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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인도 일반현황

인도는 인구 13억 명, 유권자가 약 9억 명인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로 국토는 
대한민국의 약 33배에 달하는 세계에서 7번째로 큰 면적에 지역에 따라 기후와 인종이 다
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언어 역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힌디어와 영어 외에 공용어가 21개
에 달하며 인구 대다수가 힌두교를 신앙으로 하지만 이슬람교, 기독교, 불교 등 종교도 다양
하다.

인도인은 이러한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포용하는 가운데 수천 년에 걸친 전통에 대한 커
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적‧사회적 조화와 정체성을 유지해 오고 있다. 정치면에서 보
면, 인도는 문자 그대로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이며 높은 문맹률과 극심한 빈부 격차에
도 불구하고,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인내와 관용의 국
민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성이 민주주의 확립에도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1. 정치현황

인도의 정치 체제는 1947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최근에 구축되었다. 인도
에서 정당은 1991년 이후 국민회의당(INC)과 인도국민당 (BJP) 양당제로 확립되어 있으
며, 전국 정당과 지역 정당으로 구분된다.

2014년 16대 총선에서 8억 1,450만 명에 이르는 유권자 중 투표에 처음 참여하는 1억 
2,000만 명 청년층과 도시 중산층의 투표율이 역대 최대인 66.4%를 기록했다. 계층의식이 
희박하고 경제 논리에 민감한 청년층이 인도 정치와 경제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나타
냈다. 그리고 2014년 총선을 통해 취임한 모디 총리는 취임 이후 부정부패 척결과 기업환
경 개선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하였고, ‘Make in India’ 정책을 통해 
인도를 중국에 이은 글로벌 제조 허브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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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모디 정부는 상대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2017년 3월에 실시된 인도 중부 
주요 주 총선거에서 야당에 압도적인 승리를 차지하였다. 모디 총리는 2017년 독립기념일 
기념사를 통해 ‘New India by 2022’를 제시하며, 2022년까지 빈곤, 부정부패, 테러리즘, 
분파주의, 카스트제도 총 다섯 가지 장애물을 극복한 현대국가인 인도를 건설하겠다고 선언
하였다. 또한, 2019년 4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개최된 인도 17대 하원 총선거에서 여
당인 인도국민당(BJP)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며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단독 과반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직전 총선과 비교해 20석 이상을 추가로 확보한 여당은 이로써 국정
운영의 강력한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2. 경제현황

인도는 안정적 거시경제와 견고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유력한 ‘Next China’ 대안 국가
로 부상하고 있다. IMF(2019)에 따르면, 2018년 인도의 명목 GDP는 2.97조 달러로 2.76
조 달러인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6위에 올랐다. 2018년 IMF를 비롯한 세계경제기관들은 
인도가 향후 10년 동안 7~8%대의 고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2019년 7월 IMF는 
2019년 인도 GDP 성장전망치를 7%로 발표하는 등 인도의 성장을 밝게 전망하고 있다.

모디 정부는 서비스,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Make in India’ 정책을 내세우
며 제조업 부흥을 통한 경제발전을 목표로 제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중기적으로 제조
업의 GDP 비중을 20% 이상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나, 2016-17 회계연도 기준 인도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53.66%), 농업(17.32%), 제조업(16.57%) 순으로 여전히 제조업의 비
중은 크게 높지 못하다. 반면, GDP 비중은 17.32%에 그치지만 인구의 6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인력이동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석유 등 광물 자원의 상당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지만, 2014년도에 취임한 모디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 및 기업환경개선을 전면
에 내걸고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와 무역정책 또한 수입을 가능한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하여 추진 중이다.

<표 1-1> 인도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5 2016 2017 2018 2019

경제성장률 (%) 8 8.17 7.17 6.81 6.12

명목 GDP (십억$) 2,103.59 2,289.75 2,652.25 2,718.73 2,935.57

1인당 GDP (PPP, $) 6,259.80 6,752.48 7,277.04 7,858.69 8,378.38

1인당 명목 GDP ($) 1,639.69 1,761.63 2,014.01 2,037.69 2,171.64

정부부채 (% of GDP) 68.78 67.67 67.83 68.05 6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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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 2015 2016 2017 2018 2019

물가상승률 (%) 4.9 4.5 3.6 3.43 3.44

수출액 (백만$) 267,348.26 264,534.49 299,700.78 324,479.50 -

수입액 (백만$) 392,748.09 361,595.99 446,900.75 513,645.92 -

무역수지 (백만$) -125,399.83 -97,061.50 -147,199.97 -189,166.42 -

외환보유고 (백만$) 335,180.71 341,988.96 390,244.53 375,364.90 -

이자율 (%) 6.75 6.25 - - -

환율 (자국통화) 64.15 67.2 65.12 68.39 70.42

출처:  IMF, 2019

3. 사회현황

인도는 넓은 국토에 전반적으로 다양한 인종과 언어, 종교, 빈부 격차와 높은 문맹률, 그
리고 종교 및 사회적 신분제도 등으로 이질성과 다양성을 가진 복합적 사회구조를 지니고 
있다. 특히, 수천년 동안 국민의 생활 규율로 작용해온 카스트제도는 현재 법적 금지와 근대
화, 교육 등으로 매우 약화되어 가는 중이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주고 있
는 관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인도의 교육 기본 정책은 지역 간의 교육격차 해소, 전 계층 간의 균등한 교육기회, 국
가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자원 개발 등에 목표를 두고 14세까지의 무상 의무교육, 영
어와 힌디어, 주 공용어 등 3개 언어교육, GNP 6%의 교육투자 등을 위해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은 10+2+3의 15년 과정으로 중앙정
부는 델리대학교 및 네루대학교 등 13개 종합대학, 13개의 인도공과대학(IIT: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및 중요 연구기관을 대학승인위원회 (UGC: University Grants 
Commission)를 통하여 직접 관장하고 그 외 초‧중등교육 및 대학 등 모든 교육은 주정부
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약 26%의 절대 빈곤층을 가지고 있는 인도는 모든 국민의 건강 향상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농촌, 빈민층에 대한 위생, 의료혜택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평균 수명은 52세에
서 61.7세로 늘어났으며, 유아 사망률은 2003년 천 명당 59.56명에서 2012년 42명으로 감
소되었다. 또한, 전염병 퇴치를 위한 특별대책을 실시하고 있는바, 1977년도를 기해 천연두는 
퇴치되었으며 학질, 사상충, 나병, 콜레라, 결핵 등의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기술현황

인도는 현재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이동통신 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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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로 많은 인터넷 사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 인도 통신규제기구인 TRAI(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의 2015년 8월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8월 기준 인도
의 휴대폰 누적 가입자 수가 9억 8,869만 명을 기록하였다.

TRAI 조사결과 유무선을 합한 통신 가입자의 수는 10억 명이 넘으며, 모바일 인터넷 사
용자 수 증가에 힘입어 인도의 인터넷 사용자 수의 경우 회계연도 2006~2007년 860만 명
에서 회계연도 2014~2015년 기준 2억 6,700만 명으로 연평균 53.64%의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다.

모바일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Bharti Airtel사는 2012년 말 콜카타에서 2,300MHz 대
역 주파수로 4G 시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기술제약과 인프라 부족으로 사업 확장을 유보 
중이었는데, 2015년 3월 China Mobile사와의 기술 및 서비스 제휴를 통해, 지난 8월 6일
부터 인도 전역 296개 도시에서 4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시장의 경우, 스마트폰, 3G, 4G 가입자 수의 증가로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사용
이 인도 전체 인터넷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 전체 인터넷 사용자 8명 중 7
명이 모바일 기반의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통신 인프라 시장의 경우, 삼성(14.1%)을 필두로 Indus Towers(6.75%), Micromax 
(5.92%), Microsoft(Nokia)(3.9%), Huawei(3.44%) 등의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
며, 모든 세부 산업부문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국제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 발표하는 ICT 개
발 지수에서 인도는 2016년 138위에서 2017년 134위를 하며 유무선통신 인프라, 가입자 
수, 인터넷 사용자 등 ICT 인프라가 점차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 인도 ICT 개발 지수(IDI) 현황

IDI 2017 Rank IDI 2016 Rank

134 138
IDI 2017 Value

Regional
IDI 2016
Rank

IDI 2016 Value

3.03

25

2.65

2016
20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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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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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mobile-broadband
subscriptions

Secondary enrolment

Tertiary enrolment

Mean years of schooling

Fixed-telephone 
subscriptions

Mobile-cellular subscriptions

International internet bandwidth
per internet user

Households with computer

Internet users

Households with internet

India

출처:  ITU Website (https://www.itu.int/net4/ITU-D/idi/2017/index.html)

또한, 인도 IT 산업은 IT 및 ITeS(IT enabled Services)로 구분되며 1991년 경제개방 
이후 서구 국가들의 IT 관련 서비스를 아웃소싱하며 발전해왔다. 전체 IT 시장규모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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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회계연도 기준 1,810억 달러로 추산되며 서비스 수지 흑자에 공헌하는 수출 주력 
산업이다.

모디 정부는 ‘Digital India’ 정책을 통한 디지털 경제화를 위해 스마트폰, 스마트 워치, 
태블릿 등 반도체 관련 분야의 발전 도모하고 낙후 지역 인터넷 보급, 주요 대학에 기술단지
(Research Park)를 설치하는 등 첨단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州)의회 
기능을 디지털화해 종이 없는 의회를 구성하고, E-Courts 도입으로 법원 전산화를 추진하
는 등 자국을 디지털 역량을 갖춘 지식경제 사회로 전환하려는 비전을 추진 중이다.

제2절 인도 항만현황

1. 인도 주요 항만

인도의 해안선은 총 7,500km로 긴 해안선에 걸쳐 자와할랄네루 항만, 첸나이 항만, 코
친 항만, 콜카타 항만, 뭄바이 항만, 비샤카파트남 항만 등 총 12개 주요 항만이 있다.

<표 1-2> 인도 주요 항만

항만 위치 (주)
물동량* (단위: 천 톤)

2017 2018 2019* 2020*

Kolkata
Kolkata Dock System West Bengal 16,810 17,390 15,290 14,615

Haldia Dock Complex West Bengal 34,141 40,496 37,123 38,392

PARADIP Odisha 88,955 102,013 89,982 93,387

VISAKHAPATNAM Andhra Pradesh 61,020 63,537 54,729 60,739

KAMARAJAR (ENNORE) Tamil Nadu 30,020 30,446 28,649 26,554

CHENNAI Tamil Nadu 50,214 51,881 44,435 39,804

V.O. CHIDAMBARANAR Tamil Nadu 38,463 36,583 28,623 29,933

COCHIN Kerala 25,007 29,138 26,148 28,020

NEW MANGALORE Karnataka 39,945 42,055 35,519 30,915

MORMUGAO Goa 33,181 26,897 15,219 13,415

MUMBAI Maharashtra 63,049 62,828 50,240 51,346

JNPT
(JAWAHARLAL NEHRU)

Maharashtra 62,151 66,004 58,604 56,640

DEENDAYAL (KANDLA) Gujarat 105,442 110,099 94,545 101,965

출처:  IPA (Indian Port Association) 홈페이지 (http://ipa.nic.in)

*물동량은 2017, 2018년의 경우 4월부터 3월까지의 통계자료이며, 2019, 2020년의 경우 4월부터 1월까지의 통계자료임



인
도

 항
만

 운
영

 개
선

을
 위

한
 인

력
기

술
 강

화
 방

안
 컨

설
팅

016

이 중 인도의 대표적인 컨테이너 항만인 자와할랄네루 항만과 벌크 항만인 콜카타 항만
(할디아 항만 포함)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바, 두 항만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진행
한다.

2. 자와할랄네루 항만(JNPT)

자와할랄네루 항만은 인도의 대표적인 컨테이너 항만으로 인도 Maharashtra주 서해
안의 Navi Mumbai에 위치하고 있다. 1989년 5월 26일부터 JNPT (Jawaharlal Nehru 
Port Trust)에서 Land Lord Port model의 PPP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 10개의 부
두가 운영되고 있다. 최대 수심은 14.5m이며, POL, 철광석, 석탄, 비료, 쌀, 설탕, 액체류 
등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JNPT는 5개의 터미널로 구성되어 있는데, 4개의 터미널은 민간
에서 운영 중이며 나머지 1개의 터미널은 정부에서 운영 중이다. 최대 12,500TEU의 대형 
선박을 처리할 수 있으며 전세계 약 200개 이상의 항구와 연결되어 있다. 2018-19 회계연
도 기준으로 총 513만 TEU의 화물을 처리하여 전년도 대비 약 7.4%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
였다.

[그림 1-2] 자와할랄네루 항만 위치

출처:  구글지도, IPA (Indian Port Association) 홈페이지 (http://ipa.nic.in)

<표 1-3> 자와할랄네루 항만 물동량

구분
총 물동량(단위: 백만 톤) 컨테이너 물동량(단위: TEU) 벌크 물동량(단위: 백만 톤)

2018-19 2019-20 2018-19 2019-20 2018-19 2019-20

수입 38.98 40.21 2,562,218 2,505,849 6.39 6.54

수출 30.98 26.75 2,507,240 2,404,134 2.20 0.97

환적 0.75 1.49 63,816 126,466 - -

합계 70.71 68.45 5,133,724 5,036,449 8.59 7.51

출처:  JNPT 홈페이지 (http://jnport.gov.in/operating_performance_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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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자와할랄네루 항만 벌크 물동량 (품목별)

품목
총 물동량 (단위: 톤)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2018-19 2019-20

Liquid Bulk (액체 화물) 7,563,810 6,450,361 -14.72

Cement and Other Dry Bulk Cargo
(시멘트 및 기타 건화물)

997,472 1,017,571 +2.01

Break Bulk (소형 화물) 30,547 41,117 +34.60

합계 8,591,829 7,509,049 -12.60

출처:  JNPT 홈페이지 (http://jnport.gov.in/operating_performance_profile)

자와할랄네루 항만은 인도의 주요 항만 중 가장 현대적인 항구로 건설되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건설 당시에는 뭄바이 항구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뭄바이 항만의 위
성 항만으로 건설되었지만, 현재는 인도의 최대 컨테이너 항만으로 발전하였으며 인도에
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항만 내에서 화물의 빠른 수송을 위한 도로 건설, 전용화물 
도로 확대(DFC) 등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480만 
TEU의 처리능력을 2022년 완료 예정인 2단계 인프라 건설공사를 통해 480만 TEU를 추
가하여 세계 33위권인 960만 TEU를 처리할 수 있는 항만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
지고 있다.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인도 최대의 컨테이너 항만으로서 크레인 운영, 크레인 수리, 트럭 
기사, 기타 유지보수 등에 대한 인력 수요가 높으나 숙련된 항만인력이 부족하여 숙련되지 
않은 인력들이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

가. 컨테이너 터미널 현황 1)

JNPT에는 JNPCT(Jawaharlal Nehru Port Container Terminal), NSICT(Nhava 
Sheva 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NSICT-DP World), GTICI(Gateway 
Terminals India, GTI-APM Terminals), NSIGT(Nhava Sheva (India) Gateway 
Terminal), BMCT(Bharat Mumbai Container Terminal, PSA-Mumbai) 등 총 5개의 
컨테이너 터미널과 1개의 유류터미널이 있다.

JNPCT는 JNPT의 자가 컨테이너 터미널(Own Container Terminal)이다. 안벽길이
는 680m, 수심 15m, RMQC 9대, RTGC와 RMGC는 각각 27대, 5대이다. 저수심부두
(Shallow Draught Berth)를 포함한 야드면적은 61.49ha, 처리능력은 1.35백만TEU이다. 
이외에도 소형선 처리를 위해 2020년 9월부터 안벽길이 445m, 수심 10m, 183m 길이의 

1　http://www.jnport.gov.in/terminals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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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처리할 수 있는 저수심부두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 부두에는 RMQC 3대가 설
치되어있으며 처리능력은 연간 15만TEU, 2.77백만톤이다. 

NSICT는 인도 최초의 국제 입찰로 30년 양허조건으로 건설된 컨테이너 터미널로 1999
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당초에는 호주 GTO(Global Port Operator)인 P&O Ports에서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현재에는 DP-World에 속해 있다. 안벽길이는 600m, 수심 15m, 
RMQC 8대, RTGC와 RMGC는 각각 29대, 3대이다. 야드면적은 28.54ha, 처리능력은 
1.2백만TEU이다. 

GTICI는 GTO인 APM 터미널과 인도 CONCOR(Container Corporation of India 
Ltd.)간의 합작으로 2006년 10월부터 운영되었다. 주요 시설 및 장비로는 안벽길이 712m, 
수심 15m, RMQC 10대, RTGC와 RMGC는 각각 40대, 3대이다. 야드면적은 47.21ha로 
처리능력은 1.8백만TEU이다. 

NSIGT는 인도내 순수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터미널로 2016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였
다. 야드면적은 27ha이며, 처리능력은 80만TEU이다. 주요 시설 및 장비로는 안벽 330m, 
수심 15m, RMQC 4대, RTGC와 RMGC는 각각 16대, 3대이다. 

DBFOT(Design, Built, Fund, Operate & Transfer)방식으로 30년 양허기간인 BMCT
는 PSA의 자회사이다. 2단계로 건설될 예정인 BMCT는 2017년부터 1단계 터미널이 운영
되기 시작하였다. 인도내 최대 단일 컨테이너 터미널인 BMCT의 주요 시설과 장비는 안벽 
1,000m, 수심 16.5m, RMQC 12대, RTGC와 RMGC는 각각 36대, 4대이다. 야드면적은 
90ha이며 처리능력은 2.4백만TEU이다. 장래 2단계가 완공되면 각각의 시설 및 방비는 현
재의 2배에 달하고 처리능력도 4.8백만TEU로 증가될 것이다.

