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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안해운은 국가 기간 운송망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로운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경제
적인 운송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내 연안해운 중심성 분석을 통해 연안해운 
항로 네트워크의 특성 및 중심성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연안해운의 네트워크의 특성
을 분석할 수 있는 SNA(Social Network Analysis)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전라남도가 In-Degree 및 
Out-Degree 모두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연결 중심성이 제일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매개 중심성은 전남이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으며, 근접 중심성의 경우 강원이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 허브와 권위 중심성 결과 전남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고, 경남, 강원 등의 순으로 높은 중심성이 도출됐다. 마지막으로, 허브 인덱스(Hub Index) 결과, 
전남이 1순위로 도출됐으며, 인천, 기타지역, 강원 순으로 순위를 기록했다. 본 연구는 연안해운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
고 있는 시·도 및 관련 품목을 제시하였다는 시사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시·도에 속한 항만별 연구를 통해 연안해
운의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SNA, 연안해운, 항로, 네트워크, Hub Index

Abstract  Coastal shipping performs a pivotal role as a national transportation network and is highly 
valuable in terms of enabling more economical transportation at affordable prices than road 
transportat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ed to examine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and centrality 
of South Korea’s costal shipping sea-route networks by analyzing the centrality of domestic coastal 
shipping. To this end, social network analysis was used as an analysis technique that enables an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coastal shipping networks. As a result, Jeollanam-do showed the 
highest degree centrality, ranking first in both the in-degree and the out-degree. Jeollanam-do also 
exhibited the highest betweenness centrality, and Gangwon-do registered the highest closeness 
centrality. In terms of hub and authority centrality, Jeollanam-do topped the list, followed by 
Gyeongsangnam-do and Gangwon-do in order. Lastly, Jeollanam-do ranked highest in the hub index, 
followed by Incheon, other regions, and Gangwon-do in order. This study is significant for suggesting 
the cities and provinces that play a key role in coastal shipping each year and their corresponding 
items. Future studies are recommended to identify the trend of coastal shipping through more detailed 
research on each port by city and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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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연안해운은 국가의 기간 물류 및 교통망으로서, 우리

나라와 같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있는 환경에서는 
그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분단으로 인해 육로를 통한 발전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
에서 연안해운의 가치와 중요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
다[1]. 이에 따라, 연안해운은 예로부터 도서민들의 교통
수단 및 국가 물류의 운송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
행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연안해운은 도로
운송에 비해 운송비가 저렴하며 국가 주요 산업인 정유, 
시멘트, 철강 및 건설 산업 등의 주요 원자재를 대량으로 
옮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
으로 볼 때 도로운송 및 철도운송에 비해 친환경적이라
는 점에 따라 Modal Shift 구축에 있어 주요 운송수단으
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2]. 하지만 이와 같은 연안해운의 
중요성 및 역할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안해운의 현실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운송망 발전은 주로 도로운송에 초점을 맞
추어 이루어졌으며, 이는 곧 국내 물류운송체계의 고착화
를 가져오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주요 물류 운송 수단 중 
도로운송의 화물수송실적 비율은 2016년 기준으로 약 
91%로 절대적 입지를 보이고 있으며, 연안해운의 화물수
송실적은 약 7%로 도로운송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3]. 또한, 지속적인 고속도로 개설 및 연육교의 
건립 등으로 인한 도서민의 도로 이용 및 화물 운송수단
의 변화는 연안항로의 축소 및 폐쇄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4]. 

한편, 현대에 들어 이러한 문제점과 함께 연안해운이 
갖는 경제적 가치 및 환경적 가치가 조명을 받으며, 정부
와 물류 관계자들은 연안해운 효율화 및 활성화에 대한 
많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안해운 준공영
제와 함께 노후 선박의 교체 및 각종 세금과 유류세 인하
에 대해서 제안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이다. 오히려 연안해운 관련 낙후 시설과 선원 
종사자 등의 부족에 따른 관련 사업자의 이탈 현상과 연
안해운 항로의 축소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SNA(Social Network 
Analysis) 분석을 활용한 국내 연안해운 중심성 분석을 
통해 연안해운 항로 네트워크의 특성 및 중심성의 변화
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시
도별 한국교통연구원의 연안화물 O/D데이터 및 관련 전
문가 자문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안화물 물동량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시도별 
연안해운 네트워크 구조와 함께 중심성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중심성에 따른 연도별 각 시도의 물동량 변화, 특
징 및 주요 취급 품목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총 11년간 연안운송의 흐름 및 특징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지며, 이
를 토대로 향후 관련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고 기
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 현황 분석
연안해운이란 국내 항만 간의 바다를 통한 운송을 의

미하는 것으로서, 국가 간 무역이 아닌 국내 항만 간의 
여객, 화물 등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 연안해운의 경우 교역량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아래 Table 1[5]은 2012부터 2018년
까지 연안화물 수송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아래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연안화물 교역량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2014년
을 제외한 나머지 연도는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15,025 117,860 115,631 123,136 133,441 130,926 109,372
Source: Korea Shipping Association, Statistical Year book of Coastal 
Shipping, 2019

Table 1. Trends in coastal shipping volume (2009-2018)  
(Unit: Thousand tons)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2013년 대비 연안화물 물동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
으나, 2015년부터 안정화에 따른 물동량 회복 및 증가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최근 2018년 화물량을 보면 2017
년에 비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감소의 원인
으로 연안해운 선사들의 영세한 규모 및 선박의 노후화, 
선원 부족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 Table 2는 2018년과 2019년의 연안해운 물동
량 상위 3위 지역의 현황을 나타낸다. 표를 통해 2018년
과 2019년 연안해운 물동량 비중 모두 전남이 1위를 기
록했으며, 강원은 2등을 인천은 3등의 순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2018년과 2019년 연안해운 
교역 비중에서 전남 지역에 위치한 항만들이 많은 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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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강원지역의 항만과 인
천 지역의 항만이 뒤따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Rank 2018 2019
Jeonnam 52,954 54,376
Gangwon 30,538 31,904
Incheon 26,231 22,802
Source: Author's Reconstruction through Port Mis

Table 2. 2018-2019 Coastal Shipping Top 3 Cargo  
Volume 

(Unit: Thousand tons)

아래 Table 3은 2018년 상위 3위 지역별 주요 취급 
품목을 나타내는 표이며, 연안해운에 많은 물동량을 보이
는 5개 품목에 대한 각 지역 항만의 처리 물동량을 보여
준다. 

