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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purposeofthisstudyistofindoutwaystoinduceT/Scargoby
conducting interviews with port users working atterminaloperators,
shippingcompaniesandrelevantindustries.ThisstudyhelpsBusanPort
AuthoritytotakemeasuresandsetpoliciestoattractmorecargotoBusan
Port.
Recently Busan Portis facing a fierce competition with many ports
aroundtheworldparticularlyportsofChinaandJapan.Especially,China
hasexpandedportinvestmentandhasembarkedonportconstruction.The
PortofBusanaiming tobethehubportin NortheastAsiahasmade
effortstoincreaseT/Scargo.That'sbecausewedon'texpecttheincrease
oflocalcargoes any more.The try to increse T/S cargoes is very
importantforhertocontinuetodevelop.
Untilnow therehasbeenmanystudiesregardingT/ScargoinKorea,
butsomedrawbackshavebeen found.Moststudiesdid dealwith not
BusanPortbutallKoreanports,whichmeansthatthestudiesweretoo
generalized.That'swhythepresentstudyneeds.
Theoutcomesofthisresearchtoattracttranshipmentcargoes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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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ofBusanareasfollows;
First,BPA shouldwagetailor-mademarketingoncarriersandshippers
toincreasecontainervolume.
Second,theKoreangovernmentandBPA shouldmakeutmosteffortsto
translatePortAllianceStrategywhichestablishesportnetworkwithsmall
andmidium sizedportsinChinaandJapanintoreality.
Third,theKorean governmentshouldmakeendeavorstogetrealistic
fruitsthrough internationallogisticsmeeting body among threenations,
China,Japan,andKorea.
Fourth,BPA should complete the construction ofBusan New port
withoutahitchasplanned.TheNew PortProjectwasdesignedtoresolve
currentproblemsofT/Scargoprocessingsystem occurringatNorthPort.
Fifth,BPA shouldmakecargocreatableporttokeepincreasingcontainer
handlingvolumebymaximizingtoutilizehinterlandintheNew port.
Sixth,BPA shouldmakeeffortstoattractmegaglobalcarrierstobring
morecargotoBusanNew Port.
Seventh,BPA shouldmakeendeavorstoreviseandimprovetheexisting
T/Scargoincentivestoboostcontainervolume.
Atlast,theKoreangovernmentandBPA shouldcompletesupplyplanof
portlaborinorderforthesteavedoringcompaniestoemployeportlabors
withoutobsta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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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부산항은 수출입화물과 환적화물 대부분을 처리하는 대한민국의 대표항만으로 1876년
개항이래 줄곧 국가경제발전에 동량 역할을 해왔다.세계 5대 컨테이너 항만이자 3대
환적중심항인 부산항은 지난해 총 1,240만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했다.이 가운데 수출
입화물은 683만 TEU,환적화물은 520만 TEU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하지만 부산
항은 최근 세계 여러 항만 특히 북중국 항만의 대규모 항만시설투자 등으로 치열한 경
쟁에 직면해 있다.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연평균 15~20%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던 동북아 역내항로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1997년 태국,인도네시아,한국 등 아
시아권의 외환 및 금융위기와 일본의 장기 불황으로 그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는 양
상을 보이고 있다.이런 현상은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뿐만 아니라 환적 컨테이너 물
동량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기존 부산북항은 물론 부산신항의 활성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산재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부분의 부산항 환적화
물 증대 방안 도출을 위하여 우선 선행 연구자료를 검토하여 그 개괄적인 내용을 정리
하였다.그리고,기존 환적화물과 관련한 연구에서 다루어 졌던 우리나라 전체 관점의
연구방향을 부산항으로 그 초점을 좁혀 현재 여러 요인에 의해서 침체상태로 접어들고
있는 국내화물이 아닌 환적화물 증대로 연구의 목적을 잡아 보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부산항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종사하고 있
는 하역사,선사,항만관련업계 실무자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이를 통하여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의 실질적인 관리와 운영의 주체로서 그 자리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기여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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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를 보다 효율화,체계화 시키기 위하여 먼저 기존 환적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각종 논문,문헌자료,주요 국내외 해운�항만관련 간행물,그리고 부산항만공사내부 마
케팅 및 보고자료등을 참조하여 정리하였고,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부산항에 대하여 보
다 생생한 정보와 지식을 수집하기 위하여 현재 부산항을 기반으로 한 업무,즉 하역
업,해운업,항만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장실무책임자들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정리,
취합,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과 목적
그리고 이를 위하여 사용한 연구방법 및 구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제2장에서는 현
재의 시점에서 부산항을 둘러싼 세계 해운항만환경과 동북아 환적구조가 어떻게 변
화하고 있고 변화할 것인가에 대하여 정리하였다.제3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과연 환적
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 형태가 발전되어 왔는 지를 알아보고 본 연구의 이
론적 배경이 되는 기존의 환적화물 증대를 위하여 연구되었던 각종 방안들은 어떤 것
들이 있었고,그 한계점은 무엇인가를 정리하여 이를 토대로 기존의 연구에서 미쳐 챙
기지 못했던 부분 즉,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보다 현실적인 측면의 부산항 환적화물 증
대를 위한 방안을 도출코자 하였다.제4장에서는 이와 같은 해운항만 환경변화에서 부
산항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해관계자 중 주요한 부산항 이용자 집단인 하역사,
선사,항만관련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실무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분석 모집단을 선정하였
다.이를 통하여 현재 부산항 환적물동량 둔화에 대한 인지여부,환적화물의 중요성,부
산항 환적화물 둔화의 원인과 그 개선방안,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항
만당국(해수부,부산항만공사)의 정책방향에 대한 신뢰도 등을 분석하였다.이를 통하여
부산항만공사로 하여금 보다 실질적인 부산항 환적화물 증대를 위한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판단기준 마련에 기여코자 하였다.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개괄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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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세계 해운항만 환경변화

제1절 세계 물류환경의 변화1)

1.컨테이너 선박의 대형화 추세

최근 해운시장의 특징 중의 하나는 선박의 대형화가 급진전되면서 컨테이너선의 크
기가 1만 TEU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과 머스크라인,차이나쉬핑,CMACGM등의 선사
를 중심으로 극초대형 선박의 발주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머스크라인은 2006년 8
월 1만 1,000TEU급의 극초대형선 엠마머스크호의 진수식을 가졌다.이 선박은 한달
간의 시험운항을 거쳐 같은 해 9월 7일부터 유럽-극동항로 서비스에 정식으로 투입되
었다.머스크라인은 이외에도 2006년 안에 인도받는 1만 TEU급 선박 1척과 2008년 1
월에 인도되는 나머지 6척 모두 아시아/구주 주간 서비스 항로에 투입한다고 발표하였다.
머스크 라인은 이 같은 공격적인 선박발주 이외에도 현재 컨테이너선 120척을 발주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전문가들에 의하면 머스크 라인이 대규모로 투입된 선복량
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 해운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2005년 피앤오
네들로이드를 인수하여 18%대로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등 세계 최대 단독선사로서의
막강한 지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 극초대형선 투입에 따른 시장 장악력은 더욱 더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머스크 라인이 엠마머스크를 시장에 투입하면서 타 경쟁 선사들의 대응도 가속도를

더하고 있는 데 이와 같은 행보는 선사간 전략적제휴(Alliance)에 속해 있는 동맹내 해
운선사들보다는 단독선사를 기점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프랑스 국적선사 CMA
CGM과 이스라엘 선사 Zim Line등은 9,000TEU급 이상의 선박을 국내 조선소에 집
중 발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MACGM은 1만 1,400TEU급 컨테이너선 8척을 현대중공업에 발주함으로써 극초

1) 최재선외 ‘세계해운 전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PP. 9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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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발주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이 회사가 발주한 선박은 엠마 머스크호 보
다는 다소 적은 규모이나,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머스크가 극초대형선 서비스를 통
해 시장을 급속하게 잠식해 나갈 것을 걱정한 경쟁력 확보의 대응전략으로 해석된다.
스위스 선사인 MSC의 경우도 1만 TEU급 선박을 발주한다고 알려지고 있고,국적선
사인 한진해운도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인도받을 1만 TEU급 5척을 삼성중공업에 발
주하였다.중국선사인 COSCO의 경우도 2007년에 1만 TEU급 컨선 4척을 인도 받는
등 글로벌 정기 선사들의 선박대형화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표 2-1>선형별 신조 컨테이너선 공급규모 전망
(단위:천TEU)

자료:DrewryShippingConsultantsLtd,「AnnualContainerMarketReview and
Forecast2006/07」,2006.9.

선형 현재
신조인도

합계06년
하반기 2007 2008 2009 2010

500이하 137 1 2 1 0 0 4
500-999 502 46 53 37 7 4 147
1,000-1,499 660 50 59 67 5 0 181
1,500-1,999 767 31 89 95 34 2 251
2,000-2,499 675 7 39 7 0 0 53
2,500-2,999 809 106 128 133 34 0 401
3,000-3,999 1,013 34 105 52 33 0 224
4,000-4,999 1,401 90 227 287 127 17 748
5,000-5,999 1,161 48 118 177 42 20 405
6,000-6,999 582 85 91 215 118 32 541
7,000-7,999 324 14 36 0 0 0 50
8,000이상 679 202 389 419 270 29 1,309
합계 8,710 714 1,336 1,490 670 104 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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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007년 인도 예정 컨테이너선의 선형별 비중

자료:DrewryShippingConsultantsLtd,「AnnualContainerMarketReview and
Forecast2006/07」,2006.9.

<표 2-2>주요 선사의 선복 및 발주현황
지배선복 발주량
TEU 척 TEU 척 현재대비

발주량(%)
1 MAERSK 1,730,639 576 634,355 119 36.7
2 MSC 937,989 306 308,889 43 32.9
3 CMA CGM 605,969 274 275,872 57 45.5
4 EVERGREEN 533,086 163 124,288 26 23.3
5 HAPAG-LLOYD 447,548 137 60,750 9 13.6
6 COSCO 389,179 133 156,018 24 40.1
7 CSCL 368,710 129 156,550 34 42.5
8 한진해운 339,304 86 140,773 22 41.5
9 APL 331,396 005 117,358 29 35.4
10 NYK 317,663 120 205,380 36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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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쉬핑데일리 (2006).