JNPT에는 컨테이너 터미널 이외에 BPCL(Bharat Petroleum Corporation Limited)이 
2002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들 컨테이너 터미널의 공통점은 특정된 한정지역내 이동에 유리한 컨테이너 야드 장비
로 고정식의 RMGC를 이용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에 이동이 자유로운 철도 야
드와 인입선의 작업은 RTGC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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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JNPT 컨테이너 터미널 현황

JNPCT NSICT-DP 
World

GTICI (GTI-APM 
Terminal) NSIGT

BMCT(PSA Mumbai)

Phase 1 Final

Quay Length (m) 680 600 712 330 1,000 2,000 

Draft (m) 15 15 15 15 17 17 

Capacity(million TEUs) 1 1 2 1 2 5 

Reefer Plugs (Nos.) 576 772 880 320 1,620  

RMQCs 9 8 10 4 12 24 

RTGCs 27 29 40 16 38 72 

RMGCs 5 3 3 3 4 8 

Yard Area (ha) 61.491) 25.84 47 27 90 200 

Tractor Trailers 1002) N.A. N.A. N.A. N.A. N.A.

Reach Stackers 112) 112) N.A. N.A. N.A. N.A.

Empty Handlers N.A. N.A. N.A. N.A. N.A. N.A.

Max LOA (m) 370 370 370 370 N.A. N.A.

주 1: Including Shallow Birth area, 주 2: Hired
출처:  JNPT

나. 컨테이너 물동량 2)

JNPT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6년 450만 TEU에서 2019년 504만 TEU로 연평균 
3.8% 증가하였다. 공 컨테이너의 물동량은 알 수 없지만, 수출입의 비중은 안정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T/S 물동량의 점유율은 1%대였지만, 2019년에 급격하게 늘어나 2.5%로 
증가하였다.

<표 1-6> JNPT 터미널의 컨테이너 물동량 (2016~2019)

2016 2017 2018 2019
CAGR

000 TEUs % 000 TEUs % 000 TEUs % 000 TEUs %

Import 2,250 50.0 2,411 49.9 2,562 49.9 2,506 49.8 3.6

Export 2,205 49.0 2,359 48.8 2,507 48.8 2,404 47.7 2.9

T/S 44 1.0 63 1.3 64 1.2 126 2.5 41.7

Total 4,500 100 4,833 100 5,133 100 5,036 100 3.8

출처:  JNPT

2　http://www.jnport.gov.in/operating_performance_profile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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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JNPT 터미널의 컨테이너 물동량 (201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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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별 물동량은 GTICI가 전체의 40% 가까이 처리하고 있는 반면, JNPCT는 2016년 
34.1%에서 2019년 14.4%, NSICT는 16.2%에서 10.6%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
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GTO들이 참여하여 근래에 건설‧운영되기 시작한 터미널들의 
우수한 시설 및 장비, 효율적인 첨단 운영시스템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공
격적인 투자를 통해 최대 규모의 처리능력을 갖춘 PSA의 BMCT가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
게 되면 기존 JNPT 컨테이너 터미널들과의 경쟁에서 크게 앞서게 되어 JNPCT나 NSICT 
등 초기 운영사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1-7> JNPT 터미널별 컨테이너 물동량 (2016~2019)

 
2016 2017 2018 2019

CAGR000 
TEUs % 000 

TEUs % 000 
TEUs % 000 

TEUs %

JNPCT 1,534 34.1 1,482 30.7 1,056 20.6 724 14.4 -22.1

NSICT 729 16.2 641 13.3 561 10.9 531 10.6 -10.0

GTICI 1,793 39.8 2,028 42.0 2,048 39.9 1,985 39.4 3.5

NSIGT 445 9.9 659 13.6 948 18.5 987 19.6 30.4

BMCT 0 0.0 23 0.5 520 10.1 809 16.1 - 

Total 4,500 100 4,833 100 5,133 100 5,036 100 3.8

출처:  JN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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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JNPT 터미널별 컨테이너 물동량 (201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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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콜카타 항만

총 46개의 소형 부두를 보유한 콜카타 항만은 Kolkata Dock System(KDS)과 Haldia Dock 
Complex(HDC)로 구분되어 운영 중이며 인도 동북부 West Bengal주에 위치하고 있다.

KDS는 인도 유일의 강안 항구이며 KoPT (Kolkata Port Trust)에서 Bharat Kolkata 
Container Terminals Pvt. Ltd.에 인력 및 장비 운영에 대한 외주 용역을 통해 운영 및 관리
되고 있다. KDS는 Kindderpore Docks와 Netaji Subhash Docks 등 2개 시설로 나누어져 
있다. 인도의 주요 벌크 항만으로서 철광석, 석탄, 비료, 식용유 등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그 외에도 5개의 드라이도크 (Dry Docks)가 있어 선박의 수리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며 
조선 시설도 갖추고 있다. KDS는 벌크 화물 외에도 컨테이너 화물도 수용하고 있으며 최근 
컨테이너 수송량 증가에 따라 컨테이너 및 벌크 화물의 복합 항만으로서 인력 수요에 대응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그림 1-5] 콜카타 항만 위치

콜카타 (Kolkata Doc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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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디아 (Haldia Dock Complex)

출처:  구글지도, IPA (Indian Port Association) 홈페이지 (http://ipa.nic.in)

HDC는 KDS의 위성 항만으로써 KoPT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JNPT와 같은 Land Lord 
Port model의 PPP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KDS는 내륙에 위치한 반면, HDC는 해안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모래 퇴적에 따른 수심 감소 및 샌드바(Sandbar)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12개의 부두가 운영되고 있으며 KDS와 마찬가지로 철광석, 석탄, 금
속 등의 화물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현재 KDS 및 HDC는 항만 개발을 위하여 HDC 인근의 다목적 부두 건설, Diamond 
Harbour에 세 개의 부두 건설, Saugor 지역에 세 개의 부두 건설 등의 프로젝트를 계획하
고 있다. KDS와 HDC 모두 지속적인 발전 및 물동량 증가에 따라 JNPT와 마찬가지로 항
만 운영을 위한 인력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KDS의 경우에는 선박 유지보수 및 
조선 시설을 갖추고 있어 선박 도장, 기계 및 철강 기술자, 용접공, 드릴 및 절삭 기술자, 선
박 조립, 전기 기술자 등의 수요가 높다.

가. 항만 시설 현황

콜카타 항만 KDS의 Kindderpore Docks는 일반화물부두 16개, 여객부두 3개 등 총 
19개 부두, 총 연장 2,956m이다. Netaji Subhash Docks는 컨테이너부두 5개, 일반화물
부두 3개, 액체벌크 및 중량화물부두가 각각 1개씩 있으며, 부두연장은 1,850m이다.

HDC는 다목적부두 10개, 컨테이너 및 일반화물부두와 석탄을 취급하는 기계화부두
(Mechanized Berth)가 각각 2개씩, 액체화물부두가 3개 등 총 17개 부두가 있으며, 부두
연장은 4,251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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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콜카타 항만의 취급화물별 부두 종류 및 시설 현황

 Type of Berth No. of Berths  Depth (m) Quay Length (m)

KDS

Kindderpore 
Docks

General Cargo 16 8.0~8.7 2,520 

Passenger & Coastal 3 8.0~8.6 436 

Total 19  2,956 

Netaji Subhash 
Docks

Container 5 8.0~8.7 963 

General Cargo 3 7.2~8.5 535 

Liquid Bulk 1 8.0 152 

Heavy Lift Cargo & General Cargo 1 8.2 200 

Total 10  1,850 

HDC

Multipurpose 10 10.0~12.2 2,317 

Container & General Cargo 2 12.2 440 

Liquid 2 12.2~12.5 675 

Liquid & Chemicals 1 12.2 290 

Mechanized Berth 2 12.2 529 

Total 17  4,251 

출처:  Kolkata Port Trust, “Administrative Report 2018-2019”, pp.78-80을 바탕으로 수정 정리

나. 장비 현황

콜카타 항만에서 보유한 하역 장비는 RMQC 2대, RTGC 6대, Mobile Crane 4대, Fork 
Lift Truck 10대, 트랙터 8대, 리치스태커 2대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 장비
들은 각 부두별로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9> 콜카타 항만의 주요 장비

 Equipment
Owned by Port Hired by Port

No. Capacity (Tonnes) No. Capacity (Tonnes)

KDS

Mobile Crane

1 30 NIL  

2 13 NIL  

1 10 NIL  

Wharf Crane 1 200 NIL NIL

Fork Lift Truck
9 3 NIL NIL

1 5 NIL N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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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uipment
Owned by Port Hired by Port

No. Capacity (Tonnes) No. Capacity (Tonnes)

KDS

Tractor 8 20 NIL NIL

Reach Stacker 2 45 NIL NIL

RTGC
1 35.5 NIL NIL

1 40 NIL NIL

HDC
RMQC 2 40 - -

RTGC 4 40 - -

출처:  Kolkata Port Trust, “Administrative Report 2018-2019”, pp.83-84를 바탕으로 수정 정리

다. 물동량 현황

컨테이너를 포함한 2018년 콜카타항의 총 물동량은 63.76백만톤으로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여 인도 주요 항만의 물동량 증가율이 전년대비 2.9%인데 비해 10.14% 증가하여 인
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KDS와 HDC가 각각 29.1%, 70.9%의 처리실
적을 나타냈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성장률은 KDS가 6.1%로 HDC의 5.5%
를 상회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수입화물은 Non-Coking Coal/Steam Coal 9,843천톤, Coking Coal 
9,618천톤, Container 6,901천톤, Lime Stone 3,429톤으로 이들 4개 품목이 총 수입화
물 49,224천톤의 60.5%를 차지하였다. 수출화물은 컨테이너 6,173천톤, Fly Ash 3,112천
톤, Thermal Coal 2,531천톤으로 총 수출화물 14,539천톤의 81.3%를 점유하였다.

<표 1-10> 콜카타 항만 KDS 및 HDC의 물동량 (2011~2018)
(단위 : 백만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CAGR

KDS

Import 7.00 6.47 6.71 9.82 10.54 10.12 10.62 11.60 7.5%

Export 5.23 5.37 6.16 5.47 6.24 6.69 6.77 6.95 4.2%

Total 12.23 11.84 12.88 15.28 16.78 16.81 17.39 18.55 6.1%

HDC

Import 20.97 20.55 20.71 26.43 28.84 26.89 31.72 37.63 8.7%

Export 10.05 7.54 7.80 4.58 4.67 7.25 8.78 7.59 -3.9%

Total 31.02 28.08 28.51 31.01 33.51 34.14 40.50 45.21 5.5%

Totall

Import 27.97 27.02 27.42 36.25 39.38 37.01 42.34 49.22 8.4%

Export 15.28 12.91 13.96 10.05 10.91 13.94 15.55 14.54 -0.7%

Total 43.25 39.93 41.39 46.29 50.29 50.95 57.89 63.76 5.7%

출처:  Kolkata Port Trust, “Administrative Report”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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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콜카타 항만 KDS 및 HDC의 물동량 (201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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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콜카타항의 총 컨테이너 물동량은 829.5천TEU로 2011년 이래  연평균 6% 성
장하였다. KDS와 HDC의 처리비중은 2011년에 각각 75%, 25%였지만, 점차 KDS의 비중
이 늘러나 2014년 이후에는 80%와 20%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표 1-11> 콜카타 항만 KDS 및 HDC의 컨테이너 물동량 (2011~2018)
(단위 : 000 TEUs)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CAGR

KDS

Import 209.3 232.4 229.7 269.5 297.8 327.5 330.3 329.6 6.7%

Export 203.1 230.8 219.6 258.7 280.0 308.4 309.9 321.9 6.8%

Total 412.4 463.2 449.3 528.2 577.7 635.8 640.2 651.5 6.8%

HDC

Import 66.7 67.8 52.7 50.7 43.1 58.4 72.3 82.2 3.0%

Export 73.1 69.4 60.0 51.2 42.1 77.4 83.7 95.8 3.9%

Total 139.8 137.2 112.7 101.9 85.1 135.8 156.0 177.9 3.5%

Total

Import 276.1 300.2 282.4 320.2 340.9 385.9 402.6 411.8 5.9%

Export 276.2 300.2 279.6 309.9 322.0 385.8 393.6 417.7 6.1%

Total 552.2 600.4 562.0 630.1 662.9 771.7 796.2 829.5 6.0%

출처:  Kolkata Port Trust, “Administrative Report” 각 년도 

[그림 1-7] 콜카타 항만 KDS 및 HDC의 컨테이너 물동량 (2011~2018)

800.0
(000 TEUs)

600.0

400.0

200.0

0.0

KDS HDC
2011

139.8 112.7 101.9 85.1
135.8 156.0 177.9

412.4 463.2 449.3
528.2

577.7
635.8 640.2 651.5

137.2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인
도

 항
만

 운
영

 개
선

을
 위

한
 인

력
기

술
 강

화
 방

안
 컨

설
팅

026

4.항만 접근성 및 배후단지 연결성

세계 많은 나라들과 같이 물류 및 운송과 관련하여 인도가 직면한 과제는 인프라일 것이
다. 현재 민간 항만의 투자가 항구의 개발, 확장 및 현대화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국가의 도
로, 철도, 내륙 수로 등이 수년간 방치되고 투자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Drewry에 
따르면 평균 운송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고 인도의 부적절한 운송 인프라는 경제성장을 저해
하고 있다. 인도의 컨테이너 유통과 컨테이너 화물 시스템은 JNPT 및 뭄바이의 항만 단지
에서 출발하여 수도 델리 및 인도 북부 지역을 향하는 컨테이너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다. 이 
경로는 이미 인도 내에서도 통행량이 많은 구간이다. 현재 Gujarat의 새로운 컨테이너 터
미널 개발, Mundra 및 Pipavav 항만 간 철도 건설로 화물 운송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다.

인도의 포장도로는 2017년 기준 약 63.24%에 불과하고, 고속도로는 접근이 제한적이다. 
인도의 고속도로(National highway)는 2016년 기준으로 전체 도로 중 약 1.8%로, 24.5%
만 4차로 이상 (Four/six/eight-lane)으로 건설되어 있고 55.1%가 2차로(Double-lane), 
20.5%는 1차로(Single/intermediate lane)로 건설되어 있어 도로확장에 대한 요구가 높
다.3) 또한, 수년간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 상태가 좋지 않으며, 고속도로의 약 25%
가 혼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고속도로 체계 개선을 위해 도로 개선에 예산을 투입하여 
일부 개선되었다. 제도적 환경과 지방 운영 계약 및 라이선스에 대한 의존으로 몇 대 안되는 
트럭을 운용하는 소규모 회사가 다수 존재하며 현대화된 특수 화물 운송 장비의 부족 등 도
로 운송 산업이 매우 단편화되어있다. 현재 인도의 주요 항만과 고속도로 간 연결성을 개선
하기 위한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대부분
은 다양한 정부기관에 설치된 SPV(Special Purpose Vehicles)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JNPT는 인도의 국가 고속도로청(NHAI, National Highway Authority of India) 
및 Maharashtra 도시 및 산업 개발 회사(CIDCO, City and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 of Maharashtra Ltd.)와 SPV를 구성하였다. 그 외에도 Chennai 항만의 도로 
연결을 개선하기 위하여 Chennai 항만공사는 NHAI, Tamil Nadu-Chennai Encore Port 
Road Company Ltd.와 SPV를 구성하여 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며, 이 프로젝트에
는 승객과 화물의 운송 속도를 개선하고 안전 및 보안 표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도의 4대 
도시(Delhi, Mumbai, Chennai 및 Kolkata) 간 4차로로 구성된 도로 연결이 포함되어 있다.

KDS의 각 부두를 연결하는 도로는 매우 붐비고 차로가 적어 교통 혼잡과 정체가 발생한
다. NSD 및 KPD 지역에서 컨테이너 처리와 관련된 교통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고속도
로로의 연결이 필요하다. 현재 항만으로 접근하는 도로는 정체된 구간을 지나 철도 건널목
을 통해 철로를 가로지르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저속 도로 개량 공사가 
진행 중이다.

