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44권 제3호

J. Navig. Port Res. Vol. 44, No. 3 : 211-218, June 2020 (ISSN:1598-5725(Print)/ISSN:2093-8470(Online))
DOI : http://dx.doi.org/10.5394/KINPR.2020.44.3.211

- 211 -

게임이론적 접근을 통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연합의 비용배분

연구: 부산신항을 중심으로

최상균*․김성기**․†김찬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전문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투자․운영실장

A Study on the Cost Allocation of the Container Terminal Operator Coalition through

a Game-theoretic Approach: Focusing on Busan New Port

Sang-Gyun Choi*․Sung-Ki Kim**․†Chan-Ho Kim

*Researcher, Port & Logistics Research Division, KMI, Korea
**Senior Researcher, Port & Logistics Research Division, KMI, Korea
†Director, Port Investment & Operation Department, KMI, Korea

요 약 : 현대의 항만은 선박 대형화가 진행됨에 따라 허브 & 스포크 방식의 전략이 강화 되었다. 이러한 항만 이용자의 니즈 변화에 따라

항만 역시 대형화 및 현대화 되는 추세이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기존 항만 운영의 변화가 예상된다. 중, 소규모의 운영사 연합 운영을 통해

경제적, 운영적 효과를 도모하는 움직임은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 신항을 대상으로 중, 소규모의 운영사 연합이 경제

적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더불어 운영사 연합 내에서 비용배분의 문제를 게임이론을 통해 제시하였다. 결과적으

로 현재와 같이 5개의 운영사로 나뉘어 운영되는 것보다 연합하여 운영할 경우 운영사 측면에서 비용 감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에 참여한 운영사 간에 비용을 배분하는데 있어 비례배분법, 샤플리밸류, 중핵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샤플

리밸류 방법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터미널 통합, 규모의 경제, 협조적 게임

Abstract : In recent years, the hub and spoke strategy has been strengthened in accordance with the enlargement of ships. As the needs
of the port users change, the ports are also becoming larger and modernized. Under these circumstances, changes in existing port
operations are expected. One example is the movement to promote economic and operational effectiveness through the joint oper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operator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the associ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operators on Busan
New Port in terms of economy. Additionally, the issue of cost allocation within the association of operators was presented through the
game theory. As a result, in the case of operating jointly rather than divided into five operating companies as of the present, it has been
shown to have a cost reduction effect in terms of operating companies. Considering the use of the Proportional method, the Shapley Value,
and the Nucleus method in allocating the costs among the operators participating in the coalition, the Shapley Value method was the most
suitable metho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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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항만은 빠르게 발전하여 왔으며, 부산항의 경우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기준 세계 6위의 항만으로 성장하였다.

과거 1990년대에는 컨테이너화의 급진전에 따라 복합운송체

계가 활성화되고, 컨테이너선의 대형화 및 항만 간 경쟁이 심

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선박 및 물동량 확보를 위한 마케팅 지

향적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 항만은 물류 개

념의 등장과 더불어 배후 공간 확보를 통한 대규모 종합물류

센터 조성 및 배후지 연계 수송망, 각종 부대시설 등을 갖춘

자유무역지역, 경제특구 등이 설치되었다. 또한, 지속적인 컨

테이너 선박의 대형화 및 정기선사 간 전략적 제휴 확산 등으

로 대규모 컨테이너 선석을 보유한 항만의 개발이 필요, 부산

항 신항 등의 항만의 건설이 본격화 되었다.

이렇게 양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한 반면, 항만 수요는

세계금융위기, 무역 분쟁, 신흥국 성장률 저하 등으로 점차 둔

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더불어 정기선사의 경우 규모의 경

제를 통한 비용 감소 및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선박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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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및 전략적 제휴 등으로 항만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고 있

다. 이에 따라 항만은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화되며, 선박 대

형화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

었다.

