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7 호 / 2020. 12. 04

우정 gr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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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핫 이슈:
 우정 항공은 2021 년 1 월 1 일
부터 새롭게 자체 개발된
iNOMAD 디지털 에어카고
플랫폼 시스템을 운영하여
고객 여러분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고객서비스 사이트는 2021 년
4 월 1 일부터 오픈 예정
입니다.

우정항공 연관채널

i NOMAD 디지털 에어카고 플랫폼 시스템
( Integrated NOMAD : 각기 흩어져 있는 시스템을 통합하여 all-in-one 서비스 제공, 개발이 용이 하도록 C/S -> WEB )

▣ 우정 ERP & CRM 시스템 고도화 및 자동화
 RPA 개념 적용 단순/반복 작업을 자동화
 더욱 편리하고 간결해진 업무 시스템
 API 를 통한 전문 CRM 알고리즘 이용 고객 관리 (예정)
▣ 견적 & ULD 최적화 시스템 탑재
 Pricing 절차를 시스템화 하여 자동으로 견적서 생성 제공
 API 를 통한 전문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 각 ULD 에 화물이
최적으로 B/U 될 수 있도록 관리
▣ 우정 ACMS 시스템 자동화
 RPA 개념 적용 단순/반복 작업 을 자동화
 QR/바코드 및 스캐너 이용 공항 업무 자동 처리 (Paperless)
 모바일 환경 개발
 운송, 포장, 통관 인터페이스 (예정)

▣ HCS & AHCR 자체 확인 시스템
 고객사로부터 접수 받은 예약 정보를 바탕으로 공항 물류센터
내의 화물 취급 시 오류 방지를 취한 체크 시스템 (우정항공만의
노하우를 담아 자체 개발, 특허권 진행 중)
 HCS : Handling Check System
 AHCR : Airport Handling Check Report
 RPA 개념 적용 단순/반복 작업을 자동화
▣ 항공스케줄 & 화물추적 정보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통한 서비스
 API 를 통하여 모든 항공사 스케줄 및 화물 추적 정보를 직접
제공
 iNOMAD 를 통하여 항공사에 직접 예약할 수 있는 기능 (예정)
▣ 고객 & 파트너 서비스 자동화
 Smart Booking 로 견적과 예약을 고객사에게 제공
 해외 파트너에게 iNOMAD 서비스 제공

제 1 사업부 – 미주/중남미/캐나다/중국/대만/홍콩/일본















추현석 부장 : hschu@woojungair.co.kr ☎ 02-3271-3520
박지환 차장 : jhpark@woojungair.co.kr ☎ 02-3271-3528
고민환 과장 : mhko@woojungair.co.kr ☎ 02-3271-3526
임형택 과장 : htlim@woojungair.co.kr ☎ 02-3271-3524
권혜수 과장 : hskwon@woojungair.co.kr ☎ 02-3271-3529
강우건 과장 : wgkang@woojungair.co.kr ☎ 02-3271-3521
김지선 대리 : jskim@woojungair.co.kr ☎ 02-3271-3541
김연희 계장 : yh1kim@woojungair.co.kr ☎ 02-3271-3523
박세라 계장 : srpark@woojungair.co.kr ☎ 02-3271-3525
이슬기 계장 : sk2lee@woojungair.co.kr ☎ 02-3271-3522
고한수 사원 : hsgo@woojungair.co.kr ☎ 02-3271-3564
박서훈 사원 : sh1park@woojungair.co.kr ☎ 02-3271-3542
임호영 사원 : hyeom@woojungair.co.kr ☎ 02-3271-3527
부서 이메일 : usa@woojungair.co.kr, china@woojungair.co.kr

미주/중남미/캐나다

중국/대만/홍콩/일본

 OZ (아시아나항공)
ICN-ATL 구간
 화물기 수, 금, 일 출발 외 여객기 화, 토 스페이스 확보!!
 여객기 사이즈 화물 저렴한 운임으로 드리오니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항공 운임 변동 (인상) 극심
주요 국적사 측 중국 / 대만 / 일본 / 홍콩 등 스페이스에
따른 급작스런 운임 인상 빈번하니, 진행에 유의 및 참조
부탁드립니다.

ICN-MIA 구간
 수, 토 출발로 변경
 NH (ANA 항공)
미주지역 MAWB C/W 140% 높여 B/L 마감해야 진행
가능하여 입고 후 마감중량 확인 부탁드립니다!
 AA (아메리칸항공)
DFW-EZE 직항 노선 운항
 AA997 2035/0953+1 DAILY
 AC (에어캐나다항공)
AC064 ICN-YVR
 1755/1035 화, 목, 금, 일
 12/ 13, 26 일 비운항

 수출터미널 반입절차 변경 안내 (항공사 화물 반입 전
면장 제출 필수)
2020 년 11 월 현재 한국 세관 지침에 따라 전 항공사 모두
반입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항공사 창고로 화물 반입 전,
면장 제출 필수입니다.
 국적사 – 화물 반입 전, FWB / FHL / 면장번호 신고
완료해야 함
 외항사 – 면장 필수 (면장 없이 반입할 경우, 반입취하 후
면장 유첨하여 재반입해야 함)
※ 화물 진행 시 꼭 협조 부탁드립니다.

