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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SNA(Social Network Analysis) 분석을 사용하여 부산항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연구분석 결과, Degree 중심성 측면에서는 Busan port(0.223)가 가장 높은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로 나타났으며, 
DEA(0.060), AHP(0.056), Container terminal 그리고 Port competitiveness(0.049)순으로 나타났다. Betweenness 
중심성 분석결과에서도 Busan port(0.245)가 가장 높은 키워드로 나타났으며, DEA(0.048), Container 
terminal(0.044), AHP(0.039), Busan new port(0.032)순으로 나타났다. 동향분석에서는 부산항이 세계 항만과 경쟁에
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효율성 분석(DEA), 전략선택 및 경쟁분석(AHP) 등이 상위 중심성을 가진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하지만 현재 중요한 이슈로 부각중인 4차 산업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매스컴, SNS 등의 
사회데이터를 병행 활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부산항, 키워드 네트워크, 항만 경쟁력, 항만분석, 연구동향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its research trends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SN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for degree centrality, Busan Port(0.223) was the keyword that had the highest 
centrality, followed by DEA(0.060), AHP(0.056), and container terminal and port competitiveness(0.049). 
Busan Port(0.245) also had the highest betweenness centrality, followed by DEA(0.048), container 
terminal(0.044), AHP(0.039), and Busan New Port(0.032). The trend analysis inferred that efficiency 
analysis(DEA), strategy selection, and competition analysis(AHP) were the keywords with a high centrality 
for Busan Port to gain a competitive edge with global ports. However, research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s emerging as a key issue, was insufficient. In the future, research using social data, 
such as mass media and social networks,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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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세계 3대 간선항로에 위치하

고 있는 부산항은 상해항, 싱가포르항, 홍콩항 등과 함께 
세계에서 순위를 다투는 메이저 환적항으로 2019년 기
준 2,199만 TEU를 처리한 세계 6위 규모의 항만이며, 
대한민국의 수출입 전진기지로서 해상수출물량의 40%를 
처리하는 우리나라 제 1의 항구이다[1].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K-Stat에서는 한국의 무역의
존도가 최고점을 기록한 시기를 2011년, 86.1%로 발표
한 바 있다(2019년 무역의존도, 63.7%). 1960년대부터
는 수출 그리고 무역 진흥에 초점을 맞추어 해상화물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항만 관련 사업과 종사자가 급격
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해운업을 국가 기간산업의 하나
로 하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부산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한 축이 됨은 부인할 수 없는 현
실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현재 세계 25위권인 한국의 
수출입물류 경쟁력 순위를 높이기 위하여 “수출입 물류 
스마트화 추진 방안”을 확정하여 항만의 자동화, 지능화
를 추진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부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코로나 19(Covid-19) 바이러스
로 인한 세계보건기구(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펜데믹 선언(Pandemic : 전 세계적으
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황) 이후 전 세계의 경제 활동
이 봉쇄(Lockdown) 수준으로 제한되고, 바이러스의 확
산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는 봉쇄노력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예견되고 있다. 전문가와 국제경제 
기관들은 세계 경제가 2020년 최악의 상황에 놓일 것이
라고 전망하고 있고 코로나가 통제되지 않으면 세계적인 
대공황이 다시금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2].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a and Development : OECD)가 발표한 
2/4분기 각국 경제성장률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고 일본은 사상 최대 폭의 마이
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지난해까지 미-중간의 무역전
쟁과 한-일 경제전쟁으로 인한 규제 여파로 인하여 지난 
해 부산항은 2010년 이후 물동량 증가율이 최저치에 이
르렀다. 이러한 코로나 19 사태로 글로벌 밸류체인의 중
심에 있는 국가들 모두 경제 활동이 모두 급속히 냉각되
었고 소비 위주의 미국 그리고 유럽의 경기 부진은 글로
벌 수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국제 무
역의 위축으로 인해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직접

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선박 운항 감축 등의 사항으로 
미루어 볼 때 부산항의 물동량도 큰 폭으로 줄어 들 것을 
염려 했으나 신속한 방역으로 차질 없는 항만이라는 인
식이 확산된 덕분에 이례적으로 2019년 대비 환적 화물 
물동량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이하 
BPA라 칭함)가 발표한 2020년 4월 부산항 컨테이너 환
적 물동량은 98만 3000 TEU로 2019년 97만 9000 
TEU 대비 0.4% 상승하여 화주나 선사들에게 경쟁국인 
중국 항만에 비해 부산항이 코로나에도 신뢰할 수 있는 
항만이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부산항은 해양수산 분야의 혁신과제 중 하나인 
항만의 스마트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반자
동화 형태의 항만을 2012년 부산항 신항을 중심으로 운
영하고 있다. 스마트항만의 도입은 항만의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여 안정적인 항만서비스 제공, 장기적인 경제
이익 창출, 환경 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
무소와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개발을 부산항 신항 서컨
테이너부두 개장과 연계하여 6,772억원을 투입해 항로
의 적정수심 확보를 위하여 개발 준설(2단계)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항만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
해 배후단지와 선석 확대를 추진할 계획으로 2026년 개
장을 목표로 부산 신항 2-6단계 진행을 함으로서 동북아 
물류허브항만으로서 국가의 위상을 정립하는 중요한 시
기를 보내고 있다.

부산항을 대상으로 연구자들은 많은 연구를 진행해 오
고 있다. 경쟁력 제고 방안 등 일반적인 항만과 관련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연구를 비롯하여 부산항이 가지는 특수
성을 고려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3,4].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을 주제로 한 
국내의 모든 연구들을 종합하여, 연구자들의 접근 방법 
및 부산항의 연구 동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기존 키워
드 네트워크를 사용한 연구는 연구가 이루어진 전체기간
을 포괄하여 분석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본 연구는 기간
을 나누어 분석했다. 이는 기존 연구들과 차별되는 점이
며 이를 통해 시기별 변화를 관찰하고자 했다.

