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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re have been quite a lot of research results about the
change of container port system in the world. However, detailed and
in-depth analysis of the subject is insufficient. In this study, I examined
relevant discussions carried out so far and tried to figure out possible
development direction of Northeast Asian container port system. Until
recently, it had been widely acknowledged that hub & spoke system is
prevailing trend of development of container port system in the world.
But, since early 2000’s the future of hub & spoke system as a dominant
shipping network has been questioned in several literatures. Especially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quite a large number of small feeder ports
have grown into regional gateway ports which are directly served by
mother ships. As a result, the transhipment ratio in the ports has been
substantially decreased. However, many of the gateway ports, which are
positioned at the crossings of trunk routes, assume the role of relay
center forming so-called “multipolar port system”. The multipolar port
system has been formed by complicated connecting network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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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way ports in the region. In this study, such a trend in container
shipping network was closely examined.
In the meantime, there has been an argument that “new hub & spoke
system” will be established as growth of ship size progresses in the
future. In the new system suggested in the relevant research works, 3～4
mega ports in Northeast Asia are to act as logistics center where
transhipment demand will be concentrated. Such an argument is also
discussed here.
Key Words : container port network, hub & spoke system, relay

port, multipolar port system, new hub & spok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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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해운항만시장 여건의 변화에 따라 운송네트워크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소수의 대형 중심항과 다수의 소형 피더항을 연결하는 중심-지
선체제(hub & spoke system)는 세계 항만네트워크를 대표하는 운송
체제로 발전해 왔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중심-지선체제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Ⅱ장 참조). 중심지선체제는 환적을 기반으로 구축되는 것으로서, 추가의 하역비 등
화물처리 비용 부담, 운송 거리 및 시간의 증가 등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바(<표-1> 참조), 이러한 추가적 비용이나 시간 지연의 부담을 최소
화하려는 노력이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경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상운송체제의 유형은 해당 지역의 시장여건을 반영한 것
으로서, 시장여건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운송체제가 구축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세계 해상운송체제의 발전 방향을 중심-지
선체제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일률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가 및 지역에 따라 경제발전 단계나 교역
의 유형이 상이한 만큼, 다양한 유형의 해상운송체제가 존재하고 발
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차
별화된 해운항만시장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10년 기준
세계 항만물동량의 38.1%가 동북아 역내 항만에서 처리된 것으로 추
정되는 등(Drewry, 2010) 다른 지역에 비하여 항만물동량 비중이 현
저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증가세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
고 중국을 중심으로 항만개발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다수의
중․대규모 항만들이 등장함에 따라 모선 직기항의 물리적 제약이 해
소되고 있다. 또한 단거리 역내교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선
박의 대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선의 투입도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이와 같은 해상운송 여건 변화는 중
심-지선체제보다는 직기항체제의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한다. 이에 따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우는 중심-지선체제가 한계
에 달하고 있는 반면, 직기항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해상운송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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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축되고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항만들이 제한된 지역범
위 내에서 대거 발전함에 따라 이들 항만들이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
성하고 있다. 이러한 항만 네트워크에 의하여 형성된 해상운송체제는
다극항만체제로 일컬어지고 있다.1) 이와 관련된 논의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비교적 근래에는 10,000TEU급 선박이 출현하는 등 컨테이너
선박의 대형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이들 초대형선이 선별적으로
기항하는 소수의 메가(mega) 항만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새롭게 등장
함으로써 환적물동량이 이들 항만에 집중될 것이라는 논의가 제기되
고 있다(최재선, 2005 등). 이에 따르면 초대형선의 환적화물 집화를
위한 새로운 중심-지선체제(new hub & spoke system)가 메가 항만
을 중심으로 구축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컨테이너 해상운송체제의 변화에 관한 기
존 연구사례를 실증자료에 의거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의 해상
운송체제 변화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
역 해상운송시장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바, 해당 지역의 해상운송체제 변화 추세 및 향후
변화 방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새로운 중
심-지선체제라는 항만네트워크의 등장과 관련된 논의에 대하여 그
실현 가능성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항만네트워크의 변화
와 관련된 그동안의 논의를 검증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다. 이와 아
울러 관련 분석은 향후 항만네트워크의 변화방향을 예측함에 있어서
도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1) 관련 개념은 정봉민[2005(1) 및 2005(2)]에서 ‘다핵 중심항만체제’ 또는 ‘다핵항만
체제’라는 용어로 소개된 바 있음. 그런데 그 이후 최재선 외(2005)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개념을 ‘다극항만체제’라는 용어로 바꾸어 나타냄. 여기에서는 편의상 ‘다
극항만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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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계 컨테이너 항만체제의 일반적인 변화 추세
1. 선행 연구 조사
컨테이너 정기선 해상운송체제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연구결과가
있으나 대부분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전반적인 변화추세
를 이론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많지 않다. 비교적 제한된 연구결과 가
운데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De Langen(1998)은
중․소규모 항만들의 발전 전망에 관하여 논의했는바, 중간 규모 항만
들의 경우 환적 중심항에 비하여 지속적 발전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그는 중간 규모 항만의 운영당국자들이 환
적 중심항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추진하는 점에 대하여 부
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적 중심항은 중간 규
모의 직기항 항만에 비하여 운송시간 및 비용의 측면에서 불리하며,
그 결과 환적 중심항은 발전에 한계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Haralambides(2000)는 해상운송체제로서의 중심-지선체제
위상이 점차 저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이유로는 ⅰ) 세계적 항만개
발, ⅱ) 역내무역 비중의 증대(무역의 권역화), ⅲ) 내륙 연계운송망 등
물류기반시설의 확충, ⅳ) 해운시장의 경쟁심화 등을 포함한 몇 가지
의 중요한 여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2) 그리고
이들 여건 변화는 모선 직기항의 물리적 제약 해소, 직기항 비용 절감,
역내운송 비중의 증대, 소규모 피더항만의 통합, 선형 증대 추세의 둔
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직거래 확대 및 거래 단위의 소량화․신속
인도 등 모선 직기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심-지선체제는 점진적으로 그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모선 직