인천항은 5개 품목에 대해 모두 높은 물동량을 나타내
고 있으며, 그중에서 석유 정제품이 가장 많은 물동량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원 지역에 위치한 항만들은 
타 지역의 항만들에 비해 모두 모래와 시멘트의 물동량
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동해⋅묵호항이 처리하는 시
멘트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강원지역은 영
월, 강릉, 동해 등에 시멘트 공장들이 위치해 있고, 이에 
따른 교역량으로 높은 물동량을 기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위인 전남 지역의 항만들도 석유 정제품에 많은 물동
량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자동차 및 부품, 철강 
및 부품에 대한 높은 물동량을 볼 수 있다. 특히, 목포항
과 광양항이 높은 물동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전남 지역은 정부의 자동차 환적항으로서의 육성과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자동차 물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이라는 이점과 함께 기아와 현대의 자동차 물량 처리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2019년 역시 물동량의 차이만 있을 뿐 2018년과 비
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아래 Table 
4는 2019년 상위 3위의 지역별 주요 처리 품목에 대한 
물동량을 나타낸다.

Area Port Oil 
refinery

Other 
ores

Sand, 
cement

Vehicle 
and its 
parts

Steel 
and its 
products

In
cheon

Incheon 12,387 2,064 6,332 336 466
Gyeongin 2 - - 13 3

Gangwo
n

Donghae·M
ukho 584 12,509 6,523 - 1
Samcheok 5 270 6,326 - -
Sokcho 10 4 415 - -
Okgye 399 443 3,957 - -
Eosin 72 - - - -

Jeon
nam

Gwangyang 10,580 9,658 2,425 - 4,357
Mokpo 1,344 212 1,131 7,724 4,479
Yeo su 1,274 10 - - -
Wando 17 - 14 2,641 -

Source: Author's Reconstruction through Port Mis

Table 4. Main handling cargo items in Jeonnam, 
Gangwon, and Incheon in 2019

(Unit: Thousand tons)  

종합적으로, 2018년과 2019년 상위 3위 지역별 주요 
처리 품목 물동량을 통해 1위 지역인 전남은 석유 정제
품, 기타 광물, 모래 및 시멘트에 대한 높은 물동량을 나
타냄과 동시에 차량 및 부품과 철강 및 부품에 대한 높은 
처리량을 보여줌으로서 타 지역보다 높은 점유율을 기록
하게 된 것으로 알 수 있으며, 2위 지역인 강원은 모래 
및 시멘트에 대한 물동량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3위 
지역인 인천은 인천항이 주요 품목에서 모두 높은 물동
량을 보이지만 경인항이 상대적으로 낮은 물동량을 나타
내면서 전남, 인천에 비해 낮은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rea Port Oil 
refinery

Other 
ores

Sand, 
cement

Vehicle 
and its 
parts

Steel 
and its 
product

s
In

cheon
Incheon 12,556 2,092 9,351 472 512
Gyeongin 2 - 1 6 -

Gang
won

Donghae·
Mukho 560 12,128 7,077 2 1

Samcheok 18 208 4,990 - -

Table 3. Main handling cargo items in Jeonnam, 
Gangwon, and Incheon in 2018 

(Unit: Thousand tons) 

Sokcho 12 - 103 - -
Okgye 445 441 4,133 - -
Eosin 105 - - - -

Jeon
nam

Gwangyang 11,366 9,527 2,291 - 4,330
Mokpo 1,232 250 1,720 8,373 3,118
Yeo su 1,308 39 11 - -
Wando 13 1 - 1,480 -

Source: Author's Reconstruction through Port 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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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및 차별성
3.1 일반해운 관련 선행연구

박광서 외 2인(2012)[6]은 DEA와 Malmquist 생산
성 지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요 해운선사와 해외 주
요 해운선사를 대상으로 6년(2006년~2011년)간 자료를 
이용하여 정태적인 효율성과 동태적인 효율성을 분석했
다. 분석 결과 2006~2011년까지 해외 주요 해운선사의 
평균생산성은 매년 마다 4.1% 하락했고, 일본 주요 해운
선사 생산성은 0.6%로 하락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해운 선사의 평균 생산성은 매년 마다 2.9% 하락했다. 

김석수 외 2인(2016)[7]은 아시아 역내의 정기선 해운
시장에서 근해선사와 원양선사의 경쟁구도에 대한 연구
를 실시했다. 이를 위하여 선사와 선사 그룹 간 서비스 
네트워크 유사성을 사회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평가했다. 

황경연⋅구종순(2015)[8]은 해운기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여 해운기업 내부와 외부의 환경이 해운
시장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과 해운시장 지향성이 경영성
과에 주는 영향을 분석했다. 실증분석 결과로 해운기술 
변동성이 높을수록 해운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운시장 
지향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고경영
자가 해운시장에 몰입 정도가 높을수록 해운기업은 해운
시장 지향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해운기업의 해운시장 지향성이 높을수록 해운기업 
경영성과가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Robert F. Mulligan et al. (2006)[9]은 연안해운의 
잠재적 환경적 이점을 분석했다. 연안해운은 전통적으로 
해양산업의 주요 분야였다고 저자는 주장했다. 저자는 유
럽 연합의 경우, 운송 산업의 환경 친화성이 떨어지는 주
간 트럭 운송과 철도는 점점 더 이용률이 올라갔으나 북
미에서는 줄어들었다고 했다. 그 이유는 교통 체증은 경
제성장의 둔화를 야기하였기 때문이다. 

