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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물류는 원자재， 재공품， 완제품 및 관련 정보를 발생지점에서 소비지점까지 효율적이 

고 효과적으로 흐르도록 계획， 실시， 통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경제 발전 및 기업의 경 

챙력 강화는 물류의 합리화를 진제로 한다． 물류합리화는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①상류의 합리화를 가져와 상거래의 대형화를 유발하며， ②물류비 절감에 의한 기업의 

쳬질 개선과 소비자 및 도매 물가의 상승을 억제하고， ③장시배송（定時配送）에 의해 수 

요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④자재와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⑤지역경제발전의 기회를 주게 되어 인구의 지역적 편 

증을 해소할 수 있게 하며， ⑥도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별 기업 

적 관점에서 물류는 소비자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서비스 풍질을 높임으로쩌 매출액 향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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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기여하고， 개빌기업의 마케팅활동의 효율화 및 최종소비자에게 제품 및 서비스를 

배달하는 과정에 물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씨 경챙력 향상 및 차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물류시장은 글로벌 물류비중 증가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동북아 물류시장 

의 급성장， 물류 인프라의 대형화 · 허브화 · 부가가치화， 공급사슬의 아웃소싱에 의한 

제3자물류 및 제4자물류의 발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한 통한적 SCM 구축， 녹색 

물류 대두， 국제 물류표준 강화 및 물류기술 고도화，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애 의한 

물류비 부담 가중 등의 변화에 직먼하게 되었다． 이에 각국은 자국의 물류산업발전을 위 

한 투자와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물류산업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물류정책 실행을 위해 물류전담부서 

를 설치하여 새로운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류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물류관리 쳬계를 

종합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의 완성과 수출주도형 

산업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의 근간을 이루는 물류산업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섬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물류산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지악 물류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 물류산업발전을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ㅍ． 제주지역 물류산업 현황 및 특성 

2.1. 제주지역 물동량 현황 

2.1.1 화물수송 현황 

제주지역 화물수송은 2003년 10,178천톤을 달성하여 처음으로 긔000만톤 시대를 기 

록하였지만 이후 감소추세이던 것이， 2008년을 기점으로 전쳬 화물수송량은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지난 10년간 17.36％증가되었다（〈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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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주지역 물동량 추이 

（단위 ：천 톤） 

년도 
전 쳬 

물동링＝ 증가률 

2003 10,178 9.8 

2004 9,761 4.1 

2005 9,055 7.2 

2006 9,690 6.6 

2007 9,373 3.3 

2008 9,688 3.4 

2009 10,423 7.6 

2010 10,748 3.1 

2011 11,642 8.3 

2012 11,945 2.6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2.1.2. 항만별 물동량 현황 

제주지역 해상물동량은 2012년 현재 제주항이 전체 72.4％의 규모인 8,472천톤을 차 

지하여 가장 많은 분포를 이루며， 다음으로 한림항이 979천톤으로 전쳬 물동량의 &4% 

를 차지하고， 이외에 애월항（682천톤）, 화순항（672천톤）, 서귀포항（498천톤） 순으로 많 

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표 2> 참조）. 제주지역 항만별 물동량은 제주항으로의 편중 

이 심화되고 있어 제주항， 애월항， 화순항을 제외한 대부분이 항만물동량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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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항만발 물동량 현황 

（단위 : 천톤） 

년도별 계 체주항 서귀포항 애월항 한림항 성산포항 화순항 

2003 9,839 5,945 620 800 961 354 1,159 

2004 9,434 5,942 432 765 1,049 375 871 

2005 8,738 6,061 423 579 778 398 499 

2006 9,375 6,453 481 522 837 599 483 

2007 9,085 6,534 325 528 827 352 519 

2008 9,463 6,617 272 620 1,185 287 482 

2009 10,172 6,995 346 595 1,240 459 537 

2010 10,517 기394 446 557 1,015 529 576 

2011 11,390 8,235 563 632 931 392 637 

2012 

（뵈 ㅎ， 

11,700 8,472 498 682 979 397 672 

100.0 72.41 4.26 8.05 8.37 3.39 5.74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항만별 물동량 추이를 살펴보면， 제주항은 2003년 히945천톤에서 2012년 8,472천톤 

으로 10년간 42.5% 증가하였으며， 주요 취급화물은 모래， 유류 및 잡화이다． 한림항은 

주로 시멘트와 감귤 및 야채 등을 처리하는 연안항으로， 2003년 처리한 물동량은 961 

천톤에서 2012년 979천톤으로 지난 10년간 1.87% 증가하였다． 애월항은 2003년 800 

천톤에서 2012년 682천톤으로 지난 10년간 14.75％감소하였다． 

2.1.3. 품목별 물동량 현황 

제주지역 품목별 물동량을 살펴보면， 입항물동량의 경우， 모래（1,244천톤）, 유류（1,209 

천톤）, 시멘트（926천톤）의 순으로 많은 구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 현 

재）, 지난 10년간 유류， 시멘트， 목제， 철재 등은 대부분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제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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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입항물동량은 일부품목에 집중되고 있다． 출항물동량은 감귤·채소가 대부분으로 2003 

난 764천톤에서 2012년 802챤톤으로 4 97％증가하였다（〈표 3> 참조）. 

