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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 자동차 보급률은 매년 3%대로 성장하고 있으나 꾸준한 가격인상으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수출시장은 최근 주요국가의 수입 규제와 수출단지의 낙후된 환경 등으로 인해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Fuzzy-AHP를 통해 새롭게 조성하는 인천항 중고자동차 물류단지에 대한 운영
요인을 도출하여 현실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Fuzzy-AHP는 각 계층 속성의 중요도를 산출하고 인간의 언어
적인 모호함을 퍼지 수로 변환하는 방법론으로 현실적인 의사결정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운영요인 분석 결과 대요인에서
는 물류단지비용요인이 가중치 0.306을 기록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세부요인은 단지임대료, 단지 접근
성, 물류부지규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선진화된 중고자동차 물류단지를 위해 경쟁력 있는 임대료 산정이 필요하며 임대
료 지원 정책 실현 및 자유무역지구 지정을 고려해야한다 또한 해외 바이어를 위한 접근 인프라 확충 및 단지규모 확보가 
필요하며 정부 차원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및 미래를 위한 IT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주제어 : Fuzzy-AHP, 중고자동차, 인천항, 운영요인, 물류단지, 개선방안
Abstract  Domestic vehicle penetration rate is growing at 3% per year, but consumers are increasingly buying 
used cars due to steady price hikes Nevertheless, the used car export market is expected to decline due to 
import regulations of major countries and the low grade environment of Used car export complex. Therefore, 
this study using Fuzzy-AHP was aimed to find operational factors of Used car logistics complex and establish 
a practical management plan of Used car logistic complex in incheon port. Fuzzy-AHP is the method that can 
be calculated weight of multi-level criteria and change linguistic ambiguity of human to Fuzzy Number. So it’s 
able to propose the realistic decision making alternatives. As a result of the literacture reviews, present study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logistics of the used car and the activation of the 
complex, suggested the activation plan and activation of the logistics complex. In the analysis of operational 
factors, logistic complex cost factors were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s by recording the weighted 
value of 0.306 in the above factors. The detailed factors were as follows: rent, accessibility, and logistics site 
size. It is necessary to compute competitive rent for the highly-advanced used car logistics complex, and to 
realize the rental support policy and to consider designating the free trade zon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ccess infrastructure  and secure the scale of the company for overseas buyers, 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overall government laws and introduce IT system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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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 자동차 보급률은 2010년 1,794만대에서 2016년

2,180만대로 매년 3%이상 성장해왔다. 이러한 성장세에

따라국내자동차보유대수는 1가구당 1.00대[42]를 보유

하며 자동차는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어지

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가격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꾸준히가격이높아지고소비자들에게부담을안겨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어지고있으며생활에필수적이나가격이부담되는자

동차를 구매할 시 새로운 차를 구매하기보단 양질의 중

고자동차를구매함으로써부담을해소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따라중고자동차수출시장은 2000년대이전부터

시작해 2009년까지 꾸준히 성장해왔으나 2009년 세계경

제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1

년 이후아프리카, 남미지역등의신규시장개척, 러시아

시장의 개방 및 확대로 큰 폭으로 중고차수출현황은 증

가했으며[15], 이후 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상했던중고

자동차수출은 자국산업보호, 주요국가의 수입규제 등으

로인해다시금지속적인하락세를보이고있다. 또한국

가별 운전석 위치를 살펴보면 우측 운전석을 채택한 나

라들은일본을포함해영국, 태국, 자메이카등상대적으

로 소수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편적인 좌측운전석을 채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글로

벌 중고자동차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인접한 경쟁국가인 일본에 비해 국내 중고자동차 수

출산업은 낮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본연구의대상지인인천항의경우송도, 경인항등인

