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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조연들의 위상 제고돼야
항공기의 이륙 전, 착륙 후 대단히 많은 작업이 이뤄진다. 항공사들은 이 작업의 대부분을 외주화 하고 있
다. 공항에서 승객이나 화물을 태우기 전 지상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특수차량과 사람들은 항공사 소속이
아닌 별도의‘지상조업사’직원들이다. 글_엄주현 기자 red@cargonews.co.kr

항공산업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는 다름 아닌 항공기다.

업, 항공기 정비, 기내식 운반 및 탑재서비스, 객실 청소
및 항공기 외부청소, 항공기 유도, VIP 의전 등 일일이 나

또한 항공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꼽으라 하면 역

열하기 버거울 정도다.

시 대부분 항공기(혹은 항공사)를 선택할 것이다. 대상을

국내 항공화물 시장의 성장과 함께 항공화물 지상조업

항공산업에서 항공
‘화물’
산업으로 축소시켜 봐도, 역시

시장규모 역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공기다. 각각의 화물산업에서 운송수

활동하는 주요 지상조업 전문기업 4곳의 매출규모는 2년

단의 가치가 절대적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모

연속 5%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든 산업에서 가치의 우위를 점한 하나의 요소가 해당 산업
전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공항(대표 : 김재건), 아시아나에어포트(대표 : 배오
식), 샤프에비에이션케이(대표 : 백순석), 스위스포트코리

항공화물산업이라는 무대 위에선 항공기,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항공사가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하지

아(대표 : 김종욱)의 지난해 총 매출규모는 7,309억 원으
로 전년보다 6.4% 증가했다.

만 이들이 조명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2선의 주역
들’
이 존재한다.

이 업체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25억 원으로 전년대
비 6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편 같은 기간 순이익은
289억 원으로 2013년 적자에서 흑자전환에 성공하는 등

항공기 운송 빼고 다한다‘지상조업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항공기의 이륙 전, 착륙 후
대단히 많은 작업이 이뤄진
다. 항공사들은 이 작업의 대부분을

주요 지상조업사 2013년~2014년 매출 변동추이
<단위 : 원>

421,743,028,915
438,214,372,606

외주화 하고 있다. 공항에서 승객이나
화물을 태우기 전 지상에서 분주하게

193,304,681,254
208,949,288,256

움직이는 특수차량과 사람들은 대부
분 항공사 소속이 아닌 별도의‘지상

49,122,830,253
56,976,213,602

조업사’직원들이다.
지상조업사가 담당하는 업무는 실
로 다양하다. 수출입화물의 상하역 서
비스, 터미널까지 화물의 운반, 화물
터미널 운영 및 화물의 관리, 급유조
4

22,955,127,813
26,761,465,410
2013년

2014년
※ 출처 : 각 기업 금융감독원 제출 감사보고서.

항공화물 운송의 디자이너‘항공포워더’
해외여행을 계획할 때 항공사에 직접 운항스
케줄을 확인하고 항공권을 구매하지 않듯 화물의 경우
‘여행사’역할은 포워더가 책임지고 있다.
항공포워더는 화주에게서 의뢰받은 화물을 자신의 명의
로 항공사에 운송을 의뢰한다. 이 과정에서 항공사와 화주
의 대리업무, 통관대행, 육상집배, 화물보관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부패성화물 △ 유해 △ 귀중화

포워더는 항공기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운임을 정하고 항공운송장을 발행하는 등 전
체 운송구간에 대해 운송책임을 지는 운송주체다.

물 △ 외교행낭 △ 자동차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국내에서 특수한 생동물을 주로

지난해 국내 포워더들의 항공수출 물동량이 전년대비

취급하는 대표적 업체는 엑스포라

7% 증가했다. IATA가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본지가

인(대표 : 이형대)이다. 이 회사는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항공수출 화물은 69만 3,309t으로 3

동물의 경우 애완견과 고양이 시장

년 연속 전년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편 지난해 국내

에서 시작해 지금은 아쿠아리움,

포워더들의 전체운임 규모는 2013년 2조 8,944억 원 보

말, 동물원 시장을 전반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다 9.2% 증가한 3조 1,594억 원으로 지난 2010년 18.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엑스포라인
의 이 대표는“다른 회사들은 하기 힘든 고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며 이러한 서비스를 가능

까다로운 화물은 우리가 책임진다
항공화물에서 취급하는 특수화물은 이를 취

하게 하는 원천은 절대적으로‘경험’
에서 우러나오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급하는데 있어 해당 화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

앞으론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보딩을 기다릴 때 눈앞의

을 필요로 한다. 당연히 화물의 접수, 보관, 탑재 절차가

여객기 밑에서 쉴틈없이 움직이는 사람과 장비들에도 관

일반 화물에 비해 복잡하다. 항공화물 산업에서 특수화물

심을 기울이길 당부드린다. 그들의 노력이 있기에 우리의

의 형태는 크게 △ 위험품 △ 생동물 △ 중량·대형화물

항공화물 산업이 빛을 발하고 있다.

2014~2013년 국내 포워더 항공수출 실적 분석
순위

업

체

명

2014년
중량(kg)

운임(원)

2013년
중량(kg)

전년

운임(원)

증감(%)

kg당운임(원)

순위 중량(kg) 운임(원) 2014년 2013년

1 범한판토스

43,868,958

229,654,102,047

37,341,551

192,811,826,504

1

17.50

19.10

5,235

2 삼성전자로지텍

32,921,352

152,992,776,770

20,706,846

85,113,277,960

4

59.00

79.80

4,647

4,110

3 고려종합국제운송

29,714,552

139,425,647,048

30,998,449

137,012,775,313

2

-4.10

1.80

4,693

4,420

4 CJ대한통운

24,678,444

86,347,733,400

22,102,430

76,670,006,182

3

11.70

12.60

3,499

3,469

5 DHL글로벌포워딩

16,527,659

84,107,443,618

14,592,865

71,984,570,374

7

13.30

16.80

5,089

4,933

6 쉥커코리아

15,912,243

68,249,024,083

17,525,657

63,124,265,834

5

-9.20

8.10

4,289

3,602
5,740

5,163

7 판알피나코리아

14,588,966

81,135,936,647

14,781,666

84,845,571,638

6

-1.30

-4.40

5,561

8 익스피다이터스코리아

13,638,499

57,959,913,268

13,331,078

50,625,238,183

8

2.30

14.50

4,250

3,798

9 유에스컴로지스틱스

13,256,841

65,490,902,590

9,362,217

46,060,747,460

11

41.60

42.20

4,940

4,920

10,337,269

51,893,908,395

4,356,130

22,209,472,861

27

137.30

133.70

5,020

5,098

10 에이티씨로지스틱스코리아

※ 출처 : IATA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본지가 다시 편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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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WB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미다. 국내 포워더

