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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현황
2014년 한국의 연간 무역액은 1조 982억 

달러로 4년 연속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과 FTA를 체결함에 따라 

무역액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육상화물 중 카고형의 물동량은 

2010년 이후 연평균 12.4%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온라인 쇼핑시장의 매출액은 2001년 

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22% 

이상을 기록하였고, 모바일 쇼핑시장의 

매출액도 2011년부터 2014년 기준 연평균 

성장률 191%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보이며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소셜커머스의 성장과 

함께 리테일 기업들의 당일배송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효율적이고 빠른 배송을 위해 

수도권의 물류창고를 임차하거나 매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물류^유통 융합, 

당일배송 등 서비스가 고도화됨에 따라 

첨단물류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포트라이트
한국 물류 마켓

E-commerce의 급격한 성장, 3PL의 시장 점유 확대 등에 힘입어 물류 창고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현대식 대형 물류센터의 개발 및 공급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한국 물류 현황
2015년 5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임대용 물류창고업 등록현황에 따르면 

전국 임대용 물류창고의 개수는 총 

2,223개로, 그 중 43%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등록된 물류창고는 총 944

개이며, 상온^보관 물류창고는 899개, 

냉동냉장 창고는 45개로 상온^보관 

물류창고의 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도권 물류 현황
수도권의 물류시장은 접근성 및 

인력수급, 인허가 프로세스 및 토지가 

등의 차이로 지역별 특성이 상이하다. 

수도권 물류시장은 지리적 입지 요인 

등의 기준에 따라 4개 권역(A, B, C, D

권역, 맵1)으로 구분하였으며, 대부분의 

물류창고들은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등을 따라 

집중 분포되어 있다.

A권역은 서울, 인천, 김포, 남양주, 신갈

JC인근 지역을 포함하며, 임대료 및 

매매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차트 2

지역별 물류시설 분포도

출처 : 국토교통부 (2015년 5월 기준)

차트 1

수출입 동향 1990-2014

출처 : 한국무역협회

B권역은 용인, 양지, 이천 등을 

포함한 지역이며, 중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따라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은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난 반면, 

A지역에 비해 임대료 및 매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투자자 및 임차인에게 

가장 선호되는 지역이다. 실제로 2015년 

1분기 기준, 국내에서 물류창고로 인허가를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이 용인(31%)과 이천

(16%)으로 집계되었다.

C권역은 영동고속도로 이천IC 동측 인근과 

평택제천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를 

따라 발달한 시장이며, 주요 지역으로는 

여주, 평택, 안성JC 등지의 지역이다. 

C권역은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낙후된 

물류창고가 산재되어 있고, 최근엔 신도시 

개발로 지가가 동반 상승하여 신규개발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D권역은 주요 지역 중 가장 남쪽에 

분포되어 있는 권역으로 천안, 안성 지역을 

포함하고 타 주요 지역 대비 임대료 및 

매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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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물류 부동산 시장은 자가 사용 목적의 

물류센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공급이 증가하고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점점 대규모 및 첨단화된 

물류센터가 증가하고 있다. 투자자뿐 

아니라 임차인 또한 고속도로 IC에 근접한 

현대식 대형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물류창고의 경우 공실이 장기화로 

이어지고, 신규 물류센터의 경우는 

대기수요가 발생하는 등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E-commerce 매출의 급격한 증가 및 

소셜커머스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도 동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온라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사 등이 최근 로켓배송, 수도권 

당일배송 등 경쟁적인 배송서비스를 통해 

시장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재된 기존의 물류창고를 고속도로 IC

근처의 대형 물류센터로 통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추가적으로 개발^구축하려는 

수요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마트는 

2020년까지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5곳을 

더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랜드는 풍세산업단지에 통합물류센터를 

건립하여 2016년에 이전할 예정이다. 

쿠팡은 '로켓배송'이라는 마케팅 전략으로 

물류센터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 인천, 대구 등 7개의 

물류센터를 제외하고도, 오는 2016년까지 

전국 단위 9~10개로 물류센터를 추가 

확충할 예정이다.

임대료
물류창고의 임대료는 최종 소비지인 서울을 

북측 경계선으로 두고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서울과 가까울수록, 고속도로 IC에 

접근이 용이할수록, 현대식 시설을 갖춘 

물류센터일수록 높은 임대료를 보인다. 

상온시설과 비교시 냉동냉장 물류창고의 

임대료가 더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지역에 

따라 상이하나 평균적으로 상온은 약 

20,000-40,000원/3.3m2, 냉동냉장창고는 

약 50,000-75,000원/3.3m2 수준이다.

물류 투자 시장
최근 1%대의 저금리 여파와 오피스 

빌딩의 투자수익률이 5% 내외로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물류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1~2014년 

까지 물류센터 투자를 위해 영업인가를 

받은 리츠는 5곳뿐이었지만, 2015년 7월 

기준, 총 7곳이 인가를 받아 역대 최고를 

경신하였다. 총 누적 자산 규모의 경우, 

2011~2014년 3,356억원을 기록하였고, 

올해 상반기를 포함할 경우 약 40% 증가한 

4,760억원으로 조사되었다.