천항 주변지역에서 약 700개가량 영세한 업체들이 중고

자동차 수출업을 운영 중이다. 인천항의 경우 전국 중고

자동차수출물동량에서약 80% 가까이차지하고있으며

[43], 인천항에서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경우 전국단위로

물량을 확보해 인천항에서 국내 중고자동차의 대부분을

처리하고있다고해도무방하다. 그러나낙후된환경, 각

종법및제도의규제로인해원활하게운영이되고있지

않아국내중고자동차수출시장은더욱이하락세를보일

것으로예상된다. 이에인천에서는중고자동차물류단지

를새롭게조성해중고자동차시장의재활성화를도모하

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중고자동차 운영에 대해서

는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새롭게 단장하는 인천항

중고자동차 물류단지에 대해 운영요인을 도출하며 실제

중고자동차단지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Fuzzy-AHP를 활

용해 각 운영요인의 가중치 및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그

결과를바탕으로보다현실적이고최적의중고자동차운

영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1장에서는 연

구의 배경 및 목적, 2장에서는 국내 중고자동차 현황 분

석을 진행한다. 3장에서는 중고자동차 관련 선행연구를

제시하며 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Fuzzy-AHP와

분석결과에 대해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한계점을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2. 현황분석
2.1 국내 중고자동차 수출 현황 
국내 중고자동차 수출은 2000년 이후 2004년 까지 급

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2009년 세계경제위기 이

후하락세를면치못하고있다. 2011년 이후러시아시장

개방 등으로 조금 성장하는 듯 했으나 크게 회복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중고자동차 수출 시장의 전체적인 수출

량은 감소했으나 금액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처럼 보

여진다. 이는 기본적인 중고차량가격이 상승해 이러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국내 중고자

동차수출대수및인천항을통한중고자동차수출비중

에 대해 정리한 것은 다음 [Fig. 1]과 같다.

[Fig. 1] The Used Car Export Trend for Domestic and 
Incheon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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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천 주요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현황 
인천항의중고자동차수출단지현황을살펴보면송도

에는 카텍단지, 수출 1,2단지를 포함해 총 5개의 단지가

존재하며총면적은약 103,000평으로구성되어있다. 입

주업체수는약 625개 업체가입주해있으며송도관광단

지계획지정및고시로각토지소유자별개발계획이수

립되어있다. 과거 율도지역에서도 중고자동차를 운영했

으며 율도(북항)의 경우 한진중공업 소유, 면적은 약

30,000평, 100개가량업체가운영했으나소유부지의용도

변경안에 따라 모두 이전했다. 또한 경인항의 경우 아라

오토밸리 단지가 운영 중이며면적은 약 22,000평, 약 70

개 이상의 업체가 소속되어있다. 인천 주요 수출단지 현

황을 정리한 표는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Status of Major Export Complexes in 
Incheon 

Region Complex Area(Pyung) Company

Songdo

Cartec 8,000 35
Songdo
Recreation
Area

40,000 300

Export 1 10,000 40
Export 2 25,000 150
Pro 20,000 100

Kyungin
Port

Ara Auto
Valley

22,000 70

Total 125,000 695

인천항의주요수출단지의상주인원은딜러, 정비인력

등을포함해약 2,500명가량상주하고있다. 경인항을포

함한 주요한 수출단지의 위치를 표기한 것은 다음 [Fig.

2]와 같다.

인천항의 주요 수출단지의 위치로는 1번단지가 경인

항, 2번단지는 율도(북항), 3번단지가 송도단지이다. 2번

율도(북항)단지는폐쇄했다. 위 [Fig. 2]을 살펴보면대부

분 인천항에 인접한 위치에 단지가 구성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선행연구 고찰
3.1 중고자동차 물류 및 단지 활성화에 대한 
    선행연구

[Fig. 2] Location of Major Export Complexes in Incheon
중고자동차의 물류에 관한 선행연구는 중고차 수출,

매매서비스, 항만 유인전략 등으로 분류되었다.

