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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국내 국제물류주선업체가 직면한 수익성 악화, 고용 불안  포화 상태에 있는 국내 물류시장에 하여 알아보고 로벌 시장 진
출을 한 블루오션 략으로 유엔 조달시장 황, 참가 방법, 성공 인 진출 방안, 로벌 진출 활성화 지원책들을 연구한다. 재 유엔 조달 

물류시장에 한 국내의 연구 자료가 없지만, 자가 조달 물류서비스 입찰에 참여한 경험으로 유엔 조달 물류시장 진출 방안은 유엔 벤더로 

등록한 물류기업에 한 정부의 해외진출사업 지원 확 , KOTRA『P300 로젝트』에 선정된 물류 선도 기업들에 제공되는 유엔 조달 지역 

입찰 정보를 활용한 경쟁력 제고, 유엔 조달 물류 특성상 오지 지역 운송에 한 로벌 네트워크 구축, 정부의 기존 해외인턴제도와 연계한 

문 인력양성 교육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핵심용어 : 국제물류주선업, 국내물류기업, 유엔 조달시장, 입찰, 유엔 조달 물류, 유엔 조달 물류 문가 양성교육, 로벌 네트워크, 해외마
Abstract : Local freight forwarder's circle is suffering worsening profitability and insecure employment from over-competition which 
caused by a saturated local logistics market. It is emerging UN procurement market for local freight forwarders. However it is needed 

to study on successful entry, market status and supporting measures from government and research institute. Currently there are no 

national research data of UN procurement market in logistics sectors but as per the writer's experience and viewpoint to UN bidding, 

it would seem that appropriate measures should be made such as government's enhanced support for overseas advancement, price 

competitiveness, building global network and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 for trainees associated with current overseas internship 

program by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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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 논문은 “ 소 물류주선업체의 유엔 조달시장 진출”이란 제목으로 “2012공동학술 회 한국항해항만학회에서 발표되었음. 

1. 서  론

국제물류주선업(구. 복합운송주선업)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물류정책기본

법, 2012). 이는 ‘컨테이 화’에 기인한 복합 일 운송에 한 

수요와 ‘단일운송계약’에 근거하는 일 운송 책임의 인수에 

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역할은 차 확 되는 추세이

다. 실제로 국제물류주선업은 수출입 물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물류기업은 부분 국제물류주선업을 겸업하

고 있다. 

기업의 물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시장지배와 계열 력회

사를 통한 량 물량 유치 등으로 국내 물류시장은 포화 상태

이며 소 규모의 포워드는 신고제로 말미암은 업체의 난립과 

과당 경쟁으로 수익성 악화, 폐업, 한 고용불안으로 물류 

문 인력 양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외교통상부에서는 기업들의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기 

하여 유엔 조달시장에 한 설명회를 개최하 고, 이를 계기

로 진입 장벽이 없는 유엔 조달시장은 차 주목을 받고 있다. 

제조업체가 해외로 진출하면 필연 으로 국제물류 비즈니스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포화상태인 국내 물류시장의 범 를 해외

로 확장할 기회이다. 국내 소 포워드가 새로운 유엔 조달 서

비스 입찰에 따른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의미한다. 

유엔 조달 물류시장이란 유엔의 주요 조달기 에서 발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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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매물품과 구매서비스  서비스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화

물수송과 련된 서비스 구매를 말한다. 주로 UNPD(조달본

부)에서 발주하는 시장으로 시장규모는 약 $14.5billion(약 16

조 4억  원)로 추정되며, 조달 물류시장은 체 상품과 서비스 

구매액  4.6%를 차지한다(UNPD, 2011).

그러나 물류업계의 새로운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는 유엔 

조달 물류 서비스 시장은 제조업 심의 유엔 조달시장 진출

과 비교하면 상 으로 정부기 과 련 업계의 심으로부

터 소외 다. 

이 논문은 유엔 조달시장 황, 유엔 조달 벤더등록 차와 

진출 략을 소개하고 유엔 조달 물류 문 인력 양성, 정책 

제언 등 실행 방안들을 제안하여 국내의 소 국제물류 주선

업체가 유엔 조달시장 물류 서비스 부분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국내 물류시장과 유엔 조달 물류시장 황

2.1 국내 물류시장 황

국내 물류시장에서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 물량은 

물류 자회사를 통한 직  핸들링과 소 물류기업의 경쟁 입

찰을 통한 재하도 으로 이루어진다. 국내 물류시장 유는 

기업 련 물류 자회사  계열 력 물류회사, 외국계 포워드

와 소 물류 포워드 취 물량으로 구분된다.

