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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상운임(Ocean Freight)

+

1.정기선 운임

기본운임(BASIC RATE)
부대비용(할증료+추가요금)

=

해상운임

Ⅰ 해상운임(Ocean Freight)

-3-

1.정기선 운임

Ⅰ 해상운임(Ocean Freight)

1.정기선 운임

Ⅰ 해상운임(Ocean Freight)

1.정기선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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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상운임(Ocean Freight)

1.정기선 운임

(2) 부대비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Terminal Handling Charge
Seal Charge
Document fee
Port Congestion Surcharge
Cleaning Charge
Container Inspection Charge
AMS FEE
D/O FEE
Handling Charge

Ⅰ 해상운임(Ocean Freight)

2.부정기선 운임

(1) 부정기선 운임의 종류

① Long Term Contract Freight (장기운송 계약운임)
② Dead Freight (부적운임)
③ Lump Sum Freight (선복운임)
④ Daily Charter Rate (일대용선운임)

-5-

Ⅱ 항공운임(Air Freight)
항공 화물운임 = 요 율

(rate)

항공운임 결정방법

1.항공운임 종류 및 결정방법
+ 부대요금

(charge)

+ 기타수수료

국제 항공화물 운임의 결정과정

Ⅱ 항공운임(Air Freight)

2.항공화물 운임(Tariff)

(1) 항공화물요율 (rate)
①
•
•
•
•
•
②
③
④
⑤

일반화물요율(GCR : General Cargo Rate)
최저운임 (Minimum charge)
기본요율 (Normal rate) – 45 kg
정량요율 (Quantity rate)+45 +100 +300 +500 +1000 kg
운임산출중량 (Chargeable Weight)
1 cbm=167 kg (일반화물) 1cbm=200 kg(특송화물)
특정품목 할인요율(SCR: Specific Commodity Rate)
품목분류 요율 (CLASS RATE)
종가요금 (Valuation Charges)
단위탑재 용기운임 (BUC: Bulk Unitization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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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항공운임(Air Freight)
(2) 기타요금(부대비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입체지불수수료
착지불수수료
위험품 취급수수료
수출입항공화물 Handling Charge
RFC Charge(포장/표기/라벨링/서류/상 하차/화물분류 등)
Pick Up Service Charge
항공화물운송장 작성수수료
유류할증료
항공화물THC
보안할증료
EDI Fee(D/O 전송료)

Ⅲ 육상부문요금
1. 컨테이너 육상요금
2. 일반화물자동차 운임 ①기본요금 ②할증요금
3. 보세창고보관료
<영업용 보세창고 보관 요율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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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항만부문요금

1. 항만 하역료

① 일반하역료 (FI/FO/FIO 에 따라 달라짐)

• 선내요금
• 부선양적요금
• 육상요금
② 할증료

Ⅳ 항만부문요금

2. 화물입출항료 (Wharfage)

*납부대상 화물을 다섯가지로 구분

①
②
③
④
⑤

일반화물의 수출
일반화물의 수입
컨테이너 화물 FCL 수출
컨테이너 화물 FCL 수입
컨테이너 화물 LCL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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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통관부문요금
1.
2.
3.
4.

파출검사 수수료
타소장치 허가수수료
임시개청 허가 수수료
통관수수료

Ⅵ EDI 관련요금
1.
2.
3.
4.

수출자동화기본료
EDI 전송료
관세환급 EDI 사용료
상역망 사용료

2. 사례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입 물류비 절감 방안

Pag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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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입 물류비 절감 방안

1) 인코텀즈 변경을 통한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 사례
사례 1. 화학업체 J 사의 인코텀즈 변경사례
① 사례 내용과 문제점
- FOB ~named port of shipment 개념의 재해석
- 공장이 전라도 경상도 지역으로 확대 하면서 컨테이너의 년간
수출물량이 1,000 대 이상으로 증가됨
- 10년 이상 FOB BUSAN 으로 수출계약이 진행되면서 국내 운송비
부담이 추가로 증가됨

2. 사례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입 물류비 절감 방안

1) 인코텀즈 변경을 통한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 사례
사례 1. 화학기업 J사의 인코텀즈 변경사례
② J 사의 제안 및 결과
-

J사가 바이어에게 선적항을 BUSAN 항과 KWANGYANG 항
두 곳으로 나누어 선적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도착지에서 지불하는
운임이 동일한 지 확인함.

