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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 gr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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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핫이슈 :
 디지털 에어카고의 뉴플랫폼
서비스 아이노마드는 항공물류의
최적 조합 및 콘솔 극대화의
노하우와 정보통 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최적의 올인원 솔루션을
개발하여 안정된 스페이스와
경쟁력 있는 운임을 고객사에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고객서비스 솔루션을
10 월 1 일출시 하였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www.inomad.co.kr]
 저희 소식지 “우정 gram”은 우정
홈페이지 → 커뮤니티 →
게시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www.woojungair.co.kr]

우정항공 소식
▣ 스마트 물류 시스템으로 신성장 화물 증대를 위하여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구 내 N2 부지 확보
지난 9 월 14 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와 ㈜우정항공(대표
임준석)은 N2 부지 실시협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우정항공은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수출 항공화물을 처리하는 국내 대표기업 중
한 곳으로서 변화해 가고 있는 항공 물류시장 흐름과 함께 복합적
성격의 항공화물을 한 장소에서 취합하고, 항공보안을 유지하며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스마트 물류 시대에 맞도록 전자통신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항공물류
서비스의
참여자간
상호
정보송신 및
교류를 통해
효율적이고
쉽게
항공물류를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공물류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물류상품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물류센터 그리고
물류서비스의 전반적 진행과정과
처리현황을 가시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가 쉽게 선택하고 대응 및
판단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구현을
위한 IT 기술 그리고 항공기 탑재를
위한 항공물류 처리 전 과정의 보안
확보 및 실현이 필요합니다.
우정항공은 20 여 년의 사업활동을 통해 얻은 실질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준비된 경쟁력 있는 다양한 항공 물류상품과 인천공항
물류단지 내 물류센터 운영의 노하우 그리고 현재 자체 개발 완성
단계인 클라우드 기반과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진정한 항공물류
플랫폼인 스마트 물류 시스템인 아이노마드(iNOMAD) 그리고
항공물류 보안 구축을 위한 상용화주 터미널 지정을 목표로 새로운
제 2 물류센터를 건축하고자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구 내
N2(12,254 ㎡)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제 1 사업부 – 미주/중남미/캐나다











추현석 부장 : hschu@woojungair.co.kr ☎ 02-3271-3520
고민환 차장 : mhko@woojungair.co.kr ☎ 02-3271-3524
임형택 과장 : htlim@woojungair.co.kr ☎ 02-3271-3592
강우건 과장 : wgkang@woojungair.co.kr ☎ 02-3271-3523
이재범 과장 : jblee@woojungair.co.kr ☎ 02-3271-3595
김연희 대리 : yh1kim@woojungair.co.kr ☎ 02-3271-3593
정영덕 대리 : ydjeong@woojungair.co.kr ☎ 02-3271-3529
송창진 계장 : cjsong@woojungair.co.kr ☎ 02-3271-3591
임호영 사원 : hyeom@woojungair.co.kr ☎ 02-3271-3594
부서 이메일 : usa@woojungair.co.kr

미주 지역

항공사별 스케줄 변경

 OZ (아시아나항공)

 AC (에어캐나다항공)
1. ICN-YYZ 구간
 AC062 1715/1710 (화), (토), (일)
 AC7282 1825/1820 (수)

1. ICN-LAX 구간
 화물기 출발 외 여객기 스페이스 확보!!
 여객기 사이즈 화물 저렴한 운임으로 드리오니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2. ICN-ATL 구간
 화물기 출발 외 여객기 (목), (토), (일) 스페이스 확보!!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3. ICN-ORD 구간
 매주 일요일 화물기 스페이스 확보!!
 화물기 사이즈 가능하여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AY (핀에어항공)
1. ICN-HEL-JFK 스페이스 확보!!
 (수), (토) 출발 후 다음날 JFK 도착 스케쥴로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DL (델타항공)
1. DL196 출발 서부 스페이스 확보!!
 LAX, SFO, PDX, SAN 등
 이원구간 많은 예약 부탁드립니다

2. ICN-YVR 구간
 AC064 1750/1140 (월), (목), (금)
 DL (델타항공)
1. ICN-DTW 구간
 DL158 1045/1050 (월), (화), (금), (토), (일)
2. ICN-ATL 구간
 DL026 1840/1920 (화), (수), (목), (금)
3. ICN-SEA 구간
 DL196 1350/0815 (화), (목), (일)
중동부지역 정규트럭 노선확대 추가 진행 가능 지역
 BOS MCO MEM ORD RDU TPA
 HA (하와이안항공)
1. ICN-HNL 구간
 HA460 21:25/11:45 (수), (금), (일)
2. LAX, JFK 화물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제 2 사업부 – 유럽/중동/아프리카/중앙아시아