〈표 3> 품목별 물동량 추이 

（단위 : 천톤） 

년도 합계 

입항 출항 

모래 一
一 시멘트 비료 목재 철재 기타 소계 

감．귤· 
채소 기타 소계 

2003 蛔 軻 = 軻 D 0 ■ 蛔 蛔 0 = 5,264 

2004 9,434 1,918 1,017 832 38 8 2,496 6,309 508 5,113 5,621 

2005 8,738 1,601 978 622 68 8 2,503 5,780 457 5,004 5,461 

2006 9,375 1,876 1,011 489 68 8 2,727 6,179 425 5,498 5,923 

2007 9,085 1,142 1,132 535 57 9 2,790 5,665 477 5,733 6,210 

2008 9,463 962 1,113 548 49 10 3,106 5,788 883 5,898 6,781 

2009 10,172 990 1,177 641 23 7 3,297 6,135 965 6,369 7,334 

2010 10,517 993 1,192 675 26 9 3,436 6,331 908 이714 7,622 

2011 11,390 1,068 1,187 756 38 12 384 3,789 7,234 846 7,099 7,945 

2012 11,700 1,244 1,209 926 99 19 375 3,884 7,756 802 7,026 7,828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역 항만별 입항 화물은 항만별로 다양한 분포를 이루고 있어， 다소 전문화되어 

있다（〈표 6> 참조）* 제주항의 입항 물동량은 모래（1,244천톤）, 유류（768천톤）, 시멘트 

(926천톤） 등의 순으로 많은 분포를 이루고 있으며， 서귀포항의 경우는 모래（122천톤）, 

유류（22천톤） 순으로 많은 입항이 이루어겼다． 애월항은 모래（355천톤）, 시멘트（198천 

톤）, 유류（93천톤） 순으로 입항이 많았으며， 한림항은 시멘트（375천톤）, 비료（39천톤）, 

모래＜11천톤） 등의 순으로 입항이 많았고， 성산포항은 모래（127천톤）가 주류를 이룬다． 

한편， 제주지역 출항화물의 대부분은 감귤·채소가 대부분으로’ 서귀포항（272천톤）, 성 

산포항（200천톤）, 한림항（194천톤）, 제주항（1 34 크톤） 등의 순으로 많은 분포를 이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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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표 4> 항만별 품목별 물동량（2012년） 

구분 전년 
동기대비 합계 

무역항 연안항 

제주항 서귀포항 애월항 한림항 성산포항 화순항 

합계 15.9 11,699,650 8,472,11.1 497,734 681,840 978,748 397,194 672,023 

입항 

모 래 19.2 1,244,460 438,680 122,700 355,200 0 1.27,430 200,450 

一∼ 15.3 1,208,924 768,457 22,572 93,265 11,180 0 313,450 

시멘트 20.3 926,227 250,116 0 198,311 375,577 0 102,223 

비 료 33.5 98,776 45,594 10,297 0 39,405 3,480 0 

목 재 25.2 18,507 18,147 0 0 360 0 0 

철 개 15 375,173 374,853 320 0 0 0 0 

기 타 16.2 3,884,007 3,489,303 2,000 35,064 307,134 456 50,050 

출항 
감귤‘채소 12.4 801,619 134,116 272,443 0 194,600 200,460 0 

기 타 14.8 3,141,957 2,952,845 67,402 0 50,492 65,368 5,85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2. 운송업쳬 현황 

제주지역 운송업쳬 수는 2012년 현재 총 5,853개 업쳬로 전국의 1.7％에 이르며， 물 

류시장 규모가 협소한 상황에서 중소업체의 난립으로 타지역보다 경챙이 격화되고 있다 

(〈표 5> 참조）. 이중 육상 운송업은 히628개 업채로 가장 많으며， 이외에 창고／운송관련 

서비스업쳬（200개）, 수상운송업쳬（24개） 순으로 많은 분포를 이루고 있다． 

한편， 제주지역 운송업쳬의 종사자 수는 1 3f043명으로 전국의 1.2％에 이르며， 매출액 

은 이259억8,400만원으로 전국의 0.7％에 불과하여 영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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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운송업쳬 현황（2011년 현재） 

구분 
기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장비대수 

및 창고（수〕 얘＂백 출만 액원 ` 	 ) 

영업비용 

（백만원） 

부가가치 

（백만원） 

유형차산 

（백만원） 

I' 

총계 

송 

―御 346.079 1,084,531 136,161,780 126,678,743 48,286,186 142,829,593 

제주 5,853 13,043 10,075 925,984 812,543 379,370 331,450 

비중 1.69 1.20 0.68 0.64 0.79 0.23 

육상／파이 

프라안 

운송업 

전국 327,736 917,132 733.440 56,034,425 51,781,241 27,953,995 52,230,179 

제주 5,628 10,623 9,779 464,997 378 .683 217,652 167,001 

ㅅ1 랙
1J

어ㅂ 

전국 472 25,025 2,782 41,557,073 41,850,772 4,314,458 32,451,472 

제주 24 584 58 76,904 68. 534 36,842 58,373 
一 

,r
어ㅂ 

젼국 34 30,400 566 20,351,101 18,661,966 6,337,189 16,863,758 

제주 1 

창고／운송 전국 17,837 111,974 14,314 18,219,180 14,384,764 9,680,545 41,284,184 

관린서비 

스업 제주 200 1,254 230 126,358 121,459 34,784 83,494 

謬

d2, 

자료 : 통계청 

제주지역내 화물자동차운송업쳬는 일반화물과 화물주선업은 492개의 운송업쳬가 영업 

을 하고 있고， 화물 등록 차량대수는 개별， 용달차량까지 합쳐 2천7백여 대에 이르고 있 

다（＜표 6> 참조）. 