손병석외 2인[1]은 중고차수출물류프로세스의문제

점을낙후된무역시스템등총 6가지로규정하고수출물

류프로세스의개선방안및통합시스템구축방안을제시

하였다. 저자는 수출물류통합시스템을 통합정보시스템,

통합품질시스템, 통합업무시스템으로 나누고 경제적 효

과분석을수행하여인천항중고차수출물류단지의모델

을제시하는데의의가있다고주장했다. 신광섭[15]은 중

고차수출산업의활성화를위한물류서비스의개선방안

에 대해 연구하였다. 저자는 인천지역 중고차 수출 산업

의문제점을수출업무환경에대한열악함, 수출프로세

스와중고차수출과정의비효율성으로꼽았으며복합물

류단지 조성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홍상태외 1인[31]은 중고자동차매매서비스의문제점

을지적하고매매서비스의표준을제시하였다. 매매업무

절차, 제반조건등의표준규격제시하고보증수리서비스

의 표준규격을 설정하여 매매상의 문제점 및 계약상의

문제점을해결해야한다고주장했다. 이호근외 2인[6]은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의 신뢰 형성 요인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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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품질 위험을 인식하는 수준에 따라 두 그룹

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지각된 이점이 높을수록, 제도

적특성이높을수록사이트의신뢰도가높아지는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신뢰도가높을수록구매의도가높아지는

것으로나타났다. 저자는검사, 품질보증같은제도적특

성이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신뢰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라공우외 1인[16]은 ‘동해항배후중고차수출물류기

지조성을위한화물유치방안’을통해동해항과동해항

배후단지 SWOT분석을수행하였으며동해항의화물유

치 방안으로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러시아 특화 수출입

상품 유인전략을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벤치

마킹과해운항만클러스터조성이필요하며나라별차별

화 된 중고차 수출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야한다고 제언

했다. 엄광열[17] 또한동해항중고차수출전용부두조성

의필요성을제기하였으며특별자유무역지역지정및다

양한항로개발을통해자유무역지역을활성화해야한다

고 역설했다.

그 외에도 홍상태[30]는 리버스 물류 정책 모델을 제

시하여중고자동차의부품의재활용을높여야한다고주

장하였으며 Wang[39]은 한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의 중

고자동차수출을위한복합운송네트워크 5개를비교분석

하여 최적의 수단을 제시하였다. 단지 활성화에 관한 연

구는물류단지활성화에대한논문이대다수를이루었다.

김성호[25]는 전략적인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현황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화성시의 산업클러스터 형태가 대기

업의 대형 부품 및 조립 산업 등 중간 형태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명복 외 2인[22]은 인천

국가산업단지 내에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설립을 주장하

였으며 이에 대한 수요분석 및 사업타당성 분석을 수행

했다. 특히 항만배후단지 안의 단지 활성화에 대한 연구

가 많이 선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영석 외 1인[37]는 AHP분석을 통해 컨테이너 항만

배후단지의 유치산업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자동차,

부품산업이 0.446으로 가장 높은 가중치를 기록하였다.

박원근 외 2인[36]은 AHP분석을 통해 인천항의 항만배

후단지 물류센터의 경쟁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무, 고객, 운영 등 3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으며 민감

도분석결과임대료의중요도가높게분석되어운영원가

절감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박길영외 1인[18]는 부

산 신항 배후단지 물류센터들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투입변수는대지면적, 인건비, 자본금으로산출변수는매

출액, 경상이익을 도입하였다.

정태원 외 1인[32]은 영종 공항물류단지를 중심으로

현황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자유무역지구의 특성을 살린

단지의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정윤[13]은 김포공항

의 국제선 이전으로 인한 공항물류단지의 향후 과제에

대한연구를수행하였다. 저자는김포물류단지를도시물

류 거점시설로서의 변화를 꾀하여야 한다고 제언하였으

며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충효 외 1인[2]은

경인아라뱃길물류단지의개선과제로써광역및대중교

통에 대한 개선, 세제지원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이연미 외 2인[36]은 중국 물류단지의 육성정책을

상해물류발전정책을중심으로분석하였다. 상해는항만,

물류배후단지, 배후도시, 공항을 연계시킬 수 있는 자유

무역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국내 항만에 많은 시사

점을 제공하며 저자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 외에도이승재외 2인[28]은퍼지이론을이용하여

물류단지의 입지와 규모결정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였으

며권혁구외 2인[6]은 물류시설규제혁신을위한거점물

류시설정책에관한연구에서중소규모물류단지공급방

안과도시첨단물류단지의필요성에대하여역설하였다.