황남수 부장 : nshwang@woojungair.co.kr ☎ 02-3271-3540
이슬기 과장 : sk1lee@woojungair.co.kr ☎ 02-3271-3541
김다솜 대리 : dskim@woojungair.co.kr ☎ 02-3271-3525
장한빛 대리 : hbjang@woojungair.co.kr ☎ 02-3271-3562
박순정 대리 : sjpark@woojungair.co.kr ☎ 02-3271-3547
이새봄 대리 : sb1lee@woojungair.co.kr ☎ 02-3271-3542
이미연 계장 : my1lee@woojungair.co.kr ☎ 02-3271-3563
고한수 계장 : hsgo@woojungair.co.kr ☎ 02-3271-3549
김승현 사원 : shkim@woojungair.co.kr ☎ 02-3271-3550
강보경 사원 : bkkang@woojungair.co.kr ☎ 02-3271-3564
부서 이메일 : eu1@woojungair.co.kr, eu2@woojungair.co.kr

 중국발 SEA-AIR 리튬배터리 화물 관련
1. 국토교통부에서는 2019 년 3 월 1 일부로 중국 SEA-AIR
리튬배터리 건 화물 반입 시 화주확인서를 함께
접수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2. 10/1 부 중국발 SEA-AIR 물량 중 ELI, ELM 건 화물
반입 시 반드시 화주확인서 접수하여야 반입 진행
가능하오니 이 점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편명
SV3899

요일
출발
도착
2,4,6
2230
0315+1
매일 // 하루 20 편 이상 운항
매일 // 하루 11 편 이상 운항

 < ETHIOPIAN AIRLINES / ET >
1. DXB 10 월 운임 및 연결 편 원활!
2. ADD- DXB 연결편 하루 3 대 WIDE BODY 운항 !
 < PHILIPPINE AIRLINES / PR >
1. PR-8469 WIDE BODY EXTRA

 < FINNAIR O/Y / AY >
1. 매주 목, 일 CHARTER 편 운항 !
2. ICN – HEL AY8852 ETD/1340 – ETA/1730
* TRUCKING SERVICE 원활 *

 < SAUDIA CARGO / SV >
1. ICN - RUH 직항 서비스 !
2. SV3899 (화/목/토) ETD 22:30-03:15+1
3. 유럽, 서남아, 아프리카 등 서비스 가능 !
구간
ICN-RUH
RUH-JED
JED-DMM

2. 10 월 3 일 이어, 10 일에도 추가 운항 확정!
3. 중동 DXB, DOH 연결편 원활!

기종
B780

노선
HEL-AMS
HEL-ARN
HEL-BER
HEL-BLL
HEL-BRU
HEL-CDG
HEL-CPH
HEL-DUS
HEL-FRA
HEL-GOT
HEL-HAM
HEL-LHR

편명
AY9301
AY9063
AY9313
AY9097
AY9305
AY9361
AY9095
AY9323
AY9315
AY9096
AY9311
AY9383A

요일
123456
123457
123456
1234567
123456
123456
1234567
1236
123456
1237
136
123456

출발
1630
1700
1600
1700
1630
1700
1700
1600
1600
1700
1630
1600

도착
2359+2
1100+1
1200+3
0600+3
2359+2
1000+4
1000+2
1600+3
2359+2
0800+2
0900+3
1200+4

제 3 사업부 – 동남아/서남아/오세아니아









유대근 부장 : dkyou@woojungair.co.kr ☎ 02-3271-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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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271-3546
부서 이메일 : asia@woojungair.co.kr

10 월
THINK 동남아

 MH 말레이시아항공 CCA FEE 부과 안내
1. 이전까지 CCA 처리 시 별도의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내부 규정 변경에 의해 10 월 1 일 부로 CCA FEE 가
발생됩니다. (AWB 당 7 만원 / 출발 이후 AWB 상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해당)
 KJ 에어인천 SGN 운항 안내
1. 9 월 16 일부터 KJ 에어인천 SGN 향 FLT 가 운항됩니다.
스페이스 및 운임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노선
편명
출발
ICN-SGN
KJ521
22:30
※ 운항취소 : 10 월 6 일, 10 월 13 일

