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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풀(Boful) 견적서

입고 요금

하차료 파렛트 무료

박스 700원 / BOX

・파렛트 외 기타 포장 유형은 박스로 분류

입고료
일반(2영업일 내)

150원 / PCS

(판매 최소 단위가 BOX인 

경우 BOX 당)

・포장 내 SKU가 1개인 경우(수량체크 / 분류)

혼적(2영업일 내)
200원 / PCS

(판매 최소 단위가 BOX인 

경우 BOX 당)

・포장 내 SKU가 2개인 경우(수량체크 / 분류)

비고

*SKU 기준: 동일 상품이더라도 색상, 사이즈가 다른 경우 별개의 SKU로 인식합니다.

*바코드가 미부착된 상태로 입고되는 경우, 수량별 바코드 부착료가 80원 추가됩니다(일반/혼적 모두 적용)

*의류의 경우, 수량별 입고료가 100원 추가됩니다(일반/혼적 모두 적용)

*센터에 상품 도착 후 2일 이내 입고가 기본이며, 긴급 및 대량입고가 필요한 경우 입고기한 및 추가비용 사전 협의 후 진행 가능합니다.

*수입 상품의 경우 통관 및 비용 정산이 지연될 경우 센터도착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입고상품의 규격이 비정형 이거나 고중량 (15kg 이상 / BOX)인 경우, 하차료 비용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사전 협의 필요)

보관 요금

셀 소형셀

30cm×50cm×40cm

150원 / Cell

중형셀

60cm×50cm×40cm

250원 / Cell

대형셀

60cm×50cm×110cm

400원 / Cell

팔레트 팔레트셀

110cm×110cm×180cm

980원 / Cell

기타 기타 별도 협의 ・위에 안내된 ‘소형 ~ 파렛트셀’ 사이즈 초과 시 별도 협의

비고

*보관비는 일별 셀 보관현황에 따라 청구됩니다(주말 포함 청구).

*박스 및 기타형태 입고 시 각 SKU의 부피/중량에 따라 '소형셀~대형셀', 파렛트 입고 시 '파렛트셀'로 입고됨이 기본입니다. (보관 셀 변경 희망 시, 사전 협의 요청)

*박스 및 기타 형태로 입고 되더라도, 센터 운영 효율을 위해 파렛타이징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파렛타이징 비용 별도)

*파렛트 내 2개 이상의 SKU가 혼적되어 있는 경우, 파렛트를 해체하여 각 SKU의 부피/중량에 따라 '소형셀~대형셀'로 입고됩니다.

*입고완료 후 보관 셀 이동 요청 시, 별도 작업비가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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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요금 (일반/화물 택배)

상차료 일반/화물 택배 출고 요청 시
무료

・택배사 인계

※ 단, 장비을 사용하여 화물 택배를 인계하는 경우, 10,000원 / PLT 
의 상차료 청구 

출고료 피킹, 패킹(BOX) 900원 / PCS

(판매 최소 단위가 BOX인 

경우 BOX 당)

・입고된 상품을 센터 내에서 박스로 포장한 이후 택배 출고하는 경우

※ 고객사가 외부포장, 테이프, 부자재를 제공하는 경우의 단가, 

미제공 시 하단 부자재 요금 참조

피킹(BOX) 800원 / PCS

(판매 최소 단위가 BOX인 

경우 BOX 당)

・입고된 박스를 별도 포장 및 가공없이 화물차량으로 출고하는 경우

배송료 극소형

박스 세변의 합 : 80cm이하 / 

중량 2kg 이하

2,000원 / BOX

소형

박스 세변의 합 : 100cm이하 / 

중량 5kg 이하

2,600원 / BOX

중형

박스 세변의 합 : 120cm이하 / 

중량 15kg 이하

3,250원 / BOX

대형

박스 세변의 합 : 160cm이하 / 

중량 25kg 이하

4,800원 / BOX

※박스 세변의 합은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을 의미합니다.

이형 별도협의 ・극소형 ~ 대형 사이즈를 벗어난 경우, 화물택배로 발송되며 별도 

요율 협의

출고요금 (화물 차량)

상차료 화물차량 출고 요청 시 400원 / BOX ・박스 포장으로 화물차량 인계

10,000원 / PLT ・파렛트 포장으로 화물차량 인계

출고료 피킹, 패킹(BOX) 900원 / PCS

(판매 최소 단위가 BOX인 

경우 BOX 당)

・입고된 상품을 박스로 포장한 이후 화물차량으로 출고하는 경우

※ 고객사가 외부포장, 테이프, 부자재를 제공하는 경우의 단가, 

미제공 시 하단 부자재 요금 참조

피킹(BOX) 800원 / PCS

(판매 최소 단위가 BOX인 

경우 BOX 당)

