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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퍼지계층분석법을 이용하여 현재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경기도의 항만 거버넌스에 대한 최적 대안 
도출하고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이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항만 운영의 고도화, 항만의 적기개발, 항만 안전관리, 지역과
의 상생발전을 항만 거버넌스의 주요 역할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경기도의 항만 거버넌스 재정비 방안으로서 국가주도
형 항만공사와 중앙-지방 연합형 항만공사를 대안으로 선정하여 각 역할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항만 
운영의 고도와, 항만의 적기개발, 항만 안전관리 측면에서 국가주도형 항만공사 설립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과의 상생발전 측면에서는 중앙-지방 연합형 항만공사 도입이 타당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경기도의 항만산업 
활성화를 위해 단일화된 거버넌스 구조로서 지자체가 참여하는 국가주도형 항만공사 설립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거버넌스, 항만산업, 경기도, 항만공사, 퍼지계층분석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an alternative to improve the complex structure of 
Gyeonggi port governance. Based on previous research, advanced port operation, timely development 
of port, port safety management, and growth with the region were selected as the main roles of port 
governance.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each role was analyzed by selecting the government-led 
port authority and government and local joint port authority as alternativ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led port authority was reasonable in terms of 
advanced port operation, timely port development, and port safety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local joint port authority is reasonable in terms of growth with the region.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is necessary to simplify port governance in Gyeonggi Privince and establish the 
government-led port authority in which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is required for linking 
regional administration and urban development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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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항만은 단순 해상운송을 이용한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

는 거점 역할에서 기본적인 물류활동 외 다양한 부가가
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거점으로 발전하고 있다. 
즉 미래 항만은 물류기능과 제조 및 상업적 기능이 동시
에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기능 거점으로 발전할 것이며 
이러한 기능들이 서로 긴밀한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는 
항만 관련기관들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
다. 또한 세계 경제가 독립성과 효율성을 추구함에 따라 
앞으로의 항만 관리 및 운영체제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되어야 
한다(박홍균 외, 2016)[1].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 1위, 인구 증가율 1위의 
광역자치단체로서 기업의 생산거점들이 밀집되어 있고 
전기전자, 자동차, 반도체 등 첨단산업들이 발전되어 있
다. 특히 수출입 물동량 기준 5위 항만인 평택당진항이 
경기도에 위치해있어 대중국 및 동남아시아와의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기업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다.

평택당진항의 관리주체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경기
도,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시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
다. 또한 평택당진항의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 화성시 등이 평택당진항 운영에 관여하
고 있다. 즉 평택당진항은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이 운영에 
참여함에 따라 비효율성과 지역 간 갈등 심화 등 여러 문
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항만의 경쟁력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택당진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선 추진과제로 항만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거버
넌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앞서 설명한 
경기도의 복잡한 항만 거버넌스에 대해 보다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제시함으로써 항만에서 발생
하는 여러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항만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
적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항만 거버넌스 구조의 장단점
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항만 거버넌스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경기도의 항만 거버넌스 재정비 방안 제시를 
위해 평택당진항 관련 주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이론적 고찰 및 문제점 검토
2.1 항만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넌스(Governance) 이론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분석하는 개념이며, 김나랑 
외(2018)의 연구에서는 거버넌스의 유형을 3가지로 구
분하였다[2]. 첫째, 국가중심적 거버넌스이다. 이는 국가
가 사회에 개입하는 유형이며, 최근 전통적인 국가 중심
적 거버넌스에 비해 다소 민주적이면서 경쟁적인 성격을 
가진다. 둘째, 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이다. 네트워크를 
핵심 요소로하여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리하
는 특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중심적 거버넌스이다. 
이는 고객 주의가 핵심요소이며, 국민이 고객이고 이해관
계자가 되는 특성이 있다. 

항만 거버넌스(Port Governance)는 항만의 성장을 
위해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와 관련 참여주체들의 상호 
협력 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항만 거버넌스 구조는 
크게 정부 운영형태, 지방자치단체 운영형태, 항만공사 
운영형태와 같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임종섭 외, 
2007)[3]. 우리나라는 60개의 무역항과 연안항을 보유하
고 있으나 항만공사가 설립된 4개 항만을 제외하면 모든 
항만이 정부주도로 운영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앞서 
설명한 3가지 항만 거버넌스 구조 중 정부 운영형태로 
항만이 관리 및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항만 거버넌스 구조별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정부 운영형태의 장점은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
될 수 있다는 점과 전국적 항만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지만 항만과 도시의 상생이 어렵고, 고객 니즈를 파
악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운영
형태의 장점은 지역 주민의 의견 및 여건이 반영되어 지
역과의 상생발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재정 부족
시 항만 개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
다. 마지막으로 항만공사 운영형태의 경우 공공성과 경제
성의 조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항만 관련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라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각각의 장
단점에도 불구하고 Baird(2002)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
계 188개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 거버넌스를 조사한 결과 
항만공사 형태로 운영되는 항만이 71%인데 비해 정부 
운영형태는 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4]. 

