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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Y operation workforce-oriented managed by manual because of 

unprecedented computerized system. But existing on-dock service which needed 

lots of workforce could not handle as much as the number of handling container 

has been rapidly increasing. Therefore, there needed earnestly the 

computerization of on-dock service system. But there was a lack of research 

material even though terminal operators has collected and adapted each 

shipping company's requirements whenever inviting new shipping companies. 

This paper organizes the on-dock operation procedure as well as the on-dock 

system. By this study, Also, the improved quality of on-dock service would be 

expected and the shipping companies needs would be reflected more promptly 

when inducing new shipping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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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1 1 1 1 장장장장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1.11.11.11.1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배경 배경 배경 배경 및 및 및 및 필요성필요성필요성필요성

  1998년 8월 PIL 선사의 온독 서비스 계약 이후 1998년 12월 WHL, 1999년 3월 

K-LINE 계약 시 터미널에서 본선 양적하 위주의 업무만 하다가 CY 업무에 대한 지

식이 부족하여 당시 WHL 선사의 주운송업체인 천일엄궁 CY 의 업무를 참고하여 터

미널 내 온독 CY에 적합하게 온독 서비스를 도입하여 시작하였다.

 온독 서비스 도입 당시의 CY업무는 수작업 위주의 업무로 전산 시스템이 전무하여 

인력 위주 운영 되었다.

 구 BCTOC 에서는 98년 상반기에 감만터미널 개장으로 처리물량이 많이 줄어들어 

여유 인력이 많아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많은 업무를 수작업 위주로 온독 서비스를 

시행 하였다.

 이후 정부의 민영화 정책으로 구 BCTOC를 현대상선에서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현대

상선의 경영악화로 현 운영사인 H터미널이 다시 인수하면서 2002년 2월 HMM 을 시

작으로 2002년 3월 KMD, 2002년 6월 DNA 선사를 온독 서비스 유치하면서 처리 물량

이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수작업 위주의 온독 서비스로는 선사의 많은 물량을 처리 

할 수 없고, 많은 인력이 필요하여 온독 서비스 시스템의 전산화가 절실 하였다.

 최우선으로 가장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COPINO 정보 전송 주체를 온독 센타에서 

각 운송사로 변경하였다. 온독의 많은 정보를 반출입 COPINO 전송시 CHECK 하도록 

설계된 기존의 온독 시스템을 GATE 에서 모든 정보를 CKECK 하도록 변경하였다.

 FULL 반.출입 및 EMPTY 반입에 대한 COPINO 전송은 운송사에서 전송 처리하여도 

별 문제가 없으나 EMPTY 반출에 대한 COPINO 전송은 운송사에서 전송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EMPTY BLOCK 는 일반적으로 지게차 BLOCK 이므로 외부에서 컨테이너 번호

를 지정하여 반출시 차량이 터미널 GATE  도착순서가 서로 바뀌어 먼저 도착한 차

량이 다음차량 도착시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EMPTY 반출 관리가 

상당히 힘들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EMPTY 반입 ASSIGN 의 반대 개념을 도입하여, 사전에 각 

선사별 컨테이너 TYPE, SIZE 별 반출 가능 컨중 오랜된 순으로 반출순서를 사전에 

정해 놓고, 운송사에서 컨테이너 번호 미지정으로 선사 및 TYPE, SIZE 별로 반출 

COPINO 전송후 차량이 GATE 도착시 사전에 미리 정해놓은 순서대로 실제 반출 가능

한 컨테이너번호를 지정하여 순서대로 상차하는 SYSTEM 을 개발하여 많은 인력을 

절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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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수입 D/O EDI 수신이다. 온독 선사별 수입 자가운송 컨테이너의에 대한 

100% D/O 원본 접수를 시행하고 있다. 물량이 적은 선사는 수작업 입력이 별 문제

가 아니지만 물량이 많은 HMM 선사의 경우는 수작업 입력에 많은 인력이 소요 되어 

선사와 협의하여 수입 D/O를 EDI로 수신하여 관리하므로 인력을 줄일 수 있었다. 

이후 2003년 9월에 대한통운 터미널를 이용하던 ZIM 선사을 온독 서비스 시작 하면

서 선사의 많은 요구사항을 수렴 적용하면서 온독 시스템에 많은 발전이 있었으며, 

2004년 1월 HSD, 2006년 3월 SYM, 2006년 11월 HLC 을 유치하고, 2007년 4월에 대

형선사 CMA를 유치하여, 현재까지 선사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온독 시스템에 적용하

고 있다.

 이처럼 1998년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많은 온독 선사를 유치하여 온독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신규 선사 유치시 마다 선사별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적용하

였으나, 정확하게 정리된 온독 업무절차 및 온독 시스템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온독 실무자로써 이번 논문을 계기로 온독 업무절차 및 온독 시스템에 대해 연구하

고 정리 하였다. 이 논문을 통해서 온독선사 유치시 기존보다 더빠르게 선사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정착 시키고, 온독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21.21.21.2 기존 기존 기존 기존 연구에 연구에 연구에 연구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고찰고찰고찰고찰

  온독 서비스 시스템에 관한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여기태.구자윤(1997)은 부산항

의 동북아 지역 Hub-Port 로 발전을 위하여 온독 운영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부산항에서 시내에 산재해 있는 컨테이너 외곽장치장(OFF-DOCK CY)을 단계별 폐쇄 

하게 되면 부산항 각부 두별 컨테이너 평균 장치기간이 길어지므로 장치장이 많이 

부족하며 부산항 온독 운영화에 따른 연도별 소요면적 산정에 대한 연구를 한국컨

테이너부두공단의 연구 지원에 의하여 연구하였다.

  양원.이철영(1999)은 단기적인  실천 과제로서 부산항이 1998년부터 실시하고 있

는 온독 서비스 시스템은 항만물류비의 절감과 물류서비스 수준을 높여서 부산항의 

경쟁력을 높이고, 부산항의 물류서비스 수준 향상이 부산항의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경쟁 요인임을 연구 하였고,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

는 온독 서비스 시스템은 충분한 항만 시설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연구 하였

다. 

  김용문(1999)은 온독 서비스 시스템 도입이 부산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

적 측면(물가,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 도시 교통의 측면(교통혼잡비용), 도시 

토지이용의 측면(공시지가)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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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웅규.도필락.김주영.양원(1999)은 BCTOC 의 사례를 중심으로 온독 시스템의 현

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시스템 모델과 단계별 실천방

안을 제시하였다.

  허윤수.허문구(2000)는 부산항 온독 시스템의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4가지의 온

독 시스템의 운영시나리오를 분류하였다. 임항지역 ODCY를 항만내 CY로 포함시켜 

이용하는 시나리오를 최적 대안으로 선택하여 민감도 분석을 통해 온독 시스템이 

기존의 경우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온독 시스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순동(2002)은 외국 터미널의 온독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온독 시스템 

운영과 비교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터미널의 온독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

다.