2011년 5월, 동반성장 원회는 소기업 합 품목을 선정

하 다. 제조업분야에 한정하여 수하 고 소기업 측으로

부터 ‘ 소기업 합업종-품목’ 총 21개 업종 230개 품목이 

수되었다. 그러나 물류서비스 분야는 소기업 고유 진출 

업종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한, 기업과 상생 력 분

야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 즉 제조업체 심의 소기업에 

비 이 실린 정부정책으로 물류서비스 분야는 주목받지 못하

고 있다. 

1)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한상공회의소가 2012년 6월 실시한 ‘국내 물류기업의 해

외시장 진출 황  애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물

류기업의 해외 진출 비율은 22.3%에 불과하다. 소기업은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 사항은 물량 확보에 한 불확실성이다(Fig. 1). 

국내 물류산업은 지속해서 성장세에 있지만, 업체당 부가가

치가  어드는 추세라고 분석하고 있다. 기업 물류 자

회사로의 물량 탁, 제조기업 동반 진출의 어려움 등도 걸림

돌이다. 소 물류기업을 보호하고 자유경쟁을 통한 업 물량

확보와 성장을 하여 기업이 물류 자회사를 설립하여 편법

으로 계열사 물량을 몰아주는 것을 이고 신에 문 물류

기업으로 탁하여 소 물류기업과 동반성장 노력이 실하

게 필요하다.

자료: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2012.06) 한상공회의소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황  애로 실태’ 조사 

Fig 1. The barrier to enter overseas market by local logistics 

company

2) 국내의 국제물류주선업 황 

① 국제물류주선업체 등록 황

세청에 등록된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드/화물운송주선업) 

수는 2012년 재 3천 800여 곳이다(부산일보, 2012).「 세

법」제222조의 개정으로 지난 10월 26일부로 신고제에서 등록

제로 환되어 2012년 4월 25일까지 업체 등록을 완료하 다. 

기존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의 환으로 사업자 난립에 따른 

혼란과 과당경쟁을 기에는 일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있으나 장기 으로 그 실질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단하

기 어렵다. 

② 화물운송주선업 형태

국내의 국제물류주선업 형태는 자사이름으로 송하인과 직

 계약하여 운송을 책임지고 운송증권을 발행하는 ․소규

모 형태의 무선박, 무항공기 소유자인 복합운송인으로 실제 

운송인(actual carrier)과 달리 직  운송 수단을 보유하지 않

고 실제 운송인처럼 운송주체자로서 기능과 책임을 다하는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contracting carrier) 국제물류주선업

이 부분이며, 거  물류기업처럼 특정화물 수송을 하여 

자사선박을 보유한 실제 해상운송인형 복합운송주선업은 소

수에 불과하다. 

이처럼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contracting carrier 업체

들이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은 업력 부족으로서, 그 원인으로

는 업체 간의 과당경쟁으로 말미암은 낮은 운임 이윤, 선사 운

임 이외의 부가운임 비용 증가, 실화주의 운임결제 지연, 특수

화물 운송 련 장비 확보, 장비 임차료 부담, 숙련된 인력부

족, 과 한 리스크 등을 꼽을 수 있다.  

2.2 유엔 조달시장 황

1) 유엔 기  체 조달 규모 

유엔 기  체 조달시장 규모는 2010년 기 으로 

$14.5billion(약 16조 4천억 원: 물품-약8조 원, 서비스-약8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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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억 원) 규모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Fig. 2). 우리나라가 조달

한 물품 규모는 약 7천400만 달러(0.51%) 수 이며 경제 력

기구(OECD)국가들에는 물론이고 인도, 페루, 국 등에도 미

치지 못하는 조한 규모이다. 

자료::http://www.ungm.org(2011)

Fig 2. Total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2006-2010

유엔 조달본부(UNPD)의 발주 액은 2002년 8억 달러에서 

2011년 32억 달러로 10년 사이 4배 증가하 다(Fig. 3).