3.2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의 차별성으로는 기존의 중고자동차 관련 연

구를 살펴보면 중고자동차 수출 및 매매서비스 등의 프

로세스 개선과 전략수립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

다. 또한 항만배후단지 내 물류단지활성화 연구에서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화종에

따른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중고자동차 물류단지

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중고

차단지의 운영에 대한 현실을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존

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중고자동차업체를 운영하

고있는근무자들의인식을파악하고, 현재운영중인중

고자동차단지의문제점과향후인천항중고자동차물류

단지 건설 시 운영에 관한 성공요인을 현실적으로 제시

한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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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증 분석
4.1 Fuzzy-AHP 개요
본 연구에서 활용한 퍼지계층분석(Fuzzy-AHP)은 계

층화분석방법인 AHP와 Fuzzy이론을 결합한 분석방법

론이다. AHP는 다기준 의사결정문제를 계층화 하여 각

속성의중요도를쌍대비교를 통하여결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오세웅외 2명[29]은 AHP분석의경우분석시활

용하는척도가특정한수치로구성되어실제의사결정에

사용하기에는부적합하다고지적했다. 이러한단점을보

완가능한 분석방법이 퍼지 계층분석(Fuzzy-AHP)이다.

퍼지계층분석은 삼각퍼지수를 활용해 응답영역를 결정

해 AHP방법이 인간의 애매모호한 의사를 적용하지 못

하는 것을 보완할 수 있다.

[Fig. 3] Triangle fuzzy number

위의 [Fig. 3]과같이삼각퍼지수는 (a,b,c)로 구성되어

있으며 a, b, c는 설문 응답에 대한 분석 시 하한, 중앙,

상한의범위로표현할수있다. 이러한수학적인연산값

은 언어적인 수치로 변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직접

언어적인 값의 범위를 퍼지 수 값으로 변환해야 한다

[11]. 따라서본연구에서는아래 <Table 2>과같은삼각

퍼지 전환척도를 활용했다.

<Table 2> Scale of triangular fuzzy numbers
Importance

Triangular Fuzzy
Numbers

Reverse Swap
Triangular Fuzzy
Numbers

Equal (1, 1, 1) (1, 1, 1)
Very Low (1/2, 1, 3/2) (2/3, 1, 2)
Low (1, 3/2, 2) (1/2, 2/3, 1)
Medium (3/2, 2, 5/2) (2/5, 1/2, 2/3)
High (2, 5/2, 3) (1/3, 2/5, 1/2)

Very High (5/2, 3, 7/2) (2/7, 1/3, 2/5)

본연구에서는 Chang[3]이 제안한가중치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삼각퍼지수     ≥   일 경우

확률정도는 아래 식(1)과 같다.

 ≥   ∩   













 i f  ≥
 i f ≥

     

 
 

(식1)

위 식(1)에서  는  
와  

간의 가장 높은 교차

점 의 좌표값이다. 또한, 과 의비교를위해

서  ≥ 와  ≥ 값이 필요하다.

퍼지 수 가  (   )보다 클 확률을

계산하는 식은 아래 식(2)와 같다.

≥ 

  ≥ and≥ and≥ and

     (식2) 

and≥  min≥    

′  min ≥ 을 가정하면

   ≠  여기서 가중치 벡터는 아래

식(3)과 같다.

 ′ ′ 
′ 

′ 
′ 

          (식3)

4.2 분석범위 및 방법
인천항 중고자동차 물류단지 운영 성공요인 분석을

위해문헌조사및연구를통해 1차적으로요인을도출하

였다. 도출된 요인을 바탕으로 인천항만공사, 영진공사,

대우로지스틱스를포함한현업경력 30년 이상의전문가

집단과 Indepth-Interview를 실시하였으며 인터뷰 질의

사항으로는 도출된 요인의 중고자동차 물류단지 적합여

부, 추가적으로고려해야할요인에대해질의했다. 본 연

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의 응답자를 살펴보면 수출1단

지, 수출2단지, 송도유원지단지, 카택단지등총 6개의중

고자동차 단지에 소속되어있었다. 또한 종사경력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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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년이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책으로는 전부 각

기업 대표로 구성되었다. Adler 외 1명[21]과 Zhuanglin

Ma 외 3명[41]은 응답자 경력이 10년-15년 이상의 전문

가일 경우, 설문 응답의 질적 우수성을 인정하여 제한적

인설문부수활용이가능하다고주장하였다. 설문응답자

의 기초통계량을 정리한 표는 다음 <Table 3>와 같다.