백인흠 외(2011)의 연구에서 또한 우리나라의 정부 
주도형 항만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
하고 있다. 먼저 그동안 정부 주도로 항만개발과 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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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이 이루어짐에 따라 항만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개
발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경직된 항만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
부 주도형 운영형태는 주요 항만에 대한 집중 투자에 유
리한 측면이 있지만 관료적인 성격으로 인해 사업의 경
직성과 상업성이 결여되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신속하
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5]. 

2.2 관련 선행연구
항만 거버넌스와 관련한 연구들은 우리나라가 항만공

사(Port Authority, PA) 제도를 도입한 이후 다양한 연
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를 시대별로 정리하면 먼저 방
희석 외(2006)은 우리나라의 항만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항만공사제도가 도입되었고 항만공사제도의 효과 
증대를 위해서는 항만공사 운영의 공익성 확보와 정부로
부터의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6]. 또한 강윤호
(2006)의 연구에서 항만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
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보장된 단일 거버넌
스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7].

최성두(2007)는 부산항만공사 행정체계의 자율성 확
보와 부산시의 행정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8]. 또한 강윤호(2009)는 
과거 미국의 뉴욕과 뉴저지 주정부는 항만 지구를 둘러
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주의 전략에 따라 뉴욕·뉴
저지 항만공사가 탄생하였고 새로운 거버넌스 형성이 지
역 간의 갈등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9].

우양호(2010)은 항만과 같은 공유자원적 성격은 이용
자간 갈등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이해관계
를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0]. 그리고 우양호 외(2012)의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해
양 거버넌스 구조는 정부와 지자체 뿐만 아니라 시민 단
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언
급하였다[11]. 

경기도의 항만 거버넌스에 대해 이동현(2013)은 항만
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도기관이 필요하며 도입 방안
으로 평택당진항만공사의 신설, 중앙-지방 연합형 거버
넌스 도입 등 단일화된 거버넌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
장하였다[12]. 마지막으로 임송학(2019)는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항만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시민사회의 대안적 참여
를 통한 한국형 거버넌스의 제도화를 주장하였다[13].

위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단일화된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해당 거버넌스 

체계는 정부로부터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효과가 극대
화될 수 있다. 또한 거버넌스의 참여주체를 정부 및 지자
체와 더불어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방안
이 바람직하다고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경기도의 항만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
일화된 거버넌스 구조를 제시하고 관련 주체들을 대상으
로 한 조사를 통해 최적의 거버넌스 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2.3 경기도 항만 거버넌스의 문제점
경기도의 항만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산업 규

모의 특성상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진 못하였다. 다만 
이동현(2013)의 연구에서 경기도의 항만 거버넌스에 대
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경기도의 항만산업은 여러 가
지 갈등이 존재한다. 이를 구분하면 첫째, 지역 내 갈등이
다. 지역에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 하지만 경기도의 항만 거
버넌스는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으로 인해 
지역 항만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국
제여객터미널 부지 선정에 있어 경기도와 평택시의 갈등
을 사례로 들수 있다. 둘째, 지역 간 갈등이다. 경기도의 
항만산업은 충청남도와 인접하다는 지리적 문제로 인해 
지역 간 갈등이 다수 발생했으며,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
할권 갈등이 주요 사례가 될 수 있다[12].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항
만산업과 관련한 주체가 정부와 경기도, 충청남도, 평택
시, 당진시 등으로 거버넌스 구조가 복잡함에 따른 것이
라 판단되며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 매커니
즘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의 주요 산업 발전을 위해 복잡한 거버넌스 구조를 
재정비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및 결과
3.1 조사의 개요

