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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valueofinternationallogisticsisemphasizedmorethaneverdueto
theeaseoftradebarriersbetween countriesorcompaniesaseconomies
become increasingly globalized.Moreover,supported by the skyrocketing
growthofthechineseeconomy,thecenteroftheworld'sshippingmarketis
shiftingtoNortheastAsia.Accordingly,thecontainervolumeofNEAsiais
showingrapidincrease.
Underthesechangingcircumstances,thecompetitiontobecomeahubport

inNE Asiaismuchmoreintensifiedespeciallyamongthethreecountries,
namelySouthKorea,ChinaandJapan.Togaincompetitiveadvantages,each
ofthethreecountriesarecarryingoutvariousplanssuchasdevelopmentof
ports,improvementofsystemsandattractingofforeigncapital.
InthecaseofBusanPort,thirtycontainerberthsareunderconstruction

andscheduledtobecompletedin2015.Inaddition,variousplansarebeing
carriedoutbytheSouthKoreangovernmenttoattractinternationallogistic
companiestoitsdistriparkdesignedforhighaddedvalueactivitiessuchas
packing,labeling and testing.In other words,the Port of Busan is
struggling tobeahub portin NE Asiawhich recently emergedasthe
centerofworld logistics by transforming its function from mere cargo
handlingtocreatingaddedvalue.
However,thegrowthtrendofBusanPort'scontainerthroughputdoesnot

brightdespite thevariousgovernmentplanspreviously mentioned.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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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lly,theincreaseofcontainerthroughputatBusan Porthasbeen
slow byonly1.7% in2006,whichwasaverydisappointingfigurecompared
tothe17.1% increasein2002.Furthermore,changesofcircumstancessuch
as therapid growth ofChineseports,especially thosein Shanghaiand
Shenzhen,andmajorlinerspullingoutfrom BusanPortmakesthefutureof
BusanPortgrim.
Certainly,thePortofBusanhasphysicallimitationscomparedtoitsrival

portsinChina.Therefore,transformingintobothanaddedvalueandcargo
creatingportwillbeawisewaytoreinforceitscompetitiveness.Toachieve
this goal,notonly physicalgrowth such as improvementofthe port's
infrastructurebutalsointangiblefactors,suchasportoperationsystem and
highqualitypersonnel,areimportant,too.
Forexample,theworld'smostsuccessfullyoperatedports,namelyPorts

ofSingaporeandRotterdam,haveboththefinestportinfrastructureswhich
enablethem toachieveincredibleproductivityandefficiency,andalsothe
bestqualifiedexpertsinportindustry.However,thetraining system and
investmenttofosterportexpertsisveryinsufficientatthePortofBusan
andtherestofS.Korea.
Theaim ofthisstudy isto suggestwaysto train portand logistic

experts,which areconsideredaspreconditionstoincreaseagiven port's
internationalcompetitivenessinarapidlychangingenvironment.
To accomplish this goal, Chapter 2 first analyses the changing

environmentofportsandshippingindustry,mainlyfocusingonthePortof
Busan.Then,astudyontheconditionofthePortofBusanfollowsbased
onthefindingsoftheanalyses.Chapter3reviewsthecurrentsituationand
problemsofKorea'strainingsystem ofportandlogisticexperts.Chapter4
firstexaminesthecasestudiesofSingapore,Netherlands,Germany,Japan
andHong Kongwithaspecialemphasisonthetraining systemsofport
andlogisticexperts,andthendrawsaconclusionuponthefindings.Lastly,
Chapter5suggestsabasicframeworkandwaystotrainportandlogistic
expertswhichwilleventuallyincreasecompetitivenessofKoreanPorts.
Throughthisstudy,fivebasicwaystosystematicallyandefficientlytrain

port and logistic experts are presented. Firstly, establish an expert
developmentsystem tokeeppacewiththeneedsoftheportandlog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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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Secondly, specialize formal education institutions such as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Thirdly,introduce various education
programs.Fourthly,transform the Korea PortTraining Institute into a
specialized university and establish a port and logistic expert training
institute.Lastly,introduceajobplacementcenterexclusivelyforportand
logisticapplicantsandcompanies.
Inconclusion,tomakeBusanPortNEAsianhub,physicalexpansionwith

efforts to increase port productivity and service can not be ignored.
However,awell-organized training system forexpertswhowillactually
manageandoperatethePortofBusanmustbebuilt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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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장장장 서서서론론론

제제제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배배배경경경 및및및 목목목적적적

오늘날 국가간의 장벽이 없어진 무한 글로벌경쟁시대는 해양의 시대라고 불
릴 만큼 해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해양의 시대를 맞아 항만의 중요성
이 강조되고 있으며,항만은 다양한 운송수단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리성으
로 인해 운송상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활동 및 무
역거래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특히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99.7%를 처리하는
핵심 물류 인프라이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진기지로서 국가와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성장동력 산업이다.
한편 국제무역의 빠른 성장과 한중일 등 동북아 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계기

로 이 지역 항만은 중국을 중심으로 매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이미
전 세계에서 대형 항만이 제일 밀접한 지역으로 발전하였다.무엇보다도 컨테이
너항만의 발전은 더욱 두드러져 2006년 물동량 처리 기준으로 세계 20대 항만
에 동북아가 8개1)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항의 경우 2006년 1,203만TEU를 처리하여 세계 5위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2005년 이후 수출입 및 환적 물동량 증가율의 둔화 추세가 뚜렷하게 나
타나면서 상위권 항만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자 정부는 최근 ‘국제물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물류 허브화 전
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국가경쟁력 제고와 함께 물류 경쟁력을 확보
하기 위해 첨단화된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 확보와 항만운영의 효율화를 적극
서두르고 있다.이 점은 동북아 항만으로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전제조건이며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국제물류의 핵심 요충지이며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이기도 한 항만의 기능성

과 경제성을 비추어 볼 때 항만의 인프라 구축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필요조
건이다.동시에 이들 하드웨어적 요소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항만전문인력의 공
급 등 소프트웨어의 구축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이는 부산항을 비롯하여
광양항,인천항 등 주요 항만에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관련 전문인
력과 기능인력의 수요가 크게 확대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1)중국이 홍콩(2위),상하이(3위),선전(4위),칭다오(11위),닝보/저우산(13위),광저우(15
위),톈진(18위)등 7개 항만이며,한국이 부산(5위)1개 항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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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들 항만전문인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적기적소에 공
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항만전문인력의 양성은 항만물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름길이며,나아가 항만의 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제고
하는 길이다.그러나 항만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교육투
자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날 수 없는 한계점과 항만 인적자원개발의 제도적 장
치 마련 미비 등으로 인하여 항만전문인력 문제는 관심밖에 놓여 있는 것이 현
실이다.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유능한 항만전문인력의 양성과 확보가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선진화뿐만 아니라 항만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이로부터 외국과 국내의 항만물류인력의 양성현황을
고찰하여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양성해 나가야 하는지 그 방향과 방안을 제시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제제제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내내내용용용

오늘날 항만은 운송,하역,라벨링,분류,포장,가공,수리,보관,환적 등 종
합적 물류기능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강화되고 있다.예컨대 항만은 수출입 화물
의 중계수송을 위한 터미널 기능 외에 상품의 집배송 단지,도로,철도 등의 연
계 수송망 및 물류정보센터가 구축되어 있는 종합물류기지화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물류비 절감과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으며,이 같은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의 인력양성정책2)이 제시되기도
했다.이 정책은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물류전문대학원 설립과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항만연수원을 항만기능대학으로 개편할 것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
고 있다.본 논문은 항만분야로 연구범위를 제한하였으며 해운항만 환경변화를
살펴보고 교육기관 개설 현황을 중심으로 외국과 국내의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
성실태를 기존의 문헌과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고찰해 보았다.
본 연구는 모두 6장으로 구성되었으며,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연구의 방법 및 내용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제2장에서는 부산항을 둘러싼 동북아 해운항만 환경변화를 살펴보았
다.세계 물류환경의 급격한 변화속에 동북아 지역이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부상
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항의 여건을 분석해 보았다.
제3장에서는 국내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

2)동북아물류중심 추진 로드맵(2003.8)의 7대 과제 중 하나로 물류분야의 효율화를 위해
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수적임에 따라 물류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한 고급전문인력과
컨테이너부두와 배후단지 운영에 대비한 기능인력을 양성키로 하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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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는데,기능인력과 전문인력으로 구분하여 한국항만연수원,정부,대학,관련
업체,부산항만공사 등을 중심으로 인력 양성현황을 정리하였다.이를 통하여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싱가포르,네덜란드,독일,일본,홍콩 등 주요 국가의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
는 시사점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제5장은 실질적으로 이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며,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제6장은 이 연구의 결론에 해당된다.

<그림 1-1>연구의 흐름

111장장장
서서서론론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222장장장
부부부산산산항항항을을을 둘둘둘러러러싼싼싼 동동동북북북아아아 해해해운운운항항항만만만 환환환경경경 변변변화화화
-동북아 교역구조 및 세계 물류환경 변화
-부산항 여건 분석
-항만물류 전문인력 수급전망

↓

333장장장
국국국내내내 항항항만만만물물물류류류 전전전문문문인인인력력력 양양양성성성현현현황황황 및및및 문문문제제제점점점
-항만물류인력 개념 및 양성 필요성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현황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문제점

↓

444장장장
해해해외외외 항항항만만만물물물류류류 전전전문문문인인인력력력 양양양성성성현현현황황황 및및및 시시시사사사점점점
-주요국가의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현황
-시사점

555장장장
항항항만만만물물물류류류 전전전문문문인인인력력력 양양양성성성방방방안안안

-전문인력 양성 기본방향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방안

↓

666장장장
결결결론론론

-요약 및 결론
-향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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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장장장 부부부산산산항항항을을을 둘둘둘러러러싼싼싼 동동동북북북아아아 해해해운운운항항항만만만 환환환경경경 변변변화화화

제제제111절절절 동동동북북북아아아 교교교역역역구구구조조조 및및및 세세세계계계 물물물류류류환환환경경경 변변변화화화

111...동동동북북북아아아 권권권역역역의의의 중중중요요요성성성 부부부상상상

동북아 지역은 세계 최고 기술수준의 제조업을 보유한 일본과 세계 최대 인
구 보유국인 동시에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 사이에서 독자적인 발전전략을 구사
하고 있는 한국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이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권으로 성장하였다.골드막 삭스가 상당기간 동안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듯이 동북아 지역은 향후에도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
차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의 역내 교역 및 투자 규모 또한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동북아의 세계교역규모는 아시아 내 교역규모 중 약 77%를

차지하고 있으며,동북아 내 경제적 중심축인 한중일의 역내 교역규모 또한 꾸
준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한중일간의 교역규모는 수출액 기준으로 1995년
3국의 총수출액인 7,170억 달러의 16.0%인 1,150억 달러에서 2004년에는 총수출
액 1조 4,130억 달러의 20.6%인 2,910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수입액 기준으로
1995년 3국의 총수입액인 6,030억 달러의 22.0%인 1,330억 달러에서 2004년에는
총수출액 1조 3,840억 달러의 21.3%인 2,95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표 2-1>한중일 3국의 역내 수출입 규모
(단위 :10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홈페이지

또한 역내교역에 있어 1995년에는 일본이 중심축이었으나,2005년에는 중국을 중

구 분 1995년 2000년 2002년 2004년

수출
총수출 717 901 905 1,413
역내수출 115 153 171 291
비중(%) 16.0 17.0 18.9 20.6

수입
총수입 603 889 894 1,384
역내수입 133 159 180 295
비중(%) 22.0 17.8 20.1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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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한 교역구조로 전환되고 있다.2005년 역내수출에서 중일간 교역이
49.8%(1995년 44.1%), 한중간 교역이 29.2%(1995년 13.8%), 한일간 교역이
21.3%(1995년 42.1%)차지하였다.특히 동북아 3국간 역내교역에서 2002년을 기점
으로 한국의 비중은 상승세로 전환,역내교역에서 한국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림 2-1>동북아 3국간 무역 흐름(억불,2005)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홈페이지

동북아 3국간 역내교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역내교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역내 교역규모는 2005년 3,325억불에서
2015년에는 7,200억불 수준으로 확대되고 역내교역 비중은 20.2%에서 22.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역내교역에서 중국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되는 바,역내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31%에서 2010년에는
36%,2015년에는 4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2>동북아 3국간 무역 흐름 전망(억불,2005→2015)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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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경제의 급성장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지역의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동북아지역의 영향력
을 상승시켜 2006년 기준 세계물동량 441,889천TEU 중 35.8%인 158,372천TEU
가 동북아지역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007년에는 36.3%로 비
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표 2-2>지역별 컨테이너 처리물동량 추이 및 전망

자료：Drewry Shipping ConsultantsLtd,AnnualContainerMarketReview
andForecast2006/07,2006.9.

222...세세세계계계 물물물류류류환환환경경경 변변변화화화

(1)컨테이너 선박의 대형화
선박의 크기는 운송화물의 톤당 운송원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조정되고 있는데,선박의 대형화는 주로 컨테이너선에서 추진되고 있다.조선기
술의 발달,하역기술의 향상,물동량 증가 등으로 대형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구 분
2006년 2007년

물동량(천TEU) 증가율(%) 물동량(천TEU) 증가율(%)
북 미 48,005 8.5 51,914 8.1
서유럽 82,540 7.5 89,081 7.9
동북아 158,372 13.0 175,999 11.1
동남아 58,469 6.6 63,159 8.0
중 동 25,073 10.9 27,763 10.7
남 미 30,085 10.1 32,660 8.6

오세아니아 7,886 5.0 8,706 10.4
서남아시아 10,697 13.3 12,027 12.4
아프리카 15,490 16.6 17,346 12.0
동유럽 5,271 18.9 6,397 21.4
세 계 441,889 10.3 485,053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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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컨테이너선의 대형화는 향후 한층 더 빠르게 이루어져 2010년에는
12,000TEU급의 선박이 취항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 라인은 2006년 9월 11,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엠마 머스크호(EmmaMaersk)3)를 유럽-극동항로 노선4)에 투입하
기 시작하였으며,현재 컨테이너선 120척(수송능력 64만TEU)을 발주해 놓고 있
다.이 회사는 2005년 피앤오 네들로이드를 인수,시장 점유율을 18%대로 높이
는 등 세계 최대의 독립선사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강화하고 있어 극초대형선
투입에 따른 시장 장악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이에 따라 다른 경쟁 선사들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는데 뒤이어 프랑스 선사 CMA CGM,이슬라엘 선사 Zim
Line, 스위스 선사 MSC, 중국 선사 COSCO, 우리나라 한진해운 등도
9,000TEU급 컨테이너선을 집중적으로 발주하는 등 글로벌 정기선사들의 선박
대형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표 2-3>주요 선사별 9,000TEU 이상 컨선 건조 및 발주현황

자료 :일본 해사신문(2006.6.14)

3)엠마 머스크는 2005년 12월에 유명을 달리한 머스크 맥킨리 부인을 기념하기 위해 붙
인 이름이며,최근 CI분석에 따르면 엠마 머스크호는 최대 14,500TEU를 적재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CI,2006년 10월호)

4)이 선박이 기항하는 항만은 Gothenburg,Aarhus,Bremerhaven,Rotterdam,Algeciras,
SuezCanal,Singapore,Kobe,Nagoya,Yokohama,Yantian,HongKong순임

선 사 선형(TEU) 척수 조선소 준공 및 인도시기

Maersk 12,000
9,100

14
4

오덴세
삼성

07~11년
07~08년

MSC 9,200
9,600

13
8

삼성
삼성

05~07년
09년

CMA-CGM
9,200
9,700
9,700

4
4
4

현재중공
대우조선
교섭중

05~06년
08~09년
09년

Evergreen 9,700 4 현대중공 08년

COSCO 9,400
10,000

9
4

현대준공
NACKS

06~08년
08~09년

CSCL 9,600 8 삼성 06~07년
ZIM 9,700 4 현대중공 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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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들의 극초대형선 확보경쟁에 따라 이 같은 선박을 확보한 선사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운항원가 절감을 통해 이를 확보하지 못한 선사에 비해 상대적인
경쟁력 비교우위를 확보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2)선사간 제휴 및 M&A 확대
세계 최대 선사인 머스크 시랜드가 세계 3위 선사인 피앤오 네들로이드를 인

수하여 최강의 해운선사로 입지를 구축한 이후 세계 13위의 하파그로이드가 CP
Ships를 인수하여 세계 5위 선사로 올라섰으며,CMA CGM은 델마사를 인수하
였다.최근에도 끊임없이 인수합병 소문이 나도는 가운데,글로벌 선사들의 시
장 및 선박량 과점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그림 2-3> 선사간 M&A 확대 과정

또한 해상운송에서 컨테이너화가 확산된 이후 선사간 다양한 형태의 제휴가
이루어져 왔으며,항로,영역,형태,기간 등 제휴관계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보
다 장기적이며 다양한 형태의 제휴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주요 기간항로와 피더
항로까지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항로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또한 해
상운송 이외에 터미널,장비,내륙운송,지원업무,영업,마케팅 등으로 점차 확
대되었다.
이러한 전략적 제휴의 목적은 선복교환과 공동운항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운

항비용의 절감이며,타선사 및 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실시하여 유연성을 얻고
자 하는 것이다.그러나 이는 개별선사 및 글로벌 제휴그룹의 서비스 능력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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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키는 반면에 외관상으로는 기존 글로벌 제휴체제가 악화되고 나아가 글로
벌제휴 그룹내 선사간 경쟁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그림 2-4>선사간 전략적 제휴의 변화

따라서 단순한 전략적 제휴는 중복되는 조직과 선대의 운영으로 인해 비효율
을 초래하고 제휴그룹 내의 선사간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전
략적 제휴 내지 인수․합병으로 확대되고 있다.

