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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디자인 어워드 실물 배송
가이드 및 참고 사항 안내

배송 관련 일정

얼리버드 조기 접수 : 2019년 6월 28일
정규 접수 : 2019년 9월 27일
최종 접수 : 2019년 10월 18일

2019년 11월 1일 전까지

2019년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 (수령일 기준) 
독일 하노버 DHL Trade Fair & Event 창고로 발송

2020년 1월 6일, 1월 7일
2020년 1월 20일

2020년 1월 21일부터 23일 까지

2020년 1월 30일, 1월 31일 (함부르크 심사장)
2020년 1월 24일 (함부르크 심사장)

2월 중 개별 통보

2020년 2월 10일 부터 29일 까지
(참가자가 직접 개별 배송사에 물품 픽업 요청)

2020년 5월 4일

2020년 5월 2일부터 10일 까지 

참가 등록

EORI 신청

출품작 실물 배송 (Physical)

직접 설치 (Self Assembly) 기간
차량 출품작 배송 및 설치 기간

심사 진행

직접 설치 출품작 철수 및 수거 기간
차량 출품작 반환 배송 기간

심사 결과 발표

출품작 픽업 진행 
(독일 하노버 DHL Trade Fair & Event 창고)

베를린 iF 디자인 어워드 시상식

베를린 iF 수상작 전시 

원활한 배송을 위한 6가지 팁

배송 전에 EORI 번호를 신청하시면 물품 
통관 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적습니다.

배송 중 분실 및 파손 위험에 대비하여  
운송 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송하는 박스 겉면에는 반드시 배송 라벨
을 작성하여 부착해야 합니다. 라벨은 My 
iF 계정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배송사를 선정하고, 견적 송장 등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한 후, 물품은 반드
시 DDP 조건 (Delivered Duty Paid: 관
세 지급 인도 조건)으로 배송해야 합니다.

독일 세관의 조치에 따라 통관 과정에서 
물품이 계류되거나 반송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배송사를 통해 통관 
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정된 배송기한 안에 iF의 물류 파트너인 
DHL Trade Fairs & Events의 창고로 물
품이 도착하면 심사를 위한 출품작 제출이 
완료됩니다.

1 2 3

4 5 6

From:

Company:

Street:

City:

Country:

Phone:

This is package No.               of the total of               packages  

entry-IDs + category no.: 

To:

DHL Trade Fairs & Events GmbH

iF DESIGN AWARD 2020

Ulmer Straße 2

30880 Hannover - Laatzen

Germany

P. +49.511.47562920

309-1-175566

Less is more

1.10 Lighting

309-1-175566

Less is more

1.10 Lighting

https://www.zoll.de/EN/Businesses/Movement-of-goods/Import/Duties-and-taxes/EORI-number/Requesting-EORI-number-amending-operator-particulars/requesting-eori-number-amending-operator-particulars_node.html
https://ifdesign.cloud/assets/images/our-awards/professional-awards/if-design-award-2020/forms/if-design-award-2020_shipping-label.pdf
https://ifdesign.cloud/assets/images/our-awards/professional-awards/if-design-award-2020/forms/if-design-award-2020_proforma-invoice.pdf
https://ifdesign.cloud/assets/images/our-awards/professional-awards/if-design-award-2020/forms/if-design-award-2020_insurance-form.pdf


모든 실물 출품작은 2019년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아래 주소지에 도착해야 합니다.
※ 11월 1일 이전에는 물품 수령 및 접수가 불가합니다.

DHL Trade Fairs & Events GmbH
iF DESIGN AWARD 2020
Ulmer Strasse 2
30880 Hannover - Laatzen
Germany
Phone: +49.511.47562920
Email: ifdesign@dhl.com
 

1. 출품작 배송 및 설치 
배송사는 어떤 업체를 이용하든 전혀 무방하나, 우체국 EMS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물품 발송 과정에서의 일체 비용은 모두 발송인이 부담해야 하며, 도착지에서 비용 지불이 필요한 경우 
물품 접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송 시에는 배송 업체에 미리 인코텀즈(무역조건)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관세 지급 인도 조건" 또는 "DDP (delivery duty paid)" 조건으로 배송을 요청해야 합니다.
 
