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물류산업의 미래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

0

INDEX _우리나라 물류산업이 나아갈 방향
1. 대한민국 물류산업의 현주소| P2
2. 글로벌 물류시장의 환경 변화 | P10
3. 우리나라 물류산업이 나아갈 방향 | P21

11

1. 대한민국 물류산업의 현주소
1) 물류성과지수로 본 국가별 물류경쟁력
세계은행이 발표한 LPI(물류성과지수) :
한국은 2016년 24위에서 올해 25위로 하락(2012년 21위)
하락이유 : 국제수송과 물류품질 및 역량부문 미흡
일본은 12위에서 5위로 급등
독일은 1위, 2014년 이후 3년 연속 1위 유지
독일 - 스웨덴 – 벨기에 – 오스트리아 – 일본 – 네덜란드 – 싱가포르 순

2) 국내 물류산업의 현황
- 2015년 국가물류비 168조325억원(전년대비 2.93% 증가), GDP대비 10.74%로 수년간
거의 비슷한 수준. 국제화물 포함시 국가물류비는 총 195조1183억원
수송비 119조3892억원(71.05%), 재고유지관리비 35조6714억원, 하역비 3조2275억원
- 미국 국가물류비(2015년)는 1조4082억달러로 GDP대비 7.8%로 증가추세. 수송비 8,899
억달러(총물류비의 63.2%), 일본 국가물류비(2014년)는 46조1,424억 엔으로 GDP대비
9.42%로 상승추세, 도로부문 비중이 91.25% 톤·km기준시 해운이 44.1%를 분담하여 장거
리 대형운송의 주축수단임
- 중국의 국가물류비(2015년)는 10조8,000억위안으로 전년대비 1.89% 증가, GDP대비
15.8%. 수송비 5조8,000억 위안(53.7%), 보관비 3조6,000억 위안(33.3%). 총 물동량은
417억6,000만 톤.
☞ 한국은 도로운송(91.2%)에 지나치게 의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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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물류산업의 현주소
1) 물류성과지수로 본 국가별 물류경쟁력
- 2015년 국내화물수송수단별 수송량현황 : 도로 17억6129만611톤(91.39%), 해운 1억2861
만1230톤(6.67%), 철도 3709만3642톤(1.29%), 항공 28만7782톤(0.02%) 합계 19억
2700만 톤(2015년 대비 169% 증가했으나 철도는 되레 급감)
- 2007년 도로 7억1522만 톤 총계 7억1522만 톤
- 지난 10년간 철도 수송량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함
- 2008년 철도 수송량(4,680만 톤)이 최고치를 달성한 후 현재까지 10년간 철도화물수송량
은 지속적인 하락세이며, 타 경쟁수단인 도로와 해운의 물동량 증가율을 감안할 시 심각한
문제에 봉착
- 2008년 118만 teu, 2009년 79만teu, 2013년 113만teu, 2017년 75만teu 2008년 대비
36% 감소CJ대한통운 22,002teu, 한진 16,661teu, 동부 27,743teu, 세방 102,347teu, 삼익
153,420teu 소계 322,17teu(2017년 총 758,248teu의 약 42.5% 비중)2015년 전국항만의
컨테이너 처리량 : 2,568만teu(전년대비 3.56% 증가)
- 수송비 중 유가연료비(약50%)와 인건비 비중이 가장 크므로 유가인상에 매우 취약함
- 도로화물수송비에서 영업용은 28.01%, 비영업용 71.99%(82조9532억원)으로 여전히 비
영업용에 의존하는 화물수송체계임
물류업체 수 : 1990년 13만5486개, 2008년 33만9982개, 105만2052명/127조6110억원 매출액. 2015년
368,190개(육운 94.8%), 종사자수1,101,823명(육운 83.5%), 매출액140.9조원. 화물차운송기업당 평균매출액
1.53억원 해운 57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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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류정보화 추진 미흡
- 국가물류기본계획(2016~2025)에 종합물류정보망의 활성화, 물류표준체계 확대, 첨단물류
기술개발지원, 소프트웨어 물류시스템 강화(정보화, 표준화, 공동화, 전문물류인력양성)추진
- 일부 대기업 물류업체는 TMS, WMS 등 물류정보화가 진전중이나, 대부분 물류기업의 주도
유통기업이나 화주기업이 주도하에 정보화 투자하는 실정이며, 물류정보망사업자나 화물운
송가맹사업자의 물류 IT 투자가 절실하나 능력부족한 실정임
- 물류정책기본법에 명시된 물류정보와 IT에 대한 지원은 동법 제23조(물류 공동화·자동화
촉진)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또는 물류단체가 물류공동화나 물류자동화를 촉진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선언적 규정이며 실제 지원한 사례가 있나??