(3)중국의 지속적인 항만 개발
중국 교통부는 2005년에 ‘전국연해항구발전전략’과 ‘장강삼각주,주강삼각주,

발해만 3개 지역 연해항구건설계획’을 발표했다.5)선전,광저우항을 포함한 주
강삼각주 지역을 ‘주강삼각주 항구군6)’으로,상하이,닝보항을 포함한 장강삼각
주 지역을 ‘장감삼각주 항구군7)’으로 다롄,티옌진,칭다오항 등을 ‘환발해만 항
구군’8)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특히 각 항만의 개발은 대규모의 배후단지와 산업단지 개발을 병행함으로써

5)이 계획과 별도로 중국은 11․5경제개발계획 기간 동안(2006~2010)3개 지역 연해항
구건설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복건성과 광둥성 지역의 항만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음

6)2010년에 총 43개 선석 규모로 성장하며 연간 처리능력이 2,000만TEU를 넘어설 것으
로 전망

7)2010년에 총 72개 선석을 갖추면서 연간 처리능력이 3,000만TEU를 넘어설 것으로 전
망

8)2010년까지 다롄항은 875만TEU,티옌진항은 1,095만TEU,칭다오항은 910만TEU의
연간 처리능력을 목표로 총 28개 선석을 개발할 예정으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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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기능을 강화하는 한편,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표 2-4>장강삼각주,주강삼각주,발해만 3개 지역 연해항구건설계획

자료 :중국 교통부(2005)

중국 3대 항구군의 항만개발 계획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환발해만 항
구군의 화물처리능력이 2,900만TEU를 초과하며,장강삼각주 항구군은 3,100만
TEU를 넘어서게 된다.또한 주강삼각주 항구군은 2,000만TEU에 달하게 된다.
이러한 중국 항만의 대규모 개발계획은 동북아 항만의 구도변화를 주도하는 한
편,우리 항만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북중국 화물의
환적을 통한 동북아 허브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항만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정부가 2007년을 기점으로 항만개발,배후단지 개발 및 운영 등 항

만분야에 시장개방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기업유치를 위한 우리 항만과의 치열
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항만간 경쟁 심화
선사는 선박을 대형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제반 비용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기간항로상에 위치한 대형항만을 기항지로 선택하고 있다.선사들이 소
수의 대형항만에 기항하고 나머지 항만은 피더서비스로 연결하는 중심-지선
(Hub& Spoke)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각국 항만은 중심항이 되기 위한 경쟁체
제에 돌입하게 되어 많은 국가들이 대규모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항만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각국은 대규모 항만개발 및

중심항이 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화물유치를 위하여 배후부지를 개
발하고 항비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구분 항구군 기능 비고
화남지역 주강삼각주 항구군 남중국 국제해운센터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연계

-연해항만 클러스터 육성
-지역산업단지 연계

화동지역 장강삼각주 항구군 상하이 국제해운센터
북방지역 환발해만 항구군 동북아 국제해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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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아시아 간선항로 변화

자료 :한진물류연구원(2005),동북아 역내 피더 네트워크 강화방안

(5)SCM 및 제3자 물류 활성화
최근 기업의 물류활동은 원자재의 조달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이르는 전체 공

급사슬상(SCM :SupplyChainManagement)에서 관련기업간 물류프로세스를
통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물류기업들은 통합 물류프로세스를 통해 고품질
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화주기업들은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이익을 증가
시키고 있으며,아울러 화주기업들은 핵심역량에 집중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
를 얻게 되고,불필요한 자산을 보유할 필요가 없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2-6>기업의 SupplyChain변화

1990년대 중반 ~2003년

2003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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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물류9)(ThirdPartyLogistics)의 활성화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유럽과
미국 제조업의 제3자 물류를 이용하는 기업의 비율은 각각 90%와 75%로 한번
의 계약으로 통합된 물류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화주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특히 글로벌 경쟁의 심화에 따라 기업은 핵심역량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
이 커지게 되었고 이에 제조․유통기업은 물류부문을 전문물류업체에 전적으로
위탁하는 등 제3자 물류에 대한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제제222절절절 부부부산산산항항항 여여여건건건 분분분석석석

111...주주주변변변국국국가가가의의의 대대대대대대적적적인인인 항항항만만만개개개발발발

상하이항을 중심으로 한 중국 주요항만들의 대대적인 항만개발은 규모가 엄
청날 뿐만 아니라 속도도 매우 빠르다.특히,양산심수항의 개발에 따른 상하이
항의 처리능력 향상과 대형 선사들의 중국 주요 항만 개발 참여로 부산항과의
북중국 화물 유치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중국은 국민경제사회
발전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연안지역 항만능력을 2004년보다 80% 이상 확충
하기로 하고 주강․장강삼각주와 환발해만 등 3개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일본은 항만산업의 부흥과 한․중과의 경쟁을 위해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에

치중했던 항만정책을 전환해 선택과 집중에 기반을 두고 대형 허브항을 육성하
는 슈퍼중추항만계획을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도쿄항과 요코하마항을 합친
게이힌항,오사카항과 고베항을 통합한 한신항,나고야․요카이치항을 묶은 이
세만 등 3개 지역을 슈퍼중추항만으로 선정하고 3~5년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는 최첨단 대규모 터미널 운영방식으로 항만물류서비스를 원스톱화해 항만비
용을 30% 정도 절감하여 부산항이나 대만 가오슝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3~4일 가량 걸리는 화물처리시간을 싱가포르항과 같은 1일로 단축하여 부
산항에서 환적되고 있는 일본화물을 흡수하기 위해 주요 항만의 서비스 개선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9)제3자 물류 :제조․유통업체 또는 그 자회사가 아닌 기업으로 물류분야에 전문화된
기업이 제조․유통업체의 물류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에 비교되는 개념인 제2자물류
는 자회사가 물류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제4자물류(4PL)는 제3자물류 기업 중
창고,차량 등 실물자산으로 물류서비스를 창출하기 보다는 물류정보화 및 네트워크
를 기반으로 물류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업이 물류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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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우우우리리리나나나라라라 주주주변변변 항항항만만만과과과의의의 경경경쟁쟁쟁 심심심화화화

정부 주도의 항만개발 및 운영체제로는 급변하는 국제물류환경과 중국을 중
심으로 한 동북아 국가들 간에 갈수록 치열해지는 중심항만 경쟁에서 자칫 뒤
쳐질 수 있다는 위기감속에 2004년 부산항을 시작으로 2005년 인천항에 항만공
사제가 도입되었으며,2007년에는 울산항,2009년에는 광양항에 항만공사제가
도입될 예정이다.이는 민간경영체제를 도입,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생산
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나,자칫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
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확한 물동량 예측에 바탕을 두지 않은 채 각 항만간에 항만시설 확충

과 인센티브 부여 등 과당경쟁은 우리나라 항만간의 경쟁을 심화시켜 오히려
중국 항만에 동북아 중심항만의 지위를 빼앗기고 피더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그 예로서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항
만개발에 나서 화물이 분산되어 항만산업이 몰락한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최
근 슈퍼항만 중심으로 집중 개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전국적으로 분산된 항만시

설 투자재원을 재배분하여 부산항 등 중심항만에 대한 집중투자로 항만 경쟁력
을 제고해 나가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333...부부부산산산항항항 물물물동동동량량량 증증증가가가율율율 둔둔둔화화화

부산항의 수출입 물동량은 1990년대 이후 두 자리 수의 꾸준한 증가를 보였
으나,중국 항만의 부상이 시작된 2002년에 급격히 하락하면서 2005년에는 마이
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다행히도 2007년에 들어와 북항에 대해서도 수출입 물
동량에 대한 컨테이너세가 폐지되고 MSC가 환적기지를 닝보항에서 부산항으로
이전함에 따라 다소나마 증가율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환적화물의 경우에도 최근까지 급격히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2006

년에는 컨테이너 처리 실적 5위권 항만 가운데 가장 낮은 성장률인 1.6%를 나
타내었다.특히 중국의 상하이항과 선전항 등은 최근까지도 두 자리수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향후에도 이와 같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부산항은
세계 순위 5위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더구나 북중국 항만의 대규모 시설확
충,태평항 항로의 직기항 서비스 증가,중일간 기항노선 증가,대형 선사의 중
국 중심 전략 확산 등은 부산항의 물동량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설지 모른
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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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세계 5대 컨테이너항만 물동량 추이
(단위 :천TEU)

자료 :각 항만 홈페이지,ContainerizationInternational2007.3월호

한편,부산항의 물동량 증가율 정체와는 달리 광양항,인천항,평택․당진항10)
등은 과거에 비해 매우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데,그 결과 우리나라 최대
항만인 부산항의 집중화 현상이 분산되고 있으며,이에 따라 부산항의 입지는
주변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비하여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그림 2-7>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자료 :부산항만공사(2007),내부자료

10)2006년 컨테이너 물동량은 광양항이 1,756천TEU로 전년대비 21.8%,인천항은 1,377
천TEU로 19.9%,평택당진항은 260천TEU로 14.2%의 증가율을 나타냈음

국가명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증가율
싱가포르 15,520 16,800 18,100 20,600 23,192 24,792 6.9%
홍콩 17,900 19,144 20,100 21,984 22,427 23,230 3.6%
상하이 6,340 8,610 11,283 14,557 18,084 21,710 20.1%
선전 5,076 7,614 10,615 13,650 16,197 18,469 14.0%
부산 8,073 9,453 10,408 11,430 11,843 12,03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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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절절절 항항항만만만물물물류류류 전전전문문문인인인력력력 수수수급급급전전전망망망

111...항항항만만만물물물류류류산산산업업업의의의 발발발전전전

항만은 재화와 인간의 장소적 이동이라는 효용을 창출하는 장으로서 그 역할
을 통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에 커다란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0년대 이후 화물운송의 컨테이너화로 복합운송체계가 발달하고 운송수단

의 대형화,항만운영의 글로벌화,물류정보시스템의 발전으로 항만물류산업의
환경이 바뀌면서 항만물류의 기능이 크게 변화되었다.선박의 대형화에 따른 모
선과 자선의 연계 서비스 강화,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항만관리방식의 변화,
복합운송에서 종합물류기지,나아가 종합무역의 전진기지로서의 항만기능 변화
등이 그것이다.또한 생산,유통,거주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종합항만공간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도 두드러진 변화이다.
항만산업은 크게 직접산업과 관련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직접산업은 항

만운송사업,창고업,통관업 등 순수히 화물의 적․하역에 수반하는 산업을 말
하고,관련산업은 선박의 입출항,화물의 적양하 등 항만물류와 직접 관계되는
산업이거나 이의 부대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을 말한다.
항만물류산업은 국가 및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항만개

발에 따라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효과를 유발시키므로 세계 주요국
가들은 항만물류산업을 국가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도로,철도와는 달리 수출입 및 물류 관계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일반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적어 항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항만
물류산업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였다.최근 들어 싱가포르,네덜란드 등과 같이
항만물류 및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특히 최근의 한미 FTA 타결로 인해 항만물류산업은 미국과의 교역확대로 부

산항을 중심으로 물동량이 중장기적으로 20% 증가하고 외국자본 유치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항만물류관련 산업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이에 따라
항만물류산업 관련 투자가 확대되고 인력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표 2-6>에서와 같이 부산지역의 항만물류관련

산업 종사자수는 118천명,부가가치는 8조원 이상으로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상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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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항만물류산업 기여도
구 분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생산액(백만원)부가가치액(백만원)

부산총산업 272,778
(100%)

1,157,840
(100%)

91,766,527
(100%)

40,250,334
(100%)

항만물류관련
산업 총계

24,103
(8.84%)

118,903
(10.27%)

19,013,280
(20.72%)

8,181,634
(20.33%)

순수항만물류산업 167
(0.06%)

8,453
(0.73)

772,711
(0.84)

370,279
(0.92)

직접 관련산업 14,916
(5.47%)

45,531
(3.93%)

4,026,806
(4.39%)

2,125,500
(5.28%)

간접 관련산업 9,020
(3.31%)

64,919
(5.61%)

14,213,763
(15.49%)

5,685,855
(14.13%)

자료 :부산항만공사(2005),부산항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주 :2004년도 현황은 사업체,종사자수,생산액,부가가치 연평균 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정한 추정치임(자료 :통계청,부산시,광공업/운수업/도소매
업/서비스업 통계조사보고서 등)

특히 항만물류 관련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직․간접산업 부가가치는
8조 1천8백억원으로 지역생산액의 8.92%,지역부가가치액의 20.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직접산업 부가가치는 지역생산액의 2.72%,지역부가가치액
의 6.2%를 차지하는 등 부산지역에서의 항만물류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표 2-7>항만별 항만관련산업 경제적 기여도 비교
항 만 항만 직․간접산업 부가가치 항만직접산업 부가가치 주요 항만산업

로테르담
(2004년)

226억 유로(275.7억US달러)
GNP의 6.8%

60.2억유로(73.4억US달러)
GNP1.4%

GRDP의 16.3%

석유정제산업
화학제품 제조
운송 및 물류산업
항만서비스산업

싱가폴
(2002년)

총물류산업 88.2억 싱가폴달러(52.9억US달러)
GDP의 5.9%

항만운영 및 선박관리
하역 및 기타서비스
크루즈 관련산업

부 산
(2004년)

8.18조원(80억US달러)
지역생산액(GRDP)의 8.92%
지역부가가치액의 20.33%

2.50조원(24억US달러)
지역생산액(GRDP)의

2.72%
지역부가가치액의 6.20%

수상운수보조서비스
육상운수보조서비스
연안 및 내륙수상운송
항만시설 및 하역

자료 :부산항만공사(2005),부산항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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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항항항만만만물물물류류류인인인력력력 현현현황황황

(1)연도별 소속별 하역종사자 현황
우리나라의 항만 하역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994년 29,299명으로 해마

다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IMF경제위기 이후
하역종사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2003년 이후 소폭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하역종사자 비중에 있어서는 하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상용근로자와

항운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일용근로자가 2005년 기준으로 각각 55.5%(13,213명)
와 44.5%(10,611명)를 차지하고 있어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향후에
는 2006년도 항만노무공급체계 개편11)에 따라 항만노무인력이 하역회사별 상시
고용체제로 바뀌게 되어 하역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상용근로자가 큰 폭으로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8>연도별 소속별 하역종사자 현황

연도별 합 계 하역업체 항운노조원
인원(명) 점유율(%) 인원(명) 점유율(%)

1993 27,449 15,410 56.1 12,039 43.9
1994 29,299 17,435 59.5 11,864 40.5
1995 28,584 16,889 59.1 11,695 40.9
1996 28,619 16,993 59.4 11,626 40.6
1997 26,437 14,897 56.3 11,540 43.7
1998 23,544 12,474 53.0 11,070 47.0
1999 21,938 11,139 50.8 10,799 49.2
2000 23,191 12,396 53.5 10,795 46.5
2001 22,771 11,972 52.6 10,799 47.4
2002 21,306 10,958 50.7 10,645 49.3
2003 22,527 11,679 51.8 10,848 48.2
2004 23,063 12,260 53.2 10,803 46.8
2005 23,824 13,213 55.5 10,611 44.5

자료 :한국항만물류협회(2006),항만하역요람
주 :하역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이며 항운노조원은 일용근로자임

11)항만노무인력 공급체제의 상용화를 골자로 한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지원특
별법’이 제정(2005.12.23)되었고,이에 따라 2007년 1월 우리나라에서는 부산항에서 처
음으로 상용화가 도입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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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별 하역종사자 현황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항만 하역종사자는 23,824명으로 하역업체에 고용

되어 있는 상용근로자는 13,213명이고 항운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일용근로자는
10,611명이다.그 중 부산지역은 상용근로자 5,009명,일용근로자 3,531명 등 총
8,540명으로서 약 35.8%를 차지하고 있다.그 뒤를 이어 인천지역이 3,972명으
로 16.7%,여수․광양지역이 2,247명으로 9.4%,마산지역이 2,081명으로 8.7%를
차지하고 있다.

