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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수출이 회복되고 있다. 올해 3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는 중에도 여전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실물경제는 이미 회복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중국 경제는 이미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했고, 미국 경제도 빠르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책으로 그 속도는 더 

빨라질 예정이다.

  

수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반도체를 둘러싸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데, 이는 

비단 반도체업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반도체는 국가안보에 결부될 만큼 전략적

으로 민감한 분야지만, 일반 제조 공산품의 글로벌 흐름도 원할치 못하다. 해상

운송/물류가 팬데믹의 타격을 크게 받았고 그로 인해 글로벌 해상운임이 전례없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해상운임 폭등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우선 해운업은 코로나 이전에 오랜 

침체로 적극적인 선박 발주에 나서지 않았다. 그로 인해 코로나로 일시적 위축 

후 급격히 늘어난 선복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다. 둘째, 물류 현장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자 항만과 내륙운송이 도미노처럼 지체되기 시작했고, 

공컨테이너가 회수되지 못하면서 설상가상으로 운임이 증가했다. 여기에 2월 

미 남부를 강타한 이상한파와 3월 수에즈운하 에버기븐호 좌초사건으로 전세계 

해운물동량의 정체는 더욱 심화되었다. 

해상운임은 전년 보다 평균 3배 수준으로 올랐으며, 남미의 경우 7배 수준 인상

되었다. 주로 대기업의 고부가가치 경소단박형 제품은 항공운송편을 활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화주들에게 해상운임 급등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출 오더를 받아도 물류비 부담으로 수출을 주저하는 

기업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범부처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를 가동하며 

물류상황을 점검하고, 대형 컨테이너선을 조기에 투입하는 등의 노력으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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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통이 트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운임은 중소기업들의 수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정부와 유관기관의 지원과 함께 중소화주들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물류비 

절감에 나서야 한다. 관행적으로 유지해온 거래조건을 변경하거나 선진화되지 않은 

물류프로세스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높은 수준에서 고착화되고 변동

성도 큰 운임이라면 바이어보다 화주의 선택권이 더 많은 조건으로의 수출계약 

변경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제3자 물류의 앞선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

한 선택일 수 있다. 수출물량이 적은 영세화주는 공동물류를 통한 운임협상력 

제고를 기하는 것도 방법이다. 수수료율 네고를 통한 통관수수료 절감도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물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전문기관과 전문가집단의 도움으로 물류 컨설팅을 진행하거나, 자문을 받는다면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해상운임과 해운업은 글로벌 경기의 흐름에 상호연동되어 있고, 업종내 변수로 

인한 업황 싸이클도 발생한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뉴노멀에 진입하면서 해운업 경기는 상당기간 부진했고, 글로벌 선사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기예측 모델을 도입하며 보수적인 경영전략을 취해왔다. 그에 

따라 한번 상승한 운임은 쉽게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운임상승 

원인이 이례적이고 조기에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기간 우리 

중소기업들은 높은 운임과 물류비라는 상수(常數) 안에서 대응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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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배경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되었던 수출이 6월 이후 회복
 

●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 하에서 한국 수출은 2020.1~5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1.4% 감소하였으나 6월부터 감소폭을 줄이며 회복하기 시작

하였고, 2021.1~3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

- 1~2월 주요 수출시장 중 ASEAN(-11.5%)을 제외하고 중국(24.5%), 미국

(26.6%), EU(35.5%)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이 호조세를 띄며 규모면에서 

팬데믹 이전 수준에 육박

● 수출은 ‘20.4월 –25.6%를 기록한 후 6월(-10.9%)부터 본격적으로 개선

되기 시작했고, 3/4분기 이후 중국, 미국, EU 등으로의 수출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팬데믹 이후 수출변화-전체> <팬데믹 이후 수출변화-국가/지역>
(단위 : 백만$) (단위 : 백만$)

자료 : K-stat, 한국무역협회

 수출은 회복되고 있으나, 해상운임 상승과 해상물류 적체에 따라 중소화주기업의 

부담도 가중
  

● 해상운임은 지난 해 2/4분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7월말부터 3천달러/FEU를 

넘었고, 9월부터 현재까지 전년대비 3배 전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상해-미

서부 운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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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양항로 운임지수 추이>

자료 : 해운거래정보서비스(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운협회

● 해상운송을 통한 수출비중은 항공운송 대비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우리 수

출의 약 2/3가 해상운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소 수출기업 대다수가 

해상운송편을 이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음 

- 항공운송을 이용하는 품목은 주로 반도체(98.6%), 무선통신기기(84.8%), 

의약품(88.5%) 등 고부가 제품이거나 대기업 품목

<주요 품목의 운송수단별 수출액 비중(2020)>

(단위 : %)

자료 : K-stat, 한국무역협회

 팬데믹이 촉발한 전례없이 높은 운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소수출기업들은 다양한 물류비 절감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정부와 국적선사가 선복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기업들도 

물류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적극 도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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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최근 해상운임 동향 및 전망

1. 운임지수 동향

 국제 해운운임지수, 2020년 4분기부터 사상 최고치 유지

● 2020.5월 저점을 기록한 후 북미 항로를 중심으로 운임이 상승하며 지속적

으로 상승했고 11월 이후 주요 항로 모두 운임이 상승하며 급등함

- 상하이컨테이너운임종합지수(SCFI)1)는 4/26 현재 전년 대비 264.2% 상승한 

2,979를 기록

<주요 항로별 운임지수(2021.4.26.현재)> 

항로
2020.4월 3주 2021.4월 2주

운임지수
운임지수 상승폭(증감율) 운임지수 상승폭(증감율)