모든 출품작은 조립된 상태로 배송되거나, 직접 조립(Self-assembly)을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 조립(Self-assembly)에 관한 내용은 본 문서의 4페이지 8번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F가 물품을 조립해야 하거나 특별한 설치가 요구되는 출품작의 경우 한 시간 당 약 100유로의  
서비스 비용이 추가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및 패키징 부문 출품작 배송
위의 두 부문의 경우 물품가가 배송비용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별도의 반환 요청이 없을 시
심사 후 곧바로 폐기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문 출품작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품 시점에 
출품 작성 양식의 [Logistics] 탭에서 반환 요청 옵션에 체크해야만 심사 후 물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반환을 위한 보관 및 관리 비용 30유로(출품작 당)가 추가로 청구됩니다. 

2. EU 이외 국가로부터의 발송 시 EORI (세관등록번호) 신청
한국에서 독일로 출품작 발송 시 EORI 번호가 요구됩니다. EORI (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Number) 번호는 유럽 내로 물품을 발송하려는 기업에 대해 EU 세관에서 부여하는 
개별 식별번호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번호가 없이 발송된 물품은 통관이 불가하거나 독일 세관에 
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F나 DHL에서는 물품을 수입하지 않으므로 EORI 번호를 제공할 수 없으며, 
발송하는 기업이 사전에 EORI를 신청하여 발송 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먼저 기업이 EORI번호를 이미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번호가 없는 기업은 아래 링크에서 독일 세관에  
EORI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승인 처리가 약 2-3주 가량 소요되므로, EORI 발급을 원할 경우  
물품을 발송하기 약 3주 전까지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ORI 번호 신청하기 (독일 세관)
 
*EORI 번호는 한번 신청하여 부여받은 이후 EU 배송 건에 대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ORI 번호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더라도 물품 종류 및 배송상태를 비롯한 여러 기타 사유로 인해  
  독일 세관에서 물품 통관을 중지시키거나 반송할 수 있습니다.
*세관 기준 및 배송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용하는 배송사를 통해 더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F 디자인 어워드 실물 배송가이드 및 참고 사항 안내 | 2

https://www.zoll.de/EN/Businesses/Movement-of-goods/Import/Duties-and-taxes/EORI-number/Requesting-EORI-number-amending-operator-particulars/requesting-eori-number-amending-operator-particulars_nod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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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 및 해외 운송 보험 
iF와 물류파트너 (DHL TFE)는 모든 출품작의 이동 및 설치에 있어 항상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고 있으나,
출품작이 배송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로 인해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참가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 및 운송 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링크에서 보험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운송보험 신청 양식

4. iF 배송 라벨 부착
모든 출품작과 그 포장 박스에는 출품 카테고리와 Entry-ID(337-*-******)가 명시된 배송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 출품작을 한 박스로 배송하는 경우에는 이 라벨에 모든 출품작의 Entry-ID와 
카테고리 정보를 기재합니다. 배송 라벨은 My iF에 로그인 한 후 Entry Overview 메뉴에서 출품작 이름  
우측 Next Step 란의 Shipping Label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iF 배송라벨 확인

5. 배송사 선택
물품은 참가 기업에서 주로 이용하는 배송사를 이용하거나, 원하는 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배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통관을 대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하며, DDP조건으로 배송이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관 대행이 불가능한 우체국 EMS는 이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iF 의 물류 파트너인 DHL Trade Fair & Events (TFE)는 현지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창고를 운영할 뿐,
배송 업무를 대행할 수 없으므로, 배송 및 통관에 대한 모든 서비스는 참가자는 각 배송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EU 이외 국가로부터의 배송
EU 이외 국가에서 배송되는 모든 출품작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서류 관련 내용은 배송사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n 항공 또는 해상 화물 운송장 2부
n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견적송장(Pro forma invoice) 3부:
 – 박스에 포함된 출품작의 Entry-ID (337-*-******)와 출품작 이름 (제품명 또는 모델명)
 – 물품 설명 (물품 종류, 크기, 소재 및 재질 등)
 – 세관 신고 용도의 물품가액 (유로 또는 USD 기준)
 – 배송업체와 발송 담당자의 주소 및 연락처
 – 판매용이 아닌 심사용 샘플임을 표기 (ex. Not for sale. For design reviewing purpose)
견적송장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 작성하기

