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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핫 이슈: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글로벌 항공물류시장에
타격을 예상할 수 있고 반면에
조기 진압 시 강한 반등을 기대
 작년 12 월부터 전년 대비
우리나라 수출 항공 화물
물량이 증가를 보였지만 우한
바이러스 발현으로 주춤

우정항공 연관채널

우리나라 수출입 및 항공화물 동향
▣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글로벌 공급망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고 중국 공장 가동 중단에 물류 네트워크 마비 우려.....
이번 문제는 분명 글로벌 물류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바이러스 진압의 시점에 따라서 물류시장에 미치는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항공 화물의 경우, 그 특성상 공급망
일시 붕괴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바이러스가 조기 진압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역풍을 맞겠지만, 이후
강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카고프레스]

우리나라 12월 CASS 항공수출 물동량
1.China (1)
18.5%

24.9%

2.United States (2)
3.Viet Nam (3)
4.Hong Kong (4)
13.6%

2.6%
2.6%
3.6%

5.Japan (5)
6.Chinese Taipei (7)
7.Germany (6)

4.0%

12.1%

4.6%
6.6%

6.9%

8.Singapore (8)
9.Netherlands (11)
10.India (10)
Others

▣ 우리나라 톱 10 국가별 CASS 항공 화물 수출 중량 실적이며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 대만 순으로 항공 화물 수출 물량
상위 10 개국 이 46,978 톤을 기록하여 전체의 75.1%를 차지했고,
전년 동월 대비 순위 변동이 있었고, 전체 물량은 +2.8% 증가

* ( ) : 2018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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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혜수 대리 : hskwon@woojungair.co.kr ☎ 02-3271-3529
이슬비 계장 : sblee@woojungair.co.kr ☎ 02-3271-3521
송창진 계장 : cjsong@woojungair.co.kr ☎ 02-3271-3523
김지선 계장 : jskim@woojungair.co.kr ☎ 02-3271-3528
김연희 계장 : yh1kim@woojungair.co.kr ☎ 02-3271-3523
박세라 사원 : srpark@woojungair.co.kr ☎ 02-3271-3525
고한수 사원 : hsgo@woojungair.co.kr ☎ 02-3271-3527
박서훈 사원 : sh1park@woojungair.co.kr ☎ 02-3271-3526
부서 이메일 : usa@woojungair.co.kr, china@woojungair.co.kr

미주/중남미/캐나다

중국/대만/홍콩/일본

 대한항공 1 화물 터미널 X-RAY 운영 규격 안내!!
호기
1
2
3
4
5

장비
기존
신규
기존
기존
신규

모델
RAP 627DV
HI-SCAN 141580
RAP 632DV
RAP 632DV
RAP 638DV

설치위치
무환
동남아
동남아
미주
구주

규격(화물)
95X95
140X170
145X160
145X160
170X170

 UA : ICN-SFO 증편!!

3/30 일 부로 항공기 증편!!
 UA892 1800/1130 DAILY
 UA806 1125/0630 월수금토일
 AC : ICN-YYZ 직항편 비운항 안내 !!

동계 스케쥴 변경으로 AC062 매주 수요일 비 운항
 AM : ICN-MEX 직항 증편 !!

MEX 단독 직항노선으로 2/6 일 이후 주 7 회 DAILY 출발
 AM091 1225/1100 DAILY

 대한항공 1 터미널 X-RAY 규격 신규 설치
여객기 화물 무조건 X-RAY 검색 필수, 하기 X-RAY 기기
초과 화물일 경우 개봉검사 혹은 화물기 진행
폭
135CM
140CM
165CM