종합 818 ▲2,161(264.2%) 2,833 ▲146(5.2%) 2,979

미서부 1,495 ▲3,472(232.2%) 4,432 ▲535(12.1%) 4,967

미동부 2,620 ▲3,067(117.1%%) 5,452 ▲235(4.3%) 5,687

유럽 753 ▲3,572(474.4%) 4,187 ▲138(0.3%) 4,325

동남아 186 ▲668(359.1%) 854 -(0.0%) 854

중동 650 ▲1,510(232.3%) 1,932 ▲228(11.8%) 2,160

남미 886 ▲6,418(724.4%) 7,374 ▽70(-0.1%) 7,304

  주 : 미국은 $/FEU, 기타 지역은 $/TEU 사용, 상승폭과 증감율은 해당 기간 지수 대비 현재 지수

자료 : KOBC Weekly Market Report, 한국해양진흥공사

● 미국(서부)항로의 경우 유럽항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운임이 변동

해왔으나 물동량이 꾸준히 유지되어 온데 비해, 유럽항로는 ‘20. 4/4분기 

이전까지 정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함 

- 미국 항로와 유럽항로의 운임은 과거 동조화 경향이 강했으나, 2018년 이후 

유럽은 경기가 위축된 반면 미국은 글로벌 경제의 사실상 유일한 버팀목 

역할을 함으로써 수요가 증가해 운임차이가 커지고 동조화 경향도 약화 

1) 상하이해운거래소(SSE)에서 2005년 12월부터 상하이발 컨테이너 화물의 15개 항로 스팟운임을 반영한 운임지수. 
초기에는 정기용선운임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09년 10월부터 일반건화물 컨테이너에 대한 운임을 $/TEU(20피트 
컨테이너)로 산정하고 있음. 개별항로의 운임율은 모든 운임율의 산술평균이며 할증 수수료를 포함함. 한국관세사
물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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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서부항로 운임지수증감율 추이> <유럽항로 운임지수증감율 추이>
(단위 : %) (단위 : %)

자료 : 해운거래정보서비스, 한국해양진흥공사

 글로벌 해운업계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치킨 

게임을, 이후에는 장기침체 속에 생존경쟁을 펼치며 경쟁력 확보를 시도

● 해운업은 경기순환적 성향이 매우 강한 업종이며, 계약체결 후 운임의 유불리에 

관계없이 이행되어야 하고 수요가 늘어도 쉽사리 선박공급을 확대할 수 없는 

비탄력적 구조를 갖고 있음 

- 이러한 비탄력적 구조로 인해 호황기에는 선박 신조 발주를 늘리거나 보유

선박 없이 용선으로 영업하다 전쟁이나 국가간 갈등으로 물류가 중단되거나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폐업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2000년대 초반 물동량이 급증하며 선사들의 선박 발주가 늘어났고,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무역량 감소로 공급과잉이 발생해 해운시장은 침체기에 

접어듬

-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글로벌 물동량이 폭증하자 글로벌 선사들은 

신조 발주를 확대해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는 신조발주 물량이 선복량의 

60%에 이르기도 함

- 선사들의 치킨게임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컨테이너 운송 시장은 장기침체기를 

맞았고 2017년 글로벌 7위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파산한 후 글로벌 선사들은 

초대형 얼라이언스를 구축하며 생존을 위한 경쟁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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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신규 선박 발주 물량>

(단위 : 1백만 재화중량톤)

  자료 : UNCTAD(Clarksons Research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계)

2. 운임 상승 원인 분석

 얼어붙었던 글로벌 물동량이 2020년 상반기 미주 항로 중심으로 급격히 해빙

● 중국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2020.2월말까지 중단되었던 중국내 

생산과 물류가 서서히 재가동되었으나, 글로벌 물류는 코로나19 악화에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치며 4~5월 최악의 국면에 직면

● 5월부터 위생용품과 생필품 위주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6월 미국의 

소매업 비즈니스가 재개된 후 지연된 물량확보와 재고확보 목적의 수요가 

미주항로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

- 아마존 등을 통한 B2C 수요 증가, 상반기 진행하지 못한 주문, 중국의 국경절 

전 재고확보 물량, 미국의 연말 쇼핑시즌과 대선에 따른 국내경기 활성화 

등으로 미국향 컨테이너화물 물동량은 최대치를 기록

 코로나19 이전 신조 발주를 자제한 해운사들은 팬데믹 후에도 보수적 선대 운용, 

스크러버* 설치를 위한 정비 등으로 선복량 수급을 조절

* 스크러버 : 선박의 배기가스를 배출하기전 세정하여 황산화물을 최소화하는 기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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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발생전 이미 침체기를 겪은 글로벌 해운업계는 팬데믹 상황 하의 

글로벌 경기회복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극히 보수적으로 선대를 운용함 

- 연초 비수기와 중국내 코로나 발병으로 인해 예측불가능한 상황에 이르자, 

선사들은 적극적인 임시결항, 선적이월, 지연운향 등으로 대응

 
- 하반기 물동량이 늘어난 가운데 하역지체, 공컨테이너 회수지연 등으로 

운임이 상승하기 시작했으나, 2017년 한진해운 파산 후 신조 발주량이 

적어 대폭적인 선복량 회복은 어려움

● 상반기 중 물량 회복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운 가운데, IMO2020 규제에 맞춰 

