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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물류전략의 기본방향은 거점별 물류시스템 구축이라는 전제하에 시설공급 

위주로 설정되어 있으며， 향후 동북아 물류중심지를 위한 각 물류거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규정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수송물류결절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방법 

에 대한 기초연구가 부족하고， 물류부문에서 주요 관심사인 수단간 연계까지 고려한 객관적 평 

가방법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동북아 물류중심지 역할에 상응하고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물류 

시설 공급계획과 함께 거점별 운영전략도 통합 • 수립되어야 한다. 우선 그 첫걸음으로 객관적 

기준을 적용한 물류거점 및 주요 수송물류결절점에 대한 평가와 함께 평가결과 도출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공급계획 및 운영전략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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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고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를 통합하여 평가를 할 수 있는 

의사결정방법론인 AHP방법론을 이용하여 주요 물류결절점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 및 계량적 자료의 제약으로 비록 계량적 자료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개발한 방법론을 3개 지역에 모형을 적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고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AHP를 이용한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향후 국가물류체계 상의 주요 

물류결절점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능정의를 도출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구 

축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로서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장에서는 연계성 측면을 고려한 선행연구의 고찰과 함께 물류결절 

점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들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평가방법에는 정량적 평가방법과 정성적 평 

가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기준분석법 (Multiple Criteria Decision Making)에 속하면서 정 

량적 요인과 정성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연구방법 

론으로 선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AHP를 이용한 수송물류결절점 평가기법 구축에 대해 설명하고 었다. 평가모형 

구축을 위해 평가기준 작성의 기본방향 및 평가항목 구성 , 기존 연구를 통한 기준요소의 검토， 

수송물류결절점 평가항목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구축한 모형에 의해 AHP설문을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 

다. 또한 각 세부항목의 우선순위 및 가중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 모형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 

해 인천， 광양， 대구 3곳의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AHP설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본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ll. 선행연구 및 평가방법 결정 

1. 선행연구 현황 

본 연구에서 수송수단간 연계성을 다룬 연구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시도한 결 

과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각 개별 수송수단 측면에서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 연계수 

송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 

다. 즉， 개별 수송수단의 입장에서 타수단과의 연계성 향상을 위한 방안들을 연구의 결과로서 

제시하고 있다. 

주요 선행연구들 중 본 연구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검토한 후 다음의 〈표 1)과 같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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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주요 선행연구 

과제명 | 연구목적 j 연구방법 l 주요 연구내용 

육상운송과 연안 | 연안운송의 현황과 수요특성 , 운 | 연안운송 현황 분석 1 • 연안운송의 현황 분석 및 

운송의 연계체계 l 송체계， 수용의 변화 등을 살펴보 1- 효율적 연계체계 구 l 연계체계 구축의 필요성 

구축 방안 !고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육상-1 축을 위한 조건분석 1 . 연계체계 구축의 장애요인 
연안연계운송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1- 연계체계 구축의 장 1 . 연안운송의 효율적 연계체 
제시 l 애요인 분석 l 계 구축을 위한 과제 

국제철도시대에 | 향후 국제철도망의 연결로 국가| 현황분석 1 .동북아 철도망의 효과 

대비한 대응전략 l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한국철도가 l 기존 연구 고찰 1 • 국제철도 추진상황 및 화 

개발 ! 지향하여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주 1- 아시아 철도망의 장 | 물수요 추정 
변국가와의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 | 래수요 추정 1 • 남북한 철도 연계방안 

처하기 위해 전략수립의 토대를 마 1 . 국제철도 운영의 기대효과 

련하는 것이 연구의 목표 

항만-내륙간 첨 1- 우리나라 항만이 기업의 국제물 1- 현황 분석 

단연계 운송시스 | 류 중심기지의 역할을 수행 할 수 1- 요구조건 분석을 위 
템 개발방안 연 l 있도록 반입물류와 반출물류의 생 l 한설문조사 

구 1 산성을 제고하고 저렴하고 신속한 1- 해외 선진항만 벤치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송수 | 마킹 

단별 연계운송시스템 기술개발 방 

향을 제시 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첨단통합운송시스랩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 