도착
02:00+1

요일
수,목,일

 TG 타이항공 BKK 및 이원구간 운항 스케줄 안내
노선
편명
출발
도착
요일
ICN-BKK
TG657
10:20
14:10
목,금
※ 추가운항 : TG657 - 10 월 5, 12, 18, 25 일, TG655 –
10 월 31 일

※ TG 이원구간 진행 시 이원구간 스케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SQ 싱가폴항공 SIN 운항 스케줄 안내
1. 10 월 20 일부터 ICN-SIN 구간 운항스케줄이 일부
변경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노선
ICN-SIN

편명
SQ601
SQ607

출발
17:05
11:20

도착
22:20
16:50

요일
화,목,토
수,금,일

흔한 두통, 위험한 두통
전 세계 모든 사람 중 절반은 최근 1 년 이내에 두통을 경험한 적이 있고, 90%는 평생 한 번 이상 두통을 경험합니다. 두통이 얼마나 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대표적인 일차성 두통인 편두통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입니다. 일차성 두통은 두통만을 일으키는 질환, 이차성 두통은 뇌종양
등 다른 의학적 상태에 의해 발생하는 두통입니다.
원인과 증상 :
편두통은 상당히 심한 두통을 특징으로 하며 유전적 성향이 강한, 즉 체질적으로 두통이
잘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두통은 한 번 나타나면 4 시간 이상, 길게는 3 일 가량 지속되며,
한쪽 머리만 아프거나 머리 속에서 맥박이 뛰는 듯한 박동성 통증으로 나타나며,
움직이면 더 아파서 가만히 누워있게 됩니다.
치료와 관리 :
- 두통이 심해지기 전에 진통제 먹기
- 두통을 가라앉히기 위해 진통제와 같은 약을 먹는 횟수를 월 10 회 이하로 제한
- 카페인을 피해야 합니다. 카페인은 진통제와 비슷하게 작용해서 매일 커피를 마시는
것은 진통제를 매일 먹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제 4 사업부 – 중국/대만/홍콩/일본








추현석 부장 : hschu@woojungair.co.kr ☎ 02-3271-3520
권혜수 과장 : hskwon@woojungair.co.kr ☎ 02-3271-3528
김지선 대리 : jskim@woojungair.co.kr ☎ 02-3271-3521
박세라 계장 : srpark@woojungair.co.kr ☎ 02-3271-3526
이슬기 계장 : sk2lee@woojungair.co.kr ☎ 02-3271-3527
최영웅 계장 : ywchoi@woojungair.co.kr ☎ 02-3271-3522
부서 이메일 : china@woojungair.co.kr

항공사별 변동 사항
 CK (중국화물항공)
1. 중국 국경절 연휴기간 :
 CK 캔슬 : 10.4 ~ 10.7
 트럭 중단 : 2021.9.27~10.6 트럭 중단 (10.7 작업
시작 / 10.8 정상 운행)
2. 연휴기간 내 운송되는 T/S 화물 및 선 도착 / 지연도착
불가능한 진행은 사전 상의 요망
3. 코로나 방역 운송 금지구간
 정기편 : NKG, FOC, TAO, HGH
 비정기편 : WUX, CTU, SHE, WNZ, CGO, HAK
 KJ (에어인천)
1. TAO 임시 휴항
 기간 : 2021.9.15 ~ 10.17 (사유 : 공항 시스템
불안정에 따른 임시 운휴)
2. CTU 운항 요일 변경
 기간 : 2021.10.5~11.1
 변경 스케쥴 : KJ211 D3,5,6,7 2210-0120+1 /
KJ212 D1,4,6,7 0220-0655 (사유 : 항공기 연결
관계)
 KE (대한항공)
1. PEK : 특정 CNEE 만 진행 가능 (자세한 내역은 OP 에게
문의 요망)

2. CAN : 10.1 ~ 10.8 DG 진행 불가 (Dangerous Goods
CLASS 1 ~ 8 / CLASS 9 is acceptable)
 9C (춘추항공)
1. NGB 비운항 기간 : 2021.9.17~10.29
 NH (ANA 항공)
1. NRT : 10.5 & 10.12 NH8536 캔슬
 PO (폴라항공)
1. PVG – 2021.9.29 부 재운항 중단 (사유 : 현지 지상
조업 이슈)
☞ 상기 지침 외에도, 현재 중국 코로나 재확산으로 운영
변경되는 노선 다수 업데이트 중 (확인 요망)
 국가별 휴무 내용
국가
중국
홍콩
대만
일본