<표 2-9>지역별 소속별 하역종사자 현황
(단위:명)

구 분 합 계 하역업체 항운노조원
인원(명) 구성비(%) 인원(명) 구성비(%)

총 계 23,824 13,213 100 10,611 100
부 산 8,540 5,009 37.9 3,531 33.3
인 천 3,972 2,027 15.3 1,945 18.3

평택․당진 627 295 2.2 332 3.1
울 산 1,543 635 4.8 908 8.6

여수․광양 2,247 1,409 10.7 838 7.9
포 항 1,879 965 7.3 914 8.6
마 산 2,081 1,494 11.3 587 5.5
군 산 888 390 3.0 498 4.7
목 포 861 483 3.7 378 3.6
동 해 698 331 2.5 367 3.5
제 주 488 175 1.3 313 2.9

자료 :한국항만물류협회(2006),항만하역요람

(3)직능별 하역종사자 현황
하역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상용근로자는 크게 사무직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

는 일반직과 하역작업에 직접 투입되는 기능직으로 구분되는데 2005년도 전체
상용근로자 13,213명 중 일반직의 비중은 5,810명으로 44%,기능직은 6,989명으
로 52.9%를 차지하고 있다.부산지역의 경우 일반직의 비중은 2,284명으로
45.6%,기능직은 2,515명으로 50.2%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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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직능별 상용근로자 현황
(단위 :명)

지 역 2004 2005
계 일반직 기능직 기타 계 일반직 기능직 기타

총 계 12,260 5,320 6,564 376 13,213 5,810 6,989 414
부 산 5,062 2,339 2,541 182 5,009 2,284 2,515 210
인 천 2,064 885 1,179 - 2,027 839 1,188 -

평택․당직 222 63 159 - 295 91 204 -
울 산 523 262 250 11 635 300 327 8

여수․광양 1,411 507 799 105 1,409 559 850 -
포 항 988 424 514 50 965 383 481 101
마 산 689 268 409 12 1,494 717 714 63
군 산 371 194 177 - 390 207 183 -
목 포 494 198 296 - 483 206 277 -
동 해 287 85 194 8 331 116 205 10
제 주 149 109 32 8 175 108 45 22

자료 :한국항만물류협회(2006),항만하역요람
주 :기타 직능은 임원,사무원,운전기사,건물관리,청소원 등임

한편,일용근로자의 직능별 분포를 보면 2005년 기준으로 작업원이 9,538명으
로 89.9%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그 다음으로 윈치맨이 682명으로 6.4%,연
락원이 199명으로 1.9%,기타 192명으로 1.8%의 순으로 나타났다.부산지역의
경우 작업원이 3,360명으로 95.2%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11>직능별 일용근로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합 계 작업원 연락원 윈치맨 기 타
계 10,611 9,538 199 682 192
부 산 3,531 3,360 73 64 34
인 천 1,945 1,662 45 213 25

평택․당진 332 320 1 4 7
울 산 908 842 11 47 8

여수․광양 838 754 10 48 26
기 타 3,057 2,600 59 306 92

자료 :한국항만물류협회(2006),항만하역요람
주 :기타 직능은 임원,사무원,운전기사,건물관리,청소원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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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령별 하역종사자 현황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하역종사자 중 일용근로자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

면 51세에서 59세가 3,453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
으로 41세에서 50세가 3,287명으로 31.0%를 차지하고 있는 등 전체 일용근로자
중에서 41세 이상이 6,773명으로 약 63.8%를 차지하여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이와 같은 일용근로자들의 고령화 현상은 최근 들어 항운노조가 총
인력규모를 증가시키지 않은 채 퇴직인력을 주로 충원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표 2-12>하역근로자 연령별 현황
(단위 :명)

구 분 합 계 30세 이하 31~40세 41~50세 51~59세 60세 이상
합 계 10,611 929 2,909 3,287 3,453 33
부 산 3,531 390 964 985 1,171 21
인 천 1,945 137 874 657 574 3

평택․당진 332 29 155 118 30 -
울 산 908 123 370 197 218 -

여수․광양 838 38 140 303 356 1
기 타 3,057 212 406 1,027 1,104 5

자료 :한국항만물류협회(2006),항만하역요람

특히 물동량 증대나 기계화 추세에 따라 인력수요가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
는 상황에서 항운노조는 기존 조합원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인력충원에
나서고 있지 않는 상황이며,이 같은 하역종사자들의 고령화 현상은 결국 항만
생산성 저하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항만하역업의 재해 발생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33...항항항만만만물물물류류류인인인력력력 수수수급급급전전전망망망

항만하역 노동시장은 일용직근로자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기계화의 도입으
로 상용직근로자가 포함되었다가 최근에는 일용직근로자가 상용직근로자로 변
화하고 있다.특히 2006년 11월 ‘부산항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노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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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협약서’가 체결됨에 따라 부산항 북항,중앙부두,3,4,7-1부두,감천항 중
앙부두에서 일하는 부산항운노조 조합원의 고용주체가 각 부두운영회사로 바뀌
게 되었다.이러한 변화는 이전부터 이루어져 온 항만하역 노동시장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항만하역 노동시장의 변화는 컨테이너 부두의 하역장
비 도입에 따른 기계화,현대화가 되면서 항운노조의 일용직근로자만 있던 노동
시장에 하역장비를 보유한 하역회사가 상용직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노동시장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부산항은 2015년까지 신항에 모두 30개 선석이 건설되고 2020년까지

2,387천평의 항만물류부지가 조성됨에 따라 경쟁력을 갖춘 항만물류인력의 수요
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3>부산항 신항 연차별 확보 계획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1 2015

선석수(누계) 3 6 7 18 22 27 30

하역능력(만TEU) 120 240 257 605 765 965 1,062

자료 :해양수산부(2006),전국 무역항 항만기본계획

<그림 2-8>부산항 신항 개발계획

자료 :해양수산부(2006),전국 무역항 항만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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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건설 계획

구 분 대상면적(천평) 물류부지(천평) 공급가능시점(년)

북“컨”배후부지 930 515 2006~2011

남“컨”배후부지 430 430 2011~2015

웅동지구 배후부지 1,950 1,442 2011~2020

합 계 3,310 2,387

자료 :해양수산부(2006),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그림 2-9>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계획

자료 :해양수산부(2006),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재)부산인적자원개발원이 2005년 부산시에 제출한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프
로그램 개발에 따르면 2006년부터 항만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2011년 약 2,800
명,2020년 약 3,700명의 신규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였다.반면에 공급 역
시 이와 비슷한 규모로 이루어짐으로써 양적인 면에서만 보면 대체로 수급균형
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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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항만물류인력 수급전망
(단위 :천명)

연 도
물류

전문인력
취업자

신규수요 신규공급

이직자
대체수요 순증가 수요계

교육양성
직장교육
․기타 공급계

정규교육 비정규
교육 소계

2011 57.2 1.1 1.7 2.8 1.4 0.4 1.8 1.0 2.8
2020 74.6 1.5 2.2 3.7 1.4 0.4 1.8 1.9 3.7

자료 :(재)부산인적자원개발원(2006),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프로그램 개발

반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항만전문인력 및 항만기
능인력을 포함한 항만인력수요는 35,766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반면
에 항만인력공급은 전문인력 1,386명,기능인력 6,408명 등 7,794명에 그칠 것으
로 예상되어 전문인력 2,143명,기능인력 25,829명 등 총 27,972명의 인력이 절
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2-16>항만인력 수급전망(2007년 ~2011년)
(단위 :명)

항만인력수요 항만인력공급 예상소요인력

전문
인력

기능
인력 계

전문인력 기능
인력 계 전문

인력
기능
인력 소계

대학원 대학 소계 연수원

3,529 32,237 35,766 135 1,251 1,386 6,408 7,794 2,14325,82927,972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4),해운항만국제물류 전문기능인력 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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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장장장 국국국내내내 항항항만만만물물물류류류 전전전문문문인인인력력력 양양양성성성현현현황황황 및및및 문문문제제제점점점

제제제111절절절 항항항만만만물물물류류류인인인력력력 개개개념념념 및및및 양양양성성성 필필필요요요성성성

111...항항항만만만물물물류류류인인인력력력의의의 개개개념념념

항만물류분야와 관련된 항만산업과 업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
하나 항만물류인력에 대한 법률적 또는 학문적 정의나 개념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광의적으로 항만물류인력이라 함은 항만이라는 공간을 중
심으로 각종 화물의 하역,보관,운송,지원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하역장비
를 운전,조작하고 하역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
라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만물류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인

력과 전문기능을 보유하여 항만의 생산성 제고에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
력을 항만물류인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또한 연구목적상 항만물류인력을 분류
한다면 전문인력은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 등의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
람으로 기획․관리․운영 등의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기능인력은 항
만 및 항만배후단지 등의 분야에서 전문기능을 보유한 사람으로 현장 근로자를 말
하는데 고용형태에 따라 상용근로자12)와 일용근로자13)로 구분하고자 한다.따라
서 항만하역업체의 임원을 비롯하여 기획,재무,IT,자재,계약 및 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직 관리자,터미널 운영 관리자,컨테이너 야드 운영
담당자,게이트 관련 업무 종사자 그리고 안전관리자 및 보안담당 관리자 등은
전문인력으로,그 외 터미널 현장인력 등은 기능인력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표 3-1>항만물류인력의 개념 및 분류

주)본 연구목적을 위한 임의적 개념 및 분류임

12)항만하역업체에 직접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13)항운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일일단위로 하역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

구 분 개 념 분 류
전문인력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 등의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람
기획․관리․운영․집행 등의

사무직 근로자 등
기능인력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 등의

분야에서 전문기능을 보유한 사람
항만물류현장 근무자,각종
하역장비 운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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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항항항만만만물물물류류류인인인력력력의의의 양양양성성성 필필필요요요성성성

항만분야는 전통적으로 단순인력위주의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으
나 화물의 컨테이너화,전용 터미널의 건설 그리고 현대화된 선박 및 하역장비
의 출현으로 기능인력,관리․감독인력,더 나아가 고급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
는 자본집약형으로 바뀌고 있다.따라서 항만산업 형태의 변화는 하역시설과 장
비의 배치운용,수송방법 등을 포함한 항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이를 체
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전문인력은 항만산업에 오랫동안 근무함으로서 축적되는 경험과 노하

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양성되기도 하지만,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서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항만근로자에 대한 교
육훈련은 기본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산업재해 감소,고용증대의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항만시설의 현대화,기계화 및 자동화에 따라 필요
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으로서 항만의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따라서 항만물류분야의 신규 근로자뿐만 아니라 재직 근로자들에 대
한 교육훈련이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무
엇보다도 항만물류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항만물류산업은 과거의 단순한 화물의 이동이나 운반의 기능에서 벗

어나 보관,포장,가공,운송,IT 등의 기능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있기
때문에 항만근로자의 업무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터미널과 항만배후단지 등의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어 인력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또한 최근에는 국내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하여 베트남,인도,러시
아,동유럽,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에 대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해외에 진출하
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우수한 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특히 금융,법률,회
계,마케팅 등 지원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대학 및 대학원에서의 정규 교육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는데 한

계가 있으므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재교육이 뒤따
라야 하는 등 인력양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교통개발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2004년에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물류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7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 43개의 응
답 중 중요하다는 응답이 41개로 나타났으며,물류산업 전반에 대한 물류전문인
력의 중요성을 물류기업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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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물류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

자료 :교통개발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4),물류전문인력 양성방안

최근 중국항만의 대대적인 항만시설 확충과 투자 유치로 인해 우리나라가 동
북아 물류허브로서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항만물류산업은 국가경제뿐
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성장 동력산업임을 인식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춘 물류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네덜란드와
싱가포르 같은 물류중심 국가들이 일찍부터 이러한 물류전문인력 양성에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제제222절절절 항항항만만만물물물류류류 전전전문문문인인인력력력 양양양성성성현현현황황황

111...항항항만만만 기기기능능능인인인력력력 양양양성성성현현현황황황

(1)연혁 및 운영현황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만물류분야 기능인력 양성 전문교육기관인 한국항만

연수원14)은 1985년 2월 대통령의 항만전문인력 양성지시에 의해 1989년 4월에
설립되었다.같은 해 6월에 인천연수원이 개원되었고,1990년 9월에 부산연수원
이 개원됨으로써 항만종사자를 중심으로 항만운영,항만하역 및 운송,항만안전
등 실무중심의 본격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국항만연수원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에 의한 항만종사자 전문 교육훈

련기관으로 2004년 1월 해양수산부로부터 특수법인으로 승인되어 체계적인 교
육훈련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부여받았다.
한국항만연수원의 설립 목적은 항만종사자에 대한 항만운송,항만안전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국제항만산업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기 위하여 신기법을 수집,개발,보급함으로써 항만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14)1995년 9월 한국항만기술훈련원에서 한국항만연수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평가측정
항목

전적으로
중요 중요 조금은

중요
잘

모르겠음
조금은
중요치
않음

중요치
않음

전적으로
중요치
않음 계

평가점수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응답수(명) 11 27 3 0 1 1 0 43
비율(%) 25.6 62.8 7.0 0.0 2.3 2.3 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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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종사자의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한국항만연수원의 운영 재원은 교육훈련의 실질적인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하주,항운노조원,하역업체에서 공동 부담한다는 원칙에 1986년 7월 항만하역
요율원가에 0.5~1% 해당하는 교육훈련비를 반영하여 확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
으나,현재 운영 재원의 대부분은 항운노조 소속 일용근로자의 임금에서 충당하
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항만연수원의 조직은 본부,부산연수원,인천연수원 등 3부문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부산연수원,인천연수원에 각각 9명씩의 교수를 두고 있다.

(2)교육과정 및 성과
교육과정은 정규교육과정과 특별교육과정이 있으며 정규교육과정은 항만하역

사업에 신규로 채용되는 항운노조원이나 항만하역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항만하
역 및 항만운송 실무를 교육하는 신규과정과 양화장치운전,지게차운전,컨테이
너크레인조정,기중기운전,야드트레일러운전,산적액체위험물취급안전을 교육하
는 양성과정, 현장감독자, 항만운영관리자, 항만물류, PDP(Port worker
DevelopmentProgram)15)컨테이너전문과정을 교육하는 연수과정,항만의 자동
화,전산화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한 체계적인 사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전산교
육과정,현장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의식 생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안전과정으로
세분하고 있다.특별과정은 실업자 전직훈련 및 정부위탁훈련과정,산업체위탁
교육과정,항만안전순회교육과정,맞춤위탁교육과정으로 세분하고 있다.