 

1.31.31.31.3 논문의 논문의 논문의 논문의 구성구성구성구성

  본 논문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 1 장에서는 먼저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과 

연구의 필요성 및 방향을 제시하였으면, 온독 서비스 시스템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제 2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온독 서비스의 개념 및 도입 배경과 

온독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온독 서비스 선사가 많아짐에 따라 새로운 

온독 서비스 시스템 개발이 절실함을 논하였다.

  제 3 장에서는 새로운 온독 서비스 시스템의 효과적인 설계 및 구현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수용하면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온독 서비스 시스템 

현황을 업무 배경도와 관련업체 주요 업무 및 온독 서비스 업무 흐름도를 온독 서

비스 각 담당자별로 상세하게 알아보았다.

  제 4 장에서는 제 3장에서 분석된 온독 서비스 업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설계 

하고 온독 서비스 시스템을 각 모듈별로 구현하고, 대표적인 구현 사례를 알아보

고, 시스템 구현 효과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제 5 장에서는 본 연구로 제시된 

결과와 향후의 온독 서비스 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언급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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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2 2 2 2 장장장장 온독온독온독온독(ON-DOCK) (ON-DOCK) (ON-DOCK) (ON-DOCK)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시스템의 시스템의 시스템의 시스템의 개념 개념 개념 개념 및 및 및 및 배경배경배경배경

2.12.12.12.1 온독 온독 온독 온독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개념개념개념개념

  온독 이란 편의상 ODCY와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부두 그 자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온

독 시스템이란 기존 부두와 화주 사이의 물류 과정에 존재하였던 ODCY의 기능을 컨

테이너 터미널 내에서 일괄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스템 [그림 2-1]을 의미 한다.  

  ODCY 서비스는 물류절차가 3단계로 시내운송과 ODCY 조작료 발생하고, 온독 서비

스는 물류절차가 2단계로 하주의 운송비용 및 시간 절감되고 선사의 업무 절차가 

간소화 된다.

  즉, 컨테이너 부두내의 온독 CY 부족으로 컨테이너 터미널은 단순히 본선하역 위

주의 마샤링 기능만 수행하고, 보관. 장치기능인 본래의 CY 기능은 ODCY에서 수행

하고 있던 것을 컨테이너부두의 물량 감소로 온독 CY가 한층 여유로워짐으로써, 마

샤링 기능 외에 본래적 CY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ODCY 기능을 컨테이너 터미널

내의 기능으로 통합하여 실시하는 운영시스템이다.

 

2.22.22.22.2 온독 온독 온독 온독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도입 도입 도입 도입 배경배경배경배경

  종래의 우리나라 항만의 컨테이너 물류는 컨테이너부두 시설부족으로 수출입 컨

테이너가 ODCY(OFF-DOCK CY)를 경유하게 됨으로써 수출입 통관지연, 불필요한 도심 

교통량 증가, 이중의 운송 및 보관료 부담을 야기시켜 수출 경쟁력 저하 및 물류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97년 상반기 우암부두 개장, 97년말 한진감천부두 개장, 신선대 부두의 

1선석 확장, 98년 상반기 감만부두의 개장으로 부산항의 전용 컨테이너 터미널의 

[그림 2-1] 온독 서비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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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능력이 98년 말에 96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IMF 금융위기

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의 감소와 인접 광양항 개장에 따른 물량 이전 등으로 부산

항의 물동량 증가폭도 대폭 감소되기에 이르렀다.

 부산항의 컨테이너 처리시설능력의 급격한 증가 및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물동량 

감소, 광양항 개장에 따른 물량 분산 등 부산항을 둘러싼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

하여, 처리물량이 급격이 감소한 자성대 및 신선대부두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긴 

온독 CY 를 적극 활용하여 온독 서비스 운영을 시작 하였다.

2.32.32.32.3 온독 온독 온독 온독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및 및 및 및 ODCY ODCY ODCY ODCY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비교비교비교비교

2.3.12.3.12.3.12.3.1 작업흐름 작업흐름 작업흐름 작업흐름 비교비교비교비교

  수입 컨테이너의 경우 기존 ODCY 서비스의 경우에는 본선에서 하역된 컨테이너는 

터미널내 구내이적을 통하여, 터미널내 마샤링 장치후 반출된다. 터미널 내에서 반

출된 컨테이너는 시내셔틀 운송후 ODCY 에 반입되고 하차후 CY 장치된 후 통관절차

를 거친 후 반출되어 화주에게 운송된다.

  ODCY 서비스시 수입작업 흐름도는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ODCY 서비스시 수입작업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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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온독 터미널로 운영되는 경우, 수입컨테이너는 본선에서 하역후 구내이적후 

마샤링 장치된다. 마샤링 장치후 보관되다 통관절차를 거친 후 반출되어 화주에게 

운송된다. 따라서 ODCY 서비스와 같은 불필요한 시내셔틀 및 이중의 상하차 조작이 

발생되지 않는다. 온독 서비스시 수입작업 흐름도는 [그림 2-3]과 같다.

2.3.22.3.22.3.22.3.2 물류비 물류비 물류비 물류비 비교비교비교비교

  기존 ODCY 를 경유하는 물류체제의 경우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양하시 본선하역료

와 마샤링료 등 터미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그에 덧붙여 ODCY 까지의 시내셔

틀료와 ODCY 도착후 상하차료 및 장치료 등 ODCY 조작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반해 온독 서비스의 경우는 본선하역료와 온독 사용(LIFT ON/OFF)료만 지불 

하면 된다.

  이를 H터미널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그림 2-4], [표 2-1]과 같다.

[그림 2-3] 온독 서비스시 수입작업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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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및 40’ 컨테이너를 ODCY를 경유하여 수출입하는 경우, 항만물류비로 

118,708원 및 165,062원이 소요되나, 온독 서비스 이용시 90,000원 및 129,000원이 

소요되어 각 24.2% 및 21.8% 의 물류비가 절감된다.

 구분 ODCY 경유시 총비용 온독 서비스시 총비용 비용절감액 절감비율

20’ 118,708 90,000 28,708 24.2

40’ 165,062 129,000 36,062 21.8

[표 2-1] 온독 서비스 및 ODCY 서비스 물류비 비교(자료 : H터미널 내부자료)

  즉, ODCY 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부두에서 ODCY 로의 시내셔틀비 및 ODCY내에서의 

상하차 및 장치 등 재조작료 등의 추가 비용발생으로 온독 서비스을 이용하는 것이 

20’컨테이너의 경우 28,708원, 40’ 컨테이너의 경우 36,026원의 절감 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2.42.42.42.4 온독 온독 온독 온독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의 의 의 의 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

  첫째, 통관에 필요한 충분한 무료장치기간 부여이다. 기존 ODCY 이용시의 경우, 

컨테이너 부두의 무료장치기간은 수출 3일, 수입 4일로서 이 기간을 경과한 컨테이

너에 대해서는 높은 경과보관료를 부과 하였다.

  그러나, 온독 서비스의 경우에는 부두에서 일괄통관이 가능하도록 무료장치 기간

을 H터미널의 경우 수출 7일 수일 10일 로 확대하고, 무료장치기간을 경과한 컨테

이너에 대한 경과보관료를 크게 경감 조치하였다.