-

바이어와 도착지 운송인 간의 운임 계약 및 조건을 확인한 후 바이어
측에서 부산항과 광양항에서만 선적한다는 조건 하에
<FOB KOREAN ANY PORT>로 변경하여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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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입 물류비 절감 방안

1) 인코텀즈 변경을 통한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 사례
사례 2. 섬유업체인 S사의 CIF SANTOS 사례
① 사례내용
- FOB BUSAN 으로 10년 이상 거래해왔으나 바이어가 지정한 운송인
의 서비스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운송인을 변경해줄 것을 여러 번
요청 하였으나 번번히 거절당함.
- 선적 책임은 있으나 좀 더 자유롭게 운송을 하고자 새로운 운송인과
함께 시황 조사를 하고 과감히 바이어와 FOB조건에서 CIF 조건으로
바꾸어 무역계약을 제안함.

2. 사례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입 물류비 절감 방안

1) 인코텀즈 변경을 통한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 사례
사례 2. 섬유업체인 S사의 CIF SANTOS 사례
② S사의 CIF SANTOS 로의 변경 제시 안
- BUYER가 SANTOS 현지에서 얻어낼 수 없는 운임 제시
- SANTOS 까지의 운송 기일을 40 DAYS를 절대 넘기지 않는다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고 불이행 시 가격에서 10% 반환명시
- 선적 납기 준수 이행 명문화
- 최소 3년간은 CIF SANTOS 로 지속한다는 문건을 매매계약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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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입 물류비 절감 방안

1) 인코텀즈 변경을 통한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 사례
사례 2. 섬유업체인 S사의 CIF SANTOS 사례
③ S사의 CIF SANTOS로의 변경 이유 및 처리방법
-

S사가 선적 권한을 갖고 자유롭게 선사 이용 확대
S사가 선적주도권을 쥠으로써 선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S사의 화물 준비 날짜에 따른 선사 스케쥴을 탄력성 있게 확보
바이어와의 운송기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주로 DIRECT 선사를
사용하고 있는 포워더와 운송계약.
- 새로 계약한 포워더에게 기여도를 높여 일정한 운임을 장기적으로
확보.

2. 사례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입 물류비 절감 방안

1) 인코텀즈 변경을 통한 수입기업의 물류비 절감 사례
사례 3. 타이어 유통업체인 T사의 FOB GERMAN PORT 사례
① 사례내용
2015년 구매 지시서를 통하여 첫오더를 내릴 때에는 CIF BUSAN으로
진행하다가 점차 수출자의 운송인 사용 관련하여 불편함과 금전적인
손해를 경험하고 2016년부터 FOB HAMBURG으로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2017년 2월부터 FOB GERMAN PORT 로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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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입 물류비 절감 방안

1) 인코텀즈 변경을 통한 수입기업의 물류비 절감 사례
사례 3. 타이어 유통업체인 T사의 FOB GERMAN PORT 사례
② T 사의 CIF BUSAN 에서 FOB GERMAN PORT 변경으로
인한 혜택
- 도착지에서 운임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변경하면서 운송인을 지정할 수
있는 선적 권한 확보
- 운송계약한 포워더를 통하여 수출자의 현 상황 파악과 동시 도착지
에서 운임 네고 가능하며 여러 선사의 스케쥴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최적의 운송루트와 운송기일을 선택하는데 좀 더 폭넓게 작용

2. 사례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입 물류비 절감 방안

1) 인코텀즈 변경을 통한 수입기업의 물류비 절감 사례
사례 3. 타이어 유통업체인 T사의 FOB GERMAN PORT 사례
③ T사와 운송 계약한 포워더 Y사의 처리 방법
- T사가 선적 권한을 갖고 Y사에 P/O 및 수입 관련한 ROUTING ORDER
를 주면 Y사는 독일 지점이나 파트너에 CHECK LIST를 작성하여 송부
- 현재의 화물 준비상황을 T사에 알리고 가장 최적의 선적 운용을 선택
하여 독일 파트너에 요청하여 처리
- FOB조건으로 되어 있어 도착지에서의 FREE TIME 운용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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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입 물류비 절감 방안

