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ine Service Guideline
-----------------------------------------------------------------------------------------------------------------------------------------

[Online Quotation] – For all cargoes (except Super Freeze, OOG, BBK and FMC)
안녕하세요,
한국머스크 영업부입니다.
Short term(3개월 미만) 운임은 메일이나 영업사원을 통해 제공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www.maersk.com 에서 직접 운임확인 또는 견적 요청 및 파일까지 가능합니다.
웹사이트 통해서 안내드리는 운임은 마켓 상황 및 선복을 고려해서 경쟁력있게 설정되었으며,
메일이나 유선 문의보다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maersk.com >메뉴 상단>Quote (견적) > Find a price (운임찾기) 로 들어가셔서,
1) FIND INSTANT PRICES: 현 시점 기준 대략적인 운임수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Filing 해드린 운임이 아니므로 운임 수준이 유동적임을 유의하십시오.
조회하신 운임을 부킹에 적용받고자 하시는 경우, STANDARD CARGO QUOTE를 이용하십시오.
2) STANDARD CARGO QUOTE: 요청하신 Validity 내의 확정된 운임으로 파일링까지 완료되어, 파
일링 된 운임으로 바로 부킹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항목 (POL / POD / Container type / Weight / Service contract number 등) 입력 후,
오늘기준으로 한 달 이내로만 운임 기간 (Rate Validity) 지정하셔서 견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 달 이후의 운임은 현 시점에서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운임을 드릴수 없으므로,
내달 1~2주 전에 재요청 부탁드립니다.
*운임조회는 지정된 날짜의 운임만 확인되며, 날짜별로 운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미 Contract를 맺은
지역은 계약되어 있는 운임이 표시되므로 꼭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 이상의 장기 운임 건에 한하여 KORSALNOS@maersk.com으로 문의주시면 회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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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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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Quotation] – For OOG (Non-FMC)
안녕하세요,
한국머스크 영업부입니다
Short term(3개월 미만) 운임은 메일이나 영업사원을 통해 제공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www.maersk.com 에서 직접 운임확인 또는 견적 요청 및 파일까지 가능합니다.
웹사이트 통해서 안내드리는 운임은 마켓 상황 및 선복을 고려해서 경쟁력있게 설정되었으며,
메일이나 유선 문의보다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maersk.com >메뉴 상단>Quote (견적) > Find a price (운임찾기) 로 들어가셔서, Oversized Cargo
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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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필수체크 사항을 꼭 확인하신 후, 정확한 정보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필수체크 사항]
1. Dimension 입력 : 화물별 size 가 아닌, 컨테이너당 적재하실 화물의 Total size (L x W x H cm / kgs)
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2. Validity : 요청일 기준으로 한 달만 요청 가능합니다.
3. Rate Update : 반드시 부킹 시에는 specialcargorates@maersk.com 으로부터 받으신 pdf 운임
파일을 kr.export@maersk.com 로 전달하시어 운임 업데이트를 요청하여 주십시오.
4. Free time : 도착지 프리타임의 경우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https://www.maersk.com/local-information 로 접속하신 후(언어를 ENGLISH 로 설정하여 주십시오),
도착지 국가명을 입력하시고, 해당 국가 페이지의 IMPORT 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Project / Long Term (1 달 이상) : 장기계약, 정기적인 물량 또는 Break Bulk 의 경우, 각 영업담당자
혹은 KORSALNOS@maersk.com 으로 연락주십시오.
***Break Bulk 화물의 경우 dimension 정보와 사진 정보 첨부 필수***

감사합니다.

Classification: Inter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