3　Basic Road Statistics of India 2016-17, Ministry of Road Transport and Highways,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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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물류 및 운송 시장에서 철도의 중요성은 높다. 많은 양의 화물이 철도를 통해 항
만 배후단지 또는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좋은 철도의 연결이 필수적이다. 현재 뭄바
이 항만 단지는 인도의 주요 철도 화물 운송 센터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하지만 철로 부
족, 차량 부족, 창고의 용량 제한 등으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상 운송 업
체들은 Gujarat 지역의 Mundra, Hazira, Pipavav 항만과 같은 인도 북서부 지역의 대체 
항만을 찾고 있다. 철도 수송의 또 다른 단점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에 비해 철로 폭이 일
정하지 않아 운송 및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좁은 선로에서 넓은 
선로로 차량이 이동할 때 차량 및 화물 이동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동이 느리다. 철도를 통
한 컨테이너 운송에 있어 인도 정부의 노력으로 일부 회사의 독점이 끝나면서 철도 서비스 
제공이 자유화되고 있다. 2004-05년 철도 운송 통계에 따르면 인도의 국제 컨테이너 운송
량의 30%가 철도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KDS로의 철도 연결은 Hooghly 강 왼편에 위치한 Sealdah 역을 통해 가능하며, Budge 
Budge의 강변 부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강 오른편에서는 Mourigram의 석유 터미널 허
브를 통해 철도 연결이 가능하다. 철도를 통한 화물 수송량 확대를 위하여 현재 Diamond 
Harbour까지 철도를 확장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2006년 Concor(Container 
Corporation of India Ltd.)는 KDS와 Tughlagkabad 간 컨테이너 열차 서비스를 도입하
였다. 현재 콜카타 항만은 Assam과 네팔의 ICD(Inland Container Depot)와도 연결되어 
있다. HDC는 KDS와 비교하여 비교적 새로운 인프라가 도입되어 있으나 주변 지역은 여전
히 개발 단계에 있어 교통 혼잡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HDC로의 철도 연결이 
매우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철도 수송 용량을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인도의 항해 가능한 내륙 수로는 약 14,500km로 그 중 약 5,200km의 주요 강과 약 
500km의 운하가 기계로 제작하는 공예품 운송에 적합하다. 내륙 수로 운송(IWT, Inland 
Waterway Transport)은 내륙화물 운송 총량의 1%로 제한된다. IWT 시스템은 구조적으
로 도로 및 철도를 통한 벌크 화물의 운송에서 대량화물을 분배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철
광석은 광산 근처의 부두에서 바지선에 선적되고 강을 따라 철광석 적재시설로 대량 수송
된다. 비료 원료도 마찬가지로 바지선에 선적되어 수로를 따라 비료 공장으로 운송된다. 콜
카타에서 북부지역까지 강을 따라 인도 북동부의 IWT 시스템이 설계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통계자료에는 IWT와 관련하여 현재 또는 잠재 화물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도의 항만이 중요한 허브로서 역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용량과 효율성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현재 인도의 규정에 따르면 국제 피더 또는 순수 국내 연안수송권과 
관계없이 해안 수송은 인도 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통해 이행되어야 한다. 국제 운송 업체는 
해안 수송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인도의 항만을 환적 서비스의 중심지로 사용하는 데 관심
이 없다. IWT와 마찬가지로 해안 수송의 강력한 발전으로 지리적으로 남북 해안 수송 및 국
제 수송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육상 수송 인프라 개발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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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항만 개발 계획

인도의 대표적인 항만 개발 계획으로는 Sagarmala 프로그램이 있다. Sagarmala 프로
그램은 인도 정부가 물류 부문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으로, 성과 향상
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로와 해안선을 통한 물
류 운송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이를 위하여 2019년 기준 9.7조 루피(약 1,4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새로운 대형 항만 건설, 기존 항만의 현대화, 14개 해안 경제 구역(CEZ, 
Coastal Economic Zones) 및 해안 경제 단위(CEU, Coastal Economic Units) 개발, 도
로, 철도, 복합 물류 단지 개발, 파이프라인 및 수로를 통한 항만 간 연결성 강화, 해안 지역
사회 개발을 추진하며 인도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상품 수출을 1,100억 달러까지 늘
리고 1,000만 개의 직‧간접적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

Sagarmala 프로그램은 인도 해운부의 주력 프로그램으로 인도의 7,500km에 달하는 긴 
해안선과 14,500km의 항해가 가능한 잠재적 수로, 국제 주요 해양 무역로로서의 전략적 
위치를 활용한 항만 주도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인도의 항
만들을 현대화하여 항만 주도의 개발을 강화하고 해안선을 개발하여 인도의 성장에 기여하
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기존 항만을 현대적이고 세계적인 수준의 항만으로 전환하
고 항만, 산업단지, 배후단지의 개발을 통합하며 도로, 철도, 내륙 및 해안 수로를 통한 효율
적인 화물 운송 체계를 개발하여 항만을 해안 지역에서 경제활동의 원동력으로 만들고자 한
다.

Sagarmala 프로그램은 항만 현대화 및 신규 항만 개발, 항만 연결성 강화, 항만 연계 산
업화, 해안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2015년부터 2035년까지 574개의 프로젝트를 실시하
는 사업이다. 승인된 시행 계획에 따라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관련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주
정부가 주도적으로 민간 또는 민관협력사업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표 1-12> Sagarmala 프로그램 주요 내용

순번 주제 프로젝트 수

1
항만 현대화 및 신규 항만 개발
(Port Modernization & New Port Development)

236

2 항만 연결성 강화 (Port Connectivity Enhancement) 235

3 항만 연계 산업화 (Port-led Industrialization) 35

4 해안 지역사회 개발 (Coastal Community Development) 68

출처:  Sagarmala 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sagarmala.go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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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만 현대화 및 신규 항만 개발 (Port Modernization & New Port 
Development)

인도는 90% 이상의 교역이 해상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제조업의 성장을 가
속화하고 ‘Make in India’의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의 항만과 무역 관련 인프라
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인도는 중앙 정부와 주 정부가 각각 12개의 주요 항만과 약 
200개의 기타 항만을 관리한다.

Sagarmala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2025년까지 인도 항만의 화
물 운송량은 약 2,500MMTPA가 될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 인도 항만의 화물 취급 능력은 
1,500MMTPA에 불과하다. 인도 정부는 증가하는 화물 운송량을 수용하기 위해 2025년까
지 인도 항만의 화물 취급 능력을 3,300MMTPA 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로드맵을 준비하였
다. 이 로드맵에는 항만 운영의 효율성 향상, 기존 항만의 용량 확장, 신규 항만 개발이 포함
되어 있다.

2. 항만 연결성 강화 (Port Connectivity Enhancement)

연결성은 항만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며 물류 시스템의 엔드 투 엔드(End-to-End) 효율
성은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이끈다. 신기술 도입과 역량 강화로 항만의 누적 및 총 수용량은 
수요에 맞을 수 있으나 항만의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화물을 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현 수준에서 원활한 화물 운송의 흐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물 운송량 증가 요구
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배후단지와 주요 항만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도의 배후단지 연결성은 주로 도로 및 철도 기반의 육상 운송을 기반으로 하며, 수로
(해안 수송 및 내륙 수로)는 매우 제한된 역할을 수행한다. 파이프라인은 주로 원유, 정제된 
석유 제품 및 천연 가스의 운송에만 사용된다. 인도에서는 해안 지역을 대신하여 주로 항만 
배후단지에 화물 생산 센터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항만과의 원활한 연결이 더욱 중요하
다. 거리가 멀어지면 화물 운송에 소요되는 물류 비용과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Sagarmala 프로그램에 따라 항만과 국내 생산 및 소비 센터 간 연결성을 강화하려는 노
력이 있었으며, 관련 프로젝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단계에서 개발 우선순위가 지정된 국가 수로(National waterways prioritized 
for development in the first phase)

•  전용 화물 운송로와의 연결 (Connectivity to dedicated freight corridors)

•  최종 목적지까지의 철도 및 도로 연결 프로젝트(Last mile rail and road connectivity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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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철도 연결 프로젝트 (Major rail connectivity projects)

•  주요 항만을 연결하는 화물 친화적 고속도로 프로젝트(Freight friendly expressway 
projects connecting the major ports)

•  다목적 물류 단지 개발 (Development of multi-modal logistics parks)

•  POL 파이프라인 건설 (POL Pipelines)

3.  항만 연계 산업화 (Port-led Industrialization)

Sagarmala 프로그램의 비전은 수출입 및 국내 화물 이동에 소요되는 물류 비용과 시간
을 줄이는 것이다. 해안 인근 지역의 항만 인접 산업단지의 역량 개발은 앞으로 한 단계 나
아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안경제구역(CEZ, Coastal Economic Zones), 해안 경
제 단위(CEU, Coastal Economic Units), 항만 연계 산업 및 해운 클러스터(Port-Linked 
Industrial & Maritime Clusters), 스마트 산업 항만 도시(Smart Industrial Port Cities)
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  해안 경제 구역(CEZ): CEZ는 해안 지역의 그룹 또는 해당 지역의 항만과 강력한 연결
성은 지닌 지역으로 구성된 공간적 경제 구역으로, 계획된 산업도로 프로젝트와 시너
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해안 경제 단위(CEU): CEU는 DMIC 노드와 유사한 경계가 있는 특정 산업 단지 프로
젝트로, CEU는 CEZ 내에서 제안된 산업 클러스터 및 프로젝트를 수용

각 CEZ는 여러 CEU로 구성되며 CEU 내에 둘 이상의 산업 클러스터를 수용할 수 있으
며, 각 산업 클러스터에는 여러 제조 단위가 있을 수 있다. CEU 개발 프로세스를 가속화하
기 위해 수심이 깊은 항만과 제조업의 강력한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 구획이 
가능한지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인도의 CEZ 개발을 위하여 NITI Aayog의 후원하에 IMC(Inter-Ministrial 
Committee)가 구성되었다. IMC가 권장하는 CEZ 개발을 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는 산
업도로와 산업 노드의 개발을 위하여 DMICDC가 채택한 제도적 프레임워크와 유사하다. 
CEZ의 개발은 첫 번째 개발 단계로써 파일럿으로 두 개의 큰 CEZ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4. 해안 지역사회 개발 (Coastal Community Development)

인도 인구의 약 18%가 인도 본토의 12%를 차지하는 72개 해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수산 및 해안 관광, 해당 기술 개발과 같은 해양 부문 활동을 통한 해안 지역사회 개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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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armala 프로그램의 필수 목표이다. 이 외에도 인도 정부는 Sagarmala 프로그램을 통
해 크루즈 관광 및 등대 관광 등의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 해안 지역사회 개발 계획은 크게 기
술 개발(Skill Development), 해안 관광(Coastal Tourism), 수산항 개발(Development of 
Fishing Harbors), 항만 및 해양 분야의 R&D(R&D in Port and Maritime Sector)로 구분
되며, 항만 및 해양 분야의 R&D에 대한 내용은 나머지 3개 계획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표 1-13> Sagarmala 프로그램 중 ‘해안 지역사회 개발’ 주요 내용

영역 주요 내용

기술 개발
(Skill Development)

• 항만 및 해양 분야 인력 양성
• 해양 및 조선 산업 우수 센터(CEMS) 설립
• Alang-Sosiya 조선소 근로자 화재 안전 교육
• 해양 물류 분야의 다중 기술 개발 센터(MSDC) 설립
• 항만‧수로‧해안 기술 센터(NTCPWC) 설립
• 내륙‧해안‧해양 기술 센터(CICMT) 건립 제안 등

해안 관광
(Coastal Tourism)

• 해안 관광로 개발
• 크루즈 관광을 위한 인프라 개발
• 등대 개발
• 국립 해양 유산 박물관 단지 개발
• 수중 갤러리 및 레스토랑 개발 등

수산항 개발
(Development of Fishing Harbors)

•  어업 및 양식, 냉장기술 개발 등 부가가치창출과 관련된 역량 강화, 인프라 및 
사회 개발

• 심해용 어선 및 어류 가공 센터 개발 등

항만 및 해양 분야의 R&D
(R&D in Port and Maritime Sector)

• 기술 개발, 해안 관광, 수산항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출처:  Sagarmala 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sagarmala.gov.in)

이 중 본 연구과제와 큰 연관이 있는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21개 해안 지역의 기술 격차
에 대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다. 인도 해운부는 DDU-GKY에서 향후 3년 간 매년 10,000
명을 훈련하기 위하여 기술 개발 이니셔티브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Andhra 
Pradesh, Kerala, Tamil Nadu에서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1단계에서 
DDU-GKY와 융합하여 해안 지역 기술 프로그램에 1,978명의 지원자들이 훈련을 받았고 
1,143명이 훈련을 마치고 배치되었다. 기술 기반의 기술 개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운부
는 2019년 2월부터 운영된 해양 및 조선 산업 우수 센터(CEMS, Centre of Excellence in 
Maritime & Shipbuilding)를 Vizag와 Mumbai에 설립하였다. 이 센터는 해양 및 조선 
분야의 숙련된 인력을 제공하며 연간 10,500명을 훈련 가능하다.

해운부는 또한 Alang-Sosiya 조선소의 근로자들을 위해 화재 안전 교육 프로젝트에 자
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2017년 2월 이후 지금까지 23,000명의 직원에
게 교육(재교육 포함)이 제공되었다. 어느 조선소에서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자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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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간 이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실제로 Alang 선박 재활용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기본 안전 교육을 받는다. 해운부는 또한 교육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이 교육 프로
그램을 외부에서 이수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인도의 선박 등록청(IRS, Indian Register 
of Shipping)은 현재 제2자를 통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8년 7월 GMB는 근
로자 보건 및 안전 개선에 대한 협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 고용노동부(MoL&E, 
Ministry of Labour & Employment), 공장 자문 서비스(Factory Advice Services), 노
동 연구소(Labour Institutes)와 양해 각서(MoU)를 체결하였다. 교육 과정의 커리큘럼은 
기술 개발 및 기업가부(MSDE, Ministry of Skill Development & Entrepreneurship)에
서 공지한 국가 기술 자격 프레임워크(National Skill Qualification Framework)에 따라 
기술 개발 체계에 대한 공통 규범에 맞게 검토 및 개정되었다.

해운부는 MSDE와 협력하여 MSDE의 PMKK(Pradhan Mantri Kaushal Kendra) 프로
그램에 따라 인도 주요 항만에 해양 물류 분야의 다중 기술 개발 센터(MSDC, Multi Skill 
Development Centres)를 설립하고 있다. 최초의 센터는 2019년 3월 8일 JNPT에 설
립되었으며, ChPT(Chennai 항만), CoPT(Cochin 항만), VPT(Visakhapatnam 항만), 
NMPT(New Mangalore 항만)에 추가로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센터를 통해 해상 
물류 분야의 기술 개발을 제공하고자 하며 항만 및 해상 분야에서 연간 1,050명 이상의 학
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것이다. 주요 교육 영역은 창고 관리, 위탁 및 추적, 재고 관리, 수
출입 무역 서류, 기타 해양 물류 분야 과정으로 구성된다. 교육 시설은 JNPT와 CIDCO에 
의해 제공되었으며 이 센터는 All Cargo Logistics Ltd.에서 관리 및 운영된다.

IIT Madras에 있는 국가 항만, 수로 및 해안 기술 센터(NTCPWC, National 
Technology Centre for Ports, Waterways and Coasts)는 항만, 수로 및 해안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NTCPWC는 항만, 인도 내륙 수로 관리청
(IWAI, Inland Waterway Authority of India) 및 기타 유관 기관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도 해운부를 대신하여 기술 책임자 역할을 수행한다. 센터의 시설은 해
운부, IWAI, 주요 항만에서 공유하여 활용한다. 2018년 2월 26일 해운부와 IIT Madras 간 
양해 각서를 체결하면서 NTCPWC 설립의 기반이 수립되었다. IIT Kharagpur의 내륙 및 
해안, 해양 기술 센터(CICMT, Centre for Inland and Coastal Maritime Technology)
의 건립도 제안되었으며, CICMT 또는 NTCPWC와 마찬가지로 해운부의 기술부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는 최첨단 시설로 건립되어 연안/내륙 수로를 위한 선박 설계, 조선 기술 
및 구조 설계, 운송 시스템 및 물류, 극저온 화물 취급, 연안 및 내륙 수로에서 녹색/재생 가
능 에너지 생산의 5가지 영역에서 기술 개발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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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항만 운영 관련 법‧제도 현황

인도의 항만 운영과 관련된 법‧제도에는 인도의 12개 주요 항만에 적용되는 ‘The 
Major Port Trusts Act, 1963’이 있고, 그 외 항만들은 ‘IPA Act, 1908’을 적용하여 운영
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부 항만에서는 자치 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표 1-14> 항만 관련 법‧제도 목록

제정 일자 Act No. 법‧제도 명

1838. 08. 27. 19 The Coasting Vessels Act, 1838

1873. 02. 11. 8 The Northern India Canal and Drainage Act, 1873

1881. 03. 15. 16 The Obstructions in Fairways Act, 1881

1908. 12. 18. 15 The Indian Ports Act, 1908

1917. 02. 07. 1 The Inland Vessels Act, 1917

1925. 09. 21. 26 The Indian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25

1927. 09. 21. 17 The Light House Act, 1927

1948. 03. 04. 9 The Dock Workers (Regulation of Employment) Act, 1948

1948. 04. 16. 33 The Calcutta Port (Pilotage) Act, 1948

1958. 10. 30. 44 The Merchant Shipping Act, 1958

1963. 10. 16. 38 The Major Port Trusts Act, 1963

1966. 03. 26. 4 The Seamens Provident Fund Act, 1966

1980. 11. 29. 49 The Dock Workers (Regulation of Employment) Amendment Act, 1980

1984. 08. 23. 55
The Hooghly Docking and Engineering Company Limited (Acquisition and 
Transfer of Undertakings) Act, 1984

1985. 12. 30. 82 The Inland Waterways Authority of India Act, 1985

1986. 08. 14. 33 The Merchant Shipping (Amendment) Act, 1986

1993. 04. 02. 28 The Multimodal Transportation of Goods Act, 1993

1997. 08. 18. 31
The Dock Workers (Regulation of Employment) (Inapplicability to Major Ports) 
Act, 1997

2002. 12. 20. 69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and 
Fixed Platforms on Continental Shelf Act, 2002

2008. 11. 11. 22 The Indian Maritime University Act, 2008

2016. 03. 25. 17 The National Waterway Act, 2016

2017. 08. 09. 22 The Admiralty (Jurisdiction and Settlement of Maritime Claims) Act, 2017

출처:  인도 해운부 홈페이지 (http://shipmin.gov.in)



인
도

 항
만

 운
영

 개
선

을
 위

한
 인

력
기

술
 강

화
 방

안
 컨

설
팅

034

1. The Major Port Trusts Act, 1963

이 법은 인도의 주요 항만에 대해 해당 항만을 운영‧관리하는 항만공사의 규정을 정의하고 
항만 관리, 통제 및 운영, 기타 항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3년 
10월 16일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제정 당시 Cochin 항만, Kandla 항만, Visakhapatnam 항만을 
적용 범위로 정의했으나 현재는 12개 주요 항만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 법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으로는 항만공사의 임직원 구성,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항만공사의 자치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자산 운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항만의 업무 및 서
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항만 사용에 따른 이용료 책정 권한 및 비용 부과에 관한 사항, 자금 
차입 및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예산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중앙정부로부터의 감사 및 통제
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특히 항만의 업무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적 및 하역, 화물 운송을 포
함한 항만 서비스 및 부두 이용과 관련하여 항만공사 및 중앙정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상품 손실 및 손해 발생 시 항만공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도 정의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통관에 관한 사항, 민간 부두 이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다.