2) 물류기업의 해상운임절감 사례
사례 1. 물류기업의 해상운임 절감사례
① 사례 내용 및 문제점
- 중소 포워더 Z사의 선사 들과의 장기계약운임 확보 실패
- 분기 운임을 요구하는 대형화주와의 운임계약으로 인한 적자 운영
- 항로 별로 시황을 분석하지 않고 CASE BY CASE 영업
- 선사 BUYING RATE 운용 미숙

2. 사례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입물류비 절감 방안
2) 물류기업의 해상운임절감 사례
사례 1. 물류기업의 해상운임 절감사례
② Z 포워더의 해상운임 BUYING 전략 수정
- Main Account 물량에 대하여는 선사와 장기 운임계약 확보
- 지역별 운임에 대하여는 복수의 선사 운용을 통한 정보 파악
- 선사와의 Pricing 을 전담으로 하는 담당자의 장기적인 운용
- 특정 지역의 물량을 원하는 선사 별 맞춤 영업
- 경쟁업체의 buying 전략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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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입물류비 절감 방안
2) 물류기업의 해상운임절감 사례
사례 1. 물류기업의 해상운임 절감사례
③ Z 포워더의 새로운 운임확보전략으로 인한 원가절감
- 포워더 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새로운 경쟁력 확보
- 실 화주 별 buying rate 확보를 위한 선사와의 협상력 강화
- 장기 운임 확보와 더불어 스페이스 관련 지속적인 확보 로비
- 특수물량, special rate, 적재용기 관련한 지원 선사의 확보

2. 사례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입 물류비 절감 방안

3) 물류기업의 항공물류비 절감 사례
사례 1. 항공운임 절감 사례
① 사례 내용
A. CIP/CPT 조건의 최적 ROUTE와 FCA 조건에서의 항공부대비용 절감
B. 중량 화물과 용적 화물 CONSOLIDATION을 활용한 항공 운임 절감
- 2000 kg 30 cbm / 5000 kg 10 cbm 동일 목적지 화물 영업으로
인한 수익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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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입 물류비 절감 방안

4) 복합운송을 통한 물류비 절감 및 제반 사례
사례 1. 컨테이너 운송 및 해상/복합운송 물류비 절감 사례
① 사례 내용
A. NOR(40’HQ REEFER DRY) 용기를 사용한 물류비 절감
B. 45’HQ 용기를 사용한 물류비 절감

2. 사례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입 물류비 절감 방안

4) 복합운송을 통한 물류비 절감 및 제반 사례
사례 2. SEA & RAIL 최적 운송경로를 통한 물류비 절감 사례
① 사례 내용
A. CIP/CPT 조건의 최적 ROUTE와 복합운송비 찾기
BUSAN-KOPER-LIENZ
BUSAN-HAMBURG-LIENZ
B. 단일 국가에서의 최적의 ENTRY PORT 찾기
LOS ANGELES PORT – DENVER
SEATTLE PORT - DEN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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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입 물류비 절감 방안

4) 복합운송을 통한 물류비 절감 및 제반 사례
사례 3. 최적 루트 찾아 복합운송운임 절감하기
1) 2018년 11월 오스트리아 소재 바이어 A사가 한국 수출상 B사의
악기를 요청한 CIP VIENNA 조건의 1x40’DRY Container의
최적의 복합운송경로
- 수출자 : 천안 소재 B사
- Port of Loading : Busan, Korea
2) 최적운송경로
① 오스트리아는 항구가 없는 내륙국가로 가장 가까운 나라의 항구 파악
(오스트리아와 외교 관계는 물론이고 경제, 무역 관계에 있어서도
운송 중에 중단되는 일이 없는 안전한 국가의 항구를 선택해야 함)