Yun fang Ma et al. (2019)[10]은 연안항만 운송의 
최적경로를 선택하는 문제를 다루어 컨테이너 선박의 신
속한 대응 촉진, 운영비 절감, 연안항만 컨테이너 선박의 
경쟁력 제고 및 알고리즘의 적용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공하였다.

3.2 연안해운 관련 선행연구
이윤재 외 3인(2005)[11]은 연안해운 경쟁력 제고 방

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안해운은 국가 물류비 절

감 수단으로서 활용 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 
운송수단과 에너지 절감 능력으로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연안해운의 
대내외 환경으로, 신규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 사업진출
이 어렵다는 점과, 과당경쟁으로 인한 시장 교란, 영세규
모의 선사와 대형 화주 간의 이해 차이 등의 문제점이 있
음을 지적했다.

안기명⋅김현덕(2006)[12]은 연안해운의 문제점을 지
적하고, 혁신전략수립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안해운 
저해요인으로, 전용 선석 부족, 항만 내 전용물류시설 부
족, 조세혜택 미흡, 전용선박 부족, 하역작업 기피현상, 
높은 하역요율, 선원 근무조건, 물류 표준화, 정보화 지원
체계 미흡, 외항선의 내항화물이송, 정부 규제 과다, 하역
이송장비 부족, 운송시간 장기성, 선박노후화, 운송단계 
복잡성의 요인을 지목하였고, 설문을 통해 요인의 순위를 
도출하였다. 

김상열 외 2인(2014)[13]은 연안해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저자는 연안해운으로 Modal 
shift를 통한 친환경 운송수단의 발전이 필요함을 주장했
다. 그러나 연안해운의 물동량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고, 그 원인은 고유가, 수송의 완결성 부족, 경영 영세
성에 있음을 주장했다. 그럼에도, 저탄소·저비용의 국가
물류체계 구축에 필수적인 분야임을 주장했다. 

Venkatesh et al.(2017)[14]는 인도를 대상으로 연안
해운의 개발 장벽에 대해 고찰했다. 연안해운은 지속가능
하고, 효율적인 대안으로 인식되는 수단이지만, 장벽이 
존재하며, 이를 해소하고자 연구를 진행했다. 연안해운 
장애요인으로 높은 비용, 인프라 및 절차상의 어려움, 높
은 수준의 환적 기술 요구, 낮은 물동량과 화주의 선호도, 
카보티지 등 국내 규제, 소규모 항만의 저개발, 높은 수준
의 유류세 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Russo et al.(2016)[15]은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연안해운시장에서 Ro-Ro선과 Lo-Lo선의 경쟁력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안해운은 지중해 지역에
서 국내 상품 운송 경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벌크 화물, 
액체 석유 화학, 철 및 곡물 등의 운송에 활용되고 있음
을 나타냈다. 또한 장거리에서 Ro-Ro선이 저렴한 비용
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나타냈다. 저자는 연안해운 내에
서 선박특성을 통한 최적운송수단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효율적인 운송을 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연안해운 관련 연구에서는 연안해운이 가지는 환경적, 
경제적 강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나(이윤재 외 3인, 
2005[11]; 김상열 외 2인, 2014[13]; Venkatesh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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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4]), 수송의 완결성, 소규모 항만의 저개발, 전용
물류시설 부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인 연안해운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했다.

3.3 SNA(Social Network Analysis) 관련 선행연구
김진욱 외 3인(2020)[16]은 AEO 관련 제도의 연구 

동향과 특징 파악을 위해 SNA를 통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결 중심성은 MR,O와 
Logistics Security가 상위 키워드로 도출되었으며, 근
접 중심성도 마찬가지로 MRO 및 Logistics Security가 
도출되었다. 또한, 매개 중심성은 신뢰성, AEO 활용혜택
과 같은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저자는 특정 시점을 기준
으로 AEO 제도 관련 연구의 변화를 알 수 있으며 AEO 
제도에 대한 키워드 분석이 연구적 시사점을 내포한다고 
주장하였다.

전준우 외 2인(2016)[17]은 아시아 지역 크루즈 항로 
네트워크 구조 및 항만 간 중심성 파악을 위해 SNA 분석
을 실시하였다. SNA 분석 결과, 연결 중심성의 In 
degree와 Out degree 모두 싱가폴항이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매개 중심성 분석 또한 싱가폴항이 1위를 기록하
였다. 아이겐 벡터 중심성의 경우, 홍콩이 가장 높은 중심
성을 보였으며 그다음으로 호치민, 상하이, 다낭 등의 순
위를 나타냈다.

조정정 외 3인(2020)[18]은 중국 일대일로 정책에 따
른 항공운송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SNA 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 모
두 이스탄불이 가장 높은 중심성을 나타냈으며, 서울과 
방콕, 홍콩 등은 허브 공항도시의 역할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최두원(2019)[19]은 대형항공사 및 저비용항공사가 
운행 중인 국제선과 국내선의 네트워크를 통한 허브공항 
파악을 위해 SNA 분석을 실시하였다. 