2.  The Dock Workers (Regulation of Employment) Act, 1948 및 The 
Dock Workers Amendment Act, 1980

이 법은 인도의 항만 근로자들의 고용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8년 3월 4일 제정
되었으며 1980년 11월 29일 개정되었다. 이 법은 인도 Jammu 주와 Kashmir 주에 위치
한 항만을 제외한 전체 항만에 적용된다.

이 법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으로는 항만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사항, 항만 근로자 단체의 
기능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 항만 근로자 단체의 감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법에 따르면 항만 근로자들은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야 하며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도 
함께 등록되어야 한다. 항만 근로자의 채용 계획에 대해서는 공보(Official Gazette)를 통
해 공지해야 한다. 항만 근로자들은 항만 근로자 단체(Dock Labour Board)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또한 공보를 통하여 공지해야 한다. 이 단체는 항만에 대한 계획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권한 행사를 통해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매년 결산보고서 제출 및 회
계감사의 의무도 있다.

1980년 11월 개정된 내용은 항만 근로자 단체 운영을 위한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이전에 조성된 기금은 개정된 법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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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Indian Maritime University Act, 2008

이 법은 해양 과학 및 기술, 해양 환경 및 기타 관련 분야에서 우수성을 달성하는 등 해양 
연구를 장려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교육기관 및 제휴 대학
을 설립 및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11월 11일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으로는 인도 해양대학교(Indian Maritime University) 설립 
및 설립 목표에 관한 사항, 대학 운영조직 구성과 구성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대학 
운영 기금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인도 해양대학교는 Chennai에 위치하며 Mumbai, Kolkata, Visakhapatnam 등에 캠
퍼스가 있다. 학교가 인도의 해양 과학 및 기술, 기타 관련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되었
으나 주로 해양학, 역사, 법, 보안, 환경 등 학문적인 연구와 수색 및 구조, 위험화물 운송 등
에 관한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해당 인력 배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항만 기능 인력을 양성
하기 위한 과정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제5절 항만 동향 분석

딜로이트에서 발표한 “Global Trends to 2030 – Impact on Ports Industry”에 따르면, 항만 
개발의 주요 동향을 9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15> 항만 개발의 주요 동향

카테고리 내용

세계화, 인구성장, 
천연자원의 부족

• 세계화와 세계 경제 발전으로 인한 세계 화물 운송의 성장 유도
 -  세계 경제의 아시아로의 집중화 (2030년까지 전 세계 GDP 중 아시아 비중 40% 이상으

로 증가 예상)
 -  해상 물류의 아시아 집중화
 -  광물 자원의 수요와 공급 불일치
 -  원자력의 희소성 증가

에너지 전환 및
바이오 기반 경제

• 에너지 공급의 핵심 역할 수행
 -  재생에너지의 비중 향상 및 태양에너지의 효율성 향상
 -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의 증가
 -  바이오 기반 화학 제품의 빠른 발전
 -  바이오 에너지의 수송 증가

물류의 디지털화

• 기술의 미래; 기술에 의한 물류 구성 방식 변경
 -  복잡해지는 물류로 인한 정보 흐름의 디지털화에 대한 필요성 증가
 -  현행 인프라의 최적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에 대한 필요성 감소
 -  불필요한 운송(예: 빈 컨테이너) 제거 가능
 -  데이터 분석 및 교환으로 최적 경로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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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내용

선상 제조(3D 프린팅)
• 3D 프린팅에 의한 운송의 필요성 제거
 -  3D 프린팅 기술 발전으로 화물 운송 불필요
 -  제품 운송보다 원자재 운송의 중요성 증가

보안

• 해커의 항만 운영 원격 제어가 가능한 것이 항만 보안의 새로운 약점으로 대두
 -  항만 자동화로 인하여 편리한 점이 있는 반면에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
 -  사이버 공격으로 해상 운송 시스템에 침입 가능
 -  보안에 대한 인식 고취 필요

지식 집약형 노동 시장

• 과학, 기술, 공학, 수학 (STEM) 능력에 중점을 둔 인재 확보 전쟁
 -  항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지식과 혁신이 대두되고 있음
 -  과학, 기술, 공학 수학 (STEM) 분야 인력들의 중요성 증가
 -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한 경쟁 증가

공급망의추가 통합

• 가장 약한 연결고리만큼 강력한 망 통합
 -  배후지와의 연결은 항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음
 -  해운 회사, 물류업체, 터미널 운영사의 글로벌화에 따라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협상력

이 강해지고 있음
 -  항만 운영 기관은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민간과의 공동 투자를 위한 활동을 수행

운송 규모의 증가

• 선박, 기차 및 트럭의 크기와 용량의 빠른 증가
 -  운송 수단의 크기가 향후 1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초대형 선박(예: 22,000TEU급)이 접안 가능한 항구가 제한되어 있어 부두 규모의 증가

도 예상됨
 -  환적이 점점 구조화되어 가고 있으며, 최적의 수송 방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접 항만 등 

다른 항만과의 협력 필요

지속 가능성

• 단순 마케팅에서 벗어난 지속 가능한 항만
 -  더욱 포괄적이고 엄격해지는 환경 규제
 -  에너지 효율성, 잔류 물질 및 탄소의 저장 및 재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타 산업과 명확하게 

구분

출처:  Deloitte, Global Trends to 2030 – Impact on Ports Industry

Industry 4.0 시대에 맞춰 항만 운영에도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Port 4.0이라
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도 발생하였다. Port 4.0은 자산 운영자에서 서비스 조정자로의 전
환, Industry 4.0으로의 더 큰 전환의 일부, 또는 세계 경제 전반에 걸친 디지털 방식의 효
율성 향상 등을 의미한다. Port 4.0으로 인해 항만 운영기관, 공급 업체, 고객 모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통적인 항구에서 Port 4.0으로 패러
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항만 자동화에 대한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인력 수요
에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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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항만 자동화 시장 규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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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자동화 시장 규모* 항만 자동화 시장성장 추세 자동화 영역별 시장 성숙도

출처:   Technavio.com (2017-2021). Porttechnology (edition 78.2018), Re-quotation from the Ocean View Observation Slide KMI 
Ocean Viewing Competition

*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의 자동화 시장 규모는 2017년 약 2.36 billion USD에서 2021년 약 6.22 billion USD로 연평균 약 27%의 성장을 보일 것
으로 예상

위와 같은 변화와 Port 4.0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배경으로는 최신 기술을 통한 항만 발
전의 필요성 증가, 고가 상품화에 따른 컨테이너 화물의 지속적인 증가, 수요 및 공급의 지
역적 특성 변화, 친환경 선박이 요구하는 친환경 항만 서비스의 수요 증가, 대규모 해운 회
사의 증가와 중소규모 해운 회사의 전략적 합병 증가 등이 있으며, 각 영역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16> Port 4.0 배경

영역 내용

최신 기술을 통한항만 발전의 필요성 
증가

화물 취급의 자동화 수준 향상에 따라 항만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항만 기
술 개발 및 투자가 증가함

고가 상품화에 따른 컨테이너 화물의 
지속적인 증가

무역의 세계화로 인하여 냉장 및 냉동 화물을 포함한 모든 상품의 컨테이너 운송 가능
성 증가

수요 및 공급의지역적 특성 변화
2030년까지 컨테이너 화물이 4~4.5% 성장하여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의 원자재 
대량 수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친환경 선박이 요구하는 친환경 항만 
서비스의 수요 증가

12,000~20,000TEU급 컨테이너 선박과 같은 대형 친환경 선박을 수용하기 위해 필
요한 항만 서비스의 친환경 수요 증가

대규모 해운 회사의 증가 및 중소규모 
해운회사의 전략적 합병 증가

대형 운송 업체의 경쟁력과 환적에 유리한 위치 선정으로 인한 대형 허브 항만 선호

출처:   Technavio.com (2017-2021). Porttechnology (edition 78.2018), Re-quotation from the Ocean View Observation Slide KMI 
Ocean Viewing Competition

하지만, 신기술 도입에는 항상 장애가 발생하듯이 Port 4.0을 도입함에 있어서도 ‘역량 
부족(A Shortage of Capabilities)’이라는 장애가 존재한다. 이는 전문 기술직 인력의 부
족을 의미하며 이는 변화에 따른 일반적인 문제로 분류된다.

항만 자동화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필요한 전문 기술직 인력을 채우는 것으로, 숙련
된 엔지니어조차 해당 기술을 훈련하는 데 5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여러 항만들은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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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명확한 계획 수립과 이행에 있어 필요한 기술직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에 어려움
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항만 자동화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
재 확보와 기술 역량을 갖추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림 1-9] 항만 자동화에 따른 ‘역량 부족’에 대한 인터뷰 결과

Shortage of people with necessary
skills and expertise is a challenge,
% of respondentsRespondent groups

Port operators with
experience in automation

Port operators planning to
implement automation

Suppliers

Others

Yes Somewhat No

Inspiring people and utilizing all
relevant expertise is a challenge,
% of respondents

75

44

33 50 17 27 36 36

50 38 13 57 29 14

56 44 22 33

25 50 50

출처:  Expert interview; McKinsey Container Terminal Automation Survey, 2017

* 각 비율의 합은 반올림되어 100%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제6절 환경 및 현황 분석 종합

인도는 인구 13억명, 유권자가 약 9억명인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로 다양한 인
종과 언어, 종교가 공존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2017년 독립기념일 기념사를 통해 ‘New 
India by 2022’를 제시하며, 2022년까지 빈곤, 부정부패, 테러리즘, 분파주의, 카스트제
도 총 다섯 가지 장애물을 극복한 현대국가인 인도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인도는 건
조한 경제성장과 안정적인 거시경제를 바탕으로 ‘Next China’ 유력 대안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IMF는 2019년 인도 GDP 성장전망치를 7%로 발표하는 등 인도의 성장을 밝게 전망
하고 있다. 모디 정부는 서비스 및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Make in India’ 정책
을 내세우며 제조업 부흥을 통한 경제발전을 목표로 제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또한, 석
유 등 광물자원의 상당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
지만, 2014년도에 취임한 모디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 및 기업환경개선을 전면에 내걸고 적
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와 무역정책 또한 수입을 가능한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방향
으로 정책을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인도는 넓은 국토에 전반적으로 다양한 인종과 언어, 
종교, 빈부 격차와 높은 문맹률, 그리고 종교 및 사회적 신분제도 등으로 이질성과 다양성을 
가진 복합적 사회구조를 지니고 있다. 특히, 수천년 동안 국민의 생활 규율로 작용해온 카스
트 제도는 현재 법적 금지와 근대화, 교육 등으로 매우 약화되어 가는 중이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관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인도의 교육 기본 정책은 지역 



제
1장

  인
도

 환
경

 및
 현

황
 분

석

039

간의 교육격차 해소, 전 계층 간의 균등한 교육기회, 국가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자원 개
발 등에 목표를 두고 교육 분야의 투자를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도의 해안선은 총 7,500km로 긴 해안선에 걸쳐 자와할랄네루 항만(대상 항만), 콜카
타 항만(대상 항만), 첸나이 항만, 코친 항만, 뭄바이 항만, 비사카파트남 항만 등 총 12개 
주요 항만이 있다.

자와할랄네루 항만은 인도의 대표적인 컨테이너 항만으로 인도 Maharashtra주 서해안
의 Navi Mumbai에 위치하고 있으며 Land Lord Port model의 PPP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와할랄네루 항만은 2018-19년 대비 2019-20년의 수출 화물 감소로 인하여 총 물
동량이 감소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소형 화물(Break Bulk)이 전 회계연도 대비 34.60% 증
가하였으나 벌크 화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액체 화물(Liquid Bulk)이 14.72%가 감소
하여 전체 벌크 화물의 물동량이 12.60% 감소하였다. 자와할랄네루 항만은 가장 현대적인 
항구로 건설되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크레인 운영, 크레인 수리, 트럭 기
사, 기타 유지보수 등에 대한 인력 수요가 높으나 숙련된 항만인력이 부족하여 숙련되지 않
은 인력들이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

콜카타 항만은 Kolkata Dock System(KDS)과 Haldia Dock Complex(HDC)로 구분
되어 운영 중이며 인도 동북부 West Bengal주에 위치하고 있다. KDS는 인도의 주요 벌크 
항만이자 유일한 강안 항구이며 Bharat Kolkata Container Terminals Pvt. Ltd.의 인력 
및 장비 운영에 대한 외주 용역으로 운영 및 관리되고 있다. 화물 처리를 위한 부두 외에도 
5개의 드라이 도크 (dry docks)가 있어 선박의 수리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며 조선 시설도 
갖추고 있다. KDS는 벌크 화물 외에도 컨테이너 화물도 수용하고 있으며 최근 컨테이너 수
송량 증가에 따라 컨테이너 및 벌크 화물의 복합 항만으로서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
안이 필요하다. HDC는 KDS의 위성 항만으로써 Land Lord Port model의 PPP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HDC는 해안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모래 퇴적에 따른 수심 감소 및 샌드
바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KDS 및 HDC는 항만 개발을 위하여 HDC 인근의 다
목적 부두 건설, Diamond Harbour에 세 개의 부두 건설, Saugor 지역에 세 개의 부두 건
설 등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어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항만 운영을 위한 인력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KDS의 경우에는 선박 유지보수 및 조선 시설을 갖추고 있어 
선박 도장, 기계 및 철강 기술자, 용접공, 드릴 및 절삭 기술자, 선박 조립, 전기 기술자 등의 
수요가 높다.

물류 및 운송과 관련하여 인도가 직면한 과제는 인프라다. 민간 항만의 투자가 항구의 개
발, 확장 및 현대화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국가의 도로, 철도, 내륙수로 등이 수년간 방치되
고 투자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도의 고속도로는 접근이 제한적이며 도로 상태
가 좋지 않아 항만 인근 지역에서 교통 혼잡과 정체가 발생한다. 인도의 물류 및 운송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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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철도의 중요성은 높다. 많은 양의 화물이 철도를 통해 항만 배후단지 또는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좋은 철도의 연결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철로 및 차량 부족, 창고의 용량 
제한, 일정하지 않은 철로 폭 등으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인도의 항해 가능한 내륙수로는 
약 14,500km인 반면에 내륙수로 운송(IWT, Inland Waterway Transport)은 내륙 화물 
운송 총량의 1%로 제한되며 현행 규정상 해안 수송은 인도 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통해 이
행되어야 한다.

인도의 대표적인 항만 개발 계획으로는 Sagarmala 프로그램이 있다. Sagarmala 프로
그램은 인도 해운부의 주력 프로그램으로 항만 현대화를 통하여 항만 주도의 개발을 강화하
고 해안선 개발 및 항만 지역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인도의 성장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Sagarmala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으로는 항만 현대화 및 신규 항만 개발(Port 
Modernization & New Port Development), 항만 연결성 강화(Port Connectivity 
Enhancement), 항만 연계 산업화(Port-led Industrialization), 해안 지역사회 개발
(Coastal Community Development)이 있으며, 이 중 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사
항은 해안 지역사회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해안 지역사회 개발 계획은 기술 개발(Skill 
Development), 해안 관광(Coastal Tourism), 수산항 개발(Development of Fishing 
Harbors), 항만 및 해양 분야의 R&D(R&D in Port and Maritime Sector)로 구분되며,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21개 해안 지역의 기술 격차에 대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다. 인도 
해운부는 항만 인력을 훈련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이니셔티브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
며 현재 Andhra Pradesh, Kerala, Tamil Nadu에서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해운부는 또
한 Alang-Sosiya 조선소의 근로자들을 위해 화재 안전교육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2017년 2월 이후 지금까지 23,000명의 직원에게 교육(재교육 
포함)이 제공되었다. 하지만 이는 주로 조선 기술, 선박 수리, 안전 교육을 중심으로 구성되
었기 때문에 항만 운영과 관련하여 항만 기능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
발이 필요하다. 해운부는 MSDE(Ministry of Skill Development & Entrepreneurship)
와 협력하여 MSDE의 PMKK(Pradhan Mantri Kaushal Kendra) 프로그램에 따라 자
와할랄네루 항만을 비롯한 인도 주요 항만에 해양 물류 분야의 다중기술개발센터(MSDC, 
Multi Skill Development Centres)를 설립하였다. 이 센터에서는 해상 물류 분야의 기술 
개발을 제공하고자 창고 관리, 위탁 및 추적, 재고 관리, 수출입 무역 서류, 기타 해양 물류 
분야 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항만 운영과 관련된 별도
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인도에는 항만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제도가 존재한다. 주요 법으로 1963년에 제
정된 The Major Port Trust Act가 있으며 이 법은 인도의 12개 주요 항만을 적용범위로 
항만공사의 운영, 즉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화물의 선적 및 하역, 화
물 운송 등 일부 항만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어 항만 기능인력 양성 및 인력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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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1948년에 제정되어 1980년에 
개정된 The Dock Workers Act와 2008년에 인도 해양대학교 설립과 함께 제정된 The 
Indian Maritime University Act가 있으나, 이 또한 항만 기능인력의 양성과 인력 배치, 
전문 인력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인도 정부 차원의 항만 기능인력 양
성 및 전문인력 자격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기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최근 항만 동향을 보면 항만 자동화 시장의 규모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
다. 또한, 최신 기술을 통한 항만 발전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항만 기술개발 및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신기술 도입에 따라 ‘역량 부족(A Shortage of Capabilities)’ 현상
이 발생할 수 있다. 항만 자동화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필요한 전문 기술직 인력을 육
성하는 것으로, 숙련된 엔지니어조차 해당 기술을 훈련하는 데 5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 따
라서 항만 자동화라는 패러다임 전환 시기에 인도 정부가 추구하는 항만 주도 경제성장 전
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항만운영관련 전문인력과 기능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과 그들의 기술적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선행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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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한국의 항만 현황

1. 개요 

한국에는 국가관리 무역항(National Ports) 14개, 지방관리 무역항(Municipal Ports) 
17개, 국가관리 연안항(National Costal Ports) 11개, 지방관리 무역항(Municipal Costal 
Ports) 18개 등 총 60개 항만이 있다. 