<표 3-3>부산연수원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자료 :부산연수원 홈페이지
15)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이용하는 항만인력 개발 프로그램으로 2001년 국제노동기구
(ILO)로부터 도입

구 분 전공과정 과정소개 대상학교
항공해운무역과
(2년제) 항만물류

-항만물류시스템 구축
-항만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이론 및 실무
-현대항만에 적응할 고급업무능력 배양

부산경상대학

전자정보계열
(2년제)

항만하역
장비시스템

-항만물류산업의 첨단하역장비를 운영,정비,관
리에 필요한 전문기술 습득
-실무형 전문가 양성

경남정보대학

항만경영학과
(4년제)

3학년 편입과정
항만물류

-선진항만 물류 및 기법
-효율적 항만운영관리
-현대항만에 적응할 고급업무능력배양

영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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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만연수원은 지난 1989년 개원 이래 부산연수원과 인천연수원을 통하여
약 3만명의 항만기능인력을 양성하여 국제 항만물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항만 전문인력을 배출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고용안정에 일
익을 담당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22...항항항만만만 전전전문문문인인인력력력 양양양성성성현현현황황황

(1)정부
해양수산부는 동북아물류중심화의 조기 실현을 위해 산학협력 강화 및 기존

인력의 재교육 등을 통한 국제물류 흐름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2005년
9월부터 해운항만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이 사업은 대학원 석
사과정과 단기교육과정 등 2개의 분야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는데,대학원 석사
과정은 시장수요에 대응한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하고자 수도
권 대학은 해운물류 중심으로 지방대학은 항만물류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운
영토록 하였다.단기교육과정도 해운물류중심과 항만물류중심의 교육기관을 1개
씩 선정하여 해운물류중심교육은 수도권에서 3개월 동안 주말 또는 야간을 이
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항만물류중심교육은 지역에 관계없이 일정한
장소에서 2주간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해운물류분야에서 중앙대학교와 한국해사문제연구소가,항만물류

분야에서 한국해양대학교가 각각 선정되었으며,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
안 장기과정 33억원,단기과정 5억원 등 총 3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2010년
이후는 5년 기간동안의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교육과목은 장기교육과정의 경우 해운물류분야는 글로벌 물류 마인드,글로벌

SCM,자동화 및 정보화 이해능력,물류 및 해운항만정책론 등이며,항만물류분
야는 항만관리,항만장비,항만노무,항만투자분석,터미널운영,항만마케팅,항
만정보시스템 등이다.단기교육과정은 국내외 해운산업 동향,무역실무,선하증
권 실무,항만운영 실무,물류 및 해운항만정책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부터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16))을 추진하

고 있는데 항만물류분야와 관련되는 사업으로는 한국해양대학교를 중심으로 동
아대학교,동의대학교,동명대학 그리고 관련기관 및 업체가 참여한 「지식기반

16)NURI(New UniversityforRegionalInnovation)사업은 지방대학 중심의 지역혁심체
계를 구축하고 산학협력,교육여건개선,교육프로그램 개선 등을 통한 우수인력을 양
성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09개교 131개 사업
단을 대상으로 1조2천4백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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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있다.이 사업은 항만물류분야의 실무인력,전
문인력,고급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로부터 5년간 250억원을
지원받아 매년 전문학사 80명,학사 690명,석사 74명,박사 18여명을 배출할 계
획이다.이와 같이 항만물류산업의 우수인력 양성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
고 해운물류,항만 및 배후지물류,도시유통물류,물류IT,물류자동화 등 5개 분
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며,항만물류 각 산업분야에 실무인력,전문인력,고급인
력을 원활히 공급하는 것이다.또한,부산지역 항만물류 혁신주체를 총망라하는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학연관 협력시스템을 갖추어 참여대학간 교육
인프라,정보공유,교육네트워크형성,사업공동수행 등을 시행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17)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

역의 열악한 연구 환경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로 선정된
대학이 미래 특화 분야의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대형 연구거점으로서 기능을 담
당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장기적으로는 해당 지역 특화분야의 연구중심대
학으로 육성,지원하는 사업이다.항만물류분야와 관련되는 사업으로는 부산대
학교의 「차세대 물류IT 기술 연구사업」을 들 수 있다.이 사업은 정부로부터
10년간 지원받는 300억원과 민간투자 등을 합쳐 5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대형
연구개발사업으로서 부산항만공사,국제통운,토탈소프트뱅크 등 다수의 민간업
체가 참여하고 있다.이 사업을 통해 기업은 컴퓨터와 연결된 유비쿼터스 항만
을 실현하고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창출하며,대학은 이에 필요한
고급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단기적으로는 차세대 정보소자를 개발하고 장
기적으로는 이 정보소자에 메모리 기능,CPU 기능,단말기 기능까지 합친 ‘스마
트 칩’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광양항의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STC18)-K)설립 추진
광양시,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에서 국내 최초로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광양항 배후단지에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한국분교 설립을 추
진하고 있다.유럽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물류분야 특화대학인 네덜란드 해
운물류대학은 학부과정을 비롯하여 다양한 고급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양 개교 첫해인 2007년에 500명의 입학생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정원 60명

17)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은 지방의 우수 이공계 대학을 지역특화기술분야와 연계한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발전을 견인하고자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2004년
부터 2007년까지 10개 사업단을 설치 운영할 예정임

18)Shipping& TransportCollege:1833년 설립된 유럽최대의 해운물류대학으로 전세
계 12개국에 분교를 운영하고 있으며,이론과 현장학습의 실용주의 교육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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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학원 석사과정 개설을 목표로 학교설립을 준비 중에 있다.
광양항에 건설되는 마린센터에 들어서게 될 STC-K는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

대학의 첫 사례로 경제자유구역 내 규제개선의 잣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
라 물류 특성화 대학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기업
한진해운은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부문별,지역별 전문가 과정을 운영

하고 있으며,사내 가상 연수원인 e-camp21을 통해 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부문 전문가는 직원 중에서 연 3~5명을 선발하여 2~6개
월간 해외 해운물류 전문가양성기관에 위탁하여 미주 Intermodal이나 벌크시황
전망,선박관리 전문가 과정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지역전문가는 글로벌 경영
마인드를 함양하고 해외현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5~7명을 선발하여 6
개월 동안 시장 잠재력이 높고 신규 영업이 예상되는 지역에 파견하여 현지어
습득 및 연구과제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또한,사내 해운전문 교육과 사외 위탁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사내 해운전

문 교육은 폭넓은 정보와 자료를 통해 온라인 선하증권과정,오프라인 해운개
론,해운법 등의 교육을 진행하며,사외 위탁교육은 온라인 물류운영,SCM,
GlobalLogistic과정과 한국선급,인하대 및 중앙대의 물류전문대학원,한진물
류연구원의 물류스쿨과정 등 국내외 해운물류전문기관을 통해 위탁교육을 시행
하고 있다.
현대상선은 전문적이고 국제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경영기본교육,국제화

교육,직무교육,외국어교육,운항직무,지식 함양을 위한 이론 교육과 현장 운
항실무 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또한 1년에 최소 3학점 이상을 반
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학점 이수제도를 운영하여 직원들이 사내강의를 비롯
해 인재개발원,사외교육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학습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현대상선은 특별 프로그램인 해외 승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승선교육에

참가하는 직원들은 컨테이너선,벌크선,유조선 등 자사 선박을 이용해 중국,홍
콩,대만,싱가포르 등을 체험한다.승선교육은 해운업계 직원으로서 필수인 선
박운항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하선 후에는 외국문화도 체험할 수 있어 일석
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이와 함께 직접 선박에 승선하는 해상직원들 역시
초임사관이나 실습생 등을 위한 기본 입문교육부터,기술․기능,영어능력검증,
운항 등 각자의 직무에 맞는 직능향상교육,최신 서비스를 위한 안전운항과 환
경보전에 관한 법정교육 등의 체계적인 교육제도를 갖추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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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인재를 육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STX팬오션은 전문 해운인력을 양성하는 요람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업계 최초로 자체 연수원인 한바다 연수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STX가 매년 진행하는 대졸 신입사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인 해신 챌린저
는 그룹의 대표적인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신입사원 때부터 글로벌 마
인드를 조기 함양하고 미래를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창의적인 멀티 플레이어
로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또한 그룹 교육과 각 계열사별 자
사 교육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전문화시키고 교육 내용도 보다 다양화해 글로벌
인재 육성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글로벌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글로벌 MBA 및 e-MBA 등 예비 경영자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해운은 전문가 양성을 위해 상공회의소와 무역협회,선주협회,회계사협

회 등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해운실무 및 회계,경영,보험 실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또한 선박 승선 및 해외 대리점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
며 각 부서별 OJT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고려해운은 현장체험교육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원칙하에

현장중심의 교육을 위해 승선교육과 국내외 터미널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사
내직무교육과 어학교육,특강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있다.또한 해운전문가를 양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역량 함
양과 고객만족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워 놓고 국내외 터미널 파견 교육 등의 현
장중심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4)대학 및 대학원
대학원에 물류교육과정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대학교로는 한국해양대학

교,인하대학교,인천대학교,서경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중앙대학교,동아대
학교,동의대학교 등을 들 수 있다.이 가운데 한국해양대학교 산업대학원의 항
만물류학과,창원대학교 경영대학원 항만물류학과,부산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국
제물류 및 항만관리 전공과정,동아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항만물류시스템학과
등이 항만물류분야를 전공으로 채택하고 있다.
학부과정에서는 항만물류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으로 볼 수 있는 곳은 목

표해양대학교 해상운송시스템학부,한국해양대학교 물류시스템공학과와 해운경
영학부,부산경상대학 비즈니스학부 항만물류전공,가야대학교 항만물류학과,동
명대학교 항만물류학부 등이 있는데,항만물류분야에 특화한 이들 대학의 특징
은 항만도시에 위치한 입지특성을 고려하거나 타 대학과의 차별화 전략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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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관련학과나 전공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대학 차원의 물류교육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으로 일부 전문대학의 경영

관련 학과에서 1～2개의 물류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정도이며,항만물류분
야에 있어서는 최근 전문대학의 산․학 연계 교육과정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한국항만연수원 산하 부산연수원이 부산의 동명대학교와 컨소시엄
으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인천연수원이 인하공업전문대학과 공동
으로 항만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학사와 학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표 3-4>대학 및 대학원 항만물류 관련학과 또는 전공 개설 현황
구분 학교명 관련학과 또는 전공

대
학
원

명지대 유통경영대학원
동아대 산업정보대학원 항만물류시스템학과
동의대 경영대학원 유통물류학 전공

목포해양대 해양산업대학원(해상운송시스템학과,기관시스템공학과)등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국제물류 및 항만관리 전공
서경대 물류대학원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글로벌물류전문석사과정
중앙대 글로벌 HRD대학원 해운물류 전공
창원대 경영대학원 항만물류학과
한국외대 경영대학원 국제해운물류학과
한국해양대 항만물류학과(항만물류관리 전공,국제물류경영 전공)등

대

학

가야대 항만물류학과
동명대 항만물류학부
동서대 국제관계학부 국제물류학 전공
동의대 상경대학 유통관리학과

목포해양대 해상운송시스템학부,기관시스템공학부 등
부경대 경영대학 국제통상학부 국제무역물류학 전공

부산경상대학 비즈니스학부 항공해운무역과(항만물류 전공)
순천대 경영통상학부 물류학 전공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물류경영,국제물류,물류정책․경제,물류시스템,물류정보등5개영역)
전남대 경상학부 물류교통학 전공
전주대 경영학부 물류․무역전공

한국해양대 해운경영학부(해운경영학 전공,경영정보학 전공)
물류시스템공학과,해사수송과학부 등

한라대 경영학과 물류유통 전공
자료 :각 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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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교에 개설된 물류분야 관련학과 중에서는 한국해양대학교,인하대학
교 물류전문대학원,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등이 유망한 물류학과로 자리
를 잡아가고 있다.
한국해양대학교는 국내 유일의 해양특성화 종합대학으로 성장해 왔는데 동북

아 물류중심국가 전략 수행에 중요한 해사산업,해양과학기술,해양산업관련,해
운․통상․국제지역분야 등 4대 해양 특성화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으
며,특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해운항만물류분야의 특성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2004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에 동
명대학교와 지식기반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참여하여 누리사업 대형
중심대학에 선정되었으며,2005년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해운항만 전문
인력 양성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석사과정의 항만물류학과를 개설해 운영
하는 등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한국해양대학교는 부산항만공사,부산항만물류협회,한국무역협회 부산지회 등
과의 산학협력으로 실무중심 교육을 지원받고 있으며,해외물류 전문기관과의
연계교육으로 심화된 재직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다.이밖에
국제대학의 글로벌 해운물류경영 분야와 물류시스템공학과를 개설하여 기업물
류,항만물류,물류정보,유통산업,물류자동화 등을 교육하고 있다.
인하대학교는 1981년 경영대학원 교통학과를 시작으로 2000년 국제통상물류

대학원을 거쳐 항만물류전문인력 양성을 담당해왔으며,2006년 건설교통부 지정
물류전문대학원으로 선정되어 5년간 총 100억원을 지원받는 등 인재양성을 위
한 첫발을 내딛었다.물류전문대학원은 물류전문 석․박사 학위 및 글로벌 물류
전문 석사과정(MGLM),글로벌 물류 비즈니스 최고경영자과정(GLMP)을 개설
하고 있다.물류전문 석사과정은 물류경영,국제물류,물류산업 및 정책 등 물류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전문지식과 실무지식을 결합한 실용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글로벌 물류전문 석사과정은 세계적 수준의 물류인재양성을
위한 MBA 수준의 전문석사과정으로 산업체에서 일정실무경력을 가진 중간관
리자급의 인력이 주된 교육대상이다.글로벌 물류 비즈니스 최고경영자과정은
국내 최초의 물류분야 최고경영자과정으로 2005년 4월 개설한 이래 CEO를 대
상으로 교육해 오고 있다.또한 아태평양물류학부는 실용적 지식과 국제적 감각
을 지닌 글로벌 물류 경영인을 배출할 목표로 물류경영,국제물류,물류정책경
제,물류시스템,물류정보 등 5개의 영역에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프랑스 르하브르대학,싱가포르 NUS등과 교류협력을 맺고 있다.
2004년 설립 이후 2년 연속 물류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된 인천대학교 동북아

물류대학원은 2007년 국내 최초로 물류학 박사를 배출하였다.동북아물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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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류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국제수준의 물류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물류
산업 e-비즈니스학과와 물류기술정보학과를 개설하고 있다.특히 물류기업 및
벤처창업과정은 외부 초청강사의 강의 및 약 4회의 현장견학 실시로 구성된다.
전문가과정으로는 물류아카데미와 최고경영자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물류아카
데미는 인천지역 물류업계,학계,연구기관,공무원 및 물류분야에 관심 있는
30명을 대상으로 물류업계,중앙행정부 실무진과 전문 교수들의 실무경제 중심
의 강의가 펼쳐지며 과정 이수 후에도 대학원이 자체 개발한 사이버교육프로그
램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실시된다.2005년 9월 시작된 물류최고경영자과정은 물
류관련 최고경영자들에 대한 재교육 및 신지식을 전파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지역기업의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2회 실시되고 있다.
2005년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선정되었던 중앙

대학교 글로벌 HRD대학원 해운물류학과는 장기교육으로 해운회사와 항만하역
및 터미널 운영업체 등 해운항만 분야에 종사하는 재직자 위주의 석사과정이
있으며,단기과정은 70시간 이내의 실무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동명대학교는 동명정보대학과의 통합을 통해 IT와 항만물류분야에서 세계적