선박의 대형화 추세는 80년대 4천TEU급,90년대 6천TEU급,2000년대 8천 ~1만TEU
급 이상으로 초대형화 되어 가고 있다.2006년 6월 기준 신조 발주된 9,000TEU급 이상
선박은 모두 80척으로서 선박의 초대형화를 주도하고 있는 머스크라인(18척)등 유럽계
선사가 55척을 발주하였으며 코스코 등 중국계 선사가 25척을 주문하였다.
MSC와 CMA-CGM라인은 1만TEU급 이상 선박을 주문함으로써 머스크 라인의 뒤를
이어 선박의 초대형화 투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11 OOCL 271,770 70 97,811 19 33.8
12 MOL 264,459 87 119,938 18 45.4
13 K-LINE 257,631 84 120,144 20 46.6
14 CSAV 243,523 87 39,246 6 16.1
15 ZIM 226,172 97 182,356 33 80.6
16 YANGMING 201,723 78 119,865 25 56.9
17HAMBURG-SUD 199,422 98 102,293 28 51.3
18 현대상선 156,939 39 165,800 25 105.6
19 PIL 140,509 103 47,415 19 33.7
20 WAN HAI 123,081 73 49,022 11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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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컨테이너선의 단계별 대형화 추이2)

2) 박태원, 정봉민, ‘컨테이너선 대형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KMI, 2002. 11,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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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의 항만개발 급진전

1)중국의 항만정책 기조

중국교통부는 2005년 ‘전국 연해항구 발전 전략’과 ‘3개 연해항구 건설계획’을 발표했
다.이를 보면 선전,광조우항과 함께 주강삼각주 지역은 ‘주강삼각주 항구구’로,상하이,
닝보항을 포함함 장강삼각주 지역은 ‘장강삼각주 항구군’으로 다렌,티엔진,칭다오 항
은 ‘환발해만 항구구’로 지정하여 컨테이너 터미널과 대량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전용터미널
등대형항만으로집중적으로건설하겠다는계획임을알수있다.
이같은 교통부의 정책은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물류와 관련한 몇가지 문제로부터
파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첫째는 중국 국내 수출입 물동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항만 인프라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는 점이다.따라서 교통부는 3개 항구
군 중심으로 기존 계획되어 있던 항만개발사업은 함께 신규 항만개발사업을 적극적으
로 추진함으로써 항만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특히 컨테이너 터미널 및
대량화물 전용터미널 건설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표 2-4>중국 3개지역 연해항구 건설계획

자료:중국 교통부

둘째는 중국의 국토개발계획을 중국의 국제 물류체계를 감안하여 새롭게 다시 구성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학계에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중국은 석유화학,

구분 항구군 기능 비고

화남지역 주강삼각주 항구군 남중국 국제해운센터

l 항만, 배후단지 개발 및 연계

l 연해항만 클러스터 육성

l 지역산업단지 연계

화동지역 장강삼각주 항구군 상하이 국제해운센터

북방지역 환발해만 항구군 동북아 국제해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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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등의 대형 원료 공업과 발전설비가 내륙지역에 주로 퍼져 있어 수입 자원 수송
교통망 건설에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는 등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수송능
력 부족으로 항만의 장치장에서 보관하는 물량이 늘어나면서 항만의 비효율성이 갈수
록 늘어나고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통부는 대량화물 전용터미널 개발을 가속화
하는 가 하면 이들 배후지역에 중화학공업 설비를 지속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중국의 산
업 및 물류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신개념의 임해 산업단지와 배후 경제권과의 효율
적이고 체계적인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권의 물류거점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표 2-5>중국 경제특구 및 지정지역 현황

자료:중국 교통부,국토자원부,상무부 자료

셋째는 항만의 물류기능 약화가 항만의 기능은 물론 배후 산업과의 연계성을 떨어뜨
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그동안 중국은 항만배후지역에 4개의 경제특구를 두
고 운영을 해왔다.그러나 이지역은 중국의 대외 개방 창구의 기능과 함께 경공업,가
공조립,재수출산업의 지원 육성을 위하여 운영중이라,물류기능보다는 산업기능에 중
점을 두어왔다.이 것이 바로 중국의 항만들이 넓은 배후단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물류기능이 발달하지 못한 주요 원인이었다.이에 따라 교통부는 항만배후지역
을 대규모의 물류단지로 개발하여 항만과 산업단지를 연계시키는 고부가가치 창출지역
으로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앞으로 중국 항만이 네델란드 로테르담과 같은 선진형의

구분 도입목적 지정지역

국가경제기술개발구

개방초기에 지정된 지역으로 

외자도입, 시장개방, 자국산업

개발이 목적

상하이 푸동등 57개 지역

자유무역지역
수출입, 항만물류의 발전을 

위해 도입

상하이 외고교 자유무역지역 등 

16개 지역

국가국경경제협력구
수출입, 가공 및 재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
선전 HIDZ등 54개 지역

국가가공조립구
국가산업, 가공조립산업의 

발전을 위해 도입
대련 EPZ 등 15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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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구조를 갖출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중국 항만개발의 의미

중국항만의 대규모 개발계획은 동북아 항만의 구도변화는 물론이고,국내 항만에도 엄
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중국은 대규모의 항만 개발을 통해 대형선박의 접안
이 가능한 새로운 물류체계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첫째,이는 중국 정부가 초대형선
서비스 체계의 증가에 미리 대비하여 철두 철미하게 항만 개발 및 운영전략을 준비해
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중국 항만의 변화는 급속이 증가하는 국내 물동량과 동시에
정기선사들이 중국 항만을 기점으로 하여 서비스를 재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
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둘째,중국 교통부에서 발표한 3대 항구군과 항만 개발 확대
계획은 결국에는 각 지역 경제권의 독립적인 국제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전략의 일
환이다.공격적이고 엄청난 규모의 항만개발을 통해 3대 항구군 지역은 각 지역경제권
의 국내 수출입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기반과 기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정책은 북중국 화물의 환적화물 유치를 통하여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대련항과 천
진항은 열악한 항만 여건을 고려하여 인공섬 조성 등을 통하여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더 이상 자연환경이나 항만 시설부족을 통한 환적화물 유치기
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항만 배후지역에 대규모의 물류단지 건설과 물류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항만 지
역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최첨단 산업 및 물류센터로 육성한다는 점이다.이
러한 중국정부의 정책 움직임은 중국 항만의 물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2007년을 기점으로 항만개발,배후단지 개발 및 운영
등 각종 항만분야에 대한 시장개방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항만배후 단지내에
외국 물류 기업 유치를 새로운 화물 창출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 부산항과의 더욱 더
어려운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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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TO(GlobalTerminalOperator)의 지속적인 시장점유율 상승

1)기업간 인수 합병을 통한 터미널 업계 재편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업계는 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규모를 키
워나가면서 과점체제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최근 발표된 JOC(Journalof
Commerce)와 드류리 컨설팅(Drewryshippingconsultants)등의 자료를 통해 보면 향
후 얼마간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업체(GTO)중심의 규모 키우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로 인하여 세계 컨테이너 터미널 업계는 향후 얼마간은 4강체제
(HPH,PSA,APM,DPW)로 재편되는 과정을 거쳐 중국업체(COSCOPacific,SIPG)의
합류로 5강의 체제가 구축될 것이다.

<표 2-6>세계 10대 글로벌 터미널 운영업체(GTO)현황

자료:JOC(2006.7.31)

2)과점체제 고착화에 따른 부산항의 영향

현재 GTO들의 판세로 보아 디피 월드(DPW)의 기세가 워낙 거세 조만간 2위 자리

순위
운영업체

2005 2004
2005 2004 TEU(백만)점유율(%)TEU(백만)점유율(%)
1 1 Hutchison 51.8 13.0 47.8 13.3
2 3 APM 40.4 10.1 31.9 8.9
3 2 PSA 40.3 10.1 33.1 9.2
4 4 P&OPorts 23.8 6.0 21.9 6.1
6 5 Cosco 14.7 3.7 13.3 3.7
7 7 DPWorld 12.9 3.2 11.4 3.2
8 6 Eurogate 12.1 3.0 11.5 3.2
8 8 Evergreen 8.7 2.2 8.1 2.3
9 10 MSC 7.8 2.0 5.7 1.6
10 9 SSA Marine 7.3 1.8 6.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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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올라 설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싱가포르와 두바이로 대표되는 PSA와 DPW간
의 순위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 확실하다.치열했던 P&OPorts인수전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같은 과점화된 대형 GTO들의 세계 컨테이너 터미
널 장악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컨테이너 터미널 구도에 따라 앞으로 부산항에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대형 터미널 운영업체들이 전세계 주
요 터미널의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항만 운영 서비스는 일정한 수준이상으로 동일화되
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이는 앞으로 화물을 유치하는 데는 항만의 서비스질
보다는 항만의 운영과 관련된 정부나 항만당국의 정책과 제도가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점을 감안해 본다면 부산항의 Landlord역할을 하고 있
는 부산항만공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컨테이너 터미널이 물류기업은 물론 일반 투자회사 사이에도 아주 강력한 투자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부분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이는 곧 부산
항을 직접운영하고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회사들에게는 향후에도 대체로 15~
20%의 안정적인 수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운임변동율이 심한
편에 속하는 선박에 비하여 리스크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부각되면서
선진 투자회사에서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집중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세계 컨테이너 터미널 시장이 실질적인 과점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선사 및
화주에게는 일정 부분 영향이 미치고 있다.선사들의 경우에는 향후 컨테이너 터미널에
대한 구매력 및 협상력이 약화됨에 따라 터미널에 지출되는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
상된다.또한 일부 대형 컨테이너 터미널에게만 독점됨에 따라,컨테이너 터미널간의
공정한 서비스 경쟁이 교란될 수도 있다.