 국가별 휴무 안내

국가
중국/대만
홍콩
일본

내용
12 월까지 휴무 없음
12 월 24~25 일 크리스마스
12 월 29 일 ~ 1 월 3 일 연말연휴 ( 단,
국경일이 아닌 관계로 회사마다 일정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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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 : jhyu@woojungair.co.kr ☎ 02-3271-3547
 민시후 과장 : shmin@woojungair.co.kr ☎ 02-3271-3548
 양승현 과장 : shyang@woojungair.co.kr ☎ 02-3271-3545
 이재범 과장 : jblee@woojungair.co.kr ☎ 02-3271-3544
 김다솜 계장 : dskim@woojungair.co.kr ☎ 02-3271-3543
 장한빛 계장 : hbjang@woojungair.co.kr ☎ 02-3271-3549
 이수진 계장 : sjlee@woojungair.co.kr ☎ 02-3271-3561
 이미연 사원 : my1lee@woojungair.co.kr ☎ 02-3271-3530
 김승현 사원 : shkim@woojungair.co.kr ☎ 02-3271-3563
 김민영 사원 : mykim@woojungair.co.kr ☎ 02-3271-3550
부서 이메일 : eu1@woojungair.co.kr, eu2@woojungair.co.kr

♥ YOU LOVE? THE LOVE! ♥
 TURKISH AIRLINES (TK)

11 월 27 일부터 여객기 임시편 안내!
 TK6077 : 00:40-06:20 / 2,5
TK 경우, 아이템 진단키트 일 경우 일반가와 운임이 상이할
수 있으니, 문의 시 꼭 아이템 명시 바랍니다!
11 월 13 일부터 KBP 진행 시, MO Chage 발생!
 MOC USD10.00 / MAWB
 SILKWAY WEST AIRLINES (7L)

*KBP 진행 시 유의 사항 *
 우크라이나 세관의 새로운 규정 적용으로 KBP 진행 시
AWB HANDLING INFORMATION 란에 하기 문구
필수 기재.
[Silk Way West LLC. Nominates consignee for
PLACI in KBP]
*2021 년 1 월 1 일부터 CGC 발생*
 MASTER SINGLE >> CGC 2,500
 1M1H >> CGC 2,500
 1M2H >> CGC 5,000
 AIR FRANCE & KLM (AFKL)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모든 수입 화물에
대하여 전송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화물 위험도 분석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12 월 4 일부터 우크라이나향 화물에
대하여 Entry Summary Delaration 비용이 부과.
 KRW 11,431 / MAWB

 AEROFLOT-RUSSIAN AIRLINES (SU)
12 월에도 주 1 회 토요일(SVO1) 운항 중!
 운임은 건건이 확인 중에 있으니, 디테일별로 문의
바랍니다.
 MIAT-MONGOLIAN AIRLINES (OM)
12 월 3, 12 일 OM7304 운항 예정.
 OM7304/03DEC ETD 11:30-14:10
 ETHIOPIAN AIRLINES (ET)
12 월 5 일부터 ET 화물기 정상 운항!
 ET3728 : 11:45-1830 / 수요일
 ET3618 : 11:30-20:00 / 토요일
 BRITISH AIRWAYS (BA)
BA1018 주 3 회 연장 운항 예정!
 BA1018 : 10:35-14:00 / 3,5,7
 운항기간: 12 월 2/4/6/9/11/13/16/18/20
 ETIHAD CRYSTAL CARGO (EY)
12 월부터 매주 수요일 추가 운항.
 EY904 : ICN-AUH / 11:00-16:55
 LOT-POLISH AIRLINES (LO)
12 월 10 일 (목) 전세기 운항 예정.
 ICN-WAW : LO7898 / 16:20-19:15

♥ YOU LOVE? THE LO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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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 : js1kim@woojungair.co.kr ☎ 02-3271-3583
김영성 과장 : yskim@woojungair.co.kr ☎ 02-3271-3581
양민영 대리 : myyang@woojungair.co.kr ☎ 02-3271-3582
윤지애 사원 : jayoon@woojungair.co.kr ☎ 02-3271-3584
이유민 사원 : ym1lee@woojungair.co.kr ☎ 02-3271-3585
황규식 사원 : kshwang@woojungair.co.kr ☎ 02-3271-3565
부서 이메일 : asia@woojungair.co.kr

12 월

THINK 동남아

 GA 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 12 월 운항 일정

기존 운항 날짜: 목요일, 토요일 (주 2 회 운항)
 GA879 : ICN - CGK/ 10:35 - 15:45
 출발일 : 3(목), 5(토), 10(목), 12(토), 17(목), 19(토),
24(목), 26(토)

* CP 의 경우,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가능 유무 확인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 기입되었을 경우 USD 100.00 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벌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사전에 Shipper/Consignee 와 의논하여 정확한
Charge Code 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TG 타이항공 12 월 운항 안내
12 월 ICN-BKK 구간 및 BKK-DEL 이원구간 스케줄입니다.
※ 가격 및 스페이스는 별도 문의 부탁 드립니다.

