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파그로이드 홈페이지 접속
http://www.hapag-lloyd.com/ or http://www.hlag.com

1) Login 을 먼저
해 주세요.
2) Online Business 탭 클릭 하신 뒤
아래 Booking 을 눌러주세요.

3) Create New Booking 탭을 누르시면
부킹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1. 영업부서로부터 안내 받으신 Quotation 을 “Quotation / Contract No.*”
에 입력 후 find 를 누르시면 견적 관련 내용 및 해당 견적에 부합하는
스켸줄이 하기와 같이 자동 조회가 됩니다.
2. RA 번호 (SC 번호) 를 기재 하시는 경우에는 계약 관련 내용만 조회가
되며 관련된 스켸줄은 자동으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1. 조회된 스켸줄 중 원하시는 스켸줄을 선택 하신 뒤
“Select Routing”을 누르시면 “Routing & Schedule” 화면으로 넘어 갑니다.
2. RA 번호(SC 번호) 기입 하셔서 스켸줄 조회가 안 되시는 경우
계약 내용 확인 하신 뒤 하기 NEXT 버튼을 누르시면 “Routing & Schedule” 화면으로 넘어 갑니다.

출항일 입력
CH - DOOR 조건
원하는 T/S PORT 지정 필수

MH – CY 조건
진행 조건 정확하게 선택 안 될 시 부킹 에러가 발생 합니다.
CH - DOOR 조건
MH – CY 조건

필수 항목 기입 후 Look-up Schedule 클릭

원하는 스켸줄 선택 후 Routing Details 클릭 하여 자세한 스켸줄 확인 한 뒤
“Select for Booking” 클릭

Vessel Details – 해당 모선의 built year, vessel owner, flag 등 확인 가능
Vessel Tracing – 해당 모선의 접안 port 별 스켸줄 확인 가능
Closings and terminal details – 해당 port 의 터미널 정보 및

서류 마감 시간 확인 가능

- COC 진행
- SOC 진행

- 여러 종류 컨테이너 진행 시 4 종류 / 최대 10 개까지 입력 가능
(10 개 이상 진행 시 다음 섹션의 remark 란에 총 진행 개수 입력)
- 한 종류의 컨테이너 진행 시 max 250 개까지 입력 가능
(Cargo detail 동일한 경우)

Assign Details 버튼을 누르지 않으시면 부킹 진행이 안되오니
꼭 Assign Details 누르시고
컨테이너 별 중량 등 화물 관련 디테일 입력 부탁 드립니다.

DG 디테일
기입 필수

DG
부킹

* 항목 기입 필수!

리퍼 진행시 온도 및 요청 사항 기입 필수!
NOR 진행시 Non-op. Reefer 선택

리퍼
부킹

FR
부킹
FR 컨테이너 진행시 Out-Of-Gauge
버튼 클릭 후 Dimension 기입 필수

컨테이너 별 화물 정보 기입 후 Next 버튼 클릭 하여
Customs & Remarks 화면으로 이동

해당 사항 없을 시 입력 X

**US / CANADA / SOUTH AFRICA 지역 진행 시 비엘 생성 수량 입력, 프린트할 OBL 수량 X

SCAC ( US )
NCAP ( SOUTH AFRICA )
CAN 8000 ( CANADA )

세관신고 자체 신고 시
신고시
세관신고 선사 신고 시

추가 요청 사항은 꼭 리마크란에 기재 부탁 드립니다.
- 부킹 과정에서 입력 하지 못한 추가 요청 사항 기입
EX) 픽업지(부곡), 운송사명(SEBANG)
- 계약정보 기입 필수
RA(SC 번호), MR CODE(영업사원 및 파트너와 확인 가능)
컨사이니명
- 추가로 부킹 시트 수신 원하는 이 메일 주소 기입

- Review & Complete 화면에 정리 되서 나오는 입력 된 정보 확인 후
수정이 필요하면 각 항목의 Edit 버튼 클릭 후 수정
- 입력 한 정보 확인 완료 후 Submit Booking 을 누르면 선사로 부킹 정보 제출 완료

부킹 전송 후 “Booking Received” 화면에 부킹 번호가 나와야 최종 부킹 전송 완료

첫 화면에 입력된 이 메일 주소로 부킹 시트가 전달 되어 정확한 이 메일 주소 기입 필수

- Submit Booking 누르시고 부킹 번호 확인이 되시면 최대 2 시간 안에 부킹 담당자분께서 부킹 시트 전달 해
드립니다.
부킹관련 문의 및 요청 사항은 받으신 부킹 이 메일에 회신하여 보내 주시면 처리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