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aerskLine - DG Booking 가이드

Step 1.

선적스케쥴 및 컨테이너 지정, 품명, 운임계약번호 입력

1) 포트명 입력

Type ahead 기능

MAERSK LOGISTICS

포트명의 앞글자를
양하항 입력 (예) Bremerhaven

선적항 입력 (예) Busan

입력하면, 가장 최근
입력한 포트명을 최
대 20개까지 보여주
며, 동시에 자동으로
유사한 포트명 리스
트를 제시합니다.

운임계약번호 입력 (필수기재 사항)

2) 품명 및 컨테이너 지정
위험물일 경우 체크

품명 입력 (예) Auto

컨테이너 컨테이너 사이즈/타입

중량

대수

Weight/Volume 단
위 ‘나의 설정’에서 변
경 (lbs / cu.ft ↔ kg / m3 )

품명의 앞글자를 입

력하면, 가장 최근
입력한 품명을 최대
20개까지 보여주며,
SOC 일 경우에도 모든 타입 선택가능

또 한 해 당 품 명이
포함된 리스트를 제
시합니다.

https://www.maersk.com/

Page 1 of 9

My MaerskLine - DG Booking 가이드
3) 컨테이너 추가 및 운임계약번호 입력

다른 컨테이너 타입 및 품명 추가시 클릭

입력을 모두 마친 후,
화면 오른쪽 상단의 ’

운임계약당사자 선택

운임계약이 있는 경우, 운임계약번호 기재

계속’ 클릭

운임계약 없이 진행하는 경우, ‘Book on tariff’ 에
체크.

Step 2.

부킹당사자 정보 및 출항스케줄(ETD), 픽업오더, 위험물 정보, 부킹 Party, 추가정보 입력

1) 부킹당사자 정보 및 출항스케줄(ETD), 서비스 모드 선택

Kim Sorensen

부킹당사자 (필수사항)

부킹신청자의 참조 정보 입력 (선택사항)

부킹당사자는 기본적으로 인증서의 사용자로 설정됨

스케쥴 정보
기본적으로 최근 4주
스케쥴이 조회되며, 하
단의 ‘경로 상세정 보
보기’ 를 클릭하면 이
후 최대 8~9주 스케줄
이 조회됩니다.

이후 스케줄 조회시 클릭

상세 운항스케쥴 조회

 상세스케쥴 조회화면

https://www.maers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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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컨테이너 픽업오더 정보 입력

픽업 오더 항목은
수출(Export)서비스모드가 CY 일 때만 보여지며,
필수기재 항목입니다.

픽업 관련 추가정보가 있을시 기재

픽업지 선택

픽업관련 기타정보

*필수* 실제 공컨테이너 픽업일자 기재란!
정확한 날짜로 반드시 기입요망!

<주의> 기재하신 픽업날짜 “로부터”

Dry 는 7일까지,
Special Container(Live Reefer/Flat rack/Open Top/NOR) 은 2일까지, 픽업하실 수 있습니
다!!
예) 픽업날짜: 10/01/2018 (2018년 1월 10일) 이라면,
Dry: 2018년 1월 10일 / Special Container: 2018년 1월 12일 까지 픽업 가능.

* 만일 픽업날짜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Dry 는 첫 선적모선 ETA 7일 전부터 ETA 당일까지 픽업가능.
(Special Container
의 경우,
픽업날짜
미지정시
픽업지(Release
depot/city)
선택시,
픽업 날짜
및 시간픽업불가)
(Release date, Release time) 은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

픽업지/도시는 가장 최근에 사용한 20 개 장소를 자동 목록으로 제시합니다.

●

픽업지/도시 명이 리스트에 없다면, ‘새로 추가 ‘를 클릭하여 freetext 로 입력해주세요. - 아래 참조

 신규 픽업지 추가시 (Add new)
1. 자가일 경우
픽업지역의 CODE 만 기재해
자가 운송 ▶ 픽업지 CODE만 입력!!