한국의 항만은 1990년대 이후 국제적 수준의 항만으로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이 중에서 
세계 6대 컨테이너항만으로 동북아 컨테이너 허브항만인 부산항을 중심으로 인천항, 광양
여수항은 중추적인 국가관리 무역항이다. 

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국가관리 무역항을 대상으로 한다. 

<표 2-1> 한국의 항만 구분

구분 항만명

국가관리무역항
(14개)

경인항, 인천항, 평택ㆍ당진항, 대산항,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ㆍ묵호항

지방관리무역항
(17개)

서울항, 태안항, 보령항, 완도항, 하동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진해항, 호
산항, 삼척항, 옥계항, 속초항, 제주항, 서귀포항

국가관리연안항
(11개)

용기포항, 연평도항, 상왕등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 거문도항, 국도항, 후포항, 울릉항, 추자
항, 화순항

지방관리연안항
(18개)

대천항, 비인항, 송공항, 홍도항, 진도항, 땅끝항, 화흥포항, 신마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중화항, 
부산남항, 구룡포항, 강구항, 주문진항, 애월항, 한림항, 성산포항

출처:  항만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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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항만은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부 산하의 주요 지역별 해운항만청과 해당 지자
체, 4개 항만공사(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에서 관리‧운영되고 있다.

[그림 2-1] 한국의 항만 

속초항

부산항

여수항

제주항

인천항

황   해

동   해

동해항

포항항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제주도

울산항 

통영항

강정항

목포항

군산항

평택항

출처 : 해양수산부

2. 처리 물동량 

한국 무역항의 총 물동량은 2011년 1,224.3백만톤에서 2019년 1,637.9백만톤으로 연
평균 3.7% 증가하였다.

동 기간 중 부산항은 연평균 5.9% 증가하여 2019년 467백만톤, 석유화학, 제철 등 벌크
화물 중심항만인 광양여수항 3.6%, 310백만톤,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컨테이너 및 벌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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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처리하는 종합항만인 인천항은 0.8%, 157백만톤을 처리하였다. 2019년 기준 부산항
은 총 물동량의 28.5%, 광양여수항 18.7%, 인천항 10.1% 등 이들 3개항은 전체의 57.2%
를 차지하고 있다.

<표 2-2> 한국 주요 항만의 총 물동량 (2011~2019)
(단위 : 백만톤)

연도 부산 인천 광양여수 평택당진 기타 합계

2011 294.3 147.7 233.7 95.6 548.6 1,224.3 

2012 312.0 143.9 242.5 100.7 550.9 1,249.3 

2013 324.9 146.0 236.1 109.2 553.8 1,260.7 

2014 346.6 150.1 240.6 117.0 662.7 1,400.0 

2015 359.7 157.6 273.4 112.2 672.4 1,463.1 

2016 362.4 161.3 284.7 112.9 701.1 1,509.5 

2017 401.2 165.5 293.8 112.5 713.7 1,574.3 

2018 460.0 163.5 303.3 115.1 694.1 1,620.9 

2019 467.1 157.2 309.8 113.0 703.8 1,637.9 

CAGR 5.9% 0.8% 3.6% 2.1% 3.2% 3.7%

출처: 해양수산부 및 https://new.portmis.go.kr

[그림 2-2] 한국 주요 항만의 총 물동량 (201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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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한국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09년 16.3백만TEU에서 2019년 29.1백
만TEU로 연평균 5.9% 증가하였다.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은 2009년 각각 11,980천TEU, 1,578천TEU, 1,810천TEU
에서 2019년 21,910천TEU, 3,087천TEU, 2,377천TEU로 연평균 6.2%, 6.9%, 2.8%씩 
증가하였다. 2019년 기준 부산항은 총 물동량의 75.2%, 인천항 10.6%, 광양여수항 8.2% 
등 이들 3개항은 전체의 94%를 점유하였다.

정부차원에서 부산항을 보조하는 “Two-Port” 시스템으로 육성시키려 했던 광양항은 당
초 계획하였던 전국 각지로부터의 물동량 유치 부족, 인근 지역의 산업단지 활성화 부진 등
으로 인해 2015년부터 인천항과 컨테이너 물동량의 역전이 이루어졌다. 이후 신항만 개장 
등으로 인해 인천항은 수도권의 관문항으로서 부동의 국내 2위 컨테이너항만으로 굳건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표 2-3> 한국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 (2011~2019)
(단위 : 천TEUs)

연도 부산 인천 광양 기타 합계

2009 11,980 1,578 1,810 973 16,341 

2010 14,194 1,903 2,073 1,199 19,369 

2011 16,185 1,998 2,073 1,355 21,611 

2012 17,046 1,982 2,154 1,368 22,550 

2013 17,686 2,161 2,285 1,337 23,469 

2014 18,683 2,335 2,338 1,442 24,798 

2015 19,469 2,377 2,327 1,508 25,681 

2016 19,456 2,680 2,250 1,619 26,005 

2017 20,493 3,048 2,233 1,694 27,468 

2018 21,662 3,121 2,408 1,779 28,970 

2019 21,910 3,087 2,377 1,744 29,118 

CAGR 6.2% 6.9% 2.8% 6.0% 5.9%

출처: 해양수산부 및 https://new.portm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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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한국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 (200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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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양수산부

3. 취급화물 품목 

2019을 기준으로 부산항과 인천항의 품목별 처리 물동량은 전반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반면, 광양여수항은 액체화물 및 철강 관련 제품들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다. 이는 석
유화학 및 제철 등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원자재 수출입 수요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이며, 다양한 화물을 취급해야 하는 종합항만으로서의 특성과 항만하역의 포괄적인 특
성이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광양여수항은 항만하역에 기초한 항만노무자들의 Skill-gap 분석에는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2-4> 주요 항만의 품목별 물동량 (2019)
(단위 : 백만톤)

품목 합계 부산 인천 광양여수 기타 3개항

양 곡 11 0.7% 100% 2 20.9% 4 37.0% 0 1.0% 5 41.0% 7 59.0%

식음료 등 78 4.8% 100% 51 65.4% 7 8.6% 5 6.6% 15 19.4% 63 80.6%

시멘트 40 2.4% 100% 2 5.2% 4 11.2% 2 5.7% 31 78.0% 9 22.0%

유연탄 139 8.4% 100% 0 0.0% 15 11.1% 27 19.8% 96 69.1% 43 30.9%

철광석 80 4.9% 100% 0 0.2% 0 0.0% 35 43.0% 46 56.8% 35 43.2%

기타광석 및 생산품 69 4.2% 100% 6 8.5% 4 5.8% 18 26.3% 41 59.4% 28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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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합계 부산 인천 광양여수 기타 3개항

목재, 목탄 코르크 등 30 1.8% 100% 21 69.6% 3 10.0% 2 7.9% 4 12.6% 26 87.4%

방직용섬유 및 그제품 148 9.0% 100% 100 67.7% 21 14.0% 14 9.3% 13 9.0% 134 91.0%

철강 및 그제품 103 6.3% 100% 27 25.7% 7 6.6% 19 18.0% 51 49.7% 52 50.3%

비철금속 및 그제품 21 1.3% 100% 17 82.1% 1 5.9% 1 7.1% 1 4.9% 20 95.1%

기계류 및 그부품 48 2.9% 100% 39 79.9% 3 6.8% 2 4.5% 4 8.7% 44 91.3%

전기기기 및 그부품 37 2.3% 100% 27 72.8% 7 18.8% 2 4.2% 2 4.2% 36 95.8%

차량 및 그부품 109 6.6% 100% 25 22.7% 8 7.3% 12 10.7% 64 59.3% 44 40.7%

액체화물 475 28.9% 100% 8 1.8% 52 10.8% 141 29.8% 274 57.6% 201 42.4%

화학제품 및 
플라스틱 등

138 8.4% 100% 70 50.5% 7 5.4% 22 15.8% 39 28.3% 99 71.7%

기 타 118 7.2% 100% 74 63.0% 14 11.8% 9 7.4% 21 17.8% 97 82.2%

합계 1,644 100% 100% 469 28.5% 157 9.6% 311 18.9% 707 43.0% 937 57.0%

주: 기타에는 모래, 무연탄, 항공시 선박 및 부품, 피혁 및 그 제품, 비료, 원목, 고철, 기타잡화 등 포함
출처:  https://new.portmis.go.kr

4. 항만하역업체 및 하역종사자 

2018년의 항만하역업체는 지점을 포함한 총 등록업체수는 421개사이며, 항만별로 중복
된 지점을 제외한 본사 기준의 순사업자수는 295개사이다. 등록된 총 하역업체의 24.7%인 
104개 업체가 부산항과 인천항에 위치하고 있으며, 순사업자수는 88개사로 전체의 29.7%
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직 및 기능직을 포함한 총 항만하역종사자는 19,630명으로, 부산항과 인천항에 각
각 6,982명(35.6%), 2,481(12.8%)명으로 전체의 48.2%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하역작업
의 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하역업체에 직접 고용된 부산항과 인천항의 
하역종사자는 전체의 61.6%를 차지하는 8,399명에 달하고 있다.

<표 2-5> 항만별 소속별 업체수 및 하역종사자 (2018) 

항만명

업체수1) 하역종사자

대상항만등록 
업체

순 
사업자 합 계

하 역 업 체2) 항운 노조원

인원(명) 구성비(%) 인원(명) 구성비(%)

부 산 55  51  6,982  6,035  44.2% 947  15.8% 부산

인 천 49  37  2,481  2,364  17.3% 117  2.0% 인천

평택‧당진 23  15  1,369  1,079  7.9% 290  4.8% 평택, 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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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명

업체수1) 하역종사자

대상항만등록 
업체

순 
사업자 합 계

하 역 업 체2) 항운 노조원

인원(명) 구성비(%) 인원(명) 구성비(%)

울 산 50  36  1,248  412  3.0% 836  14.0% 울산

광양‧여수 33  24  1,709  1,022  7.5% 687  11.5% 여수, 광양, 순천

포 항 17  12  1,594  759  5.6% 835  13.9% 포항

마 산 71  45  1,257  706  5.2% 551  9.2%
마산, 진해, 통영, 

삼천포, 옥포, 고현, 
하동

군산‧대산 27  10  892  393  2.9% 499  8.3%
군산, 장항, 보령, 
대산, 태안, 서산

목 포 35  28  750  358  2.6% 392  6.5% 목포, 완도, 노화도

동 해 36  22  738  329  2.4% 409  6.8%
동해, 묵호, 삼척, 
옥계, 속초,  호산

제 주 25  16  610  184  1.3% 426  7.1% 제주, 서귀포

합계 421  296  19,630  13,641  100.0% 5,989  100.0%  

주 1:  순사업자란 2개 지역 이상 등록업체의 중복을 제외한 수치로 본사를 순사업자로 봄을 원칙으로 하되, 본사가 하역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지
점 한곳을 순사업자로 집계

주 2: 하역종사자에는 하역업체의 일반직, 기능직 포함
출처:  한국항만물류협회(KOPLA), “항만하역요람 2019”, 2019.11

[그림 2-4] 항만별 소속별 업체수 및 하역종사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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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항만노동자는 2010년 18,505명에서 2018년 19,630명으로 연평균 0.7% 증가
하였다. 2010년 전체 항만노동자 중 부산항과 인천항은 각각 30.3%, 13.7%로 전체의 44%
를 차지하였으며, 2018년에는 각각 35.6%, 12.6%로 전체의 48.2%를 점유하고 있다. 

2010~2018년간 부산항의 총 노동자가 2.8% 증가한 반면, 항운노조 소속 노동자들은 동
기간에 3.8% 감소하였다. 이는 터미널 운영사에 직접 고용되는 노동자가 많다는 의미이며, 
실제로 연평균 4.3% 증가하였다.

반면 인천항의 총 노동자는 연간 0.2% 감소하였으며, 직접 고용된 노동자는 0.3% 감소, 
항운노조 노동자는 0.1%로 소폭 늘어났다.

<표 2-6> 한국 항만의 하역종사자 수 추이 (2010-201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CAGR

부 산 5,606 5,336 5,243 4,424 4,616 5,271 5,616 5,549 6,982 2.8%

인 천 2,528 2,861 2,721 2,715 2,589 2,575 2,508 2,494 2,481 -0.2%

평택‧당진 1,097 1,174 1,235 1,280 1,395 1,283 1,320 1,290 1,369 2.8%

울 산 1,526 1,492 1,479 1,439 1,407 1,410 1,333 1,289 1,248 -2.5%

광양‧여수 1,794 1,702 1,752 1,907 1,823 1,184 1,602 1,652 1,709 -0.6%

포 항 1,728 1,697 1,743 1,729 1,812 1,764 1,713 1,600 1,594 -1.0%

마 산 1,414 1,460 1,565 1,473 1,452 1,346 1,301 1,296 1,257 -1.5%

기타 2,812 2,960 2,912 2,867 2,818 2,912 2,932 2,991 2,990 0.8%

합계 18,505 18,682 18,650 17,834 17,912 17,745 18,325 18,161 19,630 0.7%

출처:  한국항만물류협회(KOPLA), “항만하역요람 각년도”

[그림 2-5] 한국 항만의 하역종사자 수 추이 (20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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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한국 항만의 항운노조 인력 추이 (2010-201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CAGR

부 산 1,291 1,180 1,122 1,132 1,097 1,070 1,048 978 947 -3.8%

인 천 116 116 113 115 115 122 121 120 117 0.1%

평택‧당진 188 230 238 253 276 271 287 286 290 5.6%

울 산 883 877 881 887 873 862 854 846 836 -0.7%

광양‧여수 584 577 590 582 564 545 703 697 687 2.1%

포 항 950 949 953 953 961 958 935 861 835 -1.6%

마 산 592 619 616 619 611 622 611 572 551 -0.9%

기타 1,488 1,563 1,553 1,569 1,579 1,652 1,671 1,739 1,726 1.9%

합 계 6,092 6,111 6,066 6,110 6,076 6,102 6,230 6,099 5,989 -0.2%

출처:  한국항만물류협회(KOPLA), “항만하역요람 각년도”

[그림 2-6]  한국 항만의 항운노조 인력 추이 (20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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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업 대상 항만 

인천항은 한국의 2대 컨테이너항만으로, 총인구의 50%(25.9백만명)가 집중된 수도권의 
관문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벌크화물도 처리하는 종합항만이다. 특히 신항이 개항되기 이전
에는 내항과 남항 등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이 아닌 다목적 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처리하였지
만, 신항 건설을 통해 본격적인 컨테이너 전용터미널 운영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인천
항의 특징은 현재의 JNPT와 콜카타항과 유사하며, 중단기적인 발전 목표 수립에 적합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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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은 세계 6대 컨테이너항만으로, 대형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들이 대규모 물동량을 
처리하는데 특화되어 있다. 부산항은 본 과업의 대상인 JNPT가 서남아 및 중동, 동아프리
카의 중추 컨테이너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기적인 목표 설정에 기여할 것이다.

광양여수항의 총 물동량은 인천항보다는 많지만, 석유화학, 제철 등 대형 제조업체의 특
정 벌크 물동량 처리비율이 매우 높다. 반면 컨테이너 물동량은 부산항과 인천항에 비해 성
장률이 낮아 상대적으로 본 과업의 대상이 되기에는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하역업체수 및 하역종사자 측면에서 부산항과 인천항의 비중과 종류의 다양성 등에서 절
대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업에서 항만하역종사자들의 역량 분석을 위해 주요 항만별 물동량‧지경학
적‧산업구조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결과, 컨테이너 물동량은 인도의 대상 항만과 유사
하면서 다양한 화물을 처리하는 종합항만인 인천항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제2절 분석대상 인천항 현황

1. 인천항

인천항은 1883년 국내 최초로 개항한 이후 국가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
행해왔다. 조수간만의 차를 극복하고 대형선박을 수용하기 위해 1974년 축조된 갑문은 동
양 최대 규모다.

<표 2-8> 인천항의 연혁

연도 내용

1883 • 인천항 개항

1918 •  인천항 제1도크(DOCK) 준공

1974 • 우리나라 최초 컨테이너 부두 개장   • 동양 최초 갑문시설 준공   • 인천항 제2도크(DOCK) 준공

2000 • 제1국제여객터미널 개장

2002 • 제2국제여객터미널 개장

2004 •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개장

2005 • 인천항만공사 출범 (7월 11일)

2006 • 컨테이너 물동량 100만TEU 최단시간 돌파 (2년 연속 돌파)

2007 • 인천항 북항, 철재부두 개장   • 아암물류단지 내 컨테이너 물류기지 준공 및 본격 운영

2008 • 인천항 북항 목재부두 개장   • 인천항 연간 컨테이너 처리량 ‘세계 65위’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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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내용

2009 • 인천 북항, 다목적부두 준공   • 인천항 남항 E1컨테이너 터미널 개장

2012 • 인천항 북항 북항 17개 선석 모두 가동

2013 • 컨테이너 물동량 200만TEU 달성

2015 • 인천신항 B터미널(SNCT) 개장 (6월 1일) 

2016
• 인천신항 한진터미널(HJIT) 개장 (3월 18일)   • ‘인천항 컨테이너 기능 조정 및 활성화 방안’ 발표 (해양수산부)
•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 2단계 건설공사 완료

2017 • 인천항 컨테이너 300만 TEU 달성

2018 • 300만 TEU 달성 (전년대비 8일 단축)

2019 • 크루즈터미널 개장   • 인천항 해양관광 여객 200만명 돌파

2020
• 글로벌 선사 ONE(Ocean Network Express) 인천항 첫 서비스 개설
• 디얼라이언스(The Alliance) 해운동맹 회원사 HMM, 미주 직항 서비스(PS8, Pacific South 8) 개설

출처:  인천항만공사(IPA)

2. 인천항만공사 (IPA)

인천항만공사 (IPA, Incheon Port Authority)4)는 2005년 인천항의 효율적 개발 및 관
리를 위해 항만공사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국가 공기업이다. 