4.해운선사간 전략적 제휴 및 인수합병의 확산 추세 가속화

선사들은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운임 하락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선복을 공유하
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략적 제휴(strategicalliances)를 실시하고 있다.
글로벌 제휴체제는 1995년 하반기 이후 운항 선복량의 급증으로 경영환경이 나날이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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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면서 운항서비스를 글로벌화하고 선대의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전략
을 추진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컨테이너 운송분야에서는 선사간 다양한 형태의 제휴가 이루어져 왔으며,선복의 교환
과 공동운항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운항비의 절감,타 선사 및 그룹과의 다양한 전략적
제휴를 실시하여 운영효율성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2000년 이후,주요 선사들은 기존의 글로벌 제휴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타 선사 및 그룹
과 별도의 전략적 제휴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특히,2005년 11월 New
WorldAlliance와 GrandAlliance가 공동운항 등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총 140만TEU(432척)의 선복을 보유하게 되어 Maersk-Sealand와 유사한
선대 규모를 확보함으로써,거대선사와 거대 Alliance간 경쟁구도가 구축되었다.
한편,Maersk-Sealand는 P&O Nedlloyd를 인수합병함으로써 세계 최대의 Mega
Carrier로 부상되었으며,규모는 컨테이너선 576척,선복량 173만TEU를 확보하고 있다.
2008년 신조 발주량 포함시 컨테이너선 695척(약 15%),선복량 236만TEU(약 20%)에
이르고 있다.
선사간의 전략적 제휴는 크게 5개 체제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고,현대상선과 APL,
일본의 MOL이 참여한 New WorldAlliance와 Hapag-Lloyd,일본의 NYK,홍콩의
OOCL이 참여한 GrandAlliance,덴마크의 머스크시랜드(P&O네들로이드)Alliance,
중국의 COSCO,대만의 YML,K-Line,한진해운이 참여한 CKYH Alliance,대만선사
인 Evergreen/LTAlliance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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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세계 주요 선사간 제휴 현황3)

3) 심기섭외, ‘동북아 주요 항만간 코피티션전략에 관한 연구’, 2006.12,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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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말 기준,세계 정기선 해운의 글로벌제휴 체제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선사별
선복보유 현황을 보면,Maersk-Sealand사 1,730,639TEU로 1위,MSC사 937,989TEU로
2위,CMACGM사 605,969TEU로 3위의 순을 보이고 있다.
발주량에 있어서도 1위 Maersk-Sealand사 119척 634,355TEU,2위 MSC사 43척
308,889TEU로 절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주요 글로벌 제휴그룹 및 대형 선사들이 실시하는 기간항로서비스의 주당 항차 수는
그랜드 얼라이언스그룹 14, 뉴월드 얼라이언스, 유나이티드 얼라이언스 및
COSCO/KL/YML그룹 등은 13,Maersk-Sealand는 주당 12항차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글로벌 제휴선사들은 단순한 전략적 제휴에서 벗어나 합병을 통한 단일기업 구
성으로 조직 및 인력 감축,기항지 축소 등을 통해 실질적인 비용절감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특히 기항지 배제 대상은 초대형선 선박이 기항하기에 충분한 물량확보가 어려운 경
우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기항지가 배제될 경우 제휴 그룹 전체의 선사들이 기항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항만으로
서는 선박의 기항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어 환적화물의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2절 동북아 환적구조 변화 전망4)

1.선박의 운항체제 변화

동북아 정기선 서비스는 상하이 양산항 등 대형 항만의 지속적인 확장 및 대형 신조
선의 시장투입 증가와 함께 대형선시장과 중형선 시장으로 분리 개편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이로 보면 대형 선박들은 주력 시장인 유럽 및 북미항로에 집중 투입 배치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이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중형선박들은 시장세

4) 최재선외, ‘부산항 환적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12, PP. 98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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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에 따라 국별,항만의 크기별로 4~5개 항만에 기항하면서 대형선 시장의 틈새를
메워나갈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선박운영체계 변화는 항만의 기항체계를 변화시키
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주요선사들은 선박운영 비용의 절감차원에서 동북아 경제
권역의 기항지를 2~3개 정도로 축소하여 운항할 것으로 보이며 이 허브항만을 중심
으로 허브 & 스포크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일부 거대 항만의 허브항 체계로
전환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대형선 서비스의 허브항은 막대한 환적 수요를 창출할 것
으로 예상된다.
대형 항만 중심의 서비스 체계가 정착될 경우 동북아 항만의 역할 변화와 환적경로
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는 곧 동북아 항만구도를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2.초대형 항만의 항만 적체 현상 발생 가능성

초대형선 서비스가 일부 초대형 항만에만 집중적으로 투입됨에 따라 이들 항만의 적
체현상이 예상된다.인근 대체항만이 초대형 항만의 항만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용
되지 못할 경우에는 초대형선에 비하여 기항지 선택이 비교적 유연한 중형선박의 가치
가 자동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해운시장은 동서 기간항로(유럽,미주항로)상에
8,000TEU급 이상의 대형선 선대시장과 역내 주요항만을 모두 기항하는 4,000TEU급
중형급 선대시장으로 양분되는 현상이 명확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한마디로 Hub&
Spoke체계의 시장 형성과 함께 기항지 다극화 체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
이 크다.
따라서 향후 동북아 항만은 규모와 기항 선박의 종류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이 변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즉,대형 및 중형 항만은 국내화물만을 취급하는 지역항만의 역할
을 하게 되고,초대형 항만은 수출입 국내 화물 뿐만이 아니라,환적화물까지 처리하는
실질적인 허브항만의 역할을 통해 더욱 더 규모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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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환적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예상

동북아 경제권의 환적수요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대내외 경제 변수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증감 편차를 보일 것으로 보이나,총 환
적수요는 동북아 경제권의 해운,항만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그러나,부산항의 입장에 본다면 상하이 양산신항을 비롯한 티안진 신강(天
津新港)등의 중국 항만들이 국내 수출입 화물은 물론,중국 내부 환적 화물을 집중 처
리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동북아 항만 간 환적화물 경쟁은 더욱 더 치열한 양상
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동일 환적수요를 대상으로 경쟁하고 있는 부산항으로서
는 남다른 노력이 절실하다.

제3절 부산항 환적구조 변화 전망

1.부산항기항 정기선 서비스 변화

부산항만공사 마케팅팀에서 실시한 조사결과5)에 따르면 부산항에 기항하는 서비스중
국적선사는 116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총 서비스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81%인 94개 서비스는 일본,동남아,중국등 단거리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부산항에는 71개 선사가 선박을 투입하여 정기 컨테이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으며,직접선박을 투입하지는 않으나 SpaceCharter를 통하여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
또한 100여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특히,세계 30대 선사중 특정지역만을
운항하는 4개 선사(Grimaldi,CostaContainer,Chinanavigation,SeaConsortium)를
제외한 글로벌 선사 모두가 부산항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부산항만공사 마케팅팀 내부조사, ‘부산항기항 서비스변화 현황’, 200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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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부산항기항 서비스 변화 현황 (2006년 7월 기준)

자료: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및 부산항만공사 마케팅팀 내부조사.

2.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환적물동량 기종점 분석 현황6)

2000년 ~2004년간의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수출입 환적화물의 유형 및 처리량을 분
석한 결과,수입환적의 경우는 북중국의 상하이,칭다오,티안진 신강항을 등을 중심으
로 유입되는 환적화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 이후에는 일본의 하카타
항을 기점으로 하여 물동량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수출환적의 경우는
종점항인 미주지역 항만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환적 물동량 비중에서 일
본의 하카타항도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환적화물의 경우 중국 지역 주요 항만으로부터 유입되는 수입환적화물이 가장 많았
고 미주지역 항만을 종점으로 하는 수출환적화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첫째,중국에서 유입,부산항에서 환적되어 제 3국으로 수출
되는 환적화물은 주로 북중국 항만인 티안진신강항,칭다오항,상하이항,다렌항,닝보
항 등이며,이들 항만에서 유입되는 환적화물은 롱비치항,LA항,뉴욕항,시애틀항,밴
쿠버항 등 미주지역 항만을 종점으로 하는 비중이 30~40% 정도를 차지한다.
상하이항과 다렌항의 경우 토마코마이항,니가타항,시미즈항을 종점으로 하는 환적
물동량의 비중이 여타 중국항만들에 비해 높은 반면,중국항만에서 유입,부산에서 환
적되어 유럽으로 가는 환적물동량은 매주 적은 편이며 점차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주요 종점 항만은 함부르크 항으로 나타났다.

6) 기초데이터는 Port-MIS자료이며, 관세청/관세무역연구원의 “수출입물류 통계정보집 2002~2004년 

자료 참조.

구분 2002 2006 증가율
선사 49개 71 45%

서비스수
217개 255개 18%

국적 109 국적 116 6%
외국적 108 외국적 13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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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미주지역으로 부터 유입,부산항에서 환적되어 제3국으로 수출되는 환적화물은
주로 뉴욕항,시애틀항,롱비치항,LA항,밴쿠버항 등이며,이들 항만에서 유입되는 환
적화물은 중국지역에서 유입되는 물동량에 비해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미주에서
유입되어 부산항에서 환적된 물동량은 대부분 중국과 일본지역을 종점항으로 이루어지
며 롱비치항을 기점으로 부산항에서 환적되어 상하이항,티안진신강항,다렌항,닝보항,
칭다오항을 종점으로 하는 환적화물의 비중은 2002년 29%에서 2004년 41%로 크게 증
가하였다.
일본의 항만을 종점으로 하는 환적화물은 주로 하카타항,모지항,토마코마이항,니가
타항 등의 일본서안 항만이며 밴쿠버항을 기점으로 하여 부산항에서 환적된 물동량 중
토마코마이항,오사카항,니가타항 등 일본 서안의 항만을 종점으로 하는 물동량의 비
중은 2002년 26%에서 2004년 33%로 증가하였다.

3.부산항 환적화물 추이

2006년도 부산항의 전체 물동량은 1.7% 증가에 그쳤고,이중 수출화물은 3.2% 증가하
고 수입화물은 3.6% 증가하였으며,환적화물 증가율은 사상 최저치인 0.6% 증가에 그쳤
다.

<표 2-8>2000년 이후 부산항 환적화물 증가율 추이
(단위 :%)

자료:부산항만공사 컨테이너년도별 처리실적 현황 (2006.12).

