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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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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the world is facing an era of unlimited competition and
coexistence,due to the rapid globalization with changing of logistics
environmentandextendsfiercecompetitiontoacquirenationalinitiativefor
logisticsbusiness.
BusanNew Portisnow developingtheirlogisticshinterland tobecomethe
hub-portofNorthestAsia .The formation of1,056,000 square meter
hinterland ofnorth portin Busan isin thestageofcompletion and 22
mutinationalcorporationsaregoingtomoveinthere.
Now BusanInternationalDistributionCenter,Co,.Ltdisconductingtheir
value-added logistics operations. Even though the circumstances are
constantlychanging,detailedstudiesrelatedtothehinterlandareinsufficient
thatsubstantiveissuessuchasdevelomentplansand thepresentstatus,
managerialandrevitalizationschemesoflogisticscenteretcarenotfully
covered.
Thispaperreviewsinstitutional improvment inthe distripakatBusan
new port.Observestheoperationmodelofthemovinginenterpriseof
Pusan freetradearea and investigates freetradearealegaland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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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제제제 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배배배경경경 및및및 목목목적적적

오늘날 세계는 공존과 무한 경쟁시대로 접어들었으며,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에 따른 급격한 국제물류 환경변화로 세계 주요국가 간에는 물류주도권 확보를
위한 물류거점화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세계 시장의 개방으로 국가간 자본,기술 등의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함에 따라 생산원가를 최소화 할 수 있고 판매시장이 확보된 지역으로 거
점을 옮기는 기업경영전략이 보편화되고 있으며,이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
단의 급격한 발달로 상품의 유통ㆍ판매가 한결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를 배경으로 해운ㆍ항만물류의 환경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선박의 대형화ㆍ고속화는 물론 하역기술의 혁신과 EDI에 의한 신
속한 정보처리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형항만과 배후물류지역을 확보하고 있
는 Hub항을 중심으로 물류거점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 국가들은 대형항만개발에 집중투자를 하고 배후에는 대규

모 생산ㆍ물류단지를 개발하여 외국기업들의 투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
다.
우리나라는 2004년 부산항 신항 북 컨 배후물류단지 37만평에 자유무역지역

으로 지정하여 ,조립,가공등 고부가가치 환적 물량 창출을 통한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항신항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의 운영모델을 살펴보
고 ,이를 지원하기위한 자유무역지역법률 등 제도를 고찰하여,이제 운영적인
측면에서 이제 걸음마 수준인 부산항 신항 배후물류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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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동동동향향향

그동안 배후물류단지와 관련하여 해외제도 및 정책비교분석 등 다각적인 검
토가 있었다.백종실(1999)은 아시아 주요국의 항만배후부단지 관련 물류 정책
을 비교분석하였으며,김형태(2001)는 일본의 항만배후단지 운영 제도및 개념을
항국의 배후단지제도와 비교하였다.
이성우(2002)는 선진항만의 배후단지 비굘르 통한 한국의 배후부지 여건 및

문제점을 제기했으며,길광수(2003)는 항만배후단지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국
내 법.제도의 개선을 주장했다.
김정수(2004)는 부산신항 배후단지의 용지 실태 파악을 통한 배후부지의 부

족한점을 제기했으며 ,윤병구(2005)는 부산신항 배후단지가 실질적인 부가가치
를 창출할수 있는 산업단지와 연계된 항만물류 클러스터,국제물류센터 형태개
발을 제안했다.
또한,이성우(2007)는 연계산업과 시너지효과를 위한 연관기능 집적화․전문

화 추진․국제물류 네트워크 강화․도시 연계성 강화 등을 주장하였으며,장현
석(2007)은 경제자유구역․항만활성화 등 배후단지와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것
들의 문제점 성찰을 통해 배후단지 활성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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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항만배후단지 선행 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백종실
(1999)

․아시아 주요국의 항만배후지 물류 정책 비교,분석,시사점 도출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체제 구축제안

김형태
(2001)

․일본 항만배후단지 개념,운영제도 비교 검토하여 시사점 도출
․항만당국의 직간접적 참여 필요성 제시

이성우
(2002)

․한국의 배후단지 개발방향의 문제점도출,개선방안 제시
․성공적 개발을 위해 해외 사례 벤티마킹과 국가 지원 필요성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유치 가능 업종 및 기업체 파악
및 수요조사 필요성 제시

길광수
외1인
(2003)

․항만배후단지 관련 국내,법 제도분석하여 개선방안 제시
․항만배후단지로 개발후 지속적인 관리및 운영이 되기 위한
관리,운영과 관련한 조문의 제정이 필요

김정수
외1인
(2004)

․부산신항 배후단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문제점 지적및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초기에 배후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전시부지와 물류부지의
용지 확대와 상업및 공공용지의 축소

윤병구
외3인
(2005)

․부산 신항이 거점항만이 되기 위한 항만배후부지 전력요인
추출하고 적합성 여부 실증

․동북아 물류환경에 대응 하기 위해 항만배후부지 복합운송의
중심화및 산업단지와 연관된 항만 클러스터 필요성 언급

․다양한 부가서비스 활동을 통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과 적정
이윤의 창출을 도모

이성우
(2007)

․항만배후단지와 배후도실르 중심으로 물류혁신 클러스터 방안
․물류산업의 기능강화추진,연계산업과의 시너지를 위해 집접화
전문화

․대형물류기업 유칠르 통한 지식과 기술분야의 효율성 극대화와
물류네트워크 강화를 통환 물류혁신클러스터 구축방안 제시

장현석
(2007)

․부산 신항 배후단지의 시설적 ,운영적,정책적 문제점 도출하여
해결방안 제시

․ 복합운송의 확대와 지역산업단지와의 연계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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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길광수 박석현.2003“항만배후부지 개발관련 법제도 비교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정수․신계선,2004,“부산신항만 항만배후단지 개발 현황과 효율
적인 이용방안에관한 연구”,한국항만경제학회,제20집 제2호
pp101-128
김형태,2001“일본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운영제도와 시사점”한국

해양수 산개발원
백종실,1999,“아시아 주요국 항만배후지 물류 거점화 정책비교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윤병구외3인,2005 “동북아 물류 거점화를 위한 항만배후부지 구

축 전략 에관한 실증 연구”,한국항해항만학회지,제29권제10호
pp897-906
이성우,2002,“우리나라 항만배후단지 개발방향과전략”,한국해양수산

개발원
이성우,2007,“우리나라 항만배후단지 물류혁신 클러스터화 방안”
장현석,2007,“부산신항만 배후물류단지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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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절절절 연연연구구구범범범위위위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 신항 배후물류단지의 운영에따른 문제점과 활성화 방
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범위와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우선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문헌조사를 통해 관련 이론 등을
고찰하였고,부산항 신항 자유무역지역의 입주 기업인 부산국제물류의 실제운
영 사례등을 통한 제도의 미비점 향후 개선방향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항의 항만배후물류단지라는 좁은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한 한
계는 있으나,기존의 제조형 기업이 입주한 마산 수출자유지역의 운영 형태와
는 상이한 국제물류기업이 운영하는 항만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방향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자유무역지역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항만배후물류단지의 특성에 맞
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으며,특히,실제 운영모델을 대상으로 하였
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에
대해 기술하였고,제2장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제도에 대한 연구하였으며,제3
장에서는 부산항신항 자유무역지역의 운영모델을 살펴보았고,제4장에서는 부
산항 신항 배후물류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았으며,제5장에서는 결론부분
으로서 분석결과를 요약하는 한편,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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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자자자유유유무무무역역역지지지역역역 제제제도도도 고고고찰찰찰

제제제 111절절절 자자자유유유무무무역역역지지지역역역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고고고찰찰찰

