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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
물류기업,
해운시장
왜곡시켜”
정유섭 의원, 해운 공정경쟁환경 국회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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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정유섭 의원이 개최한 국회세마나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모기업이나 계열 기업들의 물량처리에 만족하지 않고 과도한 시장지배력
을 무기로 해운시장을 크게 왜곡시켜왔다. 이는 부의 일방적인 상속을 방지하기 위한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가져온 부작용이다.”
한국선주협회 이윤재 회장은 3월 7일 정유섭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해상수송시장
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국회정책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2자 물류기업들의 폐해를 지적
했다.
이윤재 회장은 세계적인 물류기업인 한진해운이 파산할 수밖에 없었던 이면에 2자 물류기업들의 해
운시장 왜곡도 한몫을 했다며 2자 물류기업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해운법개정안을 통과시
키는 데 역량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정유섭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한진해운의 파산은 커다란 국가 자산을 잃은
것으로 안타깝기 이루말 할 수 없다. 지난 2015년 우리나라 7대 물류자회사는 전체 수출물동량
732만개의 83%에 해당하는 물동량을 취급하는 시장 지배력 우위에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 물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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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3자 물류활성화 및 물류산업 경쟁력이 심각히 저해되고 있다"고 강조
했다.
정 의원은 또 “지난 9일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모기업과 계열사의 물량만 취급하도록 해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물류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도모하고 물류체계 효율과 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운법 개정안이 통과돼야한다. 해운업계와 물류업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유섭 의원과 함께 해운법 개정을 공동 발의한 박남춘 국회의원도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대기업
물류회사들은 시장지배 속 일감몰아주기로 불공정성 경쟁 환경을 만드는 등 해운업시장질서 혼란
을 가중시켜왔다. 우리나라가 해상수송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속에서 다시 한번 재도약 할 있도록
해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역량을 모아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세미나에는 국회부의장인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과 해수부 장관을 지낸 유기준 의
원 등 여야 의원들 상당수가 참석했고 한국국제물류협회 김병진 회장, 예선업협동조합 김일동 이사
장 등 해운업계와 국제물류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2자 물류를 제한을 통한 3자 물류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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