($ Million) 

자료:http://www.un.org(2012a)

Fig 3. Procurement Trend 2002-2011: Value of Purchase 

Orders  

2) 유엔 조달 물류시장 

술한 바와 같이 유엔 조달 물류시장이란 유엔의 주요 조

달기 에서 발주하는 구매물품과 서비스 항목  화물수송과 

련된 서비스 구매 입찰에 해당하며 여기서는 UNPD(유엔 조

달본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을 의미한다.

KOTRA가 국내 제조업체들을 상으로 유엔 조달시장의 

상품 부분(Goods)을 소개한 바는 있지만, 유엔 조달시장의 서

비스(Services) 부분인 조달 물류시장 진출에 한 소개는 없

었으며 국제물류주선업체들에 이 시장은 아직 생소하다고 할 

수 있다. 

① 유엔 조달 물류시장의 규모 

UNPD(조달본부)에서 발주하는 시장으로 조달 물류서비스

의 시장규모는 1억 4천5백만 달러이며, 체 상품과 서비스 구

매  4.6%를 차지한다(Fig. 4). 

자료: http://www.un.org(2012b)  

Fig 4. Procurement division-Major goods and service 

purchased in 2011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사무총장 재선 등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상이 우호 인 추세에 있고, 유엔은 특성상 행정조

직 기 으로 자체 생산제조나 물류서비스 인 라가 없으므로 

Fig. 3과 같이 UNPD의 발주 액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우

리나라 업체들의 참여 기회는 꾸 히 증가할 것이다. 한,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구호 물자수송, 분쟁 지역에서의 평화유

지군 보 품이 지속해서 조달되어야 하므로 유엔 조달 물류

서비스 시장에 한 진출기회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망된다. 

특히 유엔은 높은 신용도와 확실한 을 보장하는 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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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내 소 물류기업이 벤더 자격을 갖추어 국제자유입찰 

경쟁에 도 할 때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유엔 조달 물류시장 참가 자격  차

UNGM(United Nations Global Marketplace)은 유엔 조달 

시스템을 한 로벌 포털로, 조달 담당자들과 공  업체를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조달 업무의 일 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하나의 공통된 공 업자 데이터베이스를 유엔의 각 기구가 이

용할 수 있게 하려고 통합되었다. 이는 개발도상국과 같은 국

가의 공 업체들 조달 가능성을 높여주며, 유엔회원국의 웹사

이트로의 근을 쉽게 해 다. 

이 시장에 참여하기 해서는 유엔 조달 물류시장 입찰 자

격을 갖추기 하여 벤더 등록을 먼  해야 한다. 업체의 일반 

정보, 재무 정보, 해외진출경력과 조달 공 을 희망하는 기

을 선택하고, 제품 코드화 등의 차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하

면 약 2주에서 10주간의 평가 후 승인을 받게 된다. 승인 후 

UNGM의 계정이 활성화되면 본격 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은 웹사이트에 공시되며, 이메일로 등록업체에 정보가 

제공된다. 장래 수요 물품 련 정보, 입찰 련 업무처리 차

에 따라 진행되며 의향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입찰 

방식으로는 ITB(Invitation to Bud: 입찰 ), RFP(Request 

for Proposal: 제안서요청), RFQ(Request for Quotation: 견

서요청)등이 있다. 3만 불 이하 입찰(RFQ)은 제출된 견 서 

 일반 으로 낮은 가격을 제출한 3개 기업을 조달 이 직  

선별하고, 3만 불 이상 ～ 10만 불 이하 입찰(RFP, ITB)은 사

 선정된 공  업체 (개도국) 제한경쟁 입찰 (Limited 

Competitive Bidding)을 실시하여 선별된다. 10만 불 이상은 

국제경쟁 입찰이 원칙이다. 

유엔 조달 물류서비스 시장 진출은 국내 국제물류주선업 업

계에서는 아직 생소하고 입찰등록 차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

되기 때문에 벤더 경험 있는 업체의 컨설 이 필요하다. 그러

나 벤더로 일단 등록되면 공정하게 자유 경쟁 입찰에의 참가 

자격을 다. 

3) 우리나라의 유엔 조달 물류시장 참가 황

① 벤더 등록 업체 황

우리나라의 유엔 벤더 등록 업체 수는 총 107개 업체로 이

 물류 부분 등록 업체 수는 Table 1과 같이 아시아나 항공 

등 6개 업체이다(UNPD, 2012c).

Table 1. Registered Venders of Freight Forwarders Field in 

South Korea

분야 회사명

항공 ASIANA AIRLINES INC. KOREAN AIR. 