Emily Erikson et al.(2015)[20]은 SNA를 활용하여 
항만 교통과 선박 선장들 간의 유대관계를 통한 항만 정
보의 공유가 무역 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살
펴보았다. 분석 결과, 강한 유대감일수록 무역 전망에 대
한 불확실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한 유대관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소셜 네트워크가 높은 교통량을 가진 항구도시에서 
무역을 장려한다는 시사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Evelien Otte et al.(2002)[21]는 SNA 방법론의 연

구를 통해 SNA는 교통망, 지리, 자유시장 경제의 구조 
파악에 용이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많은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Jiang et al(2017)[22]은 중국 저비용항공사의 네트
워크 구조 및 특성 파악을 위해 SNA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으로는 Spring Airlines 즉, 춘추항공을 대상
으로 하였으며 2005~2013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였
다. 분석 결과, 춘추항공 초기 네트워크는 상하이공항을 
허브로서 star 형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점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복수의 허브 항을 
가진 형태의 네트워크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Noel M. Tichy et al(1979)[23]은 SNA 분석 방법의 
전반적인 방식과 문제점 및 그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SNA 분석 시 네트워크의 변화 주기 및 특정 
시점의 데이터의 집합에 대한 의존 가능성, 시간의 경과
에 따른 불안정 여부를 파악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3.4 연구의 차별성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전반적인 해운 시

황 및 해운 경제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
며, 효율성 분석 방법(박광서 외 2인, 2012)[6], 네트워크 
분석 방법(김석수 외 2인, 2016)[7], 설문조사 방법(황경
연 외 1인, 2015)[8] 등을 활용해 해운산업을 분석하였
다. 그 중 연안해운 관련 연구에서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요인 도출 및 요인 중요도 산출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SNA 방법을 물류 분야에 사용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 크루즈 항로분석[17], 항공사 네
트워크 분석[19], 저비용 항공사 네트워크 분석[22] 등 
일부의 연구에 사용되고 있지만, 연안해운에 적용하여 중
심성을 평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특히 SNA 분석은 
전준우 외 2인(2016)[17]의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의 중심성을 파악하기 유리하며, Evelien Otte 
et al.(2002)[21]의 주장과 같이 교통망, 지리 및 경제구
조 파악이 유리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SNA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연안해운의 중심성을 평
가한다.

4. 실증분석 
4.1 SNA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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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은 개
인 또는 조직이 사회적 관계에 의해 형성하는 거래, 공동 
소속 등의 관계에 대한 구조 파악 및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24]. SNA는 노드와 링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드
는 네트워크 내의 여러 관계들의 연결점이며, 링크는 연
결점들을 연결해주는 다리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SNA
는 기본적인 속성인 밀도(density)와 군집화(Clustering 
coefficient)를 통해 네트워크의 특성 및 노드들의 관계
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18].

본 연구의 대상인 연안해운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
석을 사용한 추이분석(박성진 외[26], 연안해운 변화 및 
특징 분석(안우철[31]), Fuzzy AHP를 사용한 연안해운 
활성화 방안(김상열 외 2인[32]) 등의 제시가 있었으나 
중심성 분석을 위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박성훈 외 
2인[33]은 SNA 분석을 활용하여 연안해운의 승객중심성
을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상기 연구방식을 채택하
여 화물의 중심성을 SNA 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SNA의 중심성 분석은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근
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또한, 허브와 권위 중심성(Hub and Authority 
Centrality) 분석 및 물동량, 여객수 등을 고려한 Hub 
Index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노드와 노드 간의 
연결 되어있는 링크(link)의 수를 통해 각 노드 간 연결 
정도를 파악하는 중심성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노드에 연결된 링크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해당 노드
는 중심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25]. 아래 식 (1)은 연결 
중심성 식을 의미하며, 노드 i와 노드 j의 연결 정도에 따
라 1 또는 0으로 나타낸다.

        
                        식 (1)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해당 노드
가 다른 노드와 네트워크 구조상에서 매개자 혹은 중재
자 역할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
래의 식(2)는 매개 중심성을 나타내는 식을 의미한다.

                 식 (2)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은 네트워크 구성

상에 있는 각 노드들이 타 노드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거
리를 측정한다. 근접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타 노드로 이
동하는 거리가 짧다는 것을 의미하며 즉, 해당 노드가 네
트워크 중심에 위치한다는 것을 나타낸다[16]. 또한, 근
접 중심성이 높은 노드일수록 타 노드에게 미치는 정보 
및 영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래의 식(3)은 근접 
중심성을 도출하는 식을 나타낸다.

       




  










           식 (3)  

허브와 권위 중심성(Hub and Authority 
Centrality)는 Hub의 성격을 갖는 노드와 Authority의 
성격을 갖는 노드의 상호 강화관계 반영을 통해, 각각 
Hub와 Authority의 가중치를 도출한다. Hub는 영향을 
주는 Out의 방향성을 나타내며, 높은 Hub 가중치의 노
드는 높은 Authority 가중치를 가진 노드로 연결된다. 
이와 비슷한 의미로 높은 Authority 가중치를 가진 노드
는 높은 Hub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노드와의 연결을 나
타낸다. 이러한 반복과정 통해 Hub와 Authority가 서로
에게 주는 영향의 정도를 조정하기 위해 다음 식(4)와 같
이 제곱합의 값이 1이 되도록 한다.    

          
             식 (4)

식(5)에서의 h(i)는 노드 i와 연결된 노드 j의 
Authority 가중치의 합을 의미하며, a(i)는 노드 j의 
Hub 가중치의 합을 나타낸다.

