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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dern logistics has tried not only to convert the conventional packing system into unit load system 

using pallet but also to enhance the fitness between packing facilities and transport modes. This is based on 

the goal to reduce total logistics cost using logistics efficiency. Because the packing unit can affect on both 

loading rate and loading facilities, the basic form of packing unit is very important to the unit load system.

In Korea, the standardization of logistics has been centered on pallet, and the basic condition will be continued 

except of the variety of standardized pallet form. Because of this, to enhance the standardization of pallet, it is 

necessary to develop new standard size and form of pallet.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new method of collecting the effectiveness of standardized packing 

module. The new method is based on measure of effectiveness (MOE) which can be developed by expert 

survey. This study has originality from the fact that the collecting method for effectiveness of pallet 

standardization has not been developed up to now.

------------------------------------------------------------------------------------

Ⅰ. 서  론

  최근 물류비를 절감 차원에서 파렛트와 컨테이너를 이용한 유닛로드시스템(ULS)을 효율적으로 시행

하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유닛로드시스템은 일관수송시스템이라고도 불리는데 화물을 단위화

시킴으로서 자동화와 공동화 체계를 구축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일관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

해서는 기본적으로 물류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에서도 물류표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

관수송 중심의 물류표준체계 확립을 위해 국가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다.

  파렛트나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일관수송을 하기 위해서는 포장의 효율화가 필수적 조건이다. 포장의 

크기와 형태가 용기의 적재율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표준화

가 되어야 할 것은 포장의 모듈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포장모듈의 수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표준 파렛트를 기준으로 정수 분할해 놓았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큰 포장모듈을 갖게 되어 표준화의 효

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국내 뿐 만 아니라 국가 간의 물류표준화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5) 

  이순철 외(2003)의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포장부문의 표준화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은 포장모

듈(69.60%), 포장기법(13.60%), 포장표시(8.80%), 포장재료(5.60%), 포장강도(2.40%) 순이며, 포장모듈이 

가장 앞서 있다. 이는 일관수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다른 부문과 가

장 인터페이스가 되는 포장모듈과 포장기법의 표준화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6) 유닛로드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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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의 기본운송기기인 파렛트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포장모듈의 표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그

만큼 포장모듈과 파렛트와의 연계성도 높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표준파렛트는 T-11(1100mm×1100mm)로 인식되어 있다. T11은 30%정도의 보급률

을 보이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는 비표준 파렛트 규격에 맞춰져 있는 제품들을 표준 

파렛트로 이적했을 때 적재효율이 떨어지게 되므로 물류비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또한, 

T-11 이외의 다른 파렛트의 사용에 대해서도 국가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새로운 표준 파렛트의 형태도 

등장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규격의 표준 파렛트에 맞추어 추진될 포장모듈 표준화 사업의 효과를 평가

하는 척도(Measure of Effectiveness, MOE)를 개발함과 더불어 이를 계량화하고 통합하는 모형도 개발

하는데 있다. 포장모듈의 표준화율은 파렛트의 표준화 효율과 관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파렛트는 물

류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포장모듈 표준화의 효과를 계량화하기 위한 범위 또한 물류

활동의 전반적이 부분이 된다.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보면 수송, 포장, 보관, 하역, 물류정보/업무 등 각 

부문별로 나타나는 포장모듈의 표준화효과를 분석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계량화하고 가중치를 두어 하나

의 대푯값으로 추출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관건이자 핵심이 된다.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포장모듈의 표준화 효과를 계량화하는 연구 사례를 찾기 어렵

다. 물류활동 및 물류의 용기 등 큰 범위의 차원에서 효과를 분석한 사례는 소수 있으나, 포장모듈 표준

화의 효과를 중점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없다. 그만큼 새로운 연구 분야 이지만 본 연구가 갖는 이론적, 

방법론적 한계도 크다. 