2) 해상운송 여건변화의 내용으로 ⅰ) 전 세계적 항만개발, ⅱ) 역내무역 비중의 증대
(무역의 권역화), ⅲ) 내륙 연계운송망 등 물류기반시설의 확충, ⅳ) 전략적 제휴
체제의 와해 등 해운시장의 경쟁심화, 이외에도 ⅴ) 비교적 낮은 도로 이용료 부과
의 결과 광역 배후권역에 대한 동일 일관운송 요율 적용, ⅵ) 정보기술의 발전
등 여섯 가지가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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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항체제가 확산됨으로써 향후 중심-지선체제보다 직기항체제가 보
다 중요한 운송체제로 정착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비용함수를 이용한 관련 연구(Hsu & Hsieh, 2005)에서도 유사한 결
론이 도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해운원가를 운송비용(자본비, 운항비,
연료비, 항비 등)과 재고비용(대기, 운송 등의 시간비용)으로 구분하고,
이들 비용을 최소화하는 두 목적함수 모형(two-objective model)을 구
축하여 파레토 최적해(Pareto optimal solution)를 구한 결과 세계적
교역증대 추세에 따라 물동량이 증가하면 피더운송에 의한 환적보다
는 직기항체제가 유리하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중심-지선체제에서는
운송비용이 절감되는 대신 재고비용은 증가하는바(직기항체제에서는
이와 반대), 물동량이 증가하면 운송비용 절감효과보다 재고비용 증
가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다.
Maersk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Fremont, 2007)에 의하면
홍콩(Hong Kong)을 중심항으로 하는 중심-지선체제가 1984년 탄생
했으며, 이어 알제시라스(Algeciras), 두바이(Dubai)항 등이 연차적으
로 환적 중심항으로 추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심-지선체제 도입의
이점으로는 ⅰ) 항만시장의 서비스 범위 확대가 가능하고, ⅱ) 물동량
불균형에 대응하여 다양한 선형의 선박을 효율적으로 운항할 수 있게
되었으며, ⅲ) 고객에 대한 서비스 선택 범위의 확대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었다. 그러나 중심-지선체제의 단점도 간과할 수 없는
바, 운송기간의 지연, 환적을 위한 화물처리 단계의 증가, 다양한 서비
스 항로에 대한 조정의 어려움 등이 제기되었다. Maersk사는 1980년
대 후반과 1990년대에 걸쳐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다수의 환
적 중심항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중심-지선체제와
직기항체제의 장단점을 권역별로 고려하여 중심-지선체제와 직기항
체제가 혼합 내지 결합한 다양한 형태의 운송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특히 항만물동량의 증가에 따라 상당수의 중소규모 피
더항만들이 대규모 직기항 항만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에 이루어진 관련 연구(Wilmsmeier & Notteboom, 2009)
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도출되었다. 여기에서는 항만 발전의 일정 단
계까지는 환적 중심항(transhipment hub port)의 발전이 촉진되나, 그

동북아시아 컨테이너 항만체제의 변화 추세와 전망 7

이후에는 환적 중심항의 상대적 위축과 함께 지역 관문항(gateway
port) 위주의 항만운송체제가 발전한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연
구에서는 해상운송체제의 발전을 네 가지 단계로 나누었는바, ⅰ) 제1단
계는 소규모 지역항만들을 직접 연결하는 직기항체제가 구축된 단계
로서, 컨테이너 운송체제 도입 초기에 해당되며, ⅱ) 제2단계에서는
중심-지선체제 형성의 초기 단계로서, 지역경제와 세계시장의 연계가
강화되기 시작함으로써 대형선 기항이 이루어지고 인근 중심항만에
대한 화물의 집중이 시작되었으며, ⅲ) 제3단계는 항만물동량의 증가
로 연계항만의 범위 확대와 중심항만의 성장이 절정에 달한 시기로
서, 간선항로의 강화와 지선항로망의 확대가 이루어졌고, ⅳ) 제4단계
는 전반적인 항만물동량 증가의 결과 종래 피더항으로 기능했던 항만
에 대한 직기항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중심항만들의 위상이 잠식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기존의 중심항만들은 보다 소규모 항만들
(국제적 연계성이 미약한)과 새로운 피더 연계망의 구축을 모색하지
만, 그 기능의 중요성이나 항만체제에서의 위상은 감소하게 된다. <그
림-1>은 이와 같은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1>

컨테이너 정기선해운 네트워크의 일반적 변화 추세
국제터미널 운영
업체 진입
간선항로 서비스
Hub & spoke
서비스
직기항 서비스
국제터미널 운영
업체 진입
중심항
지역관문항

자료 : Wilmsmeier & Notteboom(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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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컨테이너 해상운송체제 변화의 기본방향
1) 환적체제와 직기항체제의 장단점 검토

특정 선사 또는 화주가 환적과 직기항 가운데 어느 운송체제를 선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물류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에 대
한 경제성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피더망과 간선항로를 결합한 중
심-지선체제의 경우 예상되는 이점으로는 ⅰ) 선박 적재율(load
factor)의 증대, ⅱ) 선박 대형화에 의한 규모의 경제 실현, ⅲ) 기항빈
도의 증대, ⅳ) 보다 넓은 배후권역 화물의 집화(보다 많은 수의 항만
에 대한 광범위한 서비스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반대로 문제점으로
는 ⅰ) 환적항에서의 추가 화물처리비용 부담, ⅱ) 운송거리의 증가,
ⅲ) 물류관리 업무부담의 증가 등이 지적된다(<표-1> 참조).
<표-1>

환적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긍정적 요인

․고비용의 연안운송에 대한 대형
모선 투입 회피를 통한 비용 절감
직접비용 ․외국의 저렴한 항만 선택을 통한
측면
항비 절감
․주항로의 대형선 이용에 따른 규
모의 경제 달성

부정적 요인
․환적에 따른 적․양하 비용 증가
(2배로 증가)
․피더선 기항의 추가 항비 부담
․항해구간 연장(우회 피더항로 이
용)에 따른 항해비용 증가
․환적항의 추가 보관비용 발생

