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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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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교통지리학에서 항만과 해운연구는 관문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주로 외국과의 물류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삼면이 바다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해운 물동량의 약 20% 정도는 국내 항만간의 물동량이다. 이
를 연안해운이라고 지칭하는데, 이 연안해운은 최근 온실가스 문제의 대안으로 주목받기에 정책적 ·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였으나, 공간적인 물류가 어떻게 되는지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연안해운의 물동량자
료를 토대로 연안해운의 공간적인 특징과, 시멘트라는 특정 물품의 물동량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화물 운송에서 연안해운
이 차지하는 위상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물동량 자료를 이용한 계량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내용과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연안해운의 공간구조에 대해 다이애딕 요인 분석과 사회 네트워크 분
석을 실시하였다. 다이애딕 요인분석 결과, 유류, 시멘트, 철강제품과 같은 산업에 필수적인 물품이면서 대량운송을 요구하는
일부 물품품목이 요인으로 도출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체로 이러한 물품이 과거에 정책물자라는 이름으로 국가적으
로 보호를 받았던 물품이었다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한편 항만의 중심성을 파악하기 위한 네트워크 분석의 경우, 반입중심성
의 경우 인천항, 반출중심성의 경우 무역항이 아닌 기타항만이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모래의 물동량이 많아
서 발생한 현상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연안해운 가운데 물동량에서 비중이 큰 시멘트, 모래, 철강, 석유류 제품의 품목별로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중심성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대체로 각 항만의 배후 산업단지에서 발달된 산업이 중심
성이 높게 나타나는 형태로 발생하였다. 셋째, 교통수단별 비교를 위해 우리나라의 시멘트 1차운송의 주요 운송수단인 연안
해운과 철도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운송수단에 따라 네트워크가 분리되어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즉 연안
해운은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대량의 물동량을 운송하는 양상으로, 철도는 상대적으로 소량을 국내의 여러 지역으로 운반
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통수단별 운송량의 차이는 해운을 실시하는 회사가 타 회사에 비하여 시멘트업계에서 우
위를 점한 업체라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주요어 : 연안해운, 물류, 시멘트, 다이애딕 요인분석, 네트워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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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ransport geography, port and shipping researches usually focus on the international trades for

the ports specially performed as a gateway. However, South Korea which geographically situate in
peninsular, approximately 20% of shipping logistics are domestic cargo, which calls coastal shipping.
Lately, that shipping consider as an alternative to the problem of greenhouse gas emission problem. Hence,
coastal shipping reserches mainly focus on the base of policy and economical effects. But It doesn’t figure
out spatial logistics. Therefore, the aim of this reserch is to prove the features of coastal shipping and
position of coastal shipping in South Korea freight logistics, which especially focus on cement. This study
apply a quantitative approach with logistics data. The research an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Using
Dyadic Factor Analysis and Social Network Analysis in South Korea coastal shipping spatial structure. In
Dyadic Factor Analysis result draws as a derived factor which essential industry goods as petroleum,
cement, steel. That result explain by prior policy that legally protected ‘policy goods’. The other hand,
network analysis identify port centrality. It is the best score in Incheon port that In-Power Centrality, and
other ports which sum of coastal ports and from North Korea ports in Out-Power Centrality. These results
are caused by large cargo of sand shipping transport. Second, Using a social network analysis in cement,
sand, steel, petroleum products to draw centrality of each items. The results in the form of higher centrality
are largely influenced by each harbor’s industrial complex. Third, Comparing coastal shipping with rail
logistics. In this case, it uses only South Korea cement primary logistics data. The result is network
separation can be seen depending on the mode of transport. Costal shipping transport large amounts of
cargo in certain areas. While rail transport small amounts in large area in South Korea. Also, three company
which carry out the costal shipping show up as a leader in Korea cement market.
Key Words : coastal shipping, logistics, cement, dyadic factor analysis, social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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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단으로서 해운에 대하여 새롭게 주목하고 있다
(Douet and Cappuccilli, 2011).

가)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그러나 이러한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안해운에 관한 연구는 단순히 정책적 · 경제적

교통지리학에서 항만은 공항과 동일하게 관문이

측면에서만 주로 연구가 이루어질 뿐 연안해운의

라는 특수한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 시설로 간주하

공간적인 양상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또한 국내

고 있다. 여기서 관문이란, 외국 혹은 다른 지역을

해운에 관한 연구도 비교적 계측이 쉬운 컨테이너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의미한다. 특히

의 물동량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많으며, 해운의

항만은 교통지리학 가운데 화물 분야에서 큰 비중

물동량에 대해 분석한 연구도 드물었다.

을 차지해왔으며, 과거에는 외국의 문물과 문화의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내의 해상

유입으로 인한 도시 형성과 결부되어 항만이 도시

운송인 연안해운의 물동량에 계량적인 분석을 실

구조를 형성하는데 기여한 연구가 활발하였다

시하여 연안해운의 공간적인 특징을 알아보기로

(Taffe et al,, 1963; McGee, 1967; Gleave, 1997).

한다. 이에 더하여 연안해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

이렇게 항만의 관문적인 역할이 부각되어있기

고 있는 품목이면서, 육상운송과 연안해운의 비교

때문에, 항만의 물류는 외국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

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시멘트의 물동량을 중심으

입에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로 우리나라의 화물 운송에서 연안해운이 차지하

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삼면이 바다라는 지리적 특

는 위상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성으로 인해 국내의 화물 물동량을 해운을 이용하

나) 연구범위와 연구 방법

여 처리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지니고 있다. 이
는 우리나라의 해운 물동량의 약 20% 정도는 외국
과의 물동량이 아닌, 국내항만간의 물동량이 차지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는 특성에서도 나타난다.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
1)

이러한 국내 항만간의 물동량인 연안해운 은 최

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

근 온실가스 배출권인 탄소배출권과 같은 환경적

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항만은 항

인 사안으로 인하여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만법에서 지정한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할 수 있

해운의 경우 대량의 화물을 운송하면서 탄소배출

다. 이 연구에서는 무역항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

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하였는데, 우리나라 무역항은 <그림 1>과 같다. 또한

포화상태인 도로교통의 대안의 일부로서 최근 EU

분석 시점은 2009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KTDB 홈

와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내 혹은 근거리 교통

페이지2)에서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

1) 해운 화물물동량을 지칭할 때, 국내 해운 물동량은 내항해운, 연안화물, 연안해운, 연안해송이라는 표현을 혼용한다. 이 연구에서
는 연안해운이라는 표현으로 통일하였다.
2) http://www.ktd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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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우리나라의 무역항

또한 추가적으로 연안해운 전체 화물 품목을 대상

자료를 구축하였다.

으로 화물 품목에 의한 지리행렬을 작성하여 요인분

연구방법은 주로 계량적인 분석을 이용하였다. 여
3)

기서는 요인분석 과 사회 네트워크 분석(Social

석을 실시한 다이애딕(Dyadic) 요인분석법도 이용하

Network Analysis)를 이용하였다. 우선 요인분석은

였다. 이 분석방법은 두 지역 간의 유동을 하나의 단

교통지리학에서 패턴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유사한

위지역으로 하고, 화물의 종류에 의해 행렬을 만들

기능지역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이용된다.