  

Ⅱ. 선행연구 분석

1. 포장모듈 표준화의 범위

그림 1. 포장모듈 표준화의 파급 효과7)

그림 1은 화물이 생산되어 포장을 거쳐 유통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표준포장모듈은 일관파렛트

화의 전제로서 포장상자의 치수규격을 유통과정에서 최대의 적재효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조정함으로써 

물류비용절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1에서 보이듯이 화물은 포장단계를 거치면서 유통활동이 

시작된다. 따라서 포장모듈에 따라 파렛트의 적재효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파렛트는 유닛로드

시스템(Unit Load System)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전체 물류비에 영향을 준다. 표 1과 같

이 포장모듈의 표준화에 따라 물류활동 각 영역인 보관, 수송, 하역, 포장 부문에서 영향을 받으며, 따라

서 포장모듈의 표준화 효과는 물류활동의 전 범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포장

모듈 표준화 효과의 범위는 수송, 포장, 보관, 하역, 정보/업무 분야 등 물류활동의 전체 범위에 해당한

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7) 윤문규(2002),「Unit Load System 구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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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포장모듈 표준화의 이점과 수익자 해당 항목

항목
수 익 자

포장생산업자 포장사용업자 유통업자

포장비

포장의 설계 간소화 O
과잉포장 감소로 인한 포장비 절감 O

포장 재료비 절감 O O
용기 제작비 절감 O O
포장 작업비 절감 O

포장 재료의 보관 및 저장 O O

물적 유통비

보관효율의 향상 및 보관비 절감 O O O
수송효율의 향상 및 수송비 절감 O O O
하역능률 향상 및 하역비 절감 O O O

파손율 감소 O O O

2. 선행연구의 표준화 효과 사례

  박형남, 김원중(1999)은 물류용기의 표준화가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였다. 물류활동에 쓰이는 여러 물

류기기 중에서 파렛트, 컨베이어, 랙(물류설비), 운반기기(손수레, 핸드 리프터, 트럭 등)의 표준화에 따

른 효과를 조사하였는데,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물류기기 표준화로 인한 효과
구분 세부 효과 구분 세부 효과

채산성 향상

안정성 향상

작업능률 향상

사용하기 용이함
작업효율 향상 편의성 향상

시장 점유율 확대 상□ 하차 시간 감소
매출액 증가 취급물량 증가
수익률 향상

물류비용 절감

물류흐름 상태 원활

보관효율 향상
재고 보관능력 향상 작업인원 감소

적재율 향상
수□배송 비용 감소자재 재고율 감소

자료: 박형남, 김원중(1999),「국내 물류기기 표준화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세부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채산성 부문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제외하고 모두 효율성이 증가하였

다. 물류기기의 표준화로 시장에 즉시 물품을 보급해 주면 시장의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보았으나 크게 

좌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관효율 부문에서는 업종에 따라서 효율성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상품의 형태가 다양하면 규격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업종별로도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작업능률 부문에서는 파렛트가 표준화 되면서 많은 물량을 옮길 수 있게 되어 작업능률의 효율성이 증

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파렛트의 표준화로 지게차 및 운반기기 등의 사용 증가로 상□하차 시

간 감소 효과를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물류기기의 표준화로 기계화 작업비율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작

업인원의 감소와 물품의 이동과 취급시간이 절약되고 적재효율도 향상됨은 물론 재고파악 및 관리에서

도 큰 효율을 얻으면서 전체적인 물류 비용 감소효과를 가져왔다.8)  

  옥선종, 김정환(2002)은 물류표준화가 가져오는 효과를 ① 재료의 경량화 ② 적재효율의 향상 ③ 각 

종 운송기관에 의한 일관수송에 있어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수송기관의 연계 ④ 단순화 ⑤ 작업의 표준

화 ⑥ 물류생산성 향상 등으로 제시하였다.9)

  이순철 외(2005)는 본 연구와 성격이 비슷한 연구로서 표준 파렛트 사용비율을 물류표준화의 기준으

로 보고 기업물류비에 대한 효과를 물류의 기능별로 수송, 포장 보관, 하역, 정보 등으로 분류하여 계량

화 할 수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과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표준 파렛트를 도입하면서 물류활동의 