・입고된 박스를 별도 포장 및 가공없이 화물차량으로 출고하는 경우

피킹, 패킹(PLT) 8,000원 / PLT ・사전 파렛타이징 작업이 되지 않아, 박스를 파렛타이징 작업 및 재
작업 한 이후 출고하는 경우

※ 고객사가 파렛트 부자재를 제공하는 경우의 단가, 미제공 시 
KPP(3,500원/PLT) 혹은 수출용파렛트(10,000원/PLT) 별도 청구

피킹(PLT) 무료 ・사전 파렛타이징 작업이 되어 있어, 파렛트를 별도 포장 및 가공

없이 출고하는 경우

※ 고객사가 파렛트 부자재를 제공하는 경우의 단가, 미제공 시 
KPP(3,500원/PLT) 혹은 수출용파렛트(10,000원/PLT) 별도 청구



부자재 요금

쉽다 기본포장

(외부포장, 테이프)

기본 1호

25cm×15cm×13cm / 1kg 이하

200원 / BOX

기본 2호

27cm×20cm×10cm / 2kg 이하

240원 / BOX

기본 3호

30cm×23cm×8cm / 2kg 이하

280원 / BOX

기본 4호

33cm×24cm×15cm / 2kg 이하

350원 / BOX

기본 5호

32cm×22cm×25cm / 2kg 이하

390원 / BOX

기본 6호

32cm×40cm×8cm / 2kg 이하

470원 / BOX

기본 7호

36cm×30cm×31cm / 5kg 이하

590원 / BOX

기본 8호

51.5cm×32.5cm×11.5cm / 5kg 이하

650원 / BOX

기본 9호

55cm×40cm×25cm / 15kg 이하

1,310원 / BOX

기본 10호

61cm×50cm×37cm  / 25kg 이하

1,970원 / BOX

비고

*기본 박스(무지) & 투명테이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고 시 요청되는 상품의 총 부피/중량에 맞춰 선택됩니다. (부피/중량 초과 시, 별도 협의 필요)

* 기본 1호~6호: 극소형 택배비 / 기본 7호~8호: 소형 택배비 / 기본 9호: 중형 택배비 / 기본 10호: 대형 택배비 적용됩니다.

* 폴리백(택배봉투) 사용 가능하며, 최대 사이즈 40x50+4으로 종류 구분없이 180원/1BAG이 청구됩니다. 출고되는 상품의 부피/중량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박스가 선택됩니다.

* 고객사가 외부포장&테이프 제공하거나 이미 패킹되어 있는 경우, 별도 비용 청구 없음 (단, 고객사 포장재 보관에 따른 비용 별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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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료 퀵, 다마스, 라보

1톤 ~ 25톤
별도 협의 ・화물의 부피/중량 & 거리에 따라 상이



쉽다 기본포장

(완충재)

기본 1~6호

박스 세변의 합 : 80cm이하 / 중량 2kg 이하

100원 / BOX

기본 7~8호

박스 세변의 합 : 100cm이하 / 중량 5kg 이하

120원 / BOX

기본 9호

박스 세변의 합 : 120cm이하 / 

중량 15kg 이하

140원 / BOX

기본 10호

박스 세변의 합 : 160cm이하 / 

중량 25kg 이하

180원 / BOX

※박스 세변의 합은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을 의미합니다.

 


※출고최소단위의 상품 1개를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완충재 
비용입니다.

비고

* 기본포장(완충재) 선택 시, 에어캡이 제공됩니다.

* 고객사가 완충재 제공하거나 이미 패킹되어 있는 경우, 별도 비용 청구 없음 (단, 고객사 포장재 보관에 따른 비용 별도 청구)

친환경 포장

(외부포장, 테이프)

친환경 1호

25cm×15cm×13cm / 1kg 이하

200원 / BOX

친환경 2호

27cm×20cm×10cm / 2kg 이하

240원 / BOX

친환경 3호

30cm×23cm×8cm / 2kg 이하

280원 / BOX

친환경 4호

33cm×24cm×15cm / 2kg 이하

350원 / BOX

친환경 5호

32cm×22cm×25cm / 2kg 이하

390원 / BOX

친환경 6호

32cm×40cm×8cm / 2kg 이하

470원 / BOX

친환경 7호

36cm×30cm×31cm / 5kg 이하

590원 / BOX

친환경 8호

51.5cm×32.5cm×11.5cm / 5kg 이하

650원 / BOX

친환경 9호

55cm×40cm×25cm / 15kg 이하

1,310원 / BOX

친환경 10호

61cm×50cm×37cm / 25kg 이하

1,970원 / BOX

비고

*기본 박스(무지) & 친환경 테이프(크라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고 시 요청되는 상품의 총 부피/중량에 맞춰 선택됩니다. (부피/중량 초과 시, 별도 협의 필요)

*친환경 1호~6호: 극소형 택배비 / 친환경 7호~8호: 소형 택배비 / 친환경 9호: 중형 택배비 / 친환경 10호: 대형 택배비 적용됩니다.

