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03/23일자 변경사항(파랑), 보험취급불가 : ★

▼배송지연
네덜란드 ★ 말레이시아 ★ 수리남 ★ 포르투갈 ★
라트비아 ★ 몰타 ★ 슬로베니아 ★ 터키 ★
러시아 베트남 아르메니아 ★ 프랑스
룩셈부르크 ★ 영국 일부지역제한 온두라스 ★ 필리핀 일부지역제한

리투아니아 ★ 세르비아/코소보 ★ 인도네시아 홍콩
카자흐스탄

▼한달이상 지연
그리스 독일 ★ 이탈리아 ★ 케냐
나이지리아 미국 일부지역제한 일본 일부지역제한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중국 헝가리
덴마크 아르헨티나 카타르 호주 ★ 일부지역제한

▼ 우정 항공서비스 접수중지 (통상, 소포, K-Packet, EMS)
가나 미얀마 ★ 아제르바이잔 체코
네덜란드령앤틸리스 바레인 알바니아 칠레 ★
네팔 방글라데시 알제리 카보베르데
노르웨이 불가리아 앙골라 캐나다 ★*EMS만 가능

뉴질랜드 ★ 버뮤다 에스토니아 ★ 케이만제도
뉴칼레도니아섬(프랑스)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 콩고
대만 벨기에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라오스 벨라루스 엘살바도르 ★ 쿠바
레바논 보스니아헤르체고비아 오만 쿠웨이트 ★
루마니아 ★ 브라질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
르완다 브루나이 요르단 탄자니아

마카오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튀니지

마케도니아 사이프러스 ★ 우크라이나 파나마 ★
멕시코 스리랑카 ★ 이란 파푸아뉴기니
모로코 스웨덴 이스라엘 ★ 파키스탄
모리셔스 스위스 이집트 페루
모잠비크 스페인 ★ 인도 폴란드
몰도바 슬로바키아 자메이카 ★ 폴로네시아(프)
몰디브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조지아 프랑스(EMS만 가능)
몽골 아일랜드 지부티 피지

핀란드
▼ EMS프리미엄 접수중지
레바논 슬로베니아 ★ 이라크 쿠웨이트
몽골 에스토니아 ★ 이탈리아 키르키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카자흐스탄



▼ 일부지역 제한

미국

뉴욕교환국 해당지역 한달이상 배송지연

(우편번호 : 001xx ~ 399xx)
Alabama, Connecticut, Delaware, Florida, Georgia,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Mississippi, Atlanta,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York, 
North Carolina, Pennsylvania, Rhode Island, South Carolina, Tennessee, Vermont, 
Virginia, West Virginia, Washington D.C

필리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로 마닐라섬 루손섬 외 나머지 지역 운송불가
(접수가능 우편번호: 마닐라(1로시작), 
루손(25~,29~,33~,36~,38~,40~,48~,49~,51~,52~로시작)

영국 접수불가 우편번호 시작문자 : DG, DH, HU, LA, NE, YO 
또는 DE, HR, SY, TF, WR, WV)

일본

* EMS만 가능

나고야, 후쿠오카 지역 특정 지역 접수 불가

접수중지 해당지역
: 기후, 이치노미야, 쿠와나/구와나, 카스가이,미에,나고야,오가키,쓰시마/츠시마,토요
하시/도요하시, 토요타/도요타/도요다,도요카와,도요아케,후쿠이, 이시카와,
토야마/도야마,카나자와/가나자와, 후쿠오카, 카고시마/가고시마, 쿠마모토/구마모토,
기타큐슈/기타규슈,미야자키,나가사키,오이타,사가)

접수 가능지역 (동경)
: 후지, 하마마츠/하마마쓰, 아키타, 아오모리, 치바/지바, 히타치, 
카스카베/가스카베, 치가사키/지가사키, 후쿠시마, 카와구치/가와구치, 
카와고에/가와고에, 군마, 홋카이도, 이바라키, 구리야마, 
카나가와/가나가와, 카마쿠라/가마쿠라, 이와테, 카와사키/가와사키, 고후, 하치오지, 
마츠도/마쓰도, 미토, 미야기, 나가노, 니가타, 누마즈, 오오타, 사이타마, 
사가미하라, 삿포로/삿뽀로, 센다이, 시즈오카, 토치기/도치기, 토치오/도치오, 
토쿄/도쿄, 토카마치/도카마치, 야마가타, 야마나시, 야마토, 요코하마

접수 가능지역(오사카)
: 에히메, 히로시마, 효고, 카가와/가가와, 고베, 고치, 교토, 나라, 오카야마, 오사카, 
사카이, 시가, 시마네, 톳토리/돗토리, 도쿠시마, 와카야마, 야마구치, 
토요나카/도요나카

호주

* EMS만 가능

( 아래 지역 외 EMS 접수 가능합니다. )

시드니행 접수중지
AUSTRALIASQUAR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BANKSTOWN,  
BARTON, BONDI, CANBERRA,  CHATSWOOD,  FRENCHS FOREST,
GREAT BARRIER REEF,  HAYMARKET,  HORNSBY,  HUNTER, VALLEY,  
KINGSWOOD,  LANE COVE, MANLY,  NEW SOUTH  WALES(NSW),  NOOSA,  
ORANGE,  PARRAMATTA, PORT STEPHENS,  REGENTS PARK,  ROYAL EXCHANGE, 
STRAWBERRY HILLS,  SUBURBS MC, SURRY HILL,  SYDNEY,  TAREE,  
WAGGA  WAGGA, WEST CHATSWOOD, WETHERILL PARK DC,  WOLLONGONG,  
WOODSTOCK

브리지번행 접수중지
ALBION,  ALICE SPRINGS,  BLUE MOUNTAINS,  BRISBANE,  CAPALABA, CHERMSIDE,  
COOKTOWN,  DARWIN,  GIBSON DESERT NORTH,  GOLD COAST,  GUNN,  HAMILTON,  
KATHERINE,  MANSFIELD,  NHULUNBUY,  NIGHTCLIFF,  NORTHERN TERRITORY(NT),  
QUEENSLAND,  TENNANT CREEK,  TOWNSVILLE,  VICTORIA ESTATE,  VICTORIA  HILL,  
VICTORIA PLAINS,  VICTORIA POINT(4165),  VICTORIA POINT WEST(4165),  
VICTORY HEIGHTS(4570),  VIRGINIA,  WINNEL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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