․피더선과 모선의 스케줄 불일치
에 따른 시간 지연
운송시간 ․모선의 기항빈도 증가에 따른 연 ․피더선의 추가 기항에 따른 재항
계운송 시차 단축
시간(在港時間) 발생
측면
․화물의 이로(deviation)에 따른 운
송시간 연장
․선박 적재율(load factor)의 증대 ․물류단계의 증가에 따른 물류관
․운송경로 변경 등 물류사슬의 변 리 업무 및 비용의 증가
물류관리,
동에 신축적 대응
․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의존도
기타
․부가가치물류활동을 통한 화물의 증대(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을
경우 운송 시간 및 비용 급증)
가치 증대
자료 : Frankel(2002), Haralambides(2000), Hsu and Hsieh(2005), Fremont(2007),
Wilmsmeier & Notteboom(2009) 등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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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은 직기항체제 대신 환적체제 선택에 따른 긍정적 요인과 부
정적 요인을 정리한 것인바, 긍정적 요인이 부정적 요인을 능가할 경우
환적이 선택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항만별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
할 경우 환적에 따른 긍정적 요인보다 부정적 요인이 커짐으로써 직기
항체제가 선호된다[Hsu & Hsieh(2005), Fremont(2007), Wilmsmeier
& Notteboom(2009)]. 피더 연계 물동량이 증가하면 환적항의 추가적
하역․보관비용, 환적화물의 운송시간 지연 등에 따른 선사와 화주의
부담이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모선의 기항빈도 확보 문제는 물
동량이 증가할 경우 피더 연계운송 없이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특히 화물의 운송 중 발생하는 시간비용(재고비용)은 화물가액에
대한 이자, 보관비용, 상품 노후화, 시장성 저하, 납기 미준수에 따른
클레임(claim) 위험 등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화물가
액의 0.1～0.2%/일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바(Frankel, 2002), 선사 또
는 화주의 운송체제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요인이 된다. 한국
수출입화물 기준 컨테이너 1TEU당 화물가액은 평균 4만 달러/일 이
상으로 추정된다.3) 해당 항만의 선적화물이 1,000TEU라고 전제하면
화물의 시간비용이 4만～8만 달러/일에 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파
나막스급(3,500TEU급) 컨테이너선의 일당 용선료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4) 만약 과거 피더기능의 항만에 대한 처리 물동량이 증가하여
모선 직기항의 빈도를 업계의 통상적 용인 가능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면 피더운송보다는 직기항운송의 경제성이 높아지게 될 것
이다. Maersk 사례에 의하면 화주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항빈도는 주 1회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5) 따라서 항만물동량

3) 2002년 기준 한국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가액은 톤당 190만 원으로 추정되었는
바(해양수산부, 2002 참조), 이를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2009년 가격으로
환산하면 톤당 약 232만 원이 됨. 그런데 적컨테이너 1TEU당 화물은 약 20톤
(www.spidc.go.kr, 2010. 12. 10.)이므로 화물가액은 약 4,640만 원이 됨.
4) 3,500TEU급 컨테이너선의 용선료는 2008년 26,125달러/일, 2009년 6,575달러/일
이었으며, 2010년 11월에는 13,250달러/일로 나타났음(Shipping Intelligence
Weekly, Dec. 10, 2010).
5) Maersk 사례에 의하면 화주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항빈도는 주
1회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따라서 항만물동량 규모가 주 1회 이상의 정기
서비스가 가능할 정도에 달하면 직기항체제가 구축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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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주 1회 이상의 정기서비스가 가능할 정도에 달하면 직기항체
제가 구축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Fremont, 2007).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은 대외교역의 급격한 증가로 항만물동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역내 항만들에 대한 정기선 기항 패턴은 피
더선에 의한 환적 서비스에서 점차 직기항 서비스로 대체되고 있다.
예를 들면, 칭다오, 다롄, 톈진 등 발해만 지역 항만들은 1990년대 초
까지만 하여도 피더항으로 기능했으나, 그 이후 물동량 증가에 따라
모선이 직기항함으로써 간선항로와 직접 연결되었다(Notteboom,
2006).
2) 환적물동량 발생 추세

다음 <그림-2>에서 보면 세계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중 환적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바, 1980년 10.9%에
서 2009년 28.6%로 높아졌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선박의 대형
화에 따라 모선은 선택된 일부 중심항만에만 선택적으로 기항하고 나
머지 중소규모의 주변항만들은 피더선으로 연계운송하여 환적하는
체제 즉 중심-지선체제의 확산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다. 따라서 세계
컨테이너 해상운송체제의 변화는 중심-지선체제의 발전이 주도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환적물동량 비중의 증대추세는 둔화되고 있다. 즉 1990～
2000년의 10년간 세계 컨테이너 환적물동량 비중은 17.8%에서 24.9%
로 7.1% 포인트 높아졌으나, 2000～2009년 중에는 24.9%에서 28.6%
로 3.7%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리고 이러한 환적물동량 비중
의 증가세 둔화는 중심-지선체제의 확산이 둔화되고 있음을 반영하
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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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세계 및 동북아시아 지역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환적비율 추세

세계

동북아시아

주 : 1) 일부 구간 수치의 경우 데이터 미확보로 추정된 값임
2) 동북아시아에는 한국, 중국, 일본, 극동러시아, 홍콩, 대만 및 괌을 포함
자료 : Drewry(2003, 2006, 2007, 2008, 2009 및 2010)

한편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우 환적물동량 비중 추세는 위에서 본
세계적인 추세와는 약간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동북아시아 지
역의 경우는 환적물동량 비중이 1980년 11.6%에서 2000년 26.5%로
높아졌으나, 그 이후에는 26～29% 수준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2007～2009년 중)에는 환적 물동량 비중이 28.8%에
서 28.5%로 약간 감소하는 추세마저 나타냈다. 이러한 동북아시아 지
역 내 환적물동량 비중 증대 추세의 현저한 둔화 내지 감소 현상은
역내의 직기항 추세 확산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주요 항만들의 물동량이 급증함으로써6)
직기항체제가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환적물동량 발생 비중
6) 예를 들면 발해만 지역 중요 항만인 칭다오, 톈진 및 다롄항의 경우 컨테이너
항만물동량이 1995년 각각 60만 TEU, 70만 TEU 및 37만 TEU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각각 212만 TEU, 171만 TEU 및 101만 TEU로 급증했으며, 2008년
에는 각각 1,032만 TEU, 850만 TEU 및 450만 TEU에 달했음.