특히, 부산항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수의 운영사가 참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상해항의 경우 SIPG(Shanghai

International Port Group), 싱가포르항은 PSA(Port of

Singapore Authority)가 단독으로 운영하는데 반해 부산항은

모두 8개의 운영사가 참여하고 있다. 동일한 항만 내 다수의

운영사는 운영 상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운영사

간 선석, 장비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특정 터미널에서

대규모 물량이 하역되어도 인접 터미널의 지원을 받을 수 없

다. 또한, 부산항 신항의 경우 1선석의 길이가 350m로 설계되

었으나 현재 입항하는 초대형선의 경우 길이가 400m에 달하

며, 연장이 가장 긴 터미널인 부산항 신항 1-2단계 터미널의

경우도 초대형선을 두 척 밖에 수용할 수 없는 등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국내 항만 운영사의 통합이 대안으로 인

식되고 있다. 동일한 항만 내에서 운영사의 통합은 다음과 같

은 장점이 있다. 첫째, 상대적 협상력 강화 즉, 선사에 대한 교

섭력이 강해지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하역료를 부과할

수 있다. 둘째, 선석 및 하역장비의 공유가 가능하다. 컨테이

너 항만의 경우 대부분 정기선이 입항하고 있으며, 선사는 항

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박을 운영하며, 이에 따라 특정 시간

대에 선박의 입항이 집중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의 대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운영사의 통합으로 현재보다 더 큰 규모의

선석연장을 활용할 수 있으면 선박의 입항이 집중되는 시간대

에 좀 더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배후 장치시

설의 공유가 가능하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성을 담보

한다고 연구되었다.(Park, 2019)

다만, 운영사 간의 통합에는 많은 시간과 이해당사자 간 합

의가 필요하다. 운영사별로 운영방식이 상이하며, 현재 운영사

가 보유한 자산, 예를 들어 크레인, 이송장비, 창고시설 등의

가치평가 및 활용방안 등에 있어서도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합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

안으로 공동운영, 즉, 운영사 간 연합을 형성하여 터미널을 운

영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더불어 공동운영에 가장 중요한 문

제인 비용 배분에 있어 협조적 게임이론을 활용하여 적절한

배분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항

만의 통합 및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에 대해 검토하고, 3장에

서는 본 연구에 적용하는 비용함수 및 게임이론에 대해 이론

적 배경을 기술하고 모형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제시된 모

형에 실제 부산항 신항의 자료를 대입, 통합에 따른 효과를 정

량적으로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기술하고 본 연

구를 요약하였다.

2. 선행연구

기존 연구 중 항만 분야에서 게임이론을 적용한 연구는 다

음과 같다. (Anderson et. al., 2008)은 경쟁하고 있는 항만에

서 추가 공급, 즉, 신규 선석을 개발할 경우 시장 점유율을 방

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응 프레임워크를 제시 하였다.

(Kaselimi and Reeven, 2008)은 호텔링 모델을 활용하여 항만

이용자가 항만을 선택하는데 있어 비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분석하였고 (Zhang, 2008)은 항만 간 경쟁에서 내륙과의

연결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 내륙 연결도로의 용량이 늘어

날 경우 항만의 이익은 증가하며, 경쟁 항만의 이익은 감소하

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Masahiro Ishii, 2012)은 비협조적 게

임 상황 하에 항만 비용 및 항만공급이 경쟁 항만(부산-고베)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Kim, 2009)은 두 항만이 경쟁

하는 상황에서 화주의 위치 및 분포, 화주에 대한 항만의 가격

경쟁에 따라 화주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하

였다.

기존 연구 중 항만 간 경쟁을 다룬 연구에서는 (Lee, 2009)

은 국내 및 인근 국가의 항만 간 경쟁구도를 분석, 결과적으로

부산항은 광양항과 높은 수준의 경쟁구도를 가지고 있다고 밝

혔다. (Kim, 2009)는 항만의 지리적 여건, 서비스 품질 등의

외생변수의 변화에 따라 반응하는 항만 간 가격경쟁에 대해

분석, 내쉬균형에 의해 두 항만의 최적대응 가격을 구하고 외

생적 요인에 따른 항만의 가격변화를 분석 하였으며, (Kim,

2008)은 각 지역별 경쟁항만이 어떠한 항만과 어떠한 수준의

경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항만 간 경쟁지수를 산정, 이를 통

해 지역 내 항만경쟁 구도를 판단하였다. 또한, (Heaver,

2000)는 전략적 제휴 또는 M&A가 유럽 선사 및 항만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선사의 경우 이미 전략적 제휴를 통

해 항만 및 기타 운송업체에 대한 높은 협상력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선사를 제외한 물류 참여자들의 협력이 발생할 것

이라고 분석 하였다.