항공사와 데이터가 연계된다. 요즘은 각국 세관이 사전 적

들의 선하증권 전자화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하목록 신고제 등을 도입하고 있다. 이 역시 이같은 시스

현재 국내에서 e-AWB을 도입한 포워더 중 70% 정도

템을 통해 자연스럽게 연계된다.

가 글로벌 포워더로 나타났다. 순수 국내 포워더들의 무서

정부 차원에선 지난 2013년 10월 국토교통부가 항공물

류화율이 그만큼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IATA

류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이원화돼 있던 통관시스템

와 e-AWB 도입을 협약한 기업은 2013년 판알피나코리

(화물세관신고)과 항공물류시스템(공항시설사용신고)을

아였다. 이어 어질리티를 비롯해 브링스, SDV, 담코, 자

통합했다. 업무시간 단축, 수출입 대기시간 단축 등 항공

스포워딩코리아 등이 협약을 체결했다. 올 들어선 은산해

물류 산업 전반에 연간 940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효과가

운항공과 동서콘솔이 각각 협약을 체결했다.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항공화물 운송서류를 전자

항공사별로는 캐세이퍼시픽-드래곤항공(CXG)이 가장

문서화하는 e-프레이트 사업을 화주-포워더 구간까지 확

높은 e-AWB 도입율을 나타냈다. 이어 에미레이트항공

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간 116억 원의 물류

(EK), 에어프랑스-KLM(AKG). 싱가포르항공(SQ) 순으

비 절감과 물류시간 단축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를 도입할

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은 6위를 차지했다. 포워더별로는

경우 조업준비와 보안화물 체크에 60분 중 10분 정도가

DHL글로벌포워딩이 가장 높았다. 이어 쉥커, 판알피나,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스피다이터스, UPS, SDV 순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전자문서 중계 사업자인 KC-NET은 후발 주자
지만 최근 이 사업에 역주하고 있다. 작년 4월 시스템을

국내 전자문서 사업자 4강 체제

완비하고 최근 적극적인 공략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 회

국내에서 이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항공물류
중계 사업자들을 통해 가능하다. 한국무역정보통신(KT-

사는 관세청이라는 막강한 배경을 바탕으로‘e-프레이
트’
의 막강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NET)을 비롯해 KC-NET과 항공물류 중계 시스템 업체

하지만 이같은 e-프레이트가 국내외 전자문서 중계 사

인 트랙슨코리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하는‘에어시

업자만 배불리는 꼴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전자문

스’등이다. 이들 항공물류 중계 사업자들은 각각의 중계

서 1건을 처리하는 비용이 약 1,000원이다. 이같은 비용은

시스템을 통해 포워더 - 항공사 - 세관을 연결하는 시스

결국 항공물류 업계의 부담이다. 또 이같은 비용이 중계

템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자간 나눠먹기로 시장의 혼탁양상도 빚고 있다. 대의

포워더들은 자체적인 업무 시스템(FMS)에서 자료를 입

가 좋은 만큼, 중계 사업자간 형평성있는 정책으로 항공물

력하면 자동적으로 중계 사업자를 통해 각국 세관은 물론

류 업계의 경쟁력이 동반상승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e-AWB 도입 세계 상위 10대 항공사
2015년 e-AWB 도입 세계 상위 10대 프레이트 포워더
순위

항

공

사

4월 도입율

3월 도입율

1

캐세이퍼시픽-드래곤항공(CXG)

56.3%

60.6%

순위

4월 도입율

3월 도입율

2

에미레이트항공(EK)

34.4%

34.5%

1

DHL글로벌포워딩

33.7%

33.8%

3

에어프랑스-KLM(AKG)

30.6%

33.1%

2

쉥커

34.9%

33.5%

4

싱가포르항공(SQ)

41.8%

41.4%

3

판알피나

38.3%

37.4%

5

IAG카고(IAG)

33.4%

35.6%

4

익스피다이터스

39.2%

38.7%

6

대한항공(KE)

27.6%

26.4%

5

UPS

32.8%

33.1%

7

UPS항공(5X)

42.6%

43.3%

6

SDV

35.1%

35.5%

8

카타르항공(QR)

37.2%

37.4%

7

퀴네앤드나겔

13.2%

13.1%

9

루프트한자항공(LH)

16.9%

18.2%

8

페덱스

77.7%

80.0%

델타항공(DL)

53.2%

53.9%

9

세바로지스틱스

27.5%

27.5%

10

DSV 에어앤시

26.7%

27.8%

10

※ 출처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2015년 4월 기준. 순위는 e-AWB 건수 기준.

포

워

더

Foundation of Korea Logistics Industry Promotion

7

증가율은 27%에 이르고 있다.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항공화물에 실제 반영되기 까지

항공사들의 여객기 대형화 등 공급확대 정책도 화물운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IATA는 설명했다.

임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1분기 기준 대형 화물기의
수송력이 3t 증가할 때 동일 기종 여객기를 통한 화물 수

2분기 美 항공화물 시황“파란불”

송력은 1t 증가했다고 IATA는 밝혔다.

주요 수입 항공화물 시장인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특히 중동지역 항공사들을 중심으로 여객기 공급이 경

은 지난해 4분기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쟁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반적인 화물운임에 타격을 주

하지만 2분기는 다소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최

고 있다. 올해 전세계 항공사들의 대형여객기 인도는 지난

근 기상 악화와 노조의 전면파업에 따른 항만폐쇠 등 경제

해 보다 7.4% 증가할 예정이다.