로함 

· 내륙 연계운송체계의 문제 

점 및 요구사항분석 

· 내륙 연계운송에 대한 해 

외 선진항만의 대응 

• 항만-내륙간 컨테이너 수 

송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 및 

추진전략 

유통단지개발 종| 기존 시설의 체계적 정비계획을! 제 1차 유통단지종 1 • 유통단지 최적 배치안의 

합계획 수립 연 j 제시하고， 유통단지개발 활성화 방 | 합계획의 평가 | 선정 

구 l 안을 모색 1- 국내외 유통단지 조 1 . 다기준-다차원 평가방법을 
- 유통시설의 중복， 과잉투자를 방 | 사 및 운영현황 조사 | 이용하여 최적대안 선정 

지하고 체계적인 유통시설 콩급으 1- 유통단지 수요 및 1 . 유통거점의 선정기준 및 
로 효율적인 유통거점 네트워크를 | 공급규모 예측 | 배치 방법 

구축 

리하였다. 

2. 평가방법의 결정 

본 연구에서 물류결절점 평가를 위해 방법에는 정량적 평가방법과 정성적 평가방법이 있다. 

정량적 평가방법은 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과 같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가능한 

모든 비용과 가능한 모든 편익을 따져 대안들 중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이 화폐단위로 측정되어야 하며 , 그 화폐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 변화 한다. 즉， 의사 

결청의 문제가 청량척인 화폐단위로 측정되는 경우에 이 방법이 사용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므로 주로 투자사업 등의 예산결정상황에서 사용되는 예가 많다. 정성적 평가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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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화가 어려운 지표를 평가항목으로 이용하여 경험과 전문적 지식 등에 의존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물류결절점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나 평가방법 결정은 평가목적과 대안에 

관한 정보의 분포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속성값의 배열 및 분포를 고려하여 가장 왜곡이 

적은 평가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즉， 대안의 속성값을 왜곡하지 않고 평가점수로 환산하는 것 

이 가장 바람직한 평가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평가방법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최근 공공부문의 의사결정문제는 다기준 의사결정 상황 

에서 대안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기준 분석기법이 여러 방면에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물류결절점에 대한 기능정의를 위해 사용될 연구방법론은 

다기준 분석방법 중에서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AHP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AHP를 방법론으로 선정한 이유는 AHP가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의 통합이 

가능한 방법으로 일반적 의사결정방법의 가장 큰 문제점인 상이한 척도를 가진 요소들의 비교， 

통합 등을 합리적 ·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고， 평가의 일관성을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 

으며 의사결정 참가자의 의견 통합 및 집단의사결정을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 물류결절점 평가모형 구축 

1. 물류결절점 평가모형 설계 

가. 평가기준 작성의 기본방향 

평가의 기본방향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의 목표와 각 물류관련 연구에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고려하여 21세기 동북야의 지속가능한 물류체계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국가물류기 

본계획」내의 물류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설정하고 계획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의 목표로 세운 지표와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물류결절점의 평 

가를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물류비전의 세부내용을 지침으로 하여 본 연구의 평가방향을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설정하 

였다. 첫째， 물류의 물리적 측면과 비물리적 측면을 통시에 고려한다 둘째，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한 물류결절점을 지양한다. 셋째 글로벌 물류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산업환경을 조성한다. 

넷째， 물류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고려한다. 이상과 같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평가항목을 선정하였다. 

나. 평가항목 구성의 개요 

평가항목 구성에 있어 계층적 위계 설정은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정량화 및 비교평가를 용이 

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항목에 대해 더욱 세밀한 비교평가가 가능한 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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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위계의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물류결절점의 평가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국가물류기본계획」과 기존 물류관련 정책연구를 기 

반으로 하여 기존연구를 고찰하였다. 먼저 국가물류기본계획에서 물류결절점이 갖추어야 할 기 

초적인 조건을 살펴보자. 위 조건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서 설정한 5대 목표를 기준으로 하였 

는데 í국가물류기본계획」의 5대 목표는 첫째， 물류강국을 지향하는 물류 간선네트워크의 구 

축， 둘째， 물류부문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유기적 조화를 위한 물류기술의 고도화， 셋째， 

물류산업의 체질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넷째，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환경친화형 물류환 

경의 조성， 다섯째， 세계를 지향하는 국제 물류네트워크의 구축 등이며 이를 토대로 평가항목 

의 기본구성을 설정하였다. 