항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만 운영 및 관리기관의 
역할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한다. 권세민 외(2011)의 연
구에서는 항만 발전을 위한 항만 운영기관의 역할에 관
한 연구에서 항만 운영 및 관리기관의 주요 역할을 항만
의 적기개발, 항만 운영의 고도화, 지역과의 동반성장, 항
만 안전관리를 주요 역할로 제시하고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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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변수들의 개념을 살펴보면 첫째, 항만의 적기개발
은 항만의 발전과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부두와 배후단지 등의 인프라 개발이 필수적이
다. 따라서 시의적절한 인프라 확보를 통해 항만의 경쟁
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항만 운영의 고도화는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항만에서 발생되
는 적체 현상 등의 문제점이 해소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
과의 동반성장은 대부분의 항만이 지역에 위치해 있고, 
지역의 경제성장이 이바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과의 균
형발전을 위한 항만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항만 안전관리는 항만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항만 운영 및 관리기관의 노력
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항만 운영 및 관리기관의 
주요 역할에 대해 이동현(2013)[12]의 연구에서 언급된 
국가주도형 항만공사 형태와 중앙-지방 연합형 항만공사 
형태 중 어떠한 거버넌스 구조가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
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국가주도형 항만공사
는 현재 우리나라의 항만공사제도와 일치하는 대안이며, 
정부에서 공공기관 형태로 항만공사를 설립하고 해당 항
만을 관리하는 형태이다. 중앙-지방 연합형 항만공사는 
기존의 항만공사를 변형시킨 것으로 항만공사가 주도적
으로 항만관리를 실시하지만 관련 의사결정에 있어 지역
사회를 참여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체계를 기반으로 항만 운영 
및 관리기관의 주요 역할에 대한 중요도와 2가지 거버넌
스 개편방안 중 최적 대안을 선정하기 위해 퍼지계층분석
법(Fuzzy Analytic Hierarchy Process, Fuzzy-AHP)을 
활용하였다. 또한 분석을 위해 약 2주 동안 항만관리의 주
요 참여주체인 정부(해양수산부), 지자체(경기도. 경기평
택항만공사, 평택시), 항만 관련기업(선사 및 하역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온라인 설문방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응답결과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
보를 위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 모두는 항만분야 종사 
기간이 약 10년 이상인 전문가들이며, 총 13부의 설문을 
회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고, 응답자의 비율은 아래와 같
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응답자들 모두 10년 이상 유관업무
를 수행한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다소 표본의 수가 작
긴 하지만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은 충분히 확보되었다
고 할 수 있다.

Fig. 1. Respondent Characteristics

Fig. 2. Work Experience of Respondent

3.2 연구방법론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퍼지계층분석법은 경영 

및 경제 분야에서 의사결정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방법
으로 퍼지기법과 계층분석적의사결정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이 결합된 분석방법이다. 

먼저 퍼지기법과 계층분석적의사결정법에 대한 일반
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퍼지기법은 Zadeh(1975)의 연구
에서 제안된 분석방법으로 의사결정자들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이분법적인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어적
인 모호성을 표현할 수 있는 퍼지기법이 개발되었다[15]. 
그리고 계층분석적의사결정법은 Satty(1980)의 연구에
서 제안된 방법으로 각 요소들을 쌍대 비교함으로써 요
소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도출하여 보다 효과적인 의사
결정에 활용되고 있다[16]. 하지만 이러한 분석방법들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 Chang(1996)의 연구에서 각 분
석방법의 한계성을 보완한 퍼지계층분석법이 제안되었다
[17].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퍼지계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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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보다 명확한 의사결정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다양
한 분야의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퍼지계층
분석법은 6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요소들 간 쌍대비
교를 통해 분석이 이루어지며 각 척도를 아래와 같이 퍼
지함수와 역퍼지함수로 표기할 수 있다.

Scale Lingustics 
Scale

Triangular fuzzy 
scale

Inverse triangular 
fuzzy scale

1 Equal (1, 1, 1) (1, 1, 1)
2 A little 

important (1/2, 1, 3/2) (2/3, 1, 2)

3 Somewhat 
important (1, 3/2, 2) (1/2, 2/3, 1)

4 Much 
important (3/2, 2, 5/2) (2/5, 1/2, 2/3)

5 Very important (2, 5/2, 3) (1/3, 2/5, 1/2)
6 Absolutely 

important (5/2, 3, 7/2) (2/7, 1/3, 2/5)

Table 1. Triangular Fuzzy Conversion Sclae

Chang(1996)[17]의 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는 퍼지계
층분석법의 분석과정은 총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1단계는 목적 값에 대한 퍼지 분석 계산으로 아래 식(1)
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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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을 구하기 위한 퍼지 추가 계산은 
아래 식(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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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구하기 위한 백터 역수를 
구하는 계산은 아래 식(3) 및 식(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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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4)

2단계는 1단계에서 산출된 목적 값의 가능성 정도를 

분석하는 단계로 최종 중요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산출하
는 단계이다. 이러한 가능성 정도는 아래 식(5)를 통해 산
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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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5)

마지막 단계는 위의 2단계에서 산출된 가능성 정도를 
이용하여 최종 중요도를 산출하는 단계로 아래 식(6)을 
통해 산출할 수 있다.
 ≥  

 ≥ and ≥ and ≥  

min ≥                     식(6)

본 연구에서는 총 3단계에 걸친 퍼지계층분석법 분석
과정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인 항만 거버넌스 재정비를 
위한 주요 역할의 중요도와 최적의 거버넌스 형태를 도
출하였다. 