스크러버를 설치하기 위해 입고시킨 선박도 상당수 있어 선복량 회복이 지연

<IMO2020 황산화물 배출규제>

•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부터 선박용 연료유의 황산화물(SOx) 함유율을 

3.5%에서 0.5% 미만으로 규제하고, 미준수 선박은 174개 IMO 회원국 항구의 

입항을 불허

• 선박용 연료유인 벙커C유의 평균 황함유량은 2.5% 수준이며, 벙커C유를 

사용하는 선박은 고가의 초저유황유를 사용하거나 저감장치인 스크러버를 

장착해야 하며, 배기가스 세정설비인 스크러버 설치비용은 1척당 40~60억원 

발생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물류 현장의 확진자 발생으로 체선과 하역 지체 등 생산성 저하

● 팬데믹으로 확산되자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입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내륙운송이 지체되기 시작했고, 기존의 노사갈등도 심화되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유럽(로테르담)과 호주 항만 근로자들의 파업 또는 노사갈등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브라질(트럭노조) 등에서도 여전히 크고 작은 노사간 대립이 잔존

● ‘20년 하반기 물량이 빠르게 증가한 가운데 21.1월 미 서부 항만 근로자 중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며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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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LA항, 롱비치(LB)항의 근로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명 이상 

발생하며 체선 악화

● 글로벌 컨테이너선 정시 운항률이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정체에 

따른 급행운임,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부대비용 발생 등의 부담이 화주에게 

증가

- 2월 정시운항률은 34.9%로 6개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했으며, 이는 역대 

최저치인 ‘20.12월 44.6%보다 약 10%p 낮은 수치2)

- 3교대로 24시간 항만을 가동하는 아시아와 달리  북미, 유럽 항만은 대부분 

2교대로 작업해 생산성이 낮은 가운데 코로나 확진으로 어려움 가중 

 공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 공컨테이너 회수 지연은 글로벌 물류 지체현상이 시작된 3월부터 시작되었고, 

물동량이 빠르게 증가한 미주노선으로 선박을 추가공급한 글로벌 선사들로 

인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미국에 묶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물동량이 적은 

타 지역의 운임상승까지 유발

- 항만생산성이 낮아지며 정시운항률도 하락하고, 내륙운송도 늦어지며 

공컨테이너의 회수에 많은 시간 소요 

● 코로나 이전 침체기를 겪으며 보수적인 경영을 유지해온 선사들은 필요한 

규모의 컨테이너만 발주했고, 계속된 공컨테이너 부족현상에 따라 발주를 

늘려 현재 8월 생산분까지 주문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짐

- 현재 2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 박스 가격은 $3,500~3,600로 ‘19년 평균 

$1,799, ‘20년 평균 $2,059의 2배 수준이며, 원자재 수급 어려움과 생산성 

저하로 수급불균형은 계속되어 운임상승을 더욱 자극할 전망 

2) 한국해양진흥공사, KOBC Weekly Market Report, 2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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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항만 선호 현상과 악천후로 인한 내륙물류 마비

● 물류 정체가 시작되기 전 아마존, 월마트 등 소비재 화주들은 미 LA항, LB항 

하역 후 철도·트럭을 이용한 내륙운송을 해왔고, 물동량 회복이 생필품과 

개인이 구매하는 소비재 위주로 이루어지며 두 항만에 부담이 가중됨

● 2월 텍사스를 비롯한 미국 남부에 발생한 이례적인 한파로 인해 정전과 

경제활동 지체는 물류 정체를 심화시킴 

3. 향후 전망

 (수요측면) 전통적인 해운 비수기 사라져 일부 조정기를 거치더라도 하반기 

성수기에 해상운임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 

● 팬데믹 이전에는 통상 중국의 춘절 이후 2/4분기까지를 해상운송 수요의 

비수기로 봤으나, 금년에는 특별한 비수기 없이 성수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큼

- 미국은 신속한 백신접종과 함께 1.9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이후 3조 

달러 규모의 추가 재정지출 패키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소위 ‘보복

소비(revenge consumption)’ 증가에 따른 수입수요가 늘어날 전망

<美 PMI(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 <미시건대학교 소비자심리지수>

자료 : ISM(미국공급관리자협회) 자료 : Univ. of Michigan Survey Research Center

● 금년 컨테이너 물동량은 8.27억 TEU로 코로나19 이전 8.02억 TEU 수준 

이상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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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및 전망>

(단위 : 백만TEU)

자료 : Statista(2021.4.18.조회)

 (공급측면) 최근 신규 선박 발주가 증가했으나, 수요 대비 공급부족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2020년 컨테이너선 신조 발주 물량은 운용가능 선대의 10.4%에 불과하고, 

신조 물량이 투입되기까지 약 2년 가량 소요됨을 감안하면 선박 공급부족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선사들은 과거 공급과잉에 따른 적자운영 경험과 글로벌 경기 리스크, IMO 

환경규제 리스크 등으로 인해 최근에서야 신조발주를 늘리기 시작

* 운용 선복량 대비 신조 발주 물량은 2008년 금융위기 전 60%, 2016년 한진해운 파산 

전 20%였고, 최근 2년간 10% 미만

- 선박 공급부족 현상은 최근 컨테이너선 용선지수에서도 확인되며, 선사들은 

스크러버 설치와 노후선박 교체 등을 이유로 한 수급 조절로 운임수준을 

유지할 가능성

<컨테이너선 용선지수 추이> <컨테이너선 분기별 발주물량 >

(단위 : 백만TEU)

