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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북중국과 한국을 대상으로 화주의 내륙운송 의사결정 요인과 영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선사와 화주 및 포워더가 항만을 선택할 때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후, 요인분석과 Fuzzy-AHP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항만 물류비용 및 배후지역 접근성, 터미널 운영, 항만입지 및 시설, 항만 
종합서비스, 피더 네트워크가 대요인으로 도출하였다. 집단 간 중요도에 대한 분석결과로서 항만물류 및 배후지역 접근성
이 선사와 화주 및 포워더에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피더 운송비용이 선사에게 가장 중요한 
세부요인인 반면 내륙운송비가 화주와 포워더에게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
하여, 화주의 최대 관심사중 하나가 내륙 운송비 절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항만선택의 결정권이 선사에서 
화주 쪽으로 이전되는 주요요인은 내륙 운송비 절감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Fuzzy-AHP, 내륙운송, 항만선택, 요인분석, 화주에 의한 내륙운송, 선사에 의한 내륙운송

Abstract  In order to identify the factor and effect of shippers' inland transportation decision in North China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determinants of shipping liners, shippers and forwarders when selecting ports 
were extracted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then analyzed using factor analysis and Fuzzy-AHP.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mportance between groups, it can be found that while logistics costs at port and accessibility to 
hinterland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shipping liners, shippers and forwarders. Transportation cost by 
feeder is the most important sub factors for shipping liners. Inland transportation cost is the most important sub 
factors for shippers and forwarders. Through this study, it was recognized that one of the biggest concerns of 
shippers was reduction of inland transportation cost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main factor of 
shifting the decision of the port selection from the shipping liners to the shipper is the reduction of inland 
transportation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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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5년 기준 전세계교역량의 90%,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해상운송을 통하여 처리되고 있으며 해운은 국

제 SCM(Supply Chain Management)의 핵심 연결 고리

로써 안정적인 해운서비스가 제공될 때 원활한 수출입

무역이 가능하다[1]. 해운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살펴보

면 글로벌 선사들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선박

대형화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GTO(Global

Terminal Operator)의 시장점유율확대와생산성향상을

위한항만하역시스템의괄목할변화를시도하고있으며,

항만에서의선박재항시간단축, 서비스품질향상, 운영

비용 절감, 화주의 요구수준 만족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한편, 항만과 터미널 선택에서 화주들의 영향이 커지

고 있다. 내륙운송을 선사가 지정하는 ‘선사 내륙운

송’(Carrier Haulage) 하에서는 선사가 항만을 선택하는

것은 물론, 항만에서 내륙까지의 운송을 담당하게 된다.

반면 ‘화주 내륙운송’(Merchant Haulage) 하에서는화주

가내륙운송을전담하기때문에내륙운송비가저렴한항

만을찾게된다. 즉 공장이나창고에서가장가까운거리

의항만을화주가지정하게된다[2]. 이러한 상황에서화

주의 내륙운송 의사결정의 주요요인과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해외의 경우, ‘화주 내륙운송’(Merchant Haulage)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

직이에대한분석이없는 상태이다 [3,4,5,6,7].이러한 측

면에서 화주의 항만선택기준이 될 수 있는 의사결정 추

세와그요인을분석하는것은향후항만의개발및운영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화주 내륙운송(Merchant Haulage)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지역적인 대상은 컨테

이너환적화물처리에관련이있는우리나라와북중국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의 방법론은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Fuzzy-AHP 방법을 활용한다.

우리나라 및 북중국항만 화주에 대한 내륙운송 비중

조사 및 요인분석을 위해서 한국의 인천항과 부산항, 북

중국의 상해항과 천진항, 청도항, 대련항을 대상으로 컨

테이너 화물에 대한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는 화주의 항

만선택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항만선택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연구의방법론을고찰하며, 4장에서

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이용하여 항만 선택요

인을 선정하고, Fuzzy-AHP를 활용하여 가중치를 산정

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분석내용을중심으로 결론을 맺

는다.

2. 선행연구 고찰
Kuroda 외 2인[3]은 시장이 완벽한 경쟁적 구조라는

가정 하에 선사와 화주의 행동양식모형을 제시하였다.