해상

PANTOS LOGISTICS CO., LTD. 

SAMYOUNG EXPRESS CO., LTD. 

UNIVERSAL SEA & AIR CO., LTD. 

US COM LOGISTICS INC,

자료: http://www.un.org(2012)

Table 2. Registered Venders in Major Asian Countries 

(Goods & Service)

국명 등록업체수 국명 등록업체수

인도 242 말 이시아 41

국 190 일본 40

싱가폴 51 키스탄 30

자료: http://www.un.org(2012)  

2011 Procurement Volume by Country or Area 통계자료에 

의하면 Table 2의 주요국가의 벤더 등록 수와 유엔 조달시장

(물품과 서비스 포함) 납품 실 은 련이 없으며 그 실 은 

국 0.76%, 일본 0.71%, 키스탄 0.27%, 인도 0.04%, 싱가포

르 0.01%, 말 이시아 0.01% 순서이다. 일본의 벤더 등록이 다

른 아시아 국가보다 조한 원인은 유엔 조달시장 입찰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낮고 내수시장이 발달한 특성상 유엔 조달시장

에 한 심이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② 최종 입찰: 어워드

UNPD 공식통계에 의하면 지 까지 유엔 조달 물류서비스 

시장은 아 리카 혹은 개발국가 지역에 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형 물류업체인 유럽과 미국계의 물류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계 포워드가 최종 입찰 어워드(Award)

에 포함된 기록이 없다. 

아시아 지역은 2011년 12월 키스탄, 10월 일본, 2004년 ～ 

2010년 일본이 최종 입찰을 받은 기록이 있으나, 그 이외의 아

시아 국가들은 입찰받은 실 이  없는 실정이다(UNPD, 

2012d).

③ 한국 물류기업들의 유엔 조달 물류시장 입찰 실패에 

한 고찰

공식 으로 한국 물류기업이 최종 Award로 선정된 기록이 

없으나, UNGM에 벤더로 등록된 (주)우주해운항공의 경우 여

러 차례에 걸쳐 입찰에 참가하 으며, 지속해서 도 하고 있

다. 유엔 조달 본부에 등록된 국내 벤더 물류기업은 6개 업체

이고, 등록된 벤더 에 실제로 유엔 조달 물류시장 입찰에 참

여하는 기업은 극소수 기업으로 추정된다.

(주)우주해운항공 경우, 입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

을 외국 포워드와의 입찰 가격 경쟁력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

엔에서 물류를 발주하는 지역은 부분이 개발국가의 오지 

지역이고, 운송 조건은 DDP(Delivered Duty Paid: 세지 인

도조건)이기 때문에 도착항에서 오지 지역인 최종 목 지까지 

효율 인 정보 수집이 어렵다. 노련하며 신뢰할 수 있는 지 

물류 트 의 부재 한 최종도착지까지의 정확한 비용 산출

의 걸림돌이다. 그리고 최종 award가 되더라도 입찰 보증  

부담, 리스크에 한 트 의 사  신용 정보 부족, 입찰 비

에서부터 입찰 신청까지 걸리는 시간보다 결과가 미비할 가능

성, 해당 분야의 문 인력 교육 미비, 조달 물류 지역의 물류 

정보 획득을 한 사  마  부족도 기업들이 직면한 애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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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엔 조달 물류시장 진출 략

입찰 성공을 해서는 유엔 거  지역에 한 연구와 정부

의 해외 네트워크 지원을 이용하여 다양한 물류 루트 개발 등

이 선행되어야 하며 물류 운송 노하우를 지닌 해외 트 와 

상생 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3.1 주요 서비스 물류시장 황 

1) 주요 서비스 물류시장 

유엔 조달 물류 서비스는 주로 쟁, 분쟁 지역, 자연재해 

지역, 오지 지역인 앙아시아, 남미, 아 리카 등 부분 

개발 국가에 속하는 지역을 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의 특성상 운송 루트가 잘 개발되어 있지 않거나 험로

인 경우가 많으며, 운송 시 물품 도난, 손 등의 안 문제의 

어려움도 산재하여 있다. 따라서 지 실정에 정통하며 신뢰할 

수 있는 해외 지 트  발굴이 으로 필요하다. 안

한 수송은 물론 유사시에 비한 클 임  분쟁 해결을 한 

방안으로 공동입찰 참여를 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물류 루트  네트워크 구축 

