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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은 북항과 신항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각각 2개와 5개의 터미널로 분리·운영됨에 따라
시설 전체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타부두 환적 증가와 같은 운영상의
비효율도 가중되고 있다. 특히, 2017년 부산항 환적은 총 9,816천 TEU로 신항 개장 첫해인
2006년 이후 연평균 10.8%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타부두 환적의 경우, 북항 및 신항 내 타부
두 환적이 전체 타부두 환적 물동량의 8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북항과 신항 간의 타
부두 환적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항 전체 환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항만 운영 효율을 저하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경
제적 측면에서의 비효율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 간 부산항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만당국 및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
해 왔으나 실효성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임시적인 방편에 그치고 있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방안은 운영사의 물리적인 통합이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
움이 많다. 결국 현재 부산항 터미널 운영 체제를 유지하면서 타부두 환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본 연구는 기존 터미널의 운영시스템을 유지하면서 현행
법·제도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타부두 환적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중량
제한 완화 방안을 제시하고 그 기대효과를 분석해보았다.
부산항 전체 구역에 대한 현행 화물자동차 중량제한의 완화는 안전, 도로 훼손 등과 같은 심각
한 문제를 동반하여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다만, 단거리 타부두 환적화물 수송이 빈번
한 북항 및 신항 배후도로(임항도로) 일부 구간에 한정적으로 중량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충분
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20피트 최대적재컨테이너
한 박스와 20피트 공컨테이너 한 박스를 동시수송 가능한 중량(타부두 환적 전체 20피트 컨테
이너의 20% 동시수송)으로 완화할 경우 이에 따른 화물차량 운송 횟수 감소에 기인하는 비용

절감 효과는 2017년 통계 기준 31억 원 이상으로 약 8.1%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수송 횟수 감소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16년 통계
부산 신항 지역(강서구) 기준, 해당지역 전체 대형화물자동차 대기오염 발생량의 각각 CO2
10%, Nox 6%, PM 1% 등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중량제한 완화에 따른 수
송 횟수 감소에 기인하는 사회·경제적 효과는 결코 간과 할 수준이 아닌 것이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2020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송 운임제」의
운임을 적용 할 경우 앞서 언급한 동일한 조건으로 분석한 결과 수송 횟수가 감소함에도 불구
하고 운송비용은 16.6%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현재 상황에서 운임만 인상 된
다면 그 부담은 모두 선사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결국 부산항 환적 경쟁력 저하에
또 하나의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계기관에서는 이와 관
련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물리적인 통합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단시간에 실현 가능
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항 및 신항 내에 집중되어 있는 타부두 환적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통해 비용 절감 및 운임 인상 대응, 환경오염 예방 및 지역민 건강 증진
등 사회·경제 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중량제한 완화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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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법·규제 완화를 통해 타부두 환적수송 효율성 제고해야
n ‘컨’ 물동량 및 환적 물동량의 지속적인 증가, 물류 중심축은 신항으로 이동
- 부산항은 2017년 20,411천 TEU를 처리하여 2006년 이후 연평균 5%의 안정적인 물동량 증가세
를 보이고 있음. 특히, 환적 물동량의 패턴은 부산항 전체 물동량 패턴을 견인하고 있음
∙ 신항은 2017년 13,450천 TEU를 처리하여 지난 2006년 개장 이후 연평균 44%의 높은 물동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환적화물은 같은 기간 7,534천 TEU를 처리하여 신항 전체의 약
56%를 차지하였고 비중 또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
∙ 다만, 2016년에는 한진해운 사태로 안해 다소 감소하였고, 2017년 다시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더불어 지속적인 북항 물동량의 신항 이전 및 신항 자체 물동량의 증가로 인해 꾸준한 증
가세를 보이고 있음
- 처리 비중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항은 2012년 기준 50%를 넘어섰고, 2017년에는 65.9%를 기록