*고객사가 외부포장&테이프 제공하거나 이미 패킹되어 있는 경우, 별도 비용 청구 없음 (단, 고객사 포장재 보관에 따른 비용 별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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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서비스

스티커 작업 일반(2영업일 내) 40원 / PCS ・고객사가 제공한 스티커 부착을 원하는 경우 개당 청구

문서출력 / 동봉 일반(2영업일 내) 500원 / PCS ・별도 요청하는 문서를 출력 후 포장 내 동봉하는 경우

파렛타이징 일반(2영업일 내) 8,000원 / PLT ・입고 이전 혹은 입고된 박스를 파렛트 형태로 작업하는 경우

출고취소 일반(2영업일 내) 1,000원 / ORDER

・패킹완료 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출고마감 시, 취소 불가하고 반품 처리됨

 


※출고 취소의 경우 재입고 수량 및 난이도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출고 요청한 내역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전담 매니저의 확인이 필요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품 반품(택배비) (출고 시 택배비
+500원) / BOX

・택배 출고 후 택배로 반품처리되는 경우

반품(화물차량) 출고 시 화물차량비
+600원 / BOX

・화물차량 출고 후 화물차량으로 반품되는 경우

※ 파렛트 상태로 입고되더라도 하차료 청구 시, 박스 단위로 청구됨
(600원/BOX)

양품화 입고료 / PCS ・반품 완료된 상품을 고객사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상품화 및 전산
재고' 처리하는 행위.

단, 상품에 대한 추가작업 없이 입고처리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추가작업/폐기(상품)/회송(고객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 협의

 


※양품화 난이도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재고조사 일반(2영업일 내) 20원 / PCS
・웹사이트 내 실시간 재고확인 외 별도 현장 재고실사를 요청하는 

경우

출고단위 변경

(BOX → PCS)

일반(2영업일 내)
(입고료+50원)

/ PCS

・입고완료 된 상품의 'SKU(판매 최소 단위')를 변동하는 경우 

재입고 처리에 발생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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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포장

(완충재)

친환경 1~6호

박스 세변의 합 : 80cm이하 / 중량 2kg 이하

190원 / BOX

친환경 7~8호

박스 세변의 합 : 100cm이하 / 중량 5kg 이하

230원 / BOX

친환경 9호

박스 세변의 합 : 100cm이하 / 중량 5kg 이하

270원 / BOX

친환경 10호

박스 세변의 합 : 100cm이하 / 중량 5kg 이하

350원 / BOX

※박스 세변의 합은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을 의미합니다.

 


※출고최소단위의 상품 1개를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완충재 
비용입니다.

비고

*친환경 포장(완충재) 선택 시, 지아미가 제공됩니다. 출고 시 선택되는 포장 사이즈에 맞춰 선택됩니다. (부피/중량 초과 시, 별도 협의 필요)


*고객사가 완충재 제공하거나 이미 패킹되어 있는 경우, 별도 비용 청구 없음 (단, 고객사 포장재 보관에 따른 비용 별도 청구)



기타

시스템 사용료 FMS(포워딩) 시스템

WMS/TMS/OMS 시스템

무료

비고

*상기 견적은 부가세(VAT) 별도이며, 계약 혹은 입고동의 후 3개월 간 유효합니다.


*검수 진행 이후 회송을 원하시는 경우 검수 시 소요된 수량체크/분류비/바코드부착비 정산 후 회송처리 가능합니다. 


※해외발송건의 경우(FEDEX, UPS) 국내 택배출고와 달리 추가되는 작업에 따른 별도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 송장출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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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센터 납품

(쿠팡, 마켓컬리, 편의점)

택배 출고 3,000원/BOX + 
출고요금

(일반/화물택배)

・'쿠팡, 마켓컬리, 편의점 센터'에 박스로 납품하는 경우 필요서류 

출력 및 부착

 


※ 상품별 바코드(쿠팡, 마켓컬리 전용)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바코드 부착비 별도 청구(250원/PCS)

화물차량 출고(밀크런) 2,500원/PLT + 

출고요금(화물차량)

・'쿠팡, 마켓컬리, 편의점 센터'에 파렛트로 납품하는 경우 필요서류 
출력 및 부착

※ 상품별 바코드(쿠팡, 마켓컬리 전용)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바코드 부착비 별도 청구(80원/PCS)

합포장

(추가피킹)

동종 50~100원 / PCS

이종 100~200원 / PCS

・상품,사은품,전단지 등을 추가하는 경우(갯수별 추가요금 
발생)

・동종+이종이 혼합되는 경우 동종,이종 모두 이종 요금 

적용

유통가공 일반(2영업일 내) 3,800원/10분 (1인)
・선물작업, 세트작업, 재포장 등 기본 패킹이 아닌 추가 작업 요청 시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