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Jul 2021

All Size of DRY Empty Containers Shortage Issue at Busan, Korea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현재 전세계적인 네트워크의 불균형 및 연속되는 모선의 부산항 결항 및 악천후로 인하여 당사에서는 기
공지드린 바와 같이 공 컨테이너의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에서는 부득이하게 고객 분들께 다음과 같이 협조를 구하고자 하며, 이른 시일 내에
공컨테이너의 수급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현재 상황: 20DRY, 40DRY, 40HDRY 공컨테이너에 대한 반출 제한 조치 실시
2) 반출 제한 기간: 2021 년 7 월 7 일 수요일 오전 09 시 부터 별도의 공지가 있기까지. (-주말 픽업 불가)
3) 대안: 인천 및 평택 터미널 대체 사용 또는 부득이한 경우 선적 스케줄 조정 요청.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 업무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KR.EXPORT@maersk.com (수출), KR.IMPORT@maersk.com (수입)

✓

전화: 070-7473-2400 (- Pin Code 가 있으시면 1 번 > Pin 네자리 0000 > 담당자 연결 / Pin Code 가 없으시면
업무팀 2 번 > 수출업무팀 1 번, 수입업무팀 2 번)

✓

카카오채널: http://pf.kakao.com/_xfmNlC

감사합니다.
머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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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size of DRY Empty Containers Shortage Issue at Busan, Korea

Dear Customer,
Due to the current global network imbalance and the consecutive Busan port omission with
bad weather we are having difficulty in empty container supplying as we previously announced.
In this regards we inevitably seek cooperation from you as following, and we will do our best
to normalize the supply and demand of empty containers as soon as possible.
1) Current situation: Shortage of 20DRY, 40DRY, 40HDRY empty container at Busan, Korea
2) The period: July 07th, 2021 until further notice.
3) Alternative option: Pick up at Inchon or Pyongtaek Terminal or re-schedule of shipping plan
For further inquiries, please contact our business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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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KR.EXPORT@maersk.com (Export), KR.IMPORT@maersk.com (Import)
Phone: 070-7473-2400 (Press “1” if you have a Pin Code (0000 – 4 digit) or press “2” and “1” for
export and “2” for import)
KAKAO Channel: https://pf.kakao.com/_xfmNlC

Thank you,
Maer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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