경쟁력 있는 입찰을 해서는 국내물류업체와 컨소시엄으로 

참가하거나 련 선사와 긴 한 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

요하다. 아시아 지역,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주되는 물량에 

한 조달 물류시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유엔 조달 

물류시장은 입찰에 성공한 국가의 납품 제조업체가 있는 선

지로부터 주로 오지 지역인 목 지로 부분 운송되기 때문에 

로벌 물류 네트워크가 부족한 국내의 국제물류주선업체가 

입찰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유엔 조달 입찰에 성공

한 국내의 제조업체가 한국에서 발주하면 자유경쟁 입찰이더

라도 유엔에 등록된 국내 포워드가 해당 업체와 물류 트 로 

제휴하여 제품생산, 목 지 물류 루터 정보를 조기에 악하

고, 사 시장 조사  마 을 통하여 더욱 경쟁력 있는 입찰

가격을 제시한다면 유엔 조달 물류시장 입찰에서 성공 인 입

찰 award가 되는 시 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등록

에서 입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포기하지 않는 장기

인 자세도 필요하다.

3) “유엔 조달 물류시장 진출” 설문 결과  정책 제언

국내의 소 국제물류주선업체 300개사를 상으로 “국제물

류주선업체의 유엔 조달 물류시장 진출”에 한 설문 조사를 

시행하 다. 화 응답과 팩스 설문조사 배포로 이루어진 설문

은 70명의 응답자로부터 응답을 회수(회수율 23.3%)하 으며, 

국에 등록된 업체 에서 연간 매출액은 상 없이 본사와 

지사를 포함, 고용자 10명 이상의 업체를 상으로 하 다.

응답기업의 30%가 유엔 조달 물류시장을 “알고 있다”고 응

답하 다. “유엔 조달 물류시장에 참여할 의향”에 해서는 

“참여를 원하고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50%, “참여를 원하지

도 않고, 가능성도 없다.” 23.8%, “참여를 원하나 가능성이 낮

다.”가 26.2%로 나타났다(Fig. 5).

Fig 5. Intention to join in UNPD Market

Fig 6. Reasons of law possibility to join in UNPD Market 

참여를 원하나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의 이유로는 “입찰 가

능성” 24.5%, “ 담인력 부족” 13.4%, “해외 네트워크 문제” 

37.6%, “자  문제”'23.5%, “기타” 1%를 차지하 다(Fig. 6).

 

Fig 7. Facing problems to entry into UNPD Market

유엔 조달 물류시장 진출 시 애로사항으로는 “ 로벌 네트

워크 부족” 36.7%, “유엔 조달 지역의 해외물류 트  발굴” 

27.3%, “유엔 조달 물류 지역에 한 정보 부재” 16.4%, “정부

의 정책 지원” 11.4%, “인력부족” 5.3%, “유엔 벤더등록 차 

 입찰방법” 2.9%로 답했다(Fig. 7).

설문결과에 한 정책 안으로 첫째, 유엔 조달시장 참여에 



소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유엔 조달시장 물류서비스 부분 진출방안 연구

- 696 -

심을 높이기 하여 코트라가 재 제조업체를 상으로 개

최하는 유엔 조달시장 설명회와 같이 국제물류주선업체를 

리하는 련 정부부서나 통합물류 회가 유엔 조달시장의 물

류시장 부분을 소개하고 정책 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유엔 조달 물류시장의 입찰 참여가 낮은 이유로 입찰 

성공에 한 불확실성 요소와 벤더 등록  입찰 참가를 담

할 문 인력 부족, 해외 네트워크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를 해결하기 하여 련 정부부처가 산을 지원하여 유엔 

조달시장 입찰에 경험이 있는 컨설턴트를 활용하고 입찰 참여

에 심이 있는 물류기업를 상으로 벤더등록을 지원하고, 해

외네트워크 구축을 하여 KMI가 유엔 조달 물류서비스 시장 

거 지역에 코트라와 연계하여 가칭, 국제 물류 정보 센터를 

운 하면 국내물류기업의 유엔 조달 물류시장 진출을 유도 할 

수 있다. 