육지부 전문물류기업과 비교하면， 사업자본이 영세하고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한정 

된 화물에 운송업쳬가 난립되어 다단계 계약 방식이 성행하는 등 븍잡한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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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졔주지역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현황（2010년 말 기준） 

구분 업쳬수 차량대수 

일반 120 

화물운송주선업 

이사 49 

일반 · 이사 17 

계 186 

일반화물 120 1,205 

개별화물 863 

용달화물 643 

492 2,711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행정정책과 

화물운송업계 외에도 창고보관업계， 해운업계， 하역업계， 물류기기임대업 등 제주지역 

물류산업 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2.3. 제주지역 물류산업 특징 및 문제점 

2.3,1. 이중 물류쳬계 

제주지역은 섬지역의 지리적 특성으로 제주지역 물류쳬계는 ‘육상→공항／항만→공항／ 

항만→육상’이라는 경로를 갖고 있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국내 물류의 경우에 

도 타 지역과는 다른 추가 경로를 거치고 있고， 타 지역보다 물류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 

다．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애출액 대비 물류비는 14.9%(2007년 기준）로， 국내 기업 평균 

9.7%(2005년 기준）예 비해 상대적으로 과다한 물류비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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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운송수단간 불균형 

섬지역의 지리적 특성으로 이원화된 운송쳬계에 따라， 화물수송은 항공과 항만으로 분 

류되며， 제주지역 해상화물과 항공화물의 비중은 2012년 현재 평균 98.0％와 2.0％에 

이르러 항만의존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해상화물에 편중되고 있다． 해상화물은 상온 및 

대량제품， 일반택배가 차지하고 있고， 항공화물은 주로 하우스감귤이나 수산물 등 저온 

및 소량제품이 점유하고 있다（〈표 7> 참조）. 

〈표 7> 제주지역 이출입 물동량 추이 

（단위 : 천톤）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해상 汕：暢 9,4(96竇； 8,738 

(95.5) 

9,375 

（닝 b．γJ 9,0(96볍； 乙：鷺 10,171 

(97.7) 

10,183 

(97.9) 

11,390 

(97.8) 

11,700 

(98.0) 

항공 
339

ㅃ 

棚

(3.4) 

317

(3.5) 刪ㅃ 

288

(3.  1) 

225

(2.3) 

빼

(2.3) 

231 

(2.1) 

252

(2.2) 

5

a 

합계 10,178 9,761 9,056 9,690 9,373 9,584 10,314 10,748 11,642 11,945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3.3. 입출입 물동량의 불균형 

ㅈ．

2 

4ㅗ

니曰 

제주지역의 이출입 물동량을 살펴보면， 2012년 현재 출항 화물은 히943천톤（36.7 1%) 

에 불과한 반면， 입항 화물은 7756천톤（66.29%）에 이르러， 반입·반출물량간 심각한 불 

균형을 낳고 있다（〈표 8>, 〈표 9>, 〈표 10> 참고）. 특히 입출입 물동량의 불균형은 

2003년 이후 다소 감소하던 것이 2003년 이후 증가 추세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입 

출입 물동량의 비대칭으로 복화운송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대부분의 편도운송 시， 공선 

운항에 따른 왕븍요금이 책정됨으로 인해 운송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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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제주지역 해상 반입·반출 물동량 추이 

（단위 ：톤） 

난도 합계 반입④ 반출⑥ ④－(D 

2003 9,838,654 7,430,750 2,407,904 5,022,846 

2004 9,434,193 6,677,283 2,756,910 3,920,373 

2005 8,737,542 6,146,817 2,590,725 3,556,092 

2006 9,434,318 6,553,960 2,880,358 3,673,602 

2007 9,086,234 6,059,325 3,026,909 3,032,416 

2008 9,462,893 6,154,583 3,308,310 2,846,273 

2009 10,183,017 6,580,328 3,602,689 2,977,639 

2010 10,516,860 6,720,628 3,796,232 2,924,396 

2011 11,389,918 7,233,704 4,156,214 3,077,490 

2012 11,699,650 7,756,074 3,943,576 3,812,498 

평균 9,978,327.90 6,731,345.20 3,246,982.70 3,484,362.50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표 9> 제주 입항 화물 현황（2012년） 

（단위 ; 톤） 

구분 모래 
一
一 비료 시멘트 목재 철재 기타잡화 소계 

물동량 1,244,460 1,208,924 98,776 926,227 18,507 375,173 3,884,007 7,756,074 

점유율 16.04 15.59 01.27 11.94 0.24 4.84 50.08 100.0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표 10> 제주지 역 출항 화물 현황（201.2년） 	
（단위 톤） 

구분 감귤 . 채소 기타잡화 계 

물동량 801,619 3,141,957 3,943,576 

점유율 20.33 79.67 100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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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계절별 불균형 

제주지역 출항 화물은 감귤채소의 비중（20.33%）이 높음에 따라， 감귤 . 채소가 출하 

시기인 동절기（11월∼3월）에 출항 물동량의 70-80％가 집중되고 있다（＜표 11> 참조）. 