최근 국내 물동량의 급격한 둔화세가 지속됨에 따라 범정부차원으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차원에서는 그 실효성에
적지 않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특히 부산신항이 2006년 1월 북중국항만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증가율 46.4 23.1 32.1 9.4 12.7 8.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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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규모 항만투자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조기 개장된 이후,실질적인 물동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체상태에 있는 국내 수출입화물 증대노력은 한계점에 다다랗다고
보고,지속적인 환적화물 유치만이 그 해법으로 지적되어 왔다.그러나 현재까지 신항의
경우는 신항 및 북항간의 연계운송체계 미흡 및 각종 부대비용이 여전히 북항에 비해 상
대적으로 비싼 것도 화주들에게는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그동안 부산항의
가장 큰 강점 중의 하나인 근해선사의 아시아 역내 피더 네트워크가 글로벌 원양선사의
시장진입 시도로 인하여 그 기반이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가속화될 경우에는 글로벌 선사에 의하여 물동량이 좌지우지됨에 따라 부산항의 환적화
물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과연 환적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어떤 형
태로 발전되어 왔는 가를 먼저 알아보고 환적화물 증대와 관련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
여 현 시점에서 부산항의 환적화물 증대를 위하여 작동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도출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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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환적의 개념과 환적화물 증대에 관한 선행연구고찰

제1절 환적의 개념과 분류 유형

1.환적의 개념

환적은 사용주체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UNCTAD(유엔무역개발기구)는 환적
(transhipment)을 한 수송수단에서 다른 수송수단으로 화물을 옮겨 싣는 행위7)를 말한다
고 정의하였다.관세청고시8)에 의하면 “동일한 세관 관할구역 안에서 입항하는 운송수단
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해운,항
만부문에서는 일반적으로 환적을 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이 같은 환적은9)본래 수심제한에 따른 대형선박의 기항의 어려움,정치적 위험등
으로 해상운송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항만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달하였다.그러나 현재의 환적은 운송의 최단 이동경로 생성과 하역업체인 컨터미널
운영회사와 선사간의 마케팅 전략으로 발생했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즉 운송비 절약과
운송시간의 단축,서비스 범위의 확대 및 질적 수준의 제고 등과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
여 환적이 발생되었다.기존의 환적물동량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선박의 대형화로 인
해 대형모선(MotherVessel)은 소수의 대규모 중심항만(HubPort)에만 기항하고,나머지
중�소항만은 피더선(FeederVessel)으로 연결하는 중심-지선(Hub& Spoke)수송체계가
구축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개념의 환적 형태가 최근들어 북중국 항만의 급증하는 물동량처리
로 인하여 종래의 피더선으로 연결하던 항만으로 대형 선박이 바로 직접 기항하는 형태

7) UNCTAD,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Ports, The establishment of trans-shipment 

facilities in developing countries,1990.

8) 제 2003-47호(2003.12.17),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고시.

9) 최재선외, ‘부산항 환적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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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다.즉 모선과 피더선 사이의 환적 컨테이너 물량은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감소되고 있으며 특히 부산항의 경우는 대중국 항만간의 환적물동량의 규모
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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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동북아 해상 운송망 및 항만의 구도변화 추이 및 전망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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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환적의 분류 유형11)

1)분산/피더형 환적(Scattering/Feederingtranshipment)

대형 모선이 기항(Calling)하는 중심항만(허브항)과 피더선(Feeder)이 기항(Calling)하
는 중�소 항만(피더항)사이에 발생되는 환적을 말한다.다른 환적 유형 중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되었으며 가장 일반적이다.중심항은 지리적 입지조건,효율성,항만이
용료 등의 측면에서 우위를 가진 항만이 주로 선택된다.항만의 입지조건은 중심성과
중계성의 관점으로 파악이 가능한 데,배후지의 수출입 물동량 규모가 많을 수록 중심
성이 탁월하다.효율성의 측면에서는 간선항로(Trunkroute)와의 연계성(Connectivity,
중심항과의 최소한의 이격거리로 중계성이 강함)를 의미한다.피더화물의 발생을 최소
화하는 항만이 대부분의 화물을 처리하는 중심항만으로 선택되나 항상 그러한 것은 아
니다.항만이용료와 같은 선박이 기항하여 화물을 처리하면서 발생되는 제반 비용이 상
대적으로 기타 항만보다 저렴한 항만이 중심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나,이 부분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2)항로 교차형 환적(Interlinetranshipment)

서로 다른 항로가 교차하는 항만에서 모선과 모선간 발생하는 환적이다.동일 선사의
타 항로 및 Alliance(전략적 제휴)에 의하여 체결되어 타 선사의 개별 항로와 연계되도
록 하는 형태를 말한다.선박이 점차 대형화함에 따라 기항지 수는 축소되면서 이와 함
께 항로가 단순화되고 개별 항로에서 제공할 수 있는 항만수는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형태의 환적은 항로를 서로 연계시킴으로써 서비스 항만의 전체 범위는
늘리는 효과를 제공한다.선박 대형화로 규모의 경제 달성과 함께 선복을 효율적으로

10) 최재선외, ‘부산항 환적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12.

   최재선외, ‘중국 양산항 개장의 영향과 대응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5. 7 P. 45.

11) 최재선외, ‘부산항 환적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12,

장세거, ‘부산항의 환적화물 유치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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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우회형 환적(by-passtranshipment)

모선이 기항지를 순서에 따라 왕복 운항할 경우 상당한 운송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회피 방법으로 주로 이용된다.실제로 북유럽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긴급
한 대양횡단 화물이 있는 곳에서 발생한다.처음 출항지에서 기존 중간 기항지를
Bypass하고 바로 최종 기항지로 피더 수송하는 환적 형태를 말하여 이 때 불필요한
기항지 기항(Calling)에 대한 시간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4)전환형 환적(switchingtranshipment)

이는 교차형 환적의 변형으로 주요항로인 북반구 기간항로(아시아-북미항로,아시아-
유럽항로,북미-유럽항로)와 남반부 항로를 환적항에서 연계시켜 소규모 물량을 처리하
는 형태이다.북-남항로를 서로 연결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된 형태이다.경제적
으로 수익이 발생할 만한 기항주기와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
에서 주로 이용된다.

5)추적형 환적(Catch-uptranshipment)

모선이 운항 중 일부 항만에서의 기항시간이 늘어날 경우 운항일정을 보충하기 위하
여 특정항만의 기항을 포기하고 해당항만의 화물을 다음 항만에서 피더운송을 통하여
연결하는 형태의 환적을 말한다.이같은 환적은 일정한 패턴의 정기적인 환적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긴급한 특정 상황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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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환적화물 증대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본 절에서는 부산항 환적화물 증대 방안 관련 선행 연구들을 시대별별로 비교 분석하
여 기존 선행연구를 요약하고 한계점을 도출하고자 한다.이는 기존 환적화물 증대방안
관련 연구들이 항만환경의 여건 변화 및 연구자들의 성향이나 방법론,응답 업체의 특
징에 따라 그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최종적으로 연구자별로 환적화물 증대
방안을 비교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부산항 중심의 환적화물 증대를 위한
실증적 방안 도출에 반영코자 한다.

1.시대별 환적화물 관련 연구 비교

원래 환적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그 의미가 크게 부각되게 된 것은 1994년과 1995
년 시점이다.그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면에서 우리나라를 크게
앞지르고 있던 일본의 항만들이 고베 대지진을 맞게 되면서 부산항의 경우는 국내 수
출입화물 처리에도 항만처리능력을 초과하고 있던 시절,예상치 못한 특수로 인하여 부
산항이 엄청난 물량증가를 경험하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그 이전까지만 해
도 환적물동량의 증가율과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은 상태였으나,1994과 1995년이후 증
가율은 무려 125.6%와 44.7%를 기록하는 등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02년 32.1%를 정점으로,2003년 9.4%,2004년 12.7%,2005년 8.1%를 기록하였고 드
디어 2006년에는 0.6%라는 엄청난 감소를 경험하였다
한마디로 1990년대에는 환적 화물 증대에 관련된 연구가 지금처럼 그렇게 절박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별다른 유치 전략 수립이 없이도 당시의 환적화물은 급속도
로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1990년대 후반의 관련 연구 중 하나인 유영
창(1997)12)은 1995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화물의 93.8%를 처리하고 있는 부산항
에 있어서 논점의 주요 포인트가 부산항의 항만시설대비 증가하는 국내화물을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를 부산항을 통하여 내륙으로 수송되는 수송

12) 유영창, ‘부산항 컨테이너 화물 수송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학위 논문, 1997.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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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와 수송실태파악,그리고 화물수송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기존의 수송체계의 문
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당시만 해도 국내화물의 보다 효율적인 처리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그리고 또 한편의 다른 논문인 장세
거(1999)13)는 연구의 주요 배경과 목적이 당시에도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었던 싱가포
르과 홍콩항의 환적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차원의 화물유
치 전략 수립을 통하여 급증하고 있는 중국항만의 초과 화물을 유인할 수 있도록 부산
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동북아 주요항만(홍콩,카오슝,
고베,상하이)의 경쟁여건을 4가지(지경학적 여건,항만시설의 여건,서비스의 질,지원
산업)로 구분하여 비교한 것이 눈에 띈다.당시만 해도 환적 물동량 처리량이나 비중면
에서 일본의 주요항만과 대만의 카오슝항에 비해서 상당수준 뒤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표 3-2>부산항의 환적화물 처리추이
(단위 :천 TEU)

자료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전게서 &부산항만공사 Port-MIS.

2000년대 초반의 연구들은 과거의 연구들과 비교할 때,환적화물의 유치가 아직까지
절대절명의 대명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1990년대에 비하면 환적화물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이 시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한
사례로,이용출(2002)14)은 경쟁항만으로 과거와 동일한 패턴(홍콩,상하이,고베,카오
슝)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인접항만 특히 북중국 항만들의 공격적인 항만시설확장을 상
당한 위협요소로 전망하고 있었다.이 연구에 따르면 부산항의 경쟁력 및 문제점을

13) 장세거, ‘부산항의 환적화물 유치전략에 관한 연구’,한국해양대 석사학위 논문,1999.2.
14) 이용출, ‘부산항의 환적화물 유치증대 방안’,부경대 석사학위 논문,2002.3.