12 해양정책연구 제26권 1호

의 증가 추세도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역내의 환적물
동량 비중 추세를 감안할 때 환적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중심-지선
체제의 발전은 일정한 한계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표-2>는 컨테이너 환적물동량 비율 추세를 권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의하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환적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북미,
유럽 등 전통적으로 컨테이너 운송이 발전한 권역에서는 1980년대 이
후 환적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서유럽은 1980년 환적비율
이 40.2%로 최고수준을 기록했으나, 2009년에는 19.1%로 대폭 낮아졌
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경제구조가 고도화됨으로써 물동량 증가세가 한
계에 이르면 해상운송체제도 환적을 기초로 한 중심-지선체제에서 직
기항체제로 변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표-2>

세계 권역별 컨테이너 환적물동량 비율 추세

단위 : %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북미

15.4

7.0

3.2

2.5

2.3

2.0

1.8

1.7

서유럽

40.2

28.9

22.8

21.1

20.8

20.8

19.9

19.1

동유럽

0.0

0.0

0.0

0.5

0.7

0.9

0.9

0.4

1)

11.6

17.6

26.5

27.8

27.5

28.8

28.6

28.5

2)

14.2

25.2

27.8

25.7

25.6

25.6

25.5

25.4

남아시아

0.0

2.7

2.0

1.7

2.1

2.0

2.0

2.1

중동

2.7

6.5

7.9

9.9

9.3

7.9

8.7

9.6

중남미

5.3

1.5

6.7

7.2

7.6

8.0

7.8

7.7

오세아니아

0.3

0.2

0.3

0.3

0.4

0.3

0.4

0.4

아프리카

0.9

1.3

2.7

3.4

3.8

3.5

4.4

5.0

(세계 전체)

10.9

18.0

24.9

26.7

27.2

27.8

28.4

28.6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3)

주 : 1) 동북아시아는 한국, 중국(홍콩 포함), 일본, 대만, 극동러시아 및 괌을 의미함
2) 동남아시아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
르, 타이 및 베트남을 의미함
3) 남아시아는 인도아대륙(Indian Sub-continent)으로서,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및 스리랑카를 의미함
자료 : Drewry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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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기항체제의 점진적 확산

컨테이너 해상운송에 있어 환적을 전제한 중심-지선체제와 직기항
체제의 경제성을 비교 검토한 결과 제반 여건변화 추세가 중심-지선
체제보다는 직기항체제에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다음 <표-3>은 컨테이너 해상운송에 있어 궁극적으로
직기항체제 위주로의 재편을 촉진하는 주요 동인을 정리한 것이다.
즉 컨테이너 해상운송체제는 당초 직기항체제로 도입되었으나 항만
물동량의 증가 등 해상운송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점차 중심-지선체
제의 단계를 거쳐 결국 직기항체제로 환원되는 추세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1> 참조).
그런데 세계의 모든 권역에 있어 중심-지선체제를 대신하여 직기항
체제가 발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여
전히 중심-지선체제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의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 전체 항만물동량 가운데 환적물
동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증대되고 있는바, 이는 환적을 전제
한 중심-지선체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표-3>에 제시된 직기항체제로의 이행 여건이 성숙하
지 않은 지역에서는 직기항체제보다는 중심-지선체제가 보다 경제적
인 운송체제로 기능하고 있다. 직기항체제의 본격적인 발전은 중심지선체제가 성숙 단계를 지나 발전의 한계에 달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만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우는 2000년대 들어 환적물동량 비중 증
대가 한계에 달했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마저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환적을 전제한 중심-지선체제의 발전이 한계
에 달한 반면, 직기항체제가 주요 해상운송체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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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컨테이너 해운에 있어 직기항체제로의 변화를 야기하는 주요 동인
요 인

주요 내용

세계적 항만 개발

․각국의 항만 개발 및 시설확충에 따른 모선 직기항의 물
리적 제약 해소
․항만의 생산성 증가에 따른 모선 직기항 비용 절감

항만 배후권 구조의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배후권 생산활동의 집적과 내륙으
변화(물동량의 증가)
로의 범위 확대로 지역 관문항의 물동량 증가 가속화
․내륙연계수송망 등 물류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특정항만
의 집화범위 확대로 소규모 피더항의 상호 통합이 이루
물류기반시설의 확충
어짐
․보다 넓은 배후권을 서비스하는 직기항 항만 발전
무역의 권역화

․권역별 경제협력 강화로 단거리 역내교역 비중 증가
․단거리 역내항로의 최적선형 규모 감소 및 이들 중소규
모 선박의 직기항체제 확산

화물 고부가가치화로
인한 운임부담력 향상

․화물가액 대비 운임 비중의 감소로 화주가 운송비보다는
운송시간, 신뢰성 등 질적 수준을 중요시하는 경향
․선사는 직기항체제의 확대로 이러한 화주 요구에 대응

해운시장의 경쟁 심화
및 화주의 협상력 강화

․선사 간 전략적 제휴, 동맹 등 선사 간 협조체제의 약화
로 기항빈도의 증가 및 선형 증대추세의 둔화 예상
․이는 직기항체제 형성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

광역 배후권역에 대한
동일 일관운송 요율
적용

․도로 이용료가 비교적 낮게 책정됨(가변비용 또는 한계
비용 기준 요율)에 따라 선사들은 비교적 넓은 범위의 배
후지에서 발생하는 화물에 대하여 동일한 운임을 적용
․항만 배후권역의 확대로 보다 대형화된 직기항 항만 발전

정보기술의 발전

․정보기술의 발전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직거래 확대,
거래 단위의 소량화, 신속 인도 등의 현상을 야기
․그 결과 중소형선의 직기항이 촉진됨

자료 : Haralambides(2000), Notteboom(2004) 및 Wilmsmeier & Notteboom(2009)에 의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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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동북아시아 컨테이너 항만체제의 변화 추세 및 전망
1. 동북아시아 지역의 주요 해상운송 여건 변화
위의 <표-3>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해상운
송 여건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을 중심으로 항만
개발 및 물류시설의 확충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1978년의 개혁 개
방 이후 대외교역 물동량이 급증함에 따라 항만시설을 대대적으로 확
충하고 있다. 특히 경제개발 9차 5개년계획(9·5계획, 1995～1999) 기간
부터 항만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개발 10차 5개년계획
(10·5계획, 2000～2005) 기간 이후에는 항만 건설 붐이 전국적으로 확산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08년 말 기준 5,119선석(1978년의 16배)
의 연해 항만시설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그 중 1만 톤급 이상 선석은
1,157개에 달하고 있다(김범중, 2010). 이러한 항만의 개발은 모선 직
기항의 물리적 제약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항만 생산성의 향상을 촉
진함으로써 모선 직기항 비용의 절감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항만의
신규 개발에 있어서도 규모의 경제를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 원칙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추진되는 경향이 있다.7) 그 결과 소규모 피더
항만 대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항만들이 다수 발전함으로써 모선
직기항체제의 형성이 촉진되고 있다.
둘째, 항만물동량의 급속한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무역은
1995년의 106조 2,291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32조 5,619억 달러로 그
동안 약 3.2배 증가(연평균 증가율 9.3%)했다.8) 이에 따라 그동안 세계
컨테이너 항만물동량은 1조 4,550만 TEU에서 5조 2,460만 TEU로 3.6배
증가(연평균 증가율 10.4%)했다.9)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증가율이 무
7) 예를 들면 일본에서 2002년에 수립된 수퍼중추항만계획은 항만 개발운영에 있어
서 ‘선택과 집중’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항만운영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임.
8) www.kita.net(2010. 9. 27.)
9) Drewry, Annual Container Market Review and Forecast, 2009/10, 2009,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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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금액 증가율보다 높은 원인은 주로 컨테이너화율(containerization
ratio)의 상승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컨테이너 항만물동량의
증가는 연간 처리량이 100만 TEU를 초과하는 대형 항만 수의 증가를
초래했는바, 대형 항만 수의 증가는 직기항체제 형성의 직접적인 요인
이 된다.
다음 <표-4>에서 보면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어 연간 물동량이 100만
TEU를 초과하는 항만 수는 1995년 모두 10개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
는 17개로 증가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역내에서 연간 처리량 100만
TEU 초과 대형 항만 수가 26개로 다시 급증했다. 이와 같은 항만물동
량의 증가는 해당 항만에 대한 모선 직기항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
인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동북아 지역의 중소 항만들이 대형 항
만으로 성장함에 따라 해당 항만들에 대한 대형 모선의 직기항이 이
루어지고 있는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물동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형 항만의 경우 환적을 기반으로 하는 중심-지선체제보다는 직기
항체제의 경제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4>