분기별 물동량을 보면， 겨울철에 감귤， 양배추， 양파， 무 등이 집중되어 1분기와 4분기에 

물동량이 집중되고 있고， 여름철인 2분기의 비중은 20％내외， 3분기는 성수기의 50％수 

준에 불과하여 계절적 편차가 심한 편이다． 7월의 경우 약419천톤 규모가 입항 물동량 

이 출항물동량보다 많아 계절적 불균형이 가장 심하ㅁt 1월의 경우， 244천톤 규모가 입 

항 물동량이 출항물동량보다 많아 다소 계절적 불균형이 완화되고 있다． 장기페리선에 

의한 물동량은 여름에 집중되고 있으며 화물선에 의한 처리량은 겨울에 집중되고 있어 

정기화물선의 취항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표 11> 월별 해운화물수송 현황（2012년 기준） 

（단위 : 톤） 

구분 합계 입항④ 출항⑥ ④（D 

1월 1,130,270 687,590 442,680 244,910 

2월 901,442 567,486 333,956 233,530 

3월 985,531 618,947 366,584 252,363 

4월 942,199 595,539 346,660 248,879 

5월 966,977 659,012 307,965 351,047 

6월 874,538 617,250 257,288 359,962 

7월 912,899 666,207 246,692 419,515 

8월 913,971 603,015 310,956 292,059 

9월 865,253 609,795 255,458 354,337 

10월 1,048,149 696,716 351,433 345,283 

11월 1,006,919 663,118 343,801 319,317 

12월 1,151,502 771,399 380,103 391,296 

전쳬 974,971 646,340 328,631 317,708 

평균 11,699,650 7,756,074 3,943,576 3,812,498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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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지역별 펀중 심화 

제주특별자치도 진체 항만물동량 11,699천톤중 제주항이 전쳬 항만물동량의 약 

72.14％인 8,471천톤을 점유하여， 지역적 펀중 및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표 4> 참 

조）. 화물운송비중이 성장세에 있는 카페리 노선의 경우， 제주 ＜→ 부산， 제주 〈今 목포， 

제주 H 인천， 제주 H 녹동， 제주 H 완도 등으로 제주항에 편중되어 있으며， 성산포 → 

통영， 서귀포 → 부산， 화순 H 군산 노선은 여객 및 화물감소로 폐쇄된 상태이다＇ 

2.3.6. 운송품목간 불균형 심화 및 다빈도 운송 품목 

제주지역 입항 화물은 2012년 현재， 전쳬 궈756천톤 중， 모래（16.04%), 유류 

(15.59%), 시멘트（11. 94%) 등이 주요화물을 이루고 있으며（〈표 9> 참조）, 제주 출항화 

물은 히943천톤 중 감귤과 채소류（20.33%）가 주를 이루고 있고， 나머지 삼다수를 비롯 

한 공산품 등 잡화（79.67%）가 차지하여， 1차 산품에 펀중되는 구조이다〈표 10> 참조）뱁 

이와 같이 1차산품 중심의 화물구조로 물동량 증가에 한계가 있으며， 제주지역 입출입 

화물의 품목간 비대칭으로 물류표준화 및 물류합리화를 어렵게 하여 물류비 과다의 원 

인이 되고 있다． 

2,3.7. 물류업체의 영세성， 운송사간 운송비 편차， 공급과잉 

제주지역 물류업쳬는 소규모의 영세성으로 물류생산성과 효율성이 낮으며， 경챙력이 

열악하여， 물류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 지입제 및 다단계 주선으로 운송쳬계가 미흡하 

며， 물류업쳬의 영세성으로 투자환경이 열악하고， 정보화 및 표준화가 미약하며，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물류전문기업이 부재로 경챙력이 열악하다．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연 

간 압체별 취급 물동량의 경우， 조사업체 122개 업쳬 중， 51.7％가 1천 톤이 안 되는 

등 물뒤구모가 영세하다． 대부분의 압체들이 내부에사 개발된 물류비 전용프로그램을 

이용（36.1%）하거나， 엑셀 등을 이용하여 간이산출（34.4%）하고 있으며， 13.9％는 전혀 

물류비 산정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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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다단계 구조 발생 

전문물류기업의 부재하고， 소규모 물류업쳬의 난립으로 물류서비스의 다단계구조， 운 

송료 비표준화， 복화 정보 교류 부재 등이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으며， 다수의 소형화주 

및 복잡한 운송시장 구조로 물류서비스의 다단계 구조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내 

화물자동차가 과잉 공급되어 있으며， 물류정보망 활용이 미흡하고， 업체간 협력적 네트 

워크 구축에 한계가 있다． 

2.3.9. 비표준화 

물류합리화 실현에 중요한 요인인 컨테이너의 경우， 운송사（선사） 중심의 개별 제작함 

으로써 6피트（feet), 8피트， 10피트， 11피트 등 다양한 규격으로 생산되고 있다． 또한 업 

계 및 품목에 따라 관행적으로 상이한 규격을 사용하고 있어 물류표준화가 어렵다． 예를 

들면， 감귤은 8피트 컨테이너를 전용하고 있으며， 당근은 7피트나 8피트， 감자는 6피트， 

8피트 컨테이너를 선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업체별 활용 컨테이너 종류가 상이함에 따 