3.3 분석결과
전술한 바와 같이 항만 거버넌스 재정비를 위해 거버

넌스의 주요 역할에 대한 중요도를 산출하였고, 각 역할
별 중요도를 기반으로 2가지 대안을 평가하였다.

먼저 거버넌스의 4가지 역할에 대한 중요도를 산출하
기 위해 퍼지계층분석법 분석과정의 1단계인 목적 값을 
분석과정 식(1)~식(4)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
다.

Role Result of Phase 1
Low Medium High

Timely development of port 0.157 0.258 0.421
Advancement of port operation 0.212 0.348 0.543

Growth with the region 0.123 0.197 0.329
Port safety management 0.125 0.198 0.335

Table 2. Phase 1 of Fuzzy-AHP for Role of Port 
Operation and Management Organization

위에서 산출된 목적 값은 2단계의 가능성 정도를 산출
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1단계에서 도출된 거버넌스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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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역할에 대한 목적 값을 쌍대 비교함으로써 2단계의 
결과 값을 도출할 수 있으며 분석과정의 식(5)를 통해 아
래와 같이 2단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Pairwise Possibility Pairwise Possibility
F1>F2 0.698 F2>F3 1.000
F1<F2 1.000 F2<F3 0.438
F1>F3 1.000 F2>F4 0.698
F1<F3 0.740 F2<F4 1.000
F1>F4 1.000 F3>F4 0.138
F1<F4 0.749 F3<F4 0.451

Note: F1(Timely development of port), F2(Advancement of port 
operation), F3(Growth with the region), F4(Port safety management)

Table 3. Phase 2 of Fuzzy-AHP for Role of Port 
Operation and Management Organization

마지막으로 2단계에서 산출된 결과 값을 상대적 가중
치로 변환하여 식(6)을 통해 최종 중요도를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다.

Role Importance
Timely development of port 0.2698

Advancement of port operation 0.3865
Growth with the region 0.1693
Port safety management 0.1743

Table 4. Result of Importance

결과적으로 항만 활성화를 위해 항만 운영 및 관리기
관의 주요 역할은 항만 운영의 고도화(0.3865), 항만의 
적기개발(0.2698), 항만 안전관리(0.1743), 지역과의 동
반성장 유도(0.1693) 순으로 중요도가 도출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최근 항만의 발전 방향이 항만 개발을 통한 부
두 확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재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
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속적인 항만 개발로 인해 항만 시설이 과
잉공급됨에 따라 항만의 부두 운영사 등 관련 기업들 간 
출혈 경쟁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의 적기개발이 중요하게 도출
된 것은 항만은 화물을 상하역하는 부두시설 뿐만 아니
라 항만 배후단지 등의 인프라를 포함하고 있어 항만의 
물동량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의 개발
에 대한 중요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항만 운영 및 관리기관의 주요 역할에 대한 국

가주도형 항만공사와 중앙-지방 연합형 항만공사의 중요
도를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항만의 적기 개발 측면
에서의 2가지 대안에 대한 중요도 분석 결과는 아래 표
와 같다.

Alternative Importance
Government-led Port Authority 0.5516

Government and local joint Port Authority 0.4484

Table 5. Alternative Importance in terms of Timely 
development of port

항만의 적기 개발 측면에서 국가주도형 항만공사와 중
앙-지방 연합형 항만공사를 비교한 결과 국가주도형 항
만공사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항만 개발의 
경우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야 함에 따라 개발이 원활
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아래 표는 항만 운영의 고도화 측면에서 2가지 대안에 
대한 중요도 분석 결과이다.

Alternative Importance
Government-led Port Authority 0.6224

Government and local joint Port Authority 0.3776

Table 6. Alternative Importance in terms of 
Advancement of port operation

항만 운영의 고도화 측면에서 국가주도형 항만공사와 
중앙-지방 연합형 항만공사를 비교한 결과 국가주도형 
항만공사 설립이 타당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 또한 항만 운영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기
업 간의 경쟁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하며, 4차 산
업혁명 기술이 도입되어야 함에 따라 이를 조정 및 투자
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지역과의 동반성장 측면에서 대안들의 중요
도를 비교한 결과 아래와 표와 같이 나타났다.