2. 이론적 고찰 및 현황분석
2.1 부산항 현황 검토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북안, 경상남도 창원시 진
해구 용원동 및 안골동, 웅동만, 제덕만 일원에 위치한 부



SNA를 활용한 부산항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119
산 신항은 기존 부산항 북항의 물동량 포화와 낙후된 시
설로 인하여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짐에 따라 신항을 건
설하고, 간선 항로로써 환적화물 유치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건설되었다. 
23개 선석이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미래형 유비쿼터스 
항만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2040년까지 
34개 선석이 추가되면 처리능력은 연 1,584만 TEU 이
상으로 메가톤급 컨테이너 항만으로서 동북아 국제 물류
중심항으로 확실하게 자리 매김하게 될 것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양질의 항만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처리로 물류비 절감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할 것이다. 지난 1995년 3월 부산 신항만 건설사업은 민
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타당성 조사를 거쳐 
1997년 10월 착공하였다.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남
컨테이너부두, 북컨테이너부두, 서컨테이너부두와 양곡
부두, 다목적 및 일반 부두, 피더부두 등을 건설 중에 있
다. 현재 신항 1부두(부산신항국제터미널, Pusan 
Newport Internationa Terminal (PNIT) 등의 컨테이
너 전용 부두와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Busan Newport 
Multi-purpose Termianl, BNMT)로 구성되어 총 21
개의 컨테이너 선박 전용 선석을 운영 중에 있다.

또한, 2022년 개장예정인 2-5단계 부두에 국내 처음
으로 양·적하 작업의 일부를 자동화한 안벽 크레인과 더
블 트롤리가 도입된다. 현재 부산 신항 및 북항의 9개 컨
테이너 터미널에서 사용되고 있는 110여기와 국내 터미
널에서 운용중인 모든 무역항의 안벽 크레인은 사람이 
운전실에 앉아서 직접 조정하는 수동식이다.

컨테이너가 점점 대형화 되는 추세에 따라서 초대형선 
처리가 가능하도록 안벽수심을 17M까지 확보하였으며 
국내 최대 크기의 크레인을 보유하였다. 또한, 총 22기의 
국내 최다 안벽 크레인을 보유하였다. 선박의 정시성을 
보장함으로서 선사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재
항 시간을 단축하여 선사의 운항 비용을 절감하였다[5]

중국 북동부와 일본 사이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부산 신항만은 메가 허브 터미널의 기능을 
갖춤으로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신속한 화물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산 신항만은 고객의 원가 절감
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터미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안 정책 터미널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6].

2.2 부산항 물동량 현황
부산항에서 처리되는 수출입과 환적 물동량은 2015

년(19,469천), 2016년(19,459천), 2017년(20,493천), 

2018년(21,663천), 2019년(21,990천)으로 2016년을 
제외하고 매년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2016년은 한진해
운 법정관리로 인해 선박 운항 차질을 빚었으며, 이로 인
해 부산항의 환적 물동량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
나 항만 내 환적화물 운송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항만경
쟁력 강화로 차츰 물동량은 회복된 것으로 파악된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환적화물은 일반화물을 처리
할 때 보다 50% 이상 경제적인 효과가 높다. 부산항의 
환적화물 증가세는 중국의 환적화물 정책인 외국적선의 
연근해 수송금지로 인한 것으로 최근 7년 동안의 자료만
으로도 전체 부산항 물동량에서 환적화물이 차지하는 비
율이 50%를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힘입
어 2019년 기준 부산항은 세계주요 환적항만 중에서 싱
가포르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5-7].

(Unit : 1000TEU)
Port Total 

Volume
Transshipmen

t Volume
Transshipment 

proportion
Singapore 37,196 32,118 86.3

Busan 21,992 11,638 52.9
Port Kelang 13,581 8,542 62.9

Tanjung Pelapas 9,077 8,506 93.7
Dubai 14,111 7,340 52.0

Hong Kong 18,303 4,593 25.1
* Excluding barges from Hong Kong transshipment (Drewry basis)
Sources : Alphaliner Monthly Monitor 2020.04, Drewry estimate(‘20.3)

Table 1. Comparison of container traffic in major 
transshipment ports in the world 
(as of 2019)

현재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수출입 물류의 국제 경쟁
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산항을 비롯하여 국내 주요항만
을 ‘스마트항만’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
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부산항은 터미널 간 환적화물 
그리고 비어있는 컨테이너를 운반하기 위한 순환 레일을 
설치하였고, 이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서류 작업 등을 블
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터미널 연계 효율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환적 등을 위한 시간과 비용은 물론 혼잡도를 줄여
나가는 데 역량을 모으고 있다.

2.3 부산항 선박 입출항 현황
2019년 기준 전 세계로 운항되는 컨테이너 선박은 

5,220여 척에 이르고 선박의 적재 규모를 전부 합치면 
선복량이 약 2,200만 TEU 이상에 달한다. 이 중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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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U 이상의 대형 선박 운항 척수는 530여 척으로서 운
항 척수의 척수 비중은 10퍼센트 수준에 불과하지만 선
복량으로 환산하면 34% 수준에 이른다. 또한, 2만 TEU
급 이상 최대 선형 선박도 40여 척을 넘겨 전체 선복량
의 4.3%를 점유하는 등 초대형 선박의 역할이 컨테이너
의 해상운송 시장에서 계속 증대되는 추세이다[8]. 

(Unit : Number of ship)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Total 94,760 95,191 100,197 99,687 94,816 93,701
Arrival 47,390 47,490 50,089 49,842 47,345 46,834

Departure 47,370 47,701 50,108 49,845 47,471 46,867
Sources : Busan Port Authority. Vessel in and out statistics

Table 2. Busan Port vessel arrival and departure 
performance

 

3. 선행연구 및 차별성
3.1 부산항 선행연구

Fremont and Ducruet(2005)은 세계적으로 Mega 
Port 확산에 따른 부산항의 Mega Port로의 발전 방향
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저자는 부산항은 세계 대형
항만이 조밀하게 위치한 동북아시아 지역에 자리 잡고 
있음에 따라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 및 일본 등 타 국가들의 항만 
성장 방안에 비해 우리나라의 지원이 약하다는 점을 지
적하며, 부산항이 Mega Port로 거듭나기 위한 지원을 
더욱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9].