물류간선네트워크의 구축은 인프라의 구축으로 설정하였고 물류부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 

어의 유기적 조화는 물류 연결성과 물류 정보연결성이라는 항목으로， 물류산업의 체질개선과 

물류환경의 조성은 물류산업환경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국제물류네트워크의 구축은 물류산 

업환경에 포함시켰다.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해 본 결과 물류결절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정리해 보면 크게 하 

드웨어 측면과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드웨어 측변에서는 물류시설， 지리적 

측면이 포함될 것이고 소프트웨어 측면은 법제도적 , 휴먼웨어 , 환경적 , 비용적 측면을 모두 포 

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물류결절점의 평가기준의 대분류를 물리적측면과 비물리 

적 측면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2. 물류결절점 평가항목의 구성 

가. 평가항목의 구성 및 주요내용 

물류간선네트워크의 구축은 인프라의 구축으로 설정하였고 물류부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 

어의 유기적 조화는 물류 연결성과 물류 정보연결성이라는 항목으로， 물류산업의 체질개선과 

물류환경의 조성은 물류산업환경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국제물류네트워크의 구축은 물류산 

업환경에 포함시켰다. 

1) 물류인프라용량 

국내의 물류관련 인프라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물류기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물류는 주로 도로와 철도， 국제물류는 해운과 항공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물류관련 인 

프라의 부족으로 증가하는 물통량을 원활히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도로혼잡 

구간의 증가와 배후도시와의 연계망 확충의 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철도 역시 

1994부터 주요 간선철도가 한계용량에 도달하였다 항만의 적체증가도 계속되고 있고， 공항의 

경우 화물터미널 부족으로 계류장에 화물을 야적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 물류여건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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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물류결절점을 평가할 때 각 도로， 철도， 항만， 공항의 인프라용량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 

야 하고 또한 장래의 물류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확장부지의 여부도 중요한 평가항목이 될 것 

이다. 

2) 물류연결성 

국내 물류관련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연계수송체계의 미흡이다. 

국제물류가 국내물류로 연결되는 수송체계 뿐 만 아니라 국내 물류에서도 철도에서 도로로， 도 

로에서 항만으로， 항만에서 공항으로， 각각의 수송수단에서 타 수단으로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 

이다. 따라서 물류결절점을 평가함에 있어서 수송수단간 연결성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할 수 있다. 물류의 연결성은 각 수송수단간 물리적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수송수단간 물 

리적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 기능적 연결을 측정할 수 있는 배송간격이 또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물류는 전후방 연계가 중요하여 후방의 배후도시 및 산업단지와의 연계가 잘 되어 있는 

지， 불류관련산업체가 집적이 되어있어서 서비스가 용이한지， 각 결절점내에서 다른 수송수단 

으로 환적 되는 경우 서비스가 용이한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3) 물류정보연결성 

물류정보연결성은 각 결절점간 물류정보가 어느 정도 교류가 되는지 , 물류시설들이 표준화가 

되어 있어 각 결절점간에 물자가 이동할 때 불편함이 없는지에 대해 측정한다. 물류의 세계화 

를 위해서는 각 수송결절점간 물류의 통관절차나 물류모률이 표준화 및 정보화가 되어 있어야 

원활한 수송이 가능하다. 따라서 세계적인 물류 결절점이 되기 위해서는 물류정보의 연결성이 

무엇보다중요하다 

4) 물류산업환경 

물류결절점은 도시를 기준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각 도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지역의 물 

류산업환경이 물류기업들에게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제는 하나의 

기업만으로는 성장하기 힘들고 유사업종들이 집적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해야만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물류결절점인 각 도시에서도 물류산업 

이 지속가능하도록 물류인력， 연구기관， 비용측면， 물동량(수요)에 대한 측면에서의 평가가 선 

행되어야 한다 물류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지 못하면 결절점으로서의 경쟁력은 낮은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수요가 충분하다 하더라도 인력， 연구기관이 지속적으로 혁신환경을 조성하지 못 

한다면 지속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나. 세부평가항목의 구성 

세부평가항목은 각 기본평가항목을 구성하는 세부사항에 대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류 

인프라용량” 항목의 경우 인프라용량을 대표하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세부평가항목으 

로 설정하였다. 이 세부평가항목은 기본평가항목에 비하여 더욱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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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B|댐뭔 중항목 소항목 
l.EV묘2 l.EV타3 

| 물류인프라 용량 ! - 물류관련 철도 ‘ 도로 항만 , 공항퉁의 용량이 
어느정도의 수준인가 
- 미래 물동량이 중가했올 때 확장이 가능한가 

블류연결성 
- 수송수단간 얼마만큼 연결이 되어 환척이 용이한가 
- 물류걸절점과 공굽지와 수요지가 연결이 잘 되었는가 l 복합단간 붉연결샘 어냉도인가 