하였음. 이는 부산항의 물류 중심축이 신항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원양선사는 신
항 중심, 인트라아시아 선사는 북항 중심으로 각각 이용하는 이원화가 발생하고 있음
∙ 신항으로의 환적화물 집중 현상은 물류 중심축이 신항으로 이동하고 있고 원양선사의 기항 또한
신항으로 집중되기 때문임. 반면, 북항의 경우 전체 물동량이 2006년 이후 연평균 4.7% 감소세
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기준 그 비중도 34.1% 수준에 있음
∙ 다만, 최근에 북항 물동량도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북항을 중심으로 기항하는 인트
라아시아 선사의 물동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신항의 선석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북항을 이용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이에
따른 부산항 전체 환적경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임

n 북항 및 신항 내 타부두 환적화물 지속적으로 증가, 반면 북항과 신항 간 타부두 환적화
물은 감소
- 부산항은 신항 5개, 북항 2개 운영사로 분리·운영됨에 따라 지속적인 타부두 환적 물동량의 발생
이 불가피한 상황임
∙ 2017년 기준 환적 물동량은 9,816천 TEU로 신항 개장 첫해인 2006년 이후 연평균 10.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후 5부두 운영이 정상화된 2013년부터는 연평균 2.8%로 꾸준히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부산항의 타부두 운송은 선사 책임으로 그 비용에 대한 부담도 가중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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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보존해주기 위해 부산항만공사는 그동안 선사에게 환적화물 운임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으나
2019년부터 선사 인센티브를 통합하면서 사실상 환적화물 인센티브는 폐지된 것과 다름이 없음
- 북항 내 타부두 환적화물은 2013년 788천 TEU에서 2017년 893천 TEU로 연평균 3.2% 증가, 북
항에서 신항으로 환적되는 물량은 492천 TEU 201천 TEU에서 연평균 20.1% 감소, 신항에서 북
항으로 환적되는 물량은 427천 TEU에서 395천 TEU로 연평균 1.9% 감소, 신항 내 환적화물은
3,143천 TEU에서 3,508천 TEU로 연평균 8.9% 증가하는 추세를 각각 보이고 있음
∙ 다시 말해 북항 및 신항 내 환적화물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북항과 신항 간의
환적화물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이 같은 현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산항 물류패턴이
신항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n 타부두 환적 양극화 심화, 운송비 증대, 환경오염 유발 등 다양한 문제점 산재
- 그러나 신항과 북항으로 이원화되어 원양선사는 신항 중심, 인트라아시아 선사는 북항 중심으로
기항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이같은 환적 화물의 신항 집중현상은 물류 중심축이 신항으로 이동하고 있고 대부분의 원양선사
가 신항을 중심으로 기항하고 있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항의 물동량도 소폭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북항 자체 물동량 증가와
더불어 인트라아시아선사는 신항 내 선석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북항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
기 때문임
∙ 이러한 신항과 북항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타부두 환적의 양극화도 심화될 수 있음
- 타부두 환적은 운영 효율성 저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물류비 차원에서의
추가비용 발생 요인임
∙ 2017년 부산항 타부두 환적 물동량 기준, 실제 수송량은 총 2,338천 박스, 이 중 북항 내 타부
두 환적 수송량 595천 박스, 신항 내 타부두 환적 수송량 1,346천 박스, 북항과 신항 간의 타부
두 환적 수송량 397천 박스로 추산됨
∙ 표준운임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 타부두 환적운송비는 약 696.5억 원으로 추산됨. 구간별로는
북항 내 148억 원, 신항 내 267억 원, 북항과 신항 간 280억 원 등으로 각각 산정됨
- 추가비용 발생과 더불어 컨테이너화물자동차 대부분은 경유를 사용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작지 않음
∙ 2017년 기준 타부두 환적 전체 수송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대기오염은 각각 CO2 78,722kg,
NOx 282,701kg, PM 2,994kg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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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수송량이 가장 많은 신항 내 타부두 환적 수송차량 전체 기준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은 각각 CO2 26,481kg, NOx 91,506kg, PM 969kg 등임
∙ 이는 2016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전체 대형화물자동차에 기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체 CO2
68,372kg의 37.3%, NOx 407,354kg의 22.5%, PM 25,394kg의 3.8% 등을 차지하는 매우 높은
수준임

n 부산항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효성에는 다소 한
계가 있음
-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항만당국은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정
책을 마련하고 추진함