111...자자자유유유무무무역역역지지지역역역의의의 의의의의의의와와와 유유유형형형

111)))자자자유유유무무무역역역지지지역역역의의의 개개개념념념

경제적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글로벌기업들은 주요 경제권의 공항과 항만으
로 생산과 물류의 거점을 재배치 해오고 있다.즉 글로벌 기업들은 시장 및 고
객과의 접근성,국제물류네트워크의 이용가능성,물류비의 절감 가능성,법․제
도의 투명성과 활용성 등이 높아 국제물류활동을 수행하기 용이하고 편리한 항
만과 공항 및 배후지역을 물류거점기지로 선호하고 있다.이에 따라 주요 경제
권의 구심적 위치에 있는 중심항만과 공항들은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이미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과 유사한 자유무역지대(FreeTradeZone)를 설
치․운영1)중에 있다.
자유무역지역제도는 기본적으로 외국물품 등을 반입해서 물류상의 부가가치

활동을 수행한 후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물품의 대표적인 예는 환적물품과 중계무역물품이라고 할 수 있다.즉,
이러한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물류업체에게 영업활동상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국제물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그러나 자유무역지역은 이
지역을 거쳐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까지 특별히 세관절차를 간소화하
고자하는 제도는 아니다.
한 나라의 국경선과 관세선(CustomsLine)은 일치하는 것이 보통이다.그러

나 자유무역지대,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과 같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국경선과 관세선이 일치하지 않는다.자유무역지역은 국경선 내에 있는 구역이
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관련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세선의 바깥에

1)자유무역지역의 유형은 역사적 발달정도,설치국의 입지조건,설치국가의 경제상황과 설치목
적에 따라 명칭이나 운영형태가 다양하다.예로 자유무역지대(FreeTradeZone),외국무역지
대(ForeignTradeZone),경제특구(SpecialEconomicZone),수출가공지대(ExportProcessing
Zone),자유항(FreePort)등과 같이 유사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현재 국제적으로 자유무역
지대(FreeTradeZone)라는 용어를 유사지역을 대표하는 공통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 세계
에 800여개의 자유무역지역이 설치․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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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 구역이다.관세선 밖에 위치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통관절차,관세 및 제
세공과금 면제특전이 부여되어 화물의 반출입 및 중계,가공활동 등을 자유롭
게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지리적 측면에서의 특별한 취급을 받는 지역인 것
이다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유무역지역”이라
함은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제조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식경제부장관이 지
정한 지역이다.따라서 관세영역은 각종 세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으로 자유무
역지역 이외의 지역을 가리킨다.

<그림 2-1>자유무역지역 개념도

2)관세청,「관세자유지역 업무편람」,2001,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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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자자자유유유무무무역역역지지지역역역의의의 유유유형형형

자유무역지역은 역사적 발달정도와 설치지역의 입지조건,설치국가의 경제상
황과 설치목적 등에 따라 명칭이나 허용되는 활동이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
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11)))지지지대대대의의의 성성성격격격과과과 자자자유유유도도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분분분류류류

첫째,자유항 도시(FreePortCity)가 있다.자유항 도시는 중세 지중해 자유
도시항구처럼 자유항 고유의 기능을 가진 자유무역항(FreeTradePort)을 말하
며,경제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항만도시국가 형태를 취하고 있다.자유항은 상
업항만이 위치한 도심지역을 자유지역으로 설정하여 선박과 화물의 입출항이
자유롭고 화물의 보관․저장,제조․가공,포장,분류 및 재포장,상표부착 등을
허용하는 광의의 자유항이다.전형적인 자유항도시는 항만 내 항만에 접속하는
지역을 관세선 밖으로 두고,지역 내에서 개인의 거주와 소비를 허용하고 화물
장치는 물론 상품의 제조․가공까지 허용하는 등 광범위한 자유를 부여해 준
다.자유항도시는 항만도시 전체가 비관세 지역이므로 제도적으로 외국에 준하
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유항도시 주민과 시외 주민간 이해관계대립이 발생하고
면세,밀수 등의 감시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둘째,자유항구(FreePortDistrict)가 있다.자유항구란 항만 전체가 아닌 특

정항만 또는 항만에 인접한 구역의 일부를 자유항으로 설정한 곳을 말한다.자
유항은 외국화물의 반출입이 자유롭고 저장,제조․가공,포장,재포장,상표부
착 등도 허용되나 자유항도시와는 달리 지역 내에 개인거주를 허용하지 않는
다.또한 자유항구에서는 미과세화물이나 면세 또는 환급을 받은 화물의 소비
및 계속적 사용도 허용되며,재수출을 위한 가공업이나 일반 공업도 허용된다.
자유항구의 대표적인 항만은 함부르크항이며,싱가포르의 경우 세계 제2차 대
전 이전 만 해도 자유항도시에 속하였으나 현재는 자유항구 개념을 지닌 자유
무역지대에 속하고 있다.
셋째,자유무역지대(FreeTradeZone)이 있다.자유무역지대는 공․항만 내

지역은 물론 공․항만에 인접한 지역 또는 내륙의 특정지역을 비관세지역
(DutyFreeZone)으로 지정한 곳을 의미한다.자유항도시 및 자유항구가 선박
과 화물의 자유로운 입출항에 따른 중계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중점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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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유무역지대는 중계무역 촉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화물이 지대 내에 있
는 동안에는 세관절차를 밟지 않고 관세도 부과되지 않으며 자유롭게 외국화물
의 반출입,이적,장치․저장,혼합,제조․가공,포장,재포장,상표 부착 등이
가능하고 이들 물품의 재수출도 이루어지나 개인의 거주는 금지된다.자유무역
지대는 오늘날 중계무역과 재수출 등 국제무역과 상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
면서 가장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자유무역지대를 설치․운영 중인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싱가포르 및 중국 등이 있다.
넷째,자유지구(FreeDistrict)가 있다.자유지구란 규모가 매우 작은 특정 항

만지역 또는 단지 화물의 장치나 처리만을 위해 비관세로 인정해 주는데 그치
는 좁은 지역을 말한다.이곳에서는 개인의 거주를 허용하지 않으며,가공무역
을 위한 외국물품의 조립,혼합,가공,제조 등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지
구는 보세창고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다섯째,수출자유지역(FreeExportZone)이 있다.국가가 일정한 지역(대부분

임해지역)을 지정하여 관세법의 적용을 전부 또는 일부 배제하거나 완화시켜주
는 일종의 보세구역의 성격을 띤 지역을 말한다.수출자유지역은 자본과 기술
이 부족한 국가가 무역자유화와 수출산업육성,그리고 외국기업을 직접 또는
합작투자의 형식으로 유치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도입한 지역이다.동지역에서
는 중계무역을 제외한 제조,가공,포장,혼합 등 수출에 관련된 기업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허용하며 관세법,외국환관리법 등 조세상의 제한을 배제 내지
완화해 주고,무역센터 등 모든 간접시설을 지원해주고 있다.
여섯째,수출가공구(ExportProcessingZone)가 있다.일반적으로 임해 특정

지역에 공업단지를 설치하여 기계류 및 원자재가 면세로 수입되고 이를 이용한
완제품은 수출하도록 요구되는 지역을 의미한다.수출가공구는 일반적으로 재
수출이나 무역중계를 위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생산 또
는 가공에 참여하여 수출증대,고용 및 부가가치 증대,외국기업유치에 목적을
두고 있다.수출가공구에서는 수출화물에 대해 비과세이나 수입화물은 반드시
가공지구에서 가공되는 수출품의 원자재로 사용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수입
원자재와 부품이 역내에서 가공되어 무관세 또는 최소한의 관세로 타 지역에
재수출되어야 하는 조건을 갖고 있다.수출가공구는 1960～70년대 개도국들이
자국의 수출산업 육성과 수출증대를 목적으로 관세면제,수출을 위한 원자재
및 시설의 자유로운 수입을 허용하면서 급격히 발전되었는데 대표적인 수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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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로는 대만 카오슝의 수출가공구(ExportProcessingZone)를 들 수 있다.

(((222)))지지지대대대의의의 주주주요요요 수수수행행행기기기능능능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분분분류류류

해당지대가 주로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을 다음의 <표 2-2>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국제물류유통 촉진을 위한 물류 중심형 자유무역지역과
외국인 투자유치,수출입 무역활성화,첨단과학기술 도입 등이 목적인 생산 중
심형 자유무역지역,그리고 복합적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물류․생산 복합형
자유무역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명 칭 목 적 사 례
물류중심형 자유무역지역 ․ 국제물류유통 촉진 홍콩,싱가포르

생산중심형 자유무역지역 ․ 외국인 투자유치,수출입 무역
활성화,첨단과학기술 도입

중국,대만 등
개도국

물류․생산 복합형
자유무역지역

․ 국내기업의 해외이탈 방지
․ 자국 내 기업활동 촉진
․ 고용창출
․ 국제무역활성화

미국

<표 2-2>기능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분류

자료 :박명섭,「국제물류의 이해」,법문사,2003,p.249,저자 재작성??.