[그림 2-4] 온독 서비스 및 ODCY 서비스의 물류비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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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OFF-DOCK ON-DOCK
수입(F/E) 4일 10일
수출(F/E) 3일 7일

환적 7일 10일

[표 2-2] 무료장치기간(Free Time) 현황 

구  분 OFF-DOCK ON-DOCK
20‘ 11,100

TEU당 5,000
40‘ 15,700

누진여부 누진 단일

[표 2-3] 경과보관료 현황(1일 기준) 

  무료장치 기간의 확대 및 경과보관료 경감으로 온독 서비스 컨테이너의 경우 모

두 부두내에서 화주에게로 직송 처리되고 있다.

  둘째, 충분한 재유통 EMPTY 장치장 부여이다. 기존의 ODCY 경유체제의 경우, 

ODCY 는 수출입 적컨테이너의 CY 기능 뿐만아니라, 수입한 적컨테이너가 화주공장

에서 인출(Devanning)된후 발생된 공컨테이너(Retuen Empty)의 보관.장치장으로서 

이용되고 있다.

  이는 대전이북의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재유통 공컨테이너의 경우, 부산까지의 반

환 장치하지 않고 부곡 ICD 등 수도권의 내륙 DEPOT 에 장치하지만, 대전이남에서 

발생되는 재유통 공컨테이너의 경우 내륙 DEPOT 의 미발달로 인해 부산의 ODCY 까

지 반환하고 있다.

  그러나, ODCY 기능이 부두내로 통합된 온독의 경우 이러한 재유통 공컨테이너를 

장치할 수 있는 장치장을 부두내에 지정하여 공컨테이너 수급 조절의 원활화를 도

모하고 있다. 즉, 재유통 공컨테이너의 원활한 재활용 및 장치를 위해 온독 계약선

사별로 선사의 전체 취급물량의 일정비율에 따라 충분한 무료장치장을 부여하고 있

다.

  셋째, 컨테이너 수리 및 청소 서비스의 제공이다. 손상된 컨테이너의 수리 및 청

소하는 서비스의 경우 기존의 ODCY 경유 체제의 경우 CY의 기능을 수행하는 ODCY 

에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온독의 경우 컨테이너 수리업무는 부두내에서 제공된

다. H터미널의 경우 외부업체와 용역계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컨테이너 검사(Inspection) 업무 제공이다. 반입, 반출되는 컨테이너의 손

상여부를 검사하는 업무는 기존의 ODCY 경유체제의 경우 ODCY에서 수행 했으며, 컨

테이너 터미널에서는 터미널 내에서 작업중 발생된 손상에 대해서만 책임을 분담 

하였다. 그러나, 온독 서비스에서는 수출입 적컨테이너에 대한 반입, 반출시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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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뿐만아니라, 공컨테이너에 대한 내외관검사, 냉동컨테이너에 대한 PTI 검사 등

을 모두 부두내에서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내륙운송과의 연계 서비스 제공이다. 기존 ODCY 경유 체제의 경우 ODCY 

운영업체와 운송업체가 동일업체로서 CY 기능, 운송기능, 내륙 DEPOT 관리 기능이 

ODCY 업자에 의해 동시에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ODCY 기능만이 부두내로 통합된 온독의 경우 내륙운송 및 내륙 DEPOT 관

리는 운송업자의 몫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온독 서비스에서는 내륙운

송 및 DEPOT 관리를 담당하는 운송업무와 온독업무를 연계. 조정하는 서비스 업무

가 제공되고 있다.

  여섯째, CFS(컨테이너 화물 조작장) 기능의 강화이다. 기존 ODCY 경유 체제시에

는 LCL 화물의 경우 ODCY CFS에서 적입되어 컨테이너 부두로 셔틀하거나, 부두에서 

셔틀하여온 LCL 화물을 인출하여 왔다. 그러나, 온독 서비스에서는 LCL 화물도 부

두내 CFS에서 적입/적출 처리됨으로서 시내셔틀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다.

2.52.52.52.5 온독 온독 온독 온독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현황현황현황현황

  부산항의 온독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부두시설 확충에 따라 터미널 물류처리능력

의 여유 발생으로 1998년 자성대 터미널에서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싱가포르 선사인 

PIL를 온독 서비스 시작으로 발전하여, 2007년 11월 현재 PECT의 경우 OOCL, APL, 

P&O-NED, HLC 등을 온독 서비스 하고 있으면 전체 처리물량에 57%를 점유한다.

  DPCT의 경우 EVERGREEN, WANHAI, NOR, K-LINE, RCL, OOCL 등을 온독 서비스 하고 

있으며 전체 처리물량에 38%을 점유한다. HBCT의 경우는 HMM, KMTC, DNA, ZIM, 

HSD, SYM, HLC, CMA, CNC 등을 온독 서비스 하고 있으면 전체 처리물량의 49%의 점

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표 2-4] 온독 서비스 현황이다. 또한 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온독 서비스 시스템 개발이 절실 하다.

   

SEQ 터미널명 온독 서비스 선사명
온독 

   점유율(%)

1 PECT  OOCL, APL, P&O-NED, HLC 57

2 DPCT  EVERGREEN, WANHAI, NOR, K-LINE, RCL, OOCL 38

3 HBCT  HMM, KMTC, DNA, ZIM, HSD, SYM, HLC, CMA, CNC 49

[표 2-4] 온독 서비스 현황

 

 외국 항만의 경우는 온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터미널 내에서 온독의 주요 

기능인 공컨테이너 관리 및 수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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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3 3 3 3 장장장장 온독온독온독온독(ON-DOCK) (ON-DOCK) (ON-DOCK) (ON-DOCK)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현황 현황 현황 현황 및 및 및 및 분석분석분석분석

  이장에서는 온독 시스템의 효과적인 설계 및 구현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수용하면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를 담당자 별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

였다.

  

3.13.13.13.1 온독 온독 온독 온독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업무 업무 업무 업무 배경도배경도배경도배경도

  최상위 프로세스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업무배경도에서는 온도 시스템에 있어, 시

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외부 개체 간에 정보교환 형태를 거시적으로 도시 하였다. 

온독 시스템을 중심으로 화주, 선사 및 운송사와 세관 간에 교환되는 정보를 [그림 

3-1]작성한 업무배경도이다.

[그림 3-1] 온독 서비스 업무 배경도

  선사는 온독 시스템에 양하목록, 컨 관리정보 지침(반납, 매각, 포트지정), Door 

Order, BAPLIE, C.L.L 정보 등을 제공하고, 온독 시스템은 선사에 각종 작업 사항 

및 컨 현황 정보, 컨테이너 STOCK 정보, Movement 정보, EIR 정보 등을 제공한다.

  운송사는 온독 시스템에 COPINO 정보, 내륙컨 기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온

독 시스템은 운송사에 Lease VAN 반납, OLD VAN 매각, 일반부두 선적 List 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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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다.

  세관은 온독 시스템에 수리완료된 하선신고목록 정보 및 반출 승인 정보를 제공

하고, 온독 시스템은 세관에 수입화물 반출입 신고 및 체화 보고를 한다.