4) 한진해운 파산을 통한 해운물류산업의 취약점 노출
- 육해공 종합물류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효과를 이용하지 못한 채
글로벌 해운시장과 물류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전문경영인이 아
닌 오너일가가 해운경영에 참여하여 선박을 적기에 건조하는 투자대신에 용선계약에 의존하
여 매우 높은 용선료의 지불능력 상실 등 사업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문적 경영능력 결여와
도덕적 해이까지 겹치면서 2011년~2013년에만 2조1541억원의 연속적자를 기록, 경영정상
화에 소극적태도와 전문성 부족, 용선료협상의 한계 등 해운기업의 경영능력과 거버넌스의
문제점 노출함(동사 파산으로 하역사, 창고업체, 포워더, 수출입 화주 등의 피해는 수십조에
달하는 것으로 해운기업의 경영 리스크에 대한 대응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감한 경우
☞정부나 금융기관이 해운기업에 출자하거나 지원할 경우 그 지원금액만큼 해운기업의 주식지
분을 취득하도록 의무화하여 동반 부실을 방지하고 해운기업의 주주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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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자 물류 세제지원 일몰제로 폐지예정
2018년12월말로 한시적용중인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항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몰
적용하여 세제지원 폐지
폐지이유: 3자 물류 이용비중이 68%에 도달 일본과 비슷하고 3자물류의 보편화 됨
☞ 과연 3자물류를 하는 것이 물류품질 향상과 비용절감에 기여하는지 회의적 시각 존재

6)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갑진 근절)

☞ 화주를 지원하는 법은 있어도 물류기업을 실질적
으로 지원하는 법은 어디에 있나?

최근 해운물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갑진 분쟁을 조사하고 조정·권고할 수 있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이 국회본회의 통과하여, 업계 스스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도하도록 기대
주요 개정안 내용
1) 물류신고센터의 설치
2) 신고의 조사와 조정권고(시정조치는 제외되어 실효성 의문)
3) 제3자물류의 촉진
- 대기업 화주 또는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선사 또는 물류기업에 대한 입찰시 투명공정한 절차
개선 기대
- 물류산업에 육상, 해상, 항공산업이 당연히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만일 해운산업이나 항공산
업이나 화물의 경우에는 물류산업의 영역에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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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해운 파산에서 보듯이 글로벌 선사의 경우 복합운송서비스 확대를 통한 범위의 경제와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을 리드함
물류영역으로 진출 기존 내륙운송업체 항만하역업체와 충돌 교섭력이 관건임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물량을 무기로 선사와 교섭에서 우위를 점하는게 현실인데 이는 선사가
터미널 운영사와의 교섭력 우위를 이용한 계약의 방식과 크게 다를 게 없음
2자물류 vs 3자 물류의 논쟁과 대립이 한국 물류발전에 과연 의미가 있는가?
- 선사들 입장에서 2자물류와 3자 물류 프레임으로 해석하는 것과 물류산업에 있어서 2자물류
냐 3자물류냐 4자물류의 구분이 중요한게 아니라, 화주 고객이 요구하는 물류서비스의 니즈
를 충족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누군가가 더 중요한 것임

- 화주기업과 계약한 3자 물류 기업이 하청운송인과의 계약에 의거 대다수 위수탁이나 지입차량
또는 용차사를 통해 운송을 하므로 엄격히 말해 직접운송에 속하는게 아님. 결국 말단에 직접
실제 운송인인 위수탁,지입, 용차사 차량이 직접운송을 담당하는 꼴이어서 2자물류기업이 하
청운송을 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 2자물류가 투자를 3자물류에 떠넘기고 3자물류는 적정
투자를 하고 있는지. 1년 계약으로는 3자 물류기업은 투자하기 어려운 실정

- 결국 전세계적으로 유통과 물류와 산업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수단이 산업을 규정하는게 아
니라 비즈니스 형태와 영역이 산업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3PL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계약물
류(contract logistics)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나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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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운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 해양공사 설립을 통해서 수조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지원예정
사례: 현대상선이 국내 조선3사에 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1만5천teu x 8척, 2만3천teu
x 12척) 에 대한 건조자금 3조1541억원 마련을 위해 산업은행, 해양진흥공사, 수출입은
행, 무역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가 지원키로 결정. 자기자금은 10% 나머지는 무보증
또는 보증없이 조달. 해양진흥공사 공사채 발행검토
- 국책은행의 선박금융 비율이 시중민간은행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은 결국 국책은행의 리스
크 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 있으며 자칫 해운불황기가 도래할 경우에 과거에 경험했던 선박금
융에 대한 대폭적인 축소와 대출 회피를 피할 수 없음
- 또한 2018년 상반기 전 세계 선박신조 발주량 통계를 보면 컨테이너선의 경우 2017년 16척
305천DWT인데 비해 2018년 46척 4824천DWT로 무려 16배나 증가했는데, 한국 선사들의
신조 발주가 이에 비례하여 증가해도 여전히 선복량은 불변이고 글로벌 Top 5 선사와의 격
차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음

글로벌 해운선사와 한국 해운선사의 컨테이너선복량 비교
과연 해운산업은 지난 20년간 무슨 일
을 했는가?? 그럼에도 해운산업과 같
은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물류산업
에 기대할 수 있는가?