<Table 3> Basic statistics of Survey Respondents
Complex

Number of
Companies

Year of
Working

Number of
People

Export 1 4
10-15 years 14

Export 2 5

16-20 years 11Pro 3

Songdo
Recreation
Area

15 21-25 years 4

Cartek 3
26 years over 2

Internet Site 1

Total : 31

Indepth-Interview를 통하여 분석을 위한 계층구조를

확정하였으며, 확정된구조는위의 [Fig. 4]와같다. 또한

본 논문에서의 Fuzzy-AHP 적용과정은 [Fig. 5]와 같다.

[Fig. 5] Process of the paper

Fuzzy-AHP에 알맞은 설문을 구성하고, 설문조사 진

행 및 회수하였으며 결측값이 있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3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인천항 중고차물

류단지운영성공요인대요인 5개에대한분석결과는아

래 <Table 4>와 같다.

중고차 물류단지 운영요인 중 대요인 분석결과로는

물류단지비용요인이 가중치 0.306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물류부지

입지환경(0.278), 법규 및 제도(0.214) 순으로 이어졌다.

인천항 중고차물류단지 운영요인 중 대요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물류단지 비용이 0.306, 물류단지입지환경

[Fig. 4] Criteria Structure



A study on Operation factors the Used automobile logistics complex using Fuzzy-AHP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3

0.278, 법규 및제도 0.214, 물류단지시설 0.133, IT시스템

구축 0.068 순으로나타났다. 응답자대다수가현재국내

물류단지에서사업을영위하고있어현재국내중고차수

출환경에있어문제점으로인식되고있는순으로도해석

할수있다. 국내중고차물류환경은한국과가장경쟁관

계에있는일본에비해대규모집적단지미조성, 일관된

법규및제도가구비되어있지않아경쟁력있는산업으

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분석결과는 이러한 상

황과 연관해 해석가능하다. 먼저 수출경쟁력 저하로 저

가수주위주의수출전략을세우고있어중고차수출업체

에서 가장 많은 고정비라고 할 수 있는 물류단지비용이

가장 높은 순위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근소한 차이로 물류단지 입지환경이 2위를

차지하였으며이또한국내중고차물류단지의영세성과

연관시켜 설명할 수 있다. 안정적 대규모 물류집적화 단

지의 부재는 임시 부지에 산발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영

세성으로인해고가의임대료를내고사업을할수없는

상황으로임대료가저렴한부지로사업을할수없는상

황으로접근성이떨어지는지역으로부지를선정할수밖

에 없다. 따라서 단지접근성, 항만접근성은 떨어져 현재

사업을영위하고있는입장에서는이에대해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법규 및 제도

의경우현재중고차수출함에있는과도한규제로인해

수출업무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

류단지시설과 IT시스템 구축은 각각 4순위 0.133, 5순위

0.068로 예상 보다 매우 낮은 가중치로 후순위로 조사되

었다. 물류단지시설은 내부 운영자를 위한 시설이 있으

며 찾아오는 해외바이어를 위한 시설 또한 존재하나 바

이어편의시설이 0.042로 전체 17세 세부요인의 16위인

0.042로 분석된 것으로 봤을 때 실제 구매 고객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물류부지입지환경은 대분류 2순위로 0.306의 가중치

를 가지고 있다. 이 중 단지접근성 0.185, 물류부지규모

0.388로 높게나타나고있다. 이러한결과는현재국내중

<Table 5> Result of Location Environment Sub Criteria about Used Car Logistics Complex in Incheon Port 
V  ( ≥) 

V1 0.280 0.392 0.545 S(V1)>S(V2) 1.000 S(V1)<S(V3) 0.866 0.461

V2 0.186 0.249 0.343 S(V1)<S(V2) 0.305 S(V2)>S(V3) 0.443 0.141

V3 0.256 0.359 0.497 S(V1)>S(V3) 1.000 S(V2)<S(V3) 1.000 0.399

<Table 4> Result of Criteria about Used Car Logistics Complex in Incheon Port 
F  ( ≥) 