셋째, 유엔 조달시장 진출 시 애로사항으로 인력부족, 아

리카 오지 지역의 해외 물류 트  발굴, 자 지원이다. 유엔 

조달시장 진출이 쉽지 않고 끊임없는 도 과 인내가 필요하므

로 정부지원으로 시행하는 해외물류인턴 견제도를 연계하여 

유엔 조달 물류 문 인력도 병행하여 양성하는 것이 도움된

다. 인턴교육의 하나로 특정한 오지 지역의 물류 정보 조사도 

병행하여 국내기업의 지역의 해외물류 트  발굴과 유엔 시

장 진출에 한 사  마 에도 도움이 된다. 한, 유엔 조달 

물류시장 진출을 하여 인턴 견 교육 수료 후, 지 agent 

개설을 원할 때 자 지원도 필요하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끊임없는 네트워크 경쟁" 업종이다. 국

내업체 간 물량유치를 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포화상

태인 국내 물류시장을 탈피하여 유엔 조달 물류시장으로 을 

돌려 일정한 벤더등록 요건이 되면 완 한 자유경쟁시장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소 

국제물류주선업은 로벌 네트워크 구축, 유엔 조달 지역의 해

외 트  발굴에 드는 자 , 인력부담 때문에 유엔 조달 물류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하

여 련 정부 부처는 유엔 조달 물류벤더로 등록된 ·소 국제

물류주선업체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한 로벌 물류 네트

워크 커뮤니티(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conference / 

exhibition 등) 가입비와 마  비용을 지원하고, 유엔 조달 

물류 지역의 정보 제공은 물론 산·학· ·연 의체를 구성하여 

문 인력 양성 등과 같은 극 인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

할 것이다.  

4) 유엔 조달시장 진출 사례 

① 조달-상품부문 국내 입찰 성공 사례: (주)캬라반이에스

(캬라반이에스, 2012)

2002년 설립한 조립식구조물(Prefabricated Building 

System) 제조 소기업으로 국내 입찰 성공의 표 인 사례

이다. 유엔 조달시장의 입찰 성공뿐 아니라 끊임없는 제품기술 

개발, 국제 인증서 취득으로 성공 인 세계 일류화 상품  수

출 유망 소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신 인 기술 개발로 입찰 평가 항목  기술 부분에 을 

두고, 축 된 유엔과의 비즈니스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

확하게 입찰에 응하고 있다. 

② 조달-서비스 물류부문 해외 입찰 성공 사례: Nissan 

trading co., Ltd.(Nissan, 2012)

1978년 4월 닛산자동차 자회사로 시작하여, 자동차 부품 수

출입, 기계, 철강, 화학, 에 지 등의 분야에서  세계 네트워

크를 활용하여 최고의 제품과 재료 공 을 목 으로 경쟁력 

있는 무역,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며 본사는 일본 요코하마에 

있다.

③ 유엔 조달 물류시장 서비스 부분에는 공식 으로 한국 

물류기업이 최종 Award로 선정된 기록이 없으나, UNGM에 

벤더로 등록된 (주)우주해운항공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입

찰에 참가하 으며, 지속해서 도 하고 있다. UNGM에 가입을 

하고 UNPD에 등록을 하면 ID가 부여되기 때문에 조달 정보

를 검색하거나, 등록된 이메일로 수신되는 입찰 공고를 확인하

고 의향서와 견 서를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면 입찰 

참가가 이루어진다.  

3.2 산·학· ·연 력-유엔 조달 물류시장 진출 략 

2012년도 재 국토해양부는 물류기업 지원책으로 해외 진

출을 진하고 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하여 물류

기업이 해외진출사업을 발굴할 때 사업 타당성을 해 지출하

는 비용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제도와 물류산업 련 물류인

력 해외인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 국토 해양부의 해외 인턴제도를 활용하는 유엔 조달 물류

문가 양성

유엔 조달 물류시장 입찰은 결국 사람이 한다. 경험 있고 숙

련된 문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유엔 조달 물류시장에서는 다

양한 화물수송 경험과 기술, 그리고 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

여 입찰 시에 경쟁력 있는 물류견 서를 제출할 수 있는 숙련

된 로젝트 문 포워드가 입찰 선정에 유리하다. 

따라서 산학 연 력을 통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시행 인 

해외의 우리기업으로 견근무 형태인 해외 인턴 로그램을 

확 하여 유엔 조달 물류 지역 장 탐방, 로벌 물류 네트워

크 정보 조사, 랜트  로젝터 화물 수퍼바이  교육, 해외 

agent 기회부여, 1인 물류기업 창업지원 등 해외인턴 제도와 

병행하는 유엔 조달 물류 문가 양성 로그램을 통하여 미

래의 로벌 물류인력을 창출한다.

