041-567-5567

청주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가곡로 459
T. 043-710-4101 / F. 043-215-8810

포항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철강로 141번길 73
T. 054-283-9677 / F. 054-283-9662

서비스포인트

마포

서울 마포구 독막로 299 일양빌딩 본관 1층

T. 02-710-8345 / F. 02-719-3114

부산 중앙동

부산 중구 충장대로 9번길 16 효동빌딩 1층

T. 051-310-6192 / F. 051-466-4733

삼성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4 대세빌딩 1층

T. 02-552-1135 / F. 02-561-6340

압구정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1 신현대 아파트상가

3동 102호

T. 02-548-5924 / F. 02-548-5926

역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11 한국고등교육재단

빌딩 1층

T. 02-6182-4900 / F. 02-6182-4901

종로

서울 종로구 종로 3길 38 진학회관빌딩 2층

T. 02-720-8440 / F. 02-720-8442

판교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06번길 31
호반 메트로큐브시티 1층 119호

T. 031-778-6571 / F. 031-778-65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