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이다(한주성, 2010:

물류의 이동을 파악하기 위한 요인분석에는 크게 R

324-325; Black, 2003: 140) 이는 Black(1973)이 처음

기법과 Q기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Q기법을 이용하

이용한 이후로 Davis and Thompson(1980)등이 물품

였다. 이 기법은 발송지간의 상관행렬을 바탕으로

간의 공간적 흐름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판별하

발송지 패턴의 유사성이 각 요인에 대한 요인부하량

기 위해 이용하였다. 이 요인분석에는 통계 프로그

으로 나타나 도착지의 각 요인에 대한 비중이 요인

램인 SPSS 19를 이용하였으며, 직각회전인 베리맥스

점수로 나타난다(한주성, 2010: 322-324).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하였다.

3) 혹은 인자분석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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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회네트워크 분석은 행위자간의 관계를 결

2. 해운과 물류의 문헌 연구

절점(node)와 연쇄선(link)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을 고찰하고, 네트워크상에서 일어나는

가. 항만지리학의 연구동향

행위자들의 지위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주성, 2010: 328; 이희연 · 김홍주, 2006: 94). 특
히 이는 특정 공간을 점으로, 공간과 공간사이의 상

1) 항만지리학의 전반적 연구동향

호작용을 선으로 나타내어, 공간과 공간간의 상호작

항만지리학은 Hetner가 최초로 항만의 지리적 중

용을 나타내는데 매우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

요성을 언급한 것이 초기의 논의라고 할 수 있으나,

렇게 공간과 공간 사이의 흐름을 볼 수 있다는 특징

그 태동은 대체로 Weigend(1958)가 항만지리학의

으로 인하여, 지리학 분야에서는 이 네트워크 분석

기본요소에 대해 서술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볼 수

을 이용하는 방법이 최근 크게 부각되었다(이희연

있다(이정윤, 1997; 2006). Weigend의 항만지리학

· 김홍주, 2006; 박시현 외, 2011; 구양미, 2008). 이

의 기본요소는 Hiling and Hoyle(1984: 6)에 의해 더

연구에서의 네트워크 분석은 Bonacich(1987)에서 언

욱 정교화 된다. 그들은 성장 중심지로서의 항만은

급된 보나시치 권력 중심성(Bonacich power

일자리제공, 사업기회 창출 등의 효과가 있으며, 또

centrality)이라고도 불리는 위세중심성을 적용하여

한 항만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자산의 가치가 있음

연구를 진행하였다.

을 제시하면서, 항만지리학의 요소에는 배후지 ·

(그림 2) 항만지리학의 요소
(출처 : Hilling and Hoyle(1984: 2); 한주성(2010: 164)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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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항만 연구의 발달
순번

유형

특징

1

역사-근원적

배후지 · 지향지 강조, 지역에서 창출되는 것 강조

2

산업과 경제

산업 · 경제적 입지와 항만개발 투자평가

3

항만과 지역발전

선 · 후진국 대상 다양한 사례지역 대상의 항만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4

기술 지향적 서술

컨테이너화에 따른 화물의 규격화와 벌크선의 개발과 같은 기술의 발달에 따른 변화

5

항만간 비교연구

공통점을 얻기 위한 항만 · 항만배후지 · 항만 시스템적 비교 접근

6

미래 지향적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한 미래 예측 관련 연구

7

세계체제

항만보다는 해운교통체제에 중점을 두는 연구

8

부정적 효과 분석

항만공간 확장에 따른 버려진 수변공간(abandoned doorstep)에 대한 문제4)
출처 : Bird(1984: 22-27) 재구성

지향지 특성에 더하여 이론적, 학제적, 공간적, 시

이거나, 바다가 많은 국가에서 연구가 활발하다. 野

간적 속성을 바탕으로 총 12가지로 분류하여 항만

尻 亘(1983)은 일본을 대상으로 대형 벌크화물인

지리학의 요소를 가장 체계적으로 분류 · 정리하

목재, 석유, 시멘트를 Hoover의 방법을 이용하여

였다. 그 요소는 <그림 2>와 같다. 이후 Bird(1980,

철도 · 해운 · 트럭의 거리마찰계수를 도출해내

1984)은 항만 발달과 관련된 연구를 총 8가지로 분

었다. 그 결과, 일본에서 화물운송은 단거리는 자동

류하였다. 이는 도시형태의 역사적 변화, 산업과 경

차, 중거리는 철도, 장거리는 해운을 이용하는 것이

제, 항만과 지역 발전, 기술 지향적 서술, 항만간 비

유용함을 증명해내었다. Cavana(1994, 2005)는 뉴

교연구, 미래 지향적, 세계체제, 항만과 도시의 상

질랜드의 연안해운은 자국의 선박만을 이용한다는

호 영향력으로 항만 발달연구의 구분이 가능하며,

Cabotage 법령을 폐지한 연안해운 정책 변화가 연

항만이 입지의 특정한 유형이 아닌 출발지에서 목

안해운 산업에 미칠 경제적 · 법리적 영향력을 판

적지로 이어지는데 양방향 교환을 시행하는 기능의

단하고, 법령 폐지에 대해 재고하여야 한다고 주장

일부로 보아야 된다고 주장하였다(<표 1>).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는 Cabotage
를 폐지하였는데, 그는 변화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연구를 실시하여 Cabotage가 폐지된 상황에서 오

2) 연안해운 물류에 관한 연구

연안해운은 대체로 국가와 국가간의 해상운송이

히려 다시 재도입하는 경우에 나타는 효과가 외국

아닌, 국내의 특정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

선사들의 비효율성 증대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

는 해상운송을 의미한다. 이 연안해운의 물류 패턴

로 부정적임을 증명하였다. 유사하게 Cabotage 법

은 각 국가의 영토형태와 같은 지리적 조건에 따라

령의 폐지에 따른 영향을 다룬 연구로 Gianopoulos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

and Aifandopoulou-Klimis(2004)가 있다. 그들은
2002년 11월 EU가입국을 대상으로 연안해운의 자

그리하여 연안해운은 대체로 섬으로 구성된 국가

4) 이를 Hoyle(1989)은 항만과 도시공간의 경계면(interface)에 관한 논의로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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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가 된 그리스의 사례를 바탕으로, 자유화 이전

염물질 배출을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에는 수요 · 공급적 측면, 인프라 투자 등에서 비

(

효율적인 사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리하

80-87). 즉, 이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이유 역시 앞

여 연안해운의 자유화가 발생하게 되면 다른 EU국

서 언급한 대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문제를 해

가의 사례로 비추어 볼 때, 품질과 속도, 노선 확장

소하기 위해 실시한 점이 크다.

and Marlow, 2002; 2005; 이승희 외 2010:

이 Marco-polo project에서 주장한 단거리 해상

과 같은 비가격경쟁이 있을 것을 예상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연안해운에 관

운송(SSS)을 미국(Perakis and Denisis, 2008), 캐

한 연구가 활발하다. 이는 EU에서 실시하는

나다(Brooks and Frost, 2004)와 같이 각서 체결 등

Marco-Polo 프로젝트의 영향력이 크다. 이 프로젝

으로 지식을 공유하여, 자국과 인접국가의 상황에

트는 단일국가 혹은 인접국가간 연안해운을 단거

맞게 적용하려는 경향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제조

리 해상운송(Short Sea Shipping, SSS)으로 지칭하

업이 발전된 산업화된 국가들의 경우, 도로교통망

고 있으며, 트럭운송을 SSS, 운하, 철도 운송으로

이 제조업 생산품을 운송하기에 유리한 경향이 있

전환하거나 그 Know-how를 다른 기업과 공유하

는데(Schipper et al., 1997), 그 결과 도로교통의

면 해당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전개하고

단점인 교통정체현상, 탄소배출 문제등이 부각되

있다. 이는 공로운송의 단점인 도로정체현상과 오

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방안의

(그림 3) 연안해운의 역할과 그 효과
출처 : 한국해운조합 (2005: 11), Perakis and Denisis (2008)을 참조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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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는

일부로 자국 혹은 인접국가에 단거리 해상 운송과

Ducruet et al.(2010)이 중국의 물동량이 본격적으

같은 이론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배후지의 측면에서 단거리 해상 운송을 관찰

로 부상하기 전인 1996년과 이후인 2006년을 대상

한 연구는 Gouvernal et al.(2010)의 연구가 있다. 저

으로, 정기선의 선박 톤수(DWT)를 기준으로 해운

자들은 프랑스를 대상으로 하여 단거리 해상운송과

교통량을 측정한 뒤 매개 중심성(Betweenness

원양운송(Deep Sea Shipping)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centrality)을 판별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이 부상한

방향으로 서술하여, 대형 항만의 경우 원양운송이

이후에도 한국의 항만과 Hong Kong이 네트워크

경유하는 경유지이며, 단거리 해상운송은 대형 항

상에서 중심에 있음을 판단할 수 있었다.

만뿐만 아니라 2차 항만(Secondary port)과 100km

Laxe et al.(2012)은 2008년과 2010년 사이에 중

미만의 거리의 주변 배후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

국에 한 번이라도 정박한 선박의 TEU 물동량을 대

급하였다. 즉 단거리 해상 운송이 배후지는 상대적

상으로 그래프 이론에 기반한 취약성

으로 적으나, 북아프리카와 교역하는 마르세이유와

(vulnerability)과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같이 필연적(captive) 네트워크를 가진 항만의 경우

과 2년 사이에 경제위기로 인해 물동량이 감소하

그 배후지가 상대적으로 큼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

였으나 Hong Kong, Singapore와 같이 중심성이

여 그들은 대형항만만이 아닌 2차 항만과 같은 소규

높은 항만은 그 물동량이 감소하지 않고 배후지가

모 항만에도 물류 서비스 제공자(LSP)가 충분한 물

넓어졌으며, 파나마 운하의 출입구 부분이 새로이

류서비스 제공을 실시하여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부상하는 항만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안해운 혹은 단거리 해상 운송의 역할

Ducruet and Notteboom(2012)은 포스트 파나맥

과 효과를 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즉 연안해운

스급 선박이 등장한 1996년과 1만 TEU급 이상의 선

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서술하는 입장은 도로운송

박이 출현한 2006년을 대상으로 정기선박 운행량

의 단점과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서술된 것이

자료에 기반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서 지리적 범위는 전 세계의 항만을 대상으로 하였

에서 연안해운을 환경적인 측면으로 바라본 연구

는데, 분석 결과 중심성을 토대로 강한 지구적 해운

역시 도로운송 비중을 줄이는 목적으로 접근하는

네트워크가 있음을 알아낼 수 있었으며, 환적 허브

경우가 많다(전형진, 2009; 신승식, 2001)

와 관문의 물류흐름은 해당 항만이 속한 상대적인
네트워크의 위치에 따라 다소 변화가 있었다. 즉,

나. 분석방법과 분석대상에 관련된 연구

중심성의 변화같이 네트워크상의 변화는 지리적인
면이 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1)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해운 연구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해운 연구는 항만간 관계

2) 시멘트 관련 물류 및 지리적 연구

를 나타내는 정확한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해 시행

시멘트는 전형적인 원료지향성 공업의 대표 사

되지 않다가 최근 일부 지역등을 사례로 하는 연구

례로 분류될 정도로, 시멘트의 원료산지와 시멘트

가 나타나고 있다(Ducruet and Notteboom, 2012).

공장은 인접해있는 성향을 띤다. 이는 시멘트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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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인 석회석이 제품화 될 때 중량이 감소하는 성질

각각의 Megaquarry별 최적의 채굴량 시나리오를

을 띠며, 환경 문제로 인해 인구가 적은 원료산지

탐색하였다. 한편 Shih(1999)는 대만을 대상으로

지역에 공장을 입지시키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

시멘트 운송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는 대만

다. 이러한 원료산지와 소비지와의 거리 차이로 인

서부지역에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1천만톤 이상의

해 시멘트의 유통은 예전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시멘트 생산이 금지되어, 대만 동부지역에서 이를

1990년대 이전의 시멘트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다른 지역으로 운송하는 적절한 모형을 개발하고

공장과 배후지라는 측면에서 다루는 연구가 많았

자 fuzzy linear programming을 실시하였다. 이

다. Rimmer(1967)는 뉴질랜드의 시멘트 물류와 공

fuzzy linear programming 모형을 이용하여, 대만

장 각각의 배후지를 분석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동부지역의 시멘트 공장과 서부지역의 항만의 건

한편 한주성(1985)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시멘트

설과 같은 인프라의 건설 일정 여부에 따른 불확실

물류망을 밝힌 최초의 연구로, 광복 이후부터

성을 감안하여 물류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1976년까지의 우리나라의 시멘트 유통경로, 시멘

한편 우리나라의 시멘트에 관한 연구는 계량적인

트 공장과 분공장 및 유통시설의 분포의 변화를 다

방법을 도입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시멘트의 물류

루었다. 그는 시멘트의 물류 특성으로 상적유통과

와 시멘트 공장의 현황을 서술하는 측면에만 머물러

물적유통의 분리가 뚜렷한 점과, 관련 업계가 8개

있다. 한주성(1985)은 상술한대로 우리나라 시멘트

사 밖에 되지 않아서 생산과 유통을 파악하기 쉬운

의 물류망 이외에도, 서울 시내 동(洞)별 레미콘 수요

점을 시멘트 산업의 특징이라고 꼽았다.