성장의 악재가 대부분 해결됐다. 이에 따라 항공화물 수요

철도를 통한 교역비중 증가도 항공화물 시장에 영향을

증가에도 지속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미칠 전망이다.‘신 실크로드’
로 불리는 중국-유럽 간 철

미국뿐 아니라 중동지역 항공사들도 상승기류를 타고

도연결로 소형 전자기기와 자동차 부품 등 항공화물에 있

있다. 이 지역 항공사들의 4월 항공화물 수송량은 전년대

어 효자노릇을 하던 품목들이 철도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비 14.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속적인 공급력

최근 하얼빈-함부르크 철도의 운행이 시작했다. 또한 충

확대와 네트워크 확장의 영향이다. 또한 미국지역 항공사

칭, 허베이, 이우, 청두 등지에서도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

들의 견제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를 운행하고 있다.
한편 4월 세계 항공화물 수송량 증
가율은 3.3%를 기록했다.

2015년 1분기 전년대비 유상톤킬로, 유효톤킬로, 적재율 변동
<단위 : %>

앞서 IATA가 예상한 성장률 4.3%

53.2

에는 못 미치지만 전년대비 성장세로

45.4
38.9

2분기를 시작했다. 1분기 항공화물 증

42.8
35.9

30.9

가율이 7.3%에 이르던 아시아·태평
양지역 수송량이 4월에 들어서며

18.5
14.1

4.5%로 주춤했다.
특히 아시아 신흥국의 교역량이
10% 감소하며 성장률 저하의 원인으
로 작용했다. 이에 대해 IATA는 유럽
경기침체로 인한 아시아 제조업종의
유럽 수출 감소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유럽지역 항공사들의 4월 수송량은
0.3% 감소했다. 유로존 경제지표가

4.5

7.0

5.0
-0.3

-0.1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2.2
FTK

유럽

7.0
0.1
남미

-6.8
AFTK

중동

북미

-1.6

FLF

※ 자료 : 유상톤킬로(FTK) - 유상톤수×노선거리로 항공사들의 화물 수요를 나타내는 지표. 유효톤킬로(AFTK) - 공급톤수
×노선거리로 항공사들의 화물 공급을 나타내는 지표. 적재율(FLF) - 항공기의 적재 가능한 화물중량에 대한, 실
제로 수송한 화물 중량의 비율로 FTK/AFTK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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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법령은 강화한다. 현재 안전우려 외국 항공사에
대한 국내 신규취항 제한은 국토부 훈령이다. 하지만 앞으
로 시행규칙으로 상향조정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시킨다.

미가 있다.
미국 아마존도 드론의 본격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지
난해는 서비스를 위한 드론 파일럿을 모집한바 있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안전우려국으

반면 국내 드론 도입과 이용은 갈 길이 멀다. 특히 사업

로 지정된 국가 소속 항공사, 직접 안전우려 항공사로 지

을 시행하는데 규제요인이 너무 많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

정된 항공사에 대해 신규취항을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될

된다.

방침이다.
운항중인 외국적 항공사에 대해서도 개선여부에 따라
운항을 제한하는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한다고 국토부가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항공안전 증진과 국민의 항공교통 이
용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국내 항공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종자 준수사항은 장
치의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국내의 드론과 관련된 규제사항은 △ 일몰 후 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비행 금지 △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

항공기사용 사업자가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사업을
할 경우의 등록요건도 강화한다. 비행 훈련시설, 교육과
정, 비행실기 교관, 수강료 납부방법 등을 갖춰 내실있는
훈련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는 안전과 직결되는 조종사 기량향상 및 조종훈련생
의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다. 경량항공기의 보험가입도 의
무화가 된다.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량항공기 안전성 인
증 신청시 인증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에 보헙가입 서류
를 제출토록 한다.
경비행기 추락사고의 경우 사망사고로 직결 가능성이
높다. 의무사항인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원활한 보상

알리바바가 도심에서의 배송 성공으로 드론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해외의 드론 상
용화와 비교해 올해 국토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에서 드론 관련 규제가 제외
된 점은 아쉬운 부분. 최근에는 미국도 규제완화로 선회하고 있다. 국내서는 높은 규제
장벽으로 재난 현장이나 건설, 방송 등 제한적 분야와 상황에서만 활용되고 있다.

절차가 어려워 서류제출을 의무화한다고 국토부는 밝혔
다.

내인 곳에서의 비행금지 △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에서의 비행금지 △ 150m 이하 고도에서의 비행금지

드론 규제 완화도 필요한 시점

△ 스포츠 경기장 같은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

하지만 이번 국토부의 규제완화가 항공레저스포츠에 한

인 상공에서의 비행 금지되고 있다. 결정적으로 조종자가

정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최근 물류산업에 뜨거운 감자

육안으로 직접 장치를 볼 수 없을 때도 비행을 금지하고

로 떠오르는 소형무인항공기인 드론에 대한 규제완화가

있어 사실상 화물배송을 위한 드론의 이용은 불가능한 상

필요한 시점이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고 해당 산

황이다.

업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업계의 요청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는 이미 드론을 이용한

미국 연방항공청은 드론의 운항제한 고도를 122m로 완화

서비스를 현실화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베이징, 상하이,

하고 비행기 운항 면허 보유자면 드론을 조종할 수 있도록

광저우 등의 대도시에서 드론을 이용한 배송이 이뤄진 바

허용하고 있다.

있다.
이번 배송이 실용성은 떨어지지만 이와 별개로 대도시
에서 드론을 이용한 최초의 상업적 배송이라는 상징적 의

우리나라도 장벽이 되고 있는 규제 철폐와 수요 조사 등
갈 길이 멀다는 점에서 정부당국의 규제완화에 대한 고민
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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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국내 수출입 항공화물의 대

호)는 독자적으로 인천공항에 대형 시설을 운영하기 어려

부분은 인천공항을 거친다.

운 국내 중소규모 포워딩업체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
된다. 물류단지 7만 9,071㎡를 장기 임대해 인천공항의 항

24시간 체제 물류관리 서비스 제공
항공화물의 직접적인 운송을 항공기가 담당한다면 화물
이 항공기에 실리기 위한 사전준비 과정은 공항의 화물터
미널과 배후의 물류단지에서 이뤄진다.

