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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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남해안지역 진출을 한 거 항만으로서의 마산항이 경제의 추  역할을 담당하기 해 마산

지역항의 해양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방안을 한 연구로 기존의 마산항만의 황과 용 인 ICT를 바탕으로 

장기 으로 추구해야 할 해양 정보화 기술의 활용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a study for the utilization of marin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of Masan port in order 

to play a pivotal role in the economy of Masan port as a base port for entering the southern coast area. It aims to 

examine the utilization of marine information technology to be pursued in the mid- to long-term based on the current 

status of Masan port and the ICT being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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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마산항은 높은 산들이 둘러싸인  해안의 수려한 경

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의 동남인, 경상남도의 심부에 

치해 있다. 특히 마산항은 자연 , 지리  여건을 갖춘 

천혜의 양항으로 1899년에 개항한 이후 지속 인 투자와 

함께 고속도로의 건설로 인한 발달된 배후수송연결망과 

연간 천만톤 이상의 화물처리능력을 바탕으로 최신 항만

시설을 갖추고 마닐라, 인도, 일본, 국, 홍콩,  동남아

시아권, 환태평양의 심 교역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마산항 제4부두는 고부가치 컨테이 와 자동차의 

용부두로 운 되어 있으며 제4부두를 통한 연간 14만

의 자동차 수출실 은 기록하고 있다. 

이에 장기 인 ICT를 목하여 로벌 해양시 에 

응할 수 있는 세계 인 지역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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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No.
Lenth
(m)

Capacity
(DWT)

Deep
(m)

Cargo

2 - 540 - -5
Government 
Lines 

3 31~34 420
20,000
ton x2

-11
Generalizati-

ons

4

41~47
1,050

20,000
ton x5 

-11

General 
merchandise

48~49
, 49-1

Wood

5

51~52

840

20,000
ton x1 

-11

Generalizati-
ons

53~54 20,000
ton x1

Generalizati-
ons

55~58 20,000
ton x2 

Wood

표 2. 항만별 시설 황 
Table 2. Facility status by port 

Gapo

N1

980

2,000
TEU  x2 
30,000
ton x2 

-12
Container, 
,Automobile

N2

N3

N4

Gapo-M N5 320 - -6 ~ -7 Government 
Lines 

Doosan 61 240 20,000 -11 Machine

SK Y1 130 3,000 -7 Oil

Doosan-
Eng

M1 80 3,000 -4 Machine

Dongya
-ng

E1 150 8,000 -10
Cement, 
Equipment

Pochuul P1 210 20,000 -11 Steel

Hanra R1 210 20,000 -11 Cement

Iuchyun C1 210 20,000 -11 Steel

Ⅱ. 마산항의 개요와 황

2.1 마산항의 자연조건  시설 황

마산항은 수면 이 12,582천㎡ 에 달하며 37선석의 시

설을 가지며 연간 15,267천톤 이상의물동량을 가지며 

 그 양이 증가하고 있다[4-9].

location Changwon-si, Gyeongsangnam-do

Natural 
Conditions

Wave 
Height

Top 
Tide

Top
Wave 

Area

 0.8m 2.148 1.074
12,582
X100
㎡

Facility 
Status

Break
water

S - 
port

Site  Capa

 650m  967m 37

26

3000~
30000
Ton

Major 
Handling 
Cargo

Steel (21%), Vehicles (18%), Machinery 
(14%), Cement (14%), Other (33%)

표 1. 마산항의 자연조건  시설 황 
Table 1. The Status of natural conditions and    
                   facilities in masan port

2.2 항만별 시설 황 

일반부두는 창원국가산업단지와 마산자유무역지역등 

배우공단의 지원항만으로서의 기능과 내륙 유통화물 

심의 부두로 2만 톤  선박8척과 소형 선박6척이 동시 

안할 수 있으며 원목, 철재, 농산물, 잡화류, 등을 주종

으로 취 하고 있다[1-3].

