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22, No. 9, September 2019(pp. 1055-1068)
https://doi.org/10.9717/kmms.2019.22.9.1055

1. 서  론

최근 컨테이너 화물 운송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

라 20,000TEU 이상을 운송할 수 있는 초대형 컨테이

너 전용 선박이 출현하면서 컨테이너 선박의 대형화

가 더욱 진전되고 있다[1]. 이와 같은 국제 해상운송 

환경의 변화로 인해 컨테이너 선사가 화물 운송을 

위해 보유해야 하는 공 컨테이너의 보유량이 급격하

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 선사는 공 

컨테이너 용기 및 관련 기기의 구입과 임대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이러한 관련 장비의 사용 및 관리에 

많은 부대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컨테이너의 화물적재효율의 정량화를 위한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2].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수출입 

국가들 간의 수출입 불균형이 부각되어지면서 자연

스럽게 공 컨테이너가 남아도는 상황이 급격하게 증

가하게 되었다. 공 컨테이너는 전략적으로 배치되는 

경우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지

만, 공 컨테이너를 운송․회수․보관할 때 소요되는 

대부분의 시간은 선사의 수익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

용하고 있다[3].

이러한 컨테이너의 보편화로 인해 공 컨테이너에 

관련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 컨테이너 임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IT기술

을 활용한 임대 사이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

었다. 미국의 시장조사기업인 451리서치에서 발표한 

컨테이너 시장 규모에 관한 전망에 따르면 2016년의 

전 세계 컨테이너 시장의 규모를 7억 6,200만 달러로 

집계했으며 앞으로 2020년까지 매년 40%씩 늘어나 

2020년에는 2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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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컨테이너 시장이 앞으로도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자연스레 컨테이너의 량이 늘

어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공 컨테이너의 량 또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에 더해, 각 나라마다의 수출

입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공 컨테이너의 회수 및 보관 

문제가 더욱 부각되어지고 있어 컨테이너 선사들의 

컨테이너 수요에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 컨테이너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를 토대로 공 컨테이너 임대 

서비스를 해주는 웹 사이트를 개발 하고자 한다. 이

러한 공 컨테이너에 관한 웹 사이트 개발을 통하여 

공 컨테이너 임대 및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공 컨테이너 관련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비용도 줄이고자 한다.

2. 본  론

2.1 컨테이너의 유통과정

보통 컨테이너는 크게 LCL(Less Then Container

Load) 컨테이너, FCL(Full Container Load) 컨테이

너, 공 컨테이너의 3가지로 분류되어 유통 및 관리되

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먼저 LCL 컨테이너의 유통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수입 컨테이너 중 LCL화물은 현재는 터미널 CFS

(Container Freight Station) 또는 ODCY(OnDock

Container Yard) CFS로 우선적으로 배정되고 있다.

터미널에서 반출된 컨테이너는 CFS로 이송되어 컨

테이너로부터 화물을 인출한다. 세관으로의 업무보

고는 화물이 CFS 창고에 입고된 후 이루어지고 있

다. 통상 화물의 물품은 수입신고, 통관 작업이 이루

어진 다음 인출할 수 있게 되며, CFS에서의 적출이 

완료되어진 컨테이너는 공 컨테이너화가 되어 수출

을 위해 바로 송화주의 문전으로 가게 된다.

다음으로는 FCL컨테이너의 유통 과정에 대해 설

명하고자 한다. FCL컨테이너는 LCL 컨테이너와는 

다르게 따로 CFS적출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수화

주의 문전으로 이송되어 지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CY(Container Yard)에 보관했다가 바로 수화주의 

문전으로 이송된다. 그 후 화물이 반출되어져 공 컨

테이너화가 되고 그 수화주가 바로 송화주가 되거나 

인접지역의 수화주가 송화주가 되어 재수출을 준비

하게 된다. 또는 수화주의 문전에서 화물 반출이 완

료된 공 컨테이너가 다시 CY에 회수되어 보관되어 

지다가 필요에 따라 재수출을 위해 또 다른 송화주의 

문전으로 가게 된다. 이러한 공 컨테이너 운영 관리

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된 비용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지역 간 공 컨테이너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

형으로 인해 공 컨테이너 배송 시스템에는 필연적으

로 균형 물동량(Balancing Flow)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균형 물동량을 재배치하기 위한 재배치 비용

이 발생한다.