     식 (5)

Hub Index는 SNA 분석에서 고려하기 힘든 변수(물
동량 및 승객수)등을 고려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식(6)
를 통해 구할 수 있다[27]. 즉, Hub Index는 방향성 뿐 
아니라 기항수 및 물동량 등을 고려한 Hub 수치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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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분석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 연

안화물을 대상으로 한국교통연구원 보고서 및 연안해운 
관련 전문가를 통한 자문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SNA 분석을 통한 연결중심성, 매개중
심성, 근접중심성, 허브와 권위 중심성 측면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SNA를 통한 네트워크를 도출한 뒤, 
각 시도별 물동량을 토대로 Hub Index를 도출해 물동
량을 고려한 각 시도별 실질적인 Hub 중심성을 알아보
고자 한다. 

4.3 연결중심성(In-Degree) 분석 결과
아래 Table 5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각 시도별 

In-Degree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총 18개 시도를 대상
으로 분석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총 17개 
시도가 분석 대상이었으나, 2013년 세종시가 추가됨에 따
라 2013년부터 총 18개 시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아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전남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적으로 In-Degree가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전남은 여수, 광양, 목포, 완도항 등이 속해져 
있는 권역으로서 In-Degree가 높다는 것은 연안해운 운
영에 있어 전남이 타 시도로부터 연결이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전남은 주로 완도를 제외한 여수, 광양, 목포항에서 연
안화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의 
In-Degree가 높은 것은 취급화물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남은 SK 인천공장에서 생산된 석유 정제
품이 목포항을 통해 유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SK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석유 정제품 역시 목포항을 통
해 유입됨으로 전남 지역은 석유 정제품에 대한 높은 수
요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남은 시멘트 운송에 있어도 높은 취급율을 기록하였
다. 강원 지역의 삼척, 동해, 옥계 등에서 생산된 시멘트
가 목포항, 광양항을 통해 유입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전남은 강원에서 생산된 시멘트의 주요 수입지로 나타났
다[28]. 이 밖에도, 전남은 기타 항에 속하는 서해 및 남
해 EEZ에서 생산된 모래 품목이 목포 및 광양항을 통해 
유입됨에 따라 높은 In-Degree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남은 자체적인 Self-Loop의 형태로 In, Out 
Degree가 측정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전남 내의 항
만에서 타 항만으로 화물 이동을 통한 In, Out이 이루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징은 광양 제철소 및 여
수 국가산업단지 등의 조성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천은 전남에 이어 2번째로 높은 In-Degree가 도출
되었다. 인천은 인천항과 경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Order City/District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 Jeonnam 0.600 0.700 0.700 0.700 0.400 0.600 0.600 0.600 0.600 0.600 0.600
2 Incheon 0.600 0.600 0.700 0.600 0.400 0.500 0.600 0.600 0.600 0.600 0.600
2 Busan 0.600 0.600 0.600 0.700 0.500 0.500 0.500 0.600 0.600 0.600 0.600
2 Gyeongnam 0.600 0.600 0.700 0.700 0.500 0.500 0.400 0.600 0.600 0.600 0.600
5 Ulsan 0.600 0.300 0.600 0.600 0.400 0.600 0.600 0.600 0.600 0.600 0.600
5 Chungnam 0.600 0.600 0.600 0.500 0.500 0.500 0.500 0.600 0.500 0.600 0.600
7 Gyeonggi 0.400 0.600 0.700 0.700 0.400 0.400 0.400 0.600 0.600 0.600 0.600
8 Gangwon 0.600 0.600 0.400 0.500 0.500 0.600 0.600 0.500 0.500 0.500 0.500
9 Jeonbuk 0.500 0.600 0.600 0.600 0.100 0.400 0.400 0.600 0.600 0.600 0.600
10 Etc. 0.700 0 0 0.700 0.500 0.600 0.600 0.500 0.500 0.600 0.600
10 Gyeongbuk 0.500 0.600 0.600 0.500 0 0.400 0.400 0.600 0.500 0.600 0.600
12 Jeju 0.300 0.500 0.500 0.500 0 0.400 0.500 0.600 0.500 0.600 0.600
13 Seoul 0 0 0 0 0 0.100 0 0 0 0 0
14 Daegu 0 0 0 0 0 0 0 0 0 0 0
15 Gwangju 0 0 0 0 0 0 0 0 0 0 0
16 Daejeon 0 0 0 0 0 0 0 0 0 0 0
17 Chungbuk 0 0 0 0 0 0 0 0 0 0 0
18 Sejong 0 0 0 0 0 0 0 0 0 0 0

Table 5. Results of In-Degree Centrality (200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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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연안화물의 처리는 인천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천은 연안화물 4대 품목인 석유 정제품, 
모래, 시멘트, 철강 등 품목 모두에 대해 취급이 이루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석유 정제품 및 모래가 특히 
많은 취급량을 나타냈다. 

인천으로 유입되는 모래는 전남과 마찬가지로 서해 
EEZ 등에서 생산된 모래로 나타났으며, SK 울산공장으
로부터 많은 양의 석유 정제품 유입이 이루어졌다. 특히, 
인천은 기타 항으로부터 많은 양의 In-Degree를 확보하
고 있는데, 이는 서해 EEZ를 통한 모래의 유입 때문이다. 
인천은 규모가 큰 산업시설이 많으며, 특히 배후 서울 및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필요로 하는 모래는 인천항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 밖에도, 인천은 부산에서 오는 철 스크
랩, 컨테이너 등으로 인한 In-Degree를 볼 수 있으며, 
인천-인천 간의 Self-Loop의 형태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4.4 연결중심성(Out-Degree) 분석 결과
Table 6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각 시도별 

Out-Degree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In-Degree와 마찬
가지로 총 18개 시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2013년 
세종시가 추가되었다. Out-Degree 또한 전남이 평균적
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전남은 화물
의 유입과 유출 모두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남은 

