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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 gram
(주) 우정항공 – 서울시 마포구 도화길 43 5 층 (나눔빌딩) FAX : 02-3275-1327

이달의 핫이슈 :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고객 여러분께 제공하고자
아래의 채널들을 오픈하였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저희 소식지 “우정 gram”은
홈페이지 커뮤니티 → 게시
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정항공 연관채널

우리나라 항공화물 수출 동향
올해 1 분기 전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지속된 가운데 국내 양대 항공사의 화물 실적이 모두 주춤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 격화, 브렉시트 등 불확실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 (관세, 화웨이, 등)
한국은 의약품 수출시 EU 의 표준과 동등하다는 현지 규제 기관의
서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요건을 면제 받음. 이 면제는 한국
제약 산업에 대한 EU 시장 접근을 확대 할 가능성을 기대.
현재 원화는 달러/엔/위안화에 대하여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유로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3 월 이후 약세로 돌아서고
있음. 이러한 환율 변화가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

아래 표는 우리나라 톱 10 국가별 CASS 항공 화물 수출 중량
실적이며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 독일 순으로 항공 화물
수출 물량 상위 10 개국 이 43,657 톤을 기록하여 전체의
75.0%를 차지했고, 전년 동월 대비 순위 변동이 이었고, 전체
물량은 -7.4% 감소. [CASS]
우리나라 4월 CASS 항공수출 물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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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hina (1)
2.United States (2)
3.Viet Nam (3)
4.Hong Kong (4)
5.Japan (6)
6.Germany (5)
7.Singapore (8)
8.Chinese Taipei (7)
9.India (9)
10.Austria (10)
Others

제 1 사업부 – 미주/중남미/캐나다/중국/대만/홍콩/일본




 추현석 부장 : hschu@woojungair.co.kr ☎ 02-3271-3520
 박지환 과장 : jhpark@woojungair.co.kr ☎ 02-3271-3564
 고민환 과장 : mhko@woojungair.co.kr ☎ 02-3271-3523
 임형택 대리 : htlim@woojungair.co.kr ☎ 02-3271-3524
 이슬비 계장 : sblee@woojungair.co.kr ☎ 02-3271-3521
 최윤진 계장 : yjchoi@woojungair.co.kr ☎ 02-3271-3522
 조영재 사원 : yj1cho@woojungair.co.kr ☎ 02-3271-3523
 권혜수 대리 : hskwon@woojungair.co.kr ☎ 02-3271-3529
 김지선 계장 : jskim@woojungair.co.kr ☎ 02-3271-3528
 전기만 계장 : km1jeon@woojungair.co.kr ☎ 02-3271-3526
 박세라 사원 : srpark@woojungair.co.kr ☎ 02-3271-3525
고한수 사원 : hsgo@woojungair.co.kr ☎ 02-3271-3527
부서 이메일 : usa@woojungair.co.kr, china@woojungair.co.kr

미주/중남미/캐나다
미주행 항공화물 탑재 전 신고 본격 시행
미국 세관(CBP)와 교통보안청(TSA)이 6 월 12 일부터
항공화물 전자정보(FWB,FHL) 사전 제출 제도(ACAS)를
전면 시행 이에 따라 국내 포워더들은 출발지공항에서
항공기 탑재 전에 미국 당국으로 부터 운송허가를 받아야 함.

ORD 파트너 변경
BNX SHIPPING 파트너 변경, 보다 좋은/빠른 서비스 제공
드리겠습니다.
대한한공 ATL 향 CNXL
12 일 19 일 수요일 KE ATL 화물기 캔슬, 26 일 수요일
화물기부터 기존 스케쥴로 진행예정입니다.

중국/대만/홍콩/일본

영국항공 중남미 유의사항
현지 세관 규정에 의거 하기 지역 TAX IDNETIFICATION
CODE 누락시 서류 접수 불가 및 패널티 부과 예정이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Argentina (CUIT)
 Dominican Republic (RNC)
 Ecuador (RUC)
 Paraguay (RUC)
 Peru/Lima[(RUC/Registro Unico del
Contribuyente) or (Taxpayer identication
Number)]
에티오피아 항공 미주 지역 화물기 서비스 안내
MIA MEX BOG GRU 화물기 취항, ADD-AZA
ROUTE 로 화물기 사이즈 진행 가능하며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아시아나 BUP 화물 컷오프 한시적 변경
OZ BUP 반입 자동화 설비 공사로 인해 2019 년 6 월
30 일까지 화물 컷오프 시간이 단축됩니다. (기존과 같이
트럭에서 롤러베드로 장비를 위치시킨 후 TV 가 아닌
Dolly 로 이동 ) 안전한 BUP 반입 및 항공기 정시성을
위하여 반드시 준수 부탁드립니다.