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성장한다는 목표하에 대학교육 구조개혁을 단행하
였는데,특히 항만물류와 전시 컨벤션,관광 등 비 IT학과들의 첨단 IT 기술 활
용도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한편 물류 특성화 대학으로
2005년에는 항만물류자동화학과를 신설하였고 2006년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항만물류학부를 개설하여 항만물류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누리사업 대형 ‘지식기반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하였으며,
2006년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전역 예정 군인의 재취업을 위한 항만물류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를 위해 육군본부와 전국 제대예정 군인에 대한 항만물류 교육
과정을 개설,맞춤식 교육을 통한 항만물류 자격증 취득,양측 취업센터간 정보
공유 및 취업지원 등의 학군교류협약을 체결하였다.
동아대학교는 2000년 3월 산업정보대학원 항만․물류시스템학과를 신설하여

고도의 자동화․지능화된 항만구축과 관리에 필요한 항만물류분야의 전문인력
을 양성하고 있다.특히 통합항만물류관리시스템개발,지능형항만하역장비개발,
항만통합방재시스템개발 분야에서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론,정기선운송론,지
능제어론,크레인자동화론,항만시설관리론 등 항만운영 전반에 걸쳐 실무지식
을 가르치고 있다.이와 더불어 지능형통합항만관리연구센터(CIIPMS)가 1998년
5월 설립되어 항만․물류시스템학과와 연계,통합항만물류관리시스템 구축 및
지능형 항만하역장비 개발 분야에 앞장서고 있다.
부경대학교는 경영대학 국제통상학부 내에 국제무역물류학 전공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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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부산신항 개장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항만물류 전문 고급인력 양성
과 유비쿼터스 환경에 적합한 지능형 교통체계 연구를 위해 석사과정인 교통물
류시스템 전공을 신설하였다.
동서대학교는 2006년 국제물류학 전공에서 물류유통학 전공으로 명칭을 변경

한 후 약 40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물류경영,항만물류,유통경영,무
역실무 및 전자상거래 등이 있다.
동의대학교는 2006년 공과대학내 조선해양공학과를 신설하였으며 상경대학

내 유통관리학과와 공과대학 내 조선해양공학과에서 항만물류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부산경상대학은 전국 전문대학에서 유일하게 항만물류 전공을 비즈니스학부

항공해운무역과 내에 개설하였는데,2006년 3월 한국항만연수원과 공동으로 전
문학사과정을 운영하기로 하고 부산연수원 내에 부산경상대학 캠퍼스를 개설하
여 항만물류전공 40명을 선발하였다.
가야대학교 항만물류학과는 국제적인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과 항만물류산

업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2005년 6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청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학협력학과로 신설되어 2006년부터 항만물류학과
를 개설하였다.특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신입생 선발 및 교과과정의 운
영에 적극 참여하여 항만물류학과 운영과 관련한 교과편성,실무강의,겸임교수
및 외부강사 추천,현장견학 등을 지원하고 경제자유구역내의 항만물류산업체와
산학관 관계증진을 위해 상호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 협조하고 있다.
평택대학교는 2007년 1월 유럽혁신대학연합회(ECIU)와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물류학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신규프로그
램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할 뿐만 아니라 물류학,경영학 등의 강의에
ECIU 대학의 인력이 파견하여 원어로 강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또한 2005년
4월 물류관리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관련업계 실무전문가들을 초빙 최신
물류 트랜드를 반영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5)부산항만공사
부산항의 관리․운영 전담조직으로 2004년 1월 출범한 우리나라 최초의 포트

오쏘리티인 부산항만공사는 내부 직원은 물론이고 부산항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부산항만공사 정관19)에는 공사

19)부산항만공사 정관 제30조(전문물류인력양성)공사는 항만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거나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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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가 교육훈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이미 설립된 교육훈련기관에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에 부산항만공사가 적극적인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이에 따라 우리나라 유일의 항만
기능인력 양성교육기관인 한국항만연수원 부산연수원에 교육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여 최상의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발전을 위해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여

러 대학․연구기관과 산학협력을 체결하였으며,2005년부터는 산학협력 대학 및
연구기관과 인력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교수진과 연구인력 중에
서 항만물류,해양환경,항만건설,마케팅,경영,법률,회계 등 관련 세부분야별
로 전문가를 선발하여 200여명의 인력풀을 구성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유수한 항만물류 전문가를 초빙하여 BPA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직원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있으며,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매년
영국,네덜란드 등의 대학에 직원을 파견하여 교육시키고 있다.

(6)기타 물류관련 기관
한국물류협회20)의 물류교육 프로그램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첫 번째는

기본교육으로 물류의 기초교육이나 물류담당자를 위한 실무교육,물류관리사 및
물류 컨설턴트 육성교육 등이며,두 번째는 기존 물류인력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물류와 관련된 리더십,마케팅 6시그마,정책 등의 세미나 위주의 교
육이고,세 번째는 온라인 교육으로 물류의 기초 및 물류관리사 대비 강의가 주
를 이루고 있다.

<표 3-5>한국물류협회 2007년 물류교육프로그램
구 분 교육과정명

기본교육
신임담당자를 위한 물류입문과정,수배송 물류실무
물류센터 운영실무,SCM 실무,식스시그마 재고관리 실무
물류혁신사례 실무,물류비 관리 실무

고급교육 물류전문컨설턴트 양성과정,물류관리사 양성과정

온라인교육
물류개론,물류관리사 속성대비,물류관련 법규해설
물류정보시스템,SCM 및 E-SCM 실무,수배송시스템관리
물류회계,식스 시그마물류,환경물류,물류마케팅,물류영어

자료 :(사)한국물류협회 홈페이지

20)물류기술,정보에 대한 조사 및 연구와 보급,물류인식 제고활동 등을 통해 국가물류
및 산업물류 혁신과 합리화에 기어코자 1984년 9월 한국물류관리연구원으로 설립되
어 1995년 9월 (사)한국물류협회로 명칭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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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류관리사협회21)는 물류관리사들의 권익신장에 주 목표를 두고 있어 교
육프로그램 역시 물류관리사 양성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그 외에 물류전문
가들의 물류관련 전문교육 및 소양교육 등이 있다.

<표 3-6>한국물류관리사협회 2007년 공개교육프로그램
과정명 교육내용

공장물류혁신전문가 조달물류체계,공장물류설계,생산물류체계
물류관리전문가 물류환경과 시스템 구축,수배송체계 합리화,물류

정보시스템 구축
재고절감입문 자재관리,재고관리기법,저장관리

환경물류시스템구축 환경물류 중요성 및 시스템 구축방법
기업 물류비 계산 및 관리 물류비 계산 중요성,원가관리

물류관리입문 물류업무의 효율화 방법,물류비 산정
물류센터설계운영 & 견학 물류센터 레이아웃 설계,물류센터 운영방법

재고혁신전문가 재고관리 및 저장관리
물류전략수립 기업환경,물류전략수립

자료 :한국물류관리사협회 홈페이지

이 밖에도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물류담당자를 위한 전문교육과 물류의 최신
경향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교육프로그램을 변경,수정하여 제공
하고 있으며,한국표준협회에서는 물류의 입문,재고관리,물류담당자를 위한 실
무능력 향상교육,물류업무의 효율화,공장물류관리,물류효율화를 위한 포장기
법,우수현장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7)물류관리사 제도
국내 물류관리사 제도는 물류시설의 기계화․자동화,물류정보시스템의 구축,

물류관리기법의 고도화 등 물류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추세에 따라 물류인력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며,물류가 기업경영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물류부문에 대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기업의 물류인력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류에 관한 전문지식을 지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시행된 국가자격제도이다.
물류관리사의 의미는 물류사업과 관련하여 물류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21)효율적인 국내외 물류체제의 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의 관련 정책과 기업의 물류개선
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8년 설립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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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대하여 계획․조사․연구․진단․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자문 기타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한다.물류관리사의 직무는 물
류사업체,제조업체,유통업체 등에 소속되어 수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
전부문의 효율성․적시성․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문별로 표준화․자동
화․정보화 등을 계획 추진하여 기업의 합리적인 일괄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물
류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물류관리사 제도의 시행기관은 건설교통부이며 응시자격에는 학력․경력 제

한이 없고 시험과목은 총 4과목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물류관리론,화물유통론,
보관하역론,물류관련법규 등 물류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양 및 지식정
도의 검정과 이론,실무능력의 검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물류관리사는 2005년까지 16만여명이 접수하고 7만1천여명이 응시하여 7천여

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표 3-7>물류관리사 시험 운영 현황
(단위:명,%)

구 분 접수인원 응시인원(응시율) 합격자(합격율)
제1회(1997년) 72,021 30,027(41.7) 1,109(3.7)
제2회(1998년) 18,845 8,131(43.1) 439(5.4)
제3회(1999년) 19,019 8,781(46.2) 1,827(20.8)
제4회(2000년) 11,683 5,500(47.1) 269(4.9)
제5회(2001년) 9,175 4,025(43.9) 618(15.4)
제6회(2002년) 7,688 3,389(44.1) 560(16.5)
제7회(2003년) 7,030 3,302(47.0) 615(18.6)
제8회(2004년) 6,852 3,379(49.3) 454(13.4)
제9회(2005년) 9,154 4,880(53.3) 1,243(25.5)

계 161,467 71,414(44.2) 7,134(10.0)
자료 :(사)한국물류협회 홈페이지

물류관리사 합격자를 분석해 보면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이 85.1%,여성이
14.9%를 차지하였으며,연령에 있어서는 20대 65%,30대 24.3%로 20~30대에서
89.3%를 차지하였다.학력에 있어서는 대학이상 졸업자 47.9%,대학 재학중인
자가 43.3%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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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절절절 항항항만만만물물물류류류 전전전문문문인인인력력력 양양양성성성 문문문제제제점점점

111...항항항만만만 기기기능능능인인인력력력 양양양성성성의의의 문문문제제제점점점

(1)교육훈련상의 문제점
첫째,부산신항개발 및 항만배후단지 조성 등 신규 항만개발에 따른 기능인력

을 양성하여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항만기능인력 양성기관인 한국항만연수
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항만종사자에 대한 양성교육은 항만하역과 관련 장비
기능 및 안전예방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교육과정을 보면
부산연수원 및 인천연수원 모두 대부분 단기양성과정으로 신규,양성,연수,전
산,안전 등 5개 분야 26개 과정에 불과하여 네덜란드,싱가포르 등에 비해 교
육과정의 다양성이 매우 부족하다.
또한 항만하역,항만운송과 같은 직무 및 기술위주의 교육 등에 편중되어 항

만물류 종사자 중 단순 노무직 및 기술직 직원만을 위한 교육으로 인식되고 있
다.따라서 관리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기획,법률,회계 등 핵심분야의 역량
을 강화시키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하역업체 및 관련분야 종사자의 교육훈련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

다.교육참가자의 약 80% 이상이 항운노조원인데 이는 항만연수원의 교육프로
그램이 부족하고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교육내용과 거리가 있어 교육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또한 관련업계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소속 근로자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업
무형편상 위탁교육을 실시할 만한 여유인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교육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교육프로그램은 교육참가자의 연령,학

력,경험,능력 등 개인의 여러가지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해야 함에도 불
구하고 일률적인 교육 운영으로 인해 교육효과가 크지 않다.따라서 관련업계가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장의 요구에 맞는 맞
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함으로서 많은 교육생을 유치
해야 한다.또한 기존 한국항만연수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항만기능대학
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넷째,교육훈련장비를 비롯한 교육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가 심하다.항만장

비는 빠르게 기계화되고 현대화되어 가고 있지만 <표 3-8>에 나타나 있듯이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부산 및 인천연수원의 교육훈련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
고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현대화되어 가고 있는 현장의 장비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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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항만연수원 교육훈련 장비 현황

장비명
부산연수원 인천연수원

작업하중 수량 작업하중 수량
데릭(Derrick) 2ton 1 3ton/1ton 1/1
집 크레인 3ton 1 2ton 1

컨테이너운반장치 컨테이너크레인 1 트랜스퍼크레인 1
지게차 3ton/2.5ton 2/1 3.5ton 2
기중기 25ton 2 1

컨테이너크레인 시뮬레이터 4 3
자료 :한국항만연수원 홈페이지

(2)조직 운영상의 문제점
한국항만연수원의 운영은 제도상으로 노사정이 공동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전국항운노조 위원장이 비상임 이사장직을 겸직하고 있
고,상임이사도 전국항운노조 사무처장이 겸직하고 있는 등 항운노조 주도로 이
루어지고 있다.이러한 항운노조 주도의 한국항만연수원 운영은 항운노조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항운노조원들의 교육훈련 기간 중 보
수지급,작업반 구성 등을 항운노조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항운노조 중심의 연수원 운영은 첫째,교육훈련에

대한 수요자의 거부감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심을 떨어뜨림으로써
하역업체에 속한 항만종사자들의 교육훈련 참가율이 저조할 수 있다.둘째,교
육훈련 시설 및 우수교원 확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원조달에도 어려움이 있
으며 셋째,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맞춤식 교육과정을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222...항항항만만만 전전전문문문인인인력력력 양양양성성성의의의 문문문제제제점점점

(1)재직자 위주의 교육훈련
현재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항만물류과정의 경우 대부분 직장인들을 대상

으로 한 재직자 위주의 재교육 성격이 강하다.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은
전문성 강화와 변화하는 항만물류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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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당연히 필요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물류분야에 대한 보다 체계적
인 교육을 통한 전문적인 지식습득을 위해서는 항만물류과정을 개설하는 수준
에서 탈피,한발 더 나아가 항만물류 전문대학원의 설립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대학원은 대부분 물류분야를 독립된 전공으로 개설하기 보다는 국

제물류대학원,경영대학원 등에서 일부 물류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교육하고 있
는 실정으로 항만물류부문을 전문적으로 교육하지 않고 기초학문중심 또는 야
간과정인 특수대학원 과정의 교육에 머물러 있어 비즈니스 중심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최근에는 물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항만물
류 관련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재직자 위주의 교육훈련을 탈피하여 전문성 있는 신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2)교육과정의 전문성 미흡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학 및 대학원 등 정규교육기관들은 최근

항만물류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항만물류 관련 학과 및 과목을 경쟁적
으로 개설하고 있으나 대부분 항만물류분야 교육에 대한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항만물류 전반에 대한 기초교육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특히 항만전
문인력 양성을 위한 고급 교육과정은 찾아보기 힘들며,경우에 따라서는 물류관
리사 시험과목 면제를 위한 일부과목을 교과과정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항만물류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관련 산업에 진출해도 상당수가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기업으로서는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라도 신규인력에 대해 재
교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물류활동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이라는 점에서 선진 물류관

련 지식과 기능의 습득뿐만 아니라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력 양성이 요구된다.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영어 강의를 늘리는
한편 외국의 유수한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기회를 자주 갖고,외국의 항만물류
관련 대학과의 교환학생제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3)산학연계체제의 부족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재 대학

이나 대학원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교육과정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이는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국제물류에 대한 안목과 지
식을 체계적으로 갖춘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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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이를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이 산학연계를 구축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대학 교과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에 기업이 적극 참여함
으로서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동
시에 기업은 학생들을 정기적으로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는 인턴십 제도를 운
영하여 현장 감각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또한 기업 또는 전문 연구기관의 전문
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그들의 전문지식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333...항항항만만만 기기기능능능인인인력력력 및및및 전전전문문문인인인력력력 양양양성성성의의의 공공공통통통 문문문제제제점점점

(1)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교육체계 미흡
네덜란드와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추어 교육프로그램이 개

설되어 운영되고 있다.이와 같이 교육훈련은 교육 참가자와 기업이 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양과 질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항만물류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은 이들 인력을

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업계의 수요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이를 위해서는
교육훈련과정이 항만물류산업의 발전과 교육훈련 참가자의 경력개발에 실질적
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교육훈련기관은 항만인력
의 수급상황 및 항만물류산업의 환경 변화를 면밀하게 분석 예측하고 이를 반
영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야 한다.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항만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기자재 및 교수요원 확보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2)교육과정의 다양성 부족
현재 항만기능인력 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항만연수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훈련과정은 5개 분야(신규,양성,연수,컴퓨터정보,안전)21개 과정에 불과
한 실정이고,항만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은 많이 부족
한 실정이다.게다가 대학 및 대학원의 항만물류 교육과정은 개설 과목의 다양
성에도 불구하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교육자가 크게 부족하여 교육의 질
적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업계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과정의 다양성은 어느 특정한 단순 기능인력의 양성에서 벗어나 현장에