공네트워크를 활용한 화물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
고 있다.
현재 IILC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물류단지 전체 면
적 중 약 20%를 사용하고 있다. 입주한 업체들 중 가장 넓

익히 알고 있는 UPS, DHL, 페덱스 같은 글로벌 특송기

은 면적을 사용하는 셈이다.

업들은 항공기와 트럭 등 직접적인 운송수단은 물론 화물

인천국제물류센터의 설립은 지난 2003년 10월 인천국

터미널과 물류단지까지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다. 고품질

제공항 자유무역지역을 동북아국제거점 지역으로 개발하

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고 발전시키려는 정부와 공항공사의 정책발표에서 출발

하지만 이들의 서비스를 전적으로 이용하기에는 화물이

했다.

지나치게(?) 많은 대기업, 혹은 반대로 화물이 너무 소량

박운호 IILC 대표는“인천국제공항은 국가공항협의회

이라 서비스를 받기에 부담이 있는 화주기업들은 인천공

(ACI)가 매년 실시하는 공항평가에서 9년 연속 고객만족

항 자유무역지역 공항물류단지에 입주한 물류업체들의

도 1위를 유지하며 명실상부한 세계 최우수공항으로 발돋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움했다. 지난 2006년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이 개장한 이

공항물류단지에 입주한 21개 기업을 살펴보면 위에서

래 동북아 물류 및 세계적인 비즈니스의 구심점이 되고 있

언급한 화물이‘너무’많은 기업의 계열사를 제외하면 국

다”라며“그 중심에서 IILC는 수출입 화물주선과 국내외

내 대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국내외 전문물류기업이

운송, 세관통관, 화물보관, 재고관리 3PL 등 일괄지원 서

대부분이다.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다른 개별 물류기업과 성격을 달리하

국내 최고의 44개 복합운송주선업체가 국제무역을 원

고 있는 업체가 있다. 인천국제물류센터(IILC, 대표 : 박운

하는 고객들에게 24시간 체제로 효율적인 국제물류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IILC의 장점에 대해 △ 종합적인 물류서비스

인천국제물류센터 업무로드맵

△ 인천공항 최대규모 물류시설 △ 비용경쟁력을 꼽았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하역, 운송, 보관

보관및 포워딩 시스템
세계최대 항공노선 연계와
국제물류지원, 식물, 식품
등 특수보관화물 안전지원
귀중품 등 특별관리 보관
화물 안전지원

등 기본적인 물류서비스는 물론 제품의 보수, 가공, 생산
등의 업무가 가능하다. 따라서 다양한 업체가 높은 생산성
을 거둘 수 있다고 박 대표는 설명했다.
이어 그는“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고객의 필요에 따

운송시스템
전국어느곳 언제라도
국제항공 스케줄에 맞게
국내운송 연계지원 국제
DOOR TO DOOR 택배운송
해상화물과 연계 항공운송
육상, 철도 연계
항공운송 지원

시간경쟁력
인천물류센터(주)
비용경쟁력

건물관리 및 입주사지원
최적의 근무환경 조성
입주허가 및 임대승인 지원
창고 및 사무실 임대 지원
통신, EDI, 네트워크
유지보수 및 지원

라 기간별 재고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 허브
로서 경쟁력이 있다. 또한 시간 경쟁력 측면에서 특송화물
이나 대형화물 모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큰 시설을
갖춰 공간활용에서도 장점이 있다. 특히 공동물류관리를

세관시스템
연중무휴 24시간 통관지원
(관세청전자통관:UNI-PASS)
원산지 보수작업 확인등
세관관련 업무 현장지원
식물검역, X-RAY검색등
안전지원

통한 지원방식으로 운영돼 역내 동일여건을 가정하면 비
용경쟁력이 유일하게 강하다”
며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고객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최선의 노력
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oundation of Korea Logistics Industry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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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앞으로도 물류직무교육, 경영교육 등 무상 교육

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물류에 대한 체계적인 이

상반기 교육을 수료한 수강생들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

해와 전문지식을 습득한 물류전문인력 양성에 힘쓸 예정

은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의 실용성 면에서 대부분

이다.

높이 평가 했다. 이번에 교육과정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또한 재단은 상반기에 중소기업을 위한 인재양성 활동 “매년 다른 기관이 진행하는 교육과정만 참여해 오다 올
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올해는 물류종사자들의 교육기

해 처음 물류산업진흥재단 교육과정에 참여했다. 강사님

회 확대 차원에서 교육 횟수를 늘렸다. 지방교육 및 윤

들이 이론과 함께 경험에 의한 내용을 많이 설명해 앞으로

리·경영교육을 신설하기도 했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으로 더 다양한 교육과

상반기에 재단은 △ 물류관리자를 위한 리더십 향상과

정을 제공하면 물류중소기업 관계자들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재단의 교육을 통해 기업내 물류가
개선되는 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라며“뿐만 아
니라 강사님이 제공하는 과거 시행사례와 일반적인 사례
를 통해 현장에서의 숙련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앞으로
도 재단이 실시하는 교육에 다른 직원과 적극 참여할 계
획”
이라고 평가했다.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물류산업진흥재단 홈페
이지(www.kli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단은 앞으로도 물류직무교육, 경영교육 등 무상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여, 물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전문지식을 습득한 물류전문인력 양성에 힘쓸 예정이
다. 재단은 상반기에 중소기업을 위한 인재양성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올해는 물
류종사자들의 교육기회 확대 차원에서 교육 횟수를 늘렸다. 또한 지방교육 및 윤리·경
영교육을 신설하기도 했다.