임일규 외 2인(2010)은 물동량 감소 위기를 맞은 부
산항이 환적 거점항으로 변모를 위한 전략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A 선사에 대한 사례분
석을 통해 화물 유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했으며, 
도출된 요인을 토대로 경쟁 항만 간의 경쟁력 비교분석
을 하였다[10].

양윤옥·김율성(2017)은 부산항 환적 물동량을 벡터 
오차수정모형을 통하여 동태적 구조분석을 시행하였다. 
부산항 물동량 증가의 중요 요인인 환적화물 증감에 따
른 중국과 일본의 주요 항만물동량의 변화를 통하여 부
산항의 항만마케팅을 시행하고 리스크 정도를 평가하여 
타켓항만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였다[11]. 

이충배(2019)는 부산항과 광양항의 컨테이너 환적 물

동량의 변동성 추이와 구조를 분석하였다. 항만별· 상대
국별 분석을 통하여 항만 당국 그리고 선사에게 환적화
물 유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변이할당분석, 기
종점 분석, 보스턴 컨설팅그룹 매트릭스 분석 등을 활용
하여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부산항의 경우 지속해서 관
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국으로 중국, 미국, 그리고 일본으
로 나타났고 항만으로 Tianjin Xingang, Vancouver, 
Seattle, Xiamen, Laem Chabang 그리고 광양항은 
Hochiminh, Yokohama, Kotka, Osaka, Vizag항 등
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기울
여야 할 항만으로 신흥항만인 Tamakomai, Jakarta, 
Yantian(Shenzhen), Laem Chabang항 등을 제시하였
다[12]. 

채기영·이철용(2020)은 부산항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SWOT⋅AHP 분석을 시행하였
다. 분석 결과, 상위요인은 강점(S), 기회(O), 약점(W), 위
협(T) 순으로 중요도를 나타냈다. 또한, 상위요인과 하위
요인을 결합한 종합 가중치는 지정학적 입지(S1), 글로벌 
네트워킹(S3), 우수한 항만 인프라(S2) 등 주로 강점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저자는 부산항의 강점을 살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고 주장하였다[13].

김두환·이강배(2020)는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해 딥러닝 모형 중 LSTM 모형을 활용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모형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SARINA 모형과 LSTM 모형의 예측 정확도를 비교하였
다. 그 결과 LSTM 모형이 SARIMA 모형보다 예측 정확
도가 높게 나타났고, 예측치가 실측치의 특성을 반영하여 
잘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14]. 

3.2 해운동향에 관한 선행연구 
박성화·김태일(2017)은 글로벌 컨테이너 해운시장의 

경쟁 구도 변화를 살펴보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컨테이너 선복량 규모를 분석하였다. 국제적인 컨테이너 
선사 간 인수합병 가속화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있는 
선사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얼라이
언스에 소속되지 못하는 경우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든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컨테이너 선대의 일정한 
유지가 되지 못하면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 운송에도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15].

Lam 외 2인(2018)은 해운항만 서비스, Multi modal 
해운, 배후지 서비스, 해양지원 서비스, 글로벌 공급망과
의 연계 등 글로벌 해운, 항만경쟁력, 실적에 세계무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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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16].

강영기(2018)는 선박금융이 원활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을 해운산업의 침체에 있다고 보았다. 시대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산업 환경 역시 급변하는 상황에 적극적대응
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
였다. 특히 해상운송과 선박에 관련되어있는 법제를 정비
하고 적극 지원하는 일본의 최근 대응사례를 중심으로  제
도 정비가 이루어진 배경 및 현황에 관해 연구하였다[17].

Nektarios 외 2인(2020)은 Covid-19 대유행과 연관
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해운산업에 대한 외부적인 영향을 
조사하고, dry bulk, clean 및 dirty tanker에 대한 운
임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Covid-19가 3가
지 분야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
였으며, 유가 하락을 통한 2차 효과와 주식 시장 영향을 
통한 3차 효과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18].

원승환·조성우(2020)은 전 세계 항만의 자동화 현황
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미래 전망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자 및 산업 관계자들을 위한 실무적 관점과 국가 항
만정책 수립자들을 위한 전략적 관점의 시사점을 제시하
였다. 더불어 기존 연구와 최신 자료를 종합하여 컨테이
너 터미널의 자동화 기술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기술적인 설명과 전략적, 실무적 관점의 시사
점을 제안하였다[19]. 

박정섭·이재은(2020)은 펜데믹 시대의 물류트랜드와
물류환경 등을 살펴봄으로써 환경적응을 위한 유연한 전
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단계로서 코로나 19가 물류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물류 환경에 대한 트랜드의 변화를 살펴보고 변화
에 대응하기 위한 물류 산업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
하였다[20]. 

3.3 키워드 네트워크에 관한 선행연구 
Freeman(1979)은 중심성 개념은 사회학적 연결망 

연구를 넘어 온라인 네트워크를 분석하는데 필수 불가결
한 개념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21]. 

고재창 외 2인(2013)은 네트워크 분석관점을 활용하
여 기술경영 관련 연구들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해외 기
술경영과 관련되어있는 저널의 키워드를 추출한 후 네트
워크로 구성한 다음 키워드 네트워크의 구조적 분석과 
성장분석 및 선호적 연결, 중심성 분석 및 컴포넌트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연구주제
의 선정 시 연결 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키워드를 중심으

로 연구동향을 파악해야 하며, 최근 2년이내에 선호적 연
결이 높은 기존의 키워드들과 신규 키워드들을 조합한 
연구주제를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

변장섭(2016)은 2010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사
회 네트워크 분석의 관점에서 해운 물류업의 산업간 연
계구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해운 물류산업은 산업사이
의 연계구조에서 중심적 역할은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못
하고 있고, 수입거래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해
외의 수요변화에 흔들릴 수 있는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
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연계 효과가 높은 산업들은 부동
산 및 임대업과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운수업, 광업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산업들은 산업간 연계구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이주양·장필식(2017)은 1997-2016년까지의 항공 관
련 글로벌 연구 동향을 조사하기 위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항공
과 관련된 연구 동향을 계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주
장하였다. 최근 20년동안 항공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활
발하게 이루어진 분야로는 공학 분야와 사회과학 분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결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들의 경우 
매개중심성 또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24].