라， 호환이 어려워， 수출시 타항만 재적입이 요구되며， 표준화된 하역장비 적용이 불가하 

여， 추가적인 물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관 수송용 팔레트 및 표준화된 화물차 

운송이 제한되어， Dead space발생으로 인한 운송효율성 저하에 의한 물류비용이 증가 

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2.3.10. 물류인프라 및 정보화 열악 

물동량규모에 비해 물류운송 및 보관시설이 상대적으로 공급이 과다하고， 화물운송업 

계 외에도 창고보관업계， 해운업계， 하역업계， 물류기기임대업 등 제주지역 물류산업 환 

경이 열악한 편이다， 

2.3.11. 개별 화주 중심의 비효율적 물류쳬계와 복잡한 운송사업 구조 

제주지역 대부분의 물류관련 업체들은 개별 차량 단위 물동량으로 내륙운송을 실시함 

으로써 비효율적인 고비용 구조이며， 군소업쳬의 난립에 의한 경챙력 저하 및 경챙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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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단계의 복잡한 운송체게를 보이고 있다． 

2.3.12. 물류관련 정보 및 인식의 부족 

도매 물류기업의 물류 및 화물운송시장 정보 교류 미흡으로 화주， 물류업체간 운임 및 

복화 정보 교류가 부재하며， 물류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미흡하고， 물류인력 부재 

및 물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正． 제주지역 물류산업 발전전략 

3.1. 여건분석 

3.1.1. 강점 

중소기업중심의 물류산업구성으로 환경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 

제주지역 물류업쳬는 d너予모 특성으로 외부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음은 물론 변화 및 혁신가능성이 높다． 

물류성과 측정 용이 

제주지역 물류압체는 소규모의 한정된 수로 전쳬 물류성과 측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 

여 물류합리화를 위한 변화가 용이하다． 

개인의 창의력 발휘 가능성 

제주지역 물류업쳬는 소규모의 개인기업 위주로 개인의 창의력 발휘에 의한 성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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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높고 의사결정이 신속하며 책임감이 강한 특성을 보인다． 

섬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의한 해상물류발전 가능성 

제주지역은 섬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해상운송수단이 발달되어 있으며， 국내외 해상물 

류의 발전가능성이 높다． 

소규모 1차산업 품목의 집중으로 일괄물류쳬계， 공동물류 가능성 

제주지역의 화물은 螺너구모의 1차 산업 품목에 집중되어 일괄물류쳬계 및 공동물류 가 

능셩이 높다． 

3.1.2. 약점 

소규모 1차 산업 품목 집중에 의한 물류표준화， 정보화， 대량화의 한계 

제주지역 화물의 1차 산업 품목에 집중되어 표준화가 어렵고 정보화쳬계가 미흡하여 

물류DB구축이 어려움을 낳고 있다． 

물류 전문성 취약 및 경영 능력 부족 

소규모의 비전문화된 개인기업 위주의 물류업쳬 중심의 물류산업구조로 경영 능력 한 

계에 의한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부족하마， 표적시장 설정 한계， 시장정보수집능력 저하， 

마케팅전략 부재 등으로 시장 개척， 고객만족경영실시， 매출액 성장 등에 한계가 있다． 

제조업 기반 취약으로 물동량 한계 

섬지역의 지리적 특성， 騙工성장 둔화， 1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의 문제로 물동량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 산업구조가 1차산업에 집중되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이로 인해 조달 및 공급 물류 성장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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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으로 이중물류쳬계에 의한 물류비 부담가중 

섬지역의 지리적 특성으로 제주지역 물류체계는 ‘육상→공항／항만→공항／항만→육상’이 

라는 경로의 이중구조 쳬계예 의한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며， 외부 물류환경 변화에 의한 

영향이 크다． 

전문인력． 자금력， 물류인프라 등 물류자산 부재 

물류기업의 」너구모， 영세성으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고， 물류업쳬의 영세성에 의한 

자본구조가 열악하여 물류투자에 한계가 있으며， 이는 물류자산의 부재로 이어지고 있 

다． 

조칙력 및 대외 교섭력 약화 

물류업쳬의 영세성으로 인한조직력이 약하고 물류업쳬간 협력적 네트워크 부재로 교 

섭력이 약하다． 

. 3,1,3. 기회 

물류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및 고도화 

소규모의 물류업체 위주로 틈새시장을 겨냥할 경우， 다양화된 소비자 욕구에 맞춤형 

물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챙력을 강화할 수 있다． 

정부 및 지방정부의 물류산업 육성의지 

정부 및 지방정부의 물류산업 육성의자가 강함에 따라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쳬계가 

강화되고 있으며， 물류관련 제도 및 법률 정비되고 있다． 

(3) 쟌자상거래 증가에 의한 소규모화물 증가 및 택배산업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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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탈로그쇼핑 CATV홈쇼핑， 인터넷쇼핑 증가에 의한 택배업 및 소규모화물 증 

가에 따라 물류표준화 및 물류합리화의 한계가 있으나， 이는 」너구모의 제주지역 물류업 

체에 기회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지유도시 추진에 의한 관광객 및 제조업 증대 