과거 국내 물류시장은 해외 투자자의 

참여가 대부분이었다. 초기에 진입한 해외 

투자자로는 프로로지스, 라살인베스트먼트, 

알파인베스트먼트, 아센다스 등이 있으며, 

이후 GIC, 메이플트리, 도이치자산운용 

등이 활발하게 투자하며 투자시장이 

확대되었다. 2011년 이후 국내 투자자의 

물류창고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2년에는 국내 투자자의 투자규모가 

전년대비 약 6배 증가한 1,64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해외 투자자의 

투자 금액인 1,770억원 수준까지 증가한 

수치이다.

출처 : 세빌스 코리아

표 1

상온 물류시설 월임대료 현황

권역 지역 임대료 (원/3.3m2)

A권역

김포 35,000-45,000

인천 30,000-35,000

남양주 30,000-33,000

서울 40,000-50,000

B권역

용인 24,000-28,000

이천 23,000-27,000

화성(동탄) 25,000-28,000

광주, 곤지암 27,000-30,000

C권역
평택 23,000-25,000

여주 20,000-23,000

D권역
천안 18,000-20,000

안성 20,000-22,000

차트 4

주체별 누적 투자금액 비율, 2008-2015

출처 : 세빌스 코리아, R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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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3

물류 및 오피스 투자 수익률 추이

출처 : 세빌스 코리아,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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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물류 권역 지도

출처 : 세빌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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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물류 투자 시장의 주요 동향은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량 매물의 

감소로 매입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준공 전 선매입을 통한 투자가 

증가하거나 부지를 매입하여 직접 개발 

하려는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다. 2015년 

4분기에 완공 예정인 이천시 소재 덕평 

로지스코엘을 GIC가 약 1,380억원에 

선매입하였고, 쿠팡은 소프트뱅크의 

투자를 받아 2015년 12월 완공 예정인 

덕평 휴메드물류센터를 약 1,400억원에 

선매입하였다. 한편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을 진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Kendall 

Square는 부천 오정 물류단지 내 토지를 

약 330만원/3.3m2에 매입 하였으며, 2018

년 완공을 목표로 약 36,800여 평의 상온 

물류센터 개발을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2015년 물류 투자 시장의 또다른 

주요 동향은 펀드^리츠를 통한 국내 

연기금의 투자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자산운용은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경부종합물류센터를 

455억원에 매입하였으며, 사학연금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부종합물류센터의 수익률은 7%대로, 

3.3m2 당 약 34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알투자운용은 제이알 제18호 

위탁관리리츠로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김포티제이물류센터를 약 620억원에 

매입하였으며, 공제회 2곳을 비롯한 3개 

기관이 주요 투자자로 알려졌다. 김포지역은 

김포공항 5분, 인천공항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경인운하터미널을 접하고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며, 임차수요가 풍부한 점, 향후 

매각차익 등을 기대할 수 있어 거래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다.

최근 거래된 에버게인 물류센터는 

한국토지신탁이 '케이원제5호'를 통해 466

억원에 매입하였다. 3.3m2당 거래가격은 

약 290만원, Cap. rate은 8.25%로 

알려졌으며, 과학기술공제회가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였다.

그 밖에도 '마스턴제13호'는 경기도 이천시 

국제물류센터 내 물류창고를 230억원에 

매입하였고, 퍼시픽투자운용이 충남 

천안시 풍세면 물류센터시설 개발사업에 

956억원을 투자하는 '펨코로지스틱제5

호개발전문 위탁관리리츠'를 통해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망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 소셜커머스등 

E-commerce의 급격한 성장, 3PL의 

시장점유 확대 등에 힘입어 물류 창고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는데 반해, 물류시설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최근 

지어진 최신식 물류센터를 제외하고는 

연면적 1만평 이상의 대형 물류창고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대규모 물류창고를 

지을 수 있는 부지 확보가 어렵고, 각종 

인허가 과정이 까다로워 개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단기간 임대차 

계약조건에도 준공되지 않은 신규 

물류창고에 대한 투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 하반기 물류창고의 

매매가격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Cap. rate은 소폭 하락하거나 

2015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인 7% 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지조건과 물리적 조건에 따라 상이하나 

기존 노후화된 물류창고의 임대료는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이다. 

반면 신규 공급된 물류센터의 임대료는 

시장 평균 임대료 수준보다 5-10% 높은 

수준이며, 대기 수요로 인해 소폭 상승하는 

추세이다.

물류센터 시설에 대한 임차인들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물류시장이 선진화되면서 

연면적 1만평 이상의 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용인,이천, 화성지역 등을 중심으로 

2~4만평 규모의 물류센터가 신규 개발되는 

추세이다. 특히 물류창고의 집약화, 

공동화로 물류단지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편의시설과 쾌적한 환경시설을 도입한 

선진화된 물류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는 건물의 상태나 위치보다는 장기 

임차인이 확보된 물건에 대한 투자 검토가 

주를 이루었으나, 재임차 용이성 및 향후 

exit의 용이성이 중요해지면서 입지와 

센터등급, 규모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는 

방향으로 투자자의 선호도가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