세계 대형 컨테이너항만의 물동량 규모별 추세

1990
1995
2000
2005
2009
물동량 규모
동북
동북
동북
동북
동북
(TEU)
세계
세계
세계
세계
세계
아시아
아시아
아시아
아시아
아시아
1,000만 이상

0

0

2

1

2

1

5

4

9

7

500∼1,000만

2

1

1

1

4

3

10

3

9

2

300∼500만

2

1

2

1

7

1

11

4

17

4

100∼300만

18

4

27

7

49

12

58

11

57

13

합계

22

6

32

10

62

17

84

22

92

26

주 : 동북아시아는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및 타이완을 의미함
자료 : www.ci-online.co.uk (2009.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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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역내운송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 다음 <표-5>에서 보면 세
계 전체적으로 역내운송의 구성비는 2002년 36.5%에서 2009년에는
41.2%로 증가했으며, 세계 역내운송의 대부분(2009년 기준 79.5%)을
아시아 역내운송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 역내운송 물동량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가장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바, 2002～2009년
중 연평균 13.3%에 달했다.10) 이에 따라 아시아 역내운송의 구성비는
2002년 23.6%에서 2009년에는 32.8%로 높아졌다. 그리고 이러한 역내
운송 증가추세는 향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Drewry, 2008).
한편 단거리 역내운송의 비중 증대는 중소규모 선박에 대한 수요를
견인하며, 따라서 환적에 기초한 중심-지선체제보다는 직기항체제의
구축을 촉진한다.
<표-5>

해상 컨테이너화물 역내운송 동향
단위 : 만 TEU
2002

2005

2006

2007

2008

2009

물동량구성비물동량 구성비 물동량구성비물동량구성비물동량구성비물동량구성비
아시아 1,835
유럽
역
내 북미
운 중남미
송
기타

23.6 3,233

27.9 3,722

29.0 2,827

23.1 4,725

31.7 4,405

32.8

660

8.5

900

7.8

948

7.4

950

7.8

816

5.5

705

5.2

168

2.2

141

1.2

160

1.2

158

1.3

150

1.0

135

1.0

62

0.8

109

0.9

108

0.8

130

1.1

115

0.8

100

0.7

115

1.4

149

1.3

174

1.4

187

1.5

213

1.4

199

1.5

소계

2,840

36.5 4,532

39.1 5,112

39.8 4,252

34.8 6,019

40.4 5,544

41.2

역외운송

4,940

63.5 7,063

60.9 7,720

60.2 7,964

65.2 8,870

59.6 7,891

58.8

합계

7,780 100.0 11,595 100.0 12,832 100.0 12,216 100.0 14,889 100.0 13,435 100.0

자료 : Drewry 각 호

한편, 위에서 본 여건 변화 이외에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중심지선체제보다는 직기항체제의 구축을 촉진하는 요인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

10) 아시아를 제외한 기타 지역 역내운송은 동 기간 중 101만 TEU에서 114만 TEU
로 연평균 1.8% 증가함(<표-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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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화물의 고부가가치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화물의 운임 부담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운송의 신속성
측면에서 유리한 직기항체제의 구축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화물의 단위당 가액이 증가하면 운송 중의 재고비용(시간비용) 부담
이 증가하게 되는바, 화주는 운송 중의 재고비용 절감을 위해서 신속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기항 선사를 선호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은 배후권 내륙운송망의 확충,
컨테이너화의 진전 등으로 개별항만의 배후권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
는 역내 관문항의 발전을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
셋째, 한국, 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은 근래 정보기술의 발전이 가
속화됨으로써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직거래 확대, 거래 단위의 소량
화, 운송시간 단축 필요성 증대 등의 현상이 야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화주의 요구는 중소형선의 직기항을 통하여 상당 부분
충족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동북아시아 지역 해상운송체제의 변화 추세 및 전망
1) 환적중계센터(Transhipment Relay Center)의 발전

환적중계센터 또는 환적중계항만(transhipment relay port)이란 두
개 이상의 간선항로가 상호 교차하는 항만으로서, 모선과 모선 사이의
환적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항만을 말한다(<그림-3> 참조). 따라서
환적중계항만에서 이루어지는 환적은 중심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전통
적인 환적과는 상이한 특성을 갖는다. 환적중계항만과 전통적인 중심
항만의 차이점을 보면 첫째, 전자는 간선항로들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
치하는 반면, 후자는 다수의 피더항로가 집중되는 지점에 위치한다. 따
라서 항로망의 형태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전자에서
이루어지는 환적은 목적지가 서로 다른 두 모선 사이에서 발생하는 반
면, 후자에서 이루어지는 환적은 모선과 피더선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는 차이점이 있다. 참고로 전자와 같은 유형의 환적은 분산․피더형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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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feedering/scattering transhipment)이라고 하는 반면, 후자는 항로
교차형 환적(interline transhipment)이라 한다(UNCTAD, 1990).11)
그런데 항로교차형 환적은 대부분 운송시간 단축, 선복 이용의 효율
성 제고 등 우연적․일시적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점에서 운송체
제의 특성상 처음부터 의도된 환적을 전제로 하는 분산․피더형 환적
과 성격을 달리한다.
<그림-3>

