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국이사 
프랑스에서 해외로 운송되는 출국이사의 모든 진행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1. 상담 

KFL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문의, 이주화물 문의 대표전화(+33 (0)1 4817 8600) 를 통한 유선 문의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업계 최고의 해외이주화물 운송 서비스 상담을 제공해 드립니다. 

2. 큐빅 박스 배송 예약 및 예약금 지불 

해외 이주 담당 직원이 확정된 일정에 맞추어 고객님 댁을 방문하여 주문하신 큐빅양의 박스를 배송해 드리면서 

예약금을 받습니다. 예약금은 통상 총 운임의 30% 를 현금으로 수취하게 되며, 주문하시는 큐빅의 양이 많을 

경우, 예약금은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3. 큐빅 박스 Pick up 예약 

화물의 포장이 끝나고 서류 작성이 완료되면, 이주화물 담당자에게 화물의 Pick up 날짜를 예약합니다. 

국내외 출입국 운송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성수기(각 연도 6 월~8 월, 11 월~익년 2 월)의 경우 출국 예정일로부터 

최소 1 달 전에 계약이 완료되어야 고객님이 희망하는 일정에 운송이 가능합니다. 

 

4. 적재 

고객님의 집에서 Pick up 된 화물은 KFL 의 보안 및 보관시설을 갖춘 Roissy CDG Cedex 근처 물류센터로 

입고되어 최종 볼륨 및 무게를 측정하게 되며, 고객님과 잔금 처리 후, 부산항 행 컨테이너 (해상의 경우) 또는 

인천공항행 항공기 (항공의 경우)에 적재됩니다. 

 

고객님의 해외이주화물이 적재된 Carrier 는최적의 출항스케줄을 산정하고, 고객 희망 운송일정에 맞춰 부산항 

또는 인천공항으로 정확하고 안전하게 운송됩니다. 

 

5. 보험가입금액 책정 

팩킹된 고객님의 화물 적재 완료 후 물품보험가입 내역서(INVENTORY)에 물품별 보험가입금액이 책정됩니다. 

NOTICE 

*보험 보상불가 항목 안내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인감, 모피,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정보손실 및 복구비용, 물품의 계절적, 자연적 감소 또는 

훼손으로 인한 사항은 보험 보상항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 물품은 출국 시에 반드시 직접 핸드캐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6. 선적서류 발행 및 운송안내 메일 

고객님의 해외이사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 또는 항공기의 선적이 완료된 후 선적증빙서류가 발급되며, 담당 

컨설턴트가 화물 선적일정과 세부내용, 현지 에이전트 연락처 및 담당자 정보가 담긴 운송안내 메일을 

발송해드립니다. 

7. 입항 및 통관 



선박이 해당국가 항구 또는 공항에 도착하면 KFL 한국 법인 및 현지 에이전트에서는 세관에 통관서류를 제출하여 

통관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8. 현지내륙운송 및 배송 

통관이 완료된 화물은 국내 에이전트 담당직원이 고객님과 희망 배송일정을 협의하여 고객님의 이사화물을 집 

안까지 안전하게 운송해드립니다. 

9. 인수확인 

인수 당일 운송이 완료되면 고객님의 이사화물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인수확인서에 서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