항만공사법 제1조에 따른 설립 목적은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고 국민경제의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관련법에 의거한 IPA의 사업범위는 아래와 같다.

<표 2-9> 인천항만공사의 사업범위

사업 관련법

•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ㆍ보안ㆍ화물관리ㆍ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
한 사업

「항만법」 제2조제5호

•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항만법」 제2조제11호

• 항만재개발사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 

•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2호

4　2003년 항만공사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IPA의 주무기관은 해양수산부이며, 기관성격은 시장형 공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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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법

•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

•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탁받은 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
진법」 제2조제3호)

•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관
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  항만구역 외에서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등
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남북 간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을 위한 교류 및 협력사업

•  그 밖에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위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출처:  인천항만공사(IPA)

IPA는 설립 이후 부두와 배후물류단지 등 항만 인프라시설을 꾸준히 확충하고, 항로와 
서비스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왔다. 2005년 IPA 출범시와 비교하여 2019년 결산기준으로 
자산규모(3조3,148억원)와 매출액(1,567억원)은 각각 60.5%, 7.7배 이상 성장하였다. IPA
는 장래에도 인천신항 확충을 포함하여 신국제여객터미널 개발 및 성공적 운영, 골든하버 
개발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지속하여 인천항을 화물과 여객, 물류와 관광 비즈니스가 조
화된 일류 항만으로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2-7] 인천항만공사 조직도

Management Division

Disaste & Safety Office

Job Creation & Social Values Office Port Committee Audit Committee

Audit Team

Operation Division Construction Division

Customer

President IPA Labor Union

• Planning & Coordination Office
   (Innovation · Performance 
   Management TF Team)
• Financial Management Team
• Port New-Deal Project Team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eam
• Management Support Team Public 
   Relations Team

• Logistics Strategy Office
• Global Marketing Team
• Port Operation Team
• Logistics Business Team
• Passenger Business Team
• Logistics Information Team
• Port Environment Team

• Port Development Office
• Port Construction Team
• Port Facility Maintenance Team
• Port Technology Team
   (Research & Cevelopment TF Team)
• Lock Gate Operation Team
• Lock Gate Facilities Team

출처:  인천항만공사(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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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인천항만공사의 미션, 비전 및 전략과제

출처:  인천항만공사(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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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천항 시설현황

[그림 2-9] 인천항 부두 현황

출처:  IPA, “Port of Incheon-The Northeast Asian Hub Port, Moving Towards Becoming a Global Hub Port”, 2019의 내용을 저자가 수
정‧정리

인천항은 신항, 내항, 남항, 북항 등 4개의 화물처리 항만시설과 연안 및 국제여객부두, 
골든하버, 항만배후부지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부두시설로는 총 125개 선석, 총 부두길이 
26,031m(일반부두 23,572m + 컨테이너 부두 2,459m)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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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컨테이너를 포함한 모든 화물이 내항을 중심으로 처리되었지만, 이후 연안부
두, 남항, 북항 등의 순으로 개발‧운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갑문 (Lock Gate) 통과에 따른 
내항 입출항사의 시간적인 지체가 발생하는 일부 컨테이너 화물은 남항, 환경 및 교통 정체
가 발생하는 클린벌크화물(Clean Bulk Cargo)은 북항에서 부분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신
항 개장을 계기로 내항에서의 컨테이너 화물 처리는 완전히 중단되었고, 남항의 SNCT부두
와 CJ대한통운 부두는 폐쇄되었다.

2015년 6월 부분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여 2017년 11월부터 모든 시설이 본격 운영되
기 시작한 신항은 12,000TEU의 대형 컨테이너 선박도 접안할 수 있다. 신항 개장을 계기
로 그동안 다목적부두를 활용하여 처리되었던 컨테이너 화물은 전용터미널을 통해 처리됨
에 따라 컨테이너 처리의 효율성과 경쟁력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신항의 
컨테이너 터미널은 ARMGC 등 다양한 자동화 하역장비 도입, 하이텍 기반의 터미널 운영
시스템 등을 통한 최첨단 항만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또한 2025년 운영을 목표로 
신규 건설 예정인 1-2단계의 컨테이너터미널은 완전 자동화로 계획되어 있다.

<표 2-10> 인천항의 시설 개요 및 주요 운영사 (2019)

Index Major Terminal 
Operators

Berthing Capacity
Pier Length

(m)

Unloading Capacity

DWT No. of 
Berth

BULK
(000 RTs)

CONT
(000 TEUs)

Total 125 26,031 92,671 3,162

New Port
• SNCT
• HJIT

5,000~40,000
(2,000~3,000TEU)

6 1,600  2,400

Inner Port
•  IPOC (Incheon 

Inner-Port 
Operation Com.)

2,000~50,000 46 9,838 38,161  

South Port
•  ICT
• E1CT

2,000~100,000 25 3,642 17,600 762

North Port

• Dongbang
• Daejoo
• INMT
• Dongbu

500~330,000 26 6,421 13,900  

Golden Harbor
•  Ferry boats & 

Cruise ships
500~50,000 9 1,429   

Songdo(New 
Port)

• KOGAS
• E1

3,000~75,000 4 1,300   

Youngheung-
do

•  Youngheung Power 
Plant

2,000~200,000 5 1,126 14,690  

Geocheom-do •  Sun Kwang Sand 5,000 4 675 8,320  

출처:  IPA, “Port of Incheon-The Northeast Asian Hub Port, Moving Towards Becoming a Global Hub Port”, 2019의 내용을 저자가 수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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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부두 연장은 잡화가 전체의 5,113m로 전체의 19.6%를 차지하고 이어서 유류
부두 4,010m (15.4%), 컨테이너 2,459m (9.4%), 모래 1,827m (7%), 자동차 1,635m 
(6.3%) 등의 순이다. 

<표 2-11> 인천항의 용도별 부두 개요 (2019)

품목

시설제원주1) 하역능력주2)

접안능력 부두길이
BULK(천RT) CONT(천TEU)

선박규모(DWT) 선석(개) (m) %

계 125 26,031 100% 92,671 3,162

컨테이너
5,000~40,000 

(2,000~3,000TEU)
9 2,459 9.4% - 3,162

잡화 8,000~50,000 23 5,113 19.6% 15,751  

목재 20,000 2 450 1.7% 920  

자동차 30,000~50,000 6 1,635 6.3% 10,250  

철재 8,000~50,000 12 2,618 10.1% 12,060  

양곡 50,000 4 1,216 4.7% 6,520  

석탄 100,000~200,000 4 1,136 4.4% 18,200  

시멘트 10,000 4 762 2.9% 3,840  

유류 500~330,000 19 4,010 15.4%   

모래 2,000~5,000 17 1,827 7.0% 17,980  

여객주3) 10,000~15,000 5 1,301 5.0%   

기타주4) 2,000~5,000 20 3,504 13.5% 7,150  

주 1: 시설제원 : 인천항 항만시설 운영규정 참고
주 2: 하역능력 :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16.9월 고시) 참고
주 3: 여객 : 국제여객부두(3선석), 국내여객연안부두(1선석)
주 4: 기타 : 내항 공영선석(15선석) 및 카페리 선석(2선석), 남항 석탄부두(유류 1선석), 영흥도 석회석부두(2선석)
출처:  인천항만공사(IPA)

4. 인천항의 지역별 부두 현황

가. 내항

갑문 내에 위치한 내항은 1974년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 터미널이 운영되었다. 총 46개 
선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0,000톤급은 12개 선석이다. 현재 내항은 일반화물, 철재, 양
곡, 자동차, 카페리 등의 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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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내항은 9개의 운영사가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이들 9개사는 2018년 
5월 통합법인인 인천내항부두운영주식회사 (IPOC, Incheon Inner-Port Operation 
Company)5)로 새롭게 출범하여 통합 운영하고 있다.

<표 2-12> 인천항 내항의 시설 현황

Category

Berthing Capacity Transit Shed Open 
Storage Yard 

Area(㎢)

Pier 
Length 

(m)

Unloading 
Capacity 
(k Tons)

No. of Berth (50k 
Tons)

DWT 
(k Tons)

No. of 
Units

Area 
(㎢)

Total 46 (12) 2~50 21 202 856 9,838 38,161 

Pier

1 11 (1) 2~50 3 12 127 1,964 4,730 

2 7 8~30 10 53 70 1,278 5,380 

3 7 8~20 4 20 57 1,250 4,340 

4 5 (1) 10~50 3 112 235 1,160 3,861 

5 4 (4) 50 1 5 173 1,150 8,530 

6 6 (1) 5~50 - - 108 1,218 3,040 

7 4 (4) 50 - - - 1,216 6,520 

8 2 (1) 20~50 - - 86 602 1,760 

출처:  IPA, “Port of Incheon-The Northeast Asian Hub Port, Moving Towards Becoming a Global Hub Port”, 2019, p.119, p.10의 내
용을 저자가 수정 정리

[그림 2-10] 인천항 내항

출처: IPA, “Port of Incheon-The Northeast Asian Hub Port, Moving  Towards Becoming a Global Hub Port”. 2019

5　 IPOC의 설립은 인천항의 항만별 기능 재정립, 기존 항만의 친수공간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정부의 인천내항 재개발 정책 및 
기존 항만물류 기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인천 및 수도권의 제조, 물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IPOC는 내항의 8개 부두
중 7개 부두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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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항

4,000TEU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3개 컨테이너 선석에 ICT, E1CT 등 2개의 터미널 운
영사가 있다. 이외에도 4개 일반화물 선석이 있다.

<표 2-13> 인천항 남항의 시설 현황

Category

Berthing Capacity Open 
Storage 

Yard Area  
(㎢)

CFS 
(Unit /㎡)

Pier 
Length 

(m)

Unloading Capacity 

No.of
Berth 

Depth of 
Water (m) (k TEU) (k Tons)

Total 18 4~14 473 3 / 1,800 2,422 762 13,760 

Pier

ICR 2 14 195 2 / 1,000 600 552 -

E1CT 1 12 94 1 / 800 260 210 -

Coal Pier 1 11 91 - 240 - 3,510 

Yeongjin  
general 

cargo/Sand
3 4 27 - 400 - 590 

Sand Pier 11 4 66 - 922 - 9,660 

출처:  IPA, “Port of Incheon-The Northeast Asian Hub Port, Moving Towards Becoming a Global Hub Port”, 2019, p.99, p.10의 내용
을 저자가 수정 정리

[그림 2-11] 인천항 남항

출처: IPA, “Port of Incheon-The Northeast Asian Hub Port, Moving  Towards Becoming a Global Hub Port”. 2019

다. 북항

북항은 총 17개 선석에서 목재, 철재, 원부자재, 부사료 등을 처리하는 벌크화물 전용항
이다. 현재 9개사가 부두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에서 운영하는 자가부
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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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인천항 북항의 시설 현황

Category

Berthing Capacity Transit Shed Open 
Storage 

Yard Area  
(㎢)

Pier 
Length 

(m)

Unloading 
Capacity 
(k Tons)No. of Berth 

(50k Ton-
level)

Depth of 
Water (m)

No. of 
Units

Area 
(㎢)

Total 17 (3) 11`14 8 77 643 4,298 13,900 

Pier

Dongbu 3 (3) 14 3 32 190 840 2,520 

Dongbang 3 (2) 11`14 1 9 91 770 2,330 

CJ 2 11 1 10 90 420 1,460 

INMT 1 11 1 10 48 288 660 

Daeju 3 11 2 16 94 700 1,710 

INTC  
(Lumber)

2 11 - - 48 450 920 

Hyundai  
Steel

2 (2) 11 - - 57 560 3,100 

Dongkuk  
Steel

1 (1) 11 - - 25 270 1,200 

출처:  IPA, “Port of Incheon-The Northeast Asian Hub Port, Moving Towards Becoming a Global Hub Port”, 2019, p.10의 내용을 저
자가 수정 정리

[그림 2-12] 인천항 북항

출처: IPA, “Port of Incheon-The Northeast Asian Hub Port, Moving  Towards Becoming a Global Hub Port”. 2019

라. 신항

12,000TEU 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6개 선석의 컨테이너 전용항으로 최신의 시설을 갖추
고 있다. 2025년에는 부두길이 1,050m의 완전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이 운영되고, 2040
년까지는 총 700m의 2개 선석이 개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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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2020년에 660,000m2, 2022년 540,000m2의 배후단지 개발과 함께, 추가
로 민자유치를 통해 940,000㎡의 배후단지가 개발될 예정이다.

<표 2-15> 인천항 신항의 시설 현황 및 개발계획

Development 
Phase Operating Pier Length 

(m) CY Area (㎢)
Unloading
Capacity 
(k TEU)

Operating Time

Total - 3,700 2,220 5,160 -

Subtotal - 1600 960 2,400 -

Phase 1-1

HJIT 800 480 1,200
420m (Mar. 2016)
380m  (Nov. 2017)

SNCT 800 480 1,200
410m (Jun. 2015)
390m  (Apr. 2017)

Subtotal - 2100 1,260 2,760 -

Phase 1-2

- 1050 630 1380 2025

- 350 210 460 2040

- 350 210 460 Future

350 210 460 Future

[그림 2-13] 인천항 신항

출처: IPA, “Port of Incheon-The Northeast Asian Hub Port, Moving  Towards Becoming a Global Hub Port”. 2019

<표 2-16> 인천항 신항의 배후단지 개발계획

Development Phase Area CY Area (㎢) Completion

Total - 2,550 2018~2022

Phase 1-1

Area 1 660 2018~2020

Area 2 940 Private Investment

Area 3 540 2020~2022

Phase 1-2 - 410 2025

출처:  IPA, “Port of Incheon-The Northeast Asian Hub Port, Moving Towards Becoming a Global Hub Port”, 2019, p.8의 내용을 저자
가 수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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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천항의 처리 물동량 현황

가. 총 물동량

인천항의 총 물동량은 2011년 148백만톤에서 2019년 157백만톤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0.8% 성장하였다. 특히 컨테이너 물동량은 동기간에 연 5.6%씩 성장하여 2백만 TEU에서 
3.09백만 TEU로 늘어났다.

이러한 물동량 증가로 인해 2018년 기준, 생산 유발효과는 179억 달러, 부가가치 유발효과 
60.1억 달러, 고용 유발효과 134,595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항의 총 생산액은 인천
광역시 전체 생산액의 33.8%를 차지하여 인천시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6)

<표 2-17> 인천항의 물동량 (2011~2019)
(Million Tons, Million TEUs)

Category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CAGR

Bulk & Container 148 144 146 150 158 161 166 163 157 0.8%

Container 2.00 1.98 2.16 2.34 2.38 2.68 3.05 3.12 3.09 5.6%

출처: 해양수산부 및 https://new.portmis.go.kr

[그림 2-14] 인천항의 물동량 (201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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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100만 톤) (100만 T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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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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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58
161 166 163

157

합계(좌, 벌크 및 컨테이너) 컨테이너(우)

나. 컨테이너

2015년 6월 부분 개장 이후 2017년 11월 전체 시설이 개장된 신항의 물동량은 급성장
하여 2019년 기준으로 인천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54.8%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의 컨테
이너 화물 집중화 정책으로 인해 장래에는 더욱 큰 성장이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남항의 
컨테이너 시설도 신항으로 전면 이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6　 https://www.ic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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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항과 골든하버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인천-중국 항만을 운항하는 카페리 선박을 
이용한 LO/LO(Lift-on/Lift-off)7), RO/RO(Roll-on/Roll-off)8),  화물이다.

<표 2-18>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2016~2019)
(000 TEUs)

구분 2016 2017 2018 2019 CAGR

New 
Port

SNCT 569,464 826,422 973,606 953,803 18.8%

HJIT 252,845 665,465 703,133 741,471 43.1%

Sub-total 822,309 1,491,887 1,676,739 1,695,274 27.3%

South 
Port

ICT 687,122 748,681 683,450 647,868 -1.9%

E1CT 336,270 330,940 283,084 329,762 -0.6%

CJKE 179,540 10,240 0 0 -100.0%

Sub-total 1,202,932 1,089,861 966,534 977,630 -6.7%

Golden Harbor 211,646 230,374 229,696 207,596 -0.6%

Inner Port 442,589 236,278 248,367 211,407 -21.8%

Others 28 16 32 48 19.7%

Total 2,679,504 3,048,415 3,121,368 3,091,955 4.9%

출처:  IPA

[그림 2-15]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201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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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O/LO는 수직하역방식으로, 크레인 혹은 선박에 장착되어 있는 기중기인 데릭(Derrick) 등 하역장비를 이용하여 화물을 선적하고 양
육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부분의 벌크선박이나 컨테이너선박의 하역방식이 여기에 속한다. ㈜코리아쉬핑가제트,「해운물류용어 대사
전」, 2019.7, p.477

8　 RO/RO는 자동차 및 철도화차를 수송하는 페리보트와 철도 연락선(열차페리)에서 오래전부터 도입된 형태로, 컨테이너에 샤시를 붙
인 컨테이너채로, 또는 육산전용의 트레일러를 트랙터로 선미 혹은 현측의 현문에서 경사로(Ramp)를 지나 창내로 적입 또는 적출되는 
방식에 의해 별도의 하역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상하역을 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한 갑판위에서 Lift-on/Lift-off 방식으로 컨테이너
를 적재할 수 있으며 창내에서 Palletize한 화물을 지게차로 하역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을 도입한 방식이다. ㈜코리아쉬
핑가제트,「해운물류용어 대사전」, 2019.7, p.622 내용을 수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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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화물 및 벌크화물

2019년 인천항 벌크화물은 2016년 대비 4.7% 감소하였지만, Wood & General 
Cargo, 시멘트, 액체 및 화학제품 화물은 각각 3.7%, 2.6%, 1.9%씩 증가하였다. 특히 액체 
및 화학제품 화물은 인천항 전체 물동량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화물, 목재 및 
철재를 포함하면 71.6%를 점유한다.