- 특히 부산항은 세계 2위의 환적화물 중심항만으로서 환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
해야함
∙ 이를 위해 북항과 신항 간 해상셔틀 운송, ITT 효율성 강화, 신항 운영사 간 선석공동운영, 북
항운영사 통합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음
- 이 같은 운영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운영사의 물리적 통합임
∙ 북항의 경우 2개 운영사로 통합이 이루어진 반면 신항은 터미널 운영사 간 통합에 대한 동기부
여가 약할 뿐만 아니라 민자부두와 공공부두가 공존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통합이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물리적인 통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단편적인 해결방안 제시는 일시적으로는 문제의 해결
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못함
∙ 이로 인해 부산항은 향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 또는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n 관련 현행 법·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가능
-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그
기준을 넘길 수 없음. 그 기준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으로 정하고 있음
∙ 이 경우 일반적인 컨테이너 수송차량인 트레일러 헤드와 샤시 무게 등을 감안하여 적재중량을
산정해본 결과, 2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일반적인 적재 가능중량 22.92톤과 최대 적재 가능중량
26.92톤으로 산정 되었으나 20피트 컨테이너 최대 적재 중량이 21.92톤으로 이를 초과 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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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피트의 경우에는 각각 21.1톤과 25.1톤, 40피트HQ는 각각 20.85톤, 24.85톤, 45피트는 각각
22.92톤, 24.55톤으로 조사되었음
- 컨테이너 최대적재에 도달하지 못하는 화물들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 같은 상황을 고
려해 보면 2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국내 도로교통법 상의 적재중량 제한으로 인해 공컨테이너 또
는 약 11톤 미만의 20피트 컨테이너 2개를 동시에 수송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중량제한
을 초과하여 운행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물론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한 과적을 허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외를 둔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중량제한
을 일부 초과하여 운행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최대 적재중량 완화 수준인 50톤이 적용될
경우 현재 중량제한 수준에서 20피트 최대적재컨테이너 한 박스와 20피트 공컨테이너 한 박스
는 동시 수송이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현재 부산항 북항 및 신항 컨테이너 야드와 배후도로의 최대 중량하중은 현행 최고 44톤
을 높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설계된 것으로 조사되어 기술적인 문제는 없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 북항 및 신항 배후도로 특정구간을 운행하는 타부두 환전화물 수송 차
량에 한정적으로 적재중량 완화를 제안함

n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제한 완화를 통해 타부두 환적화물 운송비를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고 환경개선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북항 및 신항 내 타부두 환적수송 비용 절감은 총 31.3억 원 가량으로 추산됨
∙ 기존 수송량 기준 총 416억 원 대비 감소 수송량 기준은 384.6억 원으로 8.1% 가량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2017년 기존의 수송량 기준, 20피트 공컨테이너 한 박스가 20피트 적재컨테이너 1박스와
동시수송 된다는 가정 하에 20피트 컨테이너 수송량의 20%(부산항 공컨 비중 20%~25% 감안)
를 동시수송으로 간주하고 40피트와 동일한 운임 적용하여 산정함
- 반면, 2020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송 운임제의 운임을 적용하여 산정하면 동일한 수송량(공컨 20%
감소) 기준 운송비 기존 대비 16.6% 높은 498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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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 현재 수준의 타부두 환적 수송량이 유지된다면 2020년도 북항 및 신항 내 타부두
환적 운송료는 약 24.6% 증가할 것임
- 신항 구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기존 대비 각각 CO2 10%, NOx 6%, PM 1% 등을 감소시
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동일한 수송량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각각 CO2 19,818kg, NOx 71,169kg, PM 754kg
등으로 산정됨
∙ 2016년 부산시 강서구 대형화물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기준으로 절감 가능한 배출량 산정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제도완화는 현재 직면한 다양한 시급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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