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샘플 배송 지침 

 

저희 심사에 제품 등록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샘플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귀사 제품 타입과 제품 성분에 따라, 샘플 배송하실 장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품평원의 담당자가 

등록하신 제품에 대해 배송하실 정확한 주소와 배송 관련 상세 정보를 안내해 드릴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info@taste-institute.com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배송 장소에 귀사 제품 샘플을 배송하시는 것은 귀사의 책임입니다. 

저희 품평원은 배송 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배송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마감일: 

 

배송 및 통관에 걸리는 시간 (최대 15 일까지 소요 될 수 있음)을 고려하시어 위에 언급된 기한을 꼭 

지켜주십시요. 매년 늦게 도착하는 샘플들이 종종 있으며 심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배송할 샘플 수량 

: 

− 24 인분 분량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샘플을 보내주십시오. 

− 음료의 경우 다음 지침대로 보내주세요 

− 물, 맥주 및 청량 음료 : 12 개의 작은 병 (25-33cl) 또는 6 개의 큰 병 (0,5-1L) 

− 차 & 커피 : 24 인분 

− 기타 주류 : 3 병 (0,75-1L) 

 

각 샘플에 표기할 사항: 

 

각 샘플에 상품 레퍼런스 번호를 (예 : 9012345) 표기 하십시오 

 

샘플 수령 후 저희가 귀사 제품의 사진을 찍을 때 좋은 사진이 나올 수 있도록 샘플의 패키징 바로 

위에 레퍼런스 번호를 적는 것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레퍼런스 번호는 상품 등록후 받으신 

이메일의 인보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 계정의 '나의 인보이스' 코너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인코텀스 : 배송 납세필 -DDP (Delivered Duty Paid) 

 

샘플 발송시 발생하는 배송비, 세금, 관세는 귀사의 비용 부담입니다.   

배송시 배송 납세필 사항을  배송 회사에 꼭 공지해야 합니다. (첨부 1, 참조) 

mailto:info@taste-institute.com


위의 비용이 저희 품평원에 청구된 경우, 저희 품평원은 귀사에게 발생한 비용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송할 주소: 

귀사 제품 타입과 제품 성분에 따라, 저희 품평원의 담당자가 등록하신 제품에 대해 배송하실 정확한 

주소를  안내해 드릴것입니다.  

 

 
프로포마 인보이스 

 

영어로 표기된,  아래의 사항들이 적힌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배송 상자에 부착하여 보내십시요.(프로포마 

인보이스 견본은 www.taste-institute.com 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첨부 2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배송주소는  International Taste Institute 의 주소입니다 (담당자가 연락 드릴것입니다) 

− Description (배송 내용물 표기): 각 샘플에 대한 제품 정보를 표기합니다  

− Price (가격): “No commercial value” 라고 영어로 표기합니다 

− Total price (총 가격): 20 유로 이하로 표기합니다 (그 이상의 금액을 표기하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할 사항: 아래와 같이 영어 그대로 표기해 둡니다 

o “Food samples for analysis, to be destroyed after analysis” 
o “No commercial value” 
o “DDP” 

 

배송 상자 위 표기 사항: 

아래의 영어 문구를 그대로 상자에 표기합니다:  

− “Samples for analysis. To be completely destroyed after analysis” 

− “DDP” (Delivered Duty Paid) 

− “Urgent delivery” “Keep Fresh” / “Keep Frozen” (신선 또는 냉동 샘플로 해당 경우가 있을 경우에만 표기) 

− 등록 제품 타입에 따라 저희 품평원의 담당자가 영문 표기된 제품 성분 리스트와 같이 추가로 필요한 정보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 샘플이 EU 외 국가에서 배송되는 경우 

EU 외의 국가에서 동물성 기반 성분이 포함된 샘플을 EU 로 보내시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http://www.taste-institute.com/


 

첨부 1: 배송 서비스  주문 예 

UPS 서비스 주문시 : 

 
 

DHL 서비스 주문시 :  

 



첨부 2: 프로포마 인보이스 견본 

Date: 

Invoice number:   

PROFORMA INVOICE 

SHIPPED TO: 

국내 샘플 배송 집합지 주소 표기 
 
SHIPPED BY: 
Company name: 
Address: 

       

DESCRIPTION 
 

Quantity            Price 
(euros) 

Ex 1: Olive oil 750ml 3 3,00 

Ex 2: Green tea box 200g 3 3,00 

Ex 3: Blond beer 33cl 12 3,00 

   

   

   

   

   

   

TOTAL (should be below 20 EUR)  12€ 

   

 

REMARKS:  - Food Samples for Analysis, to be destroyed after analysis. 

- No Commercial Value 

- DDP 

 

“We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s true and correct” 

(Signature & Name and title of authorized pers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