과거 중계무역중심의 자유항 개념에서 출발한 자유무역지역은 기업의 생산
및 물류활동이 다양화․고도화됨에 따라 다기능․복합화 되는 추세이다.따라
서 단순한 화물의 중계기능 외에 제조․조립․가공․혼합 등의 생산기능,환
적․장치․보관․저장․분류․혼재 등의 물류기능,판매․전시․무역․금융․
운송주선 등의 거래 및 물류촉진 기능 등을 허용함으로써 그 기능과 역할이 더
욱 확대되고 있다.3)

222...자자자유유유무무무역역역지지지역역역의의의 경경경제제제적적적 효효효과과과

3)박명섭,「국제물류의 이해」,법문사,2003,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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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서는 화물에 대한 관세면제,외국물품의 처리가공,
지역 내에서의 제조업,창고운영 및 상품전시 허용,선박 입출항에 대한 특혜,
지역 내 거주허용(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음)등 법적․제도적 특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외국화물의 가공 및 제조품 무역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다.원료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정식 수입절차를 받은 후 관세를 납부하고 제조공장에 반입
하여야 하므로 상당히 번거로운 편이다.그러나 자유무역지역에서는 복잡한 절
차 없이 쉽게 가공 및 제조가 이루어지므로 제조품 무역이 진흥될 수 있다.
둘째,국제상품시장의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자유무역지역에 견본전시장이

만들어지면 해외물품이 다량으로 모이게 되어 무관세,무기한 장치의 편익을
이용하여 일부 물품은 다시 해외로 수출되고 또 다른 일부는 수입되는 시장이
형성되어 해외물품이 이곳에서 집중될 수 있다.
셋째,부분적인 무역장벽을 제거할 수 있다.자유무역지역에서는 폭약,병기,

마약,기타 유해품 등 관세법상의 수입 금지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화물은 복
잡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출입이 가능하다.그러나 관리자에 대한 신고
와 허가는 필요하며,화물의 검역,소독 등 공익에 관한 법규는 철저하게 지켜
야 한다.
넷째,고용증대효과를 꾀할 수 있다.자유무역지역에는 중계무역,상품가공처

리,관리 등 직접 고용인이 필요함은 물론 무역업,제조업,해운 항만업,금융업
등 여러 분야의 제 산업을 유지할 인력이 필요하게 되므로 고용창출의 기회가
발생한다.
다섯째,외화 가득효과이다.자유무역지역을 설치․운영하는 국가는 고용에

의한 임금,원자재 수출대금,중개수수료,토지 및 건물임대료,용수 등 간접자
본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을 거두어들임으로써 외화 가득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여섯째,수출가공무역의 촉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각국의 주요 원산품이

모이게 되어 국내 제조업계는 필요에 따라 우수한 원자재를 골라서 싸게 구입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낮아지게 되어 국내 제조업 진흥에 도움이 될
수 있고,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해오는 국가의 경우 수
출가공무역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외국자본의 유치 및 신기술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원료의 비관세

반입,토지 및 건물의 임대,공장운영에 대한 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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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로 인한 상품 수출입의 자유로움 등을 이용하기 위한 외국자본의 유입은
국내자본부족을 메울 수 있으며,자본투자에 수반되는 외국의 신관리기법 또는
신기술의 유입은 국내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4)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도입을 통해 동북아 물류거점기지화를

구축하여 국내경제기반의 안정화와 물류 및 관련 산업의 발전 등 <표 2-3>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대효과 자유무역지역 도입전 자유무역지역 도입후
동북아

물류거점기지화
․ 각종 규제로 물류활동 제약
․ 생산 및 판매활동 곤란

․ 규제완화로 물류활동 활성화
․ 기업의 경영활동의 편리

우리나라
공․항만의

국제경쟁력 강화

․ 생산 및 판매활동기능 미흡
․ 국제무역거래 지원기능 미미
․ 부가가치물류활동 미흡

․ 생산 및 판매활동 적극지원
․ 국제거래 및 업무기능 강화
․ 부가가치 물류활동의 활성화

공․항만관리 및
운영의 활성화

․ 각종 절차로 공․항만내 물류
활동의 지연

․ 공․항만운영의 비효율성 발생

․ 절차폐지로 물류활동 신속화
․ 공․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
․ 질높은 물류서비스 개발가능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가공 및 중계무역 부진
․ 외국기업 유치에 불리

․ 무역촉진으로 부가가치 증대
․ 외국기업 유치를 통한 선진적
기술 및 경영기술 도입가능

․ 지역소재 기업의 발전

국내 경제기반의
안정화

․ 금융산업 미성숙으로 자본
조달 불편

․ 금융산업발달로자본조달용이
․ 질높은 저렴한 외국상품 수입
으로 물가안정에 기여

물류산업 및
관련산업의 발전

․ 대량화물 유치가능성 상실
․ 물류업체 및 관련 산업의
매출증대기회 상실

․ 대량의 화물유치 가능
․ 물류업체의 매출증대
․ 공․항만시설사용료 수입증가

<표 2-3>자유무역지역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자료 :KMI,「우리나라 항만구역내 관세자유지역 도입에 관한 연구」,2005,p.76.

333...자자자유유유무무무역역역지지지역역역의의의 입입입지지지 및및및 시시시설설설요요요건건건

4)E.G.,Frankel,TheConceptofFreePortsandTheirContribution,IAPH,1985,pp.117～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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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입지 및 시설기준은 자유무역지역의 설치목표에 따라 먼저
유치가능 업종들을 정할 수 있으며,세계적으로 균일한 일률적인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111)))입입입지지지요요요건건건

첫째,자유무역지역의 잠재능력 측정이다.어떤 지역에 자유무역지역을 설치
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는 기대목표와 그 지역과 국가가 갖는 경제적,자연적
여건과 잠재능력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여러 가지 능력과 여건에 대한 정확
한 예측과 정책적인 조사에 의해 자유무역지역의 개발시기와 규모 그리고 개발
수준 등에 대한 결정이 가능하다.관세행정상의 적용지역으로부터 차단된 자유
무역지역이 설치되고,그 안에 필요한 편익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이러한 지
역의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어야 하는가는 이 지역 내에서 어떤 경제활동이 예
정되어 있는가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며,필요시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제도 및 법규의 준비이다.자유무역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여러

가지 관련법과 제도 그리고 행정정책 등에 대한 사전정리가 있어야 한다.대부
분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준비는 중․장기적으로 마련되어 10～20년에 걸쳐
존속한다.자유무역지역에서 세금의 면제 및 자유,법적지위,재무적 준비 그리
고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준비되어야 한다.
셋째,광범위한 수출시장의 확보이다.자유무역지역은 결국 제품을 시장에 판

매해야 하며,그 시장은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국제시장은 그 규모가 막대하고
경쟁이 극심한 점을 감안할 때 자유무역지역은 반드시 시장 확보에 대한 사전
적인 조사와 장․단기적인 연구가 있어야 한다.
넷째,노동력과 수송시설 및 용수의 확보이다.자유무역지역에서는 상대적으

로 저렴한 노동력에 의한 가공무역이 성행한다.또한 지대를 지원하는 배후시
설로서 배후교통망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이와 같은 노동력과 배후 교통
망뿐만 아니라 생산 활동에 필요한 건물이나 공업용수,에너지 등의 공급 시설
의 확보 없이는 자유무역지역의 성공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다섯째,편리한 공․항만시설과 좋은 입지조건이다.자유무역지역은 무엇보다

도 세계 주요 국가들과 서로 무역을 하는데 적합한 지역에 입지하여야 한다.
즉 육상,해상,항공의 교통이 원활한 곳에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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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시시시설설설요요요건건건