6. 통관 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독일 세관에서는 표본 검품, 부적정 물품가액 기재, 저작권 도용 물품 의심, 통관 불가한 재질 또는 물품 등
여러가지 이유로 물품 통관을 중단시키거나 출품작을 반송할 수 있습니다. 
액체류, 식품류, 리튬배터리 등은 반입이 불가하므로 제거된 상태로 발송해야 하며, 
특히 패키지 부문의 경우 반드시 빈 용기를 발송하고, 내용물이 없음을 송장에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출품작이 세관에 의해 발송 중단되었을 경우, 배송사에 통관 대행을 요청해야 합니다.
배송사의 통관 처리가 불가하거나 배송사가 이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DHL TFE에 통관 대행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에 대한 추가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https://ifdesign.cloud/assets/images/our-awards/professional-awards/if-design-award-2020/forms/if-design-award-2020_insurance-form.pdf
https://ifdesign.cloud/assets/images/our-awards/professional-awards/if-design-award-2020/forms/if-design-award-2020_shipping-label.pdf
https://ifdesign.cloud/assets/images/our-awards/professional-awards/if-design-award-2020/forms/if-design-award-2020_proforma-invoic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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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물품배송 및 접수 완료 여부 확인
배송 상황은 배송사 및 물품 송장번호를 통해 참가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송이 완료 된 이후  
DHL TFE 가 물품을 접수하여 입고 처리하기까지는 약 1-2주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입고 처리가 
완료되어야만 iF 사무국에서 물품 도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직접 조립(Self-assembly) / 차량 배송 및 설치일
iF나 DHL TFE는 물품을 조립하거나 복잡한 설치를 대행할 수 없습니다. 조립에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전문적인 조립이 필요한 출품작은 조립된 상태로 물품을 배송하거나 직접 조립(Self-assembly)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DHL TFE의 창고에 물품을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정된 설치 날짜에  
출품작을 독일 함부르크 심사장으로 직접 가져와서 설치해야 하며, 이후 심사가 종료된 뒤에도 정해진  
철수일에 심사장에 방문하여 물품을 직접 회수해야 합니다. 

직접 조립(Self-assembly) 서비스 이용 방법: 
직접 조립이 필요한 제품은 등록 단계에서 온라인 작성 양식의 [Logistics]탭 하단 Self-assembly 란에 
체크하여 2019년 12월 1일 전까지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해당 제품의 크기 및 부피와 함께 조립 과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 조립에 필요한 공간 크기 등의 
정보를 service@ifdesign.de로 제출해야 하며, iF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조립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을 승인 또는 거절하며, 심사장 내 배치 및 조립을 위해 공간을 배정해 드립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 심사가 가능한 크기의 작은 제품들은 직접 조립 신청이 불가하나,  
전문적인 기계 조립이나 고도의 주의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직접 조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조립(self-assembly) 설치 기간
n 배송 및 설치 기간: 2020년 1월 6일 - 7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5시 사이
n 철수 및 회수 기간: 2020년 1월 30일 - 31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5시 사이
*설치 및 회수는 반드시 안내된 기간에만 가능하며 이 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는 심사장 방문이 불가합니다.

차량 출품작의 배송 및 설치 안내
차량을 비롯한 운송수단을 출품하는 경우 별도로 지정된 날짜에 맞춰 물품을 배송/회수해야 합니다. 
모든 비용 지불 및 통관이 완료된 상태로 아래 날짜에 배송 또는 픽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n 배송: 2020년 1월 20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5시 사이
n 픽업: 2020년 1월 24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5시 사이

직접 조립(self-assembly) & 차량 출품작 설치 및 회수 장소 (심사장)
Schuppen 52
Australiastraße 52 B
20457 Hamburg
Germany

직접 조립을 신청한 출품작은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심사 이후의 철수 및 회수 또한 참가자가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출품작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물품은 폐기되며, 철수 및 폐기에 대한
비용 100 유로가 추가로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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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심사 이후 반환 배송
반환 여부 선택 및 반환 배송 진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 종료 후 이메일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출품작 픽업 예약하기
반환 될 물품은 모두 발송 시에 보내졌던 DHL TFE 창고에 보관됩니다. 
참가자는 원하는 배송사를 선택하여 기간 안에 물품 픽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물품 픽업 예약이 불가하거나, 배송사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DHL TFE에 직접 컨택하여
반환 배송 견적을 요청하고 반환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출품작 반환 기간
2020년 2월 10일부터 29일까지 

이 기한 안에 물품이 픽업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이후 물품은 폐기되며
100 유로의 폐기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부문, 패키지 부문 출품작
해당 부문 출품작은 물품 비용보다 배송 비용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 심사 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반환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출품 접수 시 작성 양식의 Logistics 탭에서 반환 옵션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옵션 선택 시 보관 및 관리비용 30유로가 추가로 청구되며, 반환 절차는 제품 부문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출품작 배송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언제든 iF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iF 한국지사 
전화 +82. 2. 517.6426
ifkorea@ifdesign.de

iF Team
Phone: +49 511 54224-224
service@ifdesig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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