F1 0.165 0.235 0.334
S(F1)>
S(F2)

0.907
S(F1)<
S(F4)

0.317
S(F2)>
S(F4)

1.000
S(F3)<
S(F4)

0.789 0.278

F2 0.177 0.251 0.354
S(F1)<
S(F2)

1.000
S(F1)>
S(F5)

1.000
S(F2)<
S(F4)

0.222
S(F3)>
S(F5)

0.729 0.306

F3 0.118 0.167 0.242
S(F1)>
S(F3)

1.000
S(F1)<
S(F5)

0.795
S(F2)>
S(F5)

1.000
S(F3)<
S(F5)

1.000 0.133

F4 0.098 0.143 0.208
S(F1)<
S(F3)

0.529
S(F2)>
S(F3)

1.000
S(F2)<
S(F5)

0.699
S(F4)>
S(F5)

0.518 0.068

F5 0.143 0.204 0.287
S(F1)>
S(F4)

1.000
S(F2)<
S(F3)

0.434
S(F3)>
S(F4)

1.000
S(F4)<
S(F5)

1.000 0.214

<Table 6> Result of Cost Sub Criteria about Used Car Logistics Complex in Incheon Port 
V  ( ≥) 

V4 0.280 0.392 0.545
S(V4)>
S(V5)

1.000
S(V4)<
S(V6)

0.866 0.461

V5 0.186 0.249 0.343
S(V4)<
S(V5)

0.305
S(V5)>
S(V6)

0.443 0.141

V6 0.256 0.359 0.497
S(V4)>
S(V6)

1.000
S(V5)<
S(V6)

1.000 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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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차수출단지의 특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천

의 대부분의 단지가 송도유원지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유원지부지는비교적최근에생긴단지로대규모단지를

구성하고있다. 그에비해나머지단지는매우작은면적

으로구성되어규모가비교적작아해외바이어들의유입

이 대규모 단지에 비해 작은 편이다. 현재 국내 중고차

수출 구조적으로 볼 시 이러한 이유로 평가되었다고 해

석할수있다. 유원지부지를중고차수출단지로활용하기

전까지는대부분북항과경인항에위치한업체도많았으

며 지리적으로 인천 내항을 통해 수출되고 있는 환경에

서 비교적 먼 곳에 위치한 곳에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받았던 영향이 단지접근성 또한 향후 상위에 랭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요인 1순위인물류단지비용중세부요인중단지임

대료 0.744, 운송비 0.154, 기타경비 0.102로 조사되었으며

단지임대료는중고차수출업자의고정비중가장많은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며 현재의 국내 중고차 수출경

기악화로인해그중요성이월등히커지는것은당연한

결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운송비의 경우 변동비로서

물류단지의위치에따라가격이최대두배가까이차이

가날수있는운송비의중요성은비교적낮게분석되었

다. 그 이유는 응답자 대부분이 송도유원지에서 사업을

하고있어운송비는많이고려하고있지않아이러한결

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Table 7> Result of Facilities Sub Criteria about Used Car Logistics Complex in Incheon Port 
V  ( ≥) 

V7 0.314 0.423 0.560 S(V7)>S(V8) 1.000 S(V7)<S(V9) 0.558 0.615

V8 0.192 0.248 0.326 S(V7)<S(V8) 0.067 S(V8)>S(V9) 0.476 0.042

V9 0.253 0.329 0.432 S(V7)>S(V9) 1.000 S(V8)<S(V9) 1.000 0.343

<Table 9> Result of Overall Criteria about Used Car Logistics Complex in Incheon Port 
Criteria Sub Criteria Weight Rank

Logistics Complex
Location Environment

Logistics Complex Accessibility 0.128 2
Port Proximity 0.039 9
Size of the Logistics Area 0.111 3