선사명

1997년

2017년

MSK(머스크)

23만TEU

390만TEU

HJS(한진해운)

17만TEU

60만T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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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현대상선)

11만TEU

36만T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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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난 10년간 철도 수송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 2008년 철도 수송량이 최고치(4,680만 톤)를 달성한 후 현재까지 10년간 철도화물
수송량은 지속적인 하락세(2016년 3256만 톤), 2018년 대비 31% 감소이며, 타 경
쟁 수단인 도로와 해운의 물동량 증가율을 감안할 시 심각한 문제에 봉착
- 2008년 118만 teu, 2009년 799teu, 2013년 1138teu, 2017년 758teu 2008년
대비 36% 감소
- 국내화물수송수단별 수송량현황(2015) : 도로 17억6129만611톤(91.39%), 해운 1억
2861만1230톤(6.67%), 철도 3709만3642톤(1.29%), 항공 28만7782톤(0.02%)
합계 19억2700만 톤 ☞ 2008년 톤 기준 분담률 6.4%(t·km기준 8.1%)에서 2015년
1.29%(t·km기준 5.3%) 급락
잃어버린 철도물류 10년을 어찌해야 하나?
① 제1차 철도물류산업육성계획에서 2021년까지 철도화물수송분담률을 t·km기준 10%로 증
대목표.
②제2차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2011~2015)상 2015년 철도화물수송부담률을 15% 목표, 제3
차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2016~2020)상 2020년 철도화물수송부담률을 10% 목표로 수정
③국가물류기본계획(2016~2025)수립
국가물류기본계획, 국가물류수정기본계획,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등 매번 철도
수송분담률 목표는 반복적으로 수정, 철송 분담률 목표를 낮추기에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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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물류산업의 현주소
- 미국과 유럽 등 국가의 경우 철도 수송량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인데 비해 한국은
10년간 1천만 톤이나 수송량이 감소하고 화주들은 철도수송을 외면함(CJ대한통운
의 경우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 대비 철도 수송량은 2%도 안됨, 삼익물류의 경우 대
부분 물량을 철도수송중임
- CN철도는 5대의 기관차+157량의 화차를 연결한 2 mile train운행(컨테이너 2단적)
- 철도로의 Modal shift를 위한 철도전환교통보조금의 지원결과가 철도 수송량의 총량증가를
가져왔는가? 되레 철도 수송량은 감소한 결과를 가져옴

8) 물류산업과 타 산업과의 영역간 경계가 모호해짐
- 빵집에서 커피를 팔고 카페에서 빵과 쿠키를 판다. 선사는 내륙운송과 항만 하역을 하고
철도는 셔틀운송을 한다. 용달과 택배와 퀵서비스가 다마스차량으로 특송을 서비스한다.아
마존은 유통을 넘어 로봇으로 무장한 자동화 물류센터를 운영한다. 이제 영역간 경계가 모
호해지고 경쟁은 더욱 치열하고 법으로 사업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지는
추세임
유통산업의 경우 오프라인 유통과 온라인 유통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유통이 물류까지 수행하는
아마존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는 2자물류와 3자물류의 영역 다툼이나 물류산업과 해운산업의 경
계 역시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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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물류시장의 환경변화
1) 종합화와 전문화가 절실하다 !!
- 글로벌 물류시장은 이제 거대한 물류기업들이 시장의 리더로써 주도하는 형태로 급격히 가고
있으며 M&A와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효과를 향유하는 기업만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함
- 글로벌 Top 25개 프레이트 포워더를 살펴보면 독일의 DHL 서플라이 체인 & 글로벌 포워딩
사가 1위이고, Kuehne + Nagel사가 2위이며 3위는 DB Schenker사
- 정부는 지난 2011년말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물류기업을 선정하여 다양한 지원을 제공
하는 내용을 담은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
- 국가물류기본계획(2016~2025) : 글로벌물류기업육성(2015년 5개, 2020년 10개), 전문물류기
업 육성(물류아웃소싱비율 2010년 60%, 2015년 70%, 2020년 80%),
- DHL과 같은 글로벌 선진 물류기업들은 지속적인 M&A를 통해 규모를 대형화하고 과점시장을
형성하여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내 물류기업은 일부 대기업 자회사를 제외하고는
해외진출 초기 단계에 있는 실정임. (Non-asset based 3PL 국내 실패 사례)

- 세계 최대 물류기업인 DHL은 전 세계 약 50만 명의 종업원과 우편·특송사업 기반에서 지속적
인 M&A를 통한 글로벌 프레이트 포워딩과 3PL 사업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로 성장한 대표
적인 자산형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성장함. 글로벌 10위안에 드는 물류기업의 경우 대부분은
자산형 물류기업으로서 글로벌 물류네트워크와 인적자원 등 물류자산에 투자가 가능한 여력
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견중소기업 3자 물류 기업만으로는 글로
벌 물류기업을 육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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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물류시장의 환경변화
1) 종합화와 전문화가 절실하다 !!
- 대형화를 위한 규모의 경제가 절실하다 !!