국제지유도시 추진에 의한 입도관광객의 년간 긔000만 명에 이름에 따라， 제주지역의 

교통인프라가 확대되고 있다． 도외로부터의 제조업 유입 및 창업이 증가됨에 따라 공산 

품 증가에 의한 물동량 구성이 다양화 가능성이 높다． 

녹색물류시대에 도래 

녹색물류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자연유산등재， 세게지질공원등 

재， 생물종다양성 보존지구지정 등으로 청정이미지 구축과 녹색물류선점 가능성이 높다． 

3.1.4. 위협 

물동량 성장 둔화 및 업계간 경챙 격화 

전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 및 장기간 경기침체로 물동량 성장이 둔화됨은 물론， 글로 

벌 물류전문기업의 국내진출 확대로 업계간 강챙 격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 

글로벌 물류 시장의 대형화， 표준화， 허브화， 정보화의 위협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점됨에 따라 글로벌 물류전문기업의 대형화， 표준화， 허브화， 

정보화를 모토로 물류역량을 강화하여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수송비 증가로 물류비 증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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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의식 변화 및 인건비 상승 

근로생활의 질 추구 및 근로의식 변화에 의한 물류전담인력 확보의 어려움 및 인건비 

상승과 노동생산성 저하로 물류생산성이 격하되고 있다． 

〈표 12> 제주지역 물류 산업 여건 분석 

강 점 약 점 

① 환경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 

② 물류성과 측정 용이 

③ 개인의 창의력 발휘 

④ 해상물류발전 가능성 

① 물류표준화， 정보화， 대량화의 한계 

② 물류 전문성 취약 및 경영 능력 부족 

③ 제조업 기반 취약으로 물동량 한계 

④ 도서지역으로 물류비 부담 가중 

⑤ 물류자산 부재 

⑥ 조직력 및 대회 교섭력 약화 
(D 일괄물류쳬계， 공동물류 가능성 

기 	회 위 	협 

① 물류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및 고도화 ① 물등량 성장 둔화 및 업계간 경챙 격화 

② 글로벌 물류시장의 대형화， 표준화， 허브화， 

정보화 위협 

③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 

④ 근로의식 변화 및 인건비 상승 

② 정부 및 지방정부의 물류산업 육성의지 

③ 」긔구모화물 증가 및 택배산업 성장 

④ 국제지유도시 추진에 의한 관광객 및 제조 

업 증대 

⑤ 녹색물류시대에 도래 

3.2. 전략추진과제 

(1) 물동량 증가 

제주지역 강제규모과 비교하여 물동량이 부족하여 물류비 절감에 한계가 있고， 물류인 

프라 및 제도적 뒷받침이 취약하다． 제주지역 물류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전체 물동량 증 

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일정규모의 물동량 증가에 의한 규모의 경제실현으로 현재 과다 

한 물류비의 절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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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 해소 

입·출입간 · 계절별 · 품목별 수송수단별 불균형 등의 문제가 해소되어 물동량의 균 

형화를 실현함으로씨 유휴설비 및 시살을 최소화하고， 물동량의 알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물류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물류정책수립에 효율화되어야 한다． 

물류표준화 및 합리화 

운송， 보콴， 하역， 포장 등 물동량 취급단위의 파렛트 규격 단일화， 시설·장비의 규격화 

로 일관 수송쳬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보기술의 활용 극대화 

물류활동에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여 물류의 제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물류정보네트워크화，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물류정보서비스 제공능력 강화， 정 

보시스템 활용능력 강화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물류 프로세스 혁신 

물류는 다양한 지식， 기술， 사람에 의해 수행되여， 물류프로세스가 효과적으로 수행되 

기 위해 관련 주쳬간 효율적 업무수행과 이들간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조정이 요 

구된다． 

해상물류거점 기반 확보 

항만산업은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발전 및 활성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세계 각국은 ［葯子모 항만건설 및 항만물류육성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항의 해 

상물류거점 기반확보를 위해서는 단기·중기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타지역보다 높은 

해상운임과 적기선적의 어려움에 따른 비용과 시간 손실， 운임， 선적정보의 신속한 제공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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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의 해상운임이 높은 이유는 」너구모 물동량에 의한 물동량 집하의 어려움이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사， 화주， 포워더 등을 상대로 정기적인 포트세일을 통해 제주항 

인센티브 제공과 각종 항만 펀의 이용방안을 홍보하여 항만물동량 확보에 주력해야 한 

다． 해상물류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주항의 대중국， 대일본， 대러시아와의 지정학 

적 이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 

(7) 차별화된 물류산업 육성 

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물류기반여건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기반조성 

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제주지역은 섬지역으로 내륙교통 연결망 확충이 필요하다． 특 

히 이를 위해 현재 일부지역 항공로선의 확충과 해상로선 확충을 통한 다변화된 연결망 

구축이 요구된다． 물류선도지역인 육지부와 차별화를 위해서 물류정책의 기본을 이용객 

에게 펀의성 제공과 효율화의 극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이를 홍보하고， 청정지역임 

을 감안하여 녹색물류실현이 가능성을 충분히 현실화할 수 있게 한다． 

3.3. 제주지역 물류산업발전전략 

3,3.1. 물류클러스터 구축 

지리적으로 불리한 위치 및 높은 물류비 등의 물류 한계를 극븍하기 위해서는 경잼지 

역과의 차별화된 수준의 물류서비스 제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제주지역이 동북아시 