반면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외항의 발전소에 소요되는 석탄은 14.2%, 수도권의 건설 
수요에 충당되는 시멘트는 7.5%에 달하며, 모래의 점유율은 2016년 13.5%에서 8%로 급
격하게 감소되었다.

이러한 벌크화물의 물동량 변화 패턴은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주요 소비재 생산과 완제품 
중심으로 컨테이너화가 곤란한 일반화물의 처리에 중점을 두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9> 인천항의 일반화물 및 벌크화물 물동량 (2016~2019)
(000 RT)

구분 2016 2017 2018 2019 CAGR

General Cargo & Steel 25,281 25,675 21,492 20,005 -7.5%

Wood & General Cargo 3,018 2,769 3,106 3,365 3.7%

Grain 2,968 2,910 2,721 2,812 -1.8%

Cement 7,179 7,436 7,217 7,764 2.6%

Steel 2,179 2,353 2,356 2,182 0.0%

Sand 16,095 10,271 4,137 1,832 -51.5%

Liquid & Chemical 47,692 52,193 55,523 50,458 1.9%

Coal 14,525 15,810 15,357 14,625 0.2%

Total 118,937 119,416 111,909 103,043 -4.7%

출처:  IPA & https://new.portmis.go.kr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수정 보완

[그림 2-16] 인천항의 일반화물 및 벌크화물의 비중 (2016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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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인천항의 일반화물 및 벌크화물 물동량 (201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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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의 인천항내 항만별 물동량은 벌크화물 전용항인 북항은 2016년 이래 연평
균 1% 감소하였지만 인천항 벌크화물의 31.6%로 가장 높고, LNG 중심의 액체화물 전용인 
송도항은 연간 2%씩 증가하여 23.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컨테이너와 냉동‧냉장 화물을 주로 처리하는 물류전용센터들이 다수 입주한 아암
단지와 인근한 남항의 물동량은 2016년 이후 연평균 20.5% 감소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
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존 인천항의 대부분을 처리하던 내항은 연평균 3.7% 감소하여 2016년 이래 점유
율 변화는 크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일부 부두가 친수공간으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물동량은 
점차 감소될 것이다.

<표 2-20> 인천항의 항별 일반화물 및 벌크화물 물동량 (2016~2019)
(000 RT)

구분 2016 2017 2018 2019 CAGR

Inner Port 19,403 19,631 17,142 17,302 -3.7%

South Port 22,854 19,051 12,426 11,491 -20.5%

North Port 33,528 36,166 35,910 32,541 -1.0%

Golden Harbor 2,940 3,719 3,935 2,676 -3.1%

Songdo 22,570 23,516 26,223 23,933 2.0%

Others 17,643 17,334 16,273 15,101 -5.1%

Total 118,937 119,416 111,909 103,043 -4.7%

출처:  IPA & https://new.portmis.go.kr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수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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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인천항의 항별 일반화물 및 벌크화물 물동량 (201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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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인천항의 항별 일반화물 및 벌크화물의 비중 (2016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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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천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현황

전술한 것처럼 인천항의 컨테이너는 과거 내항에서 처리되었지만, 남항에 ICT, E1CT, 
CJKE 등 일부 터미널이 개장되면서 내항에의 컨테이너 처리는 점차 감소되었다.

이어 신항이 개장되면서 내항의 컨테이너 처리는 완전 중단되었으며, 남항의 물동량은 
상당 부분 신항으로 이전되었다. 중앙정부의 신항 활성화 및 신항 중심의 컨테이너 처리 정
책으로 인해 신항의 비중은 장래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2단계로 2025년 
목표로 안벽길이 1,050m의 완전 자동화 터미널이 개장되면, 남항에서의 컨테이너 처리는 
중단되면서 신항에서 모든 컨테이너 처리될 것이다.

현재 신항이 12,000TEU를 처리할 수 있는 22열의 RMQC와 ARMGC를 이용하는 반자
동화 시설인 데 비해, 남항은 18열, 13열의 RMQC 및 RTGC를 이용하는 재래식으로 생산
성과 효율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난다. 물론 현시점에서 신항은 처리능력에 비해 물동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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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지 않아 생산성에서는 아직까지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 앞으로 그 차이는 큰 폭으로 
변화될 것이다.

현재, 인천항에서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터미널은 신항의 SNCT, HJIT, 남항의 ICT, 
E1CT 등 총 4개이다. SNCT와 HJIT는 터미널 시설 및 장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2020년 
중으로 별도의 통합 운영전문법인을 설립하여 터미널을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표 2-21> 인천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구분
신항 남항

SNCT HJIT ICT E1CT

Opening Year
410m (Jun. 2015) 420m (Mar. 2016)

2004 2009
390m (Apr. 2017) 380m 9Nov. 2017)

Overview

Yard Total Area (m2)
480,000 480,000 249,000 109,753 

(800m × 600m) (800m × 600m) (300 × 415) (259 × 424)

Quay Length (m) 800 800 600 259 

Front Depth (m) -16 -16 -14 -12 

Capacity (TEU) 1,200,000 1,200,000 552,000 210,000 

Stacking 
Capacity 

(TEU)

일반 컨테이너 33,096 30,060 15,182 4,700

Reefer 컨테이너 1,080 864 300 280 

DG 컨테이너 792 336 180 60 

공 컨테이너 7,155 11,700 4,300 3,360

Stacking Capacity 42,123 42,960 19,962 8,400 

Major 
Equip-
ment

RMQC

7 7 5 2 

22 Row × 5 22 Row × 5 18 Row × 5 13 Row × 2

18 Row × 2 18 Row × 2

RMGC / RTGC 28 (ARMGC) 28 (ARMGC) 14 (RTGC) 6 (RTGC)

Yard Tractor 43 41 25 10 

Yard Chasis 67 46 35 25 

Reach Stacker 3 3 2 3 

Empty Handler 3 3 1 

출처: 각사별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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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컨테이너 터미널의 야드 장비 비교 (RMGC vs. RTGC)

야드장비 RMGC RTGC

기계적 생산성 고효율(시간당 20~25개 처리) 저효율(시간당 15~20개 처리)

블록 구조 광폭(31.24m), 고단적(5단 10열) 소폭(23.5m), 저단적(4단 6열)

적용시스템 반자동화 재래식

출처: HJIT 내부 자료

<표 2-23> 인천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주요 장비 특징

구분 장비 특징

Operations 
Equipment

RMQC (Rail Mounted 
Quay Crane)

• Super post-panamax
• Features : Simultaneously handles two 20FT containers 
• Capacity : 45 containers/hour

ARMGC (Automated Rail 
Mounted Gantry Crane)

•  Features : Can stack 5 tiers of containers (Unmanned remote 
control system)

• Capacity : 36 containers/hour

Transporting 
Equipment

Yard Tractors
•  Yard Tractors are designed and manufactured to minimize 

the driving distance in the yard with tractive ability of 65t and 
highest engine HP. 

Yard Chassis •  Yard Chassis has 65t of loading capacity and is suitable for 
Tandem Mode.

Reach Stacker • Reach Stacker is capable of 5 tier stacking of full containers.

출처: HJIT 내부 자료

제3절 한국의 항만 생산성 분석

1. 개요 및 분석 절차

가. 개요

현재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관련기관이나 터미널 운영사에서 항만 운영인력 및 노동자
들에 대한 생산성 분석을 한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 이는 터미널 운영사와 항운노조 간의 
미묘한 갈등구조에 주로 기인한다. 또한, 운영사 입장에서도 항운노조 소속 인력의 상용화 
이후 내부적으로 장비 및 설비의 현대화를 통해 운영 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을 추구함에 따
라 인력당 생산성보다는 터미널의 전반적인 생산성 분석에 중점을 둔 것도 주요 요인이다. 
비록 내부적으로는 인력당 생산성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언급한 것처럼 이는 항운노조와
의 갈등은 물론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대외적으로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
여 외부에서는 이를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를 입수하더라도 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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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작업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진 컨테이너 터미널은 터미널 운영과 관련된 생산성
에 대한 분석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측면에서 터미널의 생
산성을 분석한다. 인력당 생산성은 각 컨테이너 터미널과 벌크 터미널의 운영 인력 및 처리 
물동량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여기에서 터미널 운영사 및 작업 인력에 대한 생산성 분석은 
본 과업의 특성상, 이론적인 접근9)보다는 실용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실질적인 활용성을 높
이고자 한다.

나. 분석 절차

이러한 배경에서 아래의 6개 프로세스에 걸쳐 컨테이너 터미널의 생산성과 컨테이너 및 
벌크 터미널의 인력당 생산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취득 가능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문헌연구를 기초로 국내 항만의 전반적인 
현황과 운영 실태, 물동량, 취급 화물 등에 대해 파악한다. 또한 기존 항만 운영사 (주로 PA)
와 관련 연구기관들의 터미널 운영 및 항만 노동자에 대한 생산성 분석 관련 자료를 수집‧
검토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와 관련된 공식적인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헌연구는 항만 시설 및 터미널별 운영 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 검토에 한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도 대상 항만의 특성과 컨테이너 및 벌크 화물을 특정 비율로 골고루 처
리하는 종합 항만으로서 인천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앞서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컨테
이너 터미널과 목재, 철재 등을 포함한 일반화물 터미널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항만을 실제 관리‧운영하는 PA에서는 터미널별 집계보다는 항만 전반의 거시적인 지표
를 대상으로 한 핵심성과지표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10) 자료만을 생성하기 
때문에 본 과업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매우 미약하다. 

9 항만 운영 인력과 관련한 대표적인 이론 중심의 논문은 Woon-Jae Jang(2017), “An Analysis of Technical Efficiency of Port 
Labor Using DEA/Super Efficien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time Environment & Safety, Vol. 23, No. 2, 
PP.161-167, April 30, 2017이 있다. 여기에서 이용한 분석 방법은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법과 초효율성(Super 
Efficiency)이다. DEA법은 유사한 다수 투입요소를 사용하여 유사한 다수 생산물을 얻기 위해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는 의사결정단위
(Decision Making Unit: DMU)들간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선형계획법이다. 이 논문에서 초효율성(Super Efficiency)이
란 효율적인 DMU에 대한 순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DMU가 현재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투입벡터를 비례적으로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여기에서 요구하는 운영인력, 하역수입, 사고건수 등 일부 입력 변수의 경
우, 특정 터미널이나 운영사에서 수집하기는 곤란한 대외비 데이터이므로, 이러한 자료들의 수집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부산항, 인천항 등 항만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항만별 노무효율성과 노무효율 순위 결정 등 거시적인 분석에 그치고 있는 한
계점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본 과업에서는 이러한 접근보다는 터미널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각 터미널별로 실질적인 생산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만, 특정 터미널의 분석 결과는 대외비로 취급되어 컨테이너 터미널은 신항과 남항, 일반화물 및 벌크화물 터미
널은 내항과 북항 등으로 그룹화하여 제시하였다.

10 KPI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한 성과지표를 말한다. KPI는 “주주들이 진정으로 중요
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미래성과에 영향을 주는 여러 핵심자료를 묶은 성과평가의 기준이다. 기존에는 이익, 매
출, 비용과 같이 과거의 재무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했지만, 재무성과는 과거 활동의 성과라는 점에서 미래성과를 예측 · 반
영하는데 미흡하고 결과만 보여줄 뿐 과정에 대한 정보도 결여되어 있다. 성과 측정의 대상으로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과정을 관리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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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련 자료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과업에서는 항만 운영사 (PA)의 관련 
업무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취득 가능한 자료를 수집한다. 

결국 해당 터미널별 운영 담당 임원 및 책임자,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현장 방
문 인터뷰는 필수 불가결하다. 이들을 대상으로 터미널 운영조직, 장비 및 운영 인력, 항만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한다. 

이러한 인터뷰 결과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장비 및 운영, 인력에 대한 생산성 분석에 필
요한 실질적인 분석방법을 모색하여 기존 인터뷰한 관계자들의 피드백을 받아 수정 보완하
여 방법론을 확정한다. 분석 방법은 자료의 수집 및 실질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는 이론적인 
접근방법보다는 관련 운영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물적인 접근방법에 중점을 두어 인도측 
관계자들이 향후 필요한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20] 한국의 항만 운영 생산성(Skill-Gap) 분석 절차

Literature Survey

Selection of Target Port & Cargo
• Target Port : Incheon
• Target Cargo : Container, General cargo

Selection of Methodology

Analysis on Productivity of Terminals & Port Workers in Korea

• Productivity by Terminals & Cargo
• Practical Productivity Evaluation on Port Workers (Academic vs. Practical)

Surveys & Interviews (1)
Port Operator : IPA

• Data by Piers & Terminal Operators
• Current Status & Plan of Facilities of Piers & Terminals
• Macro-level Productivity on Terminal Operators (KPI)

Surveys & Interviews (2)
Terminal Operators

• Organization
• Equipment & Port Workers
• Performance Evaluation on Operations & Workers

• Current Status of Ports & their Operation in Korea
• Analysis of Throughput & Volume, their Features by Cargo Type
• Existing Productivity Index related with Port Operators & Port Labors (KPI or similar ones)

Feedback

출처: 연구진 작성

 로써 단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목표도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KPI를 도출하고, 활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은 
구성원들을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다. 따라서 KPI를 도출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원칙은 KPI 활용
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느냐이다. 바람직하지 못한 KPI를 활용할 경우에는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의 초점을 잘못
된 방향으로 이끌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구성원들의 의욕 저하를 초래하고 기업 전체의 성과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KPI 도출 시에는 관리 중요성, 통제 가능성, 그리고 측정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관리 중요성이란 경영 활동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요인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선정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업적 평가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통제 가능성은 구
성원들이 자신의 업무 권한 범위 내에서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만약 구성원이 직접 통제할 수 없다면 의욕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측정 가능성은 KPI로 활용되기 위한 기본적 요소로, 측정이 가능해야 최종 성과와 문제를 인식해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네이버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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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만내 화물취급 작업 및 절차

가. 항만내 화물취급 작업의 일반적인 프로세스

항만내 화물취급 작업은 항만산업의 일부분으로 입항/출항 – 접안/이안 – 수속(입출항) – 
하역(양하/선적) – 본선정박(재박) 등의 입출항 프로세스와 보관 및 운송 – 화주 등으로 이
어지는 내륙운송 프로세스로 크게 구분된다. 

입출항 프로세스에 화물의 흐름에 따라 해상화물 운송, 선박대리점, 도‧예선, 줄잡이, 
해운대리점, 통관(대행), 통선, 항만하역, 고박, 검수검량검정, 하역장비 임대, 선박신조 및 
수리, 선박급유, 선용품, 선식, 급수, 방역방제검역, 청소, 선원 교육 등으로 분류된다. 내륙
운송 프로세스는 창고, 화물운송, 화물운송 주선, 화물포장, 컨테이너 제조 및 수리, 컨테이
너 임대, 경비 등으로 분류된다. 이외에도 항만산업에는 항만건설 및 유지보수, 기타 항만관
련 엔지니어링, 관련기관 및 협회, 선박구난업 등으로 확대 분류된다.

본 과업에서는 인도측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러한 전체 프로세스 중에서 하역작업
(Loading & Unloading)만을 대상으로 하역 노동자들의 생산성 분석에 주력한다.

[그림 2-21] 항만내 화물 처리 작업 영역 및 관련산업 분류

Arrival & Departure Processes of
Vessels

Inland Transport
Processes

Anchorage
(Outer harbor)

Arrival Procedure/
Departure Procedure

(Outer harbor)

Arrival Procedure
Departure Procedure

• Shipping
   (Cargo &
   Passenger)

• Loading&
   Unloading
• Lashing & Unlashing
• Transport & Shuttle
• Inspection & Etc.
• Equipment Rental
• Etc.

• Shipbuilding & Repair
   ship Retueling
• Water Supply
• Marine Supplies
• Food & Water supply
• Quarantine Control
• Cleaning Ships
• Etc.

• Bonded Warehousing
• Refriger ated Warehousing
• Inland Trucking of 
   Containers, Bulky Cargoes,
   Special Cargoes
• Freight Brokage
• Packing & Packaging
• Container Repair & Rental
• Security
• Etc.

• Shipper or
   Consignee
• Freight
   Fonwarder

• Shipping Agency
• Customs
   Clearance
• Communication
• Etc.

• Pilotage
• Towing
• Linesman
• Etc.

• Port Construction, Maintenance & Repair
• Port-related Engineering
• Related Associations
• Ship Rescuing, etc.