둘째, 각 지역 또는 데포별 공 컨테이너 수요 및 

공급의 변화와 불확실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서는 데포에 적정한 수준의 재고를 유지해야 하는

데 이를 위한 재고유지 비용이 발생한다.

셋째, 갑작스러운 선박 운항 스케줄 변경이나 재

배치 계획 시의 지역별 수요 및 공급 예상 또는 예측

의 부정확으로 인해 필요한 시기에 공 컨테이너가 

공급되지 못할 때, 단기 임대 할 경우의 단기 임대비

용이 발생한다.

해운선사의 공 컨테이너 관리 업무를 살펴보면,

담당자는 모든 지역의 영업부서로부터 화물 선적 예

상량(Booking Prospect, B/P)을 접수하고, 이를 바탕

으로 장래 특정 시점의 화물수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컨테이너 보유수량

(Standard GroundPool, S.G.P)을 사정한다. 그리고 

각 지점별 재고 현황을 파악하고 예상되는 공 컨테이

너의 유출과 유입을 고려하여 지점별 공 컨테이너 

재고를 예상한다. 이와 같은 지점별 보유수량, 예상 

재고, 그리고 이송시간을 고려하여 공 컨테이너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선박 스케줄과 여유 선복을 확인하

여 재배치 계획을 세운다. 만일 자사 소유의 공 컨테

이너를 사용하여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단기 임대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이 때 담당자는 임

대회사가 공급할 수 있는 컨테이너 수량, 계약 기간,

계약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량을 단기 임대하

여 재배치한다. 한편, 각 지역의 영업 관련 부서에서 

공 컨테이너 재배치 및 임대를 요청할 경우 담당자는 

이를 반영하여 재배치 및 임대 계획을 수립한다. 담

당자가 공 컨테이너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재배

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통상 

2-4주 전에 수급계획이 수립되고 늦어도 1주 전에는 

모든 재배치 및 임대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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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해운선사의 공 컨테이너 운영 관리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화물 운송 전략은 각 지역에서 화물 

운송의 결과로 발생하는 공 컨테이너의 공급량과 해

당 지역의 화물 운송 요청으로 인한 공 컨테이너 수

요량이 일치하면 된다. 또한 화주의 공 컨테이너 요

청시기와 화물 운송 완료로 공 컨테이너가 발생하는 

시기가 일치하여 수입업체에서 회수되는 공 컨테이

너가 바로 수출업체로 이동하여 완벽하게 수요와 공

급이 균형을 이루어 추가 임대나 데포에서의 재고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경우이다. 그러나 실

제 화물 운송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지역 간의 공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지역 내에서

도 수요와 공급이 매 시간마다 변화함으로 현실적으

로는 어렵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자사 컨테이너와 임대 컨테이너를 적절히 사용하여 

수급 조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6].

2.2 공 컨테이너 리포지셔닝

앞서 언급했던 공 컨테이너의 운영에 관련된 비용

을 줄이고 공 컨테이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나타난 것이 바로 공 컨테이너 리포지

셔닝이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공 컨테이너 리포지

셔닝에 대해 알아보고 공 컨테이너의 재배치 방법 

및 기존의 리포지셔닝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공 컨테이너 리포지셔닝(Container Reposi-

tioning)은 공 컨테이너(Empty Container)를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는 선사의 자산이며 비용이기도 하다. 앞에

서 언급했듯이 대개 각 해운선사들은 일정량의 자가

(선사 소유) 컨테이너와 리스(돈 내고 빌림) 컨테이

너를 운용한다. 하지만 그 컨테이너들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산이 아닌 비용이 

된다. 또한, 보통 각 나라마다 수입과 수출이 일정하

지 않다.