항만 분야에서의 협력을 다룬 연구에서는 (Sung, 2008)은

협조적 게임을 통해 항만 건설비용을 입항 선박에 배분하는

방법을 제시, 그 결과 현행을 기준으로 소형선, 초대형선에 유

리한 접안료의 상호보조를 완화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으며,

(Bang, 2007)은 항만의 환경 변화에 따라 항만 간 협력이 필

요하며, 이 경우 협력이 이루어지는 경로와 협력의 유도방안

등을 제시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주로 항만 간의 경쟁, 특히 지

리적으로 인접한 항만 간의 경쟁 구도 및 각 항만의 경쟁력,

비용을 고려한 항만 선택 등에 대해 연구되었으며, 게임이론

을 통한 항만 연구는 경쟁상황에서의 항만 선택에 관한 연구

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항만 간 또는 터미널 간의 협력에

대해서는 협력을 통한 효과를 투입, 산출 모형을 적용하여 분

석한 사례도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비교했을 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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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차별성을 가진다. 먼저, 동일한 항만 내에서 경쟁이

아닌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의 효과를 비용 절감 측면에서 정

량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항만 분야에서 게임이론을

적용한 경우 비협조적게임이 주를 이룬 반면, 본 연구에서는

협조적게임을 활용하여 연합 내에서 비용을 배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3. 모형설정

3.1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의 운영 비용함수

컨테이너 터미널은 컨테이너 하역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하역에 필요한 장비(안벽

크레인, 이송장비)를 활용하고 장비를 운영하는 인력(크레인

기사, 신호수, 관리운영 등)을 투입하고 있다. 더불어 터미널

임대 또는 직접 개발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기타 장비의 유

지관리비, 전기료, 보험료, 수선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한다.

이 같이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인건비,

자본비, 운영비로 구분할 수 있다.

인건비의 경우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 및 관리에 필요한 사

무직 등에 의해 발생한다. 인건비는 재무제표 상 ‘제급여’로

나타난다. 항만의 특성 상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의 경우 대부

분 작업량에 의해 고용되고 이에 따라 임금이 지불된다. 이는

‘외부용역비’로 분류되며, 직접고용에 따른 급여 형태는 아니

지만 회계구조상 매출원가에 포함된다.

자본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임대료로 국

가가 주체로 개발한 터미널의 부지 또는 건물 등을 임대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비용이다. 다만, 민자 부두 즉, 운영사가 직

접 개발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항만

건설에 투자된 비용을 회계상 ‘관리운영권’ 항목으로 구분하여

장기간 감가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외에 하역작업을

위해 구입한 장비, 예를 들어 안벽 크레인 및 기타 이송장비

비용이 자본비에 포함된다. 장비의 경우 구매 당시 많은 비용

이 소모되지만 대부분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로 처

리한다. 장비에 대해 구매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자본비에 속하지 않고 임차료로 운영비에 해당한다. 운

영비의 경우 운영사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인건비 및 자본비

를 제외하고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Beatriz et al.,

2003), (Kim and Kim, 2005). 예를 들어 전기료 등의 동력비,

교육비, 수선료, 보험료 등이 이에 해당하며, 장비에 대한 임

차료 등도 포함된다.

항만에서의 비용함수를 추정하는데 있어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Jara-Diaz et al., 2005)는 스페인의

라스팔마스(Las Palamas)항을 대상으로 비용함수를 추정하였

는데, 기본 형태는 초월대수 모형으로 가정하였으며, 식 (1)과

같다.

   ----(1)

여기서 TC는 전체 비용, Y는 산출물, p는 투입요소의 가격,

T는 시간, D는 개별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속성변수이다.

(Choi et, al., 2018)의 연구에서도 초월대수 모형을 활용하

여 비용함수를 추정하였으며, 이는 식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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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서 은 생산요소, q는 산출량, c(w,q)는 전체비용을

나타낸다.

타 산업에서의 비용구조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Kim, 1999)

은 폐기물매립장의 비용함수를 추정한 사례로 매립지 규모에

따른 비용함수를 제시하였다.