자료 : HRCI(2021.3.24. 현재) 자료 : Alphal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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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접종 확대로 미 항만의 생산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증가한 화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인력 부족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적체 개선속도는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 LA항, 롱비치항 항만 근로자들은 2월 3천여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고, 

3월 추가로 백신접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

 수에즈운하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좌초 사건으로 인해 3월 들어 일부 조정 움직임을 

보이던 운임이 재상승할 가능성

● 당초 우려보다 조기에 선박을 이동시켰고 운하 통행도 곧 정상화되었으나, 

일주일간 지체된 스케쥴과 희망봉 우회노선을 택한 선박으로 인해 항만의 

체선현상과 공컨테이너 회수 지연이 심화될 가능성

- 수에즈운하관리청은 지연물량 처리에 수일이 소요된다고 밝혔으나, 정상적인 

글로벌 물류의 복귀에 최소 60일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3)

● 최근 상하이운임종합지수(SCFI)가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공컨테이너 수급도 

회복되어 가는 도중 동 사고가 가져올 부정적인 ‘채찍효과’ 가 우려됨

* 채찍효과(Bullwhip effect) : 긴 채찍이 손의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에서 

나온 용어

3) “The ship that blocked the Suez Canal may be free, but experts warn the supply chain impact could 

last months”, CNBC, 20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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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기븐호 수에즈운하 좌초 사건 > 

• 에버기븐(Ever Given) 호 : 파나마 선적으로 일본 쇼에이기선이 2018.9월 취역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20,124 TEU급 컨테이너선으로 전장 400m, 전폭 59m로 총 중량톤수 20만톤(DWT)으로 사고 당시에는 

20피트 컨테이너(TEU) 약 18,000개를 적재중

• 사건 개요 : 대만 해운사 에버그린사는 선주(쇼에이기선)와 용선계약을 맺고 2021.3.4. 중국 닝보항을 

출발해 3.31 네덜란드 로테르담 도착을 예정으로 운항 도중, 3.23. 이집트 수에즈운하에 좌초함. 사고

원인은 시속 40노트의 강풍으로 인해 선수가 돌아가고 모래폭풍으로 시계가 확보되지 않아 양쪽 제방에 

좌초한 것으로 알려짐. 제방과 하저를 준설한 끝에 사고 1주일만에 이초(refloating)하여 안전수역으로 

이동하는데 성공

• 1865년 개통된 수에즈 운하는 아프리카 홍해와 유럽 지중해를 잇는 연장 길이 168km의 세계 최대 운하

로서(파나마 운하 64km) 하루 평균 51척이 통과하고, 세계 물류의 12%가 운하를 통해 이루어짐. 2000년대 

들어 운하 내에서 세차례 사고가 있었으나, 최대 2일 이내 복구됨. 이번 사건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폐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에즈운하 최악의 사고로 기록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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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출입물류 비용절감 방안

  아래 비용절감 방안에 언급된 사례는 한국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의 “2020 수출입 물류컨설팅사업” 우수

사례, 대한상공회의소의 “2020년 제3자 물류 및 공동물류 지원사업” 사례집, 한국무역협회의 

“INCOTERMS2020 개정과 수출입물류 효율화” 웨비나 자료 에서 발췌함

1. 인코텀즈4) 거래조건을 변경하라

 선적조건 변경으로 현지 법인이 관세/부가세 환급받아 가격경쟁력 제고

● 주방용품을 생산해 미국과 일본 등으로 수출하는 A社는 자사의 미국 법인을 

수입자로 하여 DDP로 거래하던 중, 현지 관/부가세와 운송비 부담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한 결과 DAP로 변경해 가격경쟁력을 제고함

*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조건 : 수출자 책임하에 목적지까지 운반하고 

운송수단에서 양하준비된 상태로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수출과 수입 모두 

통관절차와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 인코텀즈 중 수출자의 리스크/비용부담이 가장 큼

*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조건 : 수출자 책임하에 목적지까지 운반하되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는 상태로 인도하는 방식으로, 수출시 통관과 비용은 수출자가 

책임지고 수입시에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방식

- 수출입 모두 수출자가 책임지는 DDP 방식에서 수입자가 양하와 통관을 

책임지는 DAP로 변경할 경우 현지 법인이 관세와 부가세(sales tax)를 

납부한 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경감 가능

- 이밖에 코로나19로 인해 미국내 운송(하역→철도운송→물류창고 입고→대형

마트 납품)이 지연되는 문제를 전문컨설팅5)을 통해 개선(하역항에서 바로 

물품 적출→납품처 창고 입고)함으로써 납기일을 앞당기고 비용을 절감

4)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주관하여 무역거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규칙. 

정형거래조건 별 물품에 관한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 언제 이전되는지 등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 인코텀즈는 1936년 제정된 이래 무역거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약 10년마다 개정하며, 2020년부터 

INCOTERMS 2020을 적용함.