SZX / CAN / DLC 파트너 변경
2019 년 4 월 부로 우정항공 SZX / CAN / DLC 파트너가
SHIPCO 로 변경되었습니다. Shipco Transport 와의
전략적 제휴관계를 통해, 단순 파트너십을 넘어선 책임감
있는 항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시아나 OSA B747F 운항 일시 중단
당분간 B767F 운항하며, TS 화물 등 화물 진행 시 참조
바랍니다.

제 2 사업부 – 유럽/중동/아프리카/중앙아시아



 황남수 부장 : nshwang@woojungair.co.kr ☎ 02-3271-3560
 유지훈 대리 : hyyu@woojungair.co.kr ☎ 02-3271-3547
 민시후 대리 : shmin@woojungair.co.kr ☎ 02-3271-3565
 김다솜 계장 : dskim@woojungair.co.kr ☎ 02-3271-3563
 최주환 계장 : jhchoi@woojungair.co.kr ☎ 02-3271-3562
 장한빛 계장 : hbjang@woojungair.co.kr ☎ 02-3271-3549
 이수진 계장 : sjlee@woojungair.co.kr ☎ 02-3271-3561
 이미연 사원 : my1lee@woojungair.co.kr ☎ 02-3271-3550
 서운길 과장 : wkseo@woojungair.co.kr ☎ 02-3271-3548
 이슬기 과장 : sk1lee@woojungair.co.kr ☎ 02-3271-3544
 양승현 대리 : shyang@woojungair.co.kr ☎ 02-3271-3545
부서 이메일 : eu1@woojungair.co.kr, eu2@woojungair.co.kr

♥ YOU LOVE? THE LOVE! ♥
TURKISH AIRLINES (TK)
6 월 12 일부터 SVO2 향 화물기 운항 시작! 주 1 회 수요일
(TK6251) 1055-1345
KOREAN AIR(KE)
DXB ICN OUT SKD 변경! DAILY >>> 1,2,4,6,7
인천아웃 스케줄이 변경되면서 스페이스가 타이트합니다.
사전 스페이스 확인 후 진행 부탁 드립니다.
!!!! LHR, CDG 절찬 PROMOTION 중 !!!!
** 문의 많이 주세요 **
LUFTHANSA CARGO(LH)
*** 독일 세관 요청사항***
정확한 품목 FWB,EDI 전송. 하우스 마감 시, 명확한
아이템명 기재바랍니다. EX) COSMETICS (X) >>
MASSAGE CREAM MASK PACK..(O), ELEC, AUTO
PART (X) >> PART OF PUMP, VALVE.. (O)
AEROFLOT-RUSSIAN INT‘L AIRLINES(SU)
6 월 1 일부터 ICN-SVO1 구간 추가 운항 하루에 두 편
운항! ICN OUT SPACE 문제 없어요!!!
기존 : SU251 13:10 16:30 B777
추가 : SU253 01:45-05:15 A330
FINNAIR (AY)
HEL DIRECT 는 WOOJUNG!!! 가격지원 팍팍
해드립니다!!
ETIHAD CRYSTAL CARGO(EY)
AMS,BCN,CDG,LHR,MAD,MXP,MAN 등등 유럽주요
DEST 들 가격 PROMOTION START!!
ETHIOPIAN AIRLINES (ET)

화물기 주 2 회로 증편! (수, 토) 화물기 아웃 시, 아래 지역은
특가 적용!!
>> JNB, LOS
유럽구간 특가진행 START!! , 연결원활!!
>> MXP / FCO / VIE / MAD
** 문의 많이 주세요 **
AIRBRIDGE CARGO AIRLINES(RU)
6 월 2 일부터 FRA/MOW 가격 인하!! 문의 많이 주세요
AIR ASTANA (KC)
6 월 7 일부로 금요일 KC910, ICN-ALA 증편 운항
LOT-POLISH AIRLINES (LO)
6 월 3 일, 10 일, 17 일 CHARTGER FLIGHT 운항 예정.
CHARTER 편으로 진행 시 특가적용 가능!
** WOOJUNG 소식 **
!!유럽 1 팀 내 인사이동 소식이 있어 전달 드립니다!!
기존 유럽 1 팀 :
민시후 대리, 김다솜 계장, 최주환 계장, 이미연 사원
새로운 유럽 1 팀:
이슬기 과장, 김다솜 계장, 이미연 사원
** ELI/ELM 배터리 관련 취급절차 주의사항 **
환적화물 물동량 확인/증감여부로 인하여 ELI/ELM 진행 시
화주신고서 첨부 실시. 씨앤에어 화물 진행 시 꼭 필요하오니
참고해주세요
** 화물 예약 시, 이것만은 꼭 확인해주세요!!! **
 아이템 확인해주세요. (SHIP PART 특히!! )
 데드 있는 건이면 사전에 말씀 부탁드려요.
 반송 건 진행 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려요.

