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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항만배후단지가 잠재수요 고객에게 시간과 비용을 감할 수 있는 단순 기능에서 벋어나 통합 물류기능을 담당하는 미래형

물류배후공간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배후단지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평가하고 략을 도출하는 것이 요하다. 따라서 양항 컨테이

터미  배후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요인들을 도출하고, 실증평가를 통해 활성화에 필요한 요인의 우선순 와 략들을 제안하고자 한

다. 배후단지 활성화 요인은 델 이기법을 이용한 문가 조사를 통해 선정하고, 선정된 배후단지 활성화 요인에 한 측정 역과 요인들

을 평가하는데 있어 다기 의사결정 모델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이용한다. 한 분석방법으로 언어척도의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하여 가치 단에 있어 정교함이 더해진 방법론으로 평가되고 있는 퍼지이론을 결합한 Fuzzy-AHP를 용한다. 

핵심용어 : 양항, 항만배후단지, 컨테이 터미 , 델 이, AHP, Fuzzy-AHP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development strategy and an activation plan of port hinterland. To do this, we design a 

Delphi/Fuzzy-AHP model using Delphi and Fuzzzy-A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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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항만배후단지는 단순한 보   하역을 한 공간이 아니라 

수출입, 환 화물에 한 가공, 조립, 물류서비스  부가가치 

창출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물류체계의 핵심거 으로 그리고 

로벌 생산거 으로서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항만

배후단지가 잠재수요 고객에게 시간과 비용을 감할 수 있는 

단순 기능에서 벋어나 통합 물류기능을 담당하는 미래형 물류

배후공간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배후단지의 다양한 구성요

인들의 략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요하다. ‥‥( 략

)‥‥.

2. 양항 배후단지

  양항 배후단지는 재고 리, 재포장  유통가공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종합물류거 과 로벌 생산기지를 목표로 2003년

부터 2012년까지 총 388만m
2가 단계 으로 조성되고 있다. 2008

년 말 1차 으로 동측배후단지195만m2가 개발되었고, 2012년까

지 서측배후단지 193만m2가 조성될 정이다. 동측배후단지는 

재까지 일본, 국, 미국 등을 비롯하여 20여개의 국내외 기업

들이 입주하여 운   비 에 있다. (여수 양항만공사, 

2012)‥‥( 략)‥‥.

3. 연구방법론

2.1 델 이기법

 델 이(Delphi) 기법은 특정한 주제에 하여 인지된 단을 

체계 으로 유도하고 조하는 방법으로 조직의 특정 문제를 

측, 진단, 해결하기 하여 의견의 일치를 볼 때 까지 문

가 집단으로부터 반응을 체계 으로 도출하여 분석ㆍ종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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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거친다. 델 이 분석에서는 평가지표의 요도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요도 응답의 빈도, 빈도의 백분율, 

평균, 표 편차, CVR(Content Validity Ratio : 내용 타당도 비

율)을 산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 타당도 검증 비율을 다음

과 같은 Lawshe(1975)의 공식을 활용하여 도출 ‥‥( 략

)‥‥. 

2.2 Fuzzy-AHP

  본 연구에서는 계산과정이 상 으로 용이하고 엑셀에서 

비교  쉽게 구 할 수 있는 장 을 바탕으로 Chang의 확장 

Fuzzy-AHP 분석법을 연구방법론으로 용하고자 한다. 

  Fuzzy-AHP 분석법  개요로서,     ··· 을 

오 젝트 집합,     ···을 목표 집합이라 할 때, 

Chang(1996)의 연구에 따르면, 각 오 젝트에 한   확장 

분석값은 
  

  ···      ···  으로 표 되고, 

Fuzzy-AHP 용 차는 ‥‥‥ ( 략) ‥‥‥.

4. 분석결과

 양항 컨테이 터미  배후단지 활성화 요인에 한 평가

역과 평가요소들의 상  요도 가 치를 산정하여 Table1

과 같이 정리하 다. 평가 역에 한 가 치를 살펴보면, 사

업규모 역이 30.2%로 요도가 상 으로 가장 우선순 인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물류네트워크 역이 25.9%, 비용

역이 24.2%, 시설 역이 19.5% 순으로 나타났고, 평가요소에 

한 가 치는 산업규모 역에서는 배후시장 규모가 38.6%로 

가장 높은 것으로‥‥‥ ( 략) ‥‥‥.

Table 1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요인 가 치 분석

평가 역 가 치 평가요소 가 치

산업규모 

역
.302

클러스터 구축 .289

배후시장 규모 .386

항만물동량 .325

물류

네트워크

역

.259

내륙연계 네트워크 .306

략  치 .297

항만 항차수  항로 .397

시설 역 .195

배후부지 확보 .278

물류 인 라 .387

부 시설 .335

비용 역 .242

임 료 .347

조세혜택 .335

인센티 .318

‥‥‥ ( 략) ‥‥‥.

5. 결    론

 양항 컨테이 터미 의 배후부지 활성화를 한 요인의 

우선순  선정을 한 평가 역은 산업규모 역, 물류네트

워크 역, 시설 역, 비용 역으로 구분하 고, 산업규모 

역의 평가요소로는 클러스터 구축, 배후시장 규모, 항만물동

량을 선정 ‥‥‥(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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