5) 한국무역협회는 중소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한 무료컨설팅을 제공. 문의는 물류서비스실(02.6000.5672)과 홈

페이지(https://www.kita.net/mberJobSport/logist/consult/intro.do)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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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적항을 복수로 늘려 국내 육상운송비 절감

●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B社는 부산항에서 선적하는 FOB 조건의 장기계약으로 

수출하던 중 복수 지역에서 생산해 이동하는 비용이 부담되자, 한국의 다른 

항구에서도 선적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변경에 바이어와 합의하며 수억원의 

내륙운송비를 절감함 

- B社는 수출물량이 증가하자 전라도, 경기도 등 복수의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여 생산했고, 지정선적항에서 적재해야 하는 FOB 계약조건에 따라 

부산항으로 운송해 수출

*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 조건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는 것으로서, 물품에 대한 리스크는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되기 때문에 

수입자가 운임과 보험비용을 부담

- 전문 컨설팅 결과 “지정항(named port of shipment)”을 단수(부산)에서 복수

(부산, 광양, 인천)로 해석하는 것을 바이어와 협상하도록 했고, 이에 양측이 

합의하며 연간 수억원의 내륙운송비를 절감

 코로나19로 인한 선적지연과 비용증가를 인코텀즈 변경으로 경감

● 섬유제품을 10년 이상 생산·수출해온 C社는 운임을 부담하되 선적권한을 

확보해 급변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용을 줄이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변경

- C社는 10년 이상 장기간 FOB 조건으로 수출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한 선적

지연, 지연에 따른 클레임, 운영자금 부담의 삼중고에 직면

- 전문 컨설팅을 통해 C社는 운임을 부담하되 가격조건을 3년간 CIF로 고정하는 

계약변경을 제시했고, 특정 선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바이어가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C社는 내륙운송비 절감, 선적권한 확보에 따른 적기 

선적, 바이어가 선택한 선사보다 저렴한 운임 등의 혜택을 확보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은 수출자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는 

것으로, 수출자는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물품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본선에 적재하면 수입자에게 이전되나 해당 리스크에 대한 보험비용은 

수출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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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의 조건별 수출자/수입자 부담> 

구분 공장 상차
내륙
운송

수출
통관

선적
해상
운송

하역
내륙
운송

수입
통관

DAP

(도착장소

인도)

수출자 수입자

DDP

(관세지급

인도)

수출자

DPU

(도착지

양하인도)

수출자 수입자

FCA

(운송인인도)
수출자 수입자

FOB

(본선인도)
수출자 수입자

자료 : 연구자작성 

 전문가의 도움받아 신중하게 인코텀즈 계약조건 변경할 필요 

● 컨설팅 사례의 계약조건이 모든 화주와 거래조건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인코텀즈에 따른 계약조건 변경을 고려할 경우 국제물류 및 계약 전문가의 

컨설팅·자문을 받아 신중히 추진해야 함

- 계약조건 변경은 바이어를 설득시켜야 하고, 한번 변경하면 단기간 내에 번복 

또는 재변경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야 하고, 해상운임 폭등, 도착항 

체선 등 코로나19로 인한 물류여건과 수에즈운하 사고 등 예측이 어려운 

다양한 변수를 검토해야 하므로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2. 물류전문기업을 아웃소싱(3PL)하라

 물류전문기업의 크로스보더 풀필먼트(cross-border fulfillment)를 통해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고 물류비 절감

● 화장품/용기, 소독제, 마스크 등을 생산하는 D社는 물류공간과 전문성 

부족으로 주문이 늘어날수록 부담이 커지던 중, 전문물류기업의 화장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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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된 풀필먼트(주문처리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며 비용절감 및 상품기획, 

제조,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게 됨

- D社는 외부 보세창고와 자가창고에서 물류작업을 진행해 국내외에 B2B, 

B2C 거래하고 있으나, 보관공간 부족, 크로스보더 풀필먼트 전문성 부재, 

물류 단일계약으로 높은 물류비 지급 등의 어려움에 직면

<3PL 풀필먼트(fullfillment) 서비스와 화장품 풀필먼트 개념도>

• 3PL(Third Party Logistics, 3자 물류) : 물류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전문물류업체에 아웃소싱하는 것. 1PL은 

판매사가 직접 처리, 2PL은 자회사나 계열사가 처리, 3PL은 제3의 전문업체를 통해 처리 

• 풀필먼트(fulfillment) : 2006년 아마존이 FBA(Fulfillment By Amazon)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주문처리 

대행서비스를 개시. 판매자는 아마존 창고에 물품을 입고시키고, 보관중인 물품이 주문되면 아마존이 

가공(스티커, 포장 등), 출고, 배송을 수행함으로써 판매자는 물류에 투입할 비용과 인력을 재배치해 기획, 

생산, 마케팅, 고객서비스에 집중

• 3PL과 풀필먼트는 제3자가 수행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3PL은 소품종/다량 화물의 보관/운송을 처리한

다면, 풀필먼트는 다품종/소량 상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서비스를 의미 하며, 최근 3PL 업체가 

풀필먼트 서비스까지 수행하는 경우 증가

자료 :  2020 수출입물류 현장컨설팅 우수사례, 한국무역협회

- 전문컨설팅 결과, 화장품 가공작업(라벨링, 세트작업), 중소기업이 도입하기 

부담스러운 전문 포장설비(수축필름기, 블리스터 포장6)기), 물류전문기업의 

대행서비스와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우대조건 특송으로 약 20% 물류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진단

6) 플라스틱 시트를 가열성형하여 마는 공간에 물품을 넣고 종이, 판지 등으로 덮어 열로 접착하는 포장방식. 주로 

건전지, 면도기, 칫솔 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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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PL을 통한 물류체계 표준화로 늘어나는 해외판매량에 대응