기능별로 물류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효과는 ① 기계화율 증가 ② 대량운송 가능 ③적재

효율의 증가 ④ 포장비용의 감소 ⑤ 화물파손율 ⑥ 정차시간 등으로 분류하였다.10)

8) 박형남 ․ 김원중(1999),「국내 물류기기 표준화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9) 옥선종 ․ 김정환,「효율적인 물류표준화 정책의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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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정리한 연구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물류의 표준화는 물류활동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며 결과적

으로 물류비를 절감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포장모듈의 표준화 역시 우선적으로 파렛트

에 영향을 주며 수송, 하역, 보관분야 등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물류활동의 

부문별로 작업의 효율성, 비용의 절감 등의 효과로 정량화 할 수 있음도 유추된다. 

3. 효과평가척도의 계량화에 관한 선행연구 사례

 

  포장모듈에 대한 효과를 계량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행연구에서 시도한 계량화 방안을 조사하였다. 

선행연구의 공통적 특징은 수치적으로 측정 가능한 척도를 선정하고 척도에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계

량화된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홍로(2003)의 교통문화지수의 활용방안에서는 교통수단을 소유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가치

관□태도 등을 계량화된 수치로 나타내었는데, 델파이 조사를 통해 측정항목 13개를 선정하고 매년 조

사를 통해 지표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매년 전국 도시별 교통문화지수를 측정함으로써 각 도시의 교통

문화의 수준과 목표를 알려 줌으로써 교통문화를 높이며 도시 간 자율적 경쟁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

고 있다. 이홍로(2003)가 제시한 평가척도 선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상징성인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 항목의 수가 많지 않도록 적정한 수를 선정 하여야 한다.

  - 조사가 용이하고 객관성을 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합리성과 공공성을 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정태원 외(2007)의 연구에서는 물류공동화 사업 평가를 위한 정량적 지표를 개발하였는데, 

BSC(Balanced Scorecard : 균형성과지표)와 AHP(계층분석법)를 사용하였다. 평가에 필요한 세부효과를 

도출하고 BSC를 이용하여 세부효과요소를 관점별로 분류한 후, AHP를 이용하여 BSC 관점별 가중치와 

세부평가지표의 중요도를 곱하여 종합적인 중요도를 산출하였다.11) 

  김정인 외(2004)의 연구 역시 계층분석을 이용하여 환경성과정보지표를 개발하였다. 환경성과를 반영

하는 다섯 가지 영역을 구분하고 각 항목의 가중치를 산정하여 곱해줌으로써 영역별 값과 계층분석방법

을 통한 부분환경성과지표의 가중치를 통합하였다. 환경성과정보지표의 도출 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12)

(식 1)      ∙  ∙   ∙

 
 



 ∙

                                  년도의환경성과정보지표
                                  년도의표준화된 부분환경성과정보지표
                                  부분환경성과지표의가중치

   여기서, SI의 값은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 항목이며 각 영역의 요소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각 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척도로 전환하였다. 또한, 위 식의 의 가중치는 다

섯 가지 영역의 계층분석을 통한 가중치로서 한 영역이 증감하면 다른 영역도 그만큼 영향을 받게 되는 

상대적 가중치이다. 

  위의 지표도출 과정을 보면 제일 하위 단계의 가중치의 도출과 상위 단계의 가중치를 산출하여 각 영

역별에 곱하여 지표를 개발하였다. 상위단계의 가중치 산출 방법인 AHP은 최종 가중치의 결정을 위해

서 절차가 체계화 되어 있는 계층화 의사결정법으로 평가항목의 상대비교에 의한 비율로서 가중치를 결

10) 이순철 ․ 홍성욱 ․ 문대섭(2005),「기업물류비에 대한 물류표준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 파렛트 표준화를 중심으로」

11) 정태원 ․ 박영태(2007),「물류공동화사업 운영성과 지표개발에 관한 실증적 연구」

12) 김정인 ․ 권오재(2004),「계층분석법을 이용한 환경성과지표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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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방법이다. 또한, 하위 단계의 가중치는 각 지표별 단위 척도를 동일하게 해준 것으로 본 연구에

서 효과척도별로 도출되는 단위의 통일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Ⅲ. 포장모듈 표준화의 효과평가척도 및 평가모형 개발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물류비용의 관점에서 포장모듈 표준화의 효과를 평가하는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즉, 포

장모듈의 표준화에 대한 평가척도를 정리하고, 표준화에 따른 물류비용의 절감 효과를 제시하는 평가 

방법론을 정립한다. 주요한 연구의 절차는 원단위와 가중치를 산정하여 모형에 적용하는 부분이다.  