정 △ 효율적인 물류업무 수행을 위한 물류관리 기본과정
△ 물류비용 절감 노하우 △ 수요예측을 통한 적정재고관
리 △ 협업 강화를 위한 공급망관리(SCM)기초 △ 물류센
터 운영과 안전관리 실무 등 6개 과정을 서울, 울산, 광주,
천안에서 각각 실시했다.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대부분 교육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7월 9~10일 협업 강화를 위한 공급망관리기초과
정 교육이 서울 재단 강의실에서 한 차례 더 실시될 예정
이다.
과정의 핵심 내용은 △ 공급망 관리의 기본개념 이해 △
총 수요관리 및 재고관리 이해 △ 학습한 내용의 자사에
대한 적용법 등이다.
이 과정을 통해 공급망관리의 중요성 및 자사의 공급망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직접 공급망상의 구성원이 돼 시뮬레이션 게임 체
험 및 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가 팀
Foundation of Korea Logistics Industry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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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감 나눔마라톤 대회’개최

유럽의 항공수요는 작년 5% 성장한데 반해, 지난 4월엔
0.3%가 줄었다. 북미노선은 수요가 0.1% 증가했고, 공급은
1.6%가 줄었다. 중동은 수요가 14.1% 증가했으며, 공급은
19.5%가 늘어났다. 중남미는 수요가 6.8% 줄었으며, 공급은
7%가 확대됐다. 또 아프리카는 수요와 공급 모두 0.2%와 2.2%
가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선 항공화물과 세계 교역량
<10억 FTK>
18

<세계교역지수>
140

17

현대글로비스가 지난 5월 31일 서울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
에서‘제1회 안전공감 나눔마라톤 대회’
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현대글로비스가 안전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
리고 교통안전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한 캠페인으로
도로교통공단이 후원했다. 대회 참가자와 자원봉사자를 합쳐
5,000여 명이 마라톤 대회장을 찾아 성황리에 대회가 끝났다.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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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는 대회 시작 전 마라톤 참가비의 50%를 교통

항공화물 수요(FTK)

사고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나눔국민운동본부에 기부하

90
2012 2013 2014 2015

세계 상품 교역량

※ 출처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세계교역지수는 2005년을 100으로 산정.

는 행사도 진행했다. 김경배 현대글로비스 대표이사는“안전 최
우선의 경영방침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역할

한편 올해 세계 항공화물 시장은 5.5% 성장세가 예상된다.

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고 말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이날 졸음방

이는 작년의 5.8%보다 다소 주춤한 상승세다. 최근 국제항공운

지용 껌과 공기정화 스프레이 등으로 구성한 졸음운전 방지 키

송협회(IATA)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항공사들

트를 제작해 마라톤 대회를 시작으로 각종 이벤트에서 배포할

의 화물부문 매출은 620억 달러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2011년

계획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이밖에 긴급 구호물품 사전 제작, 재

670억 달러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난재해 예방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물동량으로는 사상 최고치인 5,420만 t에 달할 전망이다. 하
지만 수익률은 작년보다 7% 정도 떨어질 전망이다. 이는 유가

국제선화물“공급이 수요보다
‘2배’
많아”
지난 4월 전 세계 국제선 항공화물 시장은 수요가 전년 대비

하락에도 달러화의 강세로 상대적으로 평가절하가 예상되기 때
문이다.

3.6% 증가한 반면 공급은 6.6%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항공화
물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4월까지 수요는 4.8% 증가한 반면, 공급은 6.3%가

아-태 항공사 작년 수익“0”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공사들의 지난해 순익이 없었던 것으
로 나타났다.

늘어났다. 이에따른 항공사들의 평균 적재율은 48.8%로 나타

최근 아시아태평양항공협회(AAP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났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지난 4월 수요가 4.5% 증가했다.

지난해 회원사들의 수익 합계는 약 5,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

하지만 공급은 7%가 늘어나면서 수요대비 공급이 2배 가까이

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2억 달러의 수익을 기록한 것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아시아발 유럽노선의 수요가 감

과 상반되는 실적이다. AAPA는 지난해 화물 및 여객 수요가

소하면서 신흥 아시아 국가들의 항공수요는 10% 정도 줄어든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내 경쟁 심화와 과잉공급, 유

것으로 분석됐다.

가, 아시아지역 경기 등의 원인으로 지역 항공사들의 실적이 저

18

구 소비자 입장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항공사들의 지난해 매출은 208억 달러로 전년대비

한편 올들어 4월까지 인천공항을 통한 특송화물 통관건수는

2.7% 증가했다. 최근 수년간 항공화물업계의 침체에도 지난해

총 651만 1,00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9.4%가 늘어난 것으로

전세계 항공화물 수송량은 5.3% 증가한 바 있다.

조사됐다. 금액으로는 34억 1,200만 달러로 0.6%가 늘어났다.
최근 인천공항세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건수기준 전체 특송

인천공항 목록통관 전년대비 55% 증가

화물의 56.4%가 목록통관을 통해 통관됐다. 이는 전년동기 대
비 56.1%가 늘어난 것이다. 또 간이통관은 전체의 2.3%, 일반

목록통관 대상품목 확대 전후 목록통관 건수
<단위 : 건>

통관은 41.3%를 각각 차지했다. 목록통관은 작년 49.5%에서
올들어 4월까지는 56.4%로 특송화물에 대한 목록통관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9,328,451

HKG 1위, ICN 2위, DXB 3위“랭크”
4,668,542
3,017,342

2014

2014(1~5)

2015(1~5)
※ 출처 : 인천공항세관.

인천공항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올들어 5월까지 인천공항세관의 목록통관 이용건수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약 165만 건(5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목록통관 대상을 화장지 등 6개 품목

최근 1년 간 세계 상위 30대 공항 항공화물
순위

공

1

홍콩(HKG)

항

물

동

량(t)

4,380,846

증

감(%)
5.8

2

인천(ICN)

2,473,158

2.7

3

두바이(DXB)

2,356,783

-3.9

4

상하이(PVG)

2,340,700

8

5

타이페이(TPE)

2,082,256

6.4

6

나리타(NRT)

2,045,812

4.7

7

프랑크푸르트(FRA)

2,005,495

1

8

파리(CDG)

1,848,655

0.4

9

싱가포르(SIN)

1,845,308

0.1

10

앵커리지(ANC)

1,797,998

7.1

※ 출처 : 세계공항위원회(ACI).
앵커리지(ANC)는 환적화물을 포함한 것임. 2015년 1월 말 기준.

에서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 시행한 효
과로 풀이된다.
인천공항을 통해 가장 많이 수입된 목록통관 품목은 ① 화장
지, 주방용기류 ② 서적, 인쇄물 ③ 의류 ④ 신발류 ⑤ 가구조
명기구류 ⑥ 음악·영화용 CD로 각각 나타났다.