Alternative Importance
Government-led Port Authority 0.3917

Government and local joint Port Authority 0.6083

Table 7. Alternative Importance in terms of Growth with 
the region 

지역과의 동반성장 측면에서 대안을 비교한 결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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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형 항만공사 보다는 중앙-지방 연합형 항만공사가 
타당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항만은 각 지역에 위치해있고 정부 또한 각 항만
에 대한 일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즉 항만은 
해당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한 주요 인프라이며, 지역의 도
시발전과 연관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항만이 지
역의 경제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발전방향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
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항만의 안전관리 측면에서의 대안을 비교
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도출되었다.

Alternative Importance
Government-led Port Authority 0.6742

Government and local joint Port Authority 0.3258

Table 8. Alternative Importance in terms of Port safety 
management

항만의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국가주도형 항만공사의 
타당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항만
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기구는 해양수산부이고 원활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타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이
루어져야 함에 따라 정부가 주도하는 안전관리 체계의 
신뢰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항만 거버넌스 재정비 방안은 아래 표와 같다.

Alternative Importance
Government-led Port Authority 0.5732

Government and local joint Port Authority 0.4267

Table 9. Selecting the Best Alternative 

전술한 바와 같이 경기도의 항만 거버넌스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행정체계의 효율성
을 위해서는 단일화된 거버넌스의 구조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주도형 항만공사와 
중앙-지방 연합형 항만공사와 같은 2가지 단일 거버넌스
를 비교 평가하였다. 그 결과 경기도의 항만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주도형 항만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재정의 
확보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
하였다.

4. 결론
본 연구는 평택당진항의 경쟁력 강화하고 효율적인 항

만 운영을 위한 주요 과제로서 현재 복잡한 구조로 이루
어진 경기도의 항만 거버넌스 개편 방향을 모색한 연구
이다. 평택당진항의 주요 관리주체는 정부와 경기도이며, 
경기도는 지방공기업인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
만 관리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로서 평택시
가 평택항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함에 따라 많은 갈등이 발
생하고 있어 평택당진항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단순화
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항만 거버넌
스를 개편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주도형 항만공사 설립
과 중앙-지방 연합형 항만공사 설립이라는 2가지 대안을 
선정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대안을 평가하였다.

최적 대안을 선정하기에 앞서 항만을 관리하는 주체의 
주요 역할에 대한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항만 관리
주체의 주요 역할을 항만의 적기개발, 항만 운영의 고도
화, 지역과의 상생발전, 항만의 안전관리로 설정하여 중
요도를 분석한 결과 항만 관리기관의 주요역할은 항만 
운영의 고도화(0.3865), 항만의 적기개발(0.2698), 항만 
안전관리(0.1743), 지역과의 상생발전(0.1693) 순으로 
중요도가 평가되었다. 이어 각 역할별로 앞서 제시한 2가
지 대안을 비교 평가한 결과 항만 운영의 고도와, 항만의 
적기개발, 항만 안전관리 측면에서 국가주도형 항만공사 
설립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과의 상생발전 측
면에서는 중앙-지방 연합형 항만공사 도입이 타당한 것
으로 제시되었다. 종합적으로 평택당진항의 항만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기도의 항만 거버넌스 개편 방향은 평택
당진항 관리의 전문성과 지속성, 원활한 재정 확보를 위
해 국가주도형 항만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
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항만 운영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단일화된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도 항만 거버넌스의 단
일화가 항만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
지만 경기도의 항만 거버넌스는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어 각 주체들이 항만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참여 주체들 간의 갈등을 중
재하고 충돌을 완화시킬 수 있는 주도기관 설립을 통해 
항만의 개발계획과 운영에 대한 행정의 일원화 및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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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보해야 될 것이다. 둘째, 국가주도형 항만공사 설
립을 통해 시의적절한 개발과 책임있는 관리 운영이 필
요하다. 항만 운영 및 관리 주체를 항만공사로 전환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 이유는 항만공사 체제로 전
환되었을 때 의사결정시스템과 고객 및 기업 유치 보다 
효율적으로 변화될 수 있고 그로 인해 항만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기도의 도시 행정 및 
개발계획과의 괴리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항만공사 설립 
준비단계부터 지자체와 항만 이용자, 전문가들이 참여하
여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거버넌스 모델이 
적합하다 판단된다.

본 연구는 퍼지계층분석법을 활용하여 주요 요인들과 
대안들의 중요도를 분석하였으나 분석방법의 특성상 분
석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이 한
계점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석방법을 활
용하여 대안의 중요성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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