● 반려동물 용품 제조·판매사인 E社는 국내 온라인 판매 뿐만 아니라 해외 

B2C까지 출고범위가 넓어짐. 3자 물류를 이용하여 사내 물류 IT 시스템을 

도입하고 해외 판매를 위한 포장 및 특송이 가능해질 경우 물류비 절감 및 

매출 확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됨

- E社는 유통 및 판매에만 집중해 해외주문의 경우 수작업으로 DB화하고 

배송비 비중이 커 원가체계가 흔들리는 등 물류체계를 표준화하지 못함

- 사내 개선과제와 3PL 위탁운영 전환시 처리 물량(국내 포함) 20% 확대, 

물류비 15% 절감 가능

 물류전문기업을 현지법인으로 활용해 물류비 절감과 마케팅 촉진

● 우크라이나로 수출하는 F社는 현지법인을 둔 물류전문기업을 활용할 경우 

행정비용을 줄이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수

출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됨

- F社는 현지 정보가 부족한 가운데 수출물량에 관계없이 바이어의 요구조건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 직접 마케팅을 진행할 수 없고, 바이어는 물류비 등의 

문제로 공급부족과 판매부진에 빠지는 악순환 구조에 노출

- 전문컨설팅 결과, 운송조건 변경(FOB→CIF)으로 운송에 대한 권한을 회수

하여 물류전문기업을 이용해 합리적인 수단을 선택하고, 현지 창고를 보유한 

물류전문기업이 리패킹을 통해 물류비를 절감하는 등 약 28%의 물류비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도출

- 물류전문기업은 운송물류 뿐만 아니라 현지 시장정보와 영업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므로, 미국, 유럽, 동북아 외 신흥시장에서는 오랜 경험을 갖추고 현지 

법인을 운용한 경험이 있는 물류전문기업을 활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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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물류를 활용하라

 공동물류를 통해 중소 화주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   

● 중소 수출기업은 자체 물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물량이 적을 경우 포워더/선사와의 운임 협상에서 자사 입장을 

관철시키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경간 B2C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수출 기회는 늘어나고 있으나, 수출물류 인프라 미구축에 따른 비용부담은 

기회를 실현시키지 못하는 제약이 될 수 있어 대응이 필요

● 정부는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인천, 부산에서 순차적으로 시스템화된 

항만형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

 
- 기존 공동물류는 산업단지, 공항/항만 인근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물류센터를 통해 화물적재공간 제공, 하역 등의 기초적인 서비스에 국한되어 

있고, 설비와 운영방식도 다소 노후화

- 해양수산부는 IoT, 로보틱스,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2개소를 조성할 예정으로, 인천항(‘23) 2.8만㎡ 
규모, 부산항(‘24) 10.3만㎡ 규모의 공동물류센터를 추진할 예정7)

 (한국무역협회) 중소화주의 운임공동구매로 물류비 10% 절감 기대  
   

● 한국무역협회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 10% 

경감을 목표로 2020.3월부터 수출입 물류플랫폼 기업인 케이로지와 함께 

운임공동구매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화주기업이 스마트 물류플랫폼 로지스고라8)를 통해 온라인으로 운임공동

구매를 신청할 경우 복수의 화주/물량으로 최적의 운임을 제공하는 선사와 

매칭 

7) 2021년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해양수산부, 2021.1.

8) 로지스고라 운임공동구매(KITA 공동물류사업, 

   https://www.logis-gora.com/K-LOGI/KeyService/publicBusine ssOffer.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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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은 월단위로 진행중이며, 미국(롱비치, 시애틀, 뉴욕, 사바나, 휴스턴), 

동남아(쟈카르타, 호치민, 하이퐁), 중동(제벨 알리)을 기본 대상으로 하고, 

기타 지역도 희망시 매칭 가능

● 또한 한국도심공항터미널(CALT), 운송·물류업체와 함께 2019년부터 공동

물류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9)

- 칼트로지스부산의 부산항 배후단지 물류센터(3개동, 면적 1만㎡)를 활용해 

수출입 화물의 수송, 배송, 보관을 공동관리

- 국제운송을 비롯해 물류센터, 스마트물류 플랫폼 등 분야별 전문업체가 

협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20%의 비용절감 기대

 (코트라) 현지 협력물류회사 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해 전진기지로 활용  
    

● 코트라는 해외무역관이 선정한 현지 물류협력사의 창고를 공동협약을 통해 

책정한 저렴한 요율로 이용하게 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통관, 수입대행, 

보관 등 현지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84개국 127개 지역에서 일정비용(30%) 자부담 조건으로 현지 협력사 창고의 

보관 및 입출고, 포장, 반품, 통관, 수입대행 등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10)

4. 통관수수료율을 네고하라

 통관수수료는 정해진 요율 대신 화주와 관세사(법인)간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

● 수출입시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에 지급하는 통관수수료는 과세가격에 일정

요율을 곱해 산출되나, 동일한 화물이 반복되거나 물량이 많을 경우 협의를 

통해 기본요율을 조정하거나 최소/최대한도를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음

9) 칼트로지스 회원사 우대물류서비스(https://www.caltlogis.co.kr/caltlogis/contents/preference.php)

10) kotra, 해외공동물류센터. 문의는 유망기업팀(02.3460.7445)과 홈페이지

    (https://kotra.or.kr/biz/export/customizedService/foreignProductNetwork/foreignPublicProduct/ 

businessInfo.do)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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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한 품목 통관의 경우 관세사가 투입하는 업무와 시간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동일 품목을 연속으로 수출입 통관하거나, 물량과 금액이 클 