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또한 김윤정(1996)은 시멘트

그러나 대체로 1990년대 이후에는 단순히 시멘

의 주요 생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레미콘 산업의 분

트를 생산지와 배후지의 현황만 판단할 뿐 만 아니

포를 탐색하여, 레미콘이 장시간 운송할 수 없는 지

라, 보다 적극적인 모형화(modeling)을 통하여 시

역형 산업의 특징을 가진다고 서술하였으며, 신용철

멘트 물류 변화의 예측을 시작하였다. 즉, 향후에

(1992)은 시멘트 공장이 입지한 제천 매포읍 지역을

정책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변화할 상황을 예측

대상으로 소득 증대라는 순기능과 공해 등의 역기능

하여 시멘트의 운송 수단과 운송 출발지와 목적지

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 있으며 고용의 질에서 문

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많다. 대

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표적으로 Kendall et al.(2010)은 미국 5대호 연안 5
개 주(州)를 대상으로 시멘트의 물류망 분석을 실

3) 기존 연구의 한계

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연간 5백만 톤

기존의 교통지리학 분야에서 해상운송은 주로 관

이상을 최소 50년 이상 생산하는 Megaquarry가 대

문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입에 크게 주목하였

두되면서, 채석장의 광물 운송시 탄소배출권문제

으며, 국내 해상운송인 연안해운의 유동패턴에 대

가 제기될 수 있음을 그 배경으로 언급하였다. 그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그 중에서 상대

리하여 이에 적합한 물류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

적으로 소수인 연안해운 대상의 연구를 분류하면

해 도로, 철도, 해운 등 각 교통수단별 교통망을 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된 시각에 맞추어 연안해

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교통량에 알맞은

운을 상품사슬과 일관수송(intermodal chain)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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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며 효율성을 개선시키는

화도조약 이후 개항한 부산 · 원산 · 인천항을

방안이다. 둘째, EU에서 실시하는 Marco-polo

근대적 개항의 시초로 한다. 이들 항만의 개항은

project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문제와 같은 부

본격적인 외국과의 교역을 의미하였으며, 이로 인

수적인 문제의 해결책의 방안으로 분석한 연구이

해 경제활동이 활발해져서 한적한 어촌이었던 세

다. 이는 Gouvernal et al.(2010)이 지적하였듯이, 해

도시가 발전을 거듭해 대도시로 거듭나는데 큰 역

운에는 원양운송과 단거리 운송의 두 가지 종류의

할을 하였다. 이후 우리나라의 항만은 차차 개항을

운송시장이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연안

거듭하여, 남한지역에서는 목포(1897년), 군산

해운이라고 할 수 있는 단거리 운송의 지리적 유동

(1899년), 마산(1899년)항이 무역항으로 개항하였

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시 말

으며, 일제시대에는 여수(1923년), 제주(1927년),

하자면, 연안해운을 집중적으로 탐구한 사례는 해

묵호항(1941년)이 무역항으로서 기능을 시작한다.

운 · 행정 분야에서 정책적인 제언 수준, 혹은 경

1960년대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경제개발5개년계

제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수준의 연구가 대다수이며

획과 같은 수출주도형 산업화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 지리적 유동 패턴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였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무역항의 수는 폭발

시멘트에 대한 연구 역시 교통수단별 효과가 계

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당시 개항한 무역항의 특성

량적으로 분석된 경우는 Kendall et al.(2010)과 같

으로는 대부분 당시 경제개발 계획의 주요 시행지

은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였던 동남 임해지역에 집중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물류 분야의 공간

는데, 당시 개항한 무역항 10곳 가운데 서귀포항

적 전개에 대해서 소홀이 다루었던 국내 해상운송

(1971년)을 제외하고는 당시 집중적으로 육성한 남

인 연안해운과 연안해운에서 비중이 높은 물품이

동임해공업지역 주변에 항만이 입지하였다는 특성

면서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의 품목 구분이 일치하

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 시기에 개항한 항만 가운

여 단일품목으로서 국내 물동량의 파악이 비교적

데 가장 주목할 만한 항만은 울산항으로, 배후도시

용이한 시멘트를 중점적으로 계량적인 방법을 이

에 석유화학단지의 입지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용하여 화물운송의 공간적 흐름을 탐구해 보았다.

액체류 수출입량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현
재 수출입 물동량으로 평택 · 당진항과 4~5위자

3. 우리나라의 항만과 연안해운 물
류체계

리를 다투고 있을 정도로 큰 항만으로 성장하였다.
1980년대 이후 2008년까지 새로이 무역항으로
지정된 항만은 총 9개로, 대체로 충청권과 강원권

가. 우리나라 항만 현황

에 집중된 성향을 나타낸다. 이에 해당되는 항만은
완도, 고현, 보령, 평택 · 당진, 삼척, 대산, 속초,
옥계, 태안항으로, 4개항만이 충청권(보령, 평택

1) 개항 시기에 따른 우리나라 항만의 역사

· 당진5), 대산, 태안), 3개 항만이 강원권(삼척, 속

우리나라 항만의 역사는 1876년 일제와 맺은 강

5) 평택 · 당진항의 경우 수도권으로도 분류할 수 있으나, 충청권인 당진·아산을 끼고 있으므로 충청권으로도 분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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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만별 물동량과 처리 시설

초, 옥계)으로, 대체로 이전 산업화 시대에 개발에
서 소외된 지역에서 많이 지정되었다. 또한 2008년

항만의 물동량은 크게 수출입과 환적, 연안화물

이후에는 총 4개 항만이 무역항으로 추가지정 되

의 세 종류로 나뉜다. 또한 수출입 화물과 환적화

었는데, 그 중에서 인천~서울간 운하개발에 따른

물을 묶어서 외양화물이라고 하며, 이것과 연안화

항만(경인항, 서울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되었다는

물은 따로 구별된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다.

2>와 같다.
<표 2> 항만 물동량 구분
항만 물동량
외양화물

연안화물

국내 항만간의 화물 이동

환적화물

수출입 화물

선박 스케줄이나 항만의 특수한
사정6) 으로 인해 다른 항만에서
다른 선박에 옮겨 실어야 하는 화물

국가를 넘나드는 화물

출처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용어사전 홈페이지 참고 후 재구성

(그림 4) 1994~2009년 항만별 물동량 (단위: 1만 톤, 년)
출처 :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통계

6) 대형 선박이 정박하기에 항만의 규모가 너무 작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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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 1994년(a)과 2010년(b) 우리나라 전체 항만 물동량 대비 각 항만별 비율

연안화물은 국내 항만간 해운을 이용한 화물이

연안해운은 우리나라의 운송수단의 일부로, 국

동을 의미하며, 수출입 화물은 외국과의 화물 이동

내의 여객 · 화물운송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을 의미한다. 환적화물의 경우는 특정 항만에 잠시

특히 여객분야에서는 전국의 도서지역을 본토를

들렀다가 다른 항만으로 나가는 화물을 의미한다.

연결하는 교통수단이라는 특징이 존재하는데, 여

1994년부터 2010년까지의 항만별 물동량을 그림

기서는 여객이 아닌 화물 물동량을 중심으로 관찰

으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이를 보면 시간이

해 보기로 한다.

흐름에 따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항만의 물동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0년 기준으로

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27개 항만

연안해운은 우리나라 국내 화물 분담률에서 약

가운데 부산, 광양와 같은 일부 대형 항만을 중심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물동량으로는 대략 1

으로 물동량 증가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

억톤 정도를 운송하고 있는데, 이는 <표 4>에서 볼

러한 현상은 항만별 비율로 표현한 <그림 5>에서

수 있다. 여기서 최근 10여년 동안 우리나라의 화

더욱 자세히 나타난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우리

물 물동량은 도로수송 위주로 여전히 증가하고 있

나라의 항만 물동량은 1994~2010년 사이에 네 곳

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화물운송은 EU와

의 항만이 우리나라 전체의 ⅔를 차지할 정도로, 4

미국과 유사하게 도로교통 위주의 물류 구조가 형

대 항만이 우리나라 전체 항만 물동량에서 차지하

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는 비중은 매우 크다.