아 물류중심지로서 경챙력을 가지려먼 물류관련 전후방 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유관 

기관 등 물류시설을 일정 공간 속에 집적시켜 구성원간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작용을 

통해 물류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고차원의 통합적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물류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하다． 

(1) 부가가치 물류 활성화 

고객 서비스 향상을 통해 경챙우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물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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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물류역량 강화 및 신뢰성 있는 물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물류서비스 품질 향상 및 선사／조선업 유치 

고객 만족 극대화를 위한 차별화된 물류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제주지역의 해상물 

류서비스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주지역내 선사 및 조선업 유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자유도시 추진 및 글로벌화에 의한 물동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해상운송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제주항기점의 邵구모선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규모 자본 

의 소요와 경영적 문제를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민간의 합작으로 선박회사 건립을 

고려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대용량‘초고속 선박 및 차세대선박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이 확보되어야 하며， 조선산업발전과 연계가 되어야 한다． 

물류시설 집적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물류의 대량화， 거래량 표준화， 물류서비스 수준 향상， 안정된 물류서비스 공급을 위해 

물류시설 집적화를 유도하고， 물류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어야 

한다． 물류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물류단지 및 집 · 배송단지에 물동량을 집결시키고， 다 

른 물류단지 및 집·배송젠터까지 원활하게 수송되도록 해야 한다． 도내 물류수송의 집하 

를 원활히 하여 중소기업 및 Ag :l농가들에게 물류비 절감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물류시 

설의 확충에 따른 수송망 구축이 이루어쳐야 할 것이다． 

恪） 전문물류기업 육성 및 글로벌 물류기업의 지역내 유치 

물류시설은 대규모 자본적 지출이 요구되는 고정자산의 성격을 띠어 이의 간설을 위 

해서는 초기 輞予모 자본과 장기간의 대규모 유지비용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의 효율적 운영은 물류산업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 물류시설은 민간기업 자율형 시 

설이고 효율적 운영이 요구됨으로， 만간기업에 맞는 시설과 설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유치가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물류기업 육성 및 글 

로벌 물류기업의 지역내 유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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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물류화 

소규모의 다양한 물류업쳬의 투자 한계를 극복하고 물류합리화를 위해 물류활동에 필 

요한 노동력， 수송수단， 보콴시설， 정보시스템이나 물류 인프라를 복수의 파트너와 함께 

공유하여 물류활동의 시너지화 및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 

종별， 상품별， 지역별 등 상황을 고려하여 중소기업공동물류센터， 유통업공동물류센터， 

공동수배송센터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물류산업지원센터 설립 

전문화된 물류지원서비스를 위해 물류전담인력 보유 및 물류산업지원센터살립을 고려 

할 수 있다．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분야의 연구， 계획 수립， 조사 기능， 관련 교육 

등의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물류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센터로 하여금 제조기업과 물류기업간의 연계강화를 지원하고 특히 센터 부살로 

공동물류 Call Center를 두어， 물류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를 창출， 확산시킴 

으로쩌 타지역 수배송시 생길 수 있는 공차율을 최소화한다． 

3.3.2. 해상／내륙물류거점기반 조성 

해상 및 내륙물류거점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내륙물류거점기반이 조성되먼 물류창 

고가 없는 제주지역의 영세 중소업쳬들의 물류보관비를 절약할 수 있고， 물류회사들의 

투자 유치， 소규모 중소업쳬 등의 LCL화물을 집하할 수 있다． 이애 따라 물동량의 안정 

적 수급이 가능하여 제주항에 정기항로 개설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제주항 z꼐이너 전 

용부두와 연계하여 제주지역 화물유입이 용이하게 되어 제주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1) 내륙 물류기반 시설 확충 

제주지역은 중국의 항만물동량을 집하하는데 용이하나， 섬지역의 특수성으로 수도권 

물동량과 내륙 물동량을 집하·분산하는데 불리한 지리적 위치에 있다． 특히 해상물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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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내륙물류로 연결되는 내륙물류거점지가 없어，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에서 

발생되는 물동량을 제주항으로 집적되지 못하고 있거나， 반대로 이들지역으로의 물동량 

공급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에서 집하， 분산기능을 갖추어 

항만물류와 내륙의 육상물류가 연계될 수 있는 내륙지역의 물류거점지역 마련이 필요하 

다． 내륙지역의 물류거점지역은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권역을 구분하여， 

지역별 수요량에 따라 상황별로 특성활 수 있도록 한다． 

(2) 물류업쳬 지원방안 마련 

도내 화물주선 운송업쳬 등 물류업체 등은 영All 구모로， 대형화， 공동화， 전산화， 정보 

화， 표준화 등의 최근 추세와는 현실적으로 가리감이 있다． 따라서 도내 화물주선업， 운 

송업쳬의 지원 방안 및 활성화 방안을 행정적으로 마련하여， 물류업에 종사하는 도내업 

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① 각종 안센티브 부여를 통한 물류업쳬 지원 : 도내 물류관련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 

한 운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 자금， 세제， 정보 지원 등을 통해 물류업쳬의 경챙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한다， 

② 물류코ㅅ트 상승 억제 : 물류비절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로연계방안을 수립하여 