일반적인 자유무역지역의 주요시설은 세관․검역․세무․출입국 등 행정관련
사무소와 자유무역지역 관리사무소,물류․유통시설과 물류․유통서비스를 위
한 정비․수리․지원시설․공장 등 생산시설과 생산서비스를 위한 정비․수리
시설,배후수송망과 복합운송거점시설 등이다.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시설물에 대한 법적 요건을 간단히 살펴보면,항만

과 그 배후지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시 요건은 공간적 조건으로 항만구역 내
화물보관 처리시설 및 인접배후지역의 물류․유통단지 및 산업단지 공간을 포
함하도록 한다.항만시설 운영은 항만법과 신항만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
업자가 운영하며,배후지 물류․유통단지 및 산업단지는 각 시설주 및 관리자
가 운영하도록 한다.
항만구역 자유무역시설물은 기본시설(상옥,창고,화물터미널,공장,국제회의

산업,전시․도매시설,검역소 등),지원시설(금융,보험,법률,정보,업무 사무
실과 급유․급수시설,도로,수도,도시철도,하수도 등)이 있다.영업형태는 항
만구역 내에서 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사업,검수사업,검정사업),항만운송관련
사업(항만용역업,물품공급업,선박급유업,컨테이너수리업),관련업체(항만관리
업,항만운영업,해상화물운송사업,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관리업,복합
운송주선업,도선업,예선업,화물운송업,통관업,정보통신업,보세운송업)가 있
다.항만구역 외 배후지에는 화물터미널,창고업,복합운송주선업,유통단지,산
업단지 등이 있다.
한편,공항과 그 배후지역의 자유무역지역 기본요건은 공항구역 내 화물처리

시설 및 인접배후지역의 물류․유통단지 및 산업단지 공간을 포함한다.공항시
설은 항공법에 의한 사업자가 운영하며,배후지 물류․유통단지 및 산업단지는
각 시설주 및 관리자가 운영하도록 한다.공항지역 자유무역지역이 갖춰야 할
시설물은 기본시설(화물장치장,전시시설,캐터링공장,화물터미널,창고,공장,
국제회의산업,전시 및 도매시설,검역소 등),지원시설(금융,보험,법률,정보,
업무 사무실과 급유․급수시설,도로,수도,도시철도,하수도,항만 등)이 있다.
자유무역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정시 최소한의 기본요건만을 구비한

후 지속적으로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여 운영을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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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유무역의 지정 후 신규시설물 설치 및 운영업체의 등록 및 취소가
매우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영업하는 등록업
체와 지원업체를 구분하여 부여하는 혜택을 차별화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
다.

요 건 세 부 사 항

입 지

․ 거점항만․공항과 인접
․ 배후수송망과의 연계성과 접근성 우수
․ 지리적으로 국제물류거점,외국인 투자유치,시장개척에 유리
․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이거나 확장가능 면적이 충분한 지역

시 설

․ 화물관련 처리시설 및 배후지 기반시설이 조성․완료되어 있음
․ 환적․보관․수송․하역 및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장비의 완비
․ 울타리,출입구,세관․검역․세무․출입국관리소 통제시설 설치 완료
․ 상․하수도,전기,오폐수처리시설,연계수송거점,도로 등
․ 공․항만과 그 배후지역의 경우 공․항만에 필요한 기본시설과
지원시설을 갖추어야 함

<표 2-4>자유무역지역의 입지․시설 요건

자료 :이동원,우리나라 항만개발정책과 평택항 개발방향,「제14차 한국항만경제학
회 국제학술발표대회」,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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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절절절 자자자유유유무무무역역역지지지역역역의의의 운운운영영영제제제도도도 고고고찰찰찰

111...자자자유유유무무무역역역지지지역역역의의의 운운운영영영 및및및 지지지정정정에에에 관관관한한한 법법법률률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최초 1970.1월1일 수출자유지역
설치법(법률2180호)로 제정이 되었다.
제정의 목적은 임해의 특수 지역에 수출자유지역을 설치하여 외국인의 투자

를 유치하여 수출의 진흥,고용의 증대를 통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이 목적
이다.수출자유지역 설치법 제정이래 총 16회의 개정을 거쳐 2000.1.12일 자유
무역지역의 지정등에 관한 법률로 법률 개명및 개정이 되었다.
개정의 주요 사유는 종전의  제조  중심의 수출자유지역을  자유로운 제조와  무

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하는  한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
업체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
로써  외국인투자유치 등을  촉진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법령 개명 및 개정이 되
었다.

개정의 주요 골자는
ⅰ)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하던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개편하여, 제조업외에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도  입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유로운  제조  및  무역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ⅱ)자
유무역지역은은  공항이나 항만의  주변지역  또는  산업단지등  사회간접자본시설
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도록  함. ⅲ)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는  자는  입주기업체와  지원기업체로  구분하여  이를  관리하였으나, 앞으
로  자유무역지역에  있어서는  그  구분을  없애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  입주가  허
용되지  아니하였던  무역업의  입주를  허용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을  통한  중계무
역이  활성화되도록  함. ⅳ) 종전에는  수출자유지역안에서  물품을  이동하는  경
우에는  이를  신고하거나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자유무역지역에  있어서는
 이를  폐지함으로써  자유로운영업활동이  보장되도록  함.
ⅴ) 자유무역지역의의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분담금을  면제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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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4.3.22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제7210호)로
전문개정 되었으며,전문개정 이유는 관세법  등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제조
업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일원화하도록  하고, 자
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임대조건  및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외
국인투자유치의  효과를  제고하며,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
발의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의 주요내용은
  ⅰ)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을  전문개정하여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
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통합하고, 제조업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제조업
과  물류업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자유무역지역으로  일원화  함. 
  ⅱ) 종전에는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되도록  하였으
나, 앞으로는  자유무역지역중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공항  및  배
후지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 항만  및  배후지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
관이  관리권자가  되도록  하여  자유무역지역별로  전문적이고  특성있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ⅲ) 종전에는  자유무역지역안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중  물류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
는  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외의자로써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물류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
되, 관리권자는  외국인투자기업,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입주허가를  하도록  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제조·무역활동이  활발
히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10조  및  제11조제2항). 
 ⅳ) 자유무역지역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입
주기업체  또는  지원업체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임대료  또
는  매각가격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
며, 그  임대기간은  입주기업체의  경우  50년의  범위  이내로, 지원업체의  경우  10
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기업체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ⅴ) 자유무역지역안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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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그  토지·공장  등에  대한  임대료
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ⅵ)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하고자  신고한  기계·기구·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등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하고  부
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며,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입주기업체간에  공급  또는
 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개정이후 2008.3.29일까지 총 9차례의 일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222...개개개정정정주주주요요요사사사유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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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개정 주요 사유
법명 일시 개정문 개정사유

수출자유지역법 1970.1.1 제정

임해의 특수 지역에 수출자유지역을 설
치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여 수출
의 진흥,고용의증대를 통한 국가경제발
전을 기여함이 목적이다

1차개정 1972.12.9 일부 개정 관리주체의 일원화 ,부지조성및
임대가격과 역외가공처리등 보완

2차개정 1973.3.5 일부 개정 정부조직법 개편에따른 공업단지관리
청 신설로 관리권 이양

3차개정 1975.12.31 일부 개정 항만청신설에따른 정부조직개편
4차개정 1976.12.31 일부 개정 정부조직법 개정
5차개정 1977.12.16 일부 개정 정부조직법 개정
6차개정 1980.12.31 일부 개정 수출을증진 위해 제조/가공등

내국업체 입주등
7차재정 1983.12.31 일부 개정 외자도입법 개정에따른 개정
8차개정 1989.4.1 일부 개정 토지,건물,동산등 감정평가
9차개정 1993.3.6 일부 개정 정부조직법개정
10차개정 1994.1.7 일부 개정 외국인토지취득및