화주는 각 항만에 화물의 양을 할당하고, 수출항과 수입

항을 선택함으로써 내륙운송경로를 최적화하는 반면 선

사들은선박의크기와항로네트워크를최적화하는데집

중한다고 주장하였다.

Steven 외 1인[4]는 항만생산성, 체선, 기항빈도, 선박

규모, 항만경영을 독립변수로 환적시간, 화물운송료, 항

만규모를 통제변수로 하여 화주의 규모에 따른 항만선

택 모형을 선정하였으며 항만의 생산성, 체선, 민영터미

널운영이항만선택에중요한영향을준다고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각 요인들의 중요성이 화주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는가정하에큰규모의화주들이작은규모의화

주들에 비해 화물운송료보다 운송속도에 민감하다고 분

석하였다. 또한 규모가 큰 화주들은 대체로 항만선택 결

정권을 선사에게 양도하는 반면 규모가 작은 화주들은

직접 항만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Wilmsmeier 외 1인[5]은 항만선택 기준을 제시하였

다. 항만의 인프라 구축, 지리적인 위치, 항만의 효율성,

항만의 상호연결성, 신뢰성, 수용능력, 기항빈도와 내륙

운송 서비스의 비용, 효율성, 항만관리와 행정비용, 가용

성, 기항선사를 위한 전략적인 고려 등이다.

Slack[6]은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화주들과 인터뷰를

통해 항만선택 모형을 연구했다. Ng[7]와 Sanchez 외 2

인[8]은 선사와 화주 및 포워더 관점에서 선호도를 결정

하는 주요한 행동양식을 연구하기 위해서 Likert-Style

설문지를 채택하였다. Tiwary 외 2인[9]은 전통적인 운

송모드선택모형을이용해중국화주의행동을분석하였다.

Yuen 외2인[10]은설문조사와계층분석법(AHP)를 통

해 사용자 관점에서 컨테이너 항만의 경쟁력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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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연구대상은중국과주변국가들이며, 항만사용자를

선사, 포워더(운송주선인), 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항만위치, 항만비용, 항만시설, 선적서비스, 터미널운영

자, 항만정보시스템, 배후지역 접근성, 세관 및 정부규제

의 8가지 대요인들과 19개의 세부요인들을 도출하여 연

구하였다. 연구결과, 항만비용이 선사에게 가장 중요한

요인인반면화주와운송주선인에게는항만위치가가장

중요하다고 분석하였다.

Fremont[11]는 복합운송의 발달과 선사에 의해 발전

된문전운송(Door to Door)은포워더가전체운송을조직

화하는 능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포워더에게는 이롭지

않다고 하였다.

CI(Containerization International)에서는 주기적으로

선사에의한내륙운송과화주에의한내륙운송을다루고

있으며전문가들의인터뷰와대규모의설문을통해서활

발히 논의가 되고 있다[12,13].

최성희[14]는 화주가 항만을 선택할 때 미치는 결정

요인들을항만서비스, 항만시설, 항만입지, 항만비용으로

요인을 도출하여 실증분석 하였으며 광양항을 이용하고

있는화주들이항만비용을중요한요인으로본다고판단

하였다.

양창호 외 4인[2]은 화주의 항만선택은 총비용, 총 운

송시간, 신뢰성(화물 손상 및 도난의 최소화), 공급사슬

의 가시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이상의 국내외 문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볼 때 선

사와 화주의 항만선택을결정하는 요인들로는항만입지,

물동량, 항만비용, 항만종합서비스등이제시되고있으며

화주에 의한 항만선택 결정의 주요인은 항만입지, 항만

비용, 항만물동량, 항만종합서비스외에화주의내륙운송

결정 요인인 공급사슬(SCM) 전략수행, 3PL기업에 물류

아웃소싱, 신뢰성, 가시성, 화주기업의 규모 등이 다빈도

로변수로사용되고있다. 하지만기존의항만선택요인

연구는 대부분 선사(Shipping liner)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며화주(Shipper)에 의한항만선택연구는화주가직

접 항만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대부분 국한되었다. 본 연

구에서는국내에서처음으로화주의내륙운송선택에대

한 조사를 통해 화주의 간접적인 항만선택 요인까지를

포함하며 아울러 화주의 항만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3. 화주의 내륙운송 의사결정 요인분석
3.1 화주의 내륙운송 의사 결정 요인
기존의 선행연구와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화주

의 내륙운송(merchant haulage) 의사결정 주요 원인을

도출하였다.

