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Situation in SOUTH KOREA (#1)
현재 COVID-19 확산은 주요 잠재적인 난제들과 함께 , 전 세계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CMA CGM GROUP 은 임시적 혼란 가운데에서도 원활한 업무 보장과 동시에 직원과
협력사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 현 상황에서도 고객 만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Business Continuity Plan
세계적으로 Covid-19 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CMA CGM GROUP 지침에 따라, 현재 격주 근무제 ( 원격근무 ) 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께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메일 및 office phone ( 또는 mobile phone ) 을 통해 선적
문의 및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Operational situation
모든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Depots 과 Terminals 역시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 원활한 Container
수송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business 추천

CMA CGM Web 에서 제공하는 e-비즈니스 활용을 부탁 드립니다.
고객분들은 e-비즈니스 플랫폼 인 My CMA CGM 을 통해 원격으로 선적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My Prices – retrieve existing rates or obtain new instant quotation when no reference is
available

•

E-Transactions – place your bookings and manage your documentation on the platform

•

Remote printing of Bill of Lading (BL) – no need to visit our counter, print your Original BL by
yourself

•

Paperless Bill of Lading – a fully digital Original BL, same value as paper but easier, faster,
more secure and 100% digital

•

Other tools available on My CMA CGM – discover more tools to help you organize, follow
and manage your shipments and shipping transactions end-to-end from anywhere around the
world

•

Mobile app – track, trace and plan your shipments directly via your mobile phone

상기 tool 은 ANL, APL, CNC brand line WEB 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정을 설정하거나 웹 사이트를 탐색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eBusiness 담당분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sel.ecommerce <sel.ecommerce@cma-cg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