  화주는 온독 시스템에 컨정보 현황을 제공 받는다. 

3.23.23.23.2 온독 온독 온독 온독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관련업체 관련업체 관련업체 관련업체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업무업무업무업무

  온독 서비스 업무를 크게 선사업무, 터미널업무, 운송사업무, 관련업체업무로 나

눌 수 있으면 선사업무에는 수입업무, 수출업무, 기기(E.C.S)업무가 있고, 터미널

업무에는 수입업무 지원, 수출업무 지원, 기기(E.C.S)업무 지원, 공컨 관리업무(컨 

Inspection 및 수리), CFS 업무 등이 있으며, 운송사 업무에는 차량 배차 업무, 

EDI 지원 업무 등이 있으며, 관련업체 업무로는 컨 수리업체 업무 및 장비 대여업

체 업무 등이 있으며 [그림 3-2]와 같다.

3.33.33.33.3 온독 온독 온독 온독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업무 업무 업무 업무 흐름도흐름도흐름도흐름도

  온독 서비스 업무를 온독 선사 모선 접안 후 수입컨테이너 양하, 장치, 반출후 

공컨테이너 반입후 장치되었다가 반출되어 화주공장에서 화물 적입 후 반입되어 장

치되었다가 선적까지의 전반적인 흐름이며, [그림3-3]과 같다.

  주요업무로는 수입업무, 수출업무, 공컨관리업무, E.C.S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3-2] 온독 서비스 관련업체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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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온독 서비스 업무 흐름도

3.43.43.43.4 온독 온독 온독 온독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각 각 각 각 담당자별 담당자별 담당자별 담당자별 단위업무 단위업무 단위업무 단위업무 절차절차절차절차

  온독 시스템은 수입담당, 수출담당, E.C.S 담당, 공컨 담당자로 나눌 수 있다. 

주요 기능으로 수입담당 업무에 본선 및 타부두 입항선박 확인 및 작업관리, 적하

목록 접수관리, 반출입 신고, D/O 접수 및 컨테이너 반출관리, 공컨 반입관리, 본

선 청구 정산관리 등이 있다. 수출담당 업무에는 Door Order 접수관리, 공컨 반출

관리, 수출컨 반입관리, 선적관리, 본선 청구 정산관리 등이 있다. 공컨담당 업무

에는 선사별 컨테이너 SIZE, TYPE 별로 Assign 작업, 공컨 반입 및 검사하고, 공컨 

장치장관리, DAMAGE 및 CLEAN 컨테이너 관리 등이 있다. E.C.S 업무로는 본선 및 

타부두 양적하 컨테이너 관리, 반출입 컨테이너 MOVE 관리, 재고 및 이력관리, 

YARD 청구 정산관리, 통계 자료관리 등이 있다. 각담당자별 업무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 수입담당 업무 : 본선 및 타부두 입항 선박 확인 및 작업 관리, 적하 목록 접수 

관리, 반출입 신고, D/O 및 컨 반출 관리, 공컨 반입 관리, 청

구 정산 관리.

 - 수출담당 업무 : Door Order 접수 관리, 공컨 반출 관리, 수출컨 반입 관리, 선

적관리, 청구 정산 관리

 - 공컨담당 업무 : Line 별 Size 별 Assign작업, 공컨 반입 및 검사, 공컨 장치장 

관리, Damage 및 Clean 관리.

 - E.C.S담당 업무 : 본선 및 타부두 양적하 컨관리, 반출입 Move관리, 재고 및 이

력 관리, 청구 정산 관리, 통계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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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4.13.4.13.4.1 수입담당자 수입담당자 수입담당자 수입담당자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온독 시스템의 수입업무는 본선에 온독 컨테이너 양하후 장치 되었다가 세관 통

관 후 화주 공장으로 운송되어 화물적출되고, 공컨테이너가 회수 또는 내륙장치장

에 장치되기까지의 컨테이너 흐름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주요업무로는 본선 및 타부두 입항선박 확인, FULL 타부두 양하 반입 컨 및 본선 

양하 컨 관리하고, 매일 아침 FULL 양하장치 컨테이너 List 관리하여 선사 담당자

에게 메일 발송하고, FULL 반출분 중 자가운송분에 대한 D/O 원본 접수하여 운송

사, 만기일자, 도착지 등을 입력 관리 한다. 또한 공컨테이너 회수시 선사에서 요

청한 포트지정, 반납, 매각 컨등을 별도장치 되도록 사전에 등록 관리하고 모선별 

양하 List 정리 및 수량 확인하여 청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3.4.23.4.23.4.23.4.2 수출담당자 수출담당자 수출담당자 수출담당자 업무업무업무업무

[그림 3-4] 수입 담당자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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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업무는 온독 및 내륙장치장에서 공컨테이너가 화주공장 및 화물조작장(CFS) 

반출후 화물 적입되어, 터미널에 장치 후 선적 될 때까지의 컨테이너 흐름을 관리

하는 업무를 말한다.

  주요 업무로는 선사에서 요청한 Door Order 및 냉동 PTI Order 접수하여 컨테이

너 SIZE, TYPE 확인하여, 각 운송사별 분류 및 선입 선출에 의한 공컨테이너 반출

계획을 수립하고, 공컨상차 및 반출 후 List 조회 확인 및 포트지정 컨 별도 반출 

관리하고 상차 전후 DAMAGE 발견시 SOUND 컨으로 재지정 관리하고, 수출컨 반입시 

반입모선 및 포트 정보 운송사에 사전에 제공하며 특수컨 반입시 컨상태 관리하고 

매일 아침에 수출컨 반입장치 List 관리하고 선사 담당자에게 메일 발송하고, 선적

시 미착컨 및 모선변경, 포트변경 List 관리하고 선적 List 정리 및 선적 수량 확

인하여 청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그림 3-5] 수출 담당자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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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3.4.33.4.33.4.3 공컨담당자 공컨담당자 공컨담당자 공컨담당자 업무업무업무업무

  공컨관리 업무는 공컨테이너 반입시점부터 장치되어 반출 될 때까지의 컨테이너 

흐름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림 3-6] 공컨 담당자 업무 흐름도

  주요 업무로는 선사별 양하 예정 수량 파악하여 양하 및 반입 Assign 하고, 공컨

테이너 반입시 검사 및 검사결과 처리하며 선사별 별도장치 관리, DAMAGE  컨 구내

이적 등 공컨 장치장 관리하고, DAMAGE, CLEAN 컨 수리장 입.출고 관리한다. 

3.4.43.4.43.4.43.4.4 E.C.S(Equipment E.C.S(Equipment E.C.S(Equipment E.C.S(Equipment Control Control Control Control System)System)System)System)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업무업무업무업무

  E.C.S 업무는 컨테이너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MOVE 관리와 재고및 이력관리 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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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ECS 담당자 업무 흐름도

  주요 업무로는 본선 및 타부두 양하시 선사로부터 반납, 매각, 홀딩, 포트지정 

등 접수하여 입력 관리하고, 본선 및 타부두 EMPTY 선적 컨테이너 지정 관리한다.  