예를 들어, A국의 주 수출품은 광물인데 주 수입

품이 일반화물이라면 A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는 

많으나, 나가는 컨테이너는 적을 것이다. 이렇게 되

면 흔히 말하는 공 컨테이너가 쌓이게 되며, 그것은 

곧 관리비용으로 직결된다. 하지만 B국에서의 상황

은 이와 반대의 경우라면, 컨테이너가 항상 부족하게 

된다. 이 때, 선사들은 컨테이너가 부족할 때 마다 

공 컨테이너를 매번 구입하거나 리스하기에는 무리

가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A국에 쌓인 공 컨테이너

를 B국으로 이동시키거나 혹은 그 거리가 너무 멀어 

효율이 떨어진다면 인근의 공 컨테이너를 해당 지역

으로 보내는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물론, 이해하기 쉽게 단순히 A국과 B국을 비교하

여 설명했지만 의심할 여지없이 이 과정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럴 경우에 선사들은 가

장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공 컨테이너를 공급할 방법

을 찾아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공 컨테이너 리포

지셔닝’ 이라고 한다.

2.3 기존의 리포지셔닝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이러한 공 컨테이너 리포지셔닝(Container Repo-

sitioning)은 각 나라마다 무역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컨테이너의 과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아이디어이다. 하지만 기존의 공 컨테이너 리

포지셔닝 관련 연구에서는 그저 공 컨테이너 이송을 

최소화하여 공 컨테이너 재배치 관련 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는 공 컨테이너 재배치에 관련된 비용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기존의 공 컨테이너는 화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많은 공간을 차지하여 공간 및 재배

치 관련 비용 및 운영에 낮은 효율성을 보이며, 불필

요한 재배치 과정으로 인해 재배치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등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따라서 최근에

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공 컨테이너 재배치에 

관련된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새로운 방안으로 

기존의 공 컨테이너와 규격은 동일하지만 형태에 변

화를 준 접이식 공 컨테이너에 대한 개발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7,8].

접이식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자체를 기계 또는 인

력을 이용하여 접고 펼 수 있는 컨테이너를 말하며,

컨테이너 제조사에 따라 다양한 작업방법 및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접이식 공 컨테이너는 기존의 

컨테이너에 비해 양·적하 작업의 간편화를 통한 비

용 절감과 동시에 컨테이너 이용률을 향상시킬 것이

다. 또한, 공 컨테이너 수송을 위한 컨테이너 선박 

항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최근 큰 이슈로 부각되

고 있는 선박의 탄소 배출량 감축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접이식 

공 컨테이너의 초기 상용화가 실패했던 이유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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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직접 컨테이너의 연결부분을 떼어내는 작업을 

함으로써 작업의 위험성, 분리된 부분의 도난 위험

성, 작업시간 증가 및 일반 공 컨테이너 대비 높은 

컨테이너 생산 비용 등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는 컨테이너 제조사들의 끊임없는 기술 개

발로 인해 위의 문제들을 보완하여 상용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을 마친 상태이다. 예를 들어, 로테르

담의 Cargoshell 사가 제안한 접이식 컨테이너는 대

량 생산을 위한 표준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섬유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기존 철재 컨테이

너에 비해 25% 경량화 되었으며, 기계로 하나의 접

이식 컨테이너를 접는데 30초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3. 공 컨테이너 임대사이트 설계

3.1 국내⋅외 임대 사이트와 개발의 필요성

해외에서 운영 중인 컨테이너 임대 사이트 대부분

은 컨테이너 매매, 컨테이너 임대(장기 또는 단기),

컨테이너 개조 등의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

고 컨테이너 임대 및 판매, 철도(레일) 임대 및 판매,

컨테이너 장비 및 각종 장비 판매 등의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다. 이들 회사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들은 

이러한 절차들을 순수하게 온라인상에서 해결이 가

능하도록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컨테이너 임

대 사이트와 그 사이트의 제공 기능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일반 및 특수 컨테이너 제작 및 판매, 컨

테이너 임대(장기 또는 단기), 중고 컨테이너 매매,

스마트 컨테이너 서비스(위치 서비스), 컨테이너 장

치 판매 서비스 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들

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이러한 서비스들을 순수하게 

온라인으로 서비스들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

화상이나 메일로 오프라인 상에서 서비스들을 제공

받기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들이다.