년도 93 94 95 96 97 2002 2003 2004 2005 2006

환적

취급량

(증가율증가율증가율증가율)

263

(68.968.968.968.9)

594

(125.6125.6125.6125.6)

859

(44.744.744.744.7)

941

(9.69.69.69.6)

1,104

(17.217.217.217.2)

3,887

(32.132.132.132.1)

4,251

(9.49.49.49.4)

4,791

(12.712.712.712.7)

5,178

(8.18.18.18.1)

5,207

(0.60.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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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분석을 통하여 정리하였고,이를 통하여 환적화물의 유치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항만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선석 및 장비현대화),항만운영의 현대화(전용선석제도,EDI
시스템 구축,노무공급의 자율적 운영 등),항만정책(당시 전대료 체계의 개편,하역요
금 자율화,컨테이너세 폐지 등)을 제시하였다.현재에도 그 의미와 맥을 같이하는 요
소들이 다수 제시된 것으로 보아 부분적으로 부산항의 위협요소를 어느정도 예측,전망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이후 본격적으로 중국의 항만중 상하이,선전항이 부산
항을 물동량 처리면에서 추월함에 따라,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중심항 건설이라는 슬
로건에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하면서 이후 주요 연구의 핵심으로 부산항 위기론이 전면
에 부상하게 된다.2004년도 이후,관련 연구의 대부분이 중국항만의 급부상으로 향후,
부산항의 물동량이 최악의 경우 감소할 수도 있다는 전망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그
한 예로 한철환,우종균(2004)15)은 이미 상하이와 선전항은 부산항을 능가하기 시작하
면서 이외의 북중국 항만들(다롄,티안진,칭다오)의 항만시설 확충 계획 및 배후경제권
의 규모와 운송네트워크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환적화물 전망등에 대하
여 분석을 시도하였다.이에 대한 우리나라 항만의 대응전략으로 물동량 창출능력 극대
화(항만배후단지 활성화,선사의 터미널운영 참여 확대),새로운 환적시대에 대비한 항
만인프라 정비(신개념의 환적시스템 구축,초대형선 등장에 대비한 항만정비),고객밀착
형 마케팅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이 시점부터 부산항의 환적화물 유치의 중요성이 직접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이
후 현재까지 관련 연구 논문의 주요 논점은 우리나라 항만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인 모든 측면에서 다각도로 접근을 시도하였다.예를들어,항
만경쟁력 분석을 통한 부산항의 대응방안이라든지,좀 더 세부적인 측면에서의 환적컨
테이너 화물정보 처리체계 개선방안등의 검토범위를 거시적인 측면에서부터 미시적인
측면까지 다양하게 검토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한철환외, ‘북중국 항만발전이 우리나라 환적화물 유치에 미치는 영향’,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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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시대별 환적화물 관련 연구 비교

2.기존 환적화물 관련 연구의 한계점

환적화물 유치 및 증대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시대에 따른 나름의 톡특한 논점
을 가지고 있으나,다음과 같은 몇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과거 특히 1990년대 연구들의 경우에는 당시의 낙관적인 환경 탓이긴 하나,논
점이 아직까지 환적을 본격적으로 검토했다고 보기에는 성숙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

구분 주요연구 연구제목 주요 논점

1990년대

유영창(1997) 부산항 컨화물 수송체계 개선연구 국내화물
처리에
중 심 두 고
조심스럽게
접근

장세거(1999) 부산항 환적화물 유치전략 연구

2000년대 초 이용출(2002) 부산항의 환적화물 유치증대 방안
잠 재 적 인
위협요소
대비

2004년
~현재

한철환외(2004) 북중국항만발전이 우리나라환적화물
유치에 미치는 영향

본 격 적 인
위협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김수엽외(2004) 환적컨테이너화물정보관리체계개선방안

허윤수(2005) 항만경쟁력변화분석에 따른 부산항의
대응방안

임정덕외(2005) 부산항발전을통한 지역경제활성화방안

박영재외(2005) 동북아역내피더네트워크강화방안

안기명외(2006) 한중일물류협력방안연구

심기섭외(2006) 동북아주요항만간코피티션전략에관한연구

최재선외(2006) 부산항환적체계개선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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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내 화물처리면에 비중이 많이 주어져 있다 보니,환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미흡하다.
둘째,본격적으로 부산항이 위치하고 있는 동북아 항만환경이 급변하고 그에 대한 의
사결정 수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던 2004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환적화물 증대를 위한
다각도,다방면의 연구들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그러나,그 논점이 우리나라
전체를 중심에 두고 연구가 되면서 각 항구에 적합하고 시기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연구가 미흡했다.
셋째,현재는 속도의 시대라고 한다,그만큼 모든 상황들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의사결정과정도 이에 맞추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이와 같은
맥락이 해운항만업계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기존의 훌륭
한 연구들이 대부분 저마다 처해 있는 그 시대의 상황을 정확하게 담기 위해 많은 노
력들이 이루어졌으나,사실 이와 같은 변화의 속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들이 곳
곳에서 발견된다.
넷째,논점을 전개하는 방향 및 시각이 대체로 한 부분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부산
항의 환적 화물 증대방안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도 기존의 문제점과 개선방
안 도출을 위해 전개한 방법들이 거시적 혹은 미시적 두 부분을 고루 담지 못하고 어
느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산항만공사 설립 이후,광양항,인천항,평택항,울산항 등 전국의 각 항만들은 각자
의 이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이에 각각의 항만 실정에 맞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기존의 연구에서는 부산항으로 그 시야를 좁혀 보다 실
질적이고 현장 밀착적인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본 연
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환적화물의 증대를
위한 실증적 연구에 주안점을 두고 정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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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환적화물관련 부산항 이용자 실증분석

제1절 설문의 개요

본 장에서는 부산항 환적화물 둔화의 원인과 개선방안 그리고 부산항 환적
화물 증대를 위한 정책방안과 이에 대한 사용자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
체적인 실증자료를 통하여 각 문항을 설문화한 후,부산항 이용자 집단의 의
견수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1.자료 수집과 방법

본 설문은 부산항만공사 출범이후 지속적인 정체 및 침체상태로 접어들고
있는 부산항 환적물동량의 원인과 대안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방
안을 제시코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설문 응답자는 본 연구의 목적상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여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부산항을 이용하
고 있는 고객집단인 하역사(컨테이너부두 운영사),선사,그리고 항만관련산
업군에서 종사하는 실무진 중 책임자급을 설문응답자로 선정하여 배부하였다.
설문지를 완성하기 전에는 설문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항만관련 연구원 및 항만 및 해운실무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문을 실시하여
설문항목 중 이해가 곤란하거나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문항을 과감하게 수정
보완하였다.설문을 완성한 후 미리 확보된 터미널 운영사,선사 실무부서로
설문응답을 요청하는 편지와 이메일을 발송하였다.응답지는 대부분 이메일
을 통하여 회수하였다.

설문지 회수기간은 2007.6.1부터 15일까지였으며 총 80부의 설문지중 65부
를 회수하였으나,이중 5부는 분석이 용이하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
다.유효회수율은 각각 터미널 하역사는 80%,선사는 86%,그리고 항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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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군은 60% 수준이었다.터미널 하역사와 선사는 부산항만공사와 업무적
으로 밀접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그 대상과 폭이 광범위한 항만관
련산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수율이 높게 나타났다.수집된 자료는 SPSS
PC10.0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계량적 통계분석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분
석과정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설문지의 내용과 구성

설문지의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관련항목들을 7개의 문항으로 작
성하였다.구체적인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최근 정체되고 있는 부산항의 환적물동량 둔화와 환적화물이 부산항발
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지도
둘째,환적화물이 부산항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셋째,부산항 환적화물 둔화의 원인(부산항의 환적체계에 대한 구조적 문제
점 포함)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넷째, 부산항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부산항만공사 및 정부차원의 해양수
산부의 정책 전략에 대하여 부산항을 이용하고 있는 항만관련 이용자 집단
의 신뢰도와 선호도 확인 항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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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설문의 목적 및 방법

제2절 표본의 특성 및 설문분석 결과

1.표본의 특성

응답된 설문지 중 설문문항의 요구사항에 맞지 않게 응답한 설문은 무효화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지 발신과 회수에 대한 응답 기업수의 응답율은 <표 4-1>과 같이 총

80부의 설문지 중 인편,E-mail과 팩스 등을 통하여 회수한 총 회수율은
81.25%인 65부였다.시일이 촉박하였음에도 회수율이 양호했던 이유는 대부분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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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조사대상 업체의 설문지 회수 결과
(단위 :개수)

(1)설문응답자의 업종

설문 응답자들의 업종을 살펴보면 <표 4-2>와 같다.

<표 4-2>응답자의 업종
(단위:%)

한편,설문 응답자들의 직위를 살펴보면 과장급 이상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주로 책임자급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표 4-3>응답자의 직급 (단위 :%)

구분 발신설문지 응답업체 회수율 유효이용설문

터미널

운영사외
80부 65부 81.25% 60부

빈도 퍼센트
하역업체(터미널운영사) 16 26.7

선사 26 43.3
항만관련산업 18 30.0

합계 60 100.0

빈도 퍼센트
사원 4 6.7
대리 4 6.7
과장 12 20.0
차장 8 13.3

부장급 이상 32 53.3
합계 60 100.0



- 35 -

2.환적화물 둔화인지 및 환적화물의 중요성 인식 원인 분석

(1)인지도

부산항 환적화물의 둔화원인을 분석하기 전에 과연 부산항이용자들은 부산항
의 최근 환적화물 둔화 추세에 대한 인지를 어느정도 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
았다.“그저 그렇다”이하 부정적인 응답은 전혀 없었고,“잘 알고 있다”가 전
체 응답율중 63.3%를 차지하는 등 현재 부산항이용자들은 최근 부산항의 환
적화물 둔화를 상당히 민감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표 4-4>부산항 환적화물 둔화 인지도
(단위:%)

(2)환적화물이 부산항 발전에 미치는 영향

환적화물이 부산항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인지를 확인해 본 결과 최근 환
적화물 둔화에 대한 인지정도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부산항 이용자 집단이
생각하고 있는 환적화물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빈도 퍼센트
잘 알고있다 38 63.3

어느 정도 알고있다 22 36.7
그저 그렇다 0 0
잘 모른다 0 0
전혀 모른다 0 0
합계 6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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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부산항 발전에 환적화물이 미치는 영향
(단위 :%)

(3)환적화물이 부산항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환적화물이 부산항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최근 급격한 세계 무역환경
의 변화로 인하여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및 화물형태의 다양화로 인하여
해상화물의 급격한 증가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압
도적으로 나타났고,부산경제에 있어서 역시 부산항에 발생되는 부가가치가
상당하다고 항만이용자들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6>환적화물이 부산항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단위 :%)

빈도 퍼센트
매우 많이 미친다 52 86.7
조금 미친다 8 13.3
그저 그렇다 0 0

조금 미치지 않는다 0 0
전혀 미치지 않는다 0 0

합계 60 100.0

빈도 퍼센트
국내화물 증가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 42 70.0

부산항 브랜드 가치 향상 6 10.0
부산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10 16.7

기타 2 3.3
합계 6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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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환적화물 둔화 원인과 대안 분석

(1)부산항 환적화물 둔화의 원인

부산항 환적화물 증가율 둔화의 주요원인이 무엇이냐는 응답에는 전체응답자
의 83% 이상이 “중국화물 직기항 증가”때문으로 응답한 것으로 보아,현재 부
산항 터미널 종사자 대부분이 중국항의 급격한 시설투자 및 확장으로 인하여
상당 부분의 환적화물이 부산항을 거치지 않고 중국항만으로 바로 직기항하고
있는 것이 부산항 환적화물 둔화의 가장 커다란 이유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극히 일부는 중�일간 직교역증가,부산항의 서비스체계 미흡과 선박대
형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부산항의 노후화된 시설이라고 응답하기
도 하였으나,이는 응답비율로 보아 지업적인 이유로 보인다.