  각 단계별 반출입 MOVE 관리, LEASE,반납, 매각 컨 MOVE 관리, 공컨 상차 및 반

출 후 List 조회 확인, RENT 회수 및 포트지정 컨 관리등 반출입 MOVE 관리하고, 

EMPTY STOCK 관리, 장기체류 컨테이너 관리, 특수컨 관리, DAMAGE 및 CLEAN 컨 관

리, LEASE 및 반납 Order 관리, 매각컨 관리등 재고 및 이력 관리하고, 경과보관

료, 상.하차료 및 온독 사용료, 재조작료 정산 하여 청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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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4 4 4 4 장장장장 온독온독온독온독(ON-DOCK) (ON-DOCK) (ON-DOCK) (ON-DOCK)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설계 설계 설계 설계 및 및 및 및 구현구현구현구현

 

  이장에서는 3장에서 분석된 온독 서비스 업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설계하고 온

독 서비스 시스템을 각 모듈별로 구현하고, 대표적인 구현 사례를 알았보고자 한

다.

  1998년 8월 PIL 온독 서비스 시작 이래 오늘에 이르기 까지 WHL, K-LINE, HMM, 

KMD, DNA, HSD, SYM, HLC, CSA/NOR, CMA 등 많은 선사를 온독 유치하면서, 선사 유

치시마다 선사의 요구사항을 일일이 하드코딩 하느라 전산 프로그램 수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선사별 요구 사항을 정리하여 CODE 화하여 온독 서비스 추가시 온

독 CODE 관리에서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4.14.14.14.1 온독 온독 온독 온독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설계설계설계설계

  시스템 설계을 모듈별로 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사와 온독 계약에 따라 CODE 관리에서 온독 선사로 등록하고 각종 요구

사항에 알맞게 세팅한다.

  둘째, 온독 모선 본선 접안 전에 양하예정 컨테이너의 반납, 지정, 매각, 홀딩, 

별도장치등 각종 지정컨테이너 정보를 선사 요구 사항대로 접수 관리 한다.

  셋째, 본선 양하되면 적컨테이너 반출위한 D/O를 접수 관리 한다.

  넷째, 운송사에서 전송한 사전반출입 정보에 의해 컨 반출 관리 한다.

  다섯째, 재유통컨 반입시 선사 요구한 지정컨 별도 관리 한다.

  여섯째, 선사에서 요청한 Door Order 접수 관리하여 화주공장으로 공컨 반출 하

며, 컨테이너 재고 부족시 Lease 하다.

  일곱째, 화주공장에서 적컨 반입후 장치되었다가 선적되면 관리 한다.

  여덜째, 각 단계별 Movement 관리 한다.

  

(1) 온독 시스템의 모듈별로 정리 하면 [그림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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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livery Order(D/O) : TOSPDOF

   Door Order : TOSPOBK

   Lease/Rent : TOSPOCM, TOSPOLI, TOSPOLO

                TOSPORI, TOSPORO

                TOSPOXO, TOSP

   Port 지정  : TOSPOPT

   Order 진행 : TOSPORC

   Movement   : TOSPOMV

   사전 정보  : TOSPCOP

   컨.정보    : TOSPCTD,TOSPCTR 등

   DAMAGE관리 : TOSPDMG

[그림 4-1] 온독 시스템 모듈

(2) 온독에서 관리되는 컨테이너의 INSPECTION, 반출통제, 선사관리,수출입 관리 

및 이에 따르는 제반정산 DATA 관리를 위한 작업으로 [그림 4-2]와 같다.

<Main <Main <Main <Main Program>Program>Program>Program>

  - ON-DOCK Management system 

<Main <Main <Main <Main File>File>File>File>

  - 반출 통제정보 (TOSPH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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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출 순서정보(TOSPESQ)

  - 정산 관리정보(TOSPCHG)

<<<<주요주요주요주요check check check check 사항 사항 사항 사항 >>>>

  - 반출통제 data check : 선사,요청자,요청사유,요청일 등 check 

  - 선사변경 data check : 선사,항로,요청자,요청일 등 check 

  - 수출분변경 data check : 선사,요청자,요청일 등 check 

[그림 4-2] 온독 컨테이너 관리 모듈

4.24.24.24.2 온독 온독 온독 온독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TABLE TABLE TABLE TABLE 설계설계설계설계

  온독 시스템 관련 TABLE을 정리하면 기존의 터미널의 컨테이너관리 TABLE을 이용

하고 추가로 [그림 4-3]과 같이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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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34.34.3 온독 온독 온독 온독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구현구현구현구현

  온독 서비스 시스템에는 사용자 위주로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의 전반

적인 코드를 관리하는 CODE MANAGEMENT 와  E.C.S 담당자가 사용하는 정산 및 통계 

관리 시스템, 온독 서비스 전반적인 기기 INVENTORY & MOVE 관리 시스템과 수출입 

담당자가 사용하는 GATE 반출입 업무 관리 시스템, 수출입 관리 업무 시스템, 

EMPTY 반출 PLANNING 시스템과 공컨 담당자가 사용하는 EMPTY CONTAINER의 전반적

인 관리 시스템, EMPTY 반입 PLANNING 시스템과  온독 전원이 사용하는 CONTAINER 

DAMAGE 관리 시스템, ON-DOCK의 재반 정보 조회 및 관리 시스템등 사용자 위주로 

업무 담당자별로 9개의 서버시스템과 온독 선사 및  운송사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정보서비스 시스템, 온독과 연동되는 자동화 게이트 모듈, 온독 선사와의 EDI 시스

템등 3개의 연동 시스템으로 구현 되어있다.

  온독 서비스 시스템구성으로는 [표 4-1]과 같다.

                     [그림 4-3] 온독 서비스 시스템 TABLE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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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 SUB-SYSTEM 기능설명 사용자

1 CODE MANAGEMENT
ON-DOCK SYSTEM의 전반적인 
코드 관리

시스템관리자/

일반사용자
2 ADJUSTMENT & STATISTICS 정산 및 통계 관리 시스템 ECS 담당자

3 DAMAGE CONTAINER MANAGEMENT
CONTAINER DAMAGE 관리 
시스템

온독 전원

4 EMPTY CONTAINER MANAGEMENT
EMPTY CONTAINER의 
전반적인 관리

공컨담당자

5 EQUIPMENT CONTROL SYSTEM
전반적인 기기 INVENTORY & 
MOVE 관리

ECS 담당자

6 GATE MANAGEMENT
GATE 반출입 업무 관리 
시스템

수출입 담당자

7
INBOUND & OUTBOUND

수출입 관리 업무 시스템 수출입 담당자

8
INFORMATION INQUIRY

ON-DOCK의 재반 정보 조회 
및 관리 시스템 온독 전원

9 ON-DOCK PLANNING SYSTEM
EMPTY 반입 반출 PLANNING 
시스템 

수출 담당자

10
INTERNET SERVICE SYSTEM ON-DOCK 선사를 위한 

인터넷 정보서비스
온독선사

11 AUTOMATIC GATE SYSTEM
ON-DOCK과 연동되는 자동화 
게이트 모듈

온독 전원

12
EDI SYSTEM ON-DOCK 선사와의 EDI 

시스템
MAIN FRAME

[표 4-1] 온독 서비스 시스템 구성

4.3.14.3.14.3.14.3.1 CODE CODE CODE CODE MANAGEMENTMANAGEMENTMANAGEMENTMANAGEMENT

  ON-DOCK SYSTEM의 전반적인 코드 관리 및 조회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스템은 On-Dock Code, System Common Code, Berthing Code, User Management, 

Terminal의 5가지 메뉴로 구성된다. 