-

일본 Big3(NYK+MOL+K-Line) 컨부문 합병으로 1,556,630teu로 Top 6
머스크 라인의 함부르크수드 인수로 4,014,737teu 로 Top 1
COSCO 라인의 OOCL 인수, 선복량 278만4900teu로 글로벌 Top 3선사에 등극
현대상선은 2018.6월 40만1700teu로 11위로 순위 하락

- 범위의 경제로 종합물류기업 육성을 해야만 글로벌 물류경쟁력 확보가능
- Maersk나, COSCO, CMA CGM 등 Mega Carrier들은 해운수송시장뿐만 아니라 컨테이너터
미널, 내륙운송, 철도운송, 보세창고, 3자 물류 등 복합운송서비스를 제공하여 종합물류기업
과 글로벌물류기업으로 시장을 리드하고 있음
- 글로벌 GTO인 DP World는 유럽최대 역내 피다 선사인 유니피더의 지분 100% 인수하여
Hub & Spoke 서비스 강화 전략
- 최근 기업의 경영환경은 FTA(자유무역협정)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른 글로벌 생산과 유통에
대응한 국가 간 무역거래가 중요시되는 추세에 부응하여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관리의 구
축에 힘을 쏟고 있다. 더욱이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문전수송에 따른
국제복합운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 프레이트 포
워더(국제물류주선인)의 육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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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물류시장의 환경변화
해외 글로벌 물류기업 매출/영업이익 현황 (`14년,`15년)

(단위 : 억원)

`14
회사명

매출액

영업이익

`15
영업
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
이익률(%)