 마산항의 주력부두인 제4부두는 부가가치의 컨테이

 화물처리를 한 컨테이  터미 (CY.CFS)과  기

자재등의 일반화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미치는 향이 

큰 자동차와 같은 화물을 운송하는 배후 지원시설을 운

에 있다. 주요컨테이  항로는 일본, 국, 동, 러시

아,  등 6개의 정기항로가 있으며 앞으로 미주. 유럽지역 

항로가 추가로 개설되면 마산항은 동남북아 물류 추항

으로 그 기능을 할 것이다[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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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a X1 103 3,000 -6 ~ -7 Waste

Dongrim F1 26 3,000 -
Equipment  
Materials

1LNG GT1 500
75,000

ton x1 
-14 LNG

2LNG GT2 500
127,000 

ton x1
-14 LNG

Small

LNG 
GT3 130

6,500

ton x1 
-7 LNG

Sortation

Street lamp Security light
lighting 
Form

8Teppapol 

and 

Circular 

Poles

CPWN 6M 

8Teppapol 

and Circular 

Poles

- 

NHL400W- 

NHL250W

- 

NHL200W- 

NHL150W

Masan

Port

West CP 12m
NHL(400W 

* 3EA) + 3

1 

port

8 Teppapol 

6m

NHL(250W 

* 1EA) + 2

3 

port
Circular Poles

NHL(150W 

* 2EA) + 7

4 

port

8 Teppa 

8m

8 Teppapol

6m

NHL(250W 

* 1EA) + 4

NHL(250W 

* 2EA) + 18

표 4. 기조명형식과 용량
Table 4. ELectric lighting form and capacity

Doosan Port    Pochul Port    Dongyang Port
 

5 Port                3 Port

1 Port              2 Port
그림 1. 부두별 마산항 
Fig. 1 Marsan port by pier 

표 3. 기조명시설 황
Table 3. electric lighting facility status

Sortation

Lighting(FIX)  Format and Capacity

16m 20m 25m
NHL

400W

NHL

1000W

META

L

400W

Masan

Port

1port 1 ◐

3port 2 ◐

4port 12 ◐

5port 5 ◐

가로등은 8각테 폴  원형폴을  갖추고 있으며 보안

등은 CPWN 6M 8각 테 폴  원형폴이며 형식과 용량

은  NHL400W, NHL250W, NHL200W, NHL150W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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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R.M.Q.C(컨테이 크 인)40톤 
Fig. 2 R.M.Q.C (Container Crane) 40 tons

마산항은 체선율 제로(0)인 여유항만이며 상시 안 

 하역 가능하고 산업단지 인 , 화물집하 유리하다. 자

유무역지역, 창원 구미공단이 당일 Door Order 당일 입항

선박 육 철송 도착100% 처리가 가능하다. 남해 구마고속

도로 10분내외 진입가능하고 국도 2호 5호 14호선 연결되

어 -진주간 고속도로 개통과 2007년 마창 교 공

으로 국도2호선 연장도로와 연결되었으며 철도수송 (신

창원 CY)이 가능하다.

그림 3. 배후 교통 황
Fig. 3  Onsback Traffic Status

2.4 항만운 정보시스템 

마산항은 재 선박안  항행에 련된 항만 운  정

보를 처리와 선박의 입출항 련 업무를 하는 시스템인 

PORT-MIS를 이용하여 선박의 입출항 허가서  보고

서 등 자 자료 교환(EDI) 방식을 통해 항만 련 업무를  

등으로 산 처리함으로써 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행정 차를 일원화하여하고  업무비용과 노동력을 이

고 있다[2].

한 국의 선박 운항에 한 정보와 항만   물류시

스템을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다양한 사용자 심의 멀티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종합 물류 정보 시스템

을 통해 고효율 인 항만 리와 행정 운 을 가능하게 

했다.  PORT-MIS는 2018년 해양수산부가 부산, 인천해

양청·항만공사 등 7개 기 에 분산돼 있던 항만운 정보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 항만운 정보시스템

(Port-MIS)’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러한 통

합 항만운 정보시스템은 우리나라 31개 무역항의 선박

입출항, 화물반출입 등과 련한 항만민원과 행정업무를 

산화한 정보시스템이다.[1]

그림 4. 항만운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Fig. 4 Port Operation Information System Homepage

이  항만기슬 정보화 시스템은 일방 인 리기 의 

기술자문을 통해 이루어 졌지만 개선된 정보시스템은 발

주자, 리자,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기술수 을 의 하며 

제안 하는 등의 상호 피드백 인 보습으로 개선되었다.