항공화물 처리 기준으로 세계 1위는 홍콩(HKG), 2위 인천공
항(ICN), 3위는 두바이(DXB)로 나타났다.
최근 세계공항위원회(ACI)가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12개 월
동안 항공화물 처리 물동량을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

목록통관이란 특송업체가 구매자 성명, 주소, 품명 등 통관목

났다. 홍콩은 전년동기 대비 5.8%가 증가한 438만 t을 처리했

록만을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별도의 수입신고절차는 생략하는

다. 이어 인천공항은 2.7%가 증가한 247만 t, 두바이는 3.9%가

제도다.

감소한 235만 t을 각각 처리했다. 4위는 상하이(PVG)로 8%가

현재 목록통관으로 수입되는 대표적인 품목은 핸드백을 비롯
한 가방, 모자, 악세사리, 완구·인형, 시계, 소형 가전제품, 스
포츠용품 등이다.

증가한 234만 t, 5위는 타이페이(TPE)로 6.4%가 늘어난 208만
t, 6위는 도쿄(NRT)로 4.7%가 증가한 204만 t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가장 급격한 물동량 상승세를 기록한 공항은 미

목록통관 대상품목 확대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이 수입하는

국 시카고(ORD)로 18.2%가 늘어난 120만 t을 기록했다. 이어

10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 소비재 통관시간이 최장

도하(DOH)와 아부다비(AUH)가 13.2%와 12.3%의 증가세를 각

3일에서 최소 4시간으로 줄고, 관세사 수수료도 면제돼 해외직

각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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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최신항공기 100대 도입 예정

행구간 사용 가능하다. 한편 대한항공으로 운송 가능한‘GPS
트랙커’
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대한항공 화물 홈페이지에서 확
인 가능하다.

에미레이트그룹 27년 연속 흑자달성
에미레이트항공 화물부문이 2014-15회계년도(3월 31일까지)
에 각종 수치에서 항공사들 가운데 두드러진 실적을 기록했다
고 최근 밝혔다.
에미레이트그룹의 이 기간 순이익은 15억 달러로 전년대비
34% 증가했다. 에미레이트그룹은 최근 지속되는 아프리카지역
대한항공이 최신 항공기 100대를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 6월

에볼라 창궐, 경기불안 등 불안정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27년

16일 파리에어쇼 현장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레이 코너

연속 순이익 달성에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이 기간 화물부문 매

(Ray Conner) 보잉사 상용기 부문 최고경영자, 파브리스 브레

출은 34억 달러로 9% 성장했다. 전체 매출에서 화물부문이 차

지에(Fabrice Bregier) 에어버스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

지하는 비중은 15%로 집계됐다.

가운데 양사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
결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보잉사의
B737MAX-8 기종 50대(옵션구매 20대 포함), 에어버스

이 기간 화물 수송량은 240만 t으로 6% 증가했다. 에미레이
트화물부문은 지난해 5월 화물부문 운영거점을 두바이월드센
트럴로 완전 이전했다. 현재 이 항공사는 총 14대의 화물기를
운영 중에 있다.

A321NEO 기종 50대(옵션구매 20대 포함)의 항공기를 들여오
게 된다.
대한항공이 이번 항공기 도입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금액은
122억 3,000만(약 13조원) 달러다.

카타르항공 원월드 탈퇴카드‘만지작’
미국적 항공사들이 중동지역 항공사들의 정부보조금지급과
관련해 기소방침을 천명하는 등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

항공기 교체가 완료되면 기존 동급 항공기들보다 20% 이상

이러한 가운데 알 바커 카타르항공 대표가“항공동맹인 원월

연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좌석당 운항비용도 8% 줄일 수 있

드에 가입하도록 초대한 미국 항공사들이 자사의 영업을 방해

다. A321NEO 차세대 항공기 역시 최신 엔진과 기술이 적용된

한다면 우리는 이 동맹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며 얼라이언스

차세대 친환경 항공기다. 기존 동급 항공기보다 15% 이상 연료

탈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를 절감할 수 있고 탄소배출도 줄어든다. 또한 정비 비용 등을
낮출 수 있다.
한편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간 화물추적이 가능
한 장치에 대한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
최근 실시간 화물위치 추적·운송환경 정보 수집이 가능한
‘GPS 트랙커’
를 부착한 화물운송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한항공
은 이를 준비해 왔다.
이번에 국토부로부터 승인 획득한 기기는 Onasset,
Sendum, Sense Aware 사에서 제작한 4개 GPS 기기
(SENTRY 400, SENTRY 500, PT300D, SENSE AWARE
2000)로 이에 대한 항공수송을 허가 받게 됐다.
해당 기기들은 모든 무선기능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 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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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메리칸항공,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은 중동지역 주
요 항공사인 에미레이트항공, 카타르항공, 에티하드항공을 상대
로 정부의 40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불공정경쟁
에 나서고 있다고 연일 공세에 나서고 있다. 원월드는 15개 항
공사들의 동맹으로 델타, 유나이티드, 에미레이트, 에티하드항
공은 가입돼 있지 않다.
카타르항공측은 아메리칸항공이 승객들의 환승과 관련된 정
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자사의 A350기종의 JFK공항 이용
을 차단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A측은 카타르항공의 이런 주장에 대해 항공사는 다
른 항공사의 공항 접근을 막을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일축
했다.

ANA, 東南亞에 제2 화물허브 개발계획
전일본공수(ANA)가 내년까지 동남아에 제2의 항공화물 허브
를 개발한다.
이 항공사는 현재 오키나와 나하공항을 화물 허브로 활용하
고 있다. 오키나와와 동남아의 허브를 연결해 전반적인 국제선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세안 국가를 중점 검토해 수 년 안에 허브로 개발한다는
계획. ANA는 오키나와 화물 허브를 보완하는 거점으로 동남아
에 서브 허브를 둔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본과 아시아 간
물동량과 아시아 역내 물류수요를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말레이시아항공(MH) 화물부문은 5월 22일부터 인도 방갈로,

ANA는 지난 209년 10월 오키나와 화물허브를 운영하기 시

6월 8일부터 방글라데시 다카노선에 각각 화물기를 투입한다

작했다. 현재 10대의 화물 전용기로 12개 노선을 운항 중이다.