환적중계센터(Transhipment Relay Center)의 개념도

피더항
(Feeder Port)

환적중계센터
(Relay Center)

중심항
(Hub Port)
간선항로
피더항로
근해항로
(역내항로)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05)

동북아시아 지역의 주요 환적중계항만으로는 부산, 카오슝, 홍콩 등
을 들 수 있는바, 이들 항만은 과거 중심-지선체제에서 중심항만으로
발전했으나 점차 환적중계항만으로 그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항만의 환적화물비율은 대체로 25%를 상회하고 있다
(<표-6> 참조). 이들 항만 이외에도 상하이, 선전, 닝보 등 최근 물동
량이 급증하고 있는 항만들도 환적중계항만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

11) 환적의 유형은 이러한 분산․피더형 환적 및 항로교차형 환적(interline transhipment)
이외에도, 우회로 회피형 환적(by-pass transhipment), 전환형 환적(switching
transhipment), 만회형 환적(catch-up transhipment)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음
(UNCTAD, 1990 참조).

20 해양정책연구 제26권 1호

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그 기능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
상된다. 역내에는 다수의 중․대규모 직기항 항만(지역 관문항만)들
이 발전하고 있으며(<표-4> 참조), 이들 항만이 상호 긴밀한 네트워
크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다극항만체제(Multipolar Port System)의 형성

선박의 대형화에 따라 대형 모선(mother vessel)은 소수의 대규모
중심항(hub port)에만 선택적으로 기항하고 나머지 중․소항만은 피
더선(feeder vessel)으로 연결하는 운송체제가 형성되었다(Hsu &
Hsieh, 2007).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우 이와 같이 환적을 기반으로 하
는 중심-지선체제의 구축은 1990년대 중반까지 심화된 것으로 판단
된다(정봉민, 2005(3), 최재선, 2005 등 참조). 중심-지선체제에서 해
상운송망은 단일 노선에 가까운 간선항로와 간선항로를 중심항에서
연결하는 다수의 지선항로(피더항로)로 구성된다(<그림-3> 참조).
중심-지선체제에서는 중심항에서 모선과 피더선 사이의 환적이 불
가피하게 되며, 따라서 이러한 운송체제는 환적을 전제로 구축된다.
그 결과 중심-지선체제의 확산은 환적물동량의 증가를 초래했다. 중
심-지선체제에서 발전했던 동북아시아 지역의 주요 중심항만으로는
홍콩, 카오슝, 부산, 고베 등 3～4개 항만을 들 수 있다(Drewry, 2003).
이러한 중심-지선체제는 세계 주요 해상운송체제로서의 위상을 여전
히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직기항체제가 급속
히 확산됨으로써 이러한 운송체제도 점차 중요성을 잃고 있다. 동북
아시아 지역의 컨테이너항만 특히 중국의 주요 항만들은 환적중심항
(transhipment hub)보다는 관문항(gateway port)의 특성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Notteboom, 2006). 즉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1990년
대 후반 이후 비교적 많은 수의 직기항 항만(지역 관문항만)들이 상호
연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새로운 해상운송체제가 구축되고 있는바, 이
를 다극항만체제라 칭하기도 한다(정봉민, 2005c, 최재선, 2005 등 참
조).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이른바 다극항만체제가 발전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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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역내 물동량의 증가로 비교적 규모가 큰 항만들이 다수 등장하
고 있기 때문이다.
다극항만체제에서는 간선항로망이 복잡하게 구축된다는 점에서 단
일 노선에 가까운 간선항로로 이루어진 과거의 중심-지선체제와 구
분된다. 즉 과거에는 소수의 대형 중심항만들이 단순한 형태의 간선
항로상에 연결되고, 주변의 다수 중․소항만 즉, 피더항만(feeder
port)들은 피더항로에 의하여 중심항만과 연결되는 항만체제가 형성
되었다. 그러나 직기항체제에서는 모선이 기항하는 간선항로망이 확
장됨에 따라 보다 복잡하고 밀도 높은 간선항로망이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직기항체제의 중심항만들은 다른 중심항만들과 이어지는 간
선항로뿐만 아니라, 주변의 피더항만들(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과
이어지는 피더항로와도 연결된다(<그림-4> 및 <그림-5> 참조).
<그림-4>

동북아시아 지역 컨테이너 항만네트워크의 변화

<Hub & Spoke체제: 1990년대 중반 이전>

<다극항만체제: 1990년대 후반 이후>

자료 : 최재선 외(2005)를 기초로 일부 수정

<그림-5>는 2006년의 동북아시아 지역 컨테이너 직항로 네트워크
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의하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홍콩, 카오
슝, 부산, 도쿄․요코하마, 고베․오사카 등 전통적인 중심항(또는 지
역관문항) 이외에 상하이, 칭다오, 닝보, 광양 등의 항만이 주요 관문
항으로 근래 등장함으로써 비교적 복잡한 항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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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동북아시아지역 컨테이너 항만네트워크(2006)

자료 : Ducruet et al.(2010)

한편 <표-6>은 동북아시아 지역 주요 중심항만으로 홍콩, 선전, 부
산, 닝보, 칭다오, 카오슝, 도쿄 등을 포함한 10여 개 항만의 항만물동
량을 나타낸 것이다.12)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항만의 환적비율
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분산․피더형 환적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2) 참고로 2008년 기준 컨테이너 물동량이 300만 TEU를 초과한 항만으로는 홍콩,
선전, 부산, 닝보, 칭다오, 카오슝, 광저우, 칭다오, 톈진, 샤먼, 다롄, 도쿄, 요코하마
등 13개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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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동북아시아 주요 중심항만 컨테이너물동량 현황(2009)
단위 : 1,000TEU, %
전체 항만물동량

환적 물동량

환적 비율

상하이

25,214

5,295

21.0

홍콩

20,984

5,141

24.5

선전

18,232

2,006

11.0

부산

11,980

5,372

44.8

광조우

11,010

5,395

49.0

닝보

10,433

1,461

14.0

칭다오

10,260

1,539

15.0

카오슝

8,581

4,548

53.0

도쿄

3,811

484

12.7

고베

2,247

454

20.2

(세계 전체)

(524,567)

(148,574)

(28.3)

자료 : Drewry(2010)