관리에관한법률개정으로 개정
11차개정 1996.12.31 일부 개정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개정
12차개정 1997.12.31 일부 개정 공인회계사법 정비로 개정
13차개정 1997.12.31 일부 개정 행정절차법 시행으로
14차개정 1998.5.25 일부 개정 외국인토지취득 완화
15차개정 1998.12.30 일부 개정 수출품 품질향상에관한 법률개정으로
16차개정 1999.2.5 일부 개정 운영상 미비점 개선
17차개정 2000.1.12 법명 개정 자자자유유유무무무역역역지지지역역역의의의 지지지정정정등등등에에에관관관한한한법법법률률률
18차개정 2000.12.29 일부 개정 세관절차간소화등 운영상미비점 개선
19차개정 2001.8.14 일부 개정 절차간소화등 운영상 개선
20차개정 2002.1.26 일부 개정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절차의  미비점

을  보완
21차개정 2002.12.30 일부 개정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22차개정 2004.3.22 법명개명

제조업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
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일원화, 외투
기업  지원제도를  확대
법명개명:자자자유유유무무무역역역지지지역역역의의의지지지정정정및및및
운운운영영영에에에관관관한한한 법법법률률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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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일시 개정문 개정사유
23차개정 2005.1.14 일부 개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24차개정 2006.3.3 일부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25차개정 2006.12.26 일부 개정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에  대한  구
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록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6차개정 2006.12.30 일부 개정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계속적인  확보
를  위하여  휘발유·경유에  대하여  부
과하였던  교통세를  대중교통의  편의
성  증진과  에너지·환경  관련  투자재
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하고, 그  
과세시한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2005년  7월에  개정된  「특별소
비세법」에  따른  경유의  2007년도  세
율  인상계획에  맞추어  경유에  대한  
세율을  현행  리터당  404원에서  2007
년  7월  1일부터  454원으로  변경하려
는  것임.

27차개정 2007.4.11 일부 개정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28차개정 2007.7.27 일부 개정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29차개정 2007.8.3 일부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률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30차개정 2007.12.31 일부 개정 개별소비세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
정

31차개정 2008.2.29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
을  효율적으로  조정으로.

     자료:법제처 http://www.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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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부부부산산산항항항 신신신항항항 배배배후후후물물물류류류단단단지지지의의의 운운운영영영모모모델델델

제제제111절절절 부부부산산산항항항 신신신항항항 배배배후후후물물물류류류단단단지지지 일일일반반반 현현현황황황

111...부부부산산산항항항신신신항항항 배배배후후후물물물류류류단단단지지지 개개개발발발계계계획획획

오늘날 국제경제 및 물류환경은 국제물류 관리체계를 변화시키고 있다.특히,
거점물류 네트워크 체제로의 전환은 세계 주요항만들의 다국적기업 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야기하면서 항만시설의 대형화와 복합화,항만기능
의 다각화와 고도화를 촉진하고 있다.항만이 단순히 화물의 하역기지가 아닌
국제복합물류기지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보관,하역,조립,가공,포장,통관
및 배송 등의 종합물류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항만배후단지 확충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부산 강서구 송정동 및 진해시 용원동 일대에 대규모

신항만을 개발하고 있으며,배후에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국제물류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항만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산항 신항은 대규모 항만개발과 동시

에 배후단지를 개발하고 있다.신항 배후단지는 크게 북측배후단지,남측배후단
지,서측배후단지(웅동지역)로 구분하여 개발하고 있으며,<표 3-1>과 같이
2020년까지 총 7,890천㎡의 부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구 분 2011년 2015년 2020년(누계)
합 계 4,650 6,703 7,890

북측배후물류단지 1,703 1,703 1,703
남측배후물류단지 463 1,421 1,421
서측배후물류단지 2,484 3,579 4,766

<표 3-1>부산항 신항 배후물류단지 개발계획
(단위 : 천㎡)

자료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92호,「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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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측배후물류단지서측배후물류단지서측배후물류단지서측배후물류단지

남측배후물류단지남측배후물류단지남측배후물류단지남측배후물류단지

북측배후물류단지북측배후물류단지북측배후물류단지북측배후물류단지

<그림 3-1>부산항 신항 배후물류단지 개발계획

자료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92호,「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현재 개발 중인 북측배후물류단지는 2011년까지 총 1,703천㎡를 조성할 계획
으로 4단계로 나누어 개발 중이며 2007년 현재 2단계 사업이 준공되었다.전체
1,703천㎡ 중 순수물류용지는 1,204천㎡로서 단계별 개발계획은 <표 3-2>와 같
다.

구 분 합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조성기간 2005～2010 2005.6 2006.12 2008.12 2010.12
조성면적
(천㎡) 1,204 65 424 494 221

<표 3-2>북측배후물류단지(물류용지)단계별 개발계획

자료 :부산항만공사(www.busan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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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북측배후물류단지(물류용지)단계별 개발계획

자료 :부산항만공사(www.busanpa.com)

남측배후물류단지는 2015년까지 1,421천㎡를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준설토
투기를 위한 호안을 건설 중에 있다.또한 서측배후물류단지(웅동지역)는 2020
년까지 4,766천㎡를 조성할 계획이며,그 중 1단계로 2011년까지 2,484천㎡를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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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웅동지역 개발계획

자료 :부산항만공사(www.busanpa.com)

222...외외외국국국인인인 투투투자자자 및및및 입입입주주주기기기업업업 현현현황황황

부산항 신항 배후물류단지는 신항 북측,남측 및 서측으로 나누어 개발되고
있으며 현재 개발 중인 북측배후물류단지의 경우 부지조성 단계에 따라 2005년
부터 현재까지 3차에 걸쳐 국내외 기업들이 합작한 총 20개의 컨소시엄이 입주
하였고,이 중에는 34개사의 외국기업이 합작형태로 약 775억원을 투자하였다.
이들 기업에게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국

인투자 우대정책의 일환으로 월 ㎡당 40원의 임대료로 최장 50년에 이르는 부
지사용권을 보장하고 있다.그러나 부산항만공사와 체결한「사업시행을 위한
실시협약」의 사후관리 조항에 따르면 입주기업이 영업개시이후 사업계획서상
목표물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창출하지 못하면 임대료를 인상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으며,이는 단순투자만 하고 항만물동량 창출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미연
에 방지하고 항만배후물류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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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입주기업 선정은 2005년 11월 3개 컨소시엄이 신청하여 1개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동 컨소시엄에는 국내기업 1개사,외국기업 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
며 외국인 투자액은 약 54억원으로서 2007년 7월 운영을 시작하였다.주로 건
축자재,와인,생활용품 등을 신항물류센터에서 조립,라벨링 등 부가가치 물류
를 수행하여 일본으로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투자한 외
국기업은 화물터미널,냉동창고 등 보관업과 JR철도와 연계를 통한 복합운송,
내항운송 등 운송업을 같이하는 종합물류업종이다.
1차 입주기업선정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중국 양산항의 개장에 대비하여 경

쟁력확보 차원에서 조기에 부지를 조성하고 외국기업을 유치하였다는 것이다.

합작기업명 컨소시엄 구성현황 자본금
(백만원)

외자규모
(백만원)

부산국제물류(주)
(주)대우로지스틱스

닷닷닷재재재팬팬팬
후후후쿠쿠쿠오오오카카카운운운수수수

11,000 5,390

<표 3-3>1차 입주기업 현황

자료 :부산항만공사 내부자료.
주 :굵은체는 외국기업임.