Criteria Sub criteria
Port

integrated service
Cargo handling capacity, Frequency
abilities of CFS. Custom cleaning service

Port facilities
Port size, Loading and unloading
equipment, Freight damage and demolition
frequency, Port productivity

Location of port Port accessibility, Port recognizability
Logistics cost of

port
Stevedore, Port facilities using fee, Inland
transportation cost,

Accessibility to
hinterland

Transportation cost to hinterland,
Transportation time to hinterland

Feeder network
Transportation costs by feeder. Variety of
feeder network

<Table 1> The factor of shipper’s inland transportation 
decision

3.2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은 북중국과 한

국의 선사와 화주, 포워더, 물류관련 연구자들을 대상으

로 1차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은 <Table 1>에서 언급한 대요인과 세부요인을

7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을 사용하여 설문을 진행

하였다.

1차설문조사는 2017년 3월중순부터 5월중순까지선

사와 화주, 물류전문가와 면담을 실시하고 설문조사의

취지를설명하고설문지를배포하고팩스나이메일을통

하여총 200여부를배포하여 136부를회수하였으며높은

응답률(68%)을 보였다.

회수된설문지가운데항목이누락되었거나측정치의

극단치를보이는불성실한응답 8부를제외하고 12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은 다양한 항만들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선사와

화주의 CEO나 관리자급 이상, 항만종사자, 물류관련 사

업자 중에서 본 연구에 관심을 보이는 대상자를 선별하

였으며직접방문하여회수하거나 FAX, 우편, 이메일등

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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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d Response
Response
rate(%)

Except Available

200 136 68 8 128

<Table 2> First round questionnaire response rate

연구의 요인분석을 위해 설문에 응한 표본의 특성은

선사 43명. 화주 및포워더 78명, 물류전문연구기관 5명

관세사 및 물류관련 종사자를 포함한 2명으로 구성되었

으며, 근무년수는 5년 미만 34명, 5-10년 47명, 10년 이

상 35명, 20년 이상 6명. 30년 이상 6명으로 비교적 경험

이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Position Frequency
Rate
(%)

Years
worked

Frequency
Rate
(%)

Shipping liners 43 33.6
Less than
5 years

34 26.

Shipper and
forwarder

78 60.9
5 years to
10 years

47 36.7

Logistics
Research
Institute

5 3.9
10years to
20 years

35 27.3

Customs,
logistics
workers

2 1.6
20years to
30 years

6 4.7

More than
30 years

6 4.7

<Table 3>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 sample

3.3 화주의 항만선택 결정요인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

분석을 하고 측정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했으며 요인추출

을위하여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요인회전은 각각의 요인 적재치가 높은 변

수의 수를 최소화화는 직교회전(Orthogonal rotation)방

법인베리맥스(Varimax)방법을통해요인을단순화하여

요인들 간의 상호 독립성 검증을 가능하게 하였다[15].

Classification Measures
Cronbach alpha 0.908

The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e
appropriateness

0.781

Explanation power 0.763
Bartlett's
Sphere
Formation
Test

Approximate chi square 854.379

Degree of freedom 0.171
Probability of significance 0.000

<Table 4> Results of explanatory power and reliability 
test of model

19개 변수 모두 공통성이 0.6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설문지 문항의 내적 일관성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Cronbach 알파 검정결과 0.908로 응답의 신뢰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석결과 19개의 측정변수들이 요인분석에 투입되었

<Table 5> Rotated component matrix (factor analysis results)
Criteria Sub criteria

component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Logistics costs at
port and

accessibility to
hinterland

Stevedorage 0.851 0.028 0.286 0.09 0.038
Port facilities using fee 0.846 -0.076 0.003 0.171 -0.019
Inland transportation cost 0.828 0.292 0.069 -0.088 0.146