서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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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도적 지원 미비
항만물류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은 항만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므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현재 항만기능인력 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항만연수원의 재원은 대부
분 항운노조가 담당하고 있으며,항만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은 전무
한 실정이다.다만 해운항만물류분야 특성화 대학으로 2006년 현재 한국해양대
학교,중앙대학교,인하대학교 등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항만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체제의 유지 발전을 위해 보다 정부
의 적극적인 정책적․제도적 배려와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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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444장장장 해해해외외외 항항항만만만물물물류류류 전전전문문문인인인력력력 양양양성성성현현현황황황 및및및 시시시사사사점점점

제제제111절절절 주주주요요요국국국가가가의의의 항항항만만만물물물류류류 전전전문문문인인인력력력 양양양성성성현현현황황황

선진 주요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항만의 역할을 중요시해 왔으며 전문인
력의 양성이 항만물류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부가가
치 창출작업의 일환으로 항만물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주도 혹은 민간주도로 교육기관을 활용하는가 하면 자격제도를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이하는 주요국가의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체
계와 교육과정 등을 기존 문헌을 중심으로 재정리하였다.22)

111...싱싱싱가가가포포포르르르

(1)물류전문인력 육성정책 개요
싱가포르의 항만물류 전문인력 육성정책은 싱가포르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가 주체가 되어 국가 인력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싱가
포르 교통부는 자국의 항만을 국제적인 물류중심지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을 수
립하고,1996년 2월 TheActofMaritime& PortAuthorityofSingapore를 통
해 해운항만 및 관련 물류분야를 담당하는 Maritime& PortAuthority of
Singapore(MPA)를 설립하였다.
MPA는 싱가포르 항만의 시설개발,운영체계 개선 등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

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련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1971년
교육훈련국(TrainingDepartment)을 설립하여 항만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와 관
련된 모든 교육훈련 과정을 조직․운영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항만인
력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1990년에는 교육훈련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싱가포르 항만훈련원(SingaporePortInstitute)을 설립했
으며,이후 항만 관련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표준화
및 훈련장비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TrainingDevelopmentDepartment(TDD)
를 설립하고 국내외 기관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통합적인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싱가포르의 인적자원 육성정책을 살펴보면 21세기의 지식기반경제에 대한 대

22)KMI,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체제 개선방안 연구」(1999),「해운항만 국제물류 전
문․기능인력 육성방안」(2004)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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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책으로서 1997년 이후 ‘manpower21’을 추진하였다.이를 통해 싱가포르는
고부가가치 산업과 지식기반의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마련했는데 그 주요 내용
은 전 국민의 평생직업을 위한 평생교육체계를 도입하는 것이었다.이후,싱가
포르는 1998년 4월에는 ‘핵심 경쟁력으로서 인적자원,지적자본의 육성’정책을
발표하였으며 1998년 11월에는 제조업,서비스 분야의 핵심 인적자원 육성을 위
한 기본계획인 ‘Industry21’을 발표하였다.이를 통해 특히 싱가포르의 경쟁력
확보 분야인 항만물류분야,IT분야에 대한 계속적인 교육훈련과 이를 통한 유연
하고 전문적인 인적자원 육성을 계획한 바 있다
이후 2002년에는 세계화,중국의 성장,아시아의 외환위기 등 급변하는 국제

경제 환경에 대비하여 ‘싱가포르 2018’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6
대 장기 발전전략을 발표했는데 이에 우수인력의 양성정책을 포함함으로써 인
적자원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였다.

<표 4-1>싱가포르의 인력육성정책
구 분 주 요 내 용

Manpower
21
(1997)

○ 목 적
-싱가포르를 고급인력의 메카이자 아이디어,혁신,지식 및 정보교
환의 센터로 육성

○ 전략방향
-전 국민의 평생직업을 위한 평생교육체계 도입
-정부,고용주,노동조합,사회단체 등이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치단결

Industry
21
(1998)

○목 적
-싱가포르를 지식지향산업의 세계적 hub로 육성
○ 전략방향
-미래를 위해 보다 새로운 업종을 발굴․육성하는 등 주요 산업군을
다양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능력 구축을 위해 철저한 세계화 추진

싱가포르
2018
(2003)

○ 목 적
-싱가포르를 재창조하고 업그레이드하여 재능․기업․혁신의 중심
도시,세계에서 가장 개방되고 국제화된 도시로 탈바꿈

○ 전략방향
-우수 인력의 양성을 6대 발전전략으로 채택
-제조업의 경쟁우위 유지를 위한 기술훈련을 지속하되,새로이 성
장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식훈련 강화

-세계 일류도시 건설을 위한 글로벌화한 인재풀 확보 노력 강화
자료 :싱가포르 정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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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인적자원 육성정책은 제도교육의 전문화와 일반인에 대한 지속적
인 재교육을 통해 유연하고 전문적인 인적자원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
며,특히 싱가포르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의 인적자원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4-2>싱가포르 해운․항만 및 물류 교육프로그램 총괄
구분 프로그램

기능인력 육성
프로그램

○ PortMarine& ShorebasedMaritimePersonnelTraining
-TrainingDevelopmentDepartment(TDD)
-IntegratedSimulationCentreofsingapore(ISC)

전문인력
육성프로그램

○ IMOonthirdcountrytrainingprogramme
○ MaritimeTraining(TDD,싱가포르 국립대학교)
○ SingaporeMaritimeAcademy(SMA)
○ TripartiteMaritimeScholarshipScheme(TMSS)
○ MaritimeClusterFund(MCF) 최고급 전문가 육성과정
○ SingaporeCollegeofInsurance과정
○ NanyangTechnologicalUniversity교육과정
○ AdvanceSupplyChainSolutionsPteLtd교육과정
○ CharteredInstituteofLogistics& Transport교육과정

자료 :Maritime& PortAuthorityofSingapore홈페이지

싱가포르의 항만물류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총 10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기능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TDD가 운영하고
있는 ‘PortMarine& ShorebasedMaritimePersonnelTraining’로 이는 TDD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Training DevelopmentDepartment(TDD)와 Integrated
SimulationCentreofSingapore(ISC)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은 SingaporeMaritimeAcademy,TDD와 싱가포르

국립대학교가 공동운영하는 ‘MaritimeTraining’등 총 9개이다.싱가포르의 항
만물류분야 교육 프로그램은 TrainingandDevelopmentDepartment(TDD)를
중심으로 운영되나,전문인력 과정은 대학과의 공동운영을 통해 실시함으로써
정규교육과정과 훈련과정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또한
최근 국제경제 및 물류환경의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국제기구,해외 주요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
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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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만물류 기능인력 육성기관 사례분석
싱가포르의 항만물류 기능인력 육성 프로그램은 TDD가 주관하는 Port

Marine& ShorebasedMaritimePersonnelTraining이며,이 프로그램은 TDD
가 운영하는 훈련 프로그램과 IntegratedSimulationCentre(ISC)에서 운영하는
전문가 과정으로 구분된다.
TDD 프로그램은 PortLimitCourses,Hydrographic Courses,Shipping

Courses,AttachmentProgrammes등 4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이들
과정은 단기코스와 중장기 코스로 운영되고 있으며,PortLimitCourses는 항만
기능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항만 장비운영,위험물 처리,유류화물 하역 및 운송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고,HydrographicCourses는 해운항만 관련 정보시
스템,항만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ShippingCourses는 항만 안
전,선박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AttachmentProgrammes은 선박
안전,검사,하역사 운영,장비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표 4-3>TrainingDevelopmentDepartment의 교육과정
구 분 프로그램 기간

PortLimit
Courses

-PortLimitEngineDriver(ThirdClass)Course
-PortLimitEngineDriver(SecondClass)Course
-PortLimitSteersmanCourse(English/Mandarin)
-PortLimitHelmsman/Class6(DeckOfficer)PreparatoryCourse
-HarbourCraftMasterCourse
-HighSpeedCraftOperatorCourse
-DangerousGoodsCourse
-OilSpillControlCourse
-BunkerSurveyingCourse
-FamiliarisationCourseforMasterofFishingVessel

9주
9주
6주
10주
3일
2.5일
1일
1일
2일
0.5일

Hydrographic
Courses

-AnOverview ofHydrographicSurveyingforPortWaters
-IntroductiontoElectronicChartDisplayandInformationSystem
-ElectronicNavigationalChartsTrainingProgramme
-DigitalNauticalChartProduction

3일
2일
3주
5일

Shipping
Courses

-GraduateDiploma/CertificateinMaritimeandPortManagementCourse
-MaritimeSafetyManagementCourse
-IntroductiontoMaritimeRegulationandManagementinSingapore
-DiplomainShipOperationsandManagement
-MaritimeLaw Course

11주
2주
5.5일
1년
2일

Attachment
Programmes

- An Overview ofthe Singapore Registry ofShips and
FunctionsoftheMercantileMarineOffice

-ShipSafetyandSurveyAttachmentProgramme
-DeckOfficersExaminerAttachmentProgramme
-MarineEngineerOfficersExaminerAttachmentProgramme

2주
3주
3주
3주

자료 :Maritime& PortAuthorityofSingapore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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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프로그램은 항만 운영,정보시스템,선석 운영 등에 관한 전문 기능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되었으며,VesselTrafficSystem(VTS)Operator
육성과정, Digital Nautical Chart Production 교육과정, Electronic Chart
DisplayandInformationSystem(ECDIS)교육과정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표 4-4>IntegratedSimulationCentreofSingapore(ISC)의 교육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기간

FullMission
Shiphandling

SimulatorCourses
(18개 코스)

-PilotLicenceRenewal,TrainingandAssessment
-PilotageExemptionAssessment(LargeVessels)
-PilotageExemptionRenewalAssessment(LargeVessels)
-Class1CertificateofCompetency(Deck)Assessment
-Class2CertificateofCompetency(Deck)Assessment
-Class3CertificateofCompetency(Deck)Assessment
-PilotageExemptionAssessment(SmallVessels)
-PilotageExemptionRefresher(SmallVessels)
-PortLimitTankerMasterCourseandAssessment
-PortLimitTankerMasterRefresherAssessment
-PassengerFerrySafetyCourseandAssessment
-PassengerFerrySafetyRefresherAssessment
-New TugMasterTraining
-ExperiencedTugMasterRefresher
-BridgeResourseManagementCourse
-BridgeTeam ManagementCourse
-MalaccaandSingaporeStraitsPassagePlanningCourse
-Pilotage& ShiphandlingTraining

5시간
2.5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3시간
3시간
1.5일
4시간
3시간
3시간
3시간
1.5시간

VesselTrafficSystem
SimulatorCourse -VTSOperatorCourse 4일

CrisisManagement
SimulatorCourses

-CrisisManagementCoursewithfullMissionExercise
-CrisisManagementfullMissionExercise

1주
SAR/GMDSS
SimulatorCourses

-OnSceneCommanderCourse
-SAR/GMDSSCourse

4시간
2일

EngineRoom
SimulatorCourses

-DieselEnginePerformanceMonitoring& FaultDiagnostics
-Simulator-AidedShipResourceManagement
-EngineRoom Crew ResourceManagement

LiquidCargoHandling
SimulatorCourse -LiquidCargoHandling
ElectronicChart
DisplayInformation

System
-ElectronicChartDisplayInformationSystem 5일,2일

Others

-Port-LimitEngineDriverCourse
-Port-LimitSteersmanCourse
-Port-LimitHelmsmanCourse
-HarbourCraftMasterCourse
-DangerousGoodsCourse
-OilSpillControlCourse
-BunkerSurveyingCourse

9주
6주
10주
3일
1일
2일

자료 :Maritime& PortAuthorityofSingapore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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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만물류 전문인력 육성기관 사례분석
항만물류분야 전문인력 육성 과정은 TDD와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주관하고

있는 MaritimeTraining,SingaporeMaritimeAcademy등 9개 프로그램이 운
영되고 있다.또한 Advance Supply Chain Solutions Pte Ltd,Chartered
InstituteofLogistics등 관련 기업이나 협회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다수 운영
되고 있다.
MaritimeTraining의 교육과정은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는 2개

파트로 구분되는데,1단계(MODULEI)는 항만물류 관련 기초 교육과정으로 항
만관리와 항만개발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며 총 교육기간은 각 4주씩 8주이며,2
단계(MODULEⅡ)는 항만계획과 항만경제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고 있으며 총
교육기간은 각 4주씩 8주이고 관련 과정 이수자는 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자격
증을 부여받을 수 있다.3단계(MODULEⅢ)는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을 교육하며 총 교육기간은 각 3주씩 6주이다.

<표 4-5>SingaporeMaritimeAcademy교육프로그램의 구성
구 분 프 로 그 램 비 고

MODULEI-PartⅠ :MaritimeManagement& Law
-PartⅡ :ShippingPorts& Development

MODULE
Ⅱ

-PartⅠ :PortPlanning& MarineOperationsManagement
-PartⅡ :PortEconomics

MODULE
Ⅲ

-PartⅠ :PortTerminalManagement
-PartⅡ :PortManagement& Operations

자료 :Maritime& PortAuthorityofSingapore홈페이지

<표 4-6>SingaporeMaritimeTraining의 단계별 세부 커리큘럼
① MODULEI/PartI:MaritimeManagement& Law
프로그램 교육과정

Maritime
Management&

Law

-RolesofInternationalMaritime& PortOrganizations
-RegulationofPortTerminalOperationsandMarineServices
-RoleandFunctionsofMaritime/PortAdministrations/AgenciesinSingapore
-MaritimeLaw
-Employment,Welfare,Training& CertificationofSeafarers
-SafetyofShipping
-ApplicationofInformationTechnologyinMaritime/PortManagement
-Maritime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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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MODULEI/PartII:ShippingPorts& Development
프로그램 교육과정

ShippingPorts
& Development

-IntroductionandCharacteristicsofTransportationService
-LongDistanceCargoTransportation
-TrendsinShipping
-ThePublicization-PrivatizationDebateinTransportation
-DevelopmentalImpactofTransportationSystems
-TechnologicalDevelopmentsinPorts/Trade
-CorporateGrowthandStrategicAlliancesinShipping
-TransportationandtheEnvironment

③ MODULEⅡ /PartI:PortPlanning& MarineOperationsManagement
프로그램 교육과정

PortPlanning
& Marine
Operations
Management

-MarineOperationsManagement
-PortPlanningandDevelopment
-MarineEmergencyPlans,ResponsesandCapabilities
-MaritimeSearchandRescue
-SimulationTraining,Hydrography

④ MODULEⅡ /PartII:PortEconomics
프로그램 교육과정

PortEconomics

-PrinciplesofPortServicesandPlanning
-DecisionsaboutResourceAllocation
-PortTradeandRevenueForecasting
-DeterminantsofPortChoice
-IssuesofPortPricing
-DeterminantsandEstimationofPortPerformanceandEfficiency

⑤ MODULEⅢ /PartI:PortTerminalManagement
프로그램 교육과정

PortTerminal
Management

-RolesandFunctionsofPSA Corporation
-PrinciplesofPortPlanning
-ManagementofPortEquipment
-PortInfrastructureMaintenance
-UnionManagementRelations
-TrainingofHumanResourcesarPSA Corporation
-SafetyManagement
-CaseStudies
-PortVis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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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MODULEⅢ /PartII:PortManagement& Operations

프로그램 교육과정

Port
Management&
Operations

-InternationalCompetitiveStrategies
-EconomicsandStructureofMaritimeTrade
-StrategicOperationsDesignandManagement
-QualityManagement
-Forecasting
-PortInventoryManagement
-SchedulingofPortResources
-OrganizationandHumanResourceStrategies
-PrinciplesofFinance
-ChangeManagement
-TechnologyApplicationandManagement