2차 입주기업선정은 북측배후단지 2단계 조성부지에 2006년 6월 17개 컨소시
엄이 신청하여 7개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이처럼 신청율이 높은 것은 신항
배후물류단지에 대한 홍보와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선정된
7개 컨소시엄에는 국내기업 13개사,외국기업 13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일본기업 7개사,중국기업 3개사,기타지역 3개사로서 외국인 투자액은 약 259
억원이고,2008년 상반기 운영개시를 목표로 현재 물류센터를 건축 중에 있다.
주로 자동차부품,조선부품,생필품 등을 신항물류센터를 거점으로 부가가치 물
류를 통해 재수출하는 모델을 계획하고 있으며,특히 LME화물을 주로 취급하
는 네덜란드 기업인 스테인웨그는 외국지분을 70%까지 참여하고 향후 사업 확
대를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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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기업명 컨소시엄 구성현황 자본금
(백만원)

외자규모
(백만원)

C&S국제물류센터

천일 정기화물자동차
후후후지지지트트트레레레이이이딩딩딩
sssaaannnyyyooommmaaarrriiitttiiimmmeee
sssaaammm ssskkkiiipppBBB...VVV...
한국후지쯔

7,900 2,900

부산국제물류(주)
(주)대우로지스틱스
DDDAAATTT---JJJAAAPPPAAANNN
후후후쿠쿠쿠오오오카카카운운운수수수
BBBIIIDDDCCC---JJJAAAPPPAAANNN

11,000 5,400

SDH국제물류(주)
세방(주)

신신신화화화금금금집집집단단단유유유한한한공공공사사사
동원산업

2,500 1,000

(주)동방물류센터
(주)동방

대대대련련련선선선성성성국국국제제제물물물류류류
대대대련련련은은은휘휘휘국국국제제제화화화운운운

태영상선
14,600 2,900

씨스테인웨그동부
디스트리파크부산

(주)

CCC...SSSttteeeiiinnnwwweeeggg
WWWaaarrreeehhhooouuusssiiinnnggg(((FFF...EEE...)))PPPttteeeLLLtttddd

동부건설(주)
17,100 11,900

퍼스트클래스
로지스틱스(주)

한국도심공항터미널
골골골드드드프프프라라라임임임홀홀홀딩딩딩스스스리리리미미미티티티드드드

시시시모모모노노노세세세키키키해해해륙륙륙운운운송송송
한솔CNS
GW국제물류

3,000 600

BND(주)
대한통운

나루인터내셔널
하하하츠츠츠무무무라라라제제제일일일창창창고고고

7,700 1,200

<표 3-4>2차 입주기업 현황

자료 :부산항만공사 내부자료.
주 :굵은체는 외국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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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입주기업선정은 북측배후단지 3단계 조성부지에 2006년 11월 15개 컨소
시엄이 신청하여 12개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선정된 12개 컨소시엄에는 국내
기업 20개사,외국기업 21개사가 합작하였으며,이 중 일본기업 13개사,중국기
업 7개사,기타지역 1개사로서 외국인 투자액은 약 463억원이다.주로 주류,사
무용품,조선부품,생필품 등을 재수출하는 모델로 사업구상을 하고 있으며,특
히 냉동․냉장품을 취급하는 기업과 공컨테이너 대여업을 주로 하는 기업이 처
음으로 참여하고 있다.
부산항 신항 배후물류단지는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많은 외국기업들이 입주

의사를 보이고 있으나 한정된 부지 면적으로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따
라서 충분한 배후부지를 조속히 개발하여 이들 수요에 부응하고,상대적으로
입주가 어려웠던 제조업 등도 유치하여 항만물동량 창출을 해 나가야 할 것이
다.이렇게 된다면 외국인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며 신항도 활성
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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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기업명 컨소시엄 구성현황 자본금
(백만원)

외자규모
(백만원)

보고 COLD(주) 해용궁산업(주)
HHH...KKK...CCC...KKK...CCCooorrrppp...LLLtttddd... 10,000 4,800

KCTC&NYK
부산물류센터

KCTC
NNNYYYKKK LLLIIINNNEEE 20,000 9,000

BNS로지스틱스(주) 봉진종합건설(주)
상상상해해해승승승통통통유유유한한한공공공사사사 7,000 700

판토스
신항물류센터

(주)범한판토스
QQQiiinnngggdddaaaoooOOOccceeeaaannnEEEaaarrrttthhhIIInnnttt'''lllLLLooogggiiissstttiiicccsssCCCooo...,,,LLLtttddd

PPPaaannntttooosssLLLooogggiiissstttiiicccsss(((HHHKKK)))CCCooo...,,,LLLtttddd
PPPaaannntttooosssLLLooogggiiissstttiiicccsssJJJaaapppaaannnIIInnnccc

17,300 3,920

델타 디스트리파크(주)
(주)오리엔트조선
(((주주주)))아아아이이이바바바

(((주주주)))골골골드드드본본본드드드엔엔엔터터터프프프라라라이이이즈즈즈
(((주주주)))도도도쿄쿄쿄도도도

23,892 2,450

HCL(주)
현대택배(주)(51%)

CCCOOOSSSCCCOOO LLLooogggiiissstttiiicccsssCCCooo...,,,LLLtttddd
현대상선(주)
현대엘리베이터(주)

19,708 1,450

부산신항물류센터
(주)

(주)한진
미미미쯔쯔쯔이이이물물물산산산
시시시노노노트트트랜랜랜스스스

KorchinaLogisticsHoldingsLtd.
남성해운

DDDaaaiiiiiiccchhhiiiTTTrrraaannnssspppooorrrtttaaatttiiiooonnn&&& TTTeeerrrmmmiiinnnaaalllCCCooo...,,,LLLtttddd...

29,658 5,880

국제종합물류
국제통운(주)

DDDAAAIIIEEEIIISSSHHHIIIPPPPPPIIINNNGGG(((주주주)))
희희희길길길(((상상상해해해)))국국국제제제물물물류류류유유유한한한공공공사사사

태영상선(주)
25,101 2,500

Molax-SeinoLogix
DistriparkCo.,Ltd.

(주)모락스
SSSEEEIIINNNOOO LLLOOOGGGIIIXXX CCCOOO... 10,290 1,000

(주)부산크로스독
(주)맥스피드
STX팬오션(주)
(주)포스인터내셔널
로로로커커커에에에버버버스스스인인인터터터내내내셔셔셔널널널
재재재팬팬팬스스스타타타코코코퍼퍼퍼레레레이이이션션션

23,405 6,800

지티씨로지스틱스
(주)지티씨

TTTiiiaaannnjjjiiinnnHHHuuuiiihhhaaannngggCCCooonnnsssooollliiidddaaatttiiiooonnnSSSeeerrrvvviiiccceeesssCCCooo...,,,LLLtttddd
(주)골드웨이

7,000 300

BusanNewport
DistriparkⅡ(주)

대한통운(주)
돌돌돌코코코리리리아아아(((유유유)))
키키키타타타자자자와와와(((주주주)))

25,340 7,450

<표 3-5>3차 입주기업 현황

자료 :부산항만공사 내부자료.
주 :굵은체는 외국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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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절절절 부부부산산산항항항 신신신항항항 배배배후후후물물물류류류단단단지지지 운운운영영영모모모델델델

111...다다다국국국적적적 기기기업업업 유유유치치치 기기기업업업 사사사례례례

부산신항의 배후물류단지는 1차 입주기업인 부산국제물류가 2007년 7월 장하
여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 하였으며 일본의 사무용가구 유통 및 제조사인 우찌
다양행,유럽계 다국적 생활용품 회사인 레킷벤키져,터키의 원단 제조사인
ISKO사등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여 아시아의 CDC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우찌다양행

우찌다 양행은 1910년에 설립된 일본의 사무용가구 제조및 유통회사로 연매
출 1조 5,000억원 규모이며 ,주요사업부문은 사무용가구부문,교육 및 학교사업
부문,IT사업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전개중인 글로벌 기업이다
사무용가구 사업부문은 미국최대의 가구 제조회사인 스틸케이스사(미국 디트

로이트소재)의 아시아 총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으며,학교 및 교육사업부문은
대학교등 학교의 강의실등 구축사업 및 연필,지우개등 사무용품을 제조하고
있다.IT 사업부문은 교육 소프트웨어 ,IT와 연계된 전자 칠판,유비쿼터스 사
무공간을 제작 판매중이다.해외진출은 말레지아,홍콩,중국,미국,독일등에 진출
하였으며 국내 사무용 가구 회사인 코아스웰과 업무 제휴로 국내 간접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우찌다양행의 부산신항에서의 물류스킴은 아래와같다
ⅰ)미국의 스틸케이스사의 의자본체및 프랑스산 의자부품의 조립 후 일본

소비처로 배송
ⅱ) 국내 수도권 소재의 벤더로부터 구매한 제품및 중국산 및 일본산

부품과 조립 후 일본 배송
ⅲ)완성된 제품의 수도권 등 국내 소비자 배송

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있다.