<표 4-7> 부산항 환적화물 둔화의 원인
(단위 :%)

(2)부산항 환적체계의 문제점

부산항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환적체계의 문제점은 설문지상에 문제점으로
제시한 부분들 중 어느 한 부분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지적한 것으로 보아
대부분이 실상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그 중 특이할 만

빈도 퍼센트
중국화물 직기항 증가 50 83.3

중․일간 직교역 증가로 부산항 배제 2 3.3
대형선사의 부산항 이탈 가속화 0 0
부산항 스비스체계 미흡 4 6.7

선박대형화에 따른 부산항 시설 노후화 4 6.7
합계 60 100.0



- 38 -

한 추가적인 문제점으로는 현재 부산항의 대부분이 타부두 환적으로 이루어짐
에 따라 부두순환도로 미완공 및 이로 인하여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즉,
불필요한 셔틀비용과 도로 혼잡으로 인한 눈에 보이지 않는 물류비 등이 있다
라고 지적한 경우도 있었다.그리고 우리나라 항만의 중복적인 투자과잉으로
인하여 항만의 기능을 집중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정책적인 문제도 지적하였
다.

<표 4-8>부산항 환적체계의 문제점
(단위 :%)

(3)부산항 환적체계 개선방법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경우에도 특정한 항목에 편중되지 않고 고루 응답을
하였으나,특히 “재래부두 환적체계 개선 노력”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그중 가
장 많은 선호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일부 응답자 중 현재 부산
항의 부두순환도로 완공과 이에 대한 셔틀비용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본
다면 환적화물 증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눈에 뜨인다.

빈도 퍼센트
일반재래부두 중심의 환적체계 24 40.0
과다한 중소터미널 운영업체 난립 6 10.0
복잡한 컨테이너 통관시스템 체계 6 10.0
연근해선사 지원 제도 미비 10 16.7

기타 14 23.3
합계 6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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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부산항 환적체계 개선방법
(단위 :%)

4.환적화물 증대를 위한 정책과제 분석

(1)전체 응답자

부산항 환적화물 증대를 위한 항만당국의 정책적 방향에 대한 선호도를 조
사해 본 결과 전체응답자 대부분 모든 정책방향을 보통이상으로 응답함으로써
현재 해수부나 부산항만공사가 추진하고 있거나,추진예정인 정책방향에 대하
여 일정 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판단된다.그중 가장 우선적으
로 시행되어야 하거나 중점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
로는 현재의 북항이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 중 하나인 항만 배후단
지 부족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여 “신항의 항만배후단지내 투자기업을 적극
적으로 유치하여 화물을 유치하고 창출할 수 있는 항만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라는 것이었고,그 다음으로는 “신항운영사로 글로벌 선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였다.

빈도 퍼센트
재래부두 환적체계 개선노력 28 46.7
환적화물 통관제도 개선노력 8 13.3
근해선사 활성화 노력 6 10.0

기타 16 26.7
합계 58 96.7

시스템 결측값 2 3.3
합계 6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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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부산항 환적화물 증대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전체응답자)

(2)업종별

향후 부산항만공사에 제언코자 하는 부산항 환적화물 증대를 위한 정책적
방향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 모든 정책방향을 보통 이상으로
응답함으로써 현재 해수부나 부산항만공사가 추진하고 있거나,추진예정인 정
책방향에 대하여 모두 중요하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판단된다.업종별
로 선호도 분석결과,첫번째로 하역업체는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거나 중
점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는 현재의 북항이 구조적으로 가지
고 있었던 문제점 중 하나인 항만 배후단지 부족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여
신항의 항만배후단지내 투자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화물을 유치하고 창
출할 수 있는 항만기능을 구현해야 한다라는 점이다.다음으로는 부산항의 환
적화물을 유인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적화물 인센티브제도를 개선
하여 실질적인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한다라고 응답하였
다.그 다음으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운노조 상용화를 위한 실
질적인 마무리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노무공급을 원활하게 수행함으로
써 터미널 운영에 유연성을 확보토록 정부와 BPA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부

N 평균 표준편차
1.한미 FTA 특수를 활용한 타켓마케팅 강화 60 3.57 .63
2.중일 군소항만과의 PortAlliance 60 3.50 .94
3.한/중/일 물류 협의체 강화 전략 60 3.90 .88
4.일반부두 환적화물 처리체계 개선 전략 58 3.93 .65
5.항만 배후단지내 투자 기업 적극 유치 전략 60 4.53 .63
6.신항 운영사로 글로벌 선사 유치 노력 60 4.27 .74
7.부산항 환적화물 인센티브 제도 개선 60 3.77 1.04
8.부산항 항운노조 상용화 연착률 노력 60 3.57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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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다.이외에도 정부차원의 선사와 화주의 물류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물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현재 정부차원에서의 신항위주의 정
책에서 북항과 신항간의 연계활성화를 통한 상호발전 노력이 요구된다라는 일
부 견해도 있었다.

두 번째로 선사의 경우 부산항 환적화물 증대를 위한 정책적 방향에 대한
선호도 결과는 대부분 정책방향을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나,"중일 군소항
만간의 PortAlliance"와 “한중일 물류협의체 강화 전략”의 경우에는 일부 응
답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에 있
는 정책에 대하여 일부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 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가장 많은 응답을 한 “항만 배후단지내 투자기업 적극 유치전
략”과 “신항 운영사로 글로벌 선사 유치 노력”은 선사라는 업종의 특수성이
상대적으로 타 업종에 비하여 느끼는 민감도가 이 부분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이외에도 부산항의 현재 수심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해
준 응답자가 있었던 점으로 보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선 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수심확보가 향후 부산항 경쟁력의 중요한 필수요소임을 보여주고 있
다.그리고 현재 난립하고 있는 터미널 운영사를 통합하여 글로벌터미널운영
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운영사로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기타로 선
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비용절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하기
도 했고,TCR,TSR을 이용한 다양한 피더네트웍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육
성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제안한 점이 눈에 띄인다고 하겠다.역시 선사라
는 업종이 가지는 특수성에 초점이 맞추어 진 응답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세 번째로 항만관련업체의 경우 선호도 조사 결과는 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모든 정책방향을 보통이상으로 응답하고 있다.그중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거나 중점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항목들을 보면 업종
의 특수성 혹은 이에 대한 체감강도가 타업종에 비하여 강하다고 볼 수 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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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현재 신항 항만배후단지내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한다라는 항목에
가장 많은 선호도를 보여 줌으로써 항만관련산업이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관
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외에도 한�중�일 물류협의체 강화 전략에도
많은 응답율을 보여주고 있는 데 이는 향후 항만배후물류단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한�중�일 삼국간의 활발한 물류교류와 불합리한 통관체계 개선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으로 해석이 된다.향후 정책수립시 항만관련산업의 니즈와
수요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집중적으로 수립해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간접적으
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표 4-11>부산항 환적화물 증대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업종별)

제3절 설문분석 결과의 요약
본 설문조사는 부산항을 이용하고 있는 핵심적 이용자 집단에 대한 부산항
환적화물 둔화에 대한 인식도 및 각 집단별로 체감하고 있는 부산항의 환적화

하역업체 선사 항만관련산업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1.한미 FTA 특수를 활용한
타켓마케팅 강화 16 3.50 .76 26 3.46 .52 18 3.78 .67
2.중일 군소항만과의 Port
Alliance 16 3.38 .74 26 3.23 1.09 18 4.00 .71
3.한/중/일 물류 협의체
강화 전략 16 3.63 .92 26 4.00 1.00 18 4.00 .71
4.일반부두 환적화물 처리
체계 개선 전략 16 4.00 .76 26 3.92 .64 16 3.88 .64
5.항만 배후단지내 투자 기업
적극 유치 전략 16 4.13 .83 26 4.62 .51 18 4.78 .44
6.신항 운영사로 글로벌
선사 유치 노력 16 4.00 .76 26 4.54 .52 18 4.11 .93
7.부산항 환적화물 인센티브
제도 개선 16 4.25 .89 26 3.92 1.12 18 3.11 .78
8.부산항 항운노조 상용화
연착률 노력 16 3.63 .92 26 3.38 .87 18 3.78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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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에 대하여 부산항만공사
가 정책적으로 이를 위하여 추구하고 있거나 향후 추진해야하는 환적화물 증
대를 위한 전략에 대한 선호도와 시사점을 확인하고 정책결정의 준거를 확보
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조사방법의 타당성 및 응답결과의 신뢰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체계적,과학적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1.터미널 운영업체 대상 설문결과에 대한 의견 요약

부산항의 환적체계의 주요한 문제점은 “재래부두 중심의 환적체계”이며 이
를 위한 해결방안으로는 “부두순환도로 완공을 통한 부두간 환적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부두간 화물이송에 따른 불필요한 물류비용을 절감
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환적화물 증대를 위한 정책 선호도 조사결과는 기존 북항의 부족한 항만배

후단지의 문제점 극복을 위하여 신항 항만배후물류단지내 투자기업유치에 적
극 나서야 한다는 것과 현재 시행중인 환적화물 인센티브제도를 보다 합리적
으로 개선하여 실질적인 환적화물 유인책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마지막으로는 항운노조 상용화를 터미널 운영사가 실질적으
로 항만노무공급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2.선사 대상 설문결과에 대한 의견 요약

부산항 환적체계의 문제점은 터미널 운영사와 마찬가지로 “일반부두 중심의
환적체계”를 최우선 과제로 지적하였고 이를 위한 해결안으로는 부산항 경쟁
력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피더네트웍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근해선사
활성화 노력과 현재 꾸준한 개선노력이 진행중이나 아직도 미흡한 통관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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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등이 제시되었다.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환적화물 증대를 위한 정책 선호도 조사결과는 업종에

맞는 타켓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시사해주는 대목으로 “중일 군소항
만간의 제휴전략”과 “한�중�일 물류협의체 강화”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
인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신항 운영사로 글로벌 선사 유치노
력”이나 “부산항 환적화물 인센티브 제도 개선 노력”과 “일반부두 환적체계
개선노력”등에는 상당한 비중의 선호도를 보여 주고 있다.