Logistics Complex
Cost

Complex Rental Cost 0.228 1
Transport Cost 0.047 7
Other Cost 0.031 11

Logistics Complex
Facilities

Support Facility 0.082 5
Amenities for Buyer 0.006 17
Security System 0.046 8

IT System Construction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0.020 12
Quality Improvement System 0.018 13
Online Auction System 0.016 14
Product Information Joint Operating System 0.014 15

Regulation and Policy

Deregulation 0.095 4
Trade Support Policy 0.036 10
Improving Export Policy 0.076 6
Junk Car Penalty 0.007 16

<Table 8> Result of IT System Sub Criteria about Used Car Logistics Complex in Incheon Port 
V  ( ≥) 

V10 0.202 0.272 0.362 S(V10)>S(V11) 1.000 S(V10)>S(V13) 1.000 S(V11)>S(V13) 1.000 0.291

V11 0.186 0.253 0.343 S(V10)<S(V11) 0.881 S(V10)<S(V13) 0.728 S(V11)<S(V13) 0.850 0.256

V12 0.181 0.244 0.332 S(V10)>S(V12) 1.000 S(V11)>S(V12) 1.000 S(V12)>S(V13) 1.000 0.240

V13 0.172 0.231 0.312 S(V10)<S(V12) 0.825 S(V11)<S(V12) 0.944 S(V12)<S(V13) 0.906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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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시설은 가중치 0.133의 4순위로 조사되었다.

물류단지시설 세부요인에서 특이한 점은 바이어편의시

설의 가중치가 0.042로 매우 낮게 분석되었다는 것이다.

국내중고차수출의특성상해외바이어가물류단지방문

후 해당 차량을 실제로 보고 판매자와의 거래가 이루어

지는특성을감안했을때바이어지원시설은비교적중요

하다고볼수있다. 그러나실제바이어는본국에상주하

며 국내를 방문하는 해외바이어는 자국에 있는 실제 바

이어의 대리로 매집업무를 한다. 이에 국내수출업자는

국내에서 매집활동을 하는 해외바이어의 중요도를 상대

적으로낮게판단해이러한결과가도출되었다고판단된

다. 추가적으로 특이한 점은 지원시설의 가중치는 0.615

로 매우 높게 분석되었다는 것이다. 국내 중고차 물류단

지의특성상장기적관점에서물류단지라고투자되어있

는 단지가 존재하지 않을 만큼 매우 영세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사업장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편의시설인화장실, 식당조차임시간이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지원시설에 대한 가중치가 높게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IT구축시스템은 0.068로 대요인중가장낮은 5순위로

조사되었으나 세부항목인 통합정보시스템 0.291, 품질제

고시스템 0.257, 온라인경매시스템 0.240, 매물정보공동

운영시스템 0.212로 균형적인 분석결과가 나왔다. 현재

국내에서중고차사업을영위하고있음에 IT시스템을구

축할 정도로 대규모의 사업자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

나 선진화된 중고차수출산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IT시스

템은 필수적이며 만약 투자를 소홀히 한다면 경쟁력 자

체가 낮아 타 국가의 중고차수출산업과 경쟁을 할 수가

없다. 차량가격만이유일한경쟁력인현재국내중고차수

출산업은 IT시스템 도입을 통해 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제품에대한품질확보, 매물정보의공유를통한쉬운매

집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로인해 매집에 과도하게 투

자하는 시간을 해외바이어 개발 및 품질향상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규및제도는 3순위로 0.214의 가중치로분석되었으

며 그 중 규제완화 0.444, 수출제도 개선 0.355로 비교적

높은 분석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현재 국내

중고차수출산업의 많은 규제가 존재하며 수출제도에 문

제가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현재국내관련제도에의해서합법적으로안정적이며

선진화된중고차수출단지를구축하는것은힘든실정이

다. 여러 법과 제도가 산재해 있으며 그에 따른 관련 부

서도상이하다. 현재국내에선일본, 두바이와같이선진

화된 중고차 단지가 없으며 안정적인 중고차 단지가 구

성되지않아사업자들은컨테이너를활용한사무실과부

지포장도이루어지지않은낙후된사업장에서운영중이

다. 이 또한 단지운영자가 사업을 포기하면 소속 업체들

은이전해야하며가설건축물축조신고등의법및제도적

으로 허가가 나지 않아 범법자들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수출제도또한문제가있어통관상발생하는여러문제

점들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분석한 대요

인 5개의가중치와 17개의세부요인에대한가중치를토

대로 종합결과는 다음 <Table 9>와 같다.