  첫 번째, On-Dock Code메뉴는 온독 Code 등록관리, Move 등록관리, Route별 선사 

변경관리, Route별 Pod 변경관리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온독 시스템 관리자가 주

로 사용한다. 

  두 번째, System Common Code메뉴는 운영 Code 등록관리, Seal 번호 등록관리, 

Own Van 등록관리, New Van 등록관리, 선사별 매각 반납관리, 컨테이너 반입 통제

관리등을 담당한다. 

  세 번째, Berthing Code메뉴는  선박입항계획 조회, 선사항차별 터미널항차관리

등의 기능을 한다. 

  네 번째, User Management는 인터넷 사용자 등록관리, 계약운송사등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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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Net ID 조회, 트럭정보 등록관리, 휴일 및 공휴일등록관리등의 기능이 있다. 

  다섯 번째, Terminal메뉴는 각담당자의 터미널 선택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On-Dock Code Control 은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온독선사별 요구사항이 서로 상

이하므로 해당 되는 항목을 요구하는 선사별로 선택 Check 하여 쉽게 관리 할 수 

있도록 CODE 화 하였으며 화면폼은 [그림4-4]와 같다.

[그림 4-4] CODE MANAGEMENT 대표적인 화면폼

4.3.24.3.24.3.24.3.2 ADJUSTMENT ADJUSTMENT ADJUSTMENT ADJUSTMENT & & & & STATISTICSSTATISTICSSTATISTICSSTATISTICS

  온독 청구정산 및 통계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스템은 크게 ADJUSTMENT, STATISTICS 두 메뉴로 구성된다.

  첫 번째, Adjustment메뉴는 선적컨테이너 경과보관료 정산청구, 양하 및 Return 

컨테이너 경과보관료 정산청구, 온독 Free Pool 정산청구, 모선 및 포트변경 정산

청구, 상하차료 정산청구등의 기능을 가지고, 사용자는 ECS담당자 이다.

  두 번째, Statistics메뉴는 온독선사 Stock 관리, 수리장 입출고 통계관리의 기

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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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4.3.34.3.34.3.3 DAMAGE DAMAGE DAMAGE DAMAGE CONTAINER CONTAINER CONTAINER CONTAINER MANAGEMENTMANAGEMENTMANAGEMENTMANAGEMENT

  컨테이너 외관을 펄쳐서 DAMAGE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하여 입력가능하고, DAMAGE 

상태를 여러 유형별로 CODE 화하여 쉽게 선택하여 입력 관리하며, 선사 및 운송기

사 요구시 실시간으로 EIR 발행 가능하다. 

  화면폼으로 [그림 4-5]와 같다. 

[그림 4-5] DAMAGE CONTAINER MANAGEMENT 화면폼

  

  본선 양하시 검수회사 직원이 검사후 작성한 컨테이너 DAMAGE 내역을 입력하여, 

반출시 EIR 용지에 DAMAGE 여부을 프린트 해준다.

4.3.44.3.44.3.44.3.4 EMPTY EMPTY EMPTY EMPTY CONTAINER CONTAINER CONTAINER CONTAINER MANAGEMENTMANAGEMENTMANAGEMENTMANAGEMENT

  온독 선사 EMPTY CONTAINER를 조회 및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공컨검사관리 메뉴에 Gate 반입 공컨검사후 결과입력, 공컨 상태 관리, 공컨 이



- 24 -

적관리, 공컨상차후 검사결과입력관리 등의 기능이 있으며, Damage 관리 메뉴에 수

리장 수리컨 입출고관리, 수리장 수리컨 현황 조회/출력 등의 기능이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온독 각선사별 공컨 상태 일괄처리 프로그램에서 반납, 

매각, 포트지정, 홀딩, 선적, 공이송 등의 선사요청 내용을 관리하고, DAMAGE, 

CLEAN, 미검사, SOUND, 수리보류, HANGER 등의 컨 상태를 관리 한다.

           

4.3.54.3.54.3.54.3.5 EQUIPMENT EQUIPMENT EQUIPMENT EQUIPMENT CONTROL CONTROL CONTROL CONTROL SYSTEMSYSTEMSYSTEMSYSTEM

  온독 선사 EMPTY CONTAINER의 MOVE 및 Long Stay 조회 및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다.

  MOVE 관리 메뉴에 양하 컨테이너 관리, 수입 반출 컨테이너 관리, 공컨테이너 

Direct 관리, 공컨테이너 반입 관리, 공컨테이너 반출 관리, 수출컨테이너 반입 관

리, 수출 컨테이너 선적 관리, 터미널 MOVE 일괄 관리 등의 기능이 있으며, Lease 

및 반납 지정관리 메뉴에 Lease 업체등록 관리, Lease Order 입력관리, 반납/매각

/Rent예정 컨테이너 입력관리, Rent 회수예정 컨테이너 입력관리, Port 지정 컨테

이너 등록관리, Port 지정 컨테이너 목록 조회관리, 반납/매각 컨테이너 조회관리, 

반납 컨테이너 반납일자관리 등의 기능이 있으며, Long Stay 관리 메뉴에 양하 

Long Stay 관리, 수입컨테이너 반출 Long Stay 관리, 공컨 반입장치 Long Stay 관

리, 공컨 반출 Long Stay, 수출컨테이너 반입장치 Long Stay 관리, 반출후 Long 

Stay 컨테이너 정리관리, CFS 적컨 반출후 Long Stay 관리 등의 기능이 있다.

  시스템구성으로는 [표 4-2]와 같다.

SEQ 메뉴 프로그램명 기능설명 사용자

1 MOVE 관리

-일자별 양하장치현황 

조회/출력

-수입컨테이너 반출목록 

조회/출력

-공컨 Direct 조회/출력

-공컨 반입목록 

조회/출력

-공컨 반출목록 

조회/출력

-수출컨테이너 반입목록 

-양하 컨테이너 관리

-수입 반출 컨테이너 

관리

-공컨테이너 Direct 

관리

-공컨테이너 반입 관리

-공컨테이너 반출 관리

-수출컨테이너 반입 

ECS 담당자

[표 4-2] EQUIPMENT CONTROL SYSTEM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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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온독 각선사별 터미널 MOVE 일괄관리 프로그램으로 각 단

계별 컨테이너 MOVE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사용자의 업무 시간을 많이 

단축 시켰다. 

