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내외 물류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컨테이 터 항만은

물동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항만의 지속 인 개

발과 해운 얼라이언스 개편 등으로 물동량 유치경쟁이 심화되

고 있다. 더욱이 항만산업에 요구되는 비용 증가 ( 략)... .

본 연구에서는 항만의 주요 생산주체인 컨테이 터미 운

사의 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항만산업의 비용 구조를

악하고 .... ( 략)‥‥..

2. 컨테이 터미 특성 비용 구조

컨테이 터미 은 하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하며

이를 해 크 인, 야드 이송장비 등을 활용하고 이를 운용하기

한 인력을 투입한다. 한 터미 ‥‥(중략)‥‥.

Tovar, Jara-Diaz, and Trujillo(2003) 등의 연구에서는 항

만의 비용항목으로 ‥‥( 략)‥‥. 따라서 국내 컨테이 터미

의 비용은 크게 인건비(Labor Cost), 자본비(Capital Cost),

운 비(Operation Cost)로 구분할 수 있으며 ‥‥(중략)‥‥.

Table 1 Definition of cost factors

Factor
Variable

Cost item Input item

Labor
Cost

Wage for employee &
Outsourced Labor cost

Labor

Capital
Cost

Lease or Management
operation right

Terminal facility
(berth, area )

Handling equipment
operating cost Equipment(Q/C,

T/C, YT & ect.)Operation
Cost

Power cost & others

Output Container handling volume

.. (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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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결과 해석

3.1 분석 자료

본 연구 분석을 해 구조화된 조사표를 구축하여 자료를 수

집하 다. 국내 체 11개 항만의 29개 컨테이 터미 운 사

조사에 응답한 13개 운 사의 연도별 비용자료와 그 외 공

시된 재무제표가 존재하여 비용구조를 악할 수 있는 5개 터

미 을 포함한 총 18개 컨테이 터미 운 사를 상으로 분

석 하 으며, 2007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중략)‥‥.

3.2 분석 결과

3.2.1 비용 구조

부분의 컨테이 터미 에서는 인건비 비 이 제 여와 외주

용역비를 합한 인건비가 약 40%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임 부두의 경우, 임차료는 터미 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

이고 있으나 ‥‥(중략)‥‥.

Table 1 Ratio of cost factors in container terminals

Factor
Lease
terminal

Private
Terminal

Wage 21.0% 23.9%

Outsourced Labor 20.3% 13.4%

Lease 26.1% -

Management operation right 0.1% 13.3%

Equipment Depreciation 5.0% 11.3%

Equipment Rent 2.5% 0.4%

Power 7.9% 7.9%

Others 17.1% 27.6%

Total 100% 100%

.. ( 략) ...‥.

3.2.2 각 요인별 비용 특징

지역별, 부두특성별, 규모별 비용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해서는 단 비용을 먼 산출할 필요가 있다. 컨테이 터미

의 비용은 기본 으로 당해 연도 처리 물동량에 상응하여 발생

한다고 가정하고, 터미 운 사별 컨테이 처리실 을 바탕

으로 1TEU당 인건비, 자본비, 운 비를 산출하 다. 이를 바탕

으로 각 요인별 비용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략)‥‥

Table 1 Result of cost analysis by container terminal size

Size
1

(>2M.TEU)
2

(0.5~2M TEU)
3

(<0.5MTEU)

Average volume
(TEU)

2,899 1,158 200

Average Number
of Labor(person)

768 357 105

‥‥(중략)‥‥.

Labour cost per
TEU(KRW)

3,815 3,216 1,715

Capital cost per
TEU(KRW)

‥(중략)‥‥.

Operating cost
per TEU(KRW)

‥(중략)‥‥.

Total cost
per TEU(KRW)

39,130 47,570 88,895

.. ( 략) ...‥.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컨테이 터미 운 사로부터 수집한

비용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그 구조 특징을 악하고 터미

운 규모별, 지역별, 부두 특성별 차이 을 규명하 다. 본 연

구의 분석 결과 첫째, 우리나라 ‥‥‥ (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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