따라서 해외 사이트들과 국내 사이트들의 차별되

는 특징으로는 해외 사이트들은 컨테이너 임대 서비

스 절차를 모두 온라인상에서 진행이 가능하지만 국

내 사이트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주요기능

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그 기능으로는 크게 다음과 

같다. 먼저 간단한 사이트 소개 및 제공 서비스 소개,

그 이후로 각종 임대 선사의 보유 컨테이너 관련 정

보 제공, 그리고 컨테이너 임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회원가입 및 로그인 기능, 그에 따른 임대 컨테

이너의 정보 제공 서비스, 온라인으로 컨테이너 주문

기능, 해당 기능을 이용하기 위한 주문 조건 제공(컨

테이너 종류, 수량, 비용, 대여 조건, 대여일, 반납일,

담당자 정보 등을 제공), 그리고 해당 회원의 현재 

주문 현황 제공(주문처리 상태, 주문 정보 등)을 제공

하고자  한다.

3.2 개발 환경 구축 및 운영 환경 구축

본 논문에서는 실제로 임대 사이트를 구동하기 위

한 개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가기에 앞서 개발환경과 

운영환경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우선 개발환경은 

OSX운영체제와 window 7 운영체제 위에서 구축하

고 개발 및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자바가상머신(Java

Virtual Machine) 상에서 동작하는 자바 웹 프로젝트

(Web-Project)이기에 어떤 OS위에서도 동작하기 

때문에 개발환경으로써 문제가 없다. 대표적인 자바 

개발도구인 이클립스(Eclipse)를 이용하여 개발하였

으며, 웹의 디자인 등을 담당하는 프론트엔드(Front-

End) 라이브러리(Library)로는 bootstrap을 사용하

였고, 서버 처리를 담당하는 백엔드(Back-End)의 프

레임워크(Framework)로는 자바 Spring 프레임워크

를 사용하였으며, 실제 항만의 컨테이너 수를 받아오

기 위한 크롤링(Crawling) 라이브러리로는 jsoup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원활히 하

기 위해서는 MyBatis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웹

을 동작시킬 웹 서버 프로그램으로는 톰캣(Tomcat)

서버를 사용하였다. 프론트엔드 기술로는 HTML5,

CSS3 ,JavaScript(JQuery)을 사용하였으며 백엔드 

기술로는 Java를 사용하였다. 데이터를 저장할 저장

소인 데이터베이스로는 MySQL를 사용하여 QUERY

를 통해 웹 서버와 통신하며 데이터를 저장하고 꺼내

오는데 사용하였다.

운영 환경은 PC환경에서 포트포워딩(Port For-

warding)을 하여 직접 웹 서버로 가동시키고 24시간 

운영하기엔 트래픽에 의한 부하의 위험이 따르므로 

24시간 동작시키면서도 부하를 줄일 웹 서버로써 아

마존 퍼블릭 클라우드(AWS)를 사용하였다. 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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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는 원격으로 해당 서버를 임대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일정용량 이하는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포트포워딩과 IP, 도메인 서비스도 무료로 제

공한다. 운영서버의 운영체제로 Ubuntu 리눅스 서버

를 사용하였으며 putty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격으

로 할당받은 서버를 제어하였다.

추가적인 작업으로 임대 서버를 개발환경과 같이 

만들어 줄 수 있게 apt-get 패키지 관리자(package-

manager)를 이용하여 MySQL과 Tomcat 그리고 개

발환경의 이클립스 프로그램에서 개발을 완료하고,

그렇게 하여 war 프로젝트 파일이 나오게 되고, 이렇

게 나온 war파일을 해석할 수 있게 jdk (Java-devel-

opment-kit)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개발환경에서 데

이터베이스 백업파일과 war프로젝트를 임대서버로 

옮기기 위해 파일질라 클라이언트(FileZilla Client)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각 임대서버의 Tomcat서버

와 MySQL에 복원시켰다. 이렇게 복원 시킨 상태에

서 Tomcat 웹 서버를 가동시키게 되면 외부의 사용

자들이 아마존이 제공하는 도메인으로 접속했을 때 

웹 사이트로 접속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3.3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는 Fig. 1과 같이 구성되며,

대략 모든 회원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회원정보 테

이블과 회원이 주문한 주문내역에 대한 정보를 저장

하는 주문정보테이블, 날짜별로 컨테이너 보유수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컨테이너 정보 테이블로 구성