Transportation cost to hinterland 0.781 0.442 0.054 0.124 0.101
Transportation time to hinterland 0.639 0.412 -0.03 0.128 0.235

Terminal operation

Custom cleaning service 0.108 0.845 0.058 0.33 0.054
Incentive and cost discount 0.342 0.782 0.111 0.037 0.127

Freight damage and demolition frequency 0.184 0.732 0.175 0.111 0.363
Port productivity 0.072 0.556 0.359 0.108 0.467

Port location and
facility

Port recognizability -0.032 0.278 0.824 0.075 0.125
Frequency of ship”s calling 0.164 0.061 0.805 0.126 0.045

Port accessibility 0.363 -0.009 0.694 -0.013 0.298
Port size -0.1 0.088 0.683 0.583 -0.005

Port integrated
service

Loading and unloading equipment 0.081 0.112 0.137 0.825 0.072
Cargo handling capacity 0.19 0.058 -0.081 0.795 0.218
Port intelligence service -0.11 0.457 0.432 0.613 0.124

Management abilities of CFS 0.227 0.306 0.334 0.56 0.187

Feeder network
Transportation costs by feeder 0.032 0.199 0.131 0.181 0.891
Variety of feeder network 0.216 0.211 0.142 0.191 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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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Table 5>에서보는바와같이 5개의요인으로축소

되었다. 1차 설문조사를 통해 요인분석 후 Fuzzy-AHP

분석을 위한 계층구조를 확정하였으며 확정된 계층구조

는 [Fig. 1]과 같다. 요인분석결과요인 1은 하역료, 항만

시설사용료, 내륙운송비, 배후지역까지운송요금, 배후지

역까지 운송시간의 5가지 세부요인으로 그룹핑 되었으

며, “항만물류비용 및 배후지역 접근성”으로 명하였다.

요인2는 통관서비스, 인센티브와요금할인, 화물의손상

및 멸실빈도, 항만생산성의 4가지 세부요인으로 그룹핑

되어 “터미널운영”으로 명하였다. 요인3은 항만인지도,

선박기항빈도, 항만접근성, 항만규모의 4가지 세부요인

으로 묶여져서 “항만입지 및 시설”로 명하였으며, 요인4

는 하역장비, 하역능력, 항만정보서비스, CFS 처리능력

의 4가지 세부요인으로 묶여져서 “항만종합 서비스”로

명하였다. 요인5는 피더운송비용, 피더네트워크의 다양

성의 2가지세부요인으로그룹핑되어 “피더네트워크”라

고 명하였다.

요인분석을실시하기이전선행연구를통해도출하였

던 요인명이 항만종합서비스, 항만시설, 항만입지, 항만

물류비용, 배후지역접근성, 피더네트워크로구분한것과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각각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특성

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의사결정 요인별 가중치 산정
4.1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징
북중국과 한국의 선사와 화주(화주의 대리인: 포워더

포함)를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설문

조사는 [Fig. 1]에서 확정된 변수들의 우선순위 도출과

중요도 산출을 하기 위하여 Fuzzy-AHP에 알맞은 설문

을 구성하여 2017년 6월 7일부터 7월3일까지 북중국의

선사와화주및포워더, 한국의선사와화주및포워더를

대상자로설문을진행하였다. 10년 이상경험이있는전

문가위주로 E-mail, FAX를통하여총 100명에게설문

지를발송하였고, 총76부를회수하였다. 결측값이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2건을 제외한 74부를 분석에 활용하

였다. 설문지회수후 Excel로 직접계산하여결과를도출

하였다.

Sned Response
Response
rate(%)

Except Available

100 76 76 2 74

<Table 6> Second questionnaire recall result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한

국의경우, 응답자는선사 11명, 화주 30명, 포워더 6명으

로구성되었다. 업무경력은 9년 이하 23명, 10년 이상 15

년이하 25명, 16년 이상 20년이하전문가는 14명이었다.

북중국의경우, 선사 12명, 화주 12명, 포워더 3명으로

구성되었다. 업무경력은 21년- 25년 사이가 3명이며 26

년- 29년 4명, 30년 이상이 5명으로 비교적 경력이 오래

된전문가집단으로구성되었다. 설문응답자의기초통계

량을 정리한 표는 <Table 7>과 같다.