높이
158CM
158CM
158CM

중량
1.5T 이하
1.5T 이하
3T 이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안내
 중국행 비행기 운항 캔슬 다스 -> 진행 전 담당 OP 에게
문의 바랍니다.
 마스크 운송 시 가격 인상되는 항공사 있음(바이러스
위험때문)
 중국남방항공 구호용품 운송비 면제 관련 안내
① 정부 기관, 적십자, 공익 자선 사회 조직, 관련 의료
기관 등의 이름으로 운송하는 구호용품 & 사회
집단으로, 화물이 공익 지원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운송비 면제
② 각 기관과 사회군임을 증명할 수 있는 면허 등의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함
③ 쉬퍼는 구체적인 구호용품명과 수량 컨사이니 정보를
제공해야하고, 컨사이니는 수령 예정인 구체적인
구호용품명과 수량 그리고 후원자 정보를 제공해야함,
하인의 정보와 빌상의 정보가 일치해야하며,
구체적인 내용 모두 남방항공 측으로 제공해야함
④ 개인이 기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운송비 면제에서
제외

제 2 사업부 – 유럽/중동/아프리카/중앙아시아












황남수 부장 : nshwang@woojungair.co.kr ☎ 02-3271-3560
이슬기 과장 : sk1lee@woojungair.co.kr ☎ 02-3271-3562
유지훈 대리 : jhyu@woojungair.co.kr ☎ 02-3271-3547
민시후 대리 : shmin@woojungair.co.kr ☎ 02-3271-3565
양승현 대리 : shyang@woojungair.co.kr ☎ 02-3271-3545
이재범 대리 : jblee@woojungair.co.kr ☎ 02-3271-3544
김다솜 계장 : dskim@woojungair.co.kr ☎ 02-3271-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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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이메일 : eu1@woojungair.co.kr, eu2@woojungair.co.kr

♥ YOU LOVE? THE LOVE! ♥
 KOREAN AIR (KE)
2 월 21 일 BUD 향 화물기 취항 !
 KE543 주 2 회 (07:20-10:40)
 SOUTH AFRICAN AIRWAYS (SA)

홍콩 사태로 인한 SA287 HKG-JNB 구간 운항 중단 기간이
조금 더 연장됩니다.
운항 중단 기간 : 2019 년 11 월 24 일(일)~2020 년 2 월
21 일(금).
 ETHIOPIAN AIRLINES (ET)

ATH/BEY/KWI PROMOTION 진행 !!
 ATH 연결 WIDE 1,3,5
 BEY 연결 WIDE DAILY
 KWI 연결 화물기 2,6 / BULK 데일리
 AEROFLOT-RUSSIAN IAIRLINES (SU)

2 월 MOW(SVO1) 가격 인하!
문의 많이 주세요.
 QATAR AIRWAYS (QR)

화물기 화요일 스케줄 잠정적 캔슬!
재운항 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BRITISH AIRWAYS(BA)
나이지리아 지역 진행 시, FORM M 넘버 MAWB 상
반드시 기입, FWB 반드시 전송

**예외 품명**
(A) PERSONAL EFFECTS
(B) SHIP SPARES
(C) DIPLOMATIC CARGO
(D) HUMAN REMAINS
** 케냐 세관 규정에 의거 NBO 향 화물은
마스터상 CNEE PIN NO 필수 기입!**
***반입대행 신청서 작성하는 경우!!***
1. 공항 반입대행 대리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리점에서 야간 또는 휴일 반입대행을 거부하여
우정항공 측에 반입대행을 요청하는 화물
2. 우정항공 물류센터 화물 반입 Cut Off time 이후
반입되는 화물
***코로나바이러스 주의!!!!***
1. 외출 시,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 KF80 이상의 마스크
사용하기
2. 손 자주 씻기 >> 비누로 꼼꼼하게 30 초이상 씻기
3. 녹차 자주 마시기 >> 녹차에 포함된 성분들이 항바이러스,
항염증에 효과적이며, 면역세포의 방어력을 높여
바이러스에 노출 시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http://www.gvalley.co.kr/news/articleView.html?idx
no=569423