조회/출력

-일자별 선적현황 

조회/출력

-일자별 터미널 MOVE 

조회/출력

관리

-수출 컨테이너 선적 

관리

-터미널 MOVE 일괄 관리

2

Lease 및 

반납 

지정관리

-Lease 업체등록

-Lease Order 관리

-반납/매각/Rent예정 

컨테이너 관리

-Rent 회수예정 컨테이너 

관리

-Port 지정 컨테이너 

등록

-Port 지정 컨테이너 

목록 조회/출력

-반납/매각 컨테이너 

조회/출력

-반납 컨테이너 반납일자 

관리

-Lease 업체등록 관리

-Lease Order 입력관리

-반납/매각/Rent예정 

컨테이너 입력관리

-Rent 회수예정 

컨테이너 입력관리

-Port 지정 컨테이너 

등록관리

-Port 지정 컨테이너 

목록 조회관리

-반납/매각 컨테이너 

조회관리

-반납 컨테이너 

반납일자관리

ECS 담당자

3
Long Stay 

관리

-양하장치 Long Stay 

조회/출력

-수입컨테이너 반출 Long 

Stay 조회/출력

-공컨 반입장치 Long 

Stay 조회/출력

-공컨 반출 Long Stay 

조회/출력

-수출컨테이너 반입장치 

Long Stay 조회/출력

-반출후 Long Stay 

컨테이너 정리

-CFS 적컨 반출후 Long 

Stay 조회/출력

-양하 Long Stay 관리

-수입컨테이너 반출 

Long Stay 관리

-공컨 반입장치 Long 

Stay 관리

-공컨 반출 Long Stay

-수출컨테이너 반입장치 

Long Stay 관리

-반출후 Long Stay 

컨테이너 정리관리

-CFS 적컨 반출후 Long 

Stay 관리

ECS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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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4.3.64.3.64.3.6 GATE GATE GATE GATE MANAGEMENTMANAGEMENTMANAGEMENTMANAGEMENT

  온독 선사 GATE 반출입모니터링 및 반출입 현황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주로 수출입 담당자가 사용하는 Gate Management시스템은 크게 Copino 관리, 

Gate 반출입 모니터링, CY Status 관리, Util메뉴로 구분된다. 각 메뉴의 세부기능

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Copino 관리는 컨테이너 반출입 사전정보 입력관리, 공컨테이너 할당 

사전정보 입력관리, 반출 Plan 사전정보 입력관리, 반출 EIR CARD 발행, Copino 전

송 확인, 가상반출입처리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Gate 반출입 모니터링 메뉴는 Gate Monitoring 관리, CFS 철송 반출관

리의 기능을 수행한다.

  세 번째, CY Status관리의 기능은 세관신고 진행사항조회, 현 Yard 상태조회관

리, 위험물 신고 내역관리, Yard Pre-Plan Status관리, PTI Container List 관리등

이 있다.

  네 번째, Util은 Container History 관리, Lease Order 조회관리, Full 반출 

List 조회관리, Door Order 조회관리, Yard Map 조회관리, 트럭정보 조회관리등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Gate 반출입 상황을 관리하는 온독 각선사별 Gate 

Monitoring 관리 프로그램에서 각종 ERROR를 CHECK 하여 반출입 하는 차량의 원활

한 소통을 관리 하다.

4.3.74.3.74.3.74.3.7 INBOUND INBOUND INBOUND INBOUND & & & & OUTBOUNDOUTBOUNDOUTBOUNDOUTBOUND

  온독 선사 수입,수출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스템의 구성은 수입컨테이너 관리, 수출컨테이너 관리로 구분된다.

  첫 번째, 수입 컨테이너 관리는 수입컨테이너 D/O관리, 수입컨테이너 반출대장 

조회관리, 타모선 선적 공컨테이너 Gate 반출입처리관리의 기능을 수행한다. 

  두 번째, 수출 컨테이너 관리는 Door Order 접수관리, Rehandling Container 정

리/조회/출력 관리, 수출 컨테이너 면장현황의 기능을 수행한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온독 각선사별 Door Order 접수관리 프로그램으로 선사에

서 요청한 컨테이너의 TYPE, SIZE 별로 컨테이너 STOCK 관리 CHECK 및 관리하여 

Door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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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4.3.84.3.84.3.8 INFORMATION INFORMATION INFORMATION INFORMATION INQUIRYINQUIRYINQUIRYINQUIRY

  온독 선사 수입,수출 컨테이너를 정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스템구성으로는 SOC 입력관리, 장치장 조회관리, 컨테이너 조회관리, 타부두 

가상반출입 처리로 나눠진다.

  첫 번째, SOC 입력관리는 SOC 및 OFF-DOCK 컨테이너 입력/조회/출력 관리의 기능

을 담당한다.

  두 번째, 장치장 조회관리는 Full 장치현황을 조회하고 출력하며, 장기체류 공컨

테이너 목록을 조회하고 출력한다.

  세 번째, 컨테이너 조회관리는 컨테이너 이력, 상세정보, Moving, 모선별 컨테이

너 이력, 모선별 컨테이너 양하/선적 목록, CFS 반출 컨테이너 반입 현황등을 조회

한다.

  네 번째, 타부두 가상반출입처리메뉴는 타부두 양하/선적 가장반출입 정보처리를 

관리한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온독 각선사별 EMPTY 장기체류 공컨목록 조회관리 프로그

램에서 온독 선사별 TYPE, SIZE 별 반납, 매각, 포트지정, 홀딩, 선적, 공이송 등

의 선사요청 내용을 조회 관리하고, DAMAGE, CLEAN, 미검사, SOUND, 수리보류, 

HANGER 등의 컨 상태를 조회 관리한다.

4.3.94.3.94.3.94.3.9 ON-DOCK ON-DOCK ON-DOCK ON-DOCK EMPTY EMPTY EMPTY EMPTY PLANNING PLANNING PLANNING PLANNING SYSTEMSYSTEMSYSTEMSYSTEM

  온독 선사 EMPTY 컨테이너 반입, 반출 PLAN 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스템구성으로 Empty 반입 Plan, Empty Out Plan 메뉴로 구분 된다.

  첫 번째, Empty 반입 Plan 메뉴에 온독 선사별 모선, TYPE, SIZE, 컨테이너 상태 

별로 반입 Assign 관리 기능이 있다.

  선사별로 모선, TYPE, SIZE, 컨테이너 상태(PORT) 별로 장치 가능한 BLOCK-BAY 

정해 놓으면 운송사에서 컨번호를 전송후 Gate 통과시 공컨 검사장으로 유도되고, 

검사 후 컨테이너 상태별로 배정되어 YARD 장치 된다.

  두 번째, Empty Out Plan 메뉴에 온독 선사별 TYPE, SIZE, 컨테이너 상태 별로 

조회후 반출 순서 관리 기능이 있다.

  선사별로 반출가능 컨중 선입선출에 의해 순서를 정해 놓으면 운송사에서 컨번호

를 가상으로 전송하면 Gate 통과시 상차가능한 컨으로 배정되며 화면폼으로 [그림

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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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ON-DOCK EMPTY OUT PLANNING SYSTEM 화면폼

4.3.104.3.104.3.104.3.10 INTERNET INTERNET INTERNET INTERNET SERVICE SERVICE SERVICE SERVICE SYSTEMSYSTEMSYSTEMSYSTEM

  온독 선사별로 별도의 인터넷 서버를 제공하여, 온독 선사, 운송사 및 화주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프로그램으로  온독 실무자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인터

넷 환경으로 제공하고 있다.

