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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목

세계 주요 항만은 지속 으로 발 하고 있으며 과거 하역

심 기능에서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의 연결 역할과 더불어

해양 , 종합비지니스 공간 등 그 기능이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부산항이 세계 인 고부가가치 국제물류시설로 발돋

움하기 해서는 항만의 본원 기능뿐만 아니라 항만배후단

지, 물류서비스, 선용품 등 항만 부가기능에 한 연구 투

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선용품이란 운항 인 선

박 혹은 신조선에 필요한 선식품, 일용잡화품, 엔진기부속품

면세품 등을 의미한다.

2018년 2167만 TEU로 컨테이 처리 물동량 세계 6 를

기록한 부산항의 세계 인 경쟁력과는 달리 국내 선용품 산업

의 총 매출액은 2007년 기 세계 매출액의 0.7%정도로 낮

게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 선용품 산업의 규모는 미비하고 세

계시장 유율이 낮은 상태이다.

선용품 산업이 부진한 이유는 선용품 산업은 소규모 업체

가 개별 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매단가 인하가 불가하고, 선용품 업체별로 운송 체제를 유지

하고 있고 선용품 공 업체간 분산입지로 인해 운송비가 높으

며, 부분의 선용품공 업체의 홍보활동이 부족한 때문이다.

한, 소규모 업체가 부분인 선용품 산업은 과거 실 리

가 효율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며 과거 실 리를 하더라도

이를 의사결정에 활용하거나 통계 데이터로 활용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 선용품 산업 경쟁력 확보를 해서는 과거 데이터

를 통한 수요 측, 분석, 실 리와 같은 데이터 활용이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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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필요하다.

국내 선용품 산업에는 업종이나 사용처 등에 따라 다양한

품목코드 체계가 사용된다. 이러한 품목코드의 종류에는 크게

IMPA, ISSA, HS CODE, 세청코드, 업체별 코드 등 다수가

존재한다. 코드의 혼용은 품목 간 구분을 어렵게 하고 사용처

입장에서도 코드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 한, 품목명,

품목코드 기재시 철 한 기 에 맞게 작성되는 것이 아니기에

잘못 기재되거나 공백으로 처리되는 등 정확한 데이터 집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선용품 산업 경쟁력 향상을

해 국내 선용품 거래 데이터를 활용하여 표 화되지 않은

재의 선용품 품목 코드 분류 체계를 정리하고 품목코드 표

화를 한 방안에 해 연구하고자 한다.

2. 선용품 품목 코드 황

한국내에서 사용되는 선용품 품목 코드는 크게 IMPA,

ISSA, HS CODE, 세청 코드 등으로 구분된다.

2.1 IMPA CODE

국에서 시작된 해양 산업 제품에 한 6자리 코드로

XX(a)XX(b)XX(c)로 구성되며 (a): 부분 색인(그룹), (b): 부

분 색인 내의 종류, (c): 특징(길이와 무게)를 나타내며, 80,000

개 이상의 소규모 품목으로 구분된다.

‥‥‥ ( 략) ‥‥‥.

2.1 ISSA CODE

ISSA(International Ship Suppliers Association : 국제선용

품 회)는 500여개 항만에서 1,400개의 회원사를 두고 있다.

세계 으로 사용되는 IMPA 코드와 90% 정도 일치한다.

‥‥‥ ( 략) ‥‥‥.

3. 선용품 품목 코드 표 화

선용품 품목 코드 표 화를 해서 실제 세 신고 데이터

나 련된 기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한다. 선용품 품목 코

드 표 화를 한 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① IMPA Code 체계 분석 1차 분류 기 설정. 1차 분류기

별 Dictionary 구축

② 1차 분류 기 에 따라 업체별 DB 분석 : 업체활용 코드와

ERP DB 정보 활용

③ 업체별 분석을 통한 정보를 토 로 1차 코드 분류 기 들

간의 통합화/세분화 작업. 최종 표 분류 체계

Dictionary 확정

④ 표 코드와 기 활용 코드들 간의 Mapping

‥‥‥ ( 략) ‥‥‥.

4. 결 론

재 국내 선용품 산업은 업종, 사용처 등에 따라 선용품

분류 코드가 다르게 쓰여진다. 코드의 혼용으로 구분이 어려

워지고 코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유효한 통계 산출을 해

서는 선용품 분로 코드 표 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품목 코드들간 통합 리와 매핑이 가능하도록

재 활용되고 있는 세 신고 데이터나 업체별 ERP 데이터 분

석을 통해 로토 타입 형태의 표 화된 선용품 분류 코드와

표 화 차를 도출해 보았다.

‥‥‥ (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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