기업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다빈도 소량배송의 물류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적 지원책이 수립 : 최근 인터넷쇼핑 

의 활성화에 따라 홈쇼핑 형태의 구매 패턴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물류서비 

스의 재구축이 필요하고， 물류서비스의 고도화， 물류서비스의 차별화， 물류서비스 코스트 

부담의 적정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물류사업을 육성시키고 경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들 업쳬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7戶L해야 할 것이다． 

④ 지가상승에 따른 물류거점 재정리와 물류환경변화의 대응방안을 강구 : 일반적으로 

대도시에 물동량이 많이 밀집해 있고 물류거점지역이 소비지 인근인 대도시에 형성되어 

야만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다． 그런데 물류거점지역의 대도시 입점은 지가상승 

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제주지역에서 도시내， 지역내 잡배송와 효율화를 

위하여 공동집·배송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⑤ 인력 부족과 시간단축에 다른 물류환경변화의 대응 방안 모색 : 제주지역에는 물류 

인력이 그다지 풍부하지 못하다． 특히 노동조건의 변화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이 촉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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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추세에， 도내에는 물류인력이 전무한 상태이다． 도의 정책적 차원에서 물류인력 

확충방안을 수립하여 물류인력수요에 적합한 전문화한 물류인력을 제공하는 방안이 수 

립되어야 한다． 

(3) 해상운송망 확대 

현재 일부 노선에 국한하여 운영되고 있는 해운노선을 확대하여 연육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품이 자유로이 이동될 수 있도록 한다． 

3.3.3. 화물운송체계 개선 

」너予모 영세기업간 과당경챙 해소， 물동량의 계절적.지역적·품목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화물운송쳬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화물운송쳬계 분산 

제주항에 집중된 물동량을 분산함으로쩌 편중화에 의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물 

류시설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토록 한다． 

물류정보망 구축 

물류 DIB 구축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제주항은 중국과의 인접성 측면에서 대 중국· 

대일본．대러시아를 잇는 물류· 유통 관련 메카로 부상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와 관 

련하여 수출입 정보， 물류정보， 유통정보 및 거래청보 등을 총망라한 표준화된 물류 DIB 

를 구축하여 교역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DIB구축의 효과가 가시화될 때， 

제주지역의 중·장기 물류비전 전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국제 

물류허브화에 따른 막대한 효과를 향유할 수 있다． 

물류업계 구조 혁신 

경챙력이 결여된 소규모 물류관린기업들의 M&A의 유도를 통해 적정 규모화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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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규모의 경제로 인한 전문화의 이점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택배산업 활성화 

제주지역의 :11너予모의 다빈도 물류특성에 부합하는 운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택배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적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공항 확충 

2015년의 여객 규모는 국내선 16,862천명， 국제선 긔293 천명 이용이 예상되고 있으 

며， 화물수송 규모는 국내산 522,719톤 국제산 27,151톤이 예상으로， 운항회수가 국내 

선 119,482회， 국제선 10,722회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대비하여 제주공 

항이 제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24시간 이용가능한 국제공항쳬제 구축이 요구되며， 일부 

노선에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는 노선을 확대함으로써 연육간 상품의 이동을 자유롭게 

한다． 

W. 결 론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물류산업 경챙력 강화를 위한 물류산업 발전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물류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건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 물류산업발전을 위한 전략을 도출 

하였다． 제주지역의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일棚구모의 물동량 증가에 의한 규모의 경제실현으로， 현재 과다한 물류비의 절 

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계절별·품목별수송수단간 불균형 등의 문제가 해소되어， 물동량의 균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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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운송， 보콴， 하역， 포장 등 물동량 취급단위의 파롓트 규격 단일화， 시설4장비의 

규격화로， 일관 수송쳬계가 가능하도록 물류표준화 및 합리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넷째， 물류활동에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여 물류의 제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물류정보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다섯째， 물류프로세스가 효과적으로 수행돠기 위해 관련 주쳬간 효율적 업무수행과 이 

들간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조정으로 물류프로세스가 혁신되어야 한다． 

여섯째， 제주항의 대중국， 대일본， 대러시아와의 지정학적 이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해상 

물류거점 기반이 확보되어야 한다． 

일곱째， 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물류기반여건이 확보되어야 하며， 섬지역의 지 

리적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육지부와 차별화된 물류산업이 육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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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개요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물류산업 경챙력 강화를 위한 물류산업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물류 특징과 문제점 

을 파악하고， 여건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 물류산업발전 

을 위한 전략을 도출하였다． 제주지역의 물류산업은 ① 이중 물류체계， ② 운송수 

단간 불균형， ③ 입출입 물동량간 불균형， ④ 계절적 불균형， ⑤ 지역별 편중 심 

화， ⑥ 운송품목간 불균형 심화 및 다빈도 운송 품목， ⑦ 물류업쳬의 영세성， 운 

송사간 운송비 편차， 공급과잉 등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고 물류산 

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① 물동량 증가， ② 불균형 해소， ③ 물류표준화 및 합리화 

실현， ④ 정보기술의 활용 극대화， ⑤ 물류 프로세스 혁신， ⑥ 해상물류거점 기반 

확보， ⑦ 차별화된 물류산업 육성 이 전제되어야 한다． 

keyword : 물류산업， 물류전략， 물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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