류기진 외 3인(2018)은 2012-2016년까지 부산항 대
상으로 컨테이너 정기선의 항로의 패턴 분석을 실시했다. 
저자는 주요항만의 중심성을 파악한 후, 부산항과 연결된 
항만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
였다. 그 결과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 및 근접 중심
성이 높은 항만은 싱가포르항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네트워크 중심성의 순위와 연도별 부산항 의 주요 국가
를 대상으로 한 항만별 처리물동량 순위 결과는 서로 상
이한 것으로 나타났다[25].

 
3.4 연구의 차별성

다양한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부산항을 주제로 한 연
구들을 포괄하고,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여 부산항 관련 
주력 연구 분야 혹은 전반적인 변화파악을 다룬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
에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을 주제로 한 국내의 모든 연
구들을 종합하여, 연구자들의 접근 방법 및 부산항의 연
구 동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과 관련된 국내 연구의 관련 키
워드를 수집하고,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기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연구들은 전체 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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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간을 나누어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여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키워
드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을 계량적, 시각적으로 파악한
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가진다.

4 연구 방법론 및 실증분석 
4.1 연구방법론

본 논문에서는 부산항에 관련된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방법 (SNA : Social 
Network Analysis)을 채택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사회 네트워크 분석 소
프트웨어인 UCINET 6.0을 이용하였고 연결중심성, 근
접중심성, 매개중심성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자료를 분석
하였다. 

4.1.1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연결중심성은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와 얼마나 연결되

어있는지를 산출한다. 특정 노드와 다른 노드가 많이 연
결되어 있을수록 연결중심성은 높게 나타난다. 

        (1)

는 연결중심성을 나타내며, 는 특정 노드 
를 나타내며, 은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노드의 수
를 나타낸다. 특정 노드 가 다른 노드 와 연결되어
있으면,   로 산출되며, 연결되어있지 않은 경우
에는   으로 산출된다. 이를 표준화하기 위해 
 로 나누어 준다.

4.1.2 매개 중심성(Betweeness Centrality)
매개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

간의 중개자 역할을 얼마나 하는지를 산출한다. 특정 노
드가 다른 노드의 중개자 위치에 많이 포함될수록 높은 
매개 중심성을 갖는다.

(2)

는 매개중심성을 나타내며, 는 특정 노드 
를 나타내며, 은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노드의 수
를 나타낸다. 노드 와 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노드 가 노드 와 를 연결해 
주는 위치에 있게 되면     , 그렇지 않으면 
   으로 산출된다. 이를 표준화하기 위해 

 
 를 곱해준다.

4.1.3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근접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특정 노드가 네트워크 

전체에서 얼마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지를 산출한다. 
특정 노드가 네트워크 중심에 있을수록 높은 근접 중심
성을 갖는다.

(3)

는 근접중심성을 나타내며, 는 특정 노드 
를 나타내며, 은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노드의 수
를 나타낸다. 는 특정 노드 와 다른 노드 
간의 가장 짧은 거리를 나타낸다. 특정 노드 가 다
른 노드 와 연결될 때, 필요한 링크의 수가 개라 
할 때, 



 는 으로 나타난다. 이를 표준화

하기 위해 


를 역수로 바꾸고,  을 
곱해준다.

4.2 연구범위 및 분석기간
연구범위는 국내 논문으로 하였으며 학술지 검색 포털

인 RISS와 연계된 학술지 DB 사이트인 DBPia, Kiss, 
E-article, 스콜라에서 제공하는 논문 중 연구 키워드 ‘부
산항’을 사용하는 논문을 수집했다.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목록에서 “대분류 사회과학 분야”, “중분야 해상
운송학”을 중심으로 수집하였으며, 거리가 있는 인문학, 
자연과학, 복합학 분야의 논문은 배제하였다. 

분석 기간은 총 4가지 기간으로 나타냈으며, 분석 초
기 기간인 1991년부터 2003년까지, 그 이후 기간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그리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기간 및 전체 기간으로 진행한다. 위 기간으로 분석한 이

   
  



 

 




 

   
  



  



SNA를 활용한 부산항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123
유는 2004년 부산항만공사가 설립되어 이에 따른 연구
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분석 초기기
간인 1991년부터 부산항만공사 설립 전인 2003년까지
를 첫 번째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기간은 그 이
후 기간과 경제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 기간은 그 이후 기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타당한 분석을 위해 동일한 의미지만 다른 단어
로 표현된 단어를 한 단어로 통일하였고, 영문의 대소문
자 통일 및 띄어쓰기 통일 등의 과정을 거쳤다. 단어 분
리에 있어서는 ‘and’, ‘or’ 등의 접속사로 연결된 단어들
을 분리하였으며 합성어는 유지했다. 아울러, 연구키워드
는 연구자가 해당 연구에서의 핵심적인 주제 및 주장, 연
구 방법론을 함축적으로 제시함으로 별도의 삭제 과정은 
수행하지 않았다.

Fig. 1은 연구에 사용된 논문의 게재연도 빈도수를 나
타낸다. 2001년부터 점차 부산항을 주제로 한 연구가 많
아지고 있으며, 2011년이 31편으로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2011년 이후에는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형태로 
나타난다. 

Fig. 1. Number of papers by year

4.3 기간별 중심성 분석 결과
4.3.1 1991-2003년 기간
Table 3은 1991~2003년 Degree 중심성 분석 결과

로 Busan port(0.169)가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으며, 
Container(0.084), HFP(0.084), Hierarchical fuzzy 
process(0.073), International logistics(0.067) 그리
고 DGPS(0.056) 등의 키워드가 상위 키워드로 나타났

다. 2000년 이전에는 컨테이너를 키워드로 하는 연구들
이 많이 이루어졌고, 2000년대에 들어서며 Degree 중
심성에서 3-6위에 항만경쟁력 관련 키워드가 등장한다. 
즉 퍼지방법을 사용한 항만경쟁력 측정방법인  
Hierarchical fuzzy process가 연구의 중심성을 가지
며, 국제물류(International logistics)의 경쟁력 평가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keywords Centrality Score
1 Busan port 0.169
2 Container 0.084
3 HFP 0.084
4 Hierarchical fuzzy process 0.073
5 International logistics 0.067
6 Port competitiveness 0.067
7 DGPS 0.056
8 ASEAN 0.051
9 Competitiveness 0.051
10 Fuzzy evaluation 0.051