주로 인천, 울산, 기타, 강원 등으로 높은 방향성을 나타
냈다. 전남은 권역 내에 있는 여수 LG 화학 공장 및 GS 
칼텍스 석유정제공장에서 생산된 석유 정제품이 인천 및 
울산 지역으로 유출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밖에도 
부산, 강원 등 전국 각지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
수항의 석유 정제품 처리 비중이 평균적으로 90%를 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약 93%, 2014년 약 
98%, 2019년 약 98% 등으로 여수 석유공장에서 생산된 
석유 정제품이 인천과 울산 지역을 향하며 중심성에 많
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29]. 이와 더불어, 전
남에서 생산된 선박 블록 등 대형구조물이 목포항에서 
울산항으로 유입이 이루어졌으며, 강원을 향한 방향성은 
석유정제품 및 관련 제품과 차량 및 기계류 제품의 유출
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남 내의 목포, 
영암 등지에서 동해항을 통한 케이슨과 같은 방파제 및 
어장 설치시 사용되는 하부 구조물의 유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경남은 전남과 같은 가장 높은 Out-Degree가 도출되
었다. 경남은 주로 지리적으로 근접한 기타, 제주, 울산, 
부산 등지로 방향성을 볼 수 있었다. 기타항은 부산남항, 
대천항, 비인항 등 우리나라 주요 어족자원항, 서해 및 남
해 EEZ, 서해 및 동해 폐기물 해양배출 가능 해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경남의 기타를 통한 방향성은 주로 
경남 지역에서 마산항을 통해 집결된 해양 투기물이 동

Order City/District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 Jeonnam 0.700 0.600 0.600 0.700 0.400 0.600 0.600 0.600 0.600 0.600 0.600
1 Gyeongnam 0.600 0.600 0.600 0.700 0.500 0.600 0.600 0.600 0.600 0.600 0.600
3 Gangwon 0.600 0.600 0.600 0.700 0.500 0.500 0.600 0.600 0.600 0.600 0.600
4 Busan 0.700 0.600 0.600 0.600 0.500 0.500 0.500 0.600 0.600 0.600 0.600
5 Chungnam 0.500 0.600 0.600 0.700 0.500 0.500 0.400 0.600 0.600 0.600 0.600
6 Ulsan 0.600 0.200 0.600 0.700 0.500 0.600 0.600 0.600 0.600 0.600 0.600
7 Incheon 0.600 0.500 0.500 0.600 0.500 0.500 0.600 0.600 0.500 0.600 0.600
8 Gyeonggi 0.700 0.400 0.400 0.500 0.400 0.600 0.600 0.600 0.500 0.600 0.600
9 Jeonbuk 0.600 0.300 0.500 0.500 0.400 0.500 0.500 0.600 0.600 0.600 0.600
10 Gyeongbuk 0.600 0.600 0.400 0.600 0.100 0.500 0.500 0.500 0.500 0.500 0.500
11 Jeju 0.400 0.400 0.400 0.400 0 0.500 0.500 0.500 0.500 0.600 0.600
12 Etc. 0 0.700 0.700 0.700 0 0 0 0.600 0.600 0.600 0.600
13 Seoul 0 0 0 0 0 0 0 0 0.100 0 0
14 Daegu 0 0 0 0 0 0 0 0 0 0 0
15 Gwangju 0 0 0 0 0 0 0 0 0 0 0
16 Daejeon 0 0 0 0 0 0 0 0 0 0 0
17 Chungbuk 0 0 0 0 0 0 0 0 0 0 0
18 Sejong 0 0 0 0 0 0 0 0 0 0 0

Table 6. Results of Out-Degree Centrality (200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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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해양배출 가능 해역으로의 이동으로 볼 수 있으며, 제
주와 식료품 및 생필품의 이동과 함께 같은 지역권 내의 
있는 부산, 울산 등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방향성이 나타
났다. 또한, 경남은 전남과 마찬가지로 자체 Self-Loop
를 통한 화물의 In, Out이 기록되었다.

4.5 Betweenness Centrality
Table 7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각 시도별 매개 

중심성을 나타내며 매개 중심성 분석 결과, 전남이 1위, 
강원 2위, 인천 3위, 경남 4위 등으로 순위를 볼 수 있다. 
전남의 경우 연결 중심성(In, Out)이 높음에 따라 화물의 
유출입이 많고, 지리적으로 한반도 내의 중앙인 남해권역
에 위치함에 따라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위를 기록한 강원은 꾸준하게 높은 매개 중심성 수치
를 기록했다. 특히, 2017년 매우 높은 수치로 상승한 것
을 볼 수 있다. 이는 2018년 평창 올림픽이라는 메가 이
벤트에 따른 건축 자재 및 석유 제품 등 각종 인프라 구
축에 필요한 품목의 운반과 동시에 시멘트의 유·출입 등
으로 매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인천의 경우 석유 정제품을 통한 전남 및 울산과 
화물의 유·출입과 부산과 지속적인 컨테이너 화물의 이
동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강원으로부터의 시
멘트 화물의 유입과 서해 및 남해 EEZ로부터 모래의 유

입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4.6 Closeness Centrality 및 Hub & Authority 
    Centrality

연안화물 근접 중심성 결과를 살펴보면, 강원이 평균
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전남 및 기타가 공
동 2위, 부산이 4위 등으로 상위권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1위를 기록한 강원은 2017년 타 시도별보다 높
은 중심성이 도출됨으로써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근접 
중심성을 나타냈다.