DHL

792,214

41,478

5.2

743,858

30,279

4.1

Kuehne+Nagel

245,177

9,431

3.8

238,544

9,997

4.2

DB Schenker

209,028

4,644

2.2

194,046

4,961

2.6

Nippon Express

174,621

4,072

2.3

180,023

4,752

2.6

C.H. Robinson

141,895

7,884

5.6

152,582

9,718

6.4

UPS SCS

613,422

52,333

8.5

660,809

86,820

13.1

DSV A/S

97,524

4,924

5.4

88,317

5,136

6.0

Sinotrans

78,078

2,092

2.7

81,910

2,958

3.6

CEVA Logistics

82,840

1,496

1.8

78,793

2,389

3.0

Expeditors

69,153

6,264

9.1

74,916

8,169

10.9

250,395.2

13,461.8

5.4

249,379.8

16,517.9

6.6

평균

* 상위 10개 해외 글로벌 물류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약 25조원, 평균 매출이익은 1.6조원(이익률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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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물류시장의 환경변화
2) 선진국의 규모의 경제 사례
(1) 호주 남북간 다윈-애들레이드 구간의 RoadTrain 운행
- 4~6량 트레일러 x 55미터 운행시 200톤/1회 운송량이며 1톤 차량 200대 분과 동일
(2) 미국은 물류산업의 규제를 어떻게 해소했나?
- 미국은 과거 SeaLand 등 대형 선사보유 시절 해운국에서 과감하게 화주국으로 방향선회
SeaLand를 머스크라인에 매각, 레이건 정부시절 철도, 해운, 도로, 항공 등 4대 물류산업 부문의
규제 철폐와 개혁 추진으로 물류사업자의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선사와 화주간의 직접 운임교섭을
허용하며 철도운송에서 철도와 도로, 해운을 연계한 복합운송서비스를 확대하여 3자 물류 산업의
태동을 가져옴
-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화물철도 수송량이 증가하여 철도산업이 다시 부흥, DST(이단적 열
차)운행으로 규모의 경제 달성가능. 기관차를 3중련 ~5중련 연결수송
(3)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유럽의 도로에는 한국과 같이 일반 트럭이 아닌 대형차량이
98% 밴 형태의 밀폐형 트럭이나 더블 트레일러 수송형태로 5톤 이하의 개별 소량운송보다는
LTL를 집화하여 FTL로 대형차량을 이용하여 공동 수송을 하는 시스템이 보편화됨
☞ 유럽의 경우 거의 모든 화물차가 박스형태로 밀폐후 운송하여 화물차의 낙하물에 의한 치
명적인 인명사고가 거의 없으나, 한국의 경우 트럭 적재함이 노출되어 적재화물의 낙하로 인
한 사고나 교통사고시 적재화물의 충격으로 인한 중대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야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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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물류시장의 환경변화
2) 선진국의 규모의 경제 사례
(4) DB와 CMA CGM의 탄소배출량 감축계획 목표
- DB2020 목표와 그룹 전략을 보면 2020년까지 2006년 수준대비 이산화탄소 배출을 30%감
축하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중이며 2030년까지 최소한 전 세계적으로 CO₂ 배출을 15%까
지 감축할 계획임.
- CMA CGM는 2005년~2015년 컨테이너당 CO₂ 배출량을 킬로미터당 50% 감축, 2015년
~2025년 30% 더 감축계획 수립
- Hapag-Lloyd, Kuehne+Nagel 2020년까지 CO₂배출량을 17% 감축 계획
(5) 유럽에서 2019년부터 드론을 상용화하기로 협력, 무인운반차량 무인화물차량에 대한 운행
사고 인력감소문제와 보험제도 배상책임대 대한 검토 중
(6) 항만의 경쟁력 변화
- 물류자동화 트렌드 가속화
- 금년말 중국 양산항은 완전무인자동화 컨터미널개장 예정, 연간 400만teu 취급능력 확보.
- 한국 자동화 컨터미널(광양항3단계) 사업성 없어 유찰반복됨.
선진 물류강국에 비해 정보화 수준이 낮음(한국의 컨테이너터미널은 유인 반자동화 단계)
- 기존의 주요 항구인 로테르담과 안트워프가 아드리아해 항구, 이태리 항구, 발틱항구 등 항
구의 급속한 성장으로 정체되는 현상. 유럽 항구간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는 양상임
☞ 한국은 컨테이너 터미널을 아파트분양식으로 쪼개어 전대차계약 운영을 20년간 해다보니
규모의 경제 미달과 과도한 터미널 공급능력에 따른 터미널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선사와의
14
불리한 비밀계약이 다수이어서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
됨

2. 글로벌 물류시장의 환경변화
2) 물류선진국의 규모의 경제 사례
(7) 중국 복합운송발전 3개년 행동계획 발표
- 2020년까지 주요항만의 철도인입율 80%이상, 벌크화물철도 및 수상운송허브항의 철도인
입율 90%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
- 복합운송서비스혁신 일환으로 항만운영사, 철강, 전력 등 대기업의 철도강화로 몽골철도와
형주항, 악양항의 연결. 멀티모달 운송장비 혁신 : 터미널 상하역장비, 수평운송차량, 야드
하역기기 등 투자계획
- 중국 자동차물류회사 Changji와 DB Cargo의 전략적파트너십(중국에서 제조된 Volvo차량
을 벨기에 항구까지 철도수송, 18~20일 소요되며 항공보다 절반비용, 선박보다 2배 신속수
송)

3) 물류선진국의 물류 시설 및 IT 투자가 사례
(1) CMA CGM containers tracking을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
TRAXENS : Containers의 소재지가 해상이든 육지든 간에 상관없이 추적관리 가능한 도구
– The intensity of potential shocks
– Outside temperature variations – and soon humidity and temperature inside the
container
– Doors opening and closing
위의 방법은 near-real-time alert system이며 그룹 고객사들은 자사의 상품을 추적관리 할 수
있어서 운송의 각 단계별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
(2) Deutsche Bahn은 철도화물운송을 위해 지멘스사로부터 교류기관차 60대를 구입
15
2018년까지 60대를 인도받기로 하여 친환경 철도수송
체제를 확대중

2. 글로벌 물류시장의 환경변화
3) 물류선진국의 물류 시설 및 IT 투자가 사례
(3) 유럽에서의 친환경 연료사용 트럭 지원 사례
- Volkswagen Group Logistics, Scania, forwarders, ministries and associations는 LNG트
럭의 사용을 지원할 계획
(4) DHL, UPS 등 글로벌 특송업체의 경우 화물차량 전부를 직영체제로 운영. 기업의 사회적 책
임(CSR)과 양질의 물류서비스 고객사에게 제공위해 회사측이 투자한 사례