되어있다. 각 테이블의 구성요소로는 회원정보 테이

블에는 고객이 입력한 문자열 타입(varchar type)의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를 저장한다. 주문

정보 테이블에는 주문을 신청한 사용자의 아이디, 컨

Table 1. Development Environment

Operation System Windows 7, OS X

CODE Java, JavaScript

Development Environment Eclipse

Framework/Library

- Application Framework Spring

- FrontEnd Framework bootstrap

- Persistence Framework MyBatis

- Web Crawling Library jsoup

Database system MySQL

HTTP Web server Apache Tomcat

Virtual server Amazon Web Service (AWS),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EC2)

Fig. 1. Design about Structure of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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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너 종류, 수량, 대여 날짜, 반납 날짜, 받을 주소,

기타 요청사항, 담당자 이름,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

자 회사, 담당자 이메일과, 주문 상태에 대한 정보를 

관리한다. 수량과 주문번호는 숫자타입(Integer Type),

빌릴 날짜와 반납 날짜는 날짜 타입(Date Type)으로 

저장되며, 아이디와 컨테이너 종류, 받을 주소, 기타 

요청사항, 담당자 이름,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회

사명, 담당자 이메일, 주문 상태는 문자열 타입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컨테이너 테이블은 컨테

이너 사이즈 및 종류를 식별하는 인자를 이용하여 

20FT 일반컨테이너, 40FT 일반컨테이너, 20FT 접

이식컨테이너, 40FT 접이식컨테이너, 냉동 컨테이

너, 탱크 컨테이너로 종류별로 날짜별 회사의 보유수

를 관리하는데 사용되며 사용자가 컨테이너 임대를 

신청하면 신청한 수만큼 테이블의 보유수에서 감산

된다.

다음으로 해당 테이블들의 MySQL 쿼리문과 구

조는 Fig. 2와 같다.

다음으로 자바 데이터 전송 객체인 DTO(Data

Transfer-Object) 객체들은 아래의 구조와 같으며 

Fig. 3과 같이 구성된다.

여기서 정의된 객체는 3개로 ProfileDto, Order

Dto, ContainerDto가 있으며, 각각 객체별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ProfileDto객체는 회원의 가입 정보

를 입력받거나 가입한 정보를 수정하거나 중복된 아

이디를 검증하기 위하는데 사용된다. OrderDto객체

는 회원의 주문정보를 받거나 주문취소, 남은 수량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주문검증 등에 사용된다. Con-

tainerDto는 현재 회사의 컨테이너 수량과 날짜별 컨

테이너 수량 확인에 사용된다.

4. 컨테이너 임대 사이트 개발

총 10개 이상의 페이지로 구성되며 기본 index 페

이지, 회원가입페이지, 로그인페이지, 임대주문페이

지, 주문확인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등으로 구성된

다. Fig. 4는 페이지의 구성을 보여주기 위해 페이지

파일구조와 url을 나타낸 것이다.

4.1 고객 프로세스

고객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회사의 소개와 회사

에서 제공하는 공 컨테이너 임대 서비스의 종류(드

라이 컨테이너, 냉동 컨테이너, 탱크 컨테이너 등)를 

확인 할 수 있다. 임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회원가입 페이지

를 방문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아이디를 만들고 

로그인 페이지를 방문하여 생성한 아이디를 이용해 

로그인하면 임대 주문이 가능하다. 임대주문을 하려

면 원하는 컨테이너의 수, 임대일 등을 기입하여야하

여 임대 주문 접수를 할 수 있다. 주문 내역은 mylist

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임대 주문 전에 my-

list페이지에서 항만의 컨테이너 현황을 확인하여 임

대 주문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접수

를 하더라도 임대 주문을 완료한 것이 아니며 관리자

가 접수를 허가하여 “접수완료” 상태가 되어야 정상

적인 임대 서비스가 제공되며, 만약 접수를 취소하고 

Fig. 2. Structure of Database.

Fig. 3. Object of Java DTO. Fig. 4. Page on Web site of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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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을 시에는 임대하고자 하는 시작 날짜가 지났거나 

“접수완료“ 상태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접수 취소가 

가능하다. Fig. 5는 고객과 관리자의 관리 프로세서

를 나타낸 것이다.