Table 3. Degree Centrality Analysis(1991-2003 Period) 

Table 4는 같은 기간 Betweenness 중심성 분석 결
과를 나타낸다. Busanport(0.106)이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으며, Hierarchical fuzzy process(0.067), 
Container(0.031), Port competitiveness(0.02) 그리
고 Transportation(030.24) 등의 키워드들이 상위 키워
드로 나타났다.

keywords Centrality Score
1 Busan port 0.106
2 Hierarchical fuzzy process 0.067
3 HFP 0.043
4 Container 0.031
5 Port competitiveness 0.024
6 Transportation 0.024
7 Container port 0.02
8 International logistics 0.012
9 DGPS 0.002
10 GIS 0.001

Table 4. Betweenness Centrality Analysis(1991-2003 
Period)

컨테이너 항만으로서의 역할이 나타나고 있으며, 타 
국가 간의 경쟁 항만으로서 역할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환적화물 유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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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인근 중국 항만 및 싱가포르 항만 간의 경쟁력에 관
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체 환적 물량 확보를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91~2003(부산항만공사 설립 전) 기
간에는 보다 일반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
으며, 부산항의 지리적 역할 및 대외 경쟁력에 관한 연구
들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Table 5은 1991~2003 기간 Closeness 중심성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1991~2003년 기간의 Closeness 중
심성의 경우 전체 기간의 Closeness 중심성과 다르게 높
게 나타난 키워드들이 있다. Port management, 
Transportation, Complex linkage transport, 
Coastal sea transport 그리고 Exclusive port 등이 키
워드들이 높게 나타났다.

keywords Centrality Score
1 Busan port 0.176
2 Hierarchical fuzzy process 0.173
3 Container 0.169
4 Decision making 0.169
5 Fuzzy 0.169
6 Port management 0.169
7 Transportation 0.169
8 Complex linkage transport 0.168
9 Costal sea transport 0.168
10 Exclusive port 0.168

Table 5. Closeness Centrality Analysis(1991-2003 Period)

4.3.2 2004-2007년 기간
Table 6의 2004~2007 기간 Degree 중심성 분석 결

과를 나타낸다. 1위로 나타난 Busan port를 키워드로 
하는 연구들은 관세자유지역 경쟁력 평가 및 활성화[26], 
일본 환적화물[27], 크루즈 터미널[28], 국내 컨테이너 
터미널 효율성 분석[29], 항만 클러스터[30], 복합 클러
스터[31], 상하이항과 비교[32], 부산항만공사 성과[33], 
물류단지방안 및 지역경제 효과[34] 등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위 연구들은 2003년 부산항만공사 설립 이후 진행된 

연구들이다. 특히 듀얼 허브포트(Dual Hubport) 명칭으
로 정부정책상 추진된 광양항 개발로 인하여  
Gwangyang port가 5위에 위치하였다. 항만의 효율성
을 분석하는 DEA방법, 항만 마케팅 및 잠재시장 파악을 
위한 Conjoint analysis 등의 방법론 관련 키워드가 상
위의 중심성을 나타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Port 
competitiveness, DEA 등의 키워드들이 등장한 것으로 
보아 항만의 경쟁 심화에 대한 연구적 관심이 커짐을 알 
수 있으며, 연구 방법론 키워드의 경우 그 자체로 연구의 
주제가 되기보다는 주제를 분석하기 위해 도입되지만, 항
만 분야에서는 분석방법의 적용에 따른 항만의 시기적 
역할 및 상황을 반영함으로 유의미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Table 7은 2004~2007 기간 Betweenness 중심성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2004년부터 2007년 기간 
동안 Betweenness 중심성에서 1위와 2위인 Busan 
port와 Hubport 키워드로 함께 연구된 것으로 부산항
과 광양항의 동북아 물류 허브항만 전략[35], 부산항을 허
브항만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개발전략[36]과 중국항만개
발과 부산 신항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37]가 있다. 

keywords Centrality Score
1 Busan port 0.230
2 Hub port 0.094
3 Port competitiveness 0.056
4 Container terminal 0.041
5 Competitiveness 0.031
6 Free trade zone 0.031
7 Ultra large containership 0.031
8 Port competition 0.027
9 Port of Busan 0.023
10 Time value cost 0.023

Table 7. Betweenness Centrality(2004~2007 Period) 

Port competitiveness와 Port competition 키워드
는 전체 기간 중심성에서도 높게 도출된 키워드들로써, 
2004-2007년의 연구가 전체 기간 연구에서 많은 영향

keywords Centrality Score
1 Busan port 0.203
2 Container terminal 0.072
3 Port competitiveness 0.062
4 Hub port 0.059

Table 6. Degree Centrality Analysis(2004~2007 Period)

5 Gwangyang port 0.048
6 Competitiveness 0.045
7 DEA 0.045
8 Logistics cost 0.041
9 Conjoint analysis 0.038
10 Free trade zone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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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Hubport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아, 주변 항만과 경쟁 관계
에서 부산항의 포지션 및 자체 경쟁력 제고에 관한 연구
들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산항이 글로벌 항
만 경쟁 관계에서 허브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과 
연관되어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8은 2004~2007 기간 Closeness 중심성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가장 높은 중심성을 나타낸 키워드는 
Busan port(0.188)이며, Hubport(0.179), Port 
competitiveness(0.178), Productivity(0.177), 
Competitiveness(0.176) 그리고 Container 
terminal(0.176)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간의 
Closeness와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전체 기간
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키워드로는 Agile logistics, 
Logistics cost, Port cluster, Transshipment port, 
Port authority 그리고 Remodeling 등의 키워드들이 
나타났다. 

keywords Centrality Score
1 Busan port 0.188
2 Hubport 0.179
3 Port competitiveness 0.178
4 Productivity 0.177
5 Competitiveness 0.176
6 Container terminal 0.176
7 Agile logistics 0.174
8 DEA 0.174
9 Gwangyang port 0.174
10 Logistics 0.174