3) 한․중항로 사례 검토

한․중항로의 2001～2008년 중 컨테이너 물동량 추세를 보면 수출입
화물 비중은 55.1%에서 64.1%로 증가한 반면, 환적화물 비중은 44.9%
에서 35.9%로 감소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한․중항로의 환적화물 비
중 감소현상은 해당 항로의 운송이 근해선사 위주에서 원양선사 위주
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01～
2008년 중 원양정기선사의 시장점유율은 38.5%에서 53.3%로 높아짐
으로써 최근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이와 같이 근해항로인 한․중항로
에서 근해선사(황해정기선사협의회 소속 선사)의 중소형선박 대신에
원양선사의 대형선이 직기항하게 되면 분산․피더형 환적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분산․피더형 환적은 중소형 피더선과 대형 모선 사이에 이
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원양선사 소속의 대형 모선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항로교차
형 환적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1～2008년 중 한․중항로의 전체 환
적물동량은 95만 TEU에서 188만 TEU로 증가했으며, 그중에서 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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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가 취급한 환적화물은 2001년 전체 환적화물의 38.9%인 37만
TEU에서 2008년에는 66.5%인 125만 TEU로 급증했다. 따라서 2001～
2008년 중 한․중항로에서 원양선사의 대형모선 사이에서 발생한 항로
교차형 환적의 비율은 38.9%에서 66.5%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7>

한ㆍ중항로의 컨테이너 운송추세

단위 : 1,000TEU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출입

T/S

물동량
(비율, %)

1,167 1,614 1,935 2,304 2,569 2,852 3,282 3,348
(55.1) (54.3) (58.7) (61.1) (61.0) (62.5) (64.1) (64.1)

황해정기선사 수송량 721 970 1,209 1,325 1,541 1,753 1,924 1,811
(시장 점유율, %) (61.8) (60.1) (62.5) (57.5) (60.0) (61.5) (58.6) (54.1)
952 1,359 1,363 1,469 1,641 1,711 1,839 1,876
(44.9) (45.7) (41.3) (38.9) (39.0) (37.5) (35.9) (35.9)

물동량
(비율, %)

황해정기선사 수송량 582 623 571 652 723 750 649 628
(시장 점유율, %) (61.1) (45.8) (41.9) (44.4) (44.1) (43.8) (35.3) (33.5)

물동량
2,119 2,973 3,298 3,773 4,210 4,563 5,121 5,224
전체 황해정기선사 수송량 1,303 1,593 1,780 1,977 2,264 2,503 2,573 2,439
(시장 점유율, %) (61.5) (53.6) (54.0) (52.4) (53.8) (54.9) (50.2) (46.7)
자료 : Ocean Commerce Ltd.(2010)

<그림-6>

한․중항로 환적 유형별 물동량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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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표-3>에서 원양선사에서 처리한 환적은 모두 항로교차형 환적으로, 나머지는 분
산․피더형 환적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값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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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상운송체제의 변화 전망: 새로운 중심-지선체제(New Hub &
Spoke System)의 형성관련 논의

향후 컨테이너선박의 대형화가 진전됨에 따라13) 다극화된 세계 중
심항만 가운데 3～4개의 메가 항만(mega port)이 발전함으로써 새로
운 중심-지선체제가 탄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14) 이에
따르면 항만은 메가 항만, 중대형 항만(medium-large port) 및 피더
항만(feeder port)의 3개 그룹으로 구분되며, 선사들은 메가 항만을 중
심으로 직기항 대신 종래의 중심-지선체제와 유사한 환적체제를 새
로이 구축하게 된다는 것이다(<그림-7> 참조). 관련 논의에 의하면
동북아시아 지역의 메가 항만으로는 상하이, 홍콩, 선전 및 부산항이
유력한 후보로 제시되었으며, 이들 항만에 환적기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중형 항만 역시 급속한 성장세를 나타냄으로써 다
극항만체제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았다. 즉 새로운 중심-지선체
제 관련 논의에서는 소수의 메가항만을 연결하는 보다 강화된 간선항
로망이 형성되고, 기존 간선항로망은 과거의 피더항로망과 유사하게
환적화물의 집화 및 배분기능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
한 논의가 실현된다면 메가 항만에서는 새로운 분산․피더형 환적수
요가 대량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다.

13) 컨테이너선은 2003년 8,000TEU급 선박이 출현한 이래 대형화가 급진전되고 있
는바, 2006년에는 12,000TEU, 2008년에는 14,000TEU급이 각각 출현했음. 그리
고 2010년 8월 현재 Maersk사는 16,000TEU급 컨테이너선박의 발주를 검토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14) 이와 관련된 논의로는 최재선 외(2005) 및 심기섭 외(2006) 등을 참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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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새로운 중심-지선체제의 개념도
피더항만
지역관문항

메가항만

자료 : 최재선 외(2005)를 기초로 일부 수정

이러한 새로운 중심-지선체제의 형성 가능성은 초대형 선박의 출현
에 따라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으로서, 기존의 중심-지선체제 관련 아
이디어를 한 단계 확장한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중심-지선체제 관련
논의는 하나의 아이디어 제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그 실현 가능성
에 대한 계량적 평가 및 실증적 분석의 뒷받침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와 관련된 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그런데 새로운 중심-지선체제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첫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해상운송 여건변화
요인들이 대체로 환적보다는 직기항이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
기 때문이다(<표-3> 참조).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의 해상운송 여건변
화 요인들은 대부분 직기항체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타
나고 있다.
둘째, 2000년대 중반 이후의 항만 환적물동량 실적자료를 검토해 보
아도 새로운 중심-지선체제의 형성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컨테이너 항만물동량의 환적비율은 증가추세가 둔화되거나, 한계에
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2> 및 <표-8> 참조). 동북아시
아 지역의 경우 2000년대 이후 환적비율이 26～29% 정도로 큰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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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수년간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
마저 나타내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의 메가 항만으로 거론된
상하이, 홍콩, 선전 및 부산항의 2009년 환적물동량 비율을 보면 대체
로 25% 이하로서 세계 평균 28.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산항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통적인 환적항으로서 환적비율이
4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요 항만들의 환적비율 추세를 고려할 때 2000년대 중
반 이후 환적수요가 메가 항만들에 집중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실
증적 뒷받침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15) 특히 세계 최대
항만인 상하이항의 경우 환적 중심항만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비교적 근래에 분석한 사례가 있는바, 이에 의하면 그 실현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Notteboom, 2006).
<표-8>