4.2 관리자 프로세스

Fig. 5는 관리자의 주문허가 과정이다. 관리자는 

임대 주문이나 관리자 자신의 임대 주문 목록을 확인

할 수 없다. 대신에 관리자는 관리자만의 주된 업무

로서 홈페이지에 가입한 모든 회원의 정보와 모든 

고객의 주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고객

이 임대 접수를 하면 고객이 신청한 컨테이너 임대 

주문사항을 확인하고 접수 허가하여 주문 상태를 

“접수완료” 상태로 만들어 정상적인 임대 서비스를 

받게 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이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

를 잊어버릴 시에 고객 정보를 확인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아줄 수 있으며 고객의 주문이 “접수

완료” 상태일 지라도 고객과의 협의를 마친 후 관리

자 페이지에서 해당 주문을 강제로 취소할 수 있다.

4.3 컨테이너 임대 사이트 각 기능

컨테이너 임대사이트는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

와 회사가 어떤 종류의 컨테이너를 제공해 주는지 

알려주며, 주된 목적은 온라인으로 컨테이너 임대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회원가입 

기능과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고 고객이 주문내역을 

확인하고 취소하는 기능 또한 제공하며 임대하기 전

에 항만의 컨테이너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표로 띄

워주는 역할도 한다. 마지막으로 고객이 주문 접수를 

하여 관리자가 그 내역을 판단하고 허가하여 실제로 

임대일이 다가오면 해당 컨테이너를 대여해줄 수 있

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4.3.1 회사 소개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대한 기본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은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TM Container 단어를 마우스로 

클릭하여 index-brand페이지로 넘어가면 Fig. 7이 

화면에 표시되며 다른 컨테이너 임대 회사에 비해 

자사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Rent

Container 단어를 클릭하여 Fig. 8은 컨테이너 임대 

Fig. 5. Processor about Client & administrator.

Fig. 6. Page of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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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하는 컨테이너의 종류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페이지 하단에는 전화번호와 주소

정보가 표시되며, 이를 통해 고객이 문제가 생기면 

회사로 문의 할 수 있다. 이처럼 고객이 컨테이너 주

문 전에 확인하기 위한 기본사항에 대한 설명을 인터

넷으로 제공한다.

4.3.2 컨테이너 임대기능

로그인 상태에서 order버튼을 클릭하면 Fig. 9와 

같이 임대페이지에 진입하게 되며 수량, 대여일, 반

납일, 받을 주소, 담당자이름, 담당자전화번호, 담당

자회사, 담당자이메일, 기타사항을 입력하여 submit

버튼을 누르면 주문이 접수된다. 그러나 해당 날짜에 

회사에서 해당타입의 컨테이너가 보유수가 부족할 

경우 Fig. 10과 같이 에러메시지를 띄워주며 다시 입

력받게 된다.

4.3.3 주문확인, 취소 및 항만의 컨테이너 현황 확인

Fig. 11와 같은 로그인 상태에서 mylist 버튼을 클

릭하면 Fig. 11과 같이 나의 주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된다. 이곳에서 고객 자신이 여태 

주문한 모든 사항을 표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고객

이 주문을 했지만 일정이 변경되어 해당 주문을 취소

하고 싶다면 임대일이 지났거나 주문 상태가 접수완

료 된 상태가 아니라면, 표 내부의 취소버튼을 이용

하여 해당 주문을 취소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가입

한 아이디의 비밀번호 또는 전화번호 변경하고 싶으

면 Fig. 12의 해당 항목의 입력 값을 원하는 값으로 

변경하고 “회원정보 바꾸기“ 버튼을 클릭하여 자신

의 회원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Fig. 7. Page of index-Brand.

Fig. 8. Page of index-Rent.