Nation Complex
Number of
companies

Year of
working

Number of
People

KOREA

Shipping
liners

11
Less than 9
years

23

Shipper 30 10-15 years 25
forwarder 6 16-20 years 14

North
China

Shipping
liners

12 21-25 years
3

Shipper 12 26-29 years 4
Forwarder 3 More than 30

years
5

<Table 7> Basic Statistics of Survey Respondents

4.2 요인별 가중치 선정
4.2.1 연구방법론 : 퍼지계층분석(Fuzzy-AHP)
본 논문의 분석을 위해 사용한 퍼지계층분석(Fuzzy

–AHP)은퍼지이론과 AHP 분석방법을결합한분석 방

법이다. AHP 분석방법은 다기준 의사결정 문제를 계층

화하고 각 속성의 중요도를 쌍대비교 하여 결정하는 방

법이다[16].

일반적으로 삼각퍼지수(Triangular Fuzzy Numbers)

는 계산이 효율적이고, 자료획득이 용이하여 많이 사용

된다[17]. 퍼지분석은 삼각퍼지수를 활용하여 응답영역

을 결정하고 AHP 방법이 인간의 애매모호한 의사결정

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할 수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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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riangle fuzzy number
위의 [Fig. 2]와같이삼각퍼지수는 (a, b, c)로 구성되

어있다. a, b, c는 분석 할 때 하한, 중앙, 상한의 범위로

표현된다. 수학적 연산 값을 직접적으로 언어적인 수치

로변환하는것에한계가있기때문에언어적인값의범

위를퍼지값으로변환하여야한다[21]. 따라서본연구에

서는 <Table 8>과 같은 삼각퍼지 변환척도를 활용하여

연구를 하였다.

Laarhoven 외 1인[18]은 Fuzzy-AHP방법을제안하고

다양한 분석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Chang[19]의 Fuzzy

확장분석법에 의하면 삼각퍼지수를 퍼지결합치로 변환

하고 가중치를 구할 수 있다고 했다. 본 연구에서는

Chang[19]이 제시한 가중치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Fuzzy-AHP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16,20].

<Table 8> Scales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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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퍼지수의 식이     ≥   

일 경우 확률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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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는  ≥ 와  ≥ 값이 필요하다.

[Fig. 1] Factor of decision making for the inland transportation of ship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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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 수 가 (   )보다 클 확률을

계산하는 식은 아래 식(2)과 같다.

≥







  ≥
and≥

and≥
and

     (식2) 

and≥
 min≥

      

′  min ≥ 을 가정하면

   ≠  여기서 가중치 벡터의 값은

아래 식(3)과 같다.

 ′ ′ 
′ 

′ 
′ 

          (식3)

4.2.2 Fuzzy-AHP의 평가절차
본연구에서 Fuzzy-AHP 적용과정은 [Fig. 3]과같다.

Selection
Criteria

Literature Review Factor Analysis

Questionnaire

Fuzzy-AHP
Method

Establish the triangular fuzzy Number for
attributes

Calculate weight each criteria

Obtain the ranking of importance
attributes

[Fig. 3] Process of the paper

4.2.3 대요인 가중치 산정
가. 화주의 경우

화주의 내륙운송 의사결정 원인과 영향에 대한 대요

인 5개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9>와 같다. 대요인

분석결과는화주는항만물류비용및배후지역접근성요

인이 가중치 0.321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요

인으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터미널 운영이 0.180, 항

만입지및시설이0.197, 항만종합서비스가 0.179, 피더네

트워크가 0.121 순으로 이어졌다. 1위와 2위와의 격차가

큰 것은 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으

로 볼 수 있다. 이는 최성희[14]의 선행연구에서 화주는

항만비용을가장중요한요인으로분석한결과와동일하다.

나. 선사의 경우

대요인 분석결과 <Table 10>과 같이 선사들은 항만

물류및배후지역접근성요인이가중치 0.301로 가장우

선적으로고려해야하는요인으로분석되었으며이는두

그룹의 사용자들 모두에게 중요한 요인이다. 다음으로

항만입지 및 시설이 0.184, 터미널 운영이 0.237, 항만종

합서비스가 0.156, 피더네트워크가 0.119순으로이어졌다.

