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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선사가 기항노선의 주요 선정요인으로 컨테이 터미  하역비를 들 수 있으므로, 하역비의 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요하지만 

컨테이 터미 을 상으로 한 활동기 원가분석의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시간을 고려하여 개선된 시간-동인활동기 원가계산

을 바탕으로 컨테이 터미 에서 용 가능한 Conceptual Framework과 원가 리모델을 제시한다. 

핵심용어 : 시간동인활동기 원가, 컨테이 터미 , 컨테이 터미  하역비, 비용분석

Abstract : One of the important factor for port selection is total handling charge(THC) of container terminal, and consequence of that  
the actual cost is vital for variation of THC. However, a great majority of the reported ABC applications have been limited to 

manufacturing and a little has been written on how the ABC approach can be used for logistics company especially for container terminal. 

This study proposes the applicable conceptual framework and cost management model based on Time-Driven Activity-Based Costing 

for container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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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심화된 경쟁  기 상황에서 물량을 지키고 확보하기 

한 노력은 하역비를 낮추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인데, 그 다

면 하역비의 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본 연구에

서는 시간-동인활동기 원가(Time-Driven Activity-Based 

Costing, TDABC)를 컨테이 터미 에 용하여 단순한 직

비와 간 비 할당보다는 하역을 해 거치게 되는 활동에 근

거하여 비용을 더 잘 할당하고 원가측면에서의 터미 의 효율

성에 한 정보를 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효율성 개선을 

한 구체 인 리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 략)‥‥.

1.1 문헌연구

제조업에서는 활동기 원가(Activity-Based Costing)를 이

용한 원가계산에 한 연구를 발 시켜왔지만 컨테이 터미

을 상으로 한 원가분석의 연구는 미미하다(Luo, 2009). 정

명환, 곽재원, and 심호석(1998)은 컨테이 터미 의 업무를 

세분화 하지 않고, 원가를 선사별로 배분하여 원가시스템을 

구축하 다. Wiegmans(1999)는 컨테이 터미  하역원가 체

계를 규정하 고, Luo(2009)는 컨테이 터미 의 비용 구조를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하고 비용 리 모델을 제시하 으며 

Yard Activity를 상으로 Case Study를 하 다. Ryu, Ahn 

and Yoon(2011)은 컨테이 터미 의 주요활동들을 On-Dock

과 Off-Dock으로 구분하여 분석‥‥( 략)‥‥.   

1.2 시간-동인활동기 원가계산 모델의 이해

Kaplan과 Anderson (2007)은 활동기 원가계산의 도입을 

포기하거나 기피하게 하는 요인을 략 3가지로 구분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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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 는데, 첫째는 조직 내 활동을 측정하는 과정 자체가 많

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는 데에 비해 취합된 정보의 정확성

이 낮다는 이고, 둘째는 활동기 원가계산을 해 필요한 

활동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 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

고 유지하는 데에 ‥‥( 략)‥‥.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시

간 요소와 련된 2개의 지표 측정만으로 활동별 원가를 계산

해 낼 수 있고 더불어 조직 내 자원 활용의 효율성까지 분석

할 수 있는 시간-동인활동기 원가계산을 제안한 ‥‥(

략)‥‥.

• 단  시간당 비용: 총 원가집계액 / 총 근무시간

• 활동당 총원가: 활동당 단 소비시간×단  시간당 비용

× 총 활동량(건수) ‥‥( 략)‥‥.

1.3 연구의 목

본 연구는 시간-동인활동기 원가계산의 개념과 구성요인, 

용과정을 연구하고 Conceptual Framework을 제시하며, 실

제 컨테이 터미  운 데이터로 시간-동인활동기 원가에 

따른 원가 리모델을 산출‥‥( 략)‥‥.

1.4 연구의 범

컨테이 터미 은 표 화된 컨테이 를 취 하는 특성으로 

부분의 하역이 기계장비로 이루어지고 터미 운 시스템

(TOS)에서 이러한 하역장비의 개별 컨테이  작업처리시간

을 수집하고 있으므로, 활동당 단 소비시간은 쉽게 구할 수 

있다. ‥‥( 략)‥‥.

2. Conceptual Framework

본 연구에서는 기존 컨테이 터미  상 ABC연구에서 분

류하고 제시하 던 업무기반 활동( , 양하, 하 등)를 하역

장비  운 방식으로 세분화하여 제시‥‥( 략)‥‥.  

Fig. 3 Time Relation Chart for Terminal Activities

3. 원가 리모델

컨테이 터미 에서 운 되는 주된 활동을 선박, 야드, 게

이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시간-동인활동기 원가의 원

리와 터미 의 활동 동인을 분석하여 원가 리모델‥‥(

략)‥‥.

4. 결  론

컨테이 터미 에서 활동을 구분하 고, 시스템에 의하여 

수집된 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동인활동기 원가계산의 

개념을 용하여 Conceptual Framework을 제시하 다. ‥‥

(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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