우찌다 양행의 부산신항 자유무역지역 활용후 효과는 ⅰ)물류비 및 조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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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절감 효과,ⅱ)부산신항에서 검품후 일본 등 최종 소비처 배송으로 불량
률 감소로 소비자의 반송률이 저하되었으며,특히 국내 벤더사의 반품 비용이
절감이되고 있으며,ⅲ)국내소비시장에 직접 배송으로 국내소비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3-4> 가구조립 전경

2)레킷벤키져
레킷벤키져사는 글로벌 생활용품 제조및 유통기업으로 국내의 옥시를 인수

한 기업이며 ,전세계 생활용품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프랑스및 폴란드등의 생산공장에서 생산한 제모제 및 일본 요코하마 공장에

서 생산한 식기 세척기용 세제를 부산신항에서 검품,조립,라벨링 후 일본 및
동남아시아로 배송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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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생활용품 작업전경

3)ISKO사

터키의 ISKO사는 미국,중국,일본등 동남아시아에 청바지 원단을 공급하고 있
으며,필리핀,베트남 등 환태평양시장의 급격한 청바지 원단 수요 증가 및 배
송의 편리를 위해 부산신항을 아시아 CDC로 활용하고 있다.
이스코사는 생산된 원단을 자유무역지역인 부산 CDC에 보관 후 아시아 시

장에 판매되는 시점에서 부산 신항CDC에서 배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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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부부부산산산신신신항항항 배배배후후후물물물류류류단단단지지지의의의 활활활성성성화화화 방방방안안안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나라 항만은 항만배후에 종합물류
단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부산항 신항 개발시 항만배후단지
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부두개발과 동시에 항만배후단지가
개발되었다.항만배후단지에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은 물동량 확보를 통한
항만 활성화 및 물류거점기지 구축은 물론 국내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를 극대화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부산신항 배후물류단지 1단계를 2006년 4월 부산신항 CFS(주)운영을 시

작으로 2007.7월 부산국제물류(주)개장및 운영중에 있으며 2008년4월 대한통운
BND를 시작으로 스타인웨그 ,퍼스트클래스로지스틱스,세방등 단계적인 운영
이 예정이 되어 있다
이제,본격적인 부산신항 배후물류단지 운영에 앞서 자유무역지역의 제도개

선,시설 및 물류서비스 측면,비용절감 등의 측면으로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야 한다.

제제제 111절절절 법법법률률률 및및및 제제제도도도개개개선선선

111...복복복잡잡잡한한한 행행행정정정절절절차차차 및및및 규규규제제제 개개개선선선

외국기업이 부산항 신항 배후물류단지에 투자함에 있어 복잡한 행정절차 및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5)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환경은 정
부의 정책적인 노력으로 최근에 많이 향상되고 있다.1998년 「외국인투자촉진
법」을 제정하여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인센티브 제공,행정시스템 개편,외
국인투자지역의 설치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외국인투자 제한조치도 지
속적으로 완화하고 있다.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역할을 확대
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업무를 전담하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InvestKOREA)를
설립하여 외국투자가들에 대한 투자상담,행정지원,사후지원은 물론 유관기관
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광범위한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하고 있고,특히 프로
젝트 메니저(PM)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상담과 인ㆍ허가 발급에서부터 사업을

5)정홍식,2008,“부산항 신항 배후물류단지의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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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One-Stop으로 제공함으로써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노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은 물론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정부기관과 지방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
다.
부산항 신항 배후물류단지는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되

어 있어 법률적용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특구형태로
운영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일원화가 바람직할 것이며,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
치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적․재정적 독립이 필요하다 하겠다.

222...자자자유유유무무무역역역지지지역역역의의의 운운운영영영 제제제도도도 개개개선선선

부산 신항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의 법률적인 근간이 되는 “자유무역지역의 지
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기존 마산 수출 자유지역의 설치법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이는 제조기업중심의 입주 업종에 맞추어져 있는 현실이다.제조기업이
자사의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여 조립 및 가공 후 외국으로 수출하는
기존의 개념에서 부산신항 배후물류단지는 국제물류기업이 입주하여 글로벌 기
업으로부터 위탁받은 물품을 조립 가공하여 외국으로 재수출하는 형태로 업무
상 매우 다른 형태이므로 이에 적합한 법률 및 제도적인 개선의 필요하다.

<표 4-1>마산수출자유지역과 비교
구분 마산수출자유지역 부산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제조기업 국제물류기업

반입물품의
소유여부

입주기업이 물품
소유자

화주로부터 위탁받음
소유권 없으며 ,위탁받아서
보관및 가공 업무 수행

국내법인의
유무 국내에 법인이 존재 화주기업이 국내에 없는 경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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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외국물품을 반입신고 및 사용소비신고 할 때
규정상 주체는 입주 기업체만이 할수 있다.하지만,입주기업체는 물류기업으로
자가명의 반입화물은 전무하며 선적서류상에 shipper,Consignee,Notyfy와 상이
하게 신고할 수밖에 없으며,이에 따라 외국의 대형 화주 기업은 물품의 소유
권 상실의 우려가 발생할수 있다.
자유로운 물류 및 무역,가공을 보장하여 외국의 대형 화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체가 아닌 외국기업도 반입신고서상에 기재가 가능하도록 개
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또한 역외 작업도 전면 허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물류
기업은 자가 명의 수출실적이 없으며,항만 배후지에서의 조립 및 가공의 업무
가 매우 세분화 및 복잡화 이루어지는 추세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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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자유무역지역의 관련 규정
구분 관련 규정

자유무역지역
지정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
품을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하여야 한다.
1.외국물품.〈하략〉

제30조 (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①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
서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하략〉

자유무역지역
지정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국외반출신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반출신고
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외반출신고서
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품목분류번호
〈2호이하 생략〉
제24조 (역외작업신고 등)〈전략〉
②역외작업의 범위는 당해 입주기업체가 전년도에 원자재를 가

공하여 수출한 금액의 100분의 60이내로 한다.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관한
고시

제제제333---111조조조(((외외외국국국물물물품품품의의의 반반반입입입신신신고고고)))①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
야 한다.
〈1호 및 3호 생략〉 2.외국물품을 사용 또는 소비할 목적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시행령」 제2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 서식을 사용하여 수입통관시스템에서 정한 전자
문서로 세관장에게 반입신고(이하 “사용소비신고”라 한다)를 하여
야 한다.다만,수입신고대상인 물품은 제외한다.
②〈전략〉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는 법 제10조제1
항제2호 및 제3호(제조·가공·수리·보수·조립․건설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입주기업체에 한한다)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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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절절절 시시시설설설 및및및 물물물류류류서서서비비비스스스 측측측면면면

111...부부부지지지확확확보보보 및및및 기기기반반반시시시설설설 확확확충충충

배후물류단지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은 그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대규모 부지
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장 초기부터 저렴하고 충분한 물류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대형물류기업일수록 향후 이용 가능한 부지확장성이
입지 선정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부산항 신항 배후물류단지의 경쟁력은 정부 및 부산항만공사가 어느 정도 규

모의 배후물류단지를 매입 또는 개발하여 얼마만큼 경쟁력 있는 임대료로 제공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정부와 부산항만공사에서는 이러한 제
반사항을 고려하여 현재 신항 북측배후부지,남측배후부지,서측배후부지(웅동
지역)에 배후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중에 있다.
그러나 외국물류기업과 국내물류기업간의 합작을 통한 시너지효과와 기업활

동을 지원하기 위한 클러스터 구축 등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부지를 확보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부산항 신항 배후의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
역 및 인근지역을 추가로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녹산 및 신호산업단지와
도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배후물류단지의 경쟁력은 항만의 활성화 정도와 관련이 매우 크므로 신

항 건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항만과 내륙을 연결하는
배후도로,철도 등 배후 인프라시설도 조속히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222...원원원활활활한한한 물물물류류류서서서비비비스스스 제제제공공공