해운의 측면에서만 보게 되면, <표 4>에서 나타
나듯 우리나라의 전체 해운 물동량은 점차 늘어나

나. 우리나라의 연안해운 화물운송

는 추세이다. 그러나 연안화물 물동량은 약 1억 1
천만톤 정도로, 지속적으로 비슷한 양의 물동량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하여 전체 해운 물동량에서 연

1) 연안해운의 화물 물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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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내화물 연도별 수송수단별 물동량별 비율 (무게 기준)
연도

철도

도로

해운

항공

총 물동량 (1,000톤)

1994

9.1%

54.2%

36.7%

0.1% 미만

521,696

1999

7.4%

70.7%

21.8%

0.07%

567,344

2004

6.6%

76.4%

17.0%

0.06%

679,413

2009

5.0%

79.2%

15.7%

0.04%

766,679

2010

5.0%

79.6%

15.3%

0.03%

778,031
출처 : 국토해양 통계누리 홈페이지

<표 4> 우리나라의 해운 물동량중 연안해운 물동량과 그 비율 (단위 : 톤)
연도

전체 해운 물동량

연안해운 물동량

연안해운 비율

1994

586,055,009

116,313,423

19.85%

1995

659,539,749

127,558,112

19.34%

1996

718,733,514

138,806,629

19.31%

1997

774,177,829

144,573,796

18.67%

1998

701,009,982

113,129,008

16.14%

1999

775,030,220

121,423,544

15.67%

2000

833,579,193

131,989,895

15.83%

2001

886,372,703

137,731,316

15.54%

2002

910,866,891

137,730,668

15.12%

2003

951,133,773

141,793,611

14.91%

2004

956,149,803

111,944,870

11.71%

2005

984,534,280

115,489,200

11.73%

2006

1,036,843,244

113,560,799

10.95%

2007

1,093,479,551

115,537,770

10.57%

2008

1,139,086,839

122,204,877

10.73%

2009

1,076,540,999

114,235,985

10.61%

2010

1,204,067,930

119,021,580

9.88%
출처 :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홈페이지7)

7) 전체 해운 물동량은 수출입과 연안해운 입항·출항을 전부 합처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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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연안화물 품목별 물동량 (단위 : 톤)
(출처 :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표 5> 2009년 선박 국적별, 컨테이너 이용별 연안해운 물동량과 그 비율
내국적 선박

외국적 선박

컨테이너이용

컨테이너이용

일반 운송

컨테이너이용

일반 운송

물동량

1,222,641

95,935,727

135,437

8,998,252

비율

1.15%

90.26%

0.13%

8.47%

2) 정책물자와 연안해운

안해운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
기서 우리나라의 연안해운에서 각 물품별 물동량

연안해운에 관한 정책적 문제 제기는 우리나라

과 그 비중을 살펴보면 <그림 6>과 같다.

가 경제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970년대부

<그림 6>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연안화물은

터 지속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운송 수요가 막대

총 5가지 품목이 물동량 가운데 약 75% 정도의 큰

한 정책물자가 연안해운의 주요 대상으로 부각되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서 석유 정제품, 모래, 시멘

었다. 여기서 정책물자란, 석유류, 시멘트, 무연탄,

트, 철강 등 주로 컨테이너를 통해 운반되는 화물

철강 등을 의미한다. 이 물자는 수급이 원활하지

이 아니라 벌크 화물로 운반되는 품목이다. 일례로

못할 때 국민생활 및 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

<표 5>에서 나타나듯이, 2009년 우리나라의 연안

때문에 정책적 개입이 불가피한 화물이라는 특징

화물 물동량의 약 98% 이상이 비(非)컨테이너 화

을 지닌다(한국선주조합 2007: 464). 이러한 물자

물로, 우리나라 역시 연안화물에 대해 연구가 되어

가 연안운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3/4정도로

있는 국가들과 유사하게 연안해운에서 비 컨테이

계속해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앞서 살펴

너 화물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본 <그림 6>에서도 나타나듯이, 최근 10년간의 연
안해운에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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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09년 우리나라 연안해운 물류체계(10만톤 이상만 표기)

3) 연안해운 물류체계 분석 · 총 물동량

실제로 뉴질랜드, 일본 등 연안해운을 운용하기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가진 국가의 경우에도, 시멘

이러한 연안해운의 물류체계를 분석한 결과를

트, 유류와 같은 화물이 연안해운 물동량에서 가장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7>과 같다. 이 그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운송량이 많은 정책화

는 10만톤 이상의 항만간 물동량을 화살표로 표기

물은 주로 컨테이너화되어 운송하기 보다는 벌크

하여, 각 연도 연안해운 전체 물류 체계를 나타내

(bulk)화물 상태로 운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었는데, 여기서 제시된 물동량은 물류체계의 약

8)

37% 정도를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각 항만의 중

(Cavana, 1994; Everett and Kittel, 2010;

심성별 순위를 5위까지 산정하면 <표 6>와 같다.

Gouvernal et al., 2010; 野尻 亘, 1983; 한국해운조
합, 2005: 105). 이는 선박을 이용한 대량화물에서

<표 6>에서 나타나는 반입 · 반출 중심성 수치

해운의 장점이 부각되어 나타난 사례라고 할 수 있

를 보게되면, 연안해운 물류에서 반입은 인천이,

을 것이다.

반출은 기타항만이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8) 특히 wet-bulk라고 지칭되는 유류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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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009년 연안해운 물동량별 중심성
항만명

부산

인천

평택

대산

태안

보령

장항

군산

In-Power Centrality
(반입중심성)

1.1448

4.6069

0.5641

0.3169

0.0378

0.0406

0.1235

0.5705

In-Power Centrality
(반입중심성)

0.2838

0.8180

0.1720

1.3153

0.0754

0

0.0013

0.0192

항만명

목포

완도

여수

광양

삼천포

통영

(장승포)

거제

옥포

In-Power Centrality
(반입중심성)

0.9236

0.0287

0.1099

1.3022

0.0762

0.0558

0.0002

0.1379

In-Power Centrality
(반입중심성)

0.3751

0.0043

1.0885

0.8941

0.0231

0.0030

0.3502

0.0190

항만명

고현

마산

진해

울산

포항

삼척

동해

묵호

In-Power Centrality
(반입중심성)

0.3807

0.6573

0.0516

0.9695

0.7670

0.0390

0.1193

0.0025

In-Power Centrality
(반입중심성)

0.0476

0.0707

0.0139

1.7147

0.4522

0.7414

1.3856

0.2340

항만명

옥계

속초

제주

서귀포

기타

In-Power Centrality
(반입중심성)

0.1046

0.0027

0.2202

0.0153

0.9646

In-Power Centrality
(반입중심성)

0.5679

0.0002

0.0526

0.0265

4.2701

<표 7> 물동량별 중심성 항만별 순위
순위

In-Power Centrality (반입중심성)

Out-Power Centrality (반출중심성)

1

인천

기타

2

광양

울산

3

부산

동해

4

울산

대산

5

기타

여수

이 중심성이 높은 항만은 그만큼 다른 항만에서 받

의 순위가 높게 나타난다. 이를 물품 품목의 관점

거나 다른 항만에 주는 물동량이 많다는 의미이다.

으로 분석해보면, 기타항만에서 반출되는 물품은

이를 5위까지 보면 <표 7>과 같다.