Singapore Maritime Academy는 1956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교육과정은
ISO 9002를 획득하는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교육프로그램은 정규코스
와 단기코스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정규코스는 Nautical Studies,
EngineeringCourses,ShippingManagement등 9개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있
으며 교육기간은 각 프로그램 당 1년～3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7>SingaporeMaritimeAcademy교육프로그램
구 분 과 정

NauticalStudies -DiplomainNauticalStudies

Engineering
Courses

-DiplomainMarineEngineering
-DiplomainMaritimeStudies(MarinePowerPlant)
-SpecialistDiplomainMarineEngineeringandNavalArchitecture

Shipping
Management

-DiplomainMaritimeTransportationManagement
- SpecialistDiplomain ShipOperationsandManagement(Part
Time,eveningsonly)

SafetyManagement
(PartTime) -AdvancedDiplomainSafetyManagement

SupplyChain
Management(Part

Time)
-AdvancedDiplomainSupplyChain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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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과 정

Certificateof
Competency/Prepara
tory/STCW Courses

Engine

- Class 1 & 2 (Chief & Second) Engineer Officer
CertificateofCompetency

-Class1& 2PartA (EngineerOfficer)Certificateof
Competency

-GraduateMarineEngineersProgramme
-Class5MarineEngineerOfficer(MEO)Preparatory
-COC1Oralspreparatorycourse

Deck
- Class 1 & 2 (Master& ChiefMate)Deck Officer
CertificateofCompetency

-DeckOfficerClass3CertificateofCompetency

STCW ShortCourses

-Registration
-MedicalFirstAidOnboardShip(8days)
-MedicalCareOnboardShip(10days),eveningsonly
-NavigationControlCourse(38hours)
-TankerFamiliarisation(45hours)
-AdvancedTankerSafety(Oil,Chemical,LiquefiedGas)
Courses(36hourseach)

-BasicSafetyTraining
-GlobalMaritimeDistressSafetySystem(GMDSS)Course

STCW ShortCourses

-ProficiencyinSurvivalCraft&RescueBoat
-FamiliarizationTraining
-FirePrevention&FireFighting
-AdvancedFireFighting(Theory)
-ShipboardTrainingandAssessment
-Class2/1DeckOfficerRe-validation
-Class3DeckOfficerRe-validation
-Class2/1MarineEngineerOfficerRe-validation
- Crowd Management& Safety Training forPassenger
Ships?otherthanRo-Ropassengerships

- Crisis Management,Human Behavior & Safety for
PassengerShips/otherthanRo-Ropassengerships

-ElectronicNavigationSystems
-BridgeResourceManagement
-ECDISCourses
-PoweredPleasureCraftDrivingLicenceCourse
-DivingCourses

othercourse

-FireSafetyTraining
-DPCourses
-MaritimeSecurityCourse
-BoilerCourse
-AwarenessCourseonHIV/A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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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프로그램은 IMO가 국제 해사관련 정책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회원국과
비회원국에게 교육하기 위해 개설한 교육 과정으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
르에 교육센터를 두고 있는데,IMO교육센터는 싱가포르항만 당국이 기금을 통
해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은 IMO에서 개발․지원하고 있다.IMO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3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데,향후 IMO ModelTraining
Course등 3개 교육과정을 확대 개설할 계획이다.

<표 4-8>IMOOnThirdCountryTrainingProgramme
구 분 내 용 비 고

운영 프로그램

- FirstASEAN RegionalWorkshop on Acceptanceand
ImplementationofIMOConventions

-SecondASEAN RegionalWorkshoponAcceptanceand
ImplementationofIMOConventions

-FirstTrainingCourseforSimulatorInstructors

계획 프로그램
-IMOModelTrainingCourse
-TrainingCourseonFlagStateImplementation
-WorkshoponOilSpillContingency

자료 :Maritime& PortAuthorityofSingapore홈페이지

222...네네네덜덜덜란란란드드드

(1)개요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교육훈련기관으로는 해운물류대학(STC :Shippingand

Transportcollege)과 국제해상운송학교(IMTA:InternationalMaritimeTransport
Academy)가 있다.이들 교육훈련기관은 모두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유럽지역 내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교육훈련과정을 모두 영어로 진행함으로써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자
유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또한 대학원 과정
으로는 DMS(DiplomaManagementStudies)과정과 MBA(경영학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특징
네덜란드의 항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특징은 대학 및 대학원 등 정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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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이들 정규교육기관에서 직업훈련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는 점이다.대학 또는 대학원 과정에서 1년 내지 3년 동안 장․단기간에 걸쳐
항만물류 관련 전문지식을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
이다.
한편 STC와 IMTA는 1995년 이후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국제적 훈련 및 자문,교수요원 훈련 프로그
램,항만관리 시뮬레이션,위험물 취급과정,교육훈련개발,직업훈련과정,시뮬레
이션 실습 등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직업훈련과정으로 항만훈련과정,해운과정,
내륙수로운송과정,조선과정 등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교육과정
STC는 운수,해운 그리고 관련분야에 전문화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유럽에

서 가장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교육훈련
내용은 트럭에서 선박,포크트리프트에서 부선,창고에서 항만크레인에 이르기
까지 물류 및 화물흐름의 취급관리를 포함하는 전체수송의 연결과정을 포괄하
고 있다.또한 매년 수천 명이 직업 및 관리과정의 교육훈련을 수료하고 있으
며,교육훈련대상은 전 세계 업계 종사자로서 연령구성도 매우 다양하다.STC
는 해상운송업,내륙수로운송업,운송 및 물류업,항만업,준설업,조선업 등 각
산업분야별로 사용자 및 노조대표들로 구성된 분야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 각 분야별 위원회는 해당분야의 교육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하는 역할을 맡
고 있다.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교육훈련프로그램은 각 분야별 대표자들과의 긴
밀한 협조하에 개발되어 수요자의 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
IMTA는 해상운송 및 관련분야의 지식을 중심으로 대학원과정 및 기타과정

에서 해상운송관리와 관련된 국제적 교육 제공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그리
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항만 및 해운관리의 전일제과정(DMS)과 네
덜란드의 국제경영 교육기관인 마스트리트 경영학교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일
제 경영학 석사(MBA)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DMS과정은 8개월에 걸쳐 매년 약 25명을 교육하는데,대학을 졸업한 개발

도상국의 해운항만종사자를 해운항만운영에 관한 전문가로 양성시키고 선진 해
운항만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전파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이에 따라 개발
도상국의 해운항만종사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고 집중적인 훈련을 바탕으로 선
진 해운항만운영에 관한 이론 교육,산업현장 견학,업계 전문가 초청 강연 등
을 통하여 전문가로 양성시키고 있다.이 교육은 단기집중 교육을 통한
Diploma과정이기 때문에 MBA과정과 거의 유사하다.또 항만,물류센터,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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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당국 등의 견학을 통하여 현장 학습효과를 높이고 프로젝트 관리와 조직관
리 이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룹학습을 행하고 있다.강사진은 국제해상운송학
교 자체에 다수의 강사진을 확보하고 있고 로테르담 시내에는 다른 해운항만
교육기관이 소재하고 있어 이들도 강의에 참여하고 있다.또한 국제해상운송학
교는 이 과정 외에 교육자과정,선원재교육,위험물교육 등과 같은 교육과정도
설치하고 있다.

<표 4-9>DMS의 교과과정
교과과정 프로그램

경영․경제 해운항만 전문가에게 필요한 기초적 사회과학이론을 터득할 수 있
도록 경제학,마케팅,조직관리,통계학,회계학,컴퓨터 교육 실시

해운항만물류
해운항만물류에 관한 이론 및 실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진 해운항만 운영에 관한 지식을 자국의 해운항만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해운,항만기술,마케팅,터미널 운영,해사법,로지스틱스,위
험관리 등 교육 실시

프로젝트 교육기간 중 습득한 이론 및 실무교육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논문
작성

MBA 과정은 DMS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또한
이와 동등한 자격을 보유한 학생의 경우도 STC/IMTA의 심사 후 입학할 수
있으며,이 과정은 12개월 과정으로서 매년 9월부터 3학기로 이루어진다.첫 학
기는 STC/IMTA에 의하여 운영되고 나머지 2학기는 마스트리트 경영학교와의
협조하에 운영된다.MBA의 주요 교육내용은 해운경제 및 경영,물류,국제금융
환경,항만관리 등이며 그 이외에도 학생들은 항만 및 해운분야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333...독독독일일일(((함함함부부부르르르크크크)))

(1)개요
FZH(Fortbildungzentrum HaferHamburg)는 독일의 함부르크 항만연수센터

로서 사설 항만노동기구인 Gesamthafenbetriebes-Geselshaft가 항만산업계의 재
정적 도움을 받아 설립하였다.FZH는 다양한 교육훈련 기자재를 구비하고 있으
며 5개의 세미나실과 기술훈련실을 갖춘 현대식 학교건물,모든 화물취급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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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실습용 고정선박 등을 갖춘 항만연수센터이다.
FZH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관으로서 시 당국,공공서비스․운수노조 함부

르크 지부,함부르크 항만사용자협회 등의 회원에 의하여 운영된다.한편 FZH
는 항만산업의 모든 분야에 걸쳐 교육생에 대한 원가부담 기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재정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2)특징
항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정규교육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네덜란드의 교육훈련체제와는 달리 대부분 기능인력 양성
중심의 단기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또한 항만종사자에 대한 숙련자격증
(CertificateofProficiency)제도가 있어 관련 교육훈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
고 있다.즉 2년 이상의 항만근무경력자에 대하여 일정한 교육훈련을 수료하도
록 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이 자격을 부여한다.그리고 숙련자격증 소지자에 대
하여는 보수면에서 우대함으로써 자기개발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3)교육과정
첫째,항만종사자 향상교육과정이다.항만종사자의 숙련자격증은 독일 직업훈

련법(GermanVocationalTrainingAct)에 의거 공인된 전문자격 인증제도에 의
하여 발급된다.숙련자격의 획득을 위한 전제조건은 항만근무 경력이 최소한 2
년 이상이어야 하며 직업훈련 과정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교육훈련프로그
램은 10개의 주간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과정마다 주제가 상이하며,10개의
전 과정을 10개월 이내에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교육 참가자들은 교육과정 사
이의 기간동안에는 각자 소속회사에 복귀하여 실습을 받도록 되어 있다.
둘째,기술교육훈련과정으로 항만종사자들은 기술과정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

자격은 과정 이수 후 회사에 복귀한다는 관련 회사의 보증,신체검사,교육훈련
비용 납부 동의서만 있으면 가능하다.각 과정 이수 후에는 시험을 실시하며 합
격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 수여된다.
그 밖에 모든 신규 항만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항만작

업 입문과정’,함부르크 항만안전 규정 및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거한 ‘감독자
훈련과정’은 과정 수료 후 시험합격자에 대해 자격증서가 발급된다.이 밖에도
화물적재 및 컨테이너 적입과정과 컨테이너 검수과정 등이 있다.

444...일일일본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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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전문인력 육성정책 개요
일본은 인적자원개발을 21세기 일본 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법정 교육과 산업계와의 연계를 통한 재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일본은 물류
인력 육성을 위한 담당 정부 부서가 없으며 뚜렷한 육성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물류인력 육성은 대학,협회,관련 업계 등을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되고 있다.
일본 대학은 경제,경영학과에서 무역,상학,국제경제 관련 전공자를 육성하

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과정과 큰 차이가 없다.이와 함께 학회,
협회를 중심으로 별도의 물류인력 육성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일본물류
경영학회와 일본물류협회의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일본물류경영학회(JLA :
JapanLogisticsManagementAssociation)는 대학,연구소,관련 업계의 담당자
를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일본물류협회(JCLM :
JapaneseCouncilofLogisticsManagement)역시 일본 무역협회,연구소,컨설
팅업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이러한 물
류인력 육성 프로그램은 일본물류시스템 교육기관인 JILS(Japan Instituteof
LogisticsSystems)을 중심으로 통합되어 공동 운영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JILS는 대학은 물론 일본물류경영학회와 일본물류협회가 공동으로 참가한 교육
기관으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여 물류인력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일본 물류 전문인력 육성기관
JILS은 일본 주요 대학과 일본물류경영학회와 일본물류협회가 공동으로 설립

한 물류전문인력 육성 교육기관으로 JILS의 교육 프로그램은 일본물류경영학회
와 일본물류협회의 프로그램을 통합․개편한 것이다.교육 프로그램은 일반 대
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육성프로그램과 물류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또한 정부의 후원을 받아 공무원 재교
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JILS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은 국제물류체계의 변
화에 발맞추어 제조,판매,유통 등 제조분야는 물론 재고관리,수송,국제운송,
무역,정보 등 전 물류․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출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이다.특히 각 교육 프로그램은 관련 업계가 요구하는
물류인력의 소양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를 위해 JILS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과정에 관련 업계의 전문가가 공동참여하고 있다.또한 최근 교육 프로그램
의 특징은 공급사슬관리,물류정보 부문에 대한 교육을 확대,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JILS는 교육 이수자에 대해 3종류의 자격증을 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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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자격증의 종류는 이수자의 경험,직위,교육 정도에 따라 초급물류전문
가(CLAM :CertifiedLogisticsSeniorMaster),물류전문가(CLM :Certified
Logistics Master), 그리고 최고급 물류전문가인 국제물류전문가(ILM :
InternationalLogisticsMaster)이다.
JILS의 교육 프로그램은 ‘Basic logistics management’, ‘Logistics

qualifications’등 6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Basiclogisticsmanagement’
과정은 물류분야 기본 과정으로 국제무역,통관,항만,해운 관련 기본 사항을
교육하고,‘Trainingviaclassroom andcorrespondencestudy'과정은 물류관리
부문에 대한 집중 교육 과정으로 관련 업계와의 연계를 통해 실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Logisticsqualifications’과정은 물류전문가(CLM :Certified
LogisticsMaster)육성과정으로 항만,공항,물류센터,기업 부문에 대한 세부
운영 및 프로세스 개선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다.특히 물류 정
보화 부분에 대한 교육은 기업 연계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어 실무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Discussiongroups’,‘Seminars’과정은 사례분석,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으로 국제물류전문가
교육프로그램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부문이다.‘Overseastraining’과정은 장
래 일본의 산업,물류분야를 이끌어 갈 전문가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데,해외 교육,관련 업체 방문 등을 통해 장래 물류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소양
을 배양하는 데 교육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표 4-10>JILS의 교육프로그램
구 분 내 용

Basiclogistics
management

Basiccourseforthosewhoarejustentering thefield of
logistics

Trainingviaclassroom
andcorrespondencestudy

Classroom training coupled with correspondence classes on
logisticsmanagement

Logisticsqualifications Long-term trainingtodeveloplogisticsspecialists

Discussiongroups Akeytopicinlogisticsisselectedforactiveexchangeamong
registeredparticipants

Seminars Systematictraininginvariouslogisticstopics
Overseastraining CoursestotrainfutureleadersoflogisticsinJapan

자료 :JILS



- 59 -

일본의 물류 기능인력은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 육성되고 있는데 해운,선원인
력 육성은 고베해양대학(KobeUniversityofMercantileMarine),동경해양대학
(TokyoUniversityOfMercantileMarine),토야마해양대학(ToyamaNational
CollegeofMaritimeTechnology)등을 중심으로 육성되고 있다.또한 항만 기
능인력은 요코하마 등에 위치하고 있는 항만 직업능력개발 단기대학을 중심으
로 육성되고 있다.
동경해양대학교는 일본의 대표적인 해운․물류인력 육성 대학으로 해양공학

부,동경상선대학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설기관으로는 해사교통공동연구센터가
있으며,해양공학부는 해사시스템공학과,해양전자기계공학과,유통정보공학과,
승선실습과로 구성되어 있다.동경상선대학은 상선부,승선과로 구분되어 있고
해양공학부는 항해시스템 계열,정보시스템 계열,사회 계열,연습․학습계열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전공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개설하고 있다.

