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내드리는 말씀

* CBM은 팔렛 포함 실측에 근거하며 0.5 단위로 올림

항 목 0.5  cbm 1.0  cbm 2.0  cbm 3.0  cbm 4.0  cbm 5.0  cbm 6.0  cbm 7.0  cbm

총 비용 479.07$    738.88$    1,258.52$ 1,778.16$ 2,297.80$ 2,817.43$ 3,337.07$ 3,856.71$ 

항 목 8.0  cbm 9.0  cbm 10.0  cbm 11.0  cbm 12.0  cbm 13.0  cbm 14.0  cbm 15.0  cbm

총 비용 4,376.34$ 4,895.98$ 5,415.62$ 5,935.26$ 6,454.89$ 6,974.53$ 7,494.17$ 8,013.80$ 

as of 2022-02-22

1. PNPLINE 군포 창고~ 캘리포니아 창고까지의 운임

2. 수입관세 (Duty, HMF, MPF), Exam(검사) 비용, 추가 서비스 (IOR 등록서비스, Annual bond / Single bond 구매) 별도 청구

3. CBM은 팔렛 포함 실측정하여 0.5단위 올림값으로 요율적용. (예 : 9.3CBM은 9.5CBM으로 계산되며 가격은 9CBM - 10CBM 중간값)

4. 미국 수입통관이후 인보이스 생성 / 전달되며, 아마존 FBA 입고를 위한 출고처리는 송금이후 진행

5. 미국 도착이후, 3PL 서비스 (재고보관, 입 / 출고, 배송, 리무벌 서비스, 반송처리 등) 요청 시 별도 요율표 제공

집하지: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82 복합물류 J동 1층 동관 피앤피라인코리아 (11번 Dock)

* 화물 보내시기 전 주의사항

1. 화물 및 수출 인보이스 / 패킹리스트 선착순 접수 : 고대석 팀장

2. 팔렛사용시 1100 x 1200mm 이하 (규격에 맞지 않는 팔렛 사용시 재작업비 발생 가능 / 나무팔렛은 훈증마크 필수)

3. 박스 겉면 및 팔렛에 쉬핑마크 (업체명/제품명/수량) 기입 필수! (미국 내에서 분실 방지)

위 치

한국지사

한국지사

한국지사

* PNPLINE 한국법인은 군포 물류센터로 확장 이전함에 따라 국내 이커머스 배송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지어드민 API 연동)

* 피앤피라인 군포창고 3PL을 사용하시는 고객께는 미국 배송시 콘솔 운임 $100 할인권을 드리는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 많은 참여 바라며, 문의 사항은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

캘리포니아 창고 주소: 4422 E Airport Dr unit c, Ontario, CA 91761

미국 캘리포니아 창고 입고 원스탑 요율표 - 3월말
(군포 -> PNPLINE 캘리포니아 창고까지의 원스탑 서비스)

업 무

신청 및 상담

이메일 주소

sean.ko@pnpline.com

★★ 한국 풀필먼트 서비스 개시 ★★

원스탑 서비스 요율표

화물 집하장소

담당자 연락처

최근 물류 대란으로 인해 스페이스 취소 및 딜레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사 일정으로 인한 스케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사의 요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약간의 요율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jason.le@pnpline.com

minjin.ki@pnpline.com

화물 도착 안내

담당자

고대석 팀장

김민진 팀장

이규동 프로

서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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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일정

출항일(ETD) 도착일(ETA)
화물 마감

(군포창고 도착)
출발지 도착지

2022-03-18 2022-04-15 2022-03-11 군포창고 PNPLINE CA

** 선사 스케줄에 따라 변동 가능

2. 박스 레이블 예시 (미국 창고에서 인지가 가능하도록 모두 영어로 작성)

☜ 제품코드 (당사 WMS 입력)

☜ 제품명

☜ PO 일자 / 생산일자 등 식별 가능한 날짜

☜ 수량

☜ 메모

☜ 박스 번호

☜ 회사명 (필수!!!!)

3. 창고비용 안내

*팔렛에 래핑 및 팔렛 레이블 정상 부착후 입고시 추가 비용 없음

*팔렛 작업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요율 적용 (VAT 별도)

항목 금액 단위

박스 하차비 500₩            박스

박스 레이블링 200₩            박스

팔렛 레이블링 500₩            팔렛

팔렛 작업비 5,000₩          팔렛

팔렛 구매비 20,000₩        팔렛

박스 레이블 미부착으로 제품 확인이 불가능할지 추가 비용 부가됩니다.

COMPANY NAME

비고

오버사이즈는 추가비용

주의사항

ITEM NAME

PO DATE

QUANTITY

REMARKS

00 / 00

수출용 B grade 1100 x 1100m

SK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