 PR 필리핀항공 12 월 MNL 운항 안내

Flt No
TG659
TG657
TG655
TG655

Sector
ICN-BKK
ICN-BKK
ICN-BKK
ICN-BKK

Date
02,09Dec (수)
03,10,17Dec (목)
06,13,20Dec (일)
10,21,27Dec

ETD
09:35
10:50
21:25
21:20

ETA
13:25
14:45
02:20
01:10

Flt No
TG331

Sector
BKK-DEL

Date
03,10,17,24Dec

ETD
23:25

ETA
02:20

 다카 화물에 대한 정확한 청구 코드 (Charge Code) 기입

및 데이터 전송 안내
 방글라데시는 IATA 규정에 따라 Charge Code 부분에
MAWB 와 HAWB 모두 CC 는 불가하며, 오직 PP 만
기입 가능합니다.

12 월은 2 일, 6 일, 9 일, 13 일 및 16 일 운항 확정이며,
추가 운항 계획은 미정입니다.
Date
02Dec
06Dec
09Dec
13Dec
16Dec

Flt No
PR8469
PR8469
PR8469
PR8469
PR8469

A/C type
A330
A330
A330
A330
A330

ETD/ETA
20:55/00:05+1
20:55/00:05+1
22:55/02:05+1
20:55/00:05+1
22:55/02:05+1

※ 운임 및 스페이스 별도 문의 요망
※ 상기 스케줄은 항공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행
시 문의 바랍니다

‘손목이 시큰거리고 찌릿찌릿’ 손목터널 증후군
원인
손목의 반복된 사용으로 염증이 생기거나 근육 또는 인대가 붓게
되면 손가락의 운동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정중신경을 압박하게
되면서 나타납니다.
증상
손바닥, 손가락, 손목 통증, 저림 감각 이상 등입니다.
특히 심할 경우 손이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엄지 근육이
위축돼 납작하게 되기도 합니다.

*직업적으로 컴퓨터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거나 포장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잘못된 습관 등 반복적으로 손목을 구부리고 펴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글로벌 사업부 – 수입/중국 발 Sea & Air






이승엽 이사 : youpslee@woojungair.co.kr ☎ 02-3271-3540
이현경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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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하목록(B/L) 추가

2.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 입항 : MRN 단위 적하목록 제출률 90% 미만인 경우만 부과

▣ 다만 광의어(parts, goods, sample 등), 브랜드 명(nike,
Samsung 등) 부과 유보
(2020 년 상반기부터 부과)

▣ 출항 : MRN 단위 부과, 제출률과 무관

3. 적하목록 정정 의무기간 경과
▣ 하기결과 이상보고(15 일), 입/출항 후 항공 60 일/해상
90 일 이내
※ 행위자별 적하목록 관리번호(MRN) 기준, 구간제 가중(오류
B/L 건수, 1 년간 과태료 부과 건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 가중)

4. 품명 과태료 부과 기준
▣ 선사/항공사 및 포워더가 작성 제출한 (적하목록 정정
여부와 무관) 적하목록의 품명이 명백한 오류인 경우
과태료부과 (상업송장 및 수출입신고필증 상 모델/규격,
환적화물 제외)

★자세한 사항은 우정항공 수입부서로 연락 바랍니다★

기타


항공사별 유류 및 기타 할증료 변경

- KE/OZ : 12 월 16 일부터 부과될 유류할증료 (장거리 :
0 원/Kg, 중거리 : 0 원/kg, 단거리 : 0 원/kg)
- LH : 12 월 7 일부터 항공화물할증료 인상 (950 원/kg ->
1,020 원/kg)



기타 항공사 및 포워더 동향

- IAG : 최근 IAG group 은 코로나로 인해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던 인천-런던 노선에 B787 기종을 투입하여 주 3 회
운항 재개 발표
- IATA : 코로나 백신 항공운송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른
항공업계 준비사항
① 화물공급 능력 확보와 네트워크 접속성 확보
② 콜드체인 시설과 인프라 훈련된 직원 확보
③ 통관의 원활화를 위한 국경 관리
④ 보안관리 선행

- BOEING : 보잉사의 항공회물 시장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2020 년부터 2040 년까지 20 년간 전자상거래 수요가
성장 원동력이 되어 세계 화물전용기 수요는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 VI : 볼가드네프르항공은 지난 13 일 OVB 공항에서 사고로
인하여 AN-124-100(-150) 기종에 대한 잠정적 운항
중단 선언
- LJ : 진에어는 12 월 1 일부터 매주 화요일 주 1 회 인천 ~
후쿠오카 운항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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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