   


----(3)

여기서 C는 매립장 운영비용, 는 상수항, M은 매립규모,

d는 매립규모에 대한 계수로 매립장의 운영비용은 매립규모

에 의해 결정되며 d값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d가 0에서 1사이의 값일 경우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며, 매립장의 규모가 최소효율규모를

초과할 경우 d값은 1보다 클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hoi et, al., 2018), (Kim, 1999)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모형을 통해 비용함수를 추정하였다.

ln    ln    ----(4)

여기서 i는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t는 연도, C는 운영사

의 비용이다. 는 상수항, 은 물동량에 대한 계수, 은 오

차항으로 운영사의 비용은 처리하는 물동량에 의해 대표된다

고 가정하였다. 즉, 물동량이 증가할수록 운영사의 비용은 증

가하는 것으로 물동량이 증가할 경우 하역에 필요한 부지 및

장비 등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여 비용증가로 이어진다고 가정

하였다. 다만, 물동량이 증가할 경우 단위비용 즉, 1TEU를 처

리하는데 비용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비의

경우 일정 수준까지 추가 투입 없이 증가한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으며,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작업 효율이 개선되어 생

산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같은 사항

은 규모의 경제로 설명할 수 있으며,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유

사한 결과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식(4)를 활용,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의 비용 및 터미널별 컨테이너 물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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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각 계수 값을 도출, 장래 터미널별 비용을 산출한다.

여기서 의 값이 0에서 1사이일 경우 물동량 증가에 대해

단위비용은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터미널별 비용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DART(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에서 1999년 ~

2018년까지의 부산항 전체 운영사 사업보고서의 매출원가를

사용하였고 터미널별 물동량은 부산항만공사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3.2 협조적 게임

본 연구의 목적은 비용함수를 통해 추정한 비용을 협조적

게임이론을 이용하여 터미널 연합 내의 각 터미널에 배분하는

것으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물동량 처리 비중을 고려한 비례배분법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물동량 처리와 비용을 유발시킨 정도는 다를 수 있기에 불합

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리

비용-잔여편익 방법, 협조적 게임이론 등이 있다. 분리비용-

잔여편익 방법의 경우 각 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업하는 경우와

모든 사업자가 연합하여 사업하는 2가지 경우만 가정하기에

부분 연합체 구성은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협조적

게임이론의 경우 참여자로 인해 구성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연합체를 고려하기에 좀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인식되며

(Kim, 1999), 본 연구에서는 비례배분법 및 협조적게임을 활

용하여 비용을 배분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협조적 게임이론은 경기의 참여자가 게임에서 수행할 업무

에 대해 게임이 수행되기 전에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들과

관련이 된다. 이러한 협상은 ‘구속력 있는 계약’의 결과로 완

료 된다. 협조적 게임에서는 각 연합(coalition)에 대한 보수

(payoff) 및 연합 안에서 각 참여자들이 보수를 얼마나 얻어야

만 하는지 또는 비용을 어떻게 배분해야하는지에 대한 두 가

지 주요한 논점이 있다. 더욱이 협조적 연합게임은 화폐와 같

이 이전이 가능한 효용이 포함된 게임과 이전이 불가능한 효

용이 포함된 게임으로 구분된다. 컨테이너 터미널의 비용은

참가자들 간에 이전될 수 있기에 ‘이전 가능한 효용’의 개념을

적용해야 하며, 이를 사용하여 비용 배분 방법을 산정하기 위

해서는 샤플리밸류(Shapley Value) 및 코어(Core)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샤플리밸류는 샤플리(Shapley)가 1953년에 처음으로 제시

한 협조적 게임의 해로 게임에 참가한 경기자 i의 한계비용을

고려하여 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이다. 경기자 i가 지불하게 되

는 비용은 각 연합에 대해 경기자 i의 추가로 발생되는 한계

비용의 가중치의 평균값이다. 여기서 연합 S의 가중치는 임의

배열에서 경기자 i보다 연합 S가 먼저 형성된 후 N/(S∪{i})가

올 확률로 [s!(n-s-1)!]/n!이 된다. 그러므로 비용함수 c와 모

든 경기자 i에 대하여 샤플리 밸류는 식 (5)와 같이 정의된다.