제 3 사업부 – 동남아/서남아/오세아니아









유대근 부장 : dkyou@woojungair.co.kr ☎ 02-3271-3580
하보미 과장 : bmha@woojungair.co.kr ☎ 02-3271-3546
김진선 대리 : js1kim@woojungair.co.kr ☎ 02-3271-3583
김영성 대리 : yskim@woojungair.co.kr ☎ 02-3271-3581
양민영 계장 : myyang@woojungair.co.kr ☎ 02-3271-3582
박상철 사원 : scpark@woojungair.co.kr ☎ 02-3271-3585
윤지애 사원 : jayoon@woojungair.co.kr ☎ 02-3271-3584
부서 이메일 : asia@woojungair.co.kr

2월
THINK 동남아

 Jetstar(JQ) ICN- SYD, ICN-MEL(via OOL) 직항

예) GWT 40KG, VWT 43KG 인 경우, CWT 는 반드시
43K(N rate) 적용. 만약 AS45K 적용 시, 45K 운임이 아닌
45K IATA rate 로 정산 (CCA 불가)

서비스
2020 년 1 월 29 일부 JQ 가 ICN-OOL-MEL/ICNOOL-SYD 직항 서비스 시작
Flt No
JQ950

From
ICN

To
OOL

ETD
2215

ETA
0945+1

Freq.
D357

A/C
788

JQ950
JQ950

ICN
ICN

SYD
MEL

2215
2215

1325+1
1230+1

D57
D3

788
788

QF6914

OOL

BNE

1300

1500

D123456

RFS

**모든 비행기는 OOL 에서 항공기 교체없이 MEL 또는 SYD 까지
THRU 연결됩니다
 5J MIN & NOR 운임 - IATA rate 로 정산 (AS45 불가)
CWT 45K 미만(M/N) - 임의의 AS45K 적용 금지

 D7 & XJ - OTHER FEE 발생
Other Fee
AWB fee
MC (EDI Charge)
MO (Transit fee)
CCA fee

KRW
2,500
5,500
3,000
19,000

Remark
per AWB
per AWB
per HWB
per CCA

※ MOC 는 KUL/DMK 에서 T/S 하는 화물에 한해 적용
※ AWB Fee & MC (EDI Charge)는 모든 화물에 적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란?”
2019 년 12 월부터 발생한 중국 우한 폐렴 원인 바이러스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국내 확진환자도 증가하고 있는 지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꾸준한 청결관리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합시다.

+300KG 이상 부킹을 한다!

띵동을 외친다!

스벅 기프티콘을 받는다!

※ 선착순 5 명!!
※ 스벅 기프티콘은 3 월 초 일괄 발송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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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Consol Schedule:
-

미주: LAX, JFK, ORD
캐나다: YYZ, YVR
일본: TYO, OSA
동남아: TPE, HAN

그 외 기타지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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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기타 할증료 변경

- KE/OZ : 2 월 16 일부터 부과될 유류할증료 (장거리 :
240 원/Kg, 중거리 : 220 원/kg, 단거리 : 210 원/kg)
인하
- LH : 2 월 10 일부터 ASC(항공화물 할증료)를
1,480 원/KG 에서 1,420 원/kg 로 인하
- AF/KL : 2 월 16 일부터 FSC(유류할증료)를
580 원/kg 에서 470 원/kg 로 인하

축소, TAO-ICN 노선 2 월 3 일~29 일까지 주 3 편에서
2 편으로 축소
- KE : 5 월 23 일부터 ICN-BUD 노선에 주 3 편 A330200 기종으로 화,목,토 운항
- LH : 최근 온라인으로 현물운임의 견적과 동시에 예약
확인을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본격 도입. 장기적으로
API 를 통해 포워더 시스템과도 연계를 시킬 계획




기타 항공사 및 포워더 동향

- DL : 내년 3 월 29 일부터 ICN-MNL 데일리 운항 재계
- SC (산동항공) : 2 월 인천 노선 대폭 축소 운항, TNAICN 노선 2 월 2 일~29 일까지 기존 주 7 편에서 4 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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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