2) 로벌 물류 네트워크 구축

유엔 조달 물류시장은  세계를 아우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해외 물류 네트워크 구축은 시장진출을 하여 선행되어야 하

나, 국내 소 포워드가 자체 으로 투자하여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 사업을 발굴할 때 그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 비용을 보조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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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 하여 유엔 조달 물류시장진출을 비하는 소 포워드

에도 해외 물류 agent 발굴 비용과 같은 사업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8년 1월에 해양수산부에서 동북아 물류 심 략지원을 

한 물류 정보의 체계 인 리를 해 개발한 국제 물류 정

보 센터(KLIC)가 출범하 으나 재는 운 되지 않고 신에 

KMI가 국제물류 클리를 통하여 국제 물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KMI 혹은 유 기 이 앞으로 유엔 조달 물류 지역에 한 

선행 연구를 통하여 물류 정보, 운송수단, 지역의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소개 등 시장 진출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칭 ‘유엔 조달 물류 진출지원센터’를 운 하고 한, 한국무

역보험공사(KSURE)와 의하여 국내 물류기업이 해외의 물

류 트 의 신용조사를 요청하면 정책 지원을 통하여 해외

트 와 자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 에 방지하

도록 하는 등의 도움을 주도록 한다.  

3.3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한 지원 방안 

1) 국토해양부 우수 포워드 인증제 도입

련 부처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소 물류기업에게는 상

당히 고무 이기는 하지만 부분이 수도권에 본사를 둔 물류 

기업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업력

과 자 력이 상 으로 부족한 지역기반 물류 업체도 지원, 

배려하는 정책으로 바 어야 한다. 

국토해양부가 2012년 말경 시행 정인 우수 포워드 인증

제에 유엔 벤더로 등록하고 지속해서 입찰에 참가하는 우수 

소 물류기업을 포함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한, 이들 기

업에는 해외 마 에 필요한 물류 네트워크 가입을 극 유

도하고 련 비용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 『P300 로젝트』국제기구 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

한국무역보험공사, KOTRA, 소기업진흥공단과 한국수출

입은행은 공동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지원

을 하여 “국제기구 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진행 이다. 

지난해에 이어 2차년도 상 업체를 모집하며, 올해에는 처음

으로 물류분야가 즉, 운송 서비스, 교통 인 라, 국제 컨설  

등의 분야가 상 사업에 포함되었다. 

KOTRA에서는 벤더 등록, 기업별 맞춤형 입찰 정보 제공, 

입찰서 작성 지원, 조달  을 통한 홍보, 트  발굴 등의 

지 지원을 하고 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소기업 정책자  

우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소기업 입찰/계약이행 보증 

한도 확 (2배),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자  출 리 우 의 

내용으로 지원할 정이다(코, 2012).

이 사업이 실제 도움이 되려면 조달 물류 담부서를 지정

하여 운송 분야 국내 벤더들에게 유엔 조달 물류 지역에 한 

믿을 만한 해외 트  발굴과 트  신용조회지원, 해당 지

역의 물류동향 정보 제공, 해외 마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3) 우수 물류 네트워크 커뮤니티 참가 지원

소 물류기업이 해외의 우수 물류 네트워크 커뮤니티인 W

CA Family of Logistic Networks, Global Logistics Network, 

Global Projects Logistics Network 등에 가입하고, 해외 물류 

콘퍼런스에 참가하여 네트워크 구축에 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우수 포워드들에게는 련 연구기 과 력하여 선정된 특

정한 유엔 조달 물자 물류서비스 지역에 하여는 해외 인턴 

견 비용을 지원한다. 인턴 기간 이후 이들을 지역별 물류 서

비스 조사요원으로 하여 일정 기간 실제 장 방문을 통하여 

Road survey를 하고, 물류시장 황 조사 등 지역별 물류 

문가, 국내 물류 업체의 지 agent로 육성하여 유엔 조달 물

류시장 진출에 극 활용하여야 한다. 

4. 결    론

국내물류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 로 해외 매출액과 해외 

거  수가 늘어나는 추세기는 하지만, 이는 부분이 기업 

물류 자회사를 활용하여 고속 성장한 물류 기업이 심이 

되어 이룬 결과이다. 