  
  

  



  


 ⊆ ╲    

∪ 

----(5)

중핵(nucleus)을 설명하기 위해서 코어(core)에 대한 언급

이 필요하다. 비용배문 문제에 있어 게임의 코어가 공집합이

되지 말아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떠한 하위 집단(sub

group) S가 존재하여 전체 연합 N을 형성하는 것보다 더 높

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최소 코어(the least

core)는 이 같은 하위 집단의 연합을 막고자 각 참여자에게

최소한의 ‘정액’ �을 부과, 참여자들이 전체연합에 참여하도록

하는 일종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즉, 최소 코어가 존재하려

면 게임의 해 는 식 (6)을 만족해야 한다.




 ≥   for  ⊂ 

    ----(6)

최소코어는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의 집합이다.

대응되는 비용게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를

통해 전환할 수 있다. 최소코어는 식(6)의 존재조건을 선형문

제로 전환하여 도출할 수 있으며, 식 (7)과 같다.

min 

subject to



 ≥   for  ⊂ 


    ----(7)

식 (7)의 선형문제를 풀 경우 만약 유일한 �과 가 존재한

다면 이 해가 중핵(nucleus)이 된다. 만약 해가 여럿 존재할

경우 해의 벡터 X의 집합에 대해 사전 편찬식

(lexicographically)으로 비교, 가장 큰 벡터를 찾아내면 그 해

가 중핵이 된다. 는 효용 또는 이익을 나타내는데 비용게임

은 효용게임과 쌍대문제이기에 먼저 이익배분 문제로 풀이한

후 비용문제로 전환하면 된다.

샤플리밸류는 모든 경우에 항상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장점

이 있지만 코어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다

만, 중핵은 코어가 존재할 경우 언제나 코어에 속한다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게임이론을 통한 비용배분과 함께 비교를

위해 비례 배분법을 통한 비용 배분 결과도 함께 산정하였다.

비례 배분법은 참여자 개인이 연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단순

히 적용하여 배분하는 것으로 각 터미널에서 발생하는 물동량

또는 비용 등의 비중을 통해 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터미널에서 발생하는 개인비용 즉, 연합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각 터미널이 부담하는 비용의 비중을 계산하여 이를 연

합 전체 비용에 적용, 각 터미널의 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게임

이론을 통해 산정한 비용과 비교한다. 다음 장에서는 컨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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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c(S) S c(S)

c({A}) 1,285 c({ABD}) 3,105

c({B}) 2,023 c({ABE}) 3,150

c({C}) 1,383 c({ACD}) 2,618

c({D}) 1,139 c({ACE}) 2,666

c({E}) 1,213 c({ADE}) 2,498

c({AB}) 2,643 c({BCD}) 3,168

c({AC}) 2,105 c({BCE}) 3,212

c({AD}) 1,914 c({BDE}) 3,060

c({AE}) 1,971 c({CDE}) 2,568

c({BC}) 2,711 c({ABCD}) 3,675

너 터미널 연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비례배분법, 샤플리

밸류 및 중핵을 통해 배분하고 각 규칙에 대해 평가한다.

4. 실증분석

4.1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비용 추정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 신항을 대상으로 각 운영사의 연합

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및 각 터미널에 대한 비용 배분에 대

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향후 10년 즉, 2020년 ~

2030년까지를 대상으로 비용을 추정한다. 공간적 범위는 부산

항 신항의 5개 터미널을 대상으로 한다. 터미널 운영사의 비

용을 산정하는데 앞서 각 터미널별 물동량 추정이 필요하다.

터미널별 물동량 실적은 부산항만공사의 ‘컨테이너 화물 처리

및 수송통계’를 활용하였으며, 각 터미널 물동량 실적에 향후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물동량 증가율은 해양수산부의

‘제 3차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의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수요예측의 증가율을 준용하였다. 각 터미널별로 추정한 컨테

이너 물동량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Throughput and forecast by terminal of Busan new port

(Unit: ‘000 TEU)

Categ

ories

A

Terminal

B

Terminal

C

Terminal

D

Terminal

E

Terminal
Total

2010 701 2,369 1,553 837 - 5,461

2015 2,421 4,296 2,556 2,321 1,262 12,855

2020 2,629 5,239 2,939 2,187 2,408 15,402

2025 3,047 6,074 3,407 2,535 2,791 17,855

2030 3,431 6,838 3,836 2,854 3,143 20,103

Source : Port Mis, Port Master Plan(MOF)

산정된 터미널별 장래 물동량을 통해 향후 운영비용을 추

정하기 위해서는 터미널 연합이 어떻게 구성될지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하다. 대상이 되는 부산항 신항에는 현재 5개(A~D)의