(5) 유럽 친환경 선박 건조 추진(2020년 유황성분 0.5% 제한 규제 대응)
- CMA CGM사 22,000teu 선박 9척을 LNG 연료 사용 결정
- 중유에 비해 최대 25% CO₂감소, 황과 미세먼지 99% 덜 배출, 질소산화물 85% 덜 배출
(6) 유럽은 Euro6 배출기준 엔진 화물차량 도입 활발
- C.S.Cargo사는 2018년 Euro6 배출기준 엔진장착차량 69대(Benz,Man,Volvo,Scania) 도입
(7) 글로벌 특송 기업인 FedEx는 물류 및 배송 IT 기술 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
는데 최강의 IT물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
(8) DHL은 베트남에서 전기오토바이 배송
- First & last mile service의 70%를 클린 픽업과 배송 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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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물류시장의 환경변화
3) 물류선진국의 물류 시설과 IT 및 인적 투자 사례
(9) Port 4.0 - Hamburg항만은 개선된 인프라와 디지털화된 미래를 준비 중
(10) 물류현장의 전문인력양성 미흡
- 전세계적으로 매년 5%의 물류산업이 성장하고 있는데 비해 물류 전문인력의 증가는 미치
지 못함. 한국의 경우 물류센터나 화물운송 현장의 물류인력은 비용절감을 위해 아웃소싱
위주로 인력사용을 하고 있어 전문물류인력의 양성이 쉽지 않고 이웃소싱 업체와의 계약이
1년단위여서 장기적인 계약 파트너십에 기초한 전문 물류인력 교육 및 양성에 대한 투자가
매우 미흡
- 독일, 영국, 미국의 경우 트럭운전자 부족으로 정부에서 과도한 이론적인 교육에 대한 실질
적인 작업 솔루션을 시험해볼 수 있는 비즈니스게임 및 시뮬레이션의 사용 도입
- 특성화고, 전문대와 대학교에서 물류에 대한 실무적인 물류 비즈니스에 기초한 학습과 교
육을 위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물류교육 확대 필요
☞ 급변하는 글로벌 물류환경에 대응가능한 물류전문인재의 양성을 기업에만 맡기고 있나?
헤드헌팅 조차 적합한 인재를 구하기 힘든 실정이고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인재양성을 수행
할 수 있는 가칭 ‘한국물류산업전문인재양성센터’의 설립과 지원운영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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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물류시장의 환경변화
4) 화물운송의 아웃소싱에 따른 리스크 증가와 물류품질의 개선
(1) DHL, UPS 등 글로벌 특송업체의 경우 화물차량 대부분을 직영체제로 운영. 고용안정으로 인
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양질의 물류서비스를 고객사에게 제공위해 회사측이 투자하여
리스크를 회사가 부담하고 운전원은 최상의 물류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함
- 차량운송 업무를 무조건 외주화하는 것보다는 관리책임의 범위내에 둠으로써 운송업체의 서
비스품질을 향상시키고 차주와의 관계를 보다 나은 상생의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임
- 물론 그러한 형태로 운영을 하려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비용발생의 불이익
보다는 상생의 기반 하에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창출과 더불어 고객들로 하여금 운
송에 대한 신뢰를 받음으로써 글로벌 물류기업들과 같이 지속적인 수익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임
(2)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 화물운송시장의 대다수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이 직영차량은 극히 적은데 비해 위수탁차량,
지입차량 또는 정기/비정기 용차를 계약관계로 설정하여 화물운송체제를 운영.
☞ 따라서 모든 화물차 자본비용과 운용비용은 계약상대인 화물차기사 또는 용차사가 부담하고 화물차 사
고의 책임과 처리비용 역시 그들이 부담하여 화물운송을 위탁한 기업의 리스크는 최소화되는 시장임

- 차주들 상당수는 유가보조금의 지원이 자신들의 생존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
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지 않음
- 지나치게 많은 물류기업과 영세한 화물운송업체의 문제점과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규모
를 키워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점을 제시해야 함

18

2. 글로벌 물류시장의 환경변화
4) 화물운송의 아웃소싱에 따른 리스크 증가와 물류품질의 개선
(3)최근 화물차 사고의 급증에 따른 치명적인 사망사고 증가
- 창원터널 화물차사고: 70세 넘은 고량의 운전자가 화물운송자격없이 위험물 적재운송허가
없이 운송도중 화재로 인해 인명 사상 야기(정부의 화물운송종사자자격제도 관리허점 및 위
험물운송관리체제 미흡 노출) ☞ 화물차운전자의 고령화 심각
☞ 화물차 폭발사고의 원인으로는 운전자의 과실, 화물운송종사자 무자격자의 불법적인 위험물 차량의
운행, 운송회사와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 부실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남. 가장 심각한 것은 화운법의 시행
에 따른 관리감독 기관인 정부와 해당운송업체의 화물차와 화물운송종사자에 대한 관리가 유명무실하다
는게 현실임

- 25톤 트레일러 80kg짜리 바퀴가 날아와 차량을 덮친 사망사고 야기(정비불량 원인)
- 4.5톤 화물차 운전원의 졸음운전으로 갓길 정차 차량 추돌 1명 사망사고 야기
- 25톤 트레일러 3중 추돌사고로 2명 사망사고 야기(졸음운전)
-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는 지난 5년간 총4379건 발생 사망자 539명, 원인은 전방주시태만
1283건, 졸음운전 1,074건. 화물차운전원의 수면부족원인으로 2017년1월 법개정으로 4시
간 운행 후30분 휴식 의무화 명시. 화물차 휴게시설의 확충 가속화 필요
-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3.5톤 이상 최고 90km/h 제한)를 해제하여 과속운전으로 사고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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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물류시장의 환경변화
4) 화물운송의 아웃소싱에 따른 리스크 증가와 물류품질의 개선
- 미국 육상트럭운송시장은 2017년1월 통과된 안전관련 법안인 ‘전자기록장치(Electronic
Logging Devices, ELDs) 의무화 트럭부족 및 운임 급상승
- 독일의 경우 운송업체는 DTG(디지털운행기록계)를 3개월마다 탈착후 정기점검 및 분석