Table 8. Closeness Centrality Analysis(2004~2007 Period)

4.3.3 2008년 이후 기간
Table 9는 2008년 이후 기간 Degree 중심성 분석결

과를 나타낸다. 2008년 이후 기간 동안 Degree 중심성 
1위는 Busan port로 이를 키워드로 하는 연구들은 물류 
허브항만으로서 부산항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이희석, 
2009)[38], 동북아 물류 환경변화에 따른 수도권항 및 
부산항의 컨테이너 항만 전략에 관한 연구(조진행, 
2009)[39]와 부산항 물류 환경이 환적화물 유치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안기명, 김명재, 2010)[40], 부산항
의 환적화물 유치전략에 관한 연구(임일규, 김명재, 안기
명, 2010)[41] 등 다양한 연구가 있다. 특히, 이 기간의 
상위 키워드를 살펴보면, Busan port(1위)를 중심으로 
경쟁력 평가, 경쟁요소의 중요도 평가를 위한 AHP(2위), 

부산항의 효율성 평가를 위한 DEA(3위) 등이 가장 상위
권에 나타난다. 더불어 부산신항 개발에 따른 Busan 
newport(5위), 개발된 신항과 기존 부산북항 및 주변 항
만과의 경쟁력 등과 관련된 키워드가 6-10위를 차지하
고 있다.

keywords Centrality Score
1 Busan port 0.221
2 AHP 0.076
3 DEA 0.073
4 Container terminal 0.062
5 Busan newport 0.046
6 Port 0.046
7 Competitiveness 0.031
8 Busan 0.029
9 Port competition 0.029
10 Port competitiveness 0.029

Table 9. Degree Centrality Analysis (2008-Present)

Table 10은 2008년 이후 기간 Betweenness 중심성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Busan port(0.319)가 가장 높은 
키워드로 도출되었으며, AHP(0.096), Container 
terminal(0.079), DEA(0.071) 그리고 Port(0.053) 순으
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기간 동안 Betweenness 중심성 1위와 
3위인 Busan port와 Container terminal 키워드로 함
께 연구된 것으로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하역시장의 
안정화 요인과 요율 인가제의 조절 효과에 관한 연구(전
세표, 안기명, 윤정희, 2016)[42], TDCA에 의한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원가분석과 유용성에 관한 연구(류동하, 
안기명, 황성구, 2014)[43]와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
영전략 효과의 인식에 관한 연구(윤은주, 안기명, 
2013)[44]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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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Centrality Score
1 Busan port 0.319
2 AHP 0.096
3 Container terminal 0.079
4 DEA 0.071
5 Port 0.053
6 Busan newport 0.05
7 Customer satisfaction 0.026
8 Busan 0.024
9 Regression analysis 0.024
10 Factor analysis 0.023

Table 10. Betweenness Centrality Analysis (2008-Present)

Table 11은 2008년 이후 기간 Closeness 중심성 분
석 결과를 나타낸다. 가장 높은 중심성을 기록한 키워드
는 Busan port(0.275)이며, AHP(0.261), Container 
terminal(0.256), Port(0.253) 그리고 Busan 
newport(0.25) 등의 키워드들이 상위 키워드로 도출되
었다.

2004~2007 기간 Closeness 중심성 분석 결과와 비
교해 보았을 때, 1위는 동일하게 Busan port가 나타났
고, 순위에 없던 AHP가 2위로 도출되었다. 전 기간 2위
였던 Hubport가 9위로 낮은 순위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Busan newport, Port hinterland, 
Hinterland, Shanghai port 등 2008년 이후 새롭게 
도출된 키워드들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Closeness 분석 결과 1위인 Busan 
port를 키워드로 한 연구는 21세기 종합항만을 위한 부
산항의 추진과제 평가(허윤수, 김율성, 2008)[45], 최소
비용 기반 글로벌 항만 물류 네트워크 모델 구축(장운재, 
금종수, 2008)[46], VAR 모형을 이용한 부산항과 상해
항의 물동량 분석(유병철, 조찬혁, 2008)[47] 등이 있다. 

2위인 AHP 키워드를 가지고 연구된 논문을 살펴보면 
의사결정자의 대립하의 항만개발 우선순위 평가(장운재, 
2011)[48], 부산항-광양항간 전용 이송시스템 구축에 관
한 연구(전찬영, 이성희, 이종필, 전형모, 2011)[49], 부
산항 부가가치 창출에 관한 연구(강달원, 임동석, 남기찬, 
최철희, 이동운, 2011)[50], 부산항 신항 북 컨테이너 배
후단지의 경쟁력 제고 - AHP 기법을 토대로(박길영, 하
명신, 2015)[51] 등이 있다. 2008년 이후 기간 연구 분
석 결과 상위 키워드를 살펴보면 부산항과 관련되어 경
쟁력 및 신항과 항만 배후단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keywords Centrality Score
1 Busan port 0.275
2 AHP 0.261
3 Container terminal 0.256
4 Port 0.253
5 Busann ewport 0.250
6 Port hinterland 0.249
7 Port competitiveness 0.246
8 Competitiveness 0.245
9 Hubport 0.245
10 Hinterland 0.244

Table 11. Closeness Centrality Analysis (2008-Present)