기능명가 

- 각 결절점의 울류산업에 대한 전망이 좋은지 

| 물류정보연결성 | 1= 각 결결접내 결절정간 이 물류 표관준련화 정 , 자보동가화 잘가 공 잘유 되되어는지 있는지 ! | 
정보화를 위한설비측연 

〈그림 1 ) 평가항목 

연결성을 고려한 
수송물류결절정 
기놓명가 

〈그림 2) 물류결절점 평가구조도 

도와의 여Z-j，.l; 

。‘c8"k느C↓가 여경A 

류컷보시λ렛구축컷도 

‘-‘저파이 저보여경 

분류모륜의 표준 

품류시성의 기계화 x 

휴류통과정차의 표푼.~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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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항목의 구성은 관련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검증하는 귀납적 방식과 기본평가항목의 내용으로부터 유추하는 연역적 방식을 함께 사용 

하였다‘ 

다‘ 물류결절점 평가구조도 작성 

이상에서 설명한 제 l위계에서 제3위계까지의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정리한 내용은 〈그림 1 )에 

서 나타난 바와 같고‘ 이를 기초로 작성한 평가구조도는 〈그림 2)와 같다 

N. 모형의 적용 및 평가 

1 평가항목의 가중치 도출 

가‘ 전체 평가항목의 가중치 

평가항목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물류 및 도시계획 전공의 전문가 20명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고，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설문조사는 2005년 

5월 3일 ~5월 25일에 실시하였고 설문조사의 결과 가중치 계산은 AHP 분석 프로그램인 

EC200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평가항목에 대한 설문지조사결과 전체적인 신뢰도 값인 CI값은 0 . 1 로 양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전체평가항목에서 중요한 항목만을 살펴보면 제 l위계에서는 물리적 측면이 비물리적 측면보 

다 중요하게 나왔다 물리적 측면의 상대적 중요도는 59 3% 비물리적 측변의 상대적 중요도 

는 40.7%를 보여 물리적 측면과 비물리적 측면의 비율이 약 6 : 4 정도를 나타낸다 

제2위계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물리적 측면에서는 물류연결성이 물류인프라용량보다 상대적으 

로 중요하고， 비물리적 측면에서는 물류정보연결성이 물류산업환경보다 중요하게 나왔다 물리 

적 측면에서 물류연결성이 물류인프라용량보다 2배가량 중요한 것으로 나왔다 비물리적 측면 

에서는 물류정보연결성이 물류산업환경과 비교하여 6 : 4 정도의 비율을 보인다- 이는 현재 국 

가물류계획상에서 물리적 측면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 

는 결과이고 ， 당분간 물류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시급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할 

Goal: 연결성을 고려한 수송물류결절정 기능펑가 
|톨센잇ι，f.'f:.'인톨혹딛.(.틀~X헤 

물류인 프라용랑 (L:.319) 
퍼 낌 물류연결성 (L:.681) 
SOFTWARE측면 (L:.407) 
물류정보연결성 (L:.590) 

머 I!!I 물류산업환경 (L: .410) 

〈그림 4> 제2위계의 상대적 중요도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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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전체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 값 

〈표 2 ) 각 항목별 가중치 

제 I 위계 제2위계 제3위계 평가값(%) 

철도인프라용량 13 I 

도로인프라용량 17 7 

물류인프라용량 항만인프라용량 14 2 

(3 1 9%) 공항인프라용량 8 1 

인프라수용총용량 29 3 

부지확장 용이성 17 6 

철도와의 연결성 5 8 

물리적 측면 (593%) 도로와의 연결성 7 5 

항만과의 연결성 5 6 

물류연결성 
공항과의 연결성 3.9 

다양한수단간 연결성 22 8 
(68 1%) 

결절점내 타수단간 환적 용이성 16.2 

물류관련서비스 이용용이성 11 9 

수송서비스 배송간격 7 4 

산업단지 및 배후도시 연결성 189 

통합물류정보시스템 구축정도 24 9 

물류정보연결성 
타결절정과의 정보연결 14 5 

물류모률의 표준화 27 0 
(59. 0%) 

물류시설의 기계화 · 자동화 14 0 

물류통관절차의 표준화 19 6 

비물리척 측면 (40 .7%) 물류인력 수급용이 128 

물류관련 R&D 활용용이성 14 7 

물류산업환경 편리한 행정서비스 14 .8 

(41. 0%) 물류시설 이용료 18 2 
장래물류이용수요전만(국외) 19 3 

장래물류이용수요전망(국내 ) 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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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다. 