4.3.114.3.114.3.114.3.11 AUTOMATIC AUTOMATIC AUTOMATIC AUTOMATIC GATE GATE GATE GATE SYSTEMSYSTEMSYSTEMSYSTEM

  온독 선사 컨테이너의 GATE 반출입정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4.3.124.3.124.3.124.3.12 EDI EDI EDI EDI SYSTEMSYSTEMSYSTEMSYSTEM

  온독 선사 및 운송사에서 전송하는 반출입예정정보(COPINO), Door Order 정보, 

D/O 정보를 온독 시스템으로 변환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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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44.4 온독 온독 온독 온독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시스템의 시스템의 시스템의 시스템의 대표적 대표적 대표적 대표적 구현 구현 구현 구현 사례사례사례사례

  대표적 개선 사례로 온독 CODE 관리  SYSTEM 도입, EMPTY 반출 SYSTEM 변경, 

EMPTY 반출중 컨번호 변경 처리, Lease VAN/OWN VAN 관리, NEW VAN/OLD VAN 관리, 

선사 요청컨 반입시 별도장치 관리, D/O EDI 접수등 이있다. 

  온독 서비스 시스템의 구현의 대표적인 구현 사례를 정리 하면 [표 4-3]와 같다. 

SEQ 변경전 SYSTEM 변경후 SYSTEM 효과

1 -온독 CODE 수작업 관리 -온독 CODE 관리 SYSETM

-온독 선사 서비스 

추가시 간단하게 CODE 

관리로 가능하다. 

2 -온독 EMPTY 수작업 반출 -온독 EMPTY 자동 반출

-트럭가사의 Gate 통과 

시간을 줄였고, 

온독센타 수출 담당자 

업무 대폭 감소함

3
-온독 EMPTY 반출중 컨 

번호 변경 불가

-온독 EMPTY 반출중 컨 

변경 처리

-DAMAGE 컨 하차후 

SOUND 컨 상차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폭 

감소함

4
-Lease VAN, OWN VAN 

관리 부재

-Lease VAN, OWN VAN 

관리및 자동반출

-선사에서 Door Order 

시 요청한 대로 Lease 

VAN, OWN VAN 자동 반출 

되므로 반출 대기시간 

대폭 감소함

5
-NEW VAN, OLD VAN 관리 

부재

-NEW VAN, OLD VAN 관리 

및 자동 반출

-선사에서 Door Order 

시 요청한 대로 NEW 

VAN, OLD VAN 자동 반출 

되므로 반출 대기시간 

대폭 감소함

6
-선사 요청컨 반입시 

별도장치 불가

-선사 요청컨 반입시 

별도장치 관리

-반입시 별도 장치 

하므로 재조작을 많이 

줄임

7 -D/O 수작업 접수 입력 -D/O EDI 접수 관리

운송사 D/O담당자의 

업무 감소와 온독센타 

수입담당자 업무 대폭 

감소함

[표 4-3] 온독 서비스 시스템의 대표적 구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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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54.54.5 온독 온독 온독 온독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시스템의 시스템의 시스템의 시스템의 구현 구현 구현 구현 효과효과효과효과

  온독 시스템 구현 효과에는 온독 코드관리 시스템 구현으로 신규 온독 선사 추가

시 코드관리로 간단하게 온독 서비스를 시작 할 수 있고, 온독 EMPTY 자동 반출 시

스템을 구현 하면서 COPINO 전송 업무를 각 운송사로 이관 하므로 수출 담당자 업

무가 대폭 감소 하였고, D/O  EDI 접수관리 시스템 구현으로 수입담당 업무가 대폭 

감소 하였다.

  특히 온독 서비스 인원을 온독 시스템 구현전에는 온독 센타에 선사별로 수입업

무 1명, 수출업무 1명, ECS업무 1명으로 총 3명으로 운영하였는데, 온독 시스템 구

현후에는 수입, 수출 업무 감소로 수입, 수출 업무를 통합 하여 0.5명, ECS 1명으

로 총 1.5명으로 운영하므로 온독 시스템 구현후 선사별 운영인원을 절반으로 줄였

으므로 온독 시스템 구현 효과가 매우크다.

  온독 서비스 시스템의 구현 효과를 정리 하면 [표 4-4]와 같다.     

SEQ 선사명   물량(TEU) 시스템 구현전 인원 시스템 구현후 인원 비 고

1 HMM   133,050 3명 1.5명 절반으로 감축

2 KMTC   239,477 3명 1.5명 “

3 DNA    47,673 1명 0.5명 “

4 ZIM   257,421 3명 1.5명 “

합 계   677,621 10명 5명 “

[표 4-4] 온독 서비스 시스템의 구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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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5 5 5 5 장장장장 결론결론결론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온독 서비스 시스템은 1998년 온독 서비스 시작하면서 ODCY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많은 업무를 수작업 위주로 운영하였다.

  이후 부산항의 온독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추가로 온독선사를 유치하면서 온독 선

사 처리물량이 증가하면서 기존시스템으로는 너무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선사의 많

은 요구 사항을 충족 시킬 수 없어 새로운 온독 서비스 시스템 개발이 절실 하였

다.

  따라서 온독 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능을 수용하면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를 담당자별로 분석하고 사용자 위주로 설계하여 대고객

인 선사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하지만 현행 온독시스템은 운영시스템과 인터넷시스템이 분리되어, 선사 요청시

에는  필요한 운영 프로그램 및 인터넷 프로그램을 동시에 개발하여야 하는 불합리

한 점이 있다. 

  앞으로 온독 시스템은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통합된 테이타베이스와 인터넷 기반

으로 통합 개발하여, 모든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운송시스템 및 RFID 의 발전으로 컨테이너 위치추적 시스템을 개발하여 온

독의 취약점인 부두밖의 컨테이너 MOVE 까지도 관리하여 온독 이용선사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온독 서비스 시스템은 부두일괄 서비스를 수행하며 물류비 및 시간절감을 

통한 항만물류서비스의 수준을 대폭 향상시켜 향후 주요 외국적 선사 및 국적 선사

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부산항의 생산성 향상 및 동북아 중심 항만으로서

의 위상 제고로 부가가치가 높은 환적화물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부산신항만 개발에 따라 기존 북항의 생존방법으로는 온독 서비스 확대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온독 서비스의 많은 발전을 위해서 이해 당사자는 물론, 학계 및 관련업

체들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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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부록부록부록>>>>

온독(ON-DOCK)서비스 시스템 주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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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DJUSTMENT & STATISTICS 대표적인 화면폼

2. EMPTY CONTAINER MANAGEMENT 화면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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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QUIPMENT CONTROL SYSTEM 화면폼

4. GATE MANAGEMENT 화면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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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NBOUND & OUTBOUND 화면폼

6. INFORMATION INQUIRY 화면폼



- 37 -

7. ON-DOCK EMPTY 반입 PLANNING SYSTEM 화면폼

8. INTERNET SERVICE SYSTEM 화면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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