- 한국은 DTG data 수집시간 소요 및 정확성 떨어지고 통신비용을 차주부담이 대부분임
- 화물차 과적단속 기준의 이중성으로 인해 국토부와 경찰의 단속 기준이 다르고 과적처벌
이 양벌규정이긴 하나 실제로 화물차기사 책임이 현실.

- 운전자들은 매달 업체에 내는 지입료와 중개업체에 지불하는 수수료 부담으로 적정 휴게
가 어렵고 장시간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임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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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물류산업이 나아갈 방향
1) 물류기업은 종합화와 전문화로 구분하여 육성해야 한다
- 2PL or 3PL의 구분과 논쟁보다는 종합물류기업과 전문물류기업으로 구분하여 육성지원
- 종합물류기업의 경우 글로벌물류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여 글로벌 프레이트 포워더들과
경쟁가능한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함
- 공익물류재단이나 소규모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장려하고 지원할 필요

- 화물자동차 직영체제 확대하여 기업의 고용안정 기여 및 사회적 책임(CSR)을 충족
- 대기업물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만 수행, 그 이하는 중견이나 중소물류기업이 수행
- 버스공영제와 같이 화물차공영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
- 화주와 물류기업간 계약단위가 1년 이하가 85%(2011년)로 유럽의 평균 7년에 비해 짧아서
3PL업체의 물류시설 및 정보화 투자를 기대하기엔 무리. 파트너십에 근거하여 계약기간을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함(최근 사례 : DHL서플라이 체인은 영국의 대형 수퍼마켓 체인 Morrisons사
와 6년 기간의 물류운영계약을 체결)

- 일본의 경우와 같이 중소중견기업은 물류공동화 사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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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물류산업이 나아갈 방향
2) 철도물류 이대로는 안된다 !
- 현재 철도공사에서 극도로 침체된 철도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3차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과
철도물류산업육성계획 수립에 따라 화물취급역을 순차적으로 줄여 나가고, 컨테이너 열차와
일반 품목열차의 블록 트레인 등 전용열차의 확대, 여객과 화물의 원가분리, 화물열차의 고속
화, 이단적 열차의 추진, 화물열차 장대화, 지연보상제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 중임
- 그러나 10년전 추진했던 종합물류서비스에 대한 진척은 미흡하고, 화물운임과 요금에 대한 차
등화, 탄력적 적용, 철도CY와 의왕ICD의 철도수송량 증대 등에 대한 진척이 매우 부진함
- 일본 JR화물이 2018년 민영화이후 철도화물수송 위주에서 벗어나 셔틀, 보관, 하역, 포워딩,
호텔, 주차장업, 렌터카 등 종합물류서비스와 사업다각화로 운영중인 사례와 같이, 철도공사
역시 문전에서 문전까지의 종합물류서비스를 화주에게 제공하고 경쟁력 있는 물류품질과 저원
가 전략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함
- 특히 최근 소비재(생활)물류 시장의 급증과 관련하여 JR화물 사례와 같이 소형 고부가가치 타입
의 소형 컨테이너를 개발투자하여 내륙 5대 ICD를 철도가 간선수송을, 운송업체가 배송을 분담
하는 연계복합운송서비스를 화주에게 제공하여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2023년7월까지 민간기업이 군별로 점용·운영중인 의왕ICD의 점용허가가 만료되는 시점에 대응하여 의
왕ICD의 현대화 및 공용화 사업을 시급히 준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2023년 점용허가 만료 이후엔 철도
공사가 ICD를 운영하여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 물류업체들이 누구나 의왕ICD를 이용할 수 있도
록 진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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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물류산업이 나아갈 방향
철도CY나 ICD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야 한다!!
- 국내 최대 수출입 컨테이너물류기지인 의왕ICD는 아직도 대기업 10여개 운송사들이 군별로
분할하여 여전히 구분 운영중인데 물류비 절감과 물류경쟁력확보를 위한 통합운영이 절실
히 요구되며, 전국의 약30개 철도CY가 민간운송사의 장기간 개별운영으로 인해 철도수송량
증대와 상관없이 도로운송 기지로 전락함.
- 국가물류기본계획(2016~2025) : 내륙컨기지 ICD철송이용률 2015년 35%, 2020년40% 목
표☞ 국내 5대 ICD중 의왕ICD를 제외한 4개 ICD 철송은 거의 미미하고 의왕ICD 조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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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물류산업이 나아갈 방향
3) 국내법의 제·개정으로 규제할 게 아니라 글로벌 수준에 맞춰야 할 때
- 이제는 1980년 초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철도, 해운, 도로, 항공의 4대 산업의 규제를 완전
히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운수자유법 등 관련 법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기존의 미국 물류산업
의 병폐인 주간(interstate)운송금지나 선사와 화주와의 직접운임교섭 금지 등 진입규제를 완
화시키고, 누구든지 해운, 철도, 도로, 항공 산업에 진입을 허용하여 생존능력을 갖춘 기업만
이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었다.
- 그 이후 해운의 경우에 미국의 SeaLand는 덴마크 Maersk가 인수하였으며, 미국의 항공사들
은 파산하거나 인수합병을 하게 되었으며, 철도의 경우에 1976년 철도재건 및 규제개혁법의
시행으로 철도와 화주간의 계약운임 허용, 장기운송계약 허용 등 규제의 대대적인 완화로 인
하여, 1976년까지 56개에 달하던 철도회사는 유니언 퍼시픽 시스템사 등 초대형 4개 철도회
사(Class 1)로 재편되어 오늘날 글로벌 물류기업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