제3위계를 보면 제2위계에 속하는’불류연결성’의 하위항목인 ‘다양한 수단간 연결성’과 ‘산 

업단지 및 배후도시 연결성’ 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 비물리적 측면의 제3위계에서 

는 제2위계에 속하는’물류정보연결성’의 하위인 ‘통합물류정보시스템구축’과 ‘물류모률의 표준 

화’ 가 다른 항목에 비해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순위까지의 중요항목은 모두 불리적 측면의 물류연결성에 

관한 세부항목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류 결절점의 평가기준이 상위 3개항목이 모 

두 물리적 측면에 대한 평가가 차지함으로서 전반적으로 물리적 측면의 중요성에 전문가들이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9위까지 모두 비물리적 측면에 대한 항목이 

차지함으로서 비물리적 측면에 대한 평가항목 중에서도 “통합물류정보시스템구축정도”는 평가 

의 중요 항목이 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나. 전체 평가항목에 대한 종합정리 

지금까지 AHP를 활용하여 물류결절점의 평가방법을 살펴보았다 향후 물류정책의 수립 및 

보완시 어느 항목에 대해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즉， 분석결과에 의하면 향후에도 불류기반시설 및 수단간 연결성 강화 등과 같 

은 불리적 측면의 정책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모형의 적용 

가.설정과정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살펴본 물류결절접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도출하여 실제로 국내 

물류결절점 평가를 위해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모형의 적용을 시도하여 보았다. 

본 연구에서 모형의 적용지역으로 선정한 결절점은 인천， 광양， 대구로 국제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곳 중 한곳은 항만위주(광양) . 한곳은 공항위주(인천)의 결절점을 선택하였으며， 나머지 

한곳은 내륙중심지인 대구를 선정하였다. 서로 다른 성격의 결절점을 평가를 시도한 이유는 각 

결절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느 조건이 취약하고 보강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 

을 얻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즉， 인천이나 광양은 국제물류를 주로 담당하는 곳이지만 인천은 공항 위주， 광양은 항만위 

주의 결절점으로서 각 결절점이 향후 동북아， 태평양의 물류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먼저 물 

류결절점의 기능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기에 우선 선정하였다. 대구의 경우 입지 상 국토의 

내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국내물류의 거점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물류산업측면에서 입지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 결절점을 평가해 봄으로서 향후 국내물류 특히 

내륙물류의 개선점을 제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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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최종점수 

평가항목 

·철도인프라용량 

·도로인프라용량 

·항만인프라용량 

·공항인프라용량 

·인프라수용총용량 

·부지확장용이성 

·철도와의 연결성 

·도로와의 연결성 

·항만과의 연결성 

·공항과의 연결성 

·다양한수단간 연결성 

· 결절점내 타수단간 환적용이성 

· 물류관련서비스 이용용이성 

·수송서비스배송간격 

· 산업단지 및 배후도시 연결성 

• 통합물류정보시스탬 구축정도 

· 타결절점과의 정보연결 

·물류모률의 표준화 

· 물류시설의 기계화 · 자동화 

· 물류통관절차의 표준화 

·물류인력 수급용이 

• 물류관련 R&D 활용용이성 

·편리한 행정서비스 

· 물류시설이용료(환척) 

· 장래물류 이용수요전망(국외) 

· 장래물류이용수요전망(국내) 

총계(최종점수) 

순위 

나.설문평가분석 

1) 설문결과 

종합 

가중치 인천 

0020 57 

0.028 80 

o 022 77 

0.013 97 

0046 77 

0.027 67 

0025 53 

0032 73 

o 024 83 

0017 90 

0038 83 

0.069 67 

0051 67 

0.032 67 

0081 83 

0054 67 

0031 60 

0.058 63 

0030 67 

0042 63 

0.026 70 

0.030 73 

0030 63 

0037 53 

0039 87 

0040 90 

193 

평가값(평균) 평가값 X 종합가중치 

고。}OJ: 대구 인천 광양 대구 

47 73 1.14 0.94 1.46 
60 73 2 24 1 68 2.04 
0.9 30 1 69 198 o 66 
53 57 126 0.68 074 
60 60 3 54 276 2.76 
87 50 108 2.34 1.35 