 연구의 방법과 절차는 그림 2와 같다. 

효과평가척도 (MOE) 선정

설문조사

 - 문헌검토 및 선행 연구 조사

 - 부문별 물류 비중 조사

- 포장모듈의 표준화에 따른 예상 변화 조사

설문조사, 기존자료 등을 이용한 원단위화  -평가척도별(%) 원단위화(원/%)

평가척도별 가중치 및 물류부문별 가중치 산정  - 원단위화 된 척도의 가중치 산정(%)

효과평가 모형의 개발  - 가중치와 물류비용을 이용하여 표준화 효과 산정

그림 2. 연구 방법 및 절차

2. 포장모듈 표준화의 효과척도 선정

  포장모듈 표준화의 효과를 계량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척도가 선정되어야 한다. 척도의 선정 방

법은 델파이 기법, 통계적 검증을 통한 선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사례를 

토대로 대표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평가척도를 선정하였다. 포장모듈의 표준화로 포장의 크기가 

규격화 되면 포장부문에 영향을 주며 파렛트의 적재효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파렛트의 효

율성 및 사용비율을 촉진시키게 된다. 이러한 영향은 물류활동 분야의 각 수송수단, 상□하역기기, 창고 

및 정보기기에 영향을 주게 된다. 

  포장모듈의 표준화가 미치는 효과를 물류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포장분야에서는 포장의 상

자가 화물에 맞춰서 최적화가 되기 때문에 화물의 파손율 감소와 불필요한 포장 재료의 감소로 포장비

용의 감소 및 포장폐기물 처리비용의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송분야는 파렛트 사용 증가와 적재

율의 증가로 기계화작업 비율이 높아지면서 차량의 대기시간과 운행횟수의 감소로 수□배송 비용의 감

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보관분야와 하역분야에서는 기계화 및 작업화 비율의 증가로 창고 보관 

시 공간효율의 증가와 상□하차 시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업무분야에서는 포장화물에 물

류바코드 등의 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업무력의 증가와 물류관리 인원의 감소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

로 예상된다. 포장모듈의 표준화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를 물류 부문별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포장모듈 표준화의 효과평가 척도
구 분 효과평가 척도 구 분 효과평가 척도

수송분야
 차량/트럭 적재율

보관분야
 보관공간 효율 증가

 수□배송 비용  자동화율 증가
 차량 대기시간 감소

하역분야
 상□하차시간 감소

포장분야
 화물의 파손율  기계화 작업비율 
 포장비용 감소

정보/업무 분야
 물류 정보화 업무 비율 

 포장폐기물 처리비용 감소  물류관리인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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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형의 구성

  본 연구에서 구성하는 모형은 포장모듈의 표준화 효과를 비용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를 위

해 기업체별로 설문조사를 통해 위에서 제시한 평가척도들에 대한 개선 비율을 도출한다. 그리고 평가

척도의 평균값에 원단위를 산정하여 곱해줌으로써 비용의 가치로 환산한다. 원단위의 산정은 설문조사

와 국가교통DB의 물류관련 지표를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산정기준과 원단위는 표 4와 같다.