4.2.4 전체요인 가중치 산정
앞서 분석한대요인 5개의 가중치와 19개 세부요인에

대한 가중치를 토대로 종합한 중요도 평가결과는 다음

<Table 11>과 같다. 화주의 내륙운송 의사결정 요인과

영향에 관한 분석으로 측정요소 간 세부항목의 환산 가

중치와우선순위는화주의경우를먼저살펴보면내륙운

송비용 0.084, 배후지역까지 운송요금 0.075, 피더운송비

용 0.064, 항만접근성 0.063, 화물의 손상 및 멸실 빈도

0.063.항만시설사용료 0.059, 선박기항빈도 0.059, 피더네

<Table 9> Result of criteria about shipper’s inland transportation(Shippers)
F si V(≥) W

F1 0.177 0.270 0.402
F(1)>
F(2)

1.000
F(1)<
F(4)

0.559
F(2)>
F(4)

0.995
F(3)<
F(4)

0.943 0.321

F2 0.122 0.186 0.284
F(1)<
F(2)

0.560
F(1)>
F(5)

1.000
F(2)<
F(4)

1.000
F(3)>
F(5)

1.000 0.180

F3 0.130 0.196 0.295
F(1)>
F(3)

1.000
F(1)<
F(5)

0.377
F(2)>
F(5)

1.000
F(3)<
F(5)

0.758 0.197

F4 0.126 0.187 0.282
F(1)<
F(3)

0.615
F(2)>
F(3)

0.939
F(2)<
F(5)

0.821
F(4)>
F(5)

1.000 0.179

F5
0.108 0.160 0.244

F(1)>
F(4)

1.000
F(2)<
F(3)

1.000
F(3)>
F(4)

1.000
F(4)<
F(5)

0.813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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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의다양성 0.057, 하역료 0.053, 배후지역까지운송

시간 0.051의 측정요소가우선순위항목으로분석되었다.

항만물류 비용과 배후지역 접근성 요인인 내륙운송비,

항만시설 사용료, 하역료 등이 화주들의 항만선택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고유가와 원자재가격 상

승으로인한비용절감을위해기업들은혁신활동을하고

있으며 배후지역까지의 운송요금과 운송시간도 항만에

서발생하는비용을최소화하려는화주들의의지가반영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사의 경우는 피더 운송비용 0.088, 하역료 0.078, 화

물의 손상 및멸실빈도 0.077, 항만시설 사용료 0.070, 내

륙운송비 0.065, 통관서비스 0.063, 항만접근성 0.055, 인

센티브와 요금할인 0.052, 선박기항빈도 0.049, 배후지역

까지 운송요금 0.049의 측정요소가 우선순위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선사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사간의

동맹(Alliance), 선박의대형화로선박건조비와운항비의

단가를 낮추는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수밖에 없으며, 특

히 피더운송비용, 하역료, 항만시설 사용료, 인센티브와

요금 할인 등 항만에서의 비용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향후 화주나화주의대리인은내륙운송비를절감하는

방향으로항만을선택하게될것이고선사는기항항만의

위치가유리한곳에기항하려한다는차이가있지만결국

화주의 선택이 점점 증가되면서 항만기항의 기존요인인

기항지의 유리한 위치조건보다는 내륙운송비가 절감되

는 항만기항이 증가할 것이다.

<Table 10> Result of criteria about shipper’s inland transportation(Shipping liners)
F si V(≥) W

F1 0.165 0.273 0.426
F(1)>
F(2)

1.000
F(1)<
F(4)

0.519
F(2)>
F(4)

1.000
F(3)<
F(4)

0.896 0.301

F2 0.136 0.221 0.360
F(1)<
F(2)

0.789
F(1)>
F(5)

1.000
F(2)<
F(4)

1.000
F(3)>
F(5)

1.000 0.237

F3 0.117 0.188 0.300
F(1)>
F(3)

1.000
F(1)<
F(5)

0.396
F(2)>
F(5)

1.000
F(3)<
F(5)

0.767 0.184

F4 0.107 0.169 0.278
F(1)<
F(3)