강원은 국내 주요 산업 기반 시설과 제조업에 사용되
는 시멘트가 생산되는 지역이다. 강원은 우리나라에서 생
산되는 시멘트 비중이 절반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삼표
시멘트, 쌍용양화공업, 한일현태시멘트, 한라시멘트 등 
국내 시멘트 생산에 많은 양을 차지하는 공장이 강원(삼
척, 동해, 영월, 강릉) 등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30]. 또한, 이곳에서 생산되는 시멘트의 비중이 국내 
시멘트 생산의 약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안화물 품목 중 시멘트 물동량은 2009년 
14,972 천 톤에서 2016년 17,065 천 톤, 2018년 
16,222 천 톤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와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강원은 타 시도와 꾸준히 높은 
연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29]. 또한, 강원은 전
남, 인천, 부산, 경남 등 대규모 공업지대 및 배후 소비시

Order City/District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 Jeonnam 0.014 0.025 0.011 0.010 0.003 0.011 0.010 0.003 0.006 0.002 0.002
2 Gangwon 0.011 0.006 0.003 0.005 0.006 0.006 0.008 0.002 0.044 0.001 0.001
3 Incheon 0.004 0.003 0.005 0.005 0.001 0.041 0.010 0.003 0.004 0.002 0.002
4 Gyeongnam 0.004 0.016 0.011 0.010 0.006 0.010 0.003 0.003 0.004 0.002 0.002
5 Busan 0.012 0.015 0.009 0.007 0.006 0.005 0.003 0.003 0.006 0.002 0.002
5 Chungnam 0.005 0.005 0.005 0.005 0.032 0.006 0.004 0.002 0.002 0.002 0.002
7 Ulsan 0.007 0 0.008 0.007 0.001 0.009 0.009 0.003 0.006 0.002 0.002
8 Jeonbuk 0.001 0.001 0.002 0.001 0.033 0.005 0.002 0.002 0.005 0.001 0.001
9 Gyeonggi 0.009 0.003 0.003 0.004 0.001 0.004 0.005 0.002 0.003 0.001 0.001
10 Gyeongbuk 0.001 0.020 0.001 0.002 0 0.003 0.001 0.001 0.001 0.001 0.001
11 Etc. 0 0 0 0.010 0 0 0 0.001 0.004 0.001 0.001
12 Jeju 0.001 0.001 0.001 0 0 0.004 0.003 0.001 0.001 0.001 0.001
13 Seoul 0 0 0 0 0 0 0 0 0 0 0
14 Daegu 0 0 0 0 0 0 0 0 0 0 0
15 Gwangju 0 0 0 0 0 0 0 0 0 0 0
16 Daejeon 0 0 0 0 0 0 0 0 0 0 0
17 Chungbuk 0 0 0 0 0 0 0 0 0 0 0
18 Sejong 0 0 0 0 0 0 0 0 0 0 0

Table 7. Results of Betweenness Centrality (200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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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큰 시도와의 높은 연결 관계를 보였으며, 이 밖에 
타 시도와 연결로 인해 근접 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허브와 권위 중심성은 연결 방향 및 연결 관계를 통한 
영향력을 배출한다. 허브 중심성의 경우 Out Degree를 
기반을 두고 있으며, 높은 허브 중심성을 나타내는 항만
은 높은 Out Degree 항만과의 연결을 의미한다. 반면, 
권위 중심성의 경우 In Degree를 기반으로 타 항만과 
연결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전남이 허브와 권위 중심성 모두 평균적으
로 가장 높은 순위가 도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남은 연
안화물 운영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경남은 허브 중심성에서 2위를 기록했으나, 권
위 중심성에서 4위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경남
은 권위(어쏘리티)의 기능보다 허브로서 타 시도에 영향
을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산은 허
브 중심성에서 4위를 기록했으나, 어쏘리티 중심성에서 
2위가 도출되었으며, 부산은 경남과 달리 허브의 기능보
다는 어쏘리티로써 기능이 더 발달했다고 할 수 있다.

4.7 Hub Index
Hub Index는 기존 허브 앤 권위 중심성 분석에서 고

려하지 못하는 승객 수, 물동량을 고려한 허브 가중치를 

나타내며, 아래 Table 8은 각 시도별 물동량을 고려한 
Hub Index를 보여준다. 물동량을 고려한 Hub Index 
결과 방향성만 고려한 기존 Hub 분석에서 6위를 기록한 
인천이 2위로 올라섰고, 12위였던 기타항이 3위로 올라
선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남을 비롯한 강원, 부산 등은 물동량을 고려한 
Hub Index 비중이 기존 Hub 중심성에 비해 순위가 하
락한 것을 볼 수 있다. 