1063공 컨테이너 리포지셔닝 사이트 개발에 대한 연구

4.3.4 관리자 권한으로 전체회원 파악 및 주문정보 

확인

로그인 페이지에서 특정 아이디와 특정 비밀번호

를 입력하면 관리자만의 페이지로 접근이 가능해지

며, 일반 고객과는 달리 Fig. 13과 같이 ‘adminlist버

튼’이 표시되며 관리자 페이지로 접근할 수 있다. 이

곳에서 관리자는 Fig. 14와 같이 모든 회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Fig. 15와 같이 고객들의 모든 주

문정보를 확인 할 수도 있다. 또한 이곳에서 관리자

가 주문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고객의 주문 상태를 

접수에서 접수완료 상태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써 

실질적인 임대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고객

의 문의가 들어올 시에 고객이 취소할 수 없는 주문

에 대해 강제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4.3.5 항만의 컨테이너 현황 확인

Fig. 16은 mylist페이지에서 하단에 부산 신항만

의 각 선사별 컨테이너 보유 개수를 실시간으로 출력

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고객이 현재 항만의 컨테이너 

부족사항을 확인하여 컨테이너 부족사항을 예측하

여 임대할건지 아니면 컨테이너가 과다하게 많이 남

는 선사의 컨테이너를 임대할 건지 선택하는데 도움

을 준다. 만약 대다수의 선사들이 컨테이너가 부족한

데 특정 1,2개 선사의 컨테이너 수가 과다하게 남는

다면 항만 밖의 컨테이너를 무리하게 임대해 올 필요 

없이 해당 선사의 안전재고 대역안의 남는 컨테이너

를 임대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육상의 컨테이너의 

이동이 줄어 교통체증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

으로 해당 항만의 전체 컨테이너(총 선사들의 컨테

이너 수)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임대를 하거나 수

출을 위해 빈 컨테이너를 다른 곳에서 수입해오는 

상황을 줄이게 되며, 전체 컨테이너 리포지셔닝 비용

이 줄어들게 된다. 이로써 항만 전체의 컨테이너를 

Fig. 9. Rental page of contaner.

Fig. 10. Insufficient Container Error Message.

Fig. 11. History of member's order.

Fig. 12. Change of member'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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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현황에 맞게 완만하게 보유하는 것이다. 이는 개

인 선사만의 이익만이 아니라 항만 공동체의 공익이

라 할 수 있다.

4.4 그 외 동작하는데 도와주는 필요 코드

Fig. 17은 로그인 및 로그아웃을 위해 필요한 자바 

컨트롤러 코드이며 사용자가 로그아웃 및 로그인 버

튼을 눌렀을 때 작동하며 로그인시 사용자가 입력한 

id와 password를 데이터베이스의 회원정보 테이블

에 있는 id와 password와 비교하여 일치하는 게 있

으면 로그인되었음을 인증해주는 세션(Session)을 

발급하고 일치하는 것이 없으면 다시 입력받게 한다.

그리고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면 발급받았던 세션이 

만료된다.

Fig. 13. index page of admin.

Fig. 14. Member's information.

Fig. 15. Ord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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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Controller code of Log in and out.

Fig. 18은 신항만 사이트로부터 실제 공 컨테이너 

수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와 배열리스트의 형태로 저

장하고 사이트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드이다.

또한 사용자의 주문정보를 보여주는데 도움을 준다.

Fig. 19는 사용자가 입력한 주문정보를 토대로 컨

테이너를 임대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주고 가능하다

면 주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의 주문정보 테이블에 

저장하고 컨테이너 테이블의 컨테이너 보유수를 업

데이트 해주도록 하는 코드이다.

Fig. 20과 Fig. 21은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전달

하는데 도움을 주며 회원가입, 로그인, 수량확인, 주

문서작성, 컨테이너 수 업데이트, 주문정보 확인, 수

정페이지 확인, 회원정보 수정, 주문취소, 모든 회원 

정보 확인, 모든 주문 정보 확인, 고객주문 승인들의 

기능에 도움을 준다.

5. 임대 사이트 파급 효과

본 논문의 공 컨테이너 임대 사이트의 웹 사이트 

개발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공 컨테이너를 

Fig. 16. Container Retention Status at Port.