휴일 내용
10 월 1~7 일 국경절
10 월 1 일 국경절
10 월 14 일 중앙절
10 월 9~11 일 국경절
10 월 없음
11 월 3 일, 23 일

글로벌 사업부 – 수입/중국 발 Sea & Air






유병훈 상무 : bhyoo@woojungair.co.kr ☎ 070-7712-3505
이현경 과장 : hklee@woojungair.co.kr ☎ 070-4489-3509
권혁재 사원 : hjkwon@woojungair.co.kr ☎ 070-4489-3511
부서 이메일 : airin@woojungair.co.kr
Nate on Massenger : wooj-airin@nate.com ㅑ

아두 면 쓸

신비한 수입사전

Q. CCF 가 헷갈려요! 항공과 해상의 차이점은 ?
 항공운송의 CCF

 해상운송의 CCF

1. 착지불수수료 (Collect Charge Fee 의 줄임 및 정산코드)

1. 컨테이너청소료 (Container Cleaning Fee 의 줄임 및

2. 수입화물의 Collect 운임이 발생 시 해외송금 또는 환차
등으로 생기는 손해를 보존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정산코드)
2. 화물 적입 전 또는 후 컨테이너의 청소가 필요할 시
부과되는 비용이다.

부과하는 운임이다.
3. IATA 규정에 의거하여 2%~5%까지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우정항공 수입부서로 연락 바랍니다★

기타


항공사별 유류 및 기타 할증료 변경

- KE/OZ/Etc : 2021 년 10 월 16 일부터 부과될 유류할증료
(장거리 : 370 원/Kg, 중거리 : 350 원/kg, 단거리 :
330 원/kg)


기타 항공사 및 포워더 동향

- KE : 대한항공이 최근 자사의 모든 IT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 아마존웹서비스 (AWS) 이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 년 11 월 공식적으로 전사 IT 시스템의
클라우드 이전 계획을 밝힌 지 3 년 만이다. 이같은 완료는
글로벌 대형 항공사 중 최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다른
유수의 글로벌 항공사들보다 앞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카고뉴스]
- LH : 루프트한자항공(LH) 화물부문이 모든 화물기 항공편에
대해 탄소중립 옵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항공유(SAF) 또는 인증받은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통해 전체 항공운송 과정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중립화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유료 추가 서비스
‘서스테이너블서비스 (Sustainable Choice)’를 통해
고객들은 이번 탄소중립 활동에 참여가 가능하다. 지난해
11 월 DB 쉥커와 협력을 통해 처음으로 ‘B777’ 화물기에
SAF 를 이용해 프랑크푸르트에서 상하이까지 운항했다.
[카고뉴스]
- M6 : 미국적 항공화물 전용 항공사인 ‘어메리젯 인터내셔널
항공(M6)’이 캐나다 항공화물 총판매·서비스
대리점(GSSA)에 ‘엑스프 에어카고(Exp-Air Cargo)’를
지명했다.이에따라 에스프 에어카고가 캐나다 전역에 대한
화물판매, 마케팅, 고객 서비스, 로드피더 서비사(RFS) 등을
담당하게 된다.어메리젯은 현재 캐나다에서
마이애미(MIA)에 대해 주 2 편 정기 화물편을 운항 중이다.
[카고뉴스]

- 5Y : 아틀라스항공이 페덱스와 포괄임차(ACMI)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아틀라스항공은
‘B747-400’ 화물기 2 대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주로
특송 및 전자 상거래 네트워크를 지원하게 된다.
아틀라스항공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특히 특송 및 전자
상거래 시장에서 항공 화물 용량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라며 고객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통한 네트워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9 월 초
아틀라스항공은 DHL 익스프레스와 화물기 20 대에 대한
계약 연장을 체결한 바 있다. [카고뉴스]
-



BOEING : 보잉사는 767 개조 중국 생산라인 대폭 확장
향후 20 년 총 1,720 대 화물기 필요 전망. 특송업체들의
강력한 수요를 예상,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중국내
생산라인을 대폭 확장하기 시작했다. 최근 보잉은 광저우에
있는 항공기 정비 및 엔지니어링 회사인 GAMECO 와
내년도 767-300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전환 라인
2 개를 추가로 개설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Boeing
767 converted freighter 는 동급 항공기에 비해 낮은
운영비용과 다용성으로 역내 노선 및 중거리 국제선 운항에
적합한 기종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특히 특송업체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형 와이드바디 항공기이다. [카고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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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