표 4. 평가척도별 비용가치 환산방법

평가척도의 종류와 형태 평가척도별 원단위 산정 기준 (평균 단가)
평가척도별

비용절감 단위
차량 적재효율 증가(%) 적재율 변화→ 톤의 변화 → 톤당 수송비 산정(원/톤) (원/%)
수·배송 비용 감소(%) 수·배송비용 절감 → 차량 운송비용 산정(원/시간 또는 원/회) (원/%)
차량 대기시간 감소(%) 대기시간 절감 → 시간가치 산정(원/시간) (원/%)
포장 비용 감소(%) 포장비용 감소 → 포장단가 산정(원/톤) (원/%)
화물 파손율 감소(%) 파손비용 감소 → 클레임 보상비 산정(원/회) (원/%)
포장폐기물 처리비용 감소(%) 폐기물 처리비 감소 → 클레임 보상비 산정(원/회) (원/%)
보관공간 효율 증가(%) 추가 보관공간 발생 → 보관단가 산정(원/m2) (원/%)
자동화 비율 증가(%) 시설 운영비 감소 → 운영단가 산정(원/ (원/%)
상·하차 시간 감소(%) 대기시간 감소 → 시간가치 산정(원/시간) (원/%)
기계화율 증가(%) 작업인력 감소 → 인건비 감소(원/회, 원/년) (원/%)
정보화 업무비율 증가(%) 대외 신인도 증가 업무력 증가 → 매출액 증가(원/년 또는 원/년) (원/%)
물류관리인원 감소(%) 관리인원 감소 → 인건비 감소(원/회 또는 원/년) (원/%)

  

  위에서 도출된 평가척도별 비용절감액을 물류산업 전체의 효과로 집계하기 위해서는 각 평가척도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가중치 적용방법은 위에서 제시한 계층분석법을 이용하며 그림 3

과 같이 계층화한다. 척도별 가중치를 적용한 차상위 계층은 수송, 포장, 보관, 하역, 정보/업무 등 물류

부문이 되며 각 부문별 효과를 취합한 것이 식 2와 같은 포장모듈의 표준화에 따른 전체 효과가 된다. 

 

물류부문별, 평가척도별 가중치의 위계

평가척도별

가중치(%)

q1

q2

q3

평가척도별

가중치(%)

w1

w2

w3

평가척도별

가중치(%)

z1

z2

z3

평가척도별

가중치(%)

v1

v2

v3

평가척도별

가중치(%)

b1

b2

b3

수송부문

가중치 Q(%)

포장부문

가중치 W(%)

하역부문

가중치 Z(%)

보관부문

가중치 V(%)

정보/업무부문

가중치 B(%)

그림 3. 가중치 산정을 위한 계층 구성

     

(식 2)     ∙ ∙ ∙∙  ∙

   

     포장모듈 표준화로 인한 물류비 절감액 원
     물류활동에 쓰인 비용  

     수송부문 효율화 가중치    포장부문 효율화 가중치     하역부문효율화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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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부문효율화 가중치    정보업무부문 효율화 가중치
  

  여기서 Q, W, Z, V, B는 물류부문별 가중치로 개선효과를 비용으로 환산한 값의 가중치를 의미하며 

각 물류부문별 비용에 개선효과의 가중치를 곱하게 되면 각 부문별 절감액이 산출된다. 결국 각 부문별

의 절감액을 합산하게 되면 포장모듈의 표준화로 인한 전체 물류비 절감액을 산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은 매년 또는 주기별로 평가척도의 변화 비율을 조사해야 한다. 또한, 원단위 

산정방식은 국가교통DB를 활용하여 산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주기적으로 업체조사를 통해 파악하는 방

안도 있다.

  

   

Ⅳ.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포장모듈의 표준화는 물류활동에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방법을 통

한 효과평가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물류표준화 효과평가 시스템과는 다른 시각에

서 포장모듈의 표준화를 계량화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포장모듈 표준화의 개량화 방안만을 제시하였고 연구의 수준은 아직 초기단계이다. 그렇지

만 향후 연구를 통하여 계량화된 모형이 완성된다면 포장모듈 표준화의 효과를 곧바로 물류비용의 절감

효과로 연결하는 새로운 방법론이 정형화 될 수 있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방법론을 검증할 설문조사 등 자료준비가 부족한 사유로 모형 개발의 방향만을 제시하였

다. 따라서 후속 과제로 이어지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평가하고 보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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