터미널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할 경우 가능한 연합의

조합은 모두 31개가 된다. 각 연합의 조합별로 물동량을 합산

하고 이를 비용추정함수에 적용해 연도별, 연합별 비용을 산

정한다. 비용추정에 앞서 식(4)를 회귀분석하여 얻은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회귀분석에 활용한 데이터는 패널자료로

1999년 ∼ 2018년까지의 부산항 전체 운영사의 자료를 활용하

였다. 이는 부산항 신항의 터미널로 데이터를 한정할 경우 자

료가 충분하지 않아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데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데 따름이다. 더불어 데이터 중 터미널 개장 초

기, 처리화물 및 매출구조가 모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 분

석 대상에서 적절하지 않은 자료는 제외하였고 총 112개의 패

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패널자료를 분석하는데는 통

계패키지 ‘STATA’를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결정계수는

0.7167, 컨테이너 물동량에 대한 계수는 1이하로 규모의 경제

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Busan Port Terminal operation cost function

estimation results

Categories ln_cost

ln_vol
0.6574***

(12.74)

_cons
6.3983***

(16.28)

The number of samples 112

*p<0.05, **p<0.01, ***p<0.001

터미널별 물동량 및 비용, 연합의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모

든 가능한 연합의 비용 특성함수를 정하였고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여기서 비용 특성함수 값은 각 연합별 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물동량이 증가할수록 단위 비용은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A터미널 및 B터미널 각각 단독으로 운영할 경

우 비용은 c({A}) + c({B})로 3조 3천억 원에 비해 연합이 이

루어질 경우의 비용은 c({AB})로 2조 6천억 원 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연합에서도 같은 효과를 나타내며, 가

장 큰 연합 즉, c({ABCDE})의 단위 비용이 가장 저렴한 것으

로 나타났다.

Table 3 Busan New Port coalition's characteristics function

value

(Unit: b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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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c(S) S c(S)

c({BD}) 2,544 c({ABCE}) 3,716

c({BE}) 2,594 c({ABDE}) 3,576

c({CD}) 1,994 c({ACDE}) 3,127

c({CE}) 2,050 c({BCDE}) 3,634

c({DE}) 1,855 c({ABCDE}) 4,110

c({ABC}) 3,256

4.2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비용 배분

모든 연합에 대해 비용특성함수 값이 주어지면 협조적 게

임의 해를 구할 수 있다. 협조적 게임의 해와 함께 비례배분법

에 따른 비용 배분 값도 제시한다. 비례배분법은 각 경기자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이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계산이 편리하고 단순한 방법으로 보편적

인 비용 배분 방법으로 인식된다. 모든 연합 및 각 배분 방법

에 따른 비용은 부록에 기술하고 Table 4는 각 터미널별 배분

방법에 따른 비용을 정리한 결과이다. 샤플리밸류 및 중핵의

산정은 통계프로그램 R을 사용하였으며, ‘Game Theory

Allocation’패키지를 활용하였다. 더불어 각 배분방법에 따른

결과가 코어(core)에 속하는지 확인하였고 샤플리밸류 및 중

핵 모두 코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Allocation result according to cost allocation

method

Categori

es

Expected

Volume

(‘000TEU)

Personal

Cost

(bil won)

Proportional

Distribution

(bil won)

Shapley

Value

(bil won)

Nucleus

(bil won)

A

Terminal
33,373 1,285 750 718 804

B

Terminal
66,516 2,023 1,180 1,323 1,002

C

Terminal
37,316 1,383 807 793 968

D

Terminal
27,761 1,139 664 611 648

E

Terminal
30,570 1,213 708 665 688

Total 195,536 7,043 4,110 4,110 4,110

Table 4는 각 비용 배분에 따른 터미널별 추정비용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기간은 2020년 ∼ 203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10년간 누적 값으로 여기서 개인비용(Personal Cost)은 단독

으로 연합을 구성했을 때의 비용을 뜻한다. 비례배분법의 경

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비용 배

분 방법이지만 일관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Rizhu Zhang,

2015). 즉, 특정 경기자가 자신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가지고

떠난 후 남은 경기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다시 같은 방법으

로 배분할 경우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 비례배분법

은 각 경기자가 연합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공헌을 반영하지

않기에 경제적 신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협조적 게임의 결과에서는 샤플리밸류 및 중핵 모두 코어