경우 수수료율에 따른 산정방식은 화주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 기본요율 및 최저/최고 한도가 정해져 있던 것이 1999년부터 자율화되어 

화주와 관세사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나, 여전히 과거에 정한 방식에 

따라 관행대로 지불하는 중소화주가 많은 것으로 확인

* (통관수수료) 관세사가 화주로부터 위임받아 통관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 

과거 수수료율은 수출의 경우 감가(FOB)의 0.15%로 최저 12,000원에서 최고 350,000원, 

수입의 경우 감가(CIF)의 0.2%로 최저 27,000원에서 최고 950,000원까지로 정해져 있었

으나, 1999년 수수료 자율화로 적용요율은 없고 통상적으로 과세가격의 0.15~0.2%에서 

화주와 관세사가 협의하여 정함11)

5.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을 활용하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중 하나로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

●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해외진출기업에 긴급금융을 지원하는 

동시에 수출입물류 애로해소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사업을 

전개함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수출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약 2,500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급등한 항공화물 

운임의 30%를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기존에 지원하던 

물류비 지원사업예산을 증액해 항공ㆍ선박 운송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를 지원(412억원→446억원)

- 국토교통부는 해외시장 진출과 전문물류시장 활성화를 위한 효율화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물류효율화 지원 컨설팅을 지원(비용의 50%, 최대 4천만원)

11) 관세청, 수입화물 물류비 표준항목, 20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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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월부터 무역협회 내에 범부처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12)를 가동해 

▲수출입물류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수출입물류 관련 정부 대책 이행 지원, 

▲중소화주 선복물량 모집 및 물류애로 접수, 운임보전 등의 대응사업을 진행중

- 선복량 부족으로 중소화주들이 운송편 확보 애로를 겪는 가운데, 임시노선을 

편성하는 한편 국적선사에 대형컨테이너선을 조기에 추가 투입하고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에 배정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적극 활용

●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항공/해상 운임 지원, 특송물류비 지원, 국내외 운송비, 

하역비, 창고비 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동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야함 

<2021년 지자체·기관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현황> 

지자체/기관명 지원사업명 사업내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표준물류비 7% 한도,

2021.1~소진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항공·해상운임 보전사업 구간별 차등 지원, 2021.4~5

창원시 중소기업 국제특송 해외물류비(EMS) 지원사업 300만원 한도, 2021.3~12. 

홍천군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지원사업(물류비 등) 300만원 한도, 2021.2~12

울산경제진흥원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200만원 한도, 2021.2~12,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중소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500만원 한도, 2021.1~12.

강원도경제진흥원 코로나19 수출피해기업 지원사업 90만워 한도, 2021.2.12.

경북지방우정청 국제특송(EMS)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300만원 한도, 2021.1~12,

전남지방우정청 소량수출 국제특송비 지원사업 300만원 한도, 2021.1~12.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200만원 한도, 2021.2~12

한국광산업진흥회 광융합산업체 해외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300만원 한도, 2021.3.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MS, Fedex, DHL 등 특송비 할인 연중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정보를 통한 연구자 작성(2021.4.18.현재)

12) 수출입물류종합대응센터(02.6000.5754, 홈페이지 http://www.iels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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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시사점

 수출증가세 속 해상운임 부담 당분간 지속될 전망

● ‘21.3월 수출은 전년 대비 16.5% 증가하며 5개월 연속 순증가세를 보였고, 

3월까지 누적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한 1,464.9억 달러를 기록

* ‘20.11월 $4,475만(3.9%), 12월 $5,133만(12.4%), ̀ 21.1월 $4,802만(11.4%), 2월 $4,481만

(9.5%), 3월 $5,378만(16.5%)

● 4월은 계절적으로 비수기이고 선사들이 공급확대에 나서고 있으나 물류적체와 

경기부양책에 따른 수요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해상운임은 지난 해 하반기의 

급등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2월말부터 4주 연속 운임지수가 하락했으나 유럽, 중동, 남미 등 원양항로의 

수요감소가 원인이며, 미주의 경우 서부와 동부항로 모두 고운임 추세가 

지속중인 가운데 수에즈운하 사고로 인해 원양항로 운임은 다시 상승중 

  

● 상반기 중 물류적체가 해소될 경우 신규 선박 투입 확대되며 운임은 서서히 

하락할 수 있으나, 적기에 해소되지 못할 경우 성수기가 시작되며 고운임이 

4/4분기까지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공컨테이너 수급상황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미 서부 주요항구의 

적체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운임 부담으로 선적시기를 늦추던 수요가 

증가하고 미국의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따른 소비 및 주문 증가시 운임은 

다시 상승세로 증가할 수 있음

 코로나19 팬데믹과 일련의 사고들은 드러난 것 이상으로 국제 물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부담은 가중될 전망

●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초기 중국발 물류중단에서 시작해 중국 기반 

글로벌공급망 경색을 거쳐 경기회복에 따른 물량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입항 물류적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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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발생한 수에즈운하 좌초사건도 주요 항만의 병목현상과 체선을 발생

시키고, 팬데믹 이후 더딘 공급망 회복 지연에도 영향을 끼칠 우려

● 대기업과 고부가가치 제품의 경우 항공운송편을 이용하거나 추가운임을 

부담하더라도 선적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저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화주에게 가파른 해상운임 상승과 운항편 부족은 큰 부담으로 작용함  