동북아시아 주요 메가 항만의 환적물동량 비율
단위 : 1,000TEU, %
2002

2005

전체
환적 환적
물동량 물동량 비율

2009

전체
환적 환적 전체
환적 환적
물동량 물동량 비율 물동량 물동량 비율

상하이

8,610

3,616

42.0

18,084

9,973 43.1

25,214

5,295 21.0*

홍콩

19,144

5,743

30.0

22,424

6,817 30.4

20,984

5,141

24.5

선전

7,614

na

na

16,179

na

18,232

2,006

11.0

부산

9,334

3,887

41.7

11,840

5,177 43.7

11,980

5,372

44.8

26.0 398,973 105,035 26.3 476,100 136,000

28.6

세계 평균

279,100 72,700

na

주 : * 표시는 내륙 수로운송 환적을 제외한 것임
자료 : Drewry(2003, 2006 및 2010)

셋째, 연간 물동량 규모 1,000만 TEU 이상 초대형 항만 그룹의 성
장세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 역시 물동량이 메가 항
만으로 집중될 것이라는 전제와 배치된다. 다음 <표-9>에서 보는 바

15) 최재선 외(2005) 등에 의하면 새로운 중심-지선(new hub & spoke)체제의 등장
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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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2000～2008년 중 항만의 성장률은 물동량 규모가 300만 TEU
를 초과하면서 급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항만운영의 최소효
율규모(minimum efficient scale)가 300만 TEU 내외라는 것을 시사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높은 성장세는 처리량
1,000만 TEU까지가 한계이며, 이를 초과하면 성장세가 급격히 낮아
진다. 따라서 세계 항만시장은 소수의 초대형 항만이 주도하기보다는
300만～1,000만 TEU 규모의 중대규모 항만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9> 세계 주요 컨테이너항만의 물동량 규모별 성장추세(2000～2008)
물동량 규모
(2000년 기준, TEU)

대상항만
연평균 증가율(%)
수

표준편차

1,000만 이상

2

5.5

0.29

500∼1,000만

4

10.0

1.71

300∼500만

6

9.7

1.44

200∼300만

8

7.5

1.23

100∼200만

31

7.8

1.46

주 : 처리량 100만 TEU 미만 항만의 경우 물동량 감소 시 실적공개를 꺼리는 경향에 따라
과대추정 우려 있어 제외했음
자료 : www.ci-online.co.uk(2009.6.18)에 의거 산출

한편, 1990년대 초까지 가장 높은 환적비율을 나타냈던 서유럽의 경
우는 1980년 이후 환적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표-2> 참
조). 서유럽의 사례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겠으나 환적비율
이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이를 낮추려는 노력이 선사나 화주들 사
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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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컨테이너 해상운송은 초기에 항만과 항만을 직접 연결하는 직기항
체제의 형태로 도입되었으나, 선박의 대형화 등 해상운송 여건의 변
화로 인하여 중심-지선체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추세는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다수의 대규모 항만 개발, 물동량의
급증, 역내교역 비중의 증대 등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여건 변화
로 인하여 중심-지선체제의 발전이 한계에 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현
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즉 역내 환적물동량 비중의 증가세가 둔화 내
지 감소하고 있다. 또한 홍콩, 선전, 부산, 닝보, 칭다오, 카오슝, 도쿄
등을 포함한 비교적 다수의 대형 항만들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대형 항만들의 환적비율은 전통적인 중심항만인 부산 및
카오슝항을 제외하면 25% 이하에 머물러 환적 중심항이라기보다는
지역 관문항으로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들 항만은 직기항 항로에 의하여 상호 연계됨으로써 격자
형의 복잡한 간선항로망이 구축되고 있다. 이러한 간선항로망체계는
다극항만체제로 일컬어지고 있는바, 이러한 해상운송체제의 구축은
대규모 항만물동량 발생, 다수 지역 관문항들의 근거리 집적 등 동북
아시아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극항만체제에서도 운영과정에서 우연적․일시적 필요에 의하여
환적이 발생하게 되는바, 간선항로망들이 교차하는 지점에 입지한 항
만들은 환적 중계항으로 기능하게 된다. 다만 다극항만체제는 종래
피더선으로 연결하던 항만에 모선이 직기항함으로써 구축된 것이며,
그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중심-지선체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
는 환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다극항만체제에서는 중심
-지선체제에 비하여 환적 발생비율은 크게 낮아진다.
다극항만체제에서 발생하는 환적의 유형을 항로교차형 환적이라 하
는바, 이는 모선과 모선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모선과 피더선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중심-지선체제의 분산․피더형 환적과 구분된

30 해양정책연구 제26권 1호

다. 또한 다극항만체제에서 발생하는 환적은 우연적․일시적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계획된 분산․피더형 환적과 차이
가 있다. 따라서 다극항만체제에서는 환적물동량의 발생 비율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주요 환적의 유
형이 분산․피더형 환적보다는 항로교차형 환적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
다는 점은 한ㆍ중항로의 사례에서도 확인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 컨테이너선박의 대형화에 따라 다극항
만체제에서 3～4개의 메가 항만이 탄생함으로써 환적화물이 이들 메
가 항만에 집중되는 새로운 중심-지선체제가 탄생할 것이라는 논의
가 있다. 그러나 이의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첫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직기항체제로의 변화를 야기하는 주요
동인들(<표-3>에 제시된)의 발현이 현저할 뿐만 아니라, 둘째, 환적
비율의 변화추세 등 실적자료 역시 해상운송체제가 새로운 중심-지
선체제의 형성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
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의 메가 항만으로 거론된 상하이, 홍콩 및
선전항의 2009년 환적물동량 비율은 25% 이하로서 세계 평균 28.6%
보다 낮은바, 이는 메가 항만들에 환적수요가 집중될 것이라는 예상
과는 거리가 있다. 셋째, 연간 물동량 규모 1,000만 TEU 이상 초대형
항만 그룹의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 역시 물
동량이 메가 항만으로 집중될 것이라는 전제와 배치된다.
이와 같은 항만네트워크의 변화는 향후 항만 개발․운영 및 선사의
선박 투자․운항전략 수립과 추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항만
정책당국은 위에서 언급한 항만네트워크의 변화를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중대형 항만 위주로 항만개발 계획을 수립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선사들은 간선항로망 위주의 다극항만체제를 감안
하여 선박의 최적 크기를 결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투고일(2010년 10월 1일)
심사일(1차: 2010년 11월 12일, 2차: 2011년 5월 31일)
게재확정일(2011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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