부산 : BUS, 광양: KWY, 인천: INC

부곡 대한통운 : KEC BGK / BGK, 부곡 세방 : SEBANG BGK / GLOBAL BGK
부곡 삼익 : SAMIK BGK

**라인운송 : LINE

주십시오. 운송사 정보 기입
(x)
2. 라인운송일 경우
픽업지역 CODE 없이 LINE
이라고만 입력해 주세요.

https://www.maersk.com/

Page 3 of 9

My MaerskLine - DG Booking 가이드
3) 위험물 정보 입력

컨테이너 별로 ‘Add IMO Details’ 버튼을 클릭하여
위험물 정보 입력

‘Apply to all’ 을 클릭하
면 모든 컨테이너에 동일
한 위험물정보가 복사됩
니다.

 위험물 정보 입력화면 (Add IMO Details 클릭 후)

위험물 등급/UN No.

외부/내부 포장 수량/종류

총중량/순중량/용적

https://www.maers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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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PSN(정식운송품명)

위험물 검사증에서 확인하여 기재.

(예) F-D, S-U
인화점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처 (이름, 전화번호)

*Flash point : Flash point는 인화점을 말하며, 12번 항목에 온도 표시가 있다면 반드시 기입해주세요.
*Technical Name : Proper Shipping Name의 추가적인 이름입니다. 괄호안에 물질이름이 추가표기 되어있다
면 Technical Name안에 반드시 기입해주세요.

위험물정보 기입의 예
위험물 마다 필수기재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사위험물 검사원 Certificate상의 12번 항목을 참고후 기재
바랍니다.

https://www.maers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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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킹 Party 지정하기

Korea Autoglass Corp

Korea Autoglass Corp

KOREA AUTOGLASS

KOREA AUTOGLASS

5F D TOWER, 826-20, YEOKSAM DONG, GANG-

5F D TOWER, 826-20, YEOKSAM DONG, GANG-

NAM-GU, SEOUL, 135-123, KOREA

NAM-GU, SEOUL, 135-123, KOREA

 드롭다운 리스트를 클릭하면 최대 20개까지
당사자 추가시 클릭

이전에 입력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5) 추가정보 입력

추가정보가 있을 경우 좌측 목록에서
선택 후, 값 입력

https://www.maers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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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입력사항

상기 입력필드가 없는 기타 입력사항 있을시 기입

12345

운임 미리보기(Price Overview)
 부킹당사자가 운임계약자와 동일한 경우, 운임정보가 표시됩니다.
 부킹하고자 하는 구간에 운임계약이 있을 경우, 해당 운임이 조회됩니다.

 위험물 및 OOG 부킹에 대한 운임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Show price breakdown’ 을 클릭하면 상세운임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킹내용 수정시,
- 클릭하면 앞 페이지로 돌아
가며, 입력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7) 부킹작성 완료단계

부킹작성을 완성한 후
제출할 경우 클릭

위 문구가 뜨면 ‘부킹하기 클릭 → 부킹이 제출됩니다.

https://www.maers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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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ing Receipt.

부킹제출이 완료된 화면

 부킹제출이 완료되면 부킹접수 완료 화면에서 부킹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킹내역을 프린트 할 수 있습니다.

MAERSK LOGISTICS

정상적으로 제출된 후에는 부킹번호 확인이 가능합니
부킹내역을 프린트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킹을 하거나 부킹현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하단의 신규부킹 작성/부킹재사용/전체 부킹현황보기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신규부킹 작성

https://www.maersk.com/

부킹재사용 기능

상세 부킹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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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 위험물 디테일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아직 검사전입니다.

UNNO/IMO를 가지고 해사위험물 검사원에 연락하시면 해당 위험물의 디테일한 정보를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해사위험물 검사원 Call Center : 1577-8863 http://www.komdi.or.kr/"
2. 써티안에 Technical Name은 어디에 있나요?
"Technical name은 Proper Shipping Name(PSN/정식운송품명)을 명시하는 전문명칭 이름입니다. 괄호안에
추가물질이름이 표기 되어있다면 그것이 Technical Name 이며, N.O.S의 경우 Technical Name은 필수 기재됩니다.
예)

3. Tank Continer의 Type은 어떻게 선택해야하나요?
Tank 컨테이너 type은 PORTABLE TANK 으로 선택바랍니다.
4. MSDS는 꼭 전달해야 하나요?
모든 위험물 화물에 대해서 부킹시 MSDS 전달은 필수입니다.
5. Flash point & Boiling point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Flash point는 인화점을 말하며, 위험물 검사원 써티 12번 항목에 온도 표시가 있다면 반드시 기입하셔야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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