물류 기업을 제외한 국내 물류시장은 소 로컬 포워드 

업체의 난립과 업체 간의 과당 경쟁이 성행하는 “ 드오션” 시

장으로 이미 포화 상태이다. 그러나 기체결한 한-EU, 한-USA 

FTA, 앞으로 한․ ․일 FTA 상 시작 등 환경 변화에 따

라 우리 소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시장 진출 기회는 확 될 

것으로 기 된다.  

소 포워드의 해외 진출에는 여러 장애 요인들이 산재하여 

있으나, 끊임없는 도 과 해외 트  발굴 등의 극 인 참여 

 인식 환을 통하여 국내에서의 제살깎기식 물량유치보다

는 해외시장의 물량 유치를 통한 수익 창출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해외물류시장 진출 목 으로 소 포워드도 산학 연 

력을 통하여 새로운 자유경쟁입찰 구조인 유엔 조달 물류시장

에서 신규 수익창출을 하여 국내 제조업체의 유엔 조달시장

을 극 활용하고 한 유엔 조달 물류서비스 분야에 극 입

찰에 참가하여 새로운 유엔 조달 물류시장에 도 할 필요가 

있다. 

소 물류기업이 유엔 조달 물류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는 방

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 물류기업이 유엔 조달 물류시장에 진출하기 하

여 정부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수도권 물류기업 외에 상

으로 업력과 자 력이 부족한 지방의 물류기업으로 확

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엔 조달 물류 벤더로 등록하고 조달 물

류 입찰에 실제로 참가하고 있는 기업은 국토해양부의 우수 

포워드 인증제도에 포함하여 이들 기업이 해외 마 에 필요

한 참가비 지원과 해외시장 개척을 한 융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KOTRA는 올해에 물류분야를 포함한 『P300 로젝

트』국제기구 조달 선도 기업 육성사업의 상기업을 선정하

다. 선정된 기업들에 유엔 조달 지역의 국가 정보  해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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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와 련한 입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국내 기업들이 

사 에 시장조사와 마 을 하여 입찰시장에서 경쟁력을 가

지도록 한다.

셋째 유엔 조달 물류시장 진출에서 기업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해외 물류 네트워크 구축에 한 지원으로 해

외 물류 네트워크에 한 정보제공, 해외 agent 개설 보조 지

원, 해외물류 트  발굴을 한 세계 유수의 물류 콘퍼런스 

참가비용 지원 등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산·학· ·연이 력하여 유엔 조달 물류시장 입찰에 필

요한 유엔 조달 물류 문 인력 양성 교육 로그램 개발이 필

요하다. 재 국토해양부가 실시 인 해외 인턴제도와 련 

학에서 정부지원으로 실시 인 장, 단기 항만물류 문인력

과정(석사과정포함)과 연계하여 유엔 조달 물류 지역의 장 

탐방, KMI 로벌 물류 네트워크 정보 조사, 한국 랜트 산업

의 랜트 화물 특성 교육  물류 회의 로젝터 화물 수퍼

바이  양성 교육을 포함하는 교육 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교육을 수료한 후에는 련 물류기업의 해외 agent로서 취업

기회를 부여하고, 노동부의 1인 물류기업 창업지원 등을 통하

여 미래의 로벌 물류 문 인력들을 장기 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 논문은 유엔 조달 물류에 한 국내의 소개 자료, 선행 

연구와 계량화된 자료가  없어 외국의 사례를 추 하 으

나 해외 포워드의 업비  상 외국의 유엔 조달 물류시장 성

공사례에 한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정성  분석에는 한

계가 있다. 자가 몸담고 있는 (주)우주해운항공은 유엔 조달 

물류 부분에서는 국내 최 로 유엔 조달 벤더에 등록

(2009.10.22)된 소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유엔 조달 물류 입찰

에 지속해서 참여하고 있으며 그 경험을 토 로 유엔 조달 물

류시장의 진출 방안, 문제 , 정책 제언을 제시하 다. 앞으로 

련 정부기 의 로벌 물류기업 지원 정책 변화와 련 기

의 연구를 토 로 소 물류기업의 유엔 조달 물류시장 진

출에 하여 더욱 계량화된 진출 략, 유엔 조달 물류 지역 분

석, 최종 입찰 황 등을 추후 논문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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