고 밝혔다. 방갈로(BLR)노선은 주1편으로 쿠알라룸푸르에서 금

이 항공사는 올해 화물기를 추가로 1대 도입하고 내년까지 13

요일편(MH6242편)을 운항한다. 이 항공사는 이미 인도 첸나이

대로 확대한다. 기재 확대와 함께 오키나와에서 베트남과 중국

(MAA)노선에 주2편 화물기를 운항하고 있다. 이에따라 첸나이

등에 신규 취항한다는 계획이다.

에서 방갈로간 트럭킹 서비스도 가능하다. 한편 다카노선은 주

이 항공사는 화물부문의 적자상태를 내년까지 흑자로 전환한
다는 방침이다. 작년 회기년도(2015년 3월까지)의 화물부문의
매출은 14.9%가 증가한 1,572억 엔을 기록했다. 오키나와 화물
허브도 현재는 적자지만 내년엔 흑자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2편으로 월, 수요일편(MH6246편)을 운항한다, 투입 기종은 모
두‘A330-200F’
이다.
TNT익스프레스가 6월 1일부터 벨기에 리에지와 몰타(MLA)
노선을 주5편 운항에 들어갔다.
마르세이유를 경유해 운항한다. 투입 기종은‘B737-400F’

세계 주요항공사 화물네트워크 확대박차
루프트한자항공(LH) 화물부문은 주1편 운항하는 브라질

로 몰타에선 당일 배송, 리에지에선 익일배송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VCP) → 세네갈(다카) → 프랑크푸르트(LH8259편)노선을 지난
6월 7일부터 브라질 나탈(NAT)을 추가로 기항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루트는 나탈→ 상파울로 → 다카 → 프랑
크푸르트노선이 된다. 투입 기종은‘MD11F’
로 화물 적재 중량
은 90t이다.
터키항공(TK)이 5월 중순부터 이스탄불과 베트남 하노이노선
에 주2편 화물기를 운항한다.
투입 기종은‘A330F’
로 이스탄불에서 매주 수, 일요일편을
운항한다. 운항구간은 이스탄불, 테헤란(수요일편만), 라호스(일

미국 정부 수출 C-TPAT 도입 연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수출업체에 대한 대테러 방지
무역 파트너십 프로그램(C-TPAT) 도입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미국 정부당국은 5월 17일부터 미국에서 수출 업체에
대해서‘C-TPAT’
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미국 당국은 수출업
체에 대한‘C-TPAT’시행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
았다. 이에따라 향후 구체적인 통지가 없을 경우 수출업체에 대
한 사전수출 신고 등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요일편만), 하노이, 델리, 이스탄불 간이다. 이번 하노이노선 개
설로 이 항공사의 화물노선은 52개 도시로 확대된다.

인천공항, 태국 항공전문인재 양성 개시

카고룩스(CV)는 4월 말부터 중국 정저우(CGO)에서 미국 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5월 7일 태국의 북부방콕대학교와 항공

카고(ORD) 간 주2편 화물기를 운항에 들어갔다. 정저우에서 매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

주 화, 금요일 출발편으로 투입 기종은‘B747-8F’
이다.

혔다.

이 항공사는 올해 안으로 이 노선을 주4편으로 확대 운항할
방침이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인재개발원은 향후 3년
간 매년 150명 내외의 북부방콕대 학생들에게 공항시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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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1분기 글로벌 16大 포워더 매출 4%감소
2015년 1분기 세계 주요 물류기업 매출 증감
<단위 : 100만 달러>

업

체

명

1분기
2015년

2014년

증감

매츨에서 제외된 사업부문

DHL 서플라이 체인/글로벌 포워딩

8,724.50

9,632.20

-9.40% 우편, 전자상거래, 익스프레스

퀴네앤드나겔

4,476.90

4,684.80

-4.40% 자산기반 육상부문

CH 로빈슨 월드와이드

3,300.90

3,142.60

5.00%

2,993.40

0.60% 중고차 옥션부문

및 운영과 서비스, 마케팅 등 공항운영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현대글로비스

3,011.80

특화된 항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인천공항공사 인

UPS SCS(supply chain and freight)

2,193.00

2,164.00

세바로지스틱스

1,776.00

1,865.00

DSV

1,749.70

2,028.50 -13.70% 솔루션 비즈니스

익스피다이터스

1,677.50

1,491.60

판알피나

1,580.70

1,788.50 -11.60%

멘로/콘웨이

1,411.40

1,410.40

0.10%

973.30

1,045.00

-6.90%

어질리티

953.20

1,013.60

-6.00% 사회간접자본 비즈니스

노버트 덴트레상글

823.80

781.10

‘제18회 로지스틱스대상’
에서 공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인

라이더

693.70

709.70

천공항은 공급망관리혁신 등 물류분야 우수성과를 인정받았다.

JB헌트

508.00

485.00

로그인

194.30

207.30

34,048.70

35,442.70

재개발원은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추진하는 차
세대 항공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개
원 이래 22개국 530여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해
왔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한국로지스틱스학회가 주관하는

Uti월드와이드(4월 말이 1분기)

공항 관계자는“인천공항은 우수한 시설과 편리하고 정확한 물

총

계

류 서비스를 바탕으로 국제화물처리 세계 2위의 대형 물류 허

1.30% 미국 국내 및 상업서류부문
-4.80%
12.50%

5.50% 자산기반 운송부문
-2.30% 렌탈 및 급유부문
4.70% 자산기반 내륙운송부문
-6.30% 솔루션 비즈니스
-3.90%
※ 출처 : ARC 어디비조리 그룹.