5. 결론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DP가 27,000달러를 돌파함에

따라 국민의 삶이 질적으로 높아졌다. 현대인에게 필수

적인 자동차는 가구당 1대 보급률을 이루며 차량대수는

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으며그에따른노후화된차량을

포함한 중고자동차의 수량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중고자동차 수출시장은 자동차의 재활용 및 재사용이라

는 측면에서 굴뚝 없는 친환경 산업으로도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국내의 중고자동차 수출시장은 하락세를

면치못하고있다. 국내중고자동차수출의약 80%를담

당하는인천항중고자동차단지는국내중고자동차수출

시장에서매우많은비중을차지함에도불구하고인접한

경쟁국가인일본에비해상당히낙후된국내중고자동차

수출환경과 각종 규제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인천항에 새로이 건설하

게 될 인천항 중고자동차 물류단지에 대해 Fuzzy-AHP

를 활용하여중고자동차물류단지의운영성공요인을도

출하고 각 요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인천항 중고자동차 단지에 사업을 운영 중인 업체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결측값이

있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30부를 분석에 활용

하였다. 인천항 중고자동차 물류단지의 운영 성공요인

분석결과, 대요인에서는 물류단지비용요인이 가중치



Fuzzy-AHP를 활용한 인천항 중고자동차 물류단지 운영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

106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 Jul; 15(7): 97-109

0.306으로 가장우선적으로고려해야하는요인으로분석

되었으며 물류부지입지환경(0.278), 법규 및 제도(0.214)

순으로이어졌다. 세부요인에서는 단지임대료, 물류부지

규모, 단지접근성, 지원시설, 규제완화 등과 같은 요인이

비교적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인천항의중고자동차물류단지의경우사업자들

이소규모수출업체로영세한업체들이대부분을구성하

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운영원가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 비용에 관련한 요인들의 가중치가 높게 도출된 것

으로 판단된다. 인천항의 새로운 중고자동차물류단지의

경우 최초 입지선정 시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 책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임대료 책정을 위해 중앙정부는 중고

자동차수출산업에알맞은임대료지원정책, 자유무역지

구의 지정 등으로 영세한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낮춰줄 필요성이 존재한다.

둘째, 해외바이어의 경우운송에 필요한 교통망, 주변

주거단지 유무의 편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 새로운 중

고자동차 물류단지 건설 시 주변 교통망 재정비, 해외바

이어들을 위한 인근 주거단지 조성 등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부지보다넓은부지의사용으로매집대상차량을

전국적으로많이확보해해외바이어의선택권을늘일필

요가 있다.

셋째, 중고자동차수출및운영에대한제도적인개선

및 완화가 필요하다. 현재 운영 중인 중고자동차 수출업

체들의 경우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무허가 등 불가피하게

불법적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새로운 중고

자동차 물류단지를 통해 법과 제도에 문제점이 없는 원

활한운영이될수있도록중앙정부및지자체의개선및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허위매물 등 중고자동차 거

래사기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IT시스

템의 경우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래

산업에서필수적인 IT시스템의도입으로품질제고, 정확

한정보제공등을통해중고자동차산업관련인식의개

선 및 신뢰성 회복이 필요하며 선진화된 중고자동차 물

류단지를 건설해 경쟁력을 제고시켜야한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으로는 기존 중고자동차 단

지 운영방안에 대한 조사연구가 미진한 실정에서 향후

중고자동차 관련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다수의 연구자가 집중한 중고자동차 수출

프로세스 효율화 등이 아닌 실제 중고자동차 운영에 대

해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지닌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인천항에만 집중해 전국의

중고자동차 수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으며 많

은 업체가 존재하나 대표적인 업체를 선정해 전체의 의

견을 포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

는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한 다양한 지역과 전수조사를

통해 분석되어야하며 일본과 같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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