제 3 사업부 – 동남아/서남아/오세아니아









유대근 부장 : dkyou@woojungair.co.kr ☎ 02-3271-3580
하보미 과장 : bmha@woojungair.co.kr ☎ 02-3271-3581
김진선 대리 : js1kim@woojungair.co.kr ☎ 02-3271-3583
김영성 대리 : yskim@woojungair.co.kr ☎ 02-3271-3584
양민영 계장 : myyang@woojungair.co.kr ☎ 02-3271-3582
한지웅 사원 : jwhang@woojungair.co.kr ☎ 02-3271-3584
박상철 사원 : scpark@woojungair.co.kr ☎ 02-3271-3585
부서 이메일 : asia@woojungair.co.kr

6월
THINK 동남아

6 월부 KE RGN BULK 기종 다운
개당 50KG 미만의 카톤만 선적 가능. 승객 BAGGAGE 로
화물 OFF-LOAD 위험성 큼.
KE MNL 화물기 FLT 운항 – 주 2 회
수 – KE9385 [00:50-03:55] & 금 – KE9365 [00:2503:35]
** 화물기 사이즈 문의 적극 환영!! **
LJ - VTE 운휴 (3/31~10/26)
승객이 없는 관계로 3/31~10/26 일까지 운항중단!

TW / QV 등 다른 대체 케리어로 DIRECT(BULK) 서비스
진행 가능.
GA – T/S 화물(도메스틱 구간) 관련 주의사항 안내
(MAWB 상 CNEE 주소에 꼭 도메스틱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빌 접수 및 T/S 구간 간이통관 가능!)
※ 도메스틱 주소가 아닌 JKT 나 다른 주소로 기재가 필요한
경우, 각서 제출 및 아래 주의사항 참고하여 진행 요망.
본사 지침에 의거하여 T/S 화물의 선적기간이 최대 3 일
이내로 제한됨을 공지합니다. 선적기간이 3 일을 넘어갈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하루마다 추가적인 환적비용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띵동 대신 “쿠폰제”
진행중입니다!!
많은 관심&이용 부
탁드립니다

글로벌 사업부 – 수입/중국 발 Sea & Air






이승엽 이사 : youpslee@woojungair.co.kr ☎ 02-3271-3540
이현경 대리 : hklee@woojungair.co.kr ☎ 02-3271-3541
라정솔 사원 : jsra@woojungair.co.kr ☎ 02-3271-3543
부서 이메일 : airin@woojungair.co.kr
Nate on Massenger : wooj-airin@nate.com ㅑ

우정 파트너 소식
쉽코 트렌스포트(Shipco Transport) 는 글로벌 해상 전문
LCL 콘솔사로 해운업
계에서는 이미 동남아와
미주에서 선두를 자리를
유지하는 회사로서 약 10
년전부터 그 서비스를 항공
으로 확대하여 Global
Neutural Consolidation 으로 발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세계 32 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으며 우정항공과는 그 동안
Air Cargo Group 이라는 Global Alliance 를 통해
Partnership 을 가지고 있었으나 2019 년 4 월 15 일부터

Shipco 의 항공 서비스를 대표하는 Representive office 로
계약 하게 되었습니다.
우정 항공은 쉽코와의 전략적 제휴로 Global network 로서
보다 책임감 있고 안정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r Cargo Europe Exhibition 이 Munich 에서 6 월
4 일부터 7 일까지 열립니다. ACG 의 부스를 방문 하고
싶으시면 B1-338 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우정항공 수입부서로 연락 바랍니다.

우정항공 항공 수입부 (이승엽 이사, 이현경 대리, 라정솔 사원)
TEL : 02 3271 3541 /3543
E-MAIL : airin@woojugnair.co.kr

기타
항공사별 유류 할증료 변경
KE/OZ : 6 월 16 일부터 유류할증료(FSC) 5 월과 동일,
장거리 – 370 원/kg, 중거리 – 350 원/kg, 단거리 –
330 원/kg

기타 항공사 및 포워더 동향
OZ : 노선 구조개선을 위해 여객기 노선 운휴 7 월 8 일부터
인천 – 하바로프스키, 7 월 10 일부터 인천 – 사할린,
7 월 8 일부터 인천 – 델리, 10 월 27 일부터 인천 – 시카고.
그러나 인천 – 시카고(ORD) 화물기 주 7 편 계속 운항.
[아시아나항공]
OZ : 6 월 10 일부터 ICN–HAN-CKG 구간 화물기
주 1 편에서 주 2 편(월,금)으로 증편.

PKX ( new Beijing Daxing Airport ) : 이 신공항은 9 월
오픈 예정이고, 항공화물 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중국 메인
항공사는 기존 PEK 공항에서 신공항(PKX)로 옮길 예정.
LH : 하반기 화물 수요감소로 공급축소 예정.
RU : 6 월 28 일부터 수산물 수요를 반영해 OSL-MOWICN 구간 B747-8F 를 주 2 편에서 주 3 편으로 증편.

국가별 공휴일
KOTRA 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별 공휴일은 다음의 링크를
통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tra.or.kr/kh/about/KHKINY150M.do?M
ENU_CD=F0496&TOP_MENU_CD=F0261&LEFT_MEN
U_CD=F0496&PARENT_MENU_CD=F04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