47 73 1.32 1 17 1.82 
67 77 2 33 214 2 46 
87 30 1. 99 208 072 
57 53 1.53 0.96 0.90 
63 53 3.15 2.39 201 
53 57 4.62 3 65 3.93 
53 53 3 41 270 2 70 
53 53 2.14 1. 69 1.69 
60 57 6.72 4.86 461 

57 53 3 61 307 2.86 
53 47 1.86 1 64 145 
53 53 3.65 307 3.07 
67 57 2 01 2 ‘ 01 171 
63 57 2 64 264 2.39 

57 67 1.82 148 174 
57 53 2.19 1.71 1 59 
53 53 1.89 1 59 1 59 
67 60 1.96 247 222 
70 47 3.39 273 1 83 
63 57 3 6 252 228 

67 57 5704 52.64 

1 2 3 
I 

이 절에서는 인천， 광양， 대구의 설문결과를 중심으로 세 결절점의 점수를 살펴본다 5점 척 

도로 측정한 각 평가항목별 점수를 가지고 세 결절점을 비교해 보면 최종점수 도출결과 순위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천 72.1 , 광양 61 .4, 대구 55.8 순으로 집계되었다. 광양이 국 

제불류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륙불류를 담당하고 있는 대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 

는다는 것은 광양의 물류결절점으로서의 기능이 아직까지도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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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물류결절정 평 가 결과 

있다 

2) 최종접수 산정 

Total 

AltemativC$ 

다음 〈표 3 )는 세 결절점들의 최종점수를 산정한 것이다 

_ fr.I’ 

. 잉g 

.대구 

제2위계의 하위항목에 대한 각각 결절점에 대한 점수를 종합한 것이다‘ 최종접수를 보변 인 

천이 67 .57 ‘ 광양이 57.04 대구가 52 64로 순위는 인천. 광양， 대구 순이다. 

국내물류기본계획상에서는 인천과 광양이 국제물류 결절점으로서 위계가 유사하나 본 연구에 

서의 평가결과 인천과 광양은 결절점으로서의 기능면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 

양과 대구가 유사한 접수를 얻어서 항만물류로 성장하고 있는 광양과 경쟁하여 내륙물류를 주 

로 담당하고 있는 대구가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고 판단된다 

3. 종합평가 

광양， 대구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평가를 시도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안정적인 점수를 보인 인천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그 다음이 광양，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하여 인천， 

대구 

순서로 나타났다 인천은 수도권을 공급과 수요시장으로 그리고 동북아라는 거대시장을 대상 

으로 항공과 항만을 중심으로‘ 그리고 인천의 정보화， 기업투자역량의 고취로 좋은 접수를 받 

은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의 최대의 장점은 바로 수도권과의 인접， 중국시장과의 근접성도 있 

지만 공항인프라가 중요한 역 할을 하였고 또한 수도권으로부터 공급받는 물류산업 서비스와 인 

력 및 기업관련 정보 등 물류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조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광양은 항만의 좋은 인프라와 지정학적으로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으나 철도， 공항， 도로인 

프라 측면에서 다른 결절점에 비해 다소 열악한 환경이고 또한 인력수급， 연구 활용 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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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였다. 이는 광양이 행정구역상 시(市) 단위인데다 행 · 재정적 여력이 광 

역시인 인천보다 양호하지 못하기 때문인 점도 있다 광양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광양이 국제적인 물류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위 연구에서 

낮은 점수를 얻은 부문에 대한 투자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물류산업의 환경측 

면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광역권의 인력과 연구기관 활용， 기술개발의 네트워크가 절실히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광양은 목포나 순천， 광주와의 연계를 통해 광역적인 물류수송 결절점으로 

성장하는 것이 경쟁력 있는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대구의 경우는 국내의 내륙지역으로 국제무역보다는 국내물류의 지리적 중심적 위치에 있다 

따라서 부산， 광양으로 연결되는 국 · 내외 화물 처리에 좀 더 많은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대 

구는 공항이나 항만의 인프라보다는 철도나 도로의 인프라가 양호하므로 이에 대한 기능적 효 

율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후 북한을 가로지르는 시베리아철도 및 중국횡단철도가 개통 

되면 대구의 물류결절점으로서의 중요성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는 국내물류의 내륙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발전하기 위 

