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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ws & Navigation - 새로운 Hapag-Lloyd News 최신 업데이트 정보 공유
간단한 등록 절차를 통해 고객 여러분들이 원하는 최신 정보를 매일
여러분들의 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Hapag Lloyd 직원이 Mail을 통해 일괄적으로 안내 드렸던 모든 당사 관련

지금 Click 해 보세요.

정보들이 간단한 등록 절차와 함께 고객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보를 선택하시면 해당
정보가 매일 여러분의 Mail로 전달됩니다. Mail을 찾아 보시지 않으셔도 Web page를
통해 언제든 확인하실수 있어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실수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Hapag Lloyd에서는 person error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maual로 전달되던 정보 안내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경하여 보다 빠르게 고객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보를 알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해 주세요. 등록과 함께 Hapag-Lloyd의 더 많은 information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2. 혁신! 원하시는 구간의 운임 견적을 바로 받아 보세요!!

지금 Click 해 보세요.

복잡하고 기다려야 했던 운임 견적을 언제 어디서든 원하시는
시간. 장소에서 즉시 받아 보세요.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진한 커피한잔 내리는 시간이면 벌써 여러분이 원하시는 구간의
운임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전구간, 3국간, 수입, Special
Container shipment- Over size 제외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 타워 11층 (우) 100 - 722

Tel : 02-3706-3000, Fax : 02-755-2224~6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89-1 외환은행빌딩 7층

Tel : 051-603-0500, Fax : 051-603-0557(수출) 051-603-0556(수입)

* Vessel 스케줄은 schkor@hlag.com 로 메일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Local charge를 포함한 자세한 정보는 https://www.hapag-lloyd.com/en/offices-localinfo/east-asia/korea.html#tab=ti-korea 을 통해 확인 할수 있습니다.
* S/R 접수 - ESI (홈페이지) 접수 : www.hapag-lloyd.com
* Check B/L 접수 E-mail : DOC.KR@CSD.HLAG.COM (인도 doc 센터 - "영문" 기입요망) ,

FAX : 02- 755 - 2224 ~ 5,

* 수출 면장 접수 : KRCSDEDI@HLAG.COM

Far East - Europe (F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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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PUSAN NEWPORT INTERNATIONAL (PNIT)

* SCHEDULES ARE SUBJECT TO CHANGE WITH OR WITHOUT NOTICE.

CONTACT INFORMATION

서울 영업부

* Sales Execution

우홍우 부장(3011/WOOHW@), 이선근 부장(LEESU@), 이상윤 차장(3055/LEESY@), 장현우 과장(3008/JANGHW@),
한세열 차장(3054/HANSE@), 오석규 과장(3046/OHSK@), 윤세호 과장(3077/YOONSH@)

(02-3706-xxxx)
(E-mail: xxx@hlag.com)

* Sales Business
Development
(신규고객 영업담당)

Booking
서울 고객서비스 (수출)
(02-3706-3000)
(E-mail: xxx@hlag.com)

*Documentation
* Invoice
세관 신고

수입 비즈니스

*수입목록
* Feeder 목록
부산 고객지원부 (수입)
(051-603-xxxx)

조성현 이사(3012/CHOSH@), 조재명 부장(3051/CHOJM@), 우정희 부장(3024/WOOJH@)

우호제 이사, 마하니 과장, 서미경 대리, 최현정 대리, 김현진 대리, 이수정 대리, 서은옥 대리, 정경은 과장, 박지현
과장, 정유경 (Group Mail: KRSCSB@HLAG.COM)
홍현주 부장, 김한진 대리, 이윤미 대리, 이희우 과장, 방은지, 윤소정, 천혜련, 황한나
(Group Mail: KRSCSD@HLAG.COM)

문진희 대리, 김유나 대리, 이효선 대리 (Group Mail: ASKREDI@HLAG.COM )

서귀선 이사 (0524), 이종민 부장(0512)

목경임 과장(0513), 서주리 대리(0515), 황희정 과장(0514), 계은진(0542)

* Demurrage & Detention
최현정 대리(0518),박윤정과장(0516), 이은경 대리(0517),이수인과장(0560)
* e- DO
* 자가운송

Arrival Notice

INVOICE

이은영(0519)

이종민 부장 (0512), 권미경차장(0541),이은영(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