브공항으로 자리매김했다”
면서,“앞으로도 서비스를 비롯한 대
외무역 제도개선에 앞장서 고객들에게 최고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지난 1분기 세계 16개 글로벌 물류기업들의 매출이 전년대비
4%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ARC 어디비조리 그룹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

FTA원산지증명서실무교육 실시

다. 업체별로는 익스피다이터스가 가장 높은 12.5%의 증가율을

인천공항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이달 21일 수출입통관청사

기록했다. 또 최근 XPO로지스틱스가 인수한 노버트 덴트레상

대강당에서 한-중 FTA 발효 및 시행에 대비해 수출입기업, 인

글도 5.5%, CH 로빈슨 월드와이드도 5%가 각각 증가했다. 이

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통관법인, 관세사 등을 대상으

어 JB헌트는 4.7%, UPS SCS는 1.3%가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받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DSV는 13.7%, 판알피나는 11.6%, DHL 서플라이 체인/글로벌

이날 교육에서는 FTA 원산지증명제도의 개념, 세관발급 원

포워딩은 9.4%, 로그윈은 6.3%, 어질리티는 6%가 각각 감소했

산지증명서의 신청절차, 발급 위반시 과태료·벌칙, 발급오류

다. 한편 우리나라 현대글로비스는 0.6%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

수정통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시기·서식·절차적

됐다.

특징 등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한 후 FTA 제도와 관련한 질의응
답 시간을 가졌다.

페덱스-TNT 1분기 영업실적 감소세

인천공항세관은“이번 교육을 통해 무역종사자 및 관세 주변

페덱스가 2015회계연도 4분기 영업이익 실적이 3억 2,200

종사자들과 업무 협업체계를 갖추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수출

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한

입업체 및 관련 무역종사자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쉽게 이

금액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 감소한 67억 달러를 기록했

해해 국내업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FTA교육을 정기적

다. 이 기간 매출 부진의 원인은 낮은 유류할증운임과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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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내 소화물 물동량은 2% 증가했

되면 러시아발 주요 수출품목 중 수산물이 가장 증가할 화물로

지만 건당 매출은 4% 감소했다.

예상됐다.
1분기에

러시아 정부는 극동항만 공급력 확대를 위한 자본을 국내외

2,110만 달러(1,900만 유로)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민간자본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컨테이너선사와 중국 자본

매출은 16억 2,000만 유로로 1.3% 증가했다. TNT의 손실은 지

유치를 통한 극동지역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러시

난해 UPS의 인수시도 이후 지속되고 있다. 1분기 TNT의 유럽

아 최대 물류기업인 페스코가 700억 루블(15억 달러)의 투자를

내 화물 처리량은 8,393t 으로 전년대비 3% 감소했다.

발표한바 있다. 극동지역의 컨테이너 시설 확장을 위해서이다.

TNT는 페덱스로의 인수합병 소식에도 불구하고

반면 UPS의 1분기 영업이익은 11% 증가해 17억 달러로 집계

이번 투자에는 블라디보스톡 컨테이너터미널의 연간 처리량을

됐다. 매출액은 140억 달러로 전년대비 1.4% 증가했다. 이런 실

기존 48만 TEU에서 81만 5,000TEU로 2020년까지 확대하는

적은 당초 금융권에서 예상한 실적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1분기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외에 하바롭스크의 컨테이너 터미널도

주당 순이익이 1.12달러로 전망치인 1.09달러보다 개선됐다. 매

확장할 계획이다. 아시아-러시아 간 컨테이너 철도 수송도 러

출 관리와 저유가, 국제화물 증가로 개선된 실적을 기록했다는

시아 정부가 주목하고 있다. 극동에 철도역을 건설할 계획이며,

회사의 설명이다. 개선된 실적으로 주당 순이익이 14% 증가했

이를 위해 러시아 철도 독점 사업자인 RZD가 투자를 계획하고

다. 1분기 국내화물 매출은 88억 달러로 3.8%가 증가했다. 물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JSC RZD 로지

동량도 항공이 12%, 육상이 7%의 상승폭을 보였다. 이로 인해

스틱스와 정저우 국제내륙운송 개발·건설이 체결한 전략적 협

영업이익도 10억 달러로 11%가 상승했다. 국제화물 영업이익도

력계약으로 중국 정저우-유럽 간 컨테이너 열차 서비스를 시작

4억 9,800만 달러로 14%의 두 자리 수 성장세로 집계됐다. 매

한바 있다.

출은 30억 달러로 5%가 줄었다. 이는 낮은 유류할증료 때문.
높은 수익 개선에 대해 낮은 유가와 운임관리의 결과라는 회사

DGF, 3번째 中-유럽 철도운송 서비스

의 설명이다. 이 기간 수출화물도 6.7%의 증가해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

러‘컨’물동량 극동 비중 2020년 40%
러시아 전체 컨테이너물동량에서 23%를 차지하고 있는 극
동항만 비중이 오는 2020년 까지 최대 40%로 확대될 것이라
고 러시아 산업통산부가 최근 전망했다. 나머지 60%는 상트페
테르부르크와 기타 북서부해안을 통한 컨테이너 물동량이다.
이런 추세는 제한적인 성장세인 서방과 교역량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와 교역 증가를 러시아 정부
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푸틴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톡을 러

DHL글로벌포워딩이 중국 정저우에서 폴란드를 경유해 함부
르크까지 새로운 철도운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아에서 첫 자유항으로 지정했다. 중국과 공동으로 자루비노

총 운송시간은 17일로 소량화물(LCL)까지 흡수할 수 있어 경

항의 확장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극동지역의 경제활성화를 통

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회사의 설명이다. 7월부터 주

한 교역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2편 정기편 형태로 서비스하게 된다.

올해 러시아발 중국향 해상컨테이너 수출 물동량은 예년 수

이 회사는 현재 중국과 유럽 간 3가지 형태의 철도운송 서비

준인 8만 8,000TEU로 예상됐다. 최대 수출품은 축산식품, 수

스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 정저우발과 수저우발, 청두발로 각각

산물, 목재, 종이 등이다. 중국발 러시아향 수출품은 전년대비

유럽 전 지역까지 서비스가 가능하다.

약 2% 증가한 94만 5,000TEU로 주요 수출품은 섬유류와 의
류, 화학제품, 유리, 비철금속 등이다. 극동항의 인프라가 확충

중국에서 이같은 철도운송 서비스는 해상운송에 비해 트랜짓
타임이 10~21일 정도 짧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Foundation of Korea Logistics Industry Promotion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4(도화동, 도원빌딩 9층) 물류산업진흥재단 TEL : 02-3279-3200 www.klip.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