2. 사례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입물류비 절감 방안

4) 복합운송을 통한 물류비 절감 및 제반 사례
② VIENNA까지의 총 운송 기일을 도착항구 별로 비교하여 정보 제공
③ 관련 예정 도착항 : Hamburg, Rotterdam, Trieste, Koper port
④ 부산항을 출발하여 상기에 언급한 도착항까지의 운송 기일과 도착항
에서부터 Budapest 까지 운송수단과 운송 기일을 비교하고 해당
운임 최종 확정한 후 VIENNA 까지의 운임과 운송 기일을 함께 만족
할 수 있는 경로로 결정하여 선적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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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입물류비 절감 방안
4) 복합운송을 통한 물류비 절감 및 제반 사례
⑤ 운송기일 비교
- Busan-Hamburg -Vienna via rail (약 38~40 days)
- Busan-Rotterdam-Vienna via rail (약 38~40 days)
- Busan-Trieste-Vienna via rail (약 33 days~36 days)
- Busan-Koper-Vienna via rail (약 32 days~34 days)
⑥ 수출자와 복합운송인 간에 루트 별 운임과 운송 기일을 비교 결정
⑦ Koper port를 도착항으로 하여 복합운송인은 Vienna Rail CY
까지만 운송하고 바이어가 Vienna Rail CY에서 수입통관 후
바이어 창고까지 직접 pick up해 가는 것으로 최적의 복합운송 경로
최종 결정함.

2. 사례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입 물류비 절감 방안
4) 복합운송을 통한 물류비 절감 및 제반 사례
사례 4. SEA & AIR 최적 운송경로를 통한 물류비 절감 사례
① 사례 내용
A. CIP/CPT 조건의 최적 ROUTE와 복합운송비 찾기
BUSAN- VANCOUVER PORT-AMSTERDAM
BUSAN- SINGAPORE PORT-AMSTERDAM
HOCHIMINH-INCHON PORT- LOS ANGELES
HOCHIMINH-SINGAPORE PORT- LOS ANGELELS
B. 단일 국가에서의 최적의 ENTRY PORT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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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입 물류비 절감 방안 설명회

2

2019 수출입 물류 현장 컨설팅 안내

2019 수출입 물류 현장 컨설팅 안내
 컨설팅 기간 : 2019년 4월 ~ (당일 1회 방문) / 1차 신청 : 4월까지
 컨설턴트 구성 :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 창고 운영사, 화재보험사, 관세사

사업 개요

 컨설팅 대상 기업 : 수출입 물류 관련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
- 지원업체 선정 기준 : ① 국내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② 물류 관련 이슈가 있거나 물류시스템 개선의지가 있는 업체
③ 기업 현황 및 물류 관련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컨설팅 신청

사업 절차

화주기업⇒

개별연락/

컨설팅사 매칭*

화주기업

⇒

무역협회

기초자료 검토
컨설팅사

현장실사/맞춤형
⇒

컨설팅 실시
컨설팅사

* 신청기업의 분야별 상담 수요에 따라 적절한 컨설팅 업체와 매칭

컨설팅
분야

 수출입 물류 체계 진단 및 효율화

 FTA 활용 및 관세

 수출입 운송비 절감

 기업 보험(적하보험, 화재보험) 최적화

 전반적인 수출입 물류 절차

 창고 이용 효율화 및 부대비용 절감 등

KITA / Shippers’
Korea Shippers’
Council
KITA / Korean
Council

2019 수출입 물류 현장 컨설팅 안내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에서 공고 확인 및 첨부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kscn@kita.net) 송부

신청방법

①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 [회원/업무지원] ⇨ [무역실무지원] ⇨ [물류 컨설팅]
⇨ [수출입 물류 현장 컨설팅] 탭 클릭
② 홈페이지 메인화면 공지사항

클릭 ⇨ 게시판 상단 검색창에서

“수출입 물류 현장 컨설팅” 검색
 한국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

문의 및
접수처

Tel: 02-6000-5359/5672
Fax: 02-6000-5231
E-mail: kscn@kita.net

KITA / Shippers’
Korea Shippers’
Council
KITA / Kore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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