무게 기준으로 80%이상이 모래임을 알 수 있다.

<표 7>에서 나타나듯이, 전체 항만가운데 인천

모래는 건설자재인 골재의 용도로 주로 쓰이며, 해

항이 반입 중심성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운에서는 항만과 항만간의 특정 운송수단으로서

있다. 그러나 반출 중심성은 대체로 연안항만과 북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수산물과 유사한 물

한 항만의 물동량이 합산되어 나타나는 기타항만

류흐름을 보인다. 즉, 바다에서 채취한 것을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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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남북 해운 교역량과 기타항목, 모래 물동량과의 비교 (단위 : 1,000톤)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북한→남한 (A)

483

5,848

15,421

23,764

14,916

1,844

기타항만발 물동량(B)

33,932

36,455

34,976

38,450

37,221

32,478

연안해운중 기타항만발
물동량 비중

30.3%

31.6%

30.8%

33.3%

30.5%

28.4%

북한모래 반입량(C)

318

-

14,374

23,079

14,610

1,524

북한 입항 비중 (A/B)

1.4%

16.0%

44.1%

61.8%

40.1%

5.7%

남북 교역량 중
모래 비중 (C/A)

65.8%

-

93.2%

97.1%

97.9%

82.6%

출처 : e-나라지표 남북교류협력동향, 해운항만물류통계

에 하역하고 있는 수준의 유통량이 통계적으로

에도, 다이애딕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연안해운의

‘기타항만’출발로 집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이 분석은 Black(1973)이

게다가 북한 항만과의 교역량에서도 무시할 수 없

처음 이용한 이후로, 물동량의 품목이 많은 경우

다. 모래는 운송비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50km이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한 요인분석 혹은 주성분분

상의 운송이 불가능하여 외국을 통한 수입이 거의

석을 통하여 물품 종류가 비슷한 출발지-행선지를

없는 품목이다.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국내에서

지니는 자료끼리 묶은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는

자급을 실시하거나 근거리 운송을 실시하여야 하

항만 물동량에 해당되는 케이스인 29×29개9), 즉

는데, 이로 인하여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한과의 교

841개의 케이스 값으로 치환하여, 32개 가운데 물

역량은 한때 상당한 양을 보였다(<표 8>).

동량이 있는 29개의 물품 품목을 대상으로 다이애

한편 <표 7>에서 순위권에 나타난 다른 항만을 살

딕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점수는 연구자에

펴보면, 광양, 포항항의 경우에는 반입 중심성에서

따라 임의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상당히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두 항 모

Black(1973)이 다이애딕 요인분석을 처음 시도한

두 다른 항만에서 고르게 철강관련 원료의 입항이

기준을 따라서 0.5이상의 요인점수를 보이는 케이

이루어졌기에 발생한 것이다. 특히 포항항의 경우

스를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이 분석에는 29개의 요

기타광석 등의 입항이 활발하며, 포항에서 광양으

인(물품 품목)을 투입하여 총 9개의 성분이 산출되

로 철강의 운송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출 중

었다. 분석 결과, 총 9개의 성분이 산출되었으며,

심성의 경우 여수, 울산이 공통적으로 높은 순위를

이 성분을 통해 전체 자료의 약 74%정도를 설명할

띠고 있다. 이는 석유정제품과 같은 석유류가 연안

수 있었다. 자세한 결과는 <표 9>과 같다.

해운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려준다.

이렇게 도출된 9개의 성분의 특징을 정리하면 <

한편 네트워크의 중심성을 알아보는 분석 이외

표 10>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를 확인하면, 앞

9) 분석대상 자료의 케이스 분류 기준은 동해항과 묵호항이 분리되어 총 28개의 무역항과, 연안항과 북한지역 항만의 물동량을 합친
기타항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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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2009년 연안해운 물류체계 다이애딕 요인분석 결과 추출 요인10)
회전된 성분행렬
성분
1

2

3

4

5

6

7

8

9

육류

.000

-.001

.974

-.007

-.001

.000

.067

-.003

-.005

어패류갑각류

.005

-.002

.002

-.016

.007

-.012

-.015

.046

-.263

-.005

.011

.006

.009

.187

-.040

양곡

.003

-.011

.000

.000

.000

.991

기타동식물성생산품

.638

.025

-.001

-.028

-.009

-.023

동식물성유지류

.983

.095

-.004

.007

-.010

.026

.040

.031

.016

조제식품음료주류

.114

-.084

.004

.001

-.001

-.053

-.002

.775

-.110

시멘트

.151

-.015

-.112

-.006

-.005

.002

.840

.009

-.025

모래

-.093

.957

.003

.005

.001

.001

.017

.087

-.040

무연탄

.001

-.004

.973

.012

-.002

-.001

.053

.000

-.007

유연탄

.009

-.001

-.001

-.001

.923

-.001

.001

-.006

-.035

철광석

.364

.008

-.011

-.031

-.019

-.038

.134

-.068

.360

기타광석

-.043

.062

.286

.003

.003

.000

.788

.000

.070

원유및석유

.069

.010

-.009

.871

.000

.016

.010

-.001

.016

석유정제품

.109

-.005

.015

.916

-.005

-.015

-.016

.005

.012

석유가스

.836

.061

-.003

.294

-.011

-.002

.020

.048

-.003

비료

.970

.091

-.004

.009

-.010

.024

.038

.031

.013

화학공업생산품

.675

.037

-.001

.176

-.013

-.027

-.001

-.001

-.012

플라스틱고무제품

.973

.091

-.003

.007

-.004

.144

.038

.044

.018

원목

.983

.095

-.004

.007

-.010

.026

.040

.031

.016

목재목탄코르크

.798

.070

-.003

.006

-.008

.594

.029

.031

.017

방직용섬유및그제품

.369

.892

-.004

.007

-.003

.009

.035

.041

-.023

고철

.640

.038

-.004

-.009

-.012

-.027

.022

-.016

.053

철강및그제품

-.029

.014

.005

-.007

.041

-.009

-.071

.148

.888

비철금속및그제품

.420

.653

-.003

-.002

-.006

-.004

.001

.001

.119

기계류및그부품

.381

.031

.004

.004

.073

-.038

-.030

-.058

-.004

전기기기및그부품

.006

-.004

-.001

-.005

.922

.000

-.004

.002

.043
.064
.016

차량및그부품

.006

.171

-.006

.004

-.002

.062

.008

.635

항공기선박및그부품

.983

.095

-.004

.007

-.010

.026

.040

.031

기타

.976

.102

.002

.007

-.010

.025

.039

.033

.031

아이겐값

9.003

2.246

1.99

1.717

1.711

1.371

1.37

1.091

1.036

분산(%)

31.04

7.75

6.86

5.92

5.90

4.73

4.73

3.76

3.57

누적(%)

31.04

38.79

45.65

51.57

57.47

62.20

66.93

70.69

74.26

요인점수 0.5이상

16

10

4

29

4

4

38

17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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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다이애딕 분석 결과 성분의 특징
성분

