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화물 운송을 위한 여객용 전세기 긴급 투입 

(4/29(수), 자카르타(인도네시아) · 충칭(중국))

- 화물 Booking 신청접수 -

 추진배경
   ㅇ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중견/중소 수출기업의 항공화물 수송 애로 타개
    ㅇ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의 전세기 투입을 통한 중견/중소 수출화물 운송 

지원 프로젝트(사무국 : 한국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 추진

 전세기 정보

 운임정보

 ※ 위 운임은 ‘항공운임’이며, 항공운임 외 발생가능한 부대비용은 별도입니다.

 ※ 위 운임은 ‘Chargeable Weight’ 기준입니다. (부피중량(CBM)과 화물중량(KG) 중 높은 값) 

구  분 자카르타(인도네시아) 충칭(중국)

항공기종 A333 (여객기) A333 (여객기)

운항구간
Incheon (ICN) → Jakarta (CGK)

※ 수출 편도 화물운송

Incheon (ICN) → Chongqing (CKG)

Chongqing (CKG) → Incheon (ICN)

※ 수출 / 수입 왕복 화물운송

출국시간

(Local Time)

4/29(수) 22:00 인천 출발

4/30(목) 03:00 자카르타 도착

4/29(수) 08:35 인천 출발

        11:30 충칭 도착

귀국시간

(Local Time)
-

4/29(수) 12:30 충칭 출발

        17:00 인천 도착

접수신청

마감시간
4/28(화) 16:00 限 4/24(금) 12:00 限

화물 Cut-off 

일시

4/29(수) 16:00 限 4/28(화) 13:00 限

※ 수출자가 수출통관을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 수출면허를 사전에 득하신 

후 공항 내로 화물을 반입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공편명 KE8627 (예정)
OZ353 (인천 → 충칭)

OZ354 (충칭 → 인천)

구  분 자카르타(인도네시아) 충칭(중국)

수출운임
3,000원 / KG

(보안수수료 130원 / KG 포함)
3,000원 / KG

수입운임 - 1,700원 / KG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
   ① (자카르타, 충칭)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상단 롤링배너
   ② (자카르타) 수출입물류플랫폼 로지스고라(www.logis-gora.com) 상단 롤링배너

 신청절차
  ① (자카르타, 충칭)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접속

무역협회
홈페이지

→
상단 배너의

‘긴급 항공화물 운송
참여기업 모집’ 클릭

→

(해당 지역별
신청화면접속후)
긴급수송 요청
화물명세 기입

·자카르타(수출)
· 충칭(수출)
· 충칭(수입)

→ 제출

※ 한국무역협회 공고문 URL : https://www.kita.net/mberJobSport/shippers/board/vie
w.do?boardGubun=news&current_page=1&morgue_code=2&data_cls=A&data_seq=1652
&search_start_dt=&search_end_dt=&boardCate=&search_text= 

  ② (자카르타) 로지스고라 접속

수출입물류플랫폼
LOGIS-GORA

→
상단 배너의
‘특별 전세기
화물수송’ 클릭

→
긴급수송 요청
화물명세 기입

→ 제출

※ 로지스고라 접수화면 URL : https://www.logis-gora.com/K-LOGI/memberShipMypage
/quickCharter.aspx?performFlag=Y 

 문의처

자카르타(인도네시아) 충칭(중국)

▣ 주관 물류사 : 참여 신청접수, 견적문의

 - 케이로지(주) 박종욱 이사

  T. 02-6271-0088

  E. jupark@logis-gora.com

 - 케이로지(주) 노경준 과장

  T. 051-936-0088

  E. jun0984@logis-gora.com

▣ 항공운송 업무처 : 항공화물 수출업무 

실행 및 관련 문의

 - ㈜한진 서울국제지점

  T. 02-310-6531/2

▣ 주관 물류사 : 참여 신청접수, 견적 및 

운송 관련 세부문의

 - CJ대한통운 항공 최희조 부장    

  T. 02-700-1765

  E. heejo.choi@cj.net

※ 수출기업 항공운송 지원 프로젝트 사무국

 - 한국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 백준걸 대리

　T. 02-6000-5672

  E. kscn@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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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ogis-gora.com
https://www.kita.net/mberJobSport/shippers/board/view.do?boardGubun=news&current_page=1&morgue_code=2&data_cls=A&data_seq=1652&search_start_dt=&search_end_dt=&boardCate=&search_text
https://www.logis-gora.com/K-LOGI/memberShipMypage/quickCharter.aspx?performFlag=Y
mailto:jupark@logis-gora.com
mailto:jun0984@logis-gora.com


[참고] 홈페이지별 상단 배너 이미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로지스고라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