상위권을 기록한 전남과 인천은 석유제품의 반입 반출
이 높은 지역으로서, 대형 화물 운송에 있어 강점을 가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석유제품 및 원유는 취급양
이 많고, 공로 운송에는 한계가 있어 연안해운을 통한 운
송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의 경우 
바다에서 생산된 다량의 모래를 선박을 통한 대형 운송
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동량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동해 및 남해로 유출되는 해양 투기물 및 방사능 
폐기물 등의 유입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원의 경우 기존 Hub 중심성에 비해 한 단계 하락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시멘트 화물을 기반으로 한 연안
해운 화물 반입 반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남해안 및 
서해안 등지로 운송되어 연안해운 네트워크에 있어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Order City/District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 Jeonnam 0.279 0.289 0.278 0.322 0.097 0.336 0.333 0.207 0.317 0.290 0.298
2 Incheon 0.310 0.298 0.257 0.248 0.181 0.241 0.286 0.301 0.185 0.298 0.267
3 Etc. 0.166 0.175 0.175 0.248 0.104 0.153 0.162 0.149 0.191 0.204 0.210
4 Gangwon 0.171 0.227 0.147 0.181 0.079 0.204 0.210 0.113 0.176 0.148 0.166
5 Gyeongnam 0.107 0.106 0.135 0.159 0.351 0.138 0.148 0.133 0.083 0.094 0.108
6 Ulsan 0.155 0.001 0.157 0.175 0.046 0.161 0.146 0.118 0.141 0.144 0.125
7 Busan 0.082 0.086 0.080 0.104 0.074 0.086 0.107 0.107 0.109 0.130 0.117
8 Chungnam 0.100 0.092 0.081 0.088 0.187 0.075 0.067 0.056 0.062 0.058 0.054
9 Gyeonggi 0.038 0.048 0.049 0.048 0.049 0.068 0.074 0.071 0.074 0.099 0.117
10 Gyeongbuk 0.063 0.140 0.058 0.059 0.000 0.050 0.049 0.037 0.031 0.044 0.046
11 Jeju 0.010 0.015 0.014 0.023 0.000 0.022 0.032 0.057 0.062 0.093 0.092
12 Jeonbuk 0.031 0.022 0.024 0.025 0.000 0.025 0.019 0.023 0.019 0.034 0.035
13 Seoul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4 Daegu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4 Gwangju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4 Daejeon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4 Chungbuk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4 Sejong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Table 8. Results of Hub Index Centrality (200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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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예로부터 바다를 통한 
운송이 주를 이루었으며, 인적 및 물적 자원이 연안 운송
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졌다. 하지만, 해방 후 산업의 성장
이 가속화됨에 따라 운송 수단의 변화를 맞이하였다. 우
리나라는 주로 도로와 철도 등 공로 운송에 초점을 맞춘 
발전과 함께 항공 산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한 불균형적인 발전은 운송 수단의 고착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낙후된 연안 운송의 문제점과 함께 환경문
제가 대두되면서 연안 운송의 활성화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연안해운이 갖는 경제적, 환경적 가치에도 불
구하고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낙후 시설 및 선원 종사자 등의 결핍으로 인해 연안해운 
관련 사업자의 이탈 및 연안해운 항로 축소 등을 야기하
고 있다. 또한, 기존 연안해운 관련 연구들은 전반적인 해
운시장 및 해운 경제에 관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으
며, 문헌 연구 및 설문조사 방법 등을 통한 연구가 진행
되었지만, 자료 및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한 실증적 연구
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연안화물 운송 추이, 변화 및 
특징 등을 파악하기 위해 SNA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대상은 총 18개 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2019년
까지 총 11년간의 데이터를 통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또
한, 본 연구는 한국교통연구원 연안화물 시도별 O/D 매
트릭스 및 연안해운 전문가 자문 데이터를 통한 실증적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연결 중심성 중 In-Degree의 경우 18개 
시도 중 전남이 2009~2019년간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고, 인천, 부산, 경남 등 총 3개의 시도가 
다음 순위를 나타냈다. Out-Degree의 경우 전남과 경
남 등 2개의 시도가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으며, 강원, 부
산, 충남 순으로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중
심성의 경우 전남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으며, 강원, 
인천, 경남 순으로 높은 순위를 볼 수 있다. 근접중심성의 
경우 강원이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으며, 전남, 기타 등 
2개의 시도가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허브 앤 
권위 중심성의 경우 전남이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
으며, 경남, 강원, 부산 등으로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물
동량을 고려한 허브 인덱스의 경우 전남이 가장 높은 순
위를 보이고 있으며, 인천,  강원 등으로 높은 순위를 나

타냈다. 이는 대규모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의 수출입은 
부산항 및 광양항에서 처리되지만 국내 연안항 간의 내국
화물 처리의 중심항은 전남, 인천 및 강원이 가장 중심성
을 가지며, 대규모로 화물을 처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문적으
로는 기존 연구에서 진행되지 않았던 SNA 분석을 활용
한 연안화물의 흐름, 특징 및 변화 추세를 파악하였다. 기
존 연구들은 경쟁력, 경영, 효율성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면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년간 연안
화물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
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존 SNA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성, 허브 
앤 권위 중심성 이외에 허브 인덱스(Hub Index) 분석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다. 허브 인덱스 분석은 기존 허브 
앤 권위 중심성에서 고려해주지 못하는 승객 수, 물동량, 
여객 수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허브 중심성을 볼 수 있는 
분석 기법으로서, 허브와 권위 중심성에서 놓칠 수 있는 
실질적인 요인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SNA 분석에 따른 시도별 주요 
교역 품목에 대해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시도
별 SNA 분석을 통한 방향성 도출 후, 방향성에 따른 주
요 품목 파악을 진행하였다. 또한, 파악된 품목을 토대로 
시도별 주요 생산 품목 및 산업군, 배후 시장 등의 여부
를 통해 연안화물 운송에 있어 각 시도별이 가지는 산업 
특색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각 중심성 분석을 통
한 연안화물 운송의 핵심 시도를 파악하였다. 연안항의 
경우 화물의 중심이 부산이 아닌 주로 전남, 강원, 경남 
등에 위치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SNA를 활용한 전반적인 연안화물의 
흐름 및 추이를 파악했지만 모든 시도별 방향성 및 물동
량에 따른 품목 파악의 어려움이 존재했다. 중심성이 높
은 시도 또는 물동량이 높은 시도는 특정 품목의 파악이 
용이했으나, 중심성이 낮거나 물동량이 적은 시도는 주로 
취급하는 품목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지 않았다. 또한, 기
타 지역은 각 중심성 및 네트워크 상 높은 연결 정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 지역은 우리나라 주로 어
족 자원항 및 서해 및 남해 EEZ로 파악되며, 기타지역을 
통해 유입되는 물동량의 대부분은 모래 및 시멘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요 시도에서 기타지역으로 유출되는 
화물은 주로 서해, 동해, 남해 등으로 배출되는 바다 폐기
물 및 경주 방폐장으로 집결되는 영광, 고리, 울진 발전소
에서 나오는 방사능 폐기물로서, 정확한 집계가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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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했던 한계점에 대한 보안

이 필요하며, 시도별이 아닌 항만별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면 연안운송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있어 더욱 유의미
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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