1

2

3

4

5

주요 물품 품목

공산품,
일반재화

모래·비철금속 등
원자재

무연탄

석유류

유연탄

성분

6

7

8

9

주요 물품 품목

양곡

비철금속류 자원

식품류

철강 관련물품

<표 11> 다이애딕 분석 결과 성분의 특징
석유정제품

모래

시멘트

철강 및 그제품

26.1%

22.5%

14.5%

11.2%

(a)

(b)

(c)

(그림 8) 2009년 석유정제품(a), 모래(b), 철강 및 그제품(c)의 1만톤 이상 물동량 연안해운 물류체계
10) 회색 표시된 칸은 화물 품목별 가장 큰 성분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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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연안해운 물동량 반입 중심성 순위별 항만
석유정제품

순위

모래

철강 및 그제품

반입

반출

반입

반출

반입

반출

1

인천

울산

인천

기타

고현

포항

2

부산

여수

평택

인천

목포

광양

3

울산

대산

목포

평택

마산

거제

4

마산

인천

군산

태안

평택

목포

5

대산

광양

울산

목포

울산

울산

<표 13> 연안해운 주요 운송 품목별 특징에 따른 분류
원료조달
가공·생산지역

수입

국내

항만 주변

철강 및 그제품
석유정제품

시멘트

소비지주변

·

모래

서 언급하였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모래, 석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 이는 인천항 부근에서 모래

철강 등이 성분으로 도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를 채취하여 인천항에 하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발생하는 현상이다11). 철강 및 그제품의 경우 우
리나라의 대형 제철소가 입지한 포항과 광양에서

4) 연안해운 물류체계 분석 · 품목별 분석

한편 연안해운 전체에서 물동량의 비중이 10%가

반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난다. 이를 물자의 특성을

넘는 품목 가운데, 석유정제품, 모래, 철강 및 그제

토대로 연안해운의 품목별 유형 분류를 하면 <표

품의 세 품목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해당 품목과

1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표 11>과 같다. 또한

4. 연안해운과 우리나라의 시멘트물류

각 물품의 연안해운 물류체계는 <그림 8>과 <표
12>에서 볼 수 있다.

가. 시멘트의 물류 특징

<그림 8>과 <표 12>를 보게되면, 석유정제품의
경우 주로 울산항과 대산항, 여수항과 같이 석유화
학단지가 위치한 항만이 반출중심성이 높음을 알

시멘트는 연안해운에서의 품목 분류기준이 다른

수 있다. 모래의 경우연안항과 북한지역 항만 등을

육상 운송수단 품목과 분류 기준이 유사하며, 해상

모두 포함한 기타항만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 있

운송이 물품 품목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항내 운송이 많다는 점을 볼 수 있다. 특히 인

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시멘트 공장은 <표 14>와

천항이 반입 · 반출 중심성이 2위 안에 나타나는

같은데,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을 채굴하여 1차

11) 출처 : 바닷모래 채취현황, 한국골재협회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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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우리나라 시멘트 회사의 공장 입지
분공장

회사명

석회석 산지
(본공장)

슬래그 시멘트

분쇄공장

동양

삼척

부산 광양

동해 연기

쌍용

동해 영월 문경

광양

대구

한일

단양

평택 포항

서울 대구

현대

단양 영월

당진

·

아세아

제천

·

대구

성신

단양

·

·

라파즈한라

강릉

광양 포항

연기

고려

장성

광양

·

한국씨엔티

·

포항

·
출처 : 각 사 홈페이지 및 한국시멘트협회, 2011.

(그림 9) 우리나라의 시멘트 본공장 분포

적으로 가공하는 본공장은 <그림 9>와 같다.

에도 불구하고 하역과 같은 해운의 불리한 점을 극
복하고 해상운송이 활발한 편이다. 이는 시멘트의

시멘트는 물류상으로 일반 공산품과는 다른 특

경우 중량이 무겁고 벌크화가 많이 되어있다는 특

성을 여럿 지니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수입

징이 있으며, 일부 공장이 임해지역에 입지한 영향

하는 다른 품목의 물품과는 달리, 국내 자급품목임

이 크다. 이는 특히 <그림 10>에서 볼 수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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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주요회사별, 수단별 이송(1차 수송) 총괄 (단위 : 톤)
회사
동양

이 송
철도

트럭

347,105

선박

계

시멘트
시장점유율

5,064,693

5,411,798

17%

4,918,101

쌍용

1,832,844

6,750,945

26%

한일

2,825,056

256,030

3,081,086

11%

현대

2,534,255

41,229

2,575,484

8%

아세아

1,837,070

327,129

2,164,199

6%

성신

2,556,940

109,502

2,666,442

9%

3,660,062

4,335,015

14%

13,642,856

26,984,969

91%

라파즈한라

674,953

합계

12,608,223

733,890

출처 : 한국시멘트협회 통계연보, 2011

(그림 10) 2009년 시멘트 운송 물류도
출처 : 한국시멘트협회 통계연보(2009)를 재구성

본공장에서 분공장과 유통기지로 가는 1차 수송

하는 회사는 몇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주로 시

12)이 철도와 해운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장점유율 선도 업체가 해운을 실시함을 알 수 있다.

점에서 증명된다. 둘째, 시멘트는 최근 40여년 동

나. 우리나라 시멘트 1차운송 물류체계 분석

안 우리나라 연안해운의 물동량에서는 약 10~2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석
유의 경우, 송유관의 건설로 인해 국내 운송수단

우리나라 시멘트의 1차운송을 전체적으로 파악

가운데 해운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감소하고

하기 위해, KTDB에서 공개한 철도와 항만의 OD

있는데, 시멘트는 특별한 변화가 있지 않았다.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 여기서 항

<표 15>에서 나타나듯이 1차 수송을 시멘트 회사

만과 철도의 결절점에 해당하는 철도역과 항만의

별로 운송 수단별 물동량을 알아보면, 해운을 실시

지명이 다른 관계로 시군단위의 행정구역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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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009년 철도 및 해운을 이용한 시멘트 운송 체계

으로,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구 · 군 단위가 아

분석 결과, 중심성 분석에 연결선(link)의 개수보

닌 도시명으로 통일시켰다. 분석 결과는 <그림

다는 지역간 유동량을 많이 반영하는 분석의 특징

11>과 같다.

때문에 해운의 이용의 비중이 큰 지역이 중심성 수
치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해운이

<그림 11>에서, 철도를 이용한 운송체계는 가늘

대량운송으로 일부지역만 집중적으로 많은 물동

고 연한 선으로, 해운을 이용한 운송체계는 굵고

량을 보이면서, 철도를 이용한 운송체계는 이보다

진한 선으로 표시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는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 적은 물량을 공급하는

각 지역별로 비교하였을 때 항만 사이의 네트워크

역할을 실시함을 알 수 있다.