Fig. 18. Number of possession of Empty container crawling and ordering information code at New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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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자 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해당 웹 사이트를 

통하여 보다 빠르게 공 컨테이너 정보를 구할 수 있

으며, 공 컨테이너의 종류와 주문수량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필요한 공 컨테이너에 관한 정

보를 제공받아서 해당 공 컨테이너를 구하는 입장에

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고, 공 컨테이너 임대

에 관한 계획을 보다 정확하게 수립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수량의 공 컨테이너를 온라인으로 주문하여 

해당 주문을 되도록 즉각적으로 결제하고 바로 어디

에서 어떻게 받아서 임대를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주문을 통하여 어렵게 임대하던 방식이 아닌 보다 

편한 방식으로 주문이 가능하게 되어 시간절약의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주문한 정보들을 확인

이 가능하도록 하여 어떤 공 컨테이너를 주문하였고,

어떤 공 컨테이너를 제공 받는지 로그인만 하게 된다

면 사이트 내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하여 여러 가지 

서류들을 보고 확인하는 절차도 생략이 가능하다. 또

한 기존의 계약을 통하여 임대를 할 때, 임대하는 날

짜 이전이라면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로 인하

여 취소하거나 변경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

지만 본 논문의 임대 사이트 개발을 통해 주문을 취

소하고 다시 재주문을 가능하게 되고 주문 변경을 

보다 쉽게 하여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도 대처를 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공 컨테이너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공 컨테이너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정보를 통

해 공 컨테이너를 구매할 수 있는 고객층들을 보다 

넓게 확보를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정보의 공 컨테이

너와 관련한 업무 부분을 본 논문의 임대 사이트를 

통해서 공 컨테이너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하여 공 컨테이너의 

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수출입 불균형

으로 발생하는 공 컨테이너 관련된 비용들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6. 결  론

본 논문은 공 컨테이너의 불균형 및 컨테이너 리

Fig. 19. Controller code of rental container.

Fig. 20. Query code No.1 of MyBa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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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셔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

실을 확인하였다. 공 컨테이너의 사용 주체인 기업의 

경우 공 컨테이너의 불균형으로 인해 공 컨테이너가 

남을 경우, 컨테이너 수리비용 등의 유지비로 인한 

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부족할 경우엔 화물 수출을 

위한 공 컨테이너 임대로 인해 높은 일일 임대료를 

물어야하며, 타 지역 또는 타국에 있는 공 컨테이너

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비용이 따라오게 된다. 이 경

우 해운회사의 재무상에만 타격을 입힐 뿐만 아니라 

육상으로 지역 간 혹은 지역 내에서 컨테이너 재배치

를 할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CO2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까지 유발하게 된다. 더욱 심각

한 것은 공 컨테이너 리포지셔닝의 규모가 해가 지날

수록 컨테이너 물동량이 많아지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통계를 통해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러

한 혼란의 규모는 더욱 더 증가될 것이기에 기업 개

인뿐만이 아니라 항만공동체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

고 심각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공 컨테이너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을 해결해야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공 컨테이너 임대 사이트로 개발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공 컨테이너를 임대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공 컨테이너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 있어서 

필요한 공 컨테이너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

다. 공 컨테이너를 임대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불확실

한 정보들은 최소한으로 하고, 최대한 확실하고 정확

한 정보들을 가지고 공 컨테이너를 임대하여 사용하

고 싶어 한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이러한 과정들을 

비교적 빠르게 진행을 하여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

을 줄 수 있어 화물 수출에 있어서 비교적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다.

둘째, 필요한 공 컨테이너를 온라인으로 바로 주

문이 가능하게 하여 필요할 때 바로바로 받을 수 있

으며, 그로 인하여 시간 절약과 비용도 절약이 가능

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업무의 진행에 있어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며 여러 복잡한 과정들의 생략을 통하

여 작업의 속도를 또한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셋째, 공 컨테이너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비용들에 있어서 절약이 가능하다.

특히 본 논문에서 개발한 사이트를 통해 공 컨테이너

를 임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꺼

번에 관리가 가능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업무의 진행에 있어서 지연을 

최소한 방지하여 더 많은 일처리를 함으로서 많은 

이윤을 추구하며, 고객의 입장에선 보다 좋은 서비스

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넷째. 이러한 효과들을 통하여 공 컨테이너 불균

형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상

황들의 변화로 인해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여 생기는 

배치 문제를 해결하여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중간에 

필요 없는 작업들이 간소화되어 중간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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