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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에는 미국 경제

가 불균형을 조정하는 과

정이 계속되면서 경기 둔

화가 지속되고, 고유가와

달러 환율 하락세도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과거 수십년간 초

고속 성장세를 보여온 동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률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전년 비 약 3% 의 성

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미국, 일본, 유

럽 등 주요 선진 국가들의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경우에는 3%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

또한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국내 경제는

2005년 말부터 내수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에 한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어,

보다 낙관적인 상황이다.

2006년 하반기에는 수출 증가율이 보다 상승될 것

으로 예상되며, 전체적으로 전년 비 약 5%의 성장

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항공화물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항공

화물 수요는 과거의 고속성장 추세가 한풀 꺾여 성장

률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LCD 및 자동차

관련 산업의 수출은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

나, 기타 품목에 한 항공 수출은 전년 수준에 머무

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반적인 항공화물 수요는 불투명한 상황으로 전년

비 약 3% 내외의 성장률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환율과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추세가 전

년에 이어 2006년에도 수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항공화물 시장에 한 전망을 노선별로 살

펴보면, 우선 미주 노선은 고유가가 지속되고, 미국

경제 성장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따른 항공

화물 수요의 둔화로 약 2%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LCD 모니터, 휴 전화 같은 IT 제품군의 수출은 꾸

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생산라인이 중국으

로 옮겨가는 추세가 계속되면서, 한국발 미주행 수요

의 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 의류 등은 쿼터제가 폐지됨에 따른 한국업체

들의 경쟁력 약화와, 이에 따른 투자 부진으로 물량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2006년 상반기까지 앨라배마

현 자동차 공장행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SEA & AIR 수요는 중국발 미주행 항공 공급

이 증 되면서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주 노선은 전자 관련 기업들이 동유럽에 생산법

인을 설립할 가능성 높고, 기존에 수송되던 물량도

호조를 보여 약 5% 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2006년 1분기에는 LG 필립스 파주 공장이 가동되

고 S-LCD가 안정적으로 생산되어 TFT-LCD, 휴

전화 등 전자제품에 한 수출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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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에는 뚜렷한 수요가 부족하여 공급초과 현상

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본격적인 성수기에 접어드

는 9월부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9월경이

면 기업들의 동유럽 생산법인 추가 설립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어 공급 부족 현상 본격화될 것으로 예

상되며, 10월 이후부터는 전자, 원단, 선박 부품, 자동

차 등 물량의 량 출하로 정기편 뿐만 아니라 전세

기에 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 노선은 인도 현지에서 노키아 공장이 가동

됨에 따라 한국발 수출 물량이 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LCD, IC, HDD 등 전자부품에 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원단 물량은 소폭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된다.

일본 노선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도쿄행을 위주로

하는 수요 패턴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본 물량인 LCD, HDD, 반도체 등 전자 수요가 안정

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LCD 물량은 해운으

로 전환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그밖에,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본행 휴 전화 물량

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어 새로운 수요로 부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2005년 통관 검사 강화로 급감하

던 섬유 물량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예년 수준으

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노선은 홍콩, 상하이행 기업 전자제품의 해

운 수송량이 증가하여 항공화물 호조세가 둔화될 것

으로 예상되며, 베이징, 톈진행 LCD, 자재 물량은 강

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주 노선은 해당 국가들의 경제가 안정적 기조

를 유지하고 있어 전년 비 뚜렷한 수요 변동 요인

이 없는 상황이다. 항공화물 수요의 부분을 차지하

는 노키아, 삼성, LG의 휴 전화는 전년 수준을 유지

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모델 공급 및 교체시기가 가속

화되는 것을 감안하면 전년비 약 2% 의 성장이 예

상된다. 물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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