3.항만관련산업계 대상 설문결과에 대한 의견 요약

부산항 환적체계의 문제점은 타 업종과 유사하게 “일반부두 중심의 환적체
계”를 최우선 과제로 지적하였고 이외에 과다한 중소운영업체 난립을 들었다.
이를 위한 해결안으로는 재래부두 환적체계 개선 노력과 통관제도의 개선노력
등을 제시하였다.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환적화물 증대를 위한 정책 선호도 조사결과는 업종에
맞는 집중적이고 개별 맞춤형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또 한번 상기
시켜주고 있다.이 업종의 경우에는 “신항 항만배후단지내 적극적인 기업유치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한�중�일 삼국간의 물류협의체 강화 노력”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제4절 환적화물 증대를 위한 정책 방향

이상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부산항 환적화물 둔화의 원인과 부산항의 구
조적이고 제도적인 환적체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과 함께 항만당국인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향후 추진해야할 여러 제도,정책 그리고 대응
전략을 정리하였다.
첫째 2007년 4월 2일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과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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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USFTA)이 체결된 날이다.이에 대한 세부업종별 성적표가 매겨지겠으나,해운�

항만분야만을 두고 본다면 부산항에게는 상당한 기회와 도전이 될 것이다.실제 FTA
협상내용에는 제외되어 있으나,체결된 각 부문을 통하여 파생적으로 상당량의 교역증
가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최소 국내로 유입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
은 100만 TEU이상이 될 것으로 전문가16)들은 조심스럽게 예상된다.아울러 대미 수출
시 무관세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중국과 일본등의 기업의 투자 및 이전이 가속화될 것
으로 보이며 부산신항 배후물류단지 유치에도 더욱 더 활기가 예측된다.이런 역사적인
호재를 부산항은 절호의 기회로 삼아 아시아-북미 태평양 노선 투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형 선사 및 아시아 역내 중소형 선사를 대상으로 한 보다 적극적인 대선
사 타켓마케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현재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는 동북아 초대형항만이외에 부산항의
환적물동량의 잠재적인 수요처가 될 수 있는 중국 일본 등의 중소형 항만과의 항만연
대(PortAlliance)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참여하여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내어야 한다.

셋째,지난 2005년 6월 16일 대통령 주재 제 1차 물류�경제 자유구역회의에서 장관급
한�중�일 국제 물류협의체 구성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면서 시작된 한 중 일 물류
장관회의는 2006년 9월 서울회의에서 처음으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첫 회
의의 주요골자는 공동선언을 통해 3국간 물류협력의 필요성과 비젼을 확인하고,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할 행동계획을 채택하는 것이었다.협의 의제로는 불
합리한 물류관련 제도와 시스템 개선,동북아의 원활한 물류권 실현을 위한 여건조성,
물류정보망 연계 노력,항만간 협력강화 등 모든 물류분야로 하되 실효성이 높은 분야
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후 격년으로 개최될 예정으로 현재까지 가시
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이는 세계 물동량의 30%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동북아에서 삼국간 infrastructure의 과잉투자로 인한 과당경쟁을 사전에 상생의 관계로

16) 김학소,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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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화시켜 물류비 절감 및 물류인프라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내다봤
다.부산항의 입장에서도 이는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크다고 하겠다.현재 부산항의 환적
시스템중 주요한 문제점중 하나인 통관제도의 경우에도 삼국간의 통일화된 통관제도의
도입이나,신속한 통관정보의 사전 교환 등이 실현된다면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나 화
주들에게 수준높은 관세행정을 제공하게 되어 물동량 유치에도 커다란 효력을 발생시
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현재 부산북항의 환적체계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컨테이너 전용부두내에서 이루
어지는 자부두 환적을 제외한 대부분의 환적이 일반재래부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컨테이너 장치장 부족과 비효율적인 하역처리시스템으로 인하여 통관,수송기간
이 세계 최대 환적항만인 싱가포르에 비하여 2~3일 정도가 더 소요되는 등의 추가적
인 물류비용이 발생되고 있다.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
재 단계적으로 개장중인 부산 신항만이 처음 계획된 대로 건설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아울러 육로와 철도 등의 다양한 연계 배후 수송망 체계도 이와 함께 계획대로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차질없이 건설된 부산신항에서는 기존 부산 북항에서 안고 있었던 컨
전용부두와 일반부두간의 환적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완전히 해소된 신항내에서 최소한
의 셔틀비용과 불필요한 별도 장치장 일시 보관과 같은 문제가 없는 한마디로
One-stop으로 처리되는 일괄 환적처리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것이다.이를 위하
여 현재 대형선 위주로만 계획되어 있는 신항의 일부선석을 역내피더선 전용 부두로 할
당하는 등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다섯째,중국의 경우 기존의 항만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항만 배후지역에 대규모의
물류단지를 건설하는 등 항만 지역을 고도화된 산업 및 물류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계획
을 단계적으로 진행중이다.부산항의 경우에도 중국의 이와 같은 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재 추진중인 화물창출형 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존의 신항 북측과 남측 배
후물류단지 건설 이외 추가적으로 배후물류단지를 확보하여 항만과 가장 인접한 배후
물류단지에서 화물 창출은 물론 이를 통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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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여섯째,신항의 경우 기존 DPW에서 운영중인 PNC9선석 이외 2008년,2009년에 개
장예정인 2-1단계와 2-2단계의 경우는 국적선사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운영사로 선
정되었다.이는 현재 직접 물동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글로벌선사에게 그 운영권을 넘
김으로서 신항활성화와 환적화물 유치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향후
개장될 선석의 경우에도 이점을 감안하여 머스크라인을 갖고 있는 APM이나 향후
GTOTOP5로 진입이 점쳐지는 차이나쉬핑 등의 글로벌선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일곱째,현재 부산항만공사에서 매년 선사에게 지급되고 있는 환적화물 인센티브제도
를 부산항을 환적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핏줄같은
피더망 구축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고 있는 역내 피더선사에 대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이는 대형 원양 선사위주로 제공되고 있는 기
존 인센티브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어느 정도 불식시켜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으로 판단된다.

여덟째,부산항으로서 2006년은 130년 부산항의 역사와 함께 했던 부산항운노조의 독
점적인 노무공급체계가 상용화된 중요한 해였다.이는 현재 위기를 맞고 있는 부산항에
향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중국 항만의 경우 사회주의 특유의 정부의 강력한 정책
적 뒷받침으로 현재 특별한 노무자들의 집단적 행동이 자제되고 억눌러져 있으나,최근
심천항에서 일어난 항만노무자들의 파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크다고 하겠
다.중국항만의 향후 지속적인 노무 공급체계의 불안정성을 좀 더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부산항 노무공급체계의 보다 신속한 정착을 위한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사후노력이 뒤
따라야 한다.이는 향후 부산항 경쟁력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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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제시한 8가지 정책방안들은 본문에서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부산항을 이용하는 고객중 어떤 집단을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정
의한 후,그에 맞는 입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특히 어떤 정책에도 반드
시 그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양립할 수 있기 때
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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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정리

세계의 컨테이너 화물은 2005년 4억 6만 TEU에서 2011년 6억8천9만 TEU로 70%이
상 증가17)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이중 세계의 공장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중국이
자리하고 있는 동북아지역의 경우는 2005년 세계 물동량의 35%를 점유하고 있으나,
2011년경에는 38.1%로 그 점유율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세계 10대 컨
테이너처리 항만에 랭크된 이 지역의 항만이 타이완의 카오슝을 포함하여 무려 4개의
항만이 포진되어 있고 2007년 또는 2008년경이면 상하이항이 세계최대 환적항만인 싱
가포르항만을 제치고 세계최대 컨테이너항만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만 보
아도 그 규모를 짐작케한다.이런 긍정적인 예측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 중 특히 상하이항을 포함한 북중국 항만들은 엄청난 규모의 신규
거대항만 투자계획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그 모습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잠재력과 물동량 창출규모에 의하여 초대형 선사들은 발빠르
게 중국을 중심축으로 하는 동북아지역의 항로개편을 진행 중이다.아시아/구주항로의
경우는 1999년 대비 2005년 기준으로 추가된 서비스수가 10개 정도 증가하였고,투입선
박수도 100척이상이 되고 있다.아시아/북미항로의 경우도 1999년 대비 40개이상의 신
규서비스가 개설되었고,투입선박수도 무려 300여척 가까이 증가하였다.부산항의 경우
도 이런 중국효과의 덕택으로 2006년말 조사된 자료에 의하여 국적/외국적 선사의 서
비스를 모두 포함하여 255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계 해운업계는 이런 전세계의 가파른 물동량 증가를 선점하기 위하여 거대 선사를
중심으로 인수�합병과 이를 극복 대응하기 위한 독립선사간 전략적 제휴 등으로 치열
한 경쟁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와 함께 주요 태평양항로상에 초대형 선박들을 지속적으
로 발주,투입할 계획을 내놓고 있다.이런 해운선사의 움직임과 함께 전세계의 물동량
처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국제 터미널운영사(GlobalTerminalOperators)들의 경우에

17) Drewry Market Review,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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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거대 자금을 동원하여 인수 합병과 함께 지분인수 등을 통하여 발빠르게 과점화 체
제를 구축하고 있어 일부 GTO들에 의한 전세계 컨테이너 화물 처리시장의 독점이 우
려되는 상황이다.부산항이 이런 급변하는 세계 해운환경의 변화 속에서 동북아 물류중
심항만 도약을 위해서는 점차 그 성장세가 둔화 및 정체기에 접어든 국내화물이 아닌
환적화물 증대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세계 해운 항만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 분석을 기반으로
외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부산항의 생존전략을 부산항을 실질적으
로 운영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확인해 보려고 노력하였다.구체적인 내
용으로는 부산항 이용자집단의 최근 환적화물 둔화에 대한 인지여부와 부산항에 있어
서 환적화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환적화물 둔화의 원인과 부산항 환적체계
의 문제점과 개선안,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항만당국의 정책과제에 대
한 신뢰도와 선호도 등을 통하여 분석해 보았다.