와 철도를 이용한 네트워크가 부산과 인천과 같은

두 교통수단별 네트워크상의 차이점은 출발점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분리되어 있다는 점

변수로 간주하여, 서로 같은 성분으로 묶는 Q방법

을 알 수 있다. 즉 이는 해운의 운송체계와 철도의

요인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 결과는 <표

운송체계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17>과 같다. 분석 결과 4개의 성분이 산출되었는

목적지를 갖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띠고

데, 이 경우에는 두 목적지간의 체계 분화가 상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지역별 네트워크의 위세

적으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표 18>을

중심성 순위별로 알아보면 <표 16>과 같다.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성분 1의 경우에는 해

<표 16>에서 회색 표시된 칸은 해운을 이용한 물

상운송이, 2는 철도운송으로 상대적으로 쉽게 판

동량이 압도적인 지역이다. 위세 중심성을 이용한

별할 수 있으며, 성분 3과 4는 각각 광양항과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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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2009년 각 지역별 반입·반출 중심성 순위
순위

반입중심성

반출중심성

1

서울

단양

2

인천

삼척

3

광양

동해

4

의왕

강릉

5

울산

제천

6

남양주

영월

7

군산

기타항만

8

마산

광양

9

연기

포항

10

목포

여수

지역 수

총 65개

<표 17> Q모드 요인분석 결과 각 출발지별 성분행렬
요 인
출발지

1

2

3

4

강릉

.797

-.064

.031

.002

광양

.063

-.063

.913

.005

기타

-.040

-.110

-.262

-.654

단양

.016

.758

.027

-.016

동해

.948

.037

.170

-.008

삼척

.877

-.078

.151

.071

여수

-.030

-.101

-.240

.765

영월

-.064

.600

-.054

.022

제천

-.033

.938

-.015

.002

포항

.680

-.011

-.211

-.042

아이겐값

2.78

1.85

1.06

1.02

분산(%)

27.79

18.52

10.61

10.21

누적(%)

27.79

46.31

56.92

67.13

항에서 출발하는 해운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시멘트의 지역별 물동량을 대상으로 한 Q모드

성분 4에서 요인점수가 0.5 이상인 경우는 목적지

요인분석과 네트워크 분석 결과, 두 분석 모두에서

가 제주로 향하는 것밖에 집계되지 않아서, 여수항

철도와 해운이 분리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발생

에서 출발하여 제주항으로 향하는 물동량이 독특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별로 시멘트를 운송

한 성향을 나타냄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는데 목적지가 중복되는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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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각 성분별 요인점수가 0.5 이상인 도착지
성 분
1

2

3

4

광양

남양주

군산

제주

군산

대전

목포

마산

서울

부산

부산

연기

울산

의왕

인천
포항

않는 것으로 판단하자면, 제시된 목적지 가운데 해

용으로 인해 도로운송을 억제해야만 되는 상황에

운과 철도 가운데 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교통수단

직면하여 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안

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해운의 경우, 일

해운이 부상하였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

부 항만 시설이 있는 지역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므

가 거듭되고 있다. 또한 연안해운은 우리나라의 지

로 항만이 있는 지역간의 네트워크가 강함을 알 수

리적 여건으로도 충분이 이용이 가능하므로, 우리

있었다. 반면 철도의 경우에는 지역 수로 판단하면

나라의 물류체계의 하나로서 고려해야 될 필요성

해운보다 더 많은 지역에 운송된다는 것을 파악할

이 있다.

수 있었으나, 중심성의 상위 지역은 항만이 있는

이는 최근 들어서 교통지리학에서 주목해야 될

지역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해

분야 가운데 하나로 해양과 항만이 부각되고 있으

운이 철도에 비해 적은지역에서 훨씬 많은 양을 운

며(Shaw and Sideway, 2010; Steinberg, 2009). 나

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가 교통지리학 분야 전체에서도 기존에 소홀했
던 화물 · 물류분야에 공간적인 측면을 도입해야
된다는 논의가 활발한 점과도 부합된다(Hesse and

5. 결론

Rodrigue, 2004; Rodrigue, 2006). 그리하여 이 연
우리나라는 1970년대 산업화 이후 폭발적인 경

구에서는 교통지리학에서 다시 부각되고 있는 항

제성장을 거듭하여, 이에 따른 제조업의 발달로 인

만을 대상으로, 국내 운송 체계에서도 크게 주목받

해 국내 화물의 물동량도 점차 증가하여왔다. 그러

지 못한 연안해운의 공간적 흐름을 분석하였다. 또

나 국내 화물 물동량이 점차 증가할수록 그 증가분

한 연안해운을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를 하여 그 목

을 도로운송이 대부분 소화하는 형태로 우리나라

적지의 수에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는 것에 그 의

의 물류가 유지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새

의가 있다.

로운 도로의 개통과 확장 등으로 교통 체계가 더욱

이 연구에서는 무역항을 중심으로 연안해운에

보완됨으로써 늘어난 화물 물동량을 다소 해소할

대한 계량적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우

수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문제와 같은 환경적 부작

리나라 물류체계의 계량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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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한 중심성이 더욱 크다는 점으로 알 수 있다.

은 품목인 시멘트에 한해서 다른 교통수단인 철도
와 목적지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안해

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분석을 시행

운은 주로 석유류, 시멘트, 철강과 같은 국민 생활

하였을 때 거리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포함되지 않

에 중요하면서 중량이 무거운 물품인 정책물자를

아서, 거리조락 효과와 같은 거리가 물류에 미치는

대상으로 물류가 주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영향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였다. 둘째, 4장에서

그러나 이는 항만별, 물품 품목별로 다소 차이가

주로 다룬 교통수단간 시멘트 물류를 비교할 때 철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특정 품목의

도와 해운을 이용한 1차 운송만을 위주로 파악하

산업단지가 항만 주변에 인접하여, 그 품목을 생산

여, 소비지까지 직접 이동하는 2차 운송에 대한 고

하는 지역의 항만이 출발지로서 반출 중심성이 높

려가 미흡하였다. 셋째, 자료 구득의 한계로 인하

았고, 인천항이 반입 중심성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여 특정 시점(2009년)을 선택하였고, 항만 가운데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입항

무역항만을 대상으로 계량적 분석을 실시하여, 설

만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과 광양항은 우리나라의

명의 범위가 다소 제한되었다. 일례로 연안항과 북

수출입 물동량에서는 절대적인 우위를 나타내지

한지역 항만이 자료상에‘기타항만’으로 해당되

만, 연안해운에 있어서는 도리어 인천, 울산항과

는 수치가 모두 합해져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무

같은 다른 대형 항만이 적지 않은 비중을 나타낸다

역항과 연안항 및 북한지역 항만을 동일한 선상에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놓고 분석을 실시할 수가 없었다. 이는 앞으로 연
안해운과 관련된 더욱 자세한 자료가 구축되면 더

연안해운에서 주목할 점은 시멘트, 골재와 같이

욱 세밀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국내에서 자급하는 물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 우선 골재의 경우에는 해상의 모래를 채취하거
나 북한의 것을 들여오는 양이 많았다. 그러나 시멘
트의 경우 육상에서 채취하여 철도와 같은 육상교
통만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는 물품임에도 불구
하고, 해상운송이 두드러지는 특성을 나타냈다. 이
는 일부 시멘트 공장이 항만에 인접하여 시멘트의
해상운송이 용이하다는 점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시멘트의 철도운송과 해상운송의 물동량
자료 비교를 통해서 교통수단별 목적지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 해운이 철도에 비하여 목
적지가 적어서, 지리적으로 집약된 상태로 철도와
거의 비슷한 물동량을 소화하는 역할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첫째, 해운을 실시하는 회사
가 타 회사에 비하여 선도적인 업체라는 점, 둘째,
운송수단별 목적지의 비교 결과 해운의 물동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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