4.3.4 전체 기간
Table 12는 전체 기간 Degree 중심성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부산항에 관한 연구는 검색 논문 기준으로 
1993년 노홍승, 이철영의 컨테이너 연안해송 활성화에 
관한 연구[52]를 시작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보다 부산항의 상업적 역할에 관
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으며, 부산시의 컨테이너 징수
에 관한 연구(김공원, 곽규석, 김근섭, 2002)[53], 부산항 
관세자유지역에 대한 항만물류 관련 업체에 관한 연구
(이선미, 이철영, 2003)[54], 부산항 관세 자유지역의 경
쟁력 평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허윤수, 정태원, 
2004)[26] 등 조세 및 혜택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정량화된 방법론을 사용하여 부산항 관련 분석
들이 이루어졌는데, 계층 퍼지 분석법을 이용한 부산 신
항만의 항만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김성국, 2003)[55], 
DEA 모형을 이용한 세계주요 항만의 효율성 평가(신창
훈, 송재영, 2005)[56] 등의 주제들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산항의 물동량 상승과 규모 확장 
필요성에 대해 인식되며, 부산항의 재개발 대상지 선정 
및 재개발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여기태, 2003)[57] 부산
항 물류 단지화 방안과 지역경제 효과(조성우, 2006)[58] 
등 부산항의 변모와 발전을 위해 부산항을 개발 대상으
로 인식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부
산항의 기술 혹은 제반 시설에 관한 연구보다는 컨테이
너 운송하역업의 노사관계 실태와 개선 과제(윤영삼, 
2004)[59], 부산항 경쟁력 분석과 과제에 관한 연구(오용
식, 2004)[60], 우리나라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합물
류 클러스터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박영태, 김영민, 김종
근, 2005)[31] 등 부산항의 안정적인 운영과 더불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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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쟁 관계에서의 부산항의 입지를 환기하고, 경쟁력 강
화 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부산 신항의 등장과 더불어 부산 
신항 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정홍자, 최해범, 
2011)[61], 부산항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항만경쟁력 분
석에 관한 실증연구(이기웅, 이문규, 방효식, 2011)[62] 
등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산항을 포함하여 인근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들의 효
율성 및 네트워크를 분석한 연구들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위 기술한 연구주제로 현 연구 시점까지 반복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 FTA 체결 및 부산항의 확
장 방안에 대한 시의적절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계량화된 분석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효율성 평가를 위해 DEA 
분석, SNA 분석, 집중도 분석 및 변이 효과 분석, IPA 분
석 등의 방법론으로 부산항 경쟁력 및 현황에 관해 분석
하려는 연구들이 보인다.

위 연구들은 Degree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연구들로서, 부산항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에 있어서 
다른 연구들과 주제가 상통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부
산항에 관한 보다 중점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연구들이라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위 키워드들을 통해 분석 초기부
터 현재까지 이루어졌던 부산항 관련 연구들에 관해 빠
르게 이해할 수 있으며, 부산항 관련 연구의 흐름에 대하
여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keywords Centrality Score
1 Busan port 0.223
2 DEA 0.060
3 AHP 0.056
4 Container terminal 0.056
5 Port competitiveness 0.049
6 Busan newport 0.039
7 Competitiveness 0.039
8 Container volume 0.035
9 Gwangyang port 0.032
10 Port 0.031

Table 12. Degree Centrality Analysis(Full-Period)

Table 13은 전체 기간 Betweenness 중심성 분석 결
과로서 Busan port(0.24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
래로는 DEA(0.048), Container terminal(0.044), 
AHP(0.039), Busan newport(0.025) 그리고 Port 

competitiveness(0.025)가 높게 나타났다. Busan port 
키워드는 Betweenness 분석에서도 높게 나타났으며, 
이하 순위로 나타난 키워드들도 비슷하기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Betweenness 중심성에서 높게 나타난 키워드
들은 해당 논문과 다른 논문과 주제를 연결해 주는 역할
을 하기 때문에, 방법론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많이 도출
된 것을 볼 수 있다. 

DEA 분석의 경우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국내외 컨
테이너 혹은 항만을 대상으로 하는 효율성 비교연구에 
많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DEA의 경우 계량화된 상
대적 효율성 비교 기법으로서, 터미널 혹은 항만이 가지
는 데이터를 가지고 실시하게 된다. 소규모 항만이나 터
미널의 경우 데이터의 확보가 어려워 분석되지 않는 경
우가 많은데, 부산항의 경우 분석에 자주 활용되는 것으
로 보아 데이터 확보가 용이한 항만이라 할 수도 있다. 

Container terminal과 연관하여 AHP를 활용한 연
구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항을 대상으로 
하며 각 분야의 주제들로 이루어진 연구들이 다양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AHP는 계층분석방법으로서 주
제가 되는 분야에서 주요하게 나타나는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전문가 설문을 통해 데이터
가 수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통해 부산항을 중
심으로 다양한 연구자들이 접근한 것을 알 수 있으며, 
AHP를 통해 부산항 발전 요인에 관한 탐구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keywords Centrality Score
1 Busan port 0.245
2 DEA 0.048
3 Container terminal 0.044
4 AHP 0.039
5 Busan newport 0.032
6 Port competitiveness 0.025
7 Container volume 0.019
8 Competitiveness 0.017
9 Factor analysis 0.016
10 Port 0.016

Table 13. Betweenness Centrality Analysis(Full-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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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Centrality Score
1 Busanport 0.204
2 AHP 0.192
3 Container terminal 0.192
4 Hubport 0.191
5 Busannewport 0.190
6 Port competitiveness 0.190
7 DEA 0.189
8 Gwangyangport 0.189
9 Competitiveness 0.188
10 Port competition 0.188

Table 14. Closeness Centrality Analysis(Full-Period) 

위 Table 14는 전체 기간 Closeness 중심성 분석 결
과를 나타낸다. 분석 결과 Busan port(0.204), AHP(0.192), 
Container terminal(0.092), Hubport(0.191) 그리고 Port 
competitiveness(0.190) 등이 높은 중심성을 가진 키워드로 
나타났다. 상위로 나타난 키워드 중 대부분의 키워드는 
Degree 중심성과 유사하며, 전체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
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부산항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경우 근접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를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다.

Closeness가 높게 나타난 키워드들은 다른 주제의 논

문들과의 연결성이 좋은 키워드들로서, 상위로 나타난 키
워드 중 대부분의 키워드는 Degree 중심성과 유사하다. 