에 속하기에 연합에서 이탈이 발생하지 않는 안정적인 배분법

으로 볼 수 있다. 샤플리밸류의 경우 경기자가 발생 가능한 모

든 연합에 참여할 때 발생되는 한계비용의 가중 평균으로 산

정된다. 중핵의 경우 발생 가능한 모든 연합의 비용에서 발생

하는 잉여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즉, 샤플리밸류의 경우 경기자의 한계공헌을 강조하는 반

면, 중핵은 잉여를 최대한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에 대한 결과로 C터미널의 경우 B터미널과 비교하여 약 절

반 수준의 물동량을 처리하는데 반해, 비용은 비슷하게 지불

하는 것으로 나타나 B터미널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B터미널은 중

핵에 따른 비용 배분을 선호할 것이고 C터미널은 샤플리밸류

에 따른 배분을 선호할 것이다.

다만, 이 부분에 앞서 중핵의 경우 단조성을 충족시키지 못

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즉, 전체 비용이 증가했을 때 모든 경

기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기존보다 덜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전체비용이 감소하였을 경우 모든 경기자는

기존 보다 비용을 더 부담하지 않아야 하지만 중핵의 경우 이

를 충족시키지 않을 수 있다(Young et al., 1982). 이는 앞서

설명한 연합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잉여를 평준화 하는데서

발생한다. 또한, 중핵의 경우 경기자의 수가 적어도 계산이 복

잡하기에 보편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용 배분 방법 중 샤플리밸류에

의한 비용 배분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5. 소 결

부산항의 경우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물동량 기준 세계 6위

의 항만으로 성장하였다. 다만, 과거 미국 및 EU의 해운동맹

금지는 선사 간 경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선

사는 경쟁력 확보 차원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절감 즉,

선박의 대형화를 추진하였다. 선박 대형화에 따라 컨테이너 운

송방식이 변모하여 환적 화물이 발생하였고 이를 높은 비중으

로 처리하는 허브항이 출현하였으며, 부산항이 이에 해당된다.

허브항의 경우 단 시간에 많은 물량을 처리해야하기에 높

은 생산성이 요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컨테이

너 물동량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과 함께 선사는 얼라이언스를

통해 항만에 대한 교섭력을 높이고 있다. 반면, 항만 공급은

지속되어 항만은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약화, 규모의 비경제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항만 차원에서 운영사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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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동일한 항만에서 운영사의 통합

은 상대적 협상력의 강화, 하역능력 및 시설의 공유가 가능하

고 이에 따라 효율성이 증대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

었다.

다만, 부산항의 경우 다수의 운영사가 있어 운영사별로 운

영방식이 상이하며,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단시간 내에 통

합이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통합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연합을 대안으로 제시,

부산항 신항을 대상으로 연합이 이루어질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 및 연합 내에서 비용배분 방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결과적으로 연합이 이루어질 경우 전체비용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의 경제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각 터미널은 연합이 이루어질 경

우 기존보다 비용이 감소하여 하위가산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배분 방법은 비례배분법, 샤플리밸류, 중핵 방법을 사

용하여 배분하였으며, 이 중 샤플리밸류에 의한 방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비례배분법의 경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계산이 간편

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연합에서 각 경기자의 공헌에 대해

고려할 수 없다는 등의 단점이 있었다. 샤플리밸류 및 중핵 방

법의 경우 모두 코어에 속해 경기자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배분 방법으로 나타났으나 중핵 방법에서는 특정 터

미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물동량을 처리하는데 반해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있고 단조성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 등으로 적절한 배분방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

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샤플리밸류의 경우 코어에 속

할 경우 가장 적합한 비용 배분 방법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컨테이너 터미널의 비용을 산정하는데 편의

상 매출원가를 사용 하였으며, 해당 비용은 물동량에 의해 영

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였다. 다만, 실제의 경우 터미널 비용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에 이 부분은 본 연구의 한계

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 같은 한계점 및 앞서 설명한

중핵의 단점을 보완한 방법인 약중핵, 비례중핵 등에 대해서

도 추가적으로 분석할 경우 좀 더 고도화된 비용배분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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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Table 5 Operating expenses and financial surplus by

alli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