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 우체국 택배 서비스 이용 동의서
1. 한 수취인당 모든 물품의 총 가치가 $150 USD 이상인 경우 한국세관에서 수취인에게 관세와 부가세가 청구되
며 수취인/송하인에 납부 책임이 있습니다.
2. 검역 대상(예: 식품, 식품, 유제품 등)에 걸릴 시, 검역비 5,500원 부담하셔야하며, 불통관 될시 5,500원의 폐기
처분 비용을 지불하셔야합니다.
3. 1개의 화물이 30KG 또는 규격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60cm 이상 또는 한 변의 길이가 110cm 이상(예:120cm
x 20cm x 10cm)인 경우, 한국세관에서 추가 수수료가 수취인에게 청구됩니다. 추가비용은 한국의 세관통관 전 수취
인께 금액 안내 및 납부방법이 안내됩니다. 추가비용은 각 화물마다 상이합니다.
4. 송하인은 송장에 기재한 물품내역과 수량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운송장기재시 빠진 물품이 있을 경우 또는 오기
제한 사항이 있을 경우 불성실과태료가 세관으로부터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수수료나 금지물품 등의 폐기요청
이 있을 시에는 송하인/수취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 할 것이며, 메이플 우체국 택배에 책임이 없음을 동의하는 바
입니다.
5. 취급주의 물품(유리, 플라스틱 제품 등)은 배송 중에 파손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송하인/수취인에게
있으며, 메이플 우체국 택배에 책임이 없음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6. 물품은 접수된 순서대로 출하가 되며, 통관에 지연이 없을 경우 물품은 출하일 기준으로 빠르면 4~5일, 최대 일
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운송장 번호는 우체국택배에서 세관통과 후부터 배송현황 확인 가능합니다.
7. 문의사항은 647-349-8282, info@mapleposts.com, 카카오톡 채널: 메이플 택배 를 통해 연락가능합니다.
8. e-transfer: pay@mapleposts.com / 비밀번호: 6473498282
*제한 물품사항*


건강식품/약(처방약 제외)/스킨케어 각각 최대 6병 Max



술 1L 이하 1병까지만 관세면세; 단, 무조건 주류세 약 5~72%, 교육세 약 10% 또는 30% 부담(여러 병 합인 총 1L 면세불가)



향수 60ml 이하만 관세면세 (초과 시 $150CAD 미만도 관부가세 발생)



꿀 최대 5kg까지 (합산 과세시 꿀의 세율은 약 243%)

*모든 세금은 한국 세관 측에서 가치 판단 후 부과하는 것이므로 저희는 정확한 부과세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
해 부탁 드립니다.
위와 같은 서비스 내역에 동의합니다.
***배터리 또는 충전가능한 기기(예:블루투스)는 한 박스당 최대 2개까지만 가능하며, 핸들링 비용 10불 추가 됩니다. 신
고하시지 않고 배터리 제품을 보내게 되실 경우 배터리가 발견될 경우에는 항공자체가 취소되며, 항공기 취소로 인한 비
용이 고객님께 청구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송하인성함:____________________

**가연성 스프레이는 항공규정상 일체 반입금지입니다**

날짜: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