그림 5. PORT-MIS 개념도
Fig. 5 PORT-MIS Concept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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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과 향후 개선방안

3.1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  확산

마산항은 선진국과의 스마트물류기술 격차를 해소하

기 해 선박, 항만, 배후단지 물류시설의 스마트화를 

한 기술개발을 추진해야한다. 우선 운항 효율성을 극 화

할 수 있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과 함께 상용화에 비

하여 선제 으로 법·제도를 정비하기 한 단계별 규제

신 이행방안을 마이 필수선행과제이다. 항만의 자동

화·지능화를 한 기술개발을 통해 개발컨테이  부두에 

자동화 시험장 구축을 추진하고 자동화시스템을 도입이 

요구된다. 한 선박과 항만, 배후단지를 자동으로 연결

하고 물류기업 간 데이터 연계  통합 수집체계를 구축

하여 물류  구간의 운송을 최 화하기 한 기술개발도 

추진해야한다. 스마트 물류기술은 항만 안   자동화 

한 스마트 센서의 국산화와 응용기술, 지능형 사물형인

터넷(IoT) 기반 물류센터 내 시설과 장비의 스마트화, 블

록체인-LPWA( 력 역) 기반 스마트 화물 통합

제 서비스 랫폼 기술로 구성된다[2-3].

3.2 디지털 기반 해운물류 안  확보

마산항은 4차 산업 명 기술을 활용하여 항만작업자의 

안 을 확보하기 한 스마트 통합안 랫폼을 구축하

고 항만시설의 유지보수도 스마트화를 추진할 수 있다.  

먼  그간의 항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잠재  사고요인

을 사 에 감지하여 제거하고 충돌 험 발생 시 트럭의 

긴 제동 등 즉시 응할 수 있는 랫폼을 개발이 요구된

다. 한 국 무역항 항만시설의 지하에 가스 출, 지반 

침하, 균열 등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

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기에 유지보수를 하기 한 항만시설 디지털트  구축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향후 주요 무역항으로 확 해 나가

야 한다. 아울러 스마트 해양교통체계인 바다 내비게이션

을 운 하고 이를 통해 축 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충돌·좌  등 측기술의 정 도를 높이는 등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도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

그림 6. 스마트 화물 통합 제 서비스 구성도
Fig. 6 Smart Cargo Integrated Control Service 

Configuration Chart

그림 7. 스마트 통합안 리 랫폼 
개념도

Fig. 7 Smart Integrated Safety 
Management Platform Concept Map

3.3 해운물류 데이터 경제 활성화

마산항은 민간 수요를 기반으로 수출입물류를 지원하

는 신규 랫폼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물류데이터 거

래·유통을 한 데이터유통 시스템 구축,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해운물류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우선 수출입물류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 랫폼을 

구축하여 선사·항만 간 운 최 화 서비스 등 신규 서비

스를 제공하고 민간에서 운  인 랫폼과의 데이터 

연계를 지원해야 한다. 한 물류데이터의 유통·거래를 

진하기 해 재 추진 인 해양수산 빅데이터 거래소 



JKIECS, vol. 16, no. 04, 755-762, 2021

760

구축사업을 통해 물류데이터가 안 하게 활용될 수 있도

록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한 가명정보 활용, 이종데이

터 간 결합 등을 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3.4 문 인력 양성  민 력 추진

마산항은 스마트 해운물류분야의 새로운 인력수요에 

응하여 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문성

을 보유한 문 인력을 키워야 한다. 한 자율운항시스

템 운용인력  육상제어사 양성을 한 교육체계와 자격

평가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항만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환 책으로 기존 항만 근로자를 상으로 스마트항만 

용 장비 운용능력 향상을 한 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5 버추얼 터미

마산항은 각종 장비와 차량 치, 상태 정보 등을 실시

간으로 처리해 3D GIS 맵 기반 에 데이터를 가시화하

는 항만 제 모니터링 시스템 `버추얼 터미 (Virtual 

Terminal)`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시간 치 기

반 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이동체 작업 

상황정보를 연계 활용하는 기술을 용하여 기존 정  

터미  운 시스템에서 벗어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항만 

터미  장 상황에 능동 으로 응하도록 돕는다. 컨테

이  차량 치와 크 인 치, 상태 등을 실시간 확인해 

사람 개입 없이 자동 응하는 능동  자동화 항만 터미

로 운  가능하다. 작업과 작업 사이에 사람에 의한 수

동  개입을 최소화했다. 작업 시간과 안 사고 험을 

인다.

그림 8. 버추얼 터미  구성도
Fig. 8 Virtual Terminal Configuration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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