<팬데믹 발생 후 해상운임 상승 주요원인 및 내용>

구분 내용   코로나19 관련성

1 물둥량의 빠른 회복 

방역용품, 생필품 중심 물동량 증가

바이든 정부, 경기부양

백신접종 증가하며 소비활동 확대

2

선사의 보수적 

선대 운용과 선복량 

공급확대 한계

과거 공격적인 선대운영으로 경기변동시 피해 교훈

스크러버 장착 등으로 유휴선복 

신조 발주 물량 증가속도 제한적

3 주요 항만 적체

美 서안항만(LA항/LB항)

월마트, 아마존 등 서부항만 선호

항만운영인력 중 코로나 감염증가

4 내륙 운송 
미국 지체 풀리지 않은 가운데, 남부 한파로 지연 

심화. 브라질 트럭노조 파업

5 공(空)컨테이너 부족

미국 항만 적체와 내륙운송 지연으로 공컨테이너 

회수속도 지체. 주요 원양항로에서만 유통되며 

동남아, 중동, 대양주 등 타 항로의 부족애로 심화

신규 컨테이너 생산속도 더디고, 메이저 선사 우선

6 운임 상승 

하역정체에 따른 급행료, 항만장치 수수료 등 추가

안정적인 물류스케쥴 확보하려는 화주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장기계약 추진 가능성

자료 : 연구자 작성 

 중소화주들은 수출물류 여건의 개선을 기다리기보다 물류비 절감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

● 해상운임 안정화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팬데믹 이전수

준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상당함

- 컨테이너선 신조 발주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 선복량 부족에 따라 평소 

수준 이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노후선박 대체수요도 상당함을 감안할 때 

급격한 선복량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에 따라 해상운임은 높은 

수준에서 고착화될 수도 있음



IIT,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3

- 또한 향후 운임급락 시나리오는 글로벌 경기의 악화에 수반될 가능성이 커, 

운임안정화를 기다리는 수출전략은 천수답 경영에 가까움

● 단기적으로는 바이어와의 계약조건 변경, 전문물류 기업을 활용한 물류 

아웃소싱, 운임공동구매 등 공동물류 활용, 통관수수료 네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물류비 지원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함 

- 물류분야는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변수로 인해 대기업들도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는 대신 외부에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

소화주들은 전문가·집단의 도움을 적극 활용할 필요

● 장기적으로는 다소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물류 프로세스의 디지털 전환 또는 활용전략을 수립해야 함

- 물류서비스 분야는 가장 활발하게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시도하는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자사 물류의 디지털 전환 

또는 이를 대체할 전문물류기업의 3자물류를 적극 활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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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국내외 물류기업의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동향>

• 1904년 덴마크에서 설립된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운용사이자 물류서비스 기업

• 2016년 IBM과 블록체인 합작사를 설립하며 블록체인 공급망 ‘트레이드렌즈’를 

구축해 전세계 600개 이상 항만과 터미널에서 3천만TEU 이상의 화물을 모니터링

• 육상물류사와 통관중개업체를 인수하고 디지털 포워딩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등 

해운사에서 디지털 기반 토탈 물류회사로 변신 중

• 1907년 미국에서 포장물 배송회사로 시작해 전세계 200개 국가를 대상으로 

자사 항공기와 차량을 이용해 국제특송서비스를 제공

• 1997년부터 사내 벤처캐피털 부문을 설립. 2012년 라스트마일, 드론, 트러킹 

등 기술관련 분야에 23건의 투자하는 등 적극적 신기술 도입

• IoT 기술을 활용해 차량과 창고의 화물정보를 서버로 실시간 전송하고, 배송

경로의 최적화, 대기시간의 최소화를 도모. 일르 통해 매년 이동거리 9천만 

마일 단축, 연료 800만갤런 절약, 기사 대기시간 1억분 단축

• 2013년 설립된 美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온라인 포워딩 스타트업으로 IT와 

물류서비스를 결합해 화주와 대형물류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상의 

“우버(Uber)”, 물류판 “익시피디아닷컴”(숙박, 항공권 중개)로 불림

•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는 2019.2월 플렉스포트의 기업가치를 33억 달러로 보고 

10억 달러를 투자했고, 2020년 매출은 전년대비 80% 이상 증가한 8.6억 달러로 

추정

• IT 솔루션 기업인 삼성SDS는 2012년부터 삼성 관계사의 물류 아웃소싱 사업을 

시작

• 2015년 중소 수출입화주의 B2B 물류 중개 플랫폼인 첼로스퀘어 서비스를 

시작하고, 현재 국제운송, 통관, 내륙운송, 창고운영, 라스트 마일 서비스 등의 

종합물류 서비스, 디지털 플랫폼과 물류프로세스 통합관리 솔루션 등을 제공

• 2015년 설립된 트레드링스는 빅데이터 기반 수출입 물류플랫폼으로 현재 통합

화물관리시스템 ‘짐고(ZIMGO)’, 화물모니터링 시스템 ‘쉽고(ShipGo) 등을 운영

중

• 국내외 포워더들과 화주를 연결시켜주는 중개 서비스, 운임, 일정, 견적 등의 

조회와 화물의 이동경로와 위치를 파악하는 정보서비스를 제공

• 2018년 설립된 물류/유통 스타트업으로, 물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운송스케쥴, 

운임/요금 조회, 실시간 선박/화물조회(Cargo Eye, Cargo On), 해운물류 뉴스 

등을 제공함

자료 : 디지털 대전환의 조건(2018), 기업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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