0.611
F(2)>
F(3)

1.000
F(2)<
F(5)

0.602
F(4)>
F(5)

1.000 0.156

F5
0.095 0.148 0.247

F(1)>
F(4)

1.000
F(2)<
F(3)

0.830
F(3)>
F(4)

1.000
F(4)<
F(5)

0.871
0.119

<Table 11> Result of Overall criteria about Shipper’s Inland Transportation
Criteria Sub criteria

Shippers Shipping liners
Weight Rank Weight Rank

Logistics costs at port and
accessibility to hinterland

Stevedorage 0.053 9 0.078 2
Port facilities using fee 0.059 6 0.070 4
Inland transportation cost 0.084 1 0.065 5
Transportation cost to hinterland 0.075 2 0.049 10
Transportation time to hinterland 0.051 10 0.040 15

Terminal operation

Custom cleaning service 0.051 11 0.063 6
Incentive and cost discount 0.034 17 0.052 8
Freight damage and demolition frequency 0.063 5 0.077 3
Port productivity 0.032 18 0.046 13

Port location and facility

Port recognizability 0.029 19 0.046 12
Frequency of ship”s calling 0.059 7 0.049 9
Port accessibility 0.063 4 0.055 7
Port size 0.047 14 0.034 17

Port integrated service

Loading and unloading equipment 0.041 16 0.046 14
Cargo handling capacity 0.048 13 0.049 11
Port intelligence service 0.042 15 0.035 16
Management abilities of CFS 0.049 12 0.028 19

Feeder network
Transportation costs by feeder 0.064 3 0.088 1
Variety of feeder network 0.057 8 0.03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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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북중국과 한국을 대상으로 화주의 내륙운

송 의사결정 요인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사와 화

주(화주 대리인: 포워더 포함)가 항만을 선택할 때 미치

는결정요인들을선행연구를통해 19개의변수를도출한

후 요인분석과 Fuzzy-AHP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을 하

였다.

요인분석에서는 19개의 세부요인이 채택되었으며 이

를 다시 5가지 대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요인1 항만물류

비용및배후지역접근성은내륙운송비, 하역료, 항만시설

사용료, 배후지역까지 운송요금, 배후지역까지 운송시간

을세부요인으로, 요인2 터미널운영은통관서비스, 인센

티브와 요금할인, 화물의 손상 및 멸실빈도, 항만생산성

을세부요인으로, 요인3 항만입지및시설은항만인지도,

선박기항빈도, 항만접근성, 항만규모를세부요인으로, 요

인4 항만종합서비스는 하역장비, 하역능력, 항만정보 서

비스, CFS처리능력을 세부요인으로, 요인5 피더네트워

크는피더운송비용, 피더네트워크의다양성으로구성되

었다.

내륙운송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지지 않아 본

연구를수행함에있어서직접적인참고문헌을충분히확

보할 수 없어 유사한 외국 항만 선택모형을 참고하였

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 항만사용자 집단을 선사와 화주

(화주대리인: 포워더 포함) 그룹으로 구분하였으며 그로

인한 각 집단 간의 항만선택결정 세부요인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요인 가중치 산정에서는 선사와 화

주모두항만물류비용및배후지역접근성이가장중요

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전체요인 가중치 산정 결과에 따

르면 피더운송비용이 선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세부요인

인 반면 내륙운송비가 화주와 포워더에게 가장 중요한

세부요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화주의최대관심사중하나가내륙운송비절감이라는

사실을질문과전문가와의인터뷰를통해서뿐만아니라

요인분석과측정변수들의우선순위도출및중요도산출

결과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항만선택

의 결정을 선사에서 화주 쪽으로 넘어가는 주요 요인이

내륙운송비 절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운송비용의 감소, 글로벌 네트워크, 물류서비스 개선, 높

은수준의정보시스템으로국제적인수준의생산성과물

류활동을 원하는 화주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항

만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화주의 내

륙운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급사슬(SCM) 전략이나

3PL 기업에물류아웃소싱, 신뢰성, 4차산업혁명에대비

한빅데이터활용등의다양한변수를활용한분석이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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