<표 4-11>동경해양대학교 해양공학부 개설과목 현황
구 분 교 육 과 목 비 고

항해시스템계열 항법시스템론 /정보시스템공학 /항로론 /해사법규 /항해기
상학 /안전운행론 /선박공학 /조선론 /항해영어

대학,
대학원과정

정보시스템계열 프로그램 기법 /계산기네트워크 /정보공학 /전자공학 /위성
측위론 /신뢰성공학 /제어공학 /전자파정보공학

대학,
대학원과정

사회계열 해법 /해운개논 /해상위기관리론 /선박공학 /자연문명인간론 대학,
대학원과정

연습․학습계열 시스템연습 /해양학습 /단정학습 /선박실습 /승선실습 대학,
대학원과정

자료 :동경해양대학교

동경상선대학은 상선부,승선과로 구분되어 있으며 대학과정과 대학원과정이
분리되어 있다.대학원과정은 상선과로 상선 시스템전공,유통정보전공,교통전
자기계전공,교통시스템 전공,해양정보 시스템 전공 등 5개 전공을 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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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동경해양대학교 상선대학 커리큘럼 현황
구 분 과 정 명 비고
상선부 상선시스템 /유통정보공학 /교통전자기계공학
승선과 항해과정 /기계과정

대학원 상선과
박사전기과정

상선 시스템전공
유통정보전공
교통전자기계전공

박사후기과정
교통시스템 전공

해양정보 시스템 전공
자료 :동경해양대학교

항만직업능력개발 단기대학은 항만물류 분야의 기술 발달,복합화․정보화,
국제화 진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항만물류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효과
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인재 육성에 있다.교육 이수자는 고용촉진 사업단에 의
해 물류인력으로 등록되며 관련 항만,물류시설과 기업의 수요가 발생될 때 우
선적으로 취업된다.또한 물류정보과,항만유통과 등 2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는데,각 프로그램은 고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직업능력 개발촉
진법’에 의해 운영되는데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을 시행하되 실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물류정보과는 물류관리,컴퓨터론,EDI등 3개 과목을 교육하고
있으며 항만유통과는 물류,경영관리,정보화 등을 교육한다.이와 함께 해운항
만 관련 장비기사 교육을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이론과 실습을 겸하고 있다.

<표 4-13>항만직업능력개발 단기대학 교육프로그램
구 분 주요 교육과목 비 고
유통정보과 물류관리,컴퓨터(언어 포함),EDI
항만유통과 상류․물류,경영관리,정보화

자료 :항만직업능력개발 단기대학 자료

교육 이수자는 관련 자격증 취득에 상당한 인센티브가 부여되는데,대형 크레
인,소형 크레인 부문은 자체교육과 시험을 통해 자격증이 부여되며,일반 크레
인기사는 국가시험시 일부과목(이론 관련 과목)이 면제되며,이동식 크레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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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대형 특수(1종)면허,통관사,국가 공무원시험 등에서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항만직업능력개발 단기대학은 개교 이래 2003년까지 39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
으며 업계 또 기업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표 4-14>항만직업능력개발 단기대학 수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구 분 교내 자격증
취득 가능성 교외 취득 비 고

대형 크레인 기능 면허 ○ 교내 시험통과시 자격증 부여
소형 크레인 기능 면허 ○ 교내 시험통과시 자격증 부여
크레인 운전기사 면허 △ ○ 일부과목 시험면제

이동식 크레인 운전기사 면허 ○ 가산점 부여
대형 특수(1종)면허 ○ 가산점 부여
통관사 면허 ○ 가산점 부여

국가공무원채용시험 ○ 가산점 부여
자료 :항만직업능력개발 단기대학 자료

555...홍홍홍콩콩콩

홍콩과학기술대학은 글로벌 물류시대에 필요한 물류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
하였다.홍콩과학기술대학의 경영학부와 엔지니어링 학부가 합작으로 개설한 물
류전문가 양성과정(Master of Technology Graduate Diploma in Global
Logistics)은 물류분야의 최신연구,개념,프로토콜을 이용한 물류전문가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무역개발위원회의 경제전문가로부터 포워딩 업체의 관리자에 이
르기까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 물류전문가 양성과정의 참여학생
은 주말에 캠퍼스에 머물면서 수업을 받게 되며,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상호 친
밀감을 높이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제제222절절절 시시시사사사점점점

선진 주요국가의 항만물류 인력양성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체제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즉 교육훈련기

관은 그 나라의 항만물류 환경 및 여건에 따라 교육훈련의 방향을 설정하고,항
만주체인 정부,지방자치단체,항만관련 기관 및 업체 등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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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여 항만의 생산성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특히 교육훈련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 항만인력 수급상황 및 항만산업 여건변화를 면밀하게 분석,예측하
고 이를 반영한 교육훈련과정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으며,우수한 교육기자재
와 교수요원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또한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법
적․제도적 지원제도를 구축하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이렇게 함으로
써 바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둘째,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싱가포르,네덜란드 등은 교육

참가자의 연령,학력,경험 등을 고려한 다양한 교과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교육
훈련 수요를 광범위하게 창출하고 있다.싱가포르는 자국 물류산업의 경쟁력 유
지 확보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에 SCM 과정과 물류정보화 과정을 개발하여 교육
하고 있으며,일본의 JILS는 고급물류전문가 과정에 국내외 물류기업 현장실습,
시뮬레이션 교육과정,국제세미나 등을 포함시켜 기업의 호응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교육과정의 다양성은 항만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다양한 국가의 항
만관련 기관의 근로자를 끌어들임으로써 국가 간 교류를 통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맞는
끊임없는 교육훈련과정의 개발과 함께 유능한 교수요원 및 교육 기자재가 동시
에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교육훈련 이수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교육훈련

이수자에 대해서는 관련분야에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그렇지 못할 경우 지속적인 교육훈련 수요 창출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능한 인력의 항만물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인할 수 없
게 된다.독일의 경우 항만종사자 숙련자격 제도가 있어 해당 자격 과정을 중심
으로 교육훈련이 활성화되어 있고 숙련자격 소지자에 대하여는 취업기회의 다
양성 부여,처우 면에서의 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되고 있으며,일본의 항만직업
단기대학은 노동성 산하 고용촉진 사업단과 공동으로 물류인력 교육자 모집에
서부터 교육,취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
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경우 정부에서 육성하던 육성기관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

거나 대학으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관련 대학,연구소,업계에서 새로운 육성기
관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
다.이러한 현상은 국제물류환경이 급속한 변화를 거듭함에 따라 기업이 요구하
는 인력의 수준이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항만물류 기능인력
양성기관인 한국항만연수원도 정규 교육기관으로 변화,발전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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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555장장장 항항항만만만물물물류류류 전전전문문문인인인력력력 양양양성성성방방방안안안

제제제111절절절 전전전문문문인인인력력력 양양양성성성 기기기본본본방방방향향향

최근 세계물류 환경은 선박의 대형화,선사간 인수․합병 및 전략적 제휴 등
시시각각으로 크게 변하고 있다.우리나라 주변항만인 중국의 대대적인 항만시
설 확충,일본의 슈퍼중추항만 수립․추진은 부산항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물동
량 유치뿐만 아니라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도약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
고 있다.이러한 위협과 위기에서 탈출하고자 항만과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서두
르고 있으며,RFID 도입,유비쿼터스 항만으로의 변화 추진 등 항만의 운영시
스템을 개선하고 항만의 생산성,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또한 선사와 하주 유치를 위한 타깃 마케팅 활동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 모
든 것은 이를 수행할 전문인력 없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사실 우리나라가 주
간선항로상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에 집착한 나머지 항만산업 발전의 가장 큰
밑거름이라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안타
까운 일이다.
이제는 항만내의 첨단장비를 조작할 기능인력 뿐만 아니라 항만의 종합물류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공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항만물류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화를 추구해야 한다.지금까지 항만

은 시설확충 등 하드웨어에 투자가 집중되었고 인력양성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
는 상대적으로 관심과 투자가 미흡하였다.한국항만연수원이 유일하게 항만 기
능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었을 뿐 대학 및 대학원 등 정규교육기관은 대부
분 기초교육 수준에 머물러 있어 특성화 교육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다.항만
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체계적이고 특성화된 교육을 통해서만
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국제물류환경에 발맞추어 정확한 수급인력을 전

망하여 양성․공급해야 한다.다른 여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항만분야도 급속히
기계화되고 현대화되어 가고 있으며,항만의 종합적인 물류기능이 요구되고 있
다.이에 따라 분야별로 인력의 수급을 정확히 분석하여 적절한 인력을 적재적
소에 공급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인력의 부족도 문제지만 과다
한 인력도 고용불안 등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셋째,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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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입장에서는 확대되고 있는 항만물류분야의 규모와 다양한 수요를 지속
적으로 파악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
는 것이 필요하다.교육프로그램이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운영된다면 교육
의 질도 향상될 것이고 교육 효과도 극대화 될 것이다.

제제제222절절절 항항항만만만물물물류류류 전전전문문문인인인력력력 양양양성성성방방방안안안

111...항항항만만만물물물류류류산산산업업업의의의 수수수요요요에에에 부부부응응응하하하는는는 인인인력력력개개개발발발체체체계계계 확확확립립립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도약하려는 우리나라에 있어 항만은 수출입 화물을
대부분 처리하고 있는 핵심인프라이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산
업이다.최근 항만과 항만배후단지의 대대적인 개발,항만관련 산업의 발달에
따라 항만물류 전문인력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문인력
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반적인 항만관련 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기적인 대안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대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따른 인력수급 전망을 검토하여 인력개발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인력개발체계를 수립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관

점에서 수요자 위주의 인력개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항만물류 관련
업계의 니즈를 파악하여 어떤 분야의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필요한지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개발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항만종사자들이 평생에 걸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과 교육훈련이

효율적으로 연계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또는 교
육훈련의 효과에 대해 신뢰하지 못해 교육훈련 참가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 실질적으로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
록 해야 하며 일과 교육훈련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222...정정정규규규교교교육육육기기기관관관의의의 전전전문문문화화화 및및및 특특특성성성화화화

항만물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학 및 대학원내에 항만물류 관련 학과
및 과목을 개설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현상이다.과거에
는 일부 학과에 물류관련 기초과목을 개설하는 수준이었으나 최근 들어 전문학
과나 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항만물류 전문인력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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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로 물류관련분야를 차별화하여 장점을 부각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즉 해운물류,항만물류,IT,물류관리,물류전략,물류시스템,항만관리,
항만건설,항만해양,물류기획,물류컨설팅,수출입물류 등 분야별로 특화․차별
화하여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러한 정규교육기관의 전문화와 특성화는 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

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333...다다다양양양한한한 교교교육육육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개개개발발발

대학을 비롯한 항만물류 교육기관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형태의 인력을 공
급하지 못한다면 교육적 의미는 상실되어 버린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채용된 신규인력들에 대해 재교육을 위해서 매우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데,이는 교육기관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방향과 동
떨어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데 원인이 있다.
우선 산학연계를 구축하여 학교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맞춤

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기업은 학생들이 현장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인턴
십을 적극 제공할 필요가 있다.또한 특성화되어 있는 대학별로 상호 과목을 이
수할 수 있는 공동학점제를 적극 추진하여 이론 교육에서 탈피하여 실무를 접
목할 수 있도록 실습환경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또한 항만은 국제물류의 중심으로서 종합물류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므로 국제

적인 실무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선진물류국가의 교육 프로그
램을 적극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든지,외국의 유수한 대학과
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며,영어는 기
본이고 제2외국어까지 구사할 수 있는 인력 육성이 시급하므로 영어로 강의를
진행하는 형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444...국국국제제제 항항항만만만물물물류류류 전전전문문문인인인력력력 연연연수수수원원원 건건건립립립

우리나라의 유일한 항만 기능인력 교육기관인 한국항만연수원을 항만기능대
학으로 전환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항만기능대학은
항만분야의 특성화 교육이 가능하며,항만 중견관리자와 다기능 기술인력을 배
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현재 한국항만연수원은 재정 부족으로 인해 교육장
비를 비롯한 교육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항운노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 항만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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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 참여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한국항만연수원을 항만기능대학으로 전환하고 교육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한편 기능인력 양성은 한국항만연수원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전문인력 양성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은 없는 실정이다.물론 대학 및 대학원 등 정규교육기관에서
항만물류 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 전문
적인 교육기관이 필요하다.세계 주요국의 항만공사가 자회사 형태의 전문교육
기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산항만공사도 신항 배후지역 또는 부산․진해경
제자유구역에 첨단시설을 갖춘 세계적인 전문교육기관을 건립하고 글로벌 네트
워크를 구축하여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555...항항항만만만물물물류류류 전전전문문문인인인력력력 정정정보보보․․․취취취업업업센센센터터터 운운운영영영

전문가로 양성되는 항만물류인력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교육기관에 의해서 양성된 전문인력을 기업에서 적기적소에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항만물류 전문인력 정보․취업센터가 구축되어 운
영되어야 한다.
항만물류 전문인력 정보․취업센터는 각 기업과 교육기관,전문인력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유를 통해 미취업자에게는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에게는
필요로 하는 인력을 필요시에 효율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항만물류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
는데 있다.
또한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자격을 취득한 인원에 대

해서는 전문가로 인증함으로서 동기유발 효과를 극대화하여 자기개발에 대한
성취감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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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666장장장 결결결론론론

제제제111절절절 요요요약약약 및및및 결결결론론론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을 선점하기 위한 동북아 항만간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
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 건설을 추진
하고 있으며,나아가 부산항 북항 재개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은 항만물류의 기능 및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적기적소에 차질없이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항만의
경쟁력은 항만시설의 현대화,항만의 생산성 및 서비스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
은 사실이나,무엇보다도 항만을 관리․운영하는 인력의 전문성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부산항을 둘러싼 세계 해운항만 환경변화,국내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현황과 문제점,해외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현황과 시사점,최종적으로 항
만물류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를 제시

하였다.
첫째,조속한 시일내에 인력개발체계를 확립해야 한다.수요자의 관점에서 접

근하여 니즈를 정확히 파악․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무
엇보다도 항만종사자들이 평생에 걸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과 교육훈련
이 효율적으로 연계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또는
교육훈련의 효과에 대해 신뢰하지 못해 교육훈련 참가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하
다.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 실질적으로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도록 해야 하며 일과 교육훈련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둘째,대학 및 대학원 등 정규교육기관을 전문화 및 특성화해야 한다.과거에

는 항만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대학에서만 물류관련 기초과목을 개설하
는 수준이었으나,최근에는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항만물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학과 내지 전문대학원을 개설하는 경향이 많아졌
다.이는 물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업들의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졌기
때문인데,항만물류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고 대학의 자체 경쟁력을 제
고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특성화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현장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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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이 개발․운영되어야 한다.시대에 뒤떨어진 교육프로그램은 결국에는 기업들
이 신규인력에 대해 재교육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게 된다.이는 기업들이 신규인력 고용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규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산학연계가 구축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학교는 기업이 원하는
맞춤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기업은 학생들이 이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턴십 제도를 적극 제공할 필요가 있다.또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
기 위해서는 외국 대학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교육과정의 영어 진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넷째,한국항만연수원을 항만기능대학으로 전환하고 항만물류 전문인력을 양

성하기 위한 연수원을 건립하는 것이다.항만 기능인력 전문교육기관인 한국항
만연수원은 수많은 기능인력을 육성․배출해 왔으나 일반 항만종사자의 관심
저하와 노후화된 교육시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재정
적 지원을 통해 한국항만연수원을 항만기능대학으로 전환하여 활성화 할 필요
가 있다.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은 없는데 부산항의 관리․운
영을 전담하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전문교육기관을 건립하여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항만물류 전문인력 정보․취업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미취업자에

게는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에게는 적기적소에 전문인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항
만물류 관련 최신 정보를 수시로 제공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제제222절절절 향향향후후후 연연연구구구과과과제제제

본 연구의 대상은 항만물류분야로 한정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재개발과 관련된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이에 따른 인
력 수급전망,그리고 전문인력 공급을 위한 양성방안을 자세히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라 판단된다.또한 해외 주요국가의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현
황을 좀더 세부적으로 조사하지 못한 점과 항만관련업계가 구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유형별 전문인력 수,세부적인 양성방안 등이 최소한 설문조사를 통해 의
견수렴이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를 고려한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연구활동이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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