하여 위 평가항목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먼저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충분히 국제물류와 

국내물류의 중간적인 위치에서 수송물류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1.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AHP를 이용하여 연계성을 고려한 물류결절점 평가를 위해 전문가 설문을 통 

해 항목의 가중치를 평가해보고， 평가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인천， 광양， 대구 

등의 지역에 모형을 적용해보았다. 물류결절점의 평가를 위해 정량적 구성요소 및 정성적 구성 

요소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AHP방법론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보면 물류결절점 평가항목 중 가중치가 높게 부여된 항목은 다양한 수단간 연 

결성 (0.098) , 산업단지 및 배후도시 연결성 (0.08 1)， 결절점내 타수단 환적 용이성 (0.069) 등의 

순으로 물리적 측면이 비물리적 측면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례지역을 인천， 광 

양， 대구로 선정하여 결절점을 평가해 본 결과 모든 평가항목에서 안정적인 점수를 보인 인천 

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그 다음이 광양， 대구 순서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국가물류체계를 

국제물류(통과물류 및 가공물류) 및 국내물류라는 2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기수립된 물류계획 

의 보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기수립된 국가물류기본계획에서 정의된 물류 

결절점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향후 계획의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계획과정에서 

물류결절점에 대한 평가가 추가됨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물류의 결절점의 문제점인 수단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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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성에 관한 문제를 계획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계획과정에 좀더 과학적 

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현재 복합 

화물터미널 • 유통단지 · 집배송단지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류시설의 기능 및 지원체계 

등도 중복되어 있어 통합적 시각에서 물류거점시설에 대한 점검 및 법제도의 정비도 필요한 실 

정인데 이를 위한 물류결절점 기능정의를 위한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물류 

결절점 평가를 기초로 하여 물류결절점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현재 「국가물류기 

본계획」을 살펴보면 세부계획지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 세부계획지표에는 물동량， 물류시설규 

모， 철도의 지역간 수송분담율， 해운의 지역간 수송분담율， 컨테이너 환적물동량 GDP대비 물 

류비， 표준파렛트 보급률， 물류업무의 전산화， 물류바코드이용， 제3자물류 적용비중， 물류EDI 

이용， 입출항 서류수 간소화， 물류공동화， 화물자동차 공차거리율 등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물류계획시 중요 항목을 선정하고 각 항목에 대한 우선수위를 도출하여 현재의 

물류결절점에 대한 보완방안을 제시한다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국가물류체계를 달성하는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 사례지역으로 선정한 인천， 광양， 대구결절점의 경우， 

각 평가항목의 점수를 비교하여 물류결절점에 대한 위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각 결절점의 기 

능 및 역할을 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항목(시설)에 대해 알 수 있어 추가적 보완방안을 도출 

할 수 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국가물류체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AHP방법을 적용하여 국가수송물류체계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류결 

절점에 대한 평가기법을 개발하는 시도를 하였지만 시간적 제약 및 계량적 자료구축의 애로점 

에 기인하여 다음과 같은 한계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AHP설문의 표본으로 이용한 20명의 적은 표본수와 사례지역으로 다룬 3 

개 물류결절점에 대한 평가결과로는 연구결과 및 방법론의 일반화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므 

로 향후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반적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폭넓고 심도 있는 연구가 후 

속과제로 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비록 본 연구에서는 물류결절점에 대한 평가기법에 초점을 둔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시 

간 및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물류결절점 평가에 있어서 계량적 자료를 폭넓게 이용하지 못하 

고 있다. 그 결과 세부항목의 가중치 및 우선순위나 3곳의 물류결절점에 모형을 적용하여 도출 

된 평가점수 등에 대한 수치는 일반화하거나 실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향후 연구과제에서는 충분한 과제기간을 두고 연구를 추진하여 충분한 

계량적 자료를 바탕으로 결절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AHP설문과 관련된 사항으로 각 위계별 평가항목의 중복문제에 대한 극복방안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물류결절점 기능평가부분에서 물리적 측면과 비물리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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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 평가항목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일부 항목에서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문제가 

AHP분석기법 상에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설문구조 자체를 재수정하여야 할 것인 

지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모든 수단을 각각 별개 수단으로 구분하여 결절점을 평가하는 모형을 

구축하지 못하고 통합된 모형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각 수단별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리하여 각 결절점의 지리적 · 입지적 요인에 의한 특정 수단의 우수한 편중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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