부산항 신항 배후물류단지 활성화와 외국기업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입
주기업의 원활한 물류활동 지원이 필수적이다.이를 위해서는 먼저 물류센터와
소비시장을 연결하는 선박서비스 항로를 확충하여야 하고,경쟁력 있는 피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일본과의 피더 네트워크는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
지만 일본 서안지역 항만과의 피더망은 보다 더 확충되어야 할 것이며,특히
중국 및 동남아지역 항만과의 피더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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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기존 부산항과는 달리 신항에는 아직
까지 피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더선부두 확충,하역요율 차
별화 등 피더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전문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물류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며,이를 통해 국내 물류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제고 하여
야 할 것이다.또한 이러한 국내기업들이 부산항 신항 배후물류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외국기업에 상응하는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써 외국기
업과의 연계를 통해 부산신항 활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제제 333절절절 비비비용용용절절절감감감 측측측면면면

111...저저저렴렴렴한한한 배배배후후후물물물류류류단단단지지지 임임임대대대료료료

배후물류단지 임대료는 입주기업 측면에서 비용절감에 가장 민감한 요소로
나타났으며,그 수준은 타 경쟁항만에 비해 경쟁력을 가진 요율수준이 필수적
이라고 말할 수 있다.부산항 신항 배후물류단지는 민간사업자인 부산신항만
(주)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한 부산도시공사에 의해 개발ㆍ임대시 경쟁항만에 비
해 현저히 높았으나,정부와 부산항만공사가 신항 활성화를 목적으로 물류용지
를 매입하여 개발하면서 저렴한 임대료 정책을 펼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부산항 신항 배후물류단지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해양수산부는

2004년 7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 등에게 임대하는 국유의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에 적용할 임대료를 <표 4-3>과 같이 공고하였으며,2007년 7월에 동 지
역의 임대료를 같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재공고하였다.이에 따라
부산항만공사가 소유한 부지도 정부와 같은 수준의 임대료를 징수하기로 결정
하여 기업유치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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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만 조 건 임 대 료 적용
기간

부산항
항만배후단지

기본
임대료 ․기본적으로 입주기업체의 경우 ㎡당 월 300원

3년

우대
임대료

․외국인투자기업중 자유무역지역법상의 물류업
종을영위하는 기업 ㎡당 월 150원

공시지가
임대료

․입주기업중 자유무역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
지 않다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판단되는
기업

공시지가×50/1,000
(국유재산법-연간)

부산항
신항개발지구
항만배후단지

기본
임대료 ․기본적으로 입주기업체의 경우 ㎡당 월 260원

우대
임대료

․외국인투자기업중 자유무역지역법상의 물류업
종을영위하는 기업 ㎡당 월 40원

공시지가
임대료

․입주기업중 자유무역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
지 않다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판단되는
기업

공시지가×50/1,000
(국유재산법-연간)

<표 4-3>항만자유무역지역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자료 :해양수산부 공고 제2007-215호(2007.7.30.).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표 4-3>과 같이 우대임대료를 적용하여
더 많은 외국기업이 부산항 신항 배후물류단지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런 정책으로 부산항 신항 배후물류단지는 <표 4-4>와 같이 외국 경쟁항만들
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현 임대료정책은 매 3년마다 재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외국기업이 투

자 결정하는데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현재의 임대료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
지한다는 정책제시가 필요하다 하겠다.

항만별 부산항신항 싱가폴 상하이 로테르담 심천

임대료 기본 :3.12
우대 :0.48 38 12 18 84

<표 4-4>외국 경쟁항만 배후단지 임대료 수준
(단위 : 천원/㎡․년)

자료 :부산항만공사,「부산신항 배후단지개발 연구」,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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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조조조세세세혜혜혜택택택 및및및 인인인센센센티티티브브브 확확확대대대

부산항 신항 배후물류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는 물류비
용을 절감하여 비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부산항 신항 배후물류단지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표

4-5>과 같이 다양한 조세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물류업종이며 500만불 이
상을 투자한 경우에는 법인세,소득세,취ㆍ등록세 등을 3년간 100%,그 후 2
년간 50%를 감면하고 있으며,입주기업의 자유무역지역 반입 외국물품에 대해
서 관세가 면제되고,또한 입주기업이 반입한 내국물품 및 자유무역지역내 기
업간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이와 같은 조세 인센티
브는 입주기업에게 매력적인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나,수혜조건인 외국자본
이 5백만불이 되어야 하므로 실질적인 수혜기업의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된다.따라서 부산항 신항 배후물류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대부분이 혜택을 받
을 수 있도록 수혜조건을 완하하여 입주 매력도를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기업은 비용절감의 방편으로 부산항 신항 배후물류단지를 경유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이중관세 부과방지를 요구하고 있다.우리나라와 같이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을 표방하고 있는 중국,일본의 경우 중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화물에 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여 물류비 절감에 효과를 주고 있으나 부
산항 신항 배후물류단지에서 가공․포장되어 일본으로 수출되는 화물에 대해서
는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아 오히려 부산항 신항 배후물류단지를 경유하는 것
이 물류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따라서 부산항 신항 배후물류단
지에서 가공․포장되어 일본으로 수출되는 화물에 대해 일반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토록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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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 감면

감면대상 -1천만달러이상 투자 외국 제조기업
-5백만달러이상 투자 외국 물류기업

감면내용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
지세를 3년간 100% 면제,이후 2년간 50%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2)

간접세 면제 및 환급
○ 입주업체의 FTZ반입 외국물품에 대해 관세 면제
○ 입주기업체가 반입한 내국물품 및 FTZ내 기업간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임시수입부가세,주세,특별소비세,교통세,농특세,교육세 면제
(자유무역지역법 제45조)

임대료
○ 우대임대료 적용(외국인투자기업 중 자유무역지역법상의 물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자유무역지역법 제17조)

<고시기준>
-부산항 감천배후단지 :연간 약 150원/㎡․월
-부산항 신항배후단지 :연간 약 40원/㎡․월

물류활동 신고절차 간소화
○ FTZ내에서는 등록업체간의 물품이동 및 양도,외국 물품의 사용/소
비 및 보수작업 등 각종 부가가치 물류활동에 대한 세관신고 절차
간소화

<표 4-5>자유무역지역 인센티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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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장장장 요요요약약약 및및및 결결결론론론

제제제 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요요요약약약

본 연구 에서는 부산항 신항 배후물류단지의 제도및 운영모델을 고찰하여 부
산신항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였다.
첫째,법률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복잡한 행정절차및 규제를 개선을 해야하며,특히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

지역으로 이중으로 지정되어 있어 법률적용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으며,
One-Stop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적 독립이 필요하다.
또한,자유무역제도의 운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제도가 제조업 중심의 마산자유지역의 운영제도에 기반

을 두고 있기에 항만배후지에서의 운영과 다소 상이하며,실제 운영상에서 나
타나는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야한다.
둘째,배후단지 및 산업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여야 한다.현재 추진 중인

개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할 것이며 부산항 신항 배후의 경제자유구역 및
인근지역을 추가로 개발을 서둘러야 하고 녹산 및 신호산업단지와도 연계하여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배후물류단지의 경쟁력은 항만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신항의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항만과 내륙
을 연결하는 배후도로,철도 등 배후 기반시설도 조속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역내 피더 네트워크를 확충해야 하며,종합물류기업을 집중적으로 육

성하여 원활한 물류서비스 제공을 통한 다국적 대형 기업을 유치해야한다
셋째,신항 배후물류부지 운영업체의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해주어

야 한다.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배후물류단지의 저렴한 임대료를 유지시켜 입주
기업의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하며,조세감면등 인센티브 적용 완화하여야
한다.

제제제 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한한한계계계 및및및 향향향후후후 연연연구구구과과과제제제

본 연구는 부산항 신항 배후물류단지 운영모델 연구를 통해 신항배후물류단
지의 운영모델을 정립하고 ,부산신항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 및 제도를 고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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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첫째 부산신항 배후

물류단지의 입주업체의 입주 및 운영활성화 전에 최초 입주기업만의 사례 등을
통한 연구로 일반화 하기에는 어렵다는 아쉬움이 남았으며,향후 입주기업이
더 늘어나면 보다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둘째 현업에서의 업무
추진상의 애로등을 바탕으로 하였기에 전문적인 제도의 개선등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및 보완할수 있는 후속적인 연구수행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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