눈 여겨 볼 것은 미국의 경우 80년대 초 시장 진입자유화로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였는데 결
국 소수의 대형업체와 다수의 소형업체로 시장이 나뉘었으며, 이때부터 복합운송의 확산과
더불어 3자 물류 시장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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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물류산업이 나아갈 방향
3) 국내법의 제·개정으로 규제할 게 아니라 글로벌 수준에 맞춰야 할 때
- 향후 해운기업간의 인수합병이 가속화돼 향후 수년 내 상당수의 해운기업들이 사라져 버릴
지도 모른다. 이제 해운산업은 국내는 물론 해외 해운기업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그 덩치를
키우지 않는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당연히 처지게 될 것이다.
- 이와 관련해 정부는 속히 해운기업을 비롯한 물류기업이 국내외 물류기업의 인수합병에 대
한 법적 제도적인 규제를 대폭 완화함은 물론 대기업 물류회사든 중견 중소 물류기업이든간
에 글로벌 물류기업으로의 육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또한 글로벌 물류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물류산업의 중견 중소 물류기업들과의 해외 동반
진출이나 전략적 협력사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생협력의 차원에서 글로벌 물류시장에
진출하는 식으로 글로벌 물류사업을 전개한다면 대기업 물류회사와 기존의 중견 중소 물류
기업간의 갈등이나 문제들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 국내에서 물류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지 간에 시장 진입은 자유로워야 하되,
대기업의 지나친 시장 독과점이나 무질서한 다단계운송 및 갑질 횡포 등의 문제점은 기존의 관련 법령에
의해 얼마든지 제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 자체를 제개정하여 대기업은 아예 2자 물류를 못하게 하거나
3자 물류 역시 억제를 시키는 것은 글로벌 물류기업육성과 물류산업 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매우 편향적이며
근시안적인 시각일 뿐이다 !!

상생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보완하며 협력하는 데서 찾는 것이지
어느 한쪽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것에서 찾을 순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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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물류산업이 나아갈 방향
4) 물류전문인재양성센터의 설립운영 필요

- 급변하는 글로벌 물류환경에 대응가능한 물류전문인재의 양성을 기업에만 맡기고 있나?
- 헤드헌팅 조차 적합한 인재를 구하기 힘든 실정임
- 물류정보, 물류컨설팅, SCM 설계운영, IOT기술, 모빌리티 기술, 물류 로봇, 물류최적화 등 전문성
을 요하는 분야의 물류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과제임
- 글로벌 물류기업으로서 글로벌 물류비즈니스 수행능력을 갖춘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부족(무역의 경
우 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산하 글로벌무역마스터과정 운영으로 95% 이상 취업율과 글로벌 무역인
재 양성의 요람으로 인정)

- 물류산업에 종사하는 물류인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교육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미흡함
- 물류산업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반영한 영역별 분야별 물류인재의 양성과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물류인재양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인 가칭‘한국물류산업 전문인재 양성센터’의 설립과
지원운영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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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물류산업발전을 위한
제안 또는 건의사항
- 물류산업은 종합(글로벌)물류기업과 전문물류기업으로 나누어 지
원육성
- 개인 차주들이 소규모 협동조합 형태로 운송사업 영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화주기업, 물류기업, 협회, 대학, 연구소, 정부,지자체 등이 참여하
는 “물류발전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을 통한 물류선진화 추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대체하는 육상화물운송법 제정
- 물류인재양성과 교육을 총괄 전담할 ‘한국물류산업 전문인재양성
센터 ＇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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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
4차 산업혁명 시대,
물류가 대한민국의 미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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