부산항 키워드 네트워크 내에서는 중국과 비교연구, 
환적항으로서 기능 등에 관한 연구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부산항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중국 무역에 관한 연
구들이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 환적항에 관한 연구
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부산항의 항만경쟁력 향상 방안 연구(박영태, 김
이곤, 2005)[63], 중국항만개발과 부산 신항의 경쟁력 강
화에 관한 연구(최병원, 2006)[64], 양산항 개장에 따른 
부산항의 대응 전략(이수룡, 배병태, 문성철, 최철진, 
2007)[65], 부산항과 상해항의 물동량 분석(유병철, 조찬
혁, 2008)[47], 허브항만으로서 부산항의 발전방안 연구
(이희석, 2009)[38], 환적화물 유치 경쟁력 분석(이기웅, 
이문규, 방효식, 2011)[62], 환적 중심항 효율성과 코피
티션(방희석, 이주원, 신미나, 2012)[66] 등의 연구들이 
진행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주로 중국과의 경쟁 관계를 
의식한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부산항의 
환적항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 Fig 2는 전체 기간 Busan port 키워드 Ego 네트
워크이다. 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키워드들이 Busan port 

Fig. 2. Entire period Busanport Ego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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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중심으로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가까이에 붙어있는 키워드들은 Competitiveness, 
Container terminal, Port competitiveness, DEA, 
AHP 그리고 Busan New Port 등의 키워드들이다. 이 
키워드들은 Busan port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는 키
워드들일 뿐만 아니라, 주변의 Incheon Port, 
Gwangyang Port, Shanghai Port, Northeast Asia등
의 키워드들로 연결되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키워드
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근 항만들을 주제로 한 연구들
과 연결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네트워크를 통해 
알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2020년 7월까지 기간 동안 키워드 “부산

항”으로 검색되는 국내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
였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통해 연구동향을 파악
하였으며,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도별 대상 논문 추이를 살펴보면 부산항의 개항부터 
부산 신항이 운영되고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
로 부산항에 관련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항만경쟁력과 관련된 연
구들이 부산항과 연계되어 많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결 중심성 분석 결과 전체 기간과 기간별 분석 모두 
1위는 “Busan port”로 나타났고 전체 기간 동안 Busan 
Port를 이어 DEA, AHP, Container terminal, Port 
Competitiveness, Busan new port, 
Competitiveness 등의 순으로 그 결과가 도출되었다. 
세계 유수 항만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부산항을 경쟁력 있는 항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들이 다
른 주제와 결합하여 진행되었다는 것을 분석 결과 알 수 
있었다. 

또한, 공공부문 혹은 비영리 부분의 효율성을 측정하
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서 그 유용성을 인정받아 온 방
법론인 DEA(Data Envelopment Analysis)와 행정학과 
정책학에서 다수 사용되고 있고, 요인간의 비교를 통해 
순위를 결정하고, 우선순위를 분석하는 방법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가 많이 사용되었음
을 볼 수 있었다. 

매개 중심성과 근접 중심성 결과 또한 Busan port가 

각각 1위로 나타났으며 연결 중심성과 마찬가지로 
Container terminal, Port competitiveness, 
Transshipment cargo 등이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부산항을 키워드로 검색되는 논문을 분석한 결과인 것을 
감안할 때 부산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Container 
terminal, Port competitiveness와 Hubport등의 키
워드로 연구된 논문들이 많음을 볼 수 있었다. 

전체 기간 분석 결과, 모든 중심성의 상위에 자리 잡은 
키워드는 부산항의 화두인 Port competitiveness, 
Hubport, Transshipment cargo로 나타났고, 이는 동
북아시아 항만의 허브항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주변 항만
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하기 위한 주제의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산항이 국내 최
대의 항만으로 국가 경쟁력과도 연결되어 있는 만큼 
2004년 이후 부산항과 항만경쟁력에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기간별 분석 중 부산 신항만 북 컨테이너부두가 완전
히 개장되었던 2009년 6월이 속한 2008년 이후 분석 결
과에서 나타난 키워드인 Hinterland도 주목해 볼 필요
가 있다. 국가 간의 장벽과 경제의 구분이 점차 없어짐에 
따라 각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경쟁에 직면하게 되는
데 그 치열한 접전지 중 한 곳이 항만이라고 할 수 있다.

각 나라의 항만들은 현재 선대의 대형화에 발맞추어 
설비의 현대화, 배후물류단지조성 등 고부가가치 항만 비
즈니스 창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항만배후단지의 다
양한 기능과 역할 확대가 커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연구
들이 많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었다. 

상위 순위에 나타난 “Hubport"는 현재 전 세계 항만 
도시들의 속도 경쟁과 글로벌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한 
스마트항만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을 반영하는 키
워드로 항만의 효율성과 함께 부산항의 글로벌 허브항만
으로의 움직임을 잘 나타내주는 연구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상위 키워드인 “Transshipment cargo"는 
환적화물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수출입 화물의 처리량
을 넘어서기 시작한 2000년대와 환적화물이 수출입 물
동량을 추월한 2014년을 반영하는 것과 같이 2008년 이
후 키워드 순위에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타국 간 교역으
로 인해 발생하는 수출입 화물은 특정 기관의 노력으로 
물량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고 수출입 물량 유치를 위
해 국내 항만 간 경쟁이 야기되는 데 반해 환적화물은 공
격적인 항만마케팅, 항만 생산성 향상, 항만 인프라 구축 
등의 다양한 노력으로 물량 상승을 할 수 있어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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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로 채택되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부산항을 키워드로 사용한 학술연구를 대상
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여, 부산항을 중심으
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키워드들을 구별하였으며, 
키워드간의 관계, 구체적 사용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부산항 관련 관계자 및 부산항 연구자들은 
부산항 관련 연구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며, 부산항
의 연구트렌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최근 4차 산업과 관련한 항만 자동화, 무인
화 그리고 인공지능 등의 키워드들이 다수 등장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관련 키워드들의 등장은 미미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어졌던 부산
항을 접목하여 4차 산업에 관련한 연구들을 진행하면, 부
산항 연구 분야에서 보다 가치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키워드 네트워크를 통해 
산업, 기술 분야 혹은 학술연구 분야에 많은 연구들이 이
루어지고 있어, 부산항 외의 다른 항만을 대상으로 한 연
구동향에 대한 문헌들과 비교 분석을 하면 흥미로운 시
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는 학계 관점으로 연구범위를 정하여 연
구 분야에서 인식하는 부산항에 대해서만 서술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술연구 외에 매스컴, SNS, 각종 보고서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부산항을 중심으로 사용되는 키워드를 
조사하여 분석하면 더욱이 세분화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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