제2절 향후 연구과제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의 환적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전략에 대하여
주요 이용자집단의 견해 분석을 통하여 고찰해 보았다.그러나 동북아 중심항만을 지향
하고 현재의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활용한 부산
항을 이용하고 있는 주요 수요자들로부터 수집된 설문분석 자료만으로는 충분히 논리
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라고 하기에는 분석 모집단의 부족 등 구조적으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향후에는 이와 같은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
기초가 모두 고루 갖춰진 연구를 위해서는 좀더 강화된 실증분석과 과학적 방법론을
토대로 한 제 방안의 연구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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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설문지)

부산항 환적화물 증대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대학원 항만물류학과에 재학중인 류시춘입니다. 저는 

이번에 석사학위 논문의 일환으로 “최근 급격한 둔화양상을 띠고 있는 부산항 환적물동량의 

실증적인 증대방안”에 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중국항만의 급격한 성장에 힘입어 그동안 북중국항만으로부터 유입되던 

환적물동량이 중국자국화물은 자국항만에서 처리한다는 중국정부의 원칙에 의하여 

지속적인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록 대내외적인 환경이 어렵긴 하지만 

그 가운데 부산항이 실질적인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환적물동량의 증대를 통하여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의 관리와 운영의 주체로 그 

기반을 튼튼히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소중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하오니, 다소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본 설문에 끝까지 응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본 조사 

내용은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귀하가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소중한 자료가 되어 본인의 연구에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 6월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대학원 항만물류학과
지도교수 :문 성 혁

연 구 자 :류 시 춘 올림
 ☎ 016-9296-8571

E-MailE-MailE-MailE-Mail : sclyoo@busan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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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귀하에 관한 질문입니다. 

SQ1.응답자의 업종
 ① 하역업체     ② 선사     ③ 항만관련산업  

SQ2.소속 업체명 〔 ______________ 〕

SQ3.응답자의 직위〔 _______ , 만_______세〕

Ⅱ. 최근 부산항 환적화물의 증가율 둔화원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문문문1. 1. 1. 1. 귀하께서는 귀하께서는 귀하께서는 귀하께서는 최근 최근 최근 최근 부산항의 부산항의 부산항의 부산항의 환적물동량 환적물동량 환적물동량 환적물동량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둔화에 둔화에 둔화에 둔화에 대해 대해 대해 대해 알고 알고 알고 알고 계셨습니까계셨습니까계셨습니까계셨습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잘 모른다  ⑤ 전혀 모른다

문문문문2. 2. 2. 2. 귀하께서는 귀하께서는 귀하께서는 귀하께서는 환적화물이 환적화물이 환적화물이 환적화물이 부산항 부산항 부산항 부산항 발전에 발전에 발전에 발전에 어느 어느 어느 어느 정도 정도 정도 정도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미친다고  미친다고  미친다고  미친다고  생각 생각 생각 생각 하십니까하십니까하십니까하십니까????

 ① 매우 많이 미친다  ② 조금 미친다  ③ 그저그렇다 　④ 조금 미치지 않는다  ⑤ 전혀 미치지 않는다

문문문문3. 3. 3. 3. ((((①, ② 선택시만) 그 그 그 그 이유는이유는이유는이유는    무엇입니까무엇입니까무엇입니까무엇입니까? ? ? ? 

 ① 국내화물 증가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   ② 부산항 브랜드 가치 향상(환적처리 세계 3대항만)

 ③ 부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④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귀하가 생각 다른 견해)

문문문문4.4.4.4.    ((((④, ⑤  선택시만) 그 그 그 그 이유는이유는이유는이유는    무엇입니까무엇입니까무엇입니까무엇입니까?  ?  ?  ?  

  ① 환적화물은 부가가치가 낮다   ② 국내화물이 더 부가가치가 높다

  ③ 환적화물이외의 다른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배후단지 등)  

  ④ 부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거의 없다.

  ⑤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귀하가 생각하는 다른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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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문문5. 5. 5. 5.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렇다면 부산항 부산항 부산항 부산항 환적화물 환적화물 환적화물 환적화물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둔화의 둔화의 둔화의 둔화의 원인은 원인은 원인은 원인은 무엇이라고 무엇이라고 무엇이라고 무엇이라고 생각 생각 생각 생각 하십니까하십니까하십니까하십니까????

  ① 중국화물 직기항 증가 ② 중.일간 직교역 증가로 부산항 배제

  ③ 대형선사의 부산항 이탈 가속화         ④ 부산항 서비스체계 미흡

  ⑤ 선박대형화에 따른 부산항시설 노후화(수심, 터미널 등)

  ⑥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귀하가 생각하는 다른 문제점)

Ⅲ. 부산항 환적화물 처리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문문문6. 6. 6. 6. 귀하께서는 귀하께서는 귀하께서는 귀하께서는 부산항의 부산항의 부산항의 부산항의 환적체계에는 환적체계에는 환적체계에는 환적체계에는 어떤 어떤 어떤 어떤 문제점이 문제점이 문제점이 문제점이 있다고 있다고 있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생각하십니까생각하십니까생각하십니까? ? ? ? 

      ① 일반재래부두 중심의 환적체계 ② 과다한 중소터미널 운영업체 난립

     ③ 복잡한 컨테이너 통관시스템체계   ④ 연근해선사 지원 제도 미비

      ⑤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귀하가 생각하는 다른 문제점)

문문문문7. 7. 7. 7. 귀하께서는 귀하께서는 귀하께서는 귀하께서는 부산항 부산항 부산항 부산항 환적체계 환적체계 환적체계 환적체계 문제점에 문제점에 문제점에 문제점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개선책은 개선책은 개선책은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무엇이라고 무엇이라고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생각합니까생각합니까생각합니까????

      ① 재래부두 환적체계 개선 노력      ② 환적화물 통관제도 개선노력

      ③ 근해선사 활성화 노력     

      ④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하가 생각하는 다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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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부산항만공사에 제언코자하는 부산항 환적화물 증대 방안에 

대한 정책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문 문 문 8. 8. 8. 8. 귀하께서는 귀하께서는 귀하께서는 귀하께서는 향후 향후 향후 향후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 부산항 부산항 부산항 환적화물 환적화물 환적화물 환적화물 물동량 물동량 물동량 물동량 증대를 증대를 증대를 증대를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가장 가장 가장 가장 

중점을 중점을 중점을 중점을 두고 두고 두고 두고 추진해야 추진해야 추진해야 추진해야 할할할할    정책정책정책정책과제과제과제과제는 는 는 는 무엇이라고 무엇이라고 무엇이라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생각하십니까생각하십니까생각하십니까?  ?  ?  ?  

부산항만공사의 부산항만공사의 부산항만공사의 부산항만공사의 정책방향정책방향정책방향정책방향
전혀중요전혀중요전혀중요전혀중요

하지않다하지않다하지않다하지않다

중요하지중요하지중요하지중요하지

않다않다않다않다
보통보통보통보통 중요중요중요중요

매우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하다중요하다중요하다중요하다

1. 한미 FTA 특수를 활용한 타겟마키팅 강화 ① ② ③ ④ ⑤

2. 중일 군소항만과의 Port Alliance

(항만전략제휴)
① ② ③ ④ ⑤

3. 한.중.일 물류 협의체 강화 전략 ① ② ③ ④ ⑤

4. 일반부두 환적화물 처리체계 개선 전략 ① ② ③ ④ ⑤

5. 항만 배후단지내 투자 기업 적극 유치 전략 ① ② ③ ④ ⑤

6. 신항 운영사로 글로벌 선사 유치 노력 ① ② ③ ④ ⑤

7. 부산항 환적화물 인센티브 제도 개선 ① ② ③ ④ ⑤

8. 부산항 항운노조 상용화 연착륙 노력 ① ② ③ ④ ⑤

문 문 문 문 9. 9. 9. 9. 귀하귀하귀하귀하께서 께서 께서 께서 생각하시기에 생각하시기에 생각하시기에 생각하시기에 위 위 위 위 문항에서 문항에서 문항에서 문항에서 중요한 중요한 중요한 중요한 요소 요소 요소 요소 별로 별로 별로 별로 우선 우선 우선 우선 순위 순위 순위 순위 3333가지만을 가지만을 가지만을 가지만을 적어주시기 적어주시기 적어주시기 적어주시기 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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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이 조그마한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무척이나 바쁘신
와중에도 물심양면으로 정성을 아끼지 않으셨던 문성혁 교수님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10여년이 넘는 직장생활 중 틈틈히 기회가 되면 꼭 다시 공부를
더 하고 싶었던 작은 바램이 드디어 작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어제보다 나은
오늘,오늘보다 더욱 나은 미래를 위하여 부단히 애쓰려고 합니다만,그 성과는 그리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작은 교훈을 얻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이 작은 성취를
계기로 보다 원대한 꿈을 향해 느리지만 차근 차근 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가정에서 늦게 얻은 둘째보랴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뒤쳐지지 않으려고 고된
직장생활하랴 무척이나 고생하는 집사람과 우리 예쁜 두 아들들과 함께 이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여러분은 저에게 그 크기를 도저히 가늠할 수
조차 없는 저 커다란 우주와도 같은 존재입니다.항상 신의와 성실로 저의 자리
에서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Abstract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세계 해운항만환경의 변화
	제1절 세계 물류환경의 변화
	제2절 동북아 환적구조 변화 전망
	제3절 부산항 환적구조 변화 전망

	제3장 환적의 개념과 환적화물 증대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제1절 환적의 개념과 환적의 분류 유형
	1. 환적의 개념
	2. 환적의 분류 유형

	제2절 환적화물 증대관련 선행연구 고찰
	1. 시대별 환적화물 관련 연구 비교
	2. 기존 환적화물 관련 연구의 한계점


	제4장 환적화물관련 부산항 이용자 실증분석
	제1절 설문의 개요
	1. 자료수집과 방법
	2. 설문지의 내용과 구성

	제2절 표본의 특성 및 설문분석 결과
	1. 표본의 특성
	2. 환적화물둔화인지 및 환적화물의 중요성인식원인분석
	3. 환적화물 둔화 원인 및 대안 분석
	4. 환적화물 증대를 위한 정책과제 분석

	제3절 설문분석 결과의 요약
	제4절 환적화물 증대를 위한 정책방향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정리
	제2절 향후 연구과제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외국문헌
	부록<설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