Loading & 
Unloading

Shipper or
Consignee

Anchoring & 
Berthing Storage & Transport

Arrival &
Departure of

Ships
Berthing&
Off-shore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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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i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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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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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출처: 연구진 작성

분석대상 화물은 글로벌 표준화가 되어있는 컨테이너와 잡화부두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표준화된 형태로 운영되는 잡화중심의 일반화물로 한정한다. 이는 모든 벌크화물을 대상으
로 할 경우, 종류가 무척 다양할 뿐만 아니라, 화종별 작업환경, 투입장비 및 설비 등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전혀 다른 형태로 운영되어 특정화하기가 매우 곤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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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컨테이너 

1) 항만내 화물취급 프로세스와 장비 및 인력 구성

컨테이너 터미널의 작업은 크게 본선작업과 야드작업으로 구분되지만, 상호연계되어 이
루어지는 작업이므로, 관련 장비와 작업원들이 모두 공동으로 구성된 작업조(Gang)가 투입
된다. 컨테이너 터미널의 Gang 조직은 RMQC 작업원, Signalman, Tallyman, Foreman, 
야드장비 작업원 (RMGC 혹은 RTGC, Reach Stacker(R/S), Empty Handler(E/H)), 외에 
본선과 야드를 오가면서 컨테이너를 이동시키는 Y/T 기사, Lasher Gang 등의 실제 작업
원으로 구성된다.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은 Gang 당 작업원수는 교대율을 적용하여 RMQC
당 2.0명, Signalman 1.5명, Tallyman 본선 1척당 2명, RTGC당 1.5명, R/S 및 E/H, Y/
T는 장비당 1.33~1.5명을 투입한다.

본선작업은 선사 및 운영사로부터 전달받은 양/적하 목록 EDI 자료를 기준으로 하역작업
간 본선 상태, 야드 상태, 작업 상태를 고려한 모선 균형처리, 야드 마샬링, 작업 스케쥴 등 
최적의 본선 양적하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필요한 작업원과 갱단위의 인력을 작
업에 투입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장비는 RMQC(STS, Ship-to-Shore), Yard Tractor(Y/
T), Yard Chasis(Y/C) 등이 있다. 한국의 컨테이너 터미널(반자동화11))에서는 통상 RMQC
당 Y/T 6대, Y/C는 Y/T당 2대를 적용하여 운영한다. 

[그림 2-22]  컨테이너 터미널의 일반적인 업무 흐름 및 필요 장비/인력

Ship-Side Operation CY & Gate / Terminal & CFS Operation

Unload

Load

Transfer CY & CFS Operation

Gate

Equipment

Workers

• RMQC
• Yard Tractor(Y/T)
• Yard Chassis(Y/C)

• RMGC, ARMGC RTGC, Reach Stacker
   (R/S), Empty Handler Fork Lift(F/L)

• Operators of Equipment
• Foreman
• Signalman
• Taily
• Lashing-man
• Planners(General & On-board)

• Part Chief & Yard Planner
• Operators of Equipment
• Custom Clearance
• CFS : Manager, Workers of CFS & On-dock, etc. (Usually outsourced in Korea)
• Managers & Workers of Empty Container, Dangerous Cargo, Refrigeration
• Repair & Cleaning of Containers and etc. (Usually outsourced in Korea)
• Guards

출처: 연구진 작성

11 반자동화는 야드 하역장비 중 RMGC, 특히 ARMGC를 이용하여 운영동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컨테이너를 상하역하는 장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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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드작업은 본선작업과 연계되어 컨테이너 이송작업과 보관작업을 하는 단계로 기본적
인 야드 장비는 전술한 것처럼 RMGC, RTGC가 있다. 다만, RMGC 중에서 자동화된 시설
로 원격 조정으로 장비를 조작하는 ARMGC가 있다.

이외에도 터미널에서는 CFS 운영과 관련된 장비(주로, Fork Lift) 및 인력, 컨테이너 수
리 및 청소 등의 인력들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시설 운영 및 작업을 대부분 외주기업
에 아웃소싱하고 있어 터미널 운영사의 직접적인 운영인력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표 2-24> 컨테이너 터미널의 작업별 필요 장비 및 인력

Activities
Necessary Equipment Necessary Workers

Ship-Side CY CFS Ship-Side CY CFS

Loading & 
Unloading

• RMQC

•  ARMGC, 
RMGC, RTGC

•  R/S, T/
H, Empty 
Handler, F/L

• F/L

• Operators
• Foreman
• Signalman
• Tallyman
• Lasher
• Planner

• Operators
•  Part Chief  

(or Manager)
• Yard planner
• Customs broker
• Other workers

• Operators

Transfer 
(Transport)

• Y/T & Y/C • Y/T & Y/C
•  Trailer, Truck, 

F/L
• Operators • Operators • Operators

Storage & 
Others

• F/L & others

• Manager
• Planner
•  Customs 

broker
• Other workers

출처: 연구진 작성

2) 인천항의 주요 컨테이너 터미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천항에는 신항에 SNCT, HJIT, 남항에 ICT, E1CT 등 4개의 컨테
이너 터미널이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야드 하역장비인데, 신항은 자동화된 ARMGC인 반면, 
남항은 재래식인 RTGC라는 점이다. 처리능력은 신항과 남항이 각각 240만TEU, 76.2만
TEU로 3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데 비해, 상하역 작업 인력은 각각 154명, 157명으로 차이
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2025년 운영목표인 안벽길이 1,050m, 처리능력 138만TEU의 1-2단계 터미널
은 완전자동화로 예정되어 있어 운영인력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남항의 컨테이너 
터미널은 그 기능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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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인천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개요

Index
New Port South Port

SNCT HJIT ICT E1CT

Annual Unloading Capacity(000 TEUs) 1,200 1,200 552 210

Throughput
(000 TEUs)

2018 973.6 708.1 683.5 283.1

2019 953.8 741.6 647.9 329.8

Length of Pier / Draft 800m / 16m 800m / 16m 600m / 14m 259m / 12m

No. of 
Major 

Equipment

RMQC 7 7 5 2

RMGC 28(ARMGC) 28(ARMGC) 14  (RTGC) 6  (RTGC)

Y/T 43 34 25 10

Y/C 67 49 35 25

R/S 3 3 2 3

E/H 3 2 3 1

No. of 
Workers 
(2020)

Directly 
Hired

Total 510 268

Operation 154 157

Operation(Outsourced) 124 110

자료 : IPA, Korea Port Logistics Association (KOPLA) 및 터미널 운영 책임자와의 인터뷰

다. 일반화물

1) 항만내 화물취급 프로세스와 장비 및 인력 구성

한국의 일반화물 및 벌크화물 터미널 운영사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화물을 취급하고 
있다. 

먼저, 화태별로 선석을 특화하여 생산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최적의 작업환경을 조성한
다. 둘째, 선박배치를 화물량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접안율 향상 및 대기시간을 
최소화한다, 셋째, 선박배정계획은 기본적인 선석스케줄뿐만 아니라, 항내의 최근 하역 실
적치 및 확정된 하역 자료를 통해 부두의 전체 인력 및 장비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주요 업무 흐름에 따른 세부 업무 계획을 향후 부두시설 운영시 작성하여 지속
적인 교육을 통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화물 및 벌크화물의 하역 장비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첫째, 벌크 및 일반화물은 형태 및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이를 취급할 수 있는 범용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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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비인 하버 크래인 (Harbor Crane)을 양적‧하작업 하역장비로 이용하고, 중량별, 소
량물 등 다양한 무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부크레인의 규격을 중량화물 처리용, 일반화물 
처리용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둘째, 일반적인 잡화화물의 상하차 작업 및 입출고 작업은 
지게차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중량화물 처리, 일반잡화화물 처리 및 선내작업도 가능하도
록 톤급별로 운용한다. 셋째, 그 외에 화물선에 혼재되어 있는 살화물 처리를 위한 필수 장
비인 페이로다, 굴삭기 등을 구비하여 하역서비스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넷째, 이송
장비로는 다양한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트레일러, 그 외 부두운영에 필요한 계근대, 청소차 
등도 구비되어 항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다섯째, 관련 장비는 되도록 외주 장비업체
를 통해 임차하여 고정비를 최소화한다.

작업인원은 통상 Foreman, Winch man, 선측 및 선내 작업원 등의 Gang 단위로 구성
하며, 화종에 따라 Gang당 6~14명이 투입된다.

[그림 2-23]  일반화물 및 벌크화물 터미널의 일반적인 업무 흐름 및 필요 장비/인력

Receive Ship Information Preparation Discharging Transport out of the Berth

Receive Ship Information Preparation Discharging Loading

Vessel
(On-board)

Apron (Ship-side, ship 
Loading & Unloading)

Stock & Out of
the TerminalYard & Warehouse

Import

Export

Port
Entry &

Exit

Activities

Equipment

Workers

• Discharge plan
• Receive discharge list
• Ship specifications
• Check calling schedule

• CSU* of Hopper
   (grain), Belt 
   Conveyor
• Forklift(wood 
   miscellaneous)

• Harbor crane
• Grabs, Pallet fork, Hopper 
   & etc. according to cargo type

• Foreman & Workers (on-board) including lashing & unlashing, inspection & etc.
• Operators (or Drivers) of equipment both in the ship, ship-side, yard & warehouse
• Others such as weighing, weighing, customs clearance, cleaning, sanitization, yard & warehousing management, & etc.

• Excavator, Pay-loader, Dump Truck(grain)
• Forklift, Trailer (wood, miscellaneous)

• Guard, system, etc.

• Loading plan
• Receive ship orders
• Receive loading list
• Check calling schedule

Stowage Work Shipsice Work Stock & Release Work Security & Gate
Management

• Allocate berth and establish
   work plan
• check cargo location
• Equipment and workforce
   allocation plan

• Check hold by cargo type
• Implement workforce by hold
• Discharging cargo

• Categorize by destination and
   loading
• Check loading status

• Allocate berth and establish 
   work plan
• Allocate yard and storage
• Equipment and workforce 
   allocation plan

• Implement workforce by hold
• On-board operation and 
   discharging
• Categorize stocks by yard and 
   B/L

• Check yard
• Notify to Gate
• Transport out of the terminal

출처: 연구진 작성

<표 2-26>  일반화물 및 벌크화물 터미널 작업별 필요 장비 및 인력

Activities
Necessary Equipment Necessary Workers

Ship-Side Yard & Warehouse Ship-Side Yard & Warehouse

Loading & 
Unloading

• Habor Crane
• Loader
• Skid Loader
• F/L
• Others

• Motor Grab
• Hopper
• Skid Loader
• Others

• Winch man
• Foreman
•  Hold Workers 

(Lashing & unlashing, 
Inspection, etc.)

• Other workers 

• Operators
•  Part Chief(or 

Manager)
• Othe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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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Necessary Equipment Necessary Workers

Ship-Side Yard & Warehouse Ship-Side Yard & Warehouse

Transfer 
(Transport)

• Dump Truck
• Trailer

• Dump Truck
• Trailer

• Operators • Operators

Storage & 
Others

• F/L
• Others

• Operators
• Manager
• Planner
• Customs broker
• Other workers

출처: 연구진 작성

2) 인천항의 주요 일반화물 취급 항만 터미널

인천항에서 일반화물 및 잡화 특성의 벌크화물을 처리하는 항만 터미널은 내항의 IPOC, 
북항의 동부, 동방, CJ대한통운, INMT, 대주, INTC가 대표적이다. 이들 터미널의 항만 노
동자는 내항 510명, 북항 240명이다.

고정비의 최소화를 위해 하역장비는 대부분 외주업체를 통해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
문에 확정된 장비대수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표 2-27> 인천항의 주요 일반화물 및 벌크화물 터미널 개요

Index
Inner Port North Port 

IPOC1) Dongbu Dongbang CJ INMT Daeju INTC  
(Lumber)

Annual Unloading Capacity
(000 Tons)

21,641 9,600

Throughput
(000 Tons)

2018 14,421 6,038

2019 14,489 6,025

Length of Pier / Draft (m)
8,622 / 

7.7~12.0
840 / 

14
1,330 
/14

420 / 
11

288 / 
11

700 / 
11

450 
/11

No. of Major 
Equipment2)

G/C 5 - - - - - -

Habor Crane 4 - - - - - -

Loader 3 - - - - - -

Skid Loader 3 - - - - - -

F/L 11 - - - - - -

Port Workers 
(2018)

Staffs 61 22 41 4 5 11 11

Workers 510 72 45 30 20 50 23

주 1: IPOC는 내항의 8개 부두 중에서 7개 부두를 운영하고 있음
주 2:  대부분의 운영사들은 1997년 10~20% 수준에서 이후 자체 운영 장비는 보유하고 대부분의 장비는 물동량에 따라 외부의 장비 임대업체에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자료: IPA, Korea Port Logistics Association (KOPLA) 및 터미널 운영 책임자와의 인터뷰
출처: IPA, 한국항만물류협회(KOPLA) 및 터미널 운영 책임자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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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천항의 항만 생산성 분석

가. 컨테이너

2015년부터 부분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신항 터미널은 2019년 기준으로 하역능력대비 
60~70%대 수준에 불과하고 배후 물류단지도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아직까지는 처리
능력이 상당히 남아있다. 그 반면에 이미 2000년대부터 운영되어 온 남항의 터미널들은 하
역능력대비 117%, 157%를 처리하고 있어 이미 시설대비 과잉상태이며, 배후 물류단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물류비 증가와 효율화가 곤란한 상태이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선박 대형화를 통해 기존항로에서 폭포효과
(Cascade Effect)가 진전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항로별로 운행되던 선박들의 선형 변경이 소
형 선박의 감소 추세로 지속되면, 주로 한중일 항만을 운행하는 소형 선사가 대부분 이용하
는 남항의 컨테이너 처리 실적은 더욱 감소하면서 신항으로의 이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 게다가 정부차원에서 배후단지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컨테이너의 신항 집중을 
유도하고 있어 컨테이너 물동량의 신항 이동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그림 2-24]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운영사별 처리능력 대비 물동량 (2019)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000 TEUs)

1,200

SNCT

Capacity

HJIT
New Port South Port

ICT E1

Throughput 2018 Throughput 2019

79.5%
61.8%

117%

157%

1,200

973.6
953.8

703.1
741.5

552

683.5 647.9

210
283.1

329.8

컨테이너 터미널의 생산성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세계적으로 터미널 내 컨테이너 취급 작
업의 표준화가 되어있어 관련 지표의 일반적인 개념은 잘 알려져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에 
대한 산정은 특별하게 하지 않고 있어, 본 과업 조사를 계기로 각 터미널의 운영책임자와 관
련 직원들과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체계화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부자료는 각 터미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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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외비로 하여 결과만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생산성은 항만운영의 효율 극대화, 비용의 
최소화를 목표로 관련 장비 및 관련기술, 운영시스템을 반영한 결과이며, JNPT를 포함한 
대부분의 인도 컨테이너 터미널의 생산성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과업에서 산정한 컨테이너 터미널의 생산성은 선석 및 장비의 생산성, 선박 접안율, 
야드 장치율 등이고, 항만 노무자들에 대해서는 물동량 대비 터미널 운영인력을 중심으로 
별도 산정하였다. 

1) 선석 생산성 (Berth Productivity)

총 처리화물(van)과 총 작업시간과의 관계를 평가하는 요인인 선석 생산성과 관련하여 
총 선석 생산성(GBP, Gross Berth Productivity)과 순 선석 생산성(NBP, or VR, Net 
Berth Productivity)을 분석하였다. 

총 선석 생산성은 선석당 총 접안시간에 대한 처리량(per berth handling moves 
divided by total berthing time)으로, 총 접안시간 동안 처리된 컨테이너화물의 규모를 
통해 생산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총 선석 생산성은 하역요금과 함께 이용사가 터미널을 선
택하는 경우, 검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총 선석 생산성의 기준은 선박이 첫 번째 계
선주를 묶는 시간부터 마지막 계선주를 푸는 시간, 즉 선박이 선석을 점유하고 있는 총 접안
시간 동안 처리한 컨테이너화물의 수량을 의미한다. 

순 선석 생산성은 컨테이너 터미널들이 순수하게 컨테이너 처리량 만을 산출하는 지표
로, 선박당 순수 접안시간에 대한 처리물량 (per berth handling moves divided by net 
berthing time)이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총 실제 작업시간동안 처리된 컨테이너 화물의 규
모를 통해 생산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선박에서 최초로 하역되는 컨테이너의 작업이 시작되
는 순간부터 마지막으로 선적된 컨테이너의 작업완료시간까지의 시간, 즉 순 접안시간 동안 
처리한 컨테이너화물의 수량을 의미한다.

2) 장비 생산성 

장비 생산성은 총 장비 생산성 (GP, Gross Productivity)와 순 장비 생산성 (NP, Net 
Productivity)으로 구분된다.

총 장비 생산성은 1대의 안벽 갠트리 크레인당 총 작업시간에 대한 처리물량 (moves 
divided by total crane hours)으로, 하역작업조가 작업에 투입되도록 배정된 전체 시간
(정전, 고장 및 선사의 귀착사유로 인한 Dead Time 제외)동안에 처리한 컨테이너화물의 
수량(van)을 의미하는 것으로 총 처리화물과 장비의 총 작업시간과의 관계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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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장비 생산성은 1대의 안벽 갠트리 크레인당 순수 작업시간에 대한 처리물량 (moves 
divided by net crane hours)이다. 순 장비 생산성은 총 처리화물(van)과 장비의 순 작업
시간과의 관계를 평가하는 것으로 총 작업시간과의 차이는 터미널의 작업 중단시간이 제외
된다는 것이다. 작업 중단시간에는 C/C‧ T/C Trouble, C/C‧ T/C 간섭, rigging time, 
boom up-down 시간, 식사시간, 선체이동 시간 등이 포함된다.

3) 선석 점유율과 야드 장치율 

선석 점유율 (Berth Occupancy Rate)은 선석당 연간 선박의 총 접안시간을 연간 가동
시간으로 나눈 수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나타내는 항만 효율성 측정 지표이다.

야드 장치율 (Yard Utilization)은 터미널내 일일 평균 컨테이너 장치량을 터미널 야드 총 
장치능력으로 나눈 수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나타낸 항만 터미널의 효율성 측정 지표이다.

4) 항만 노무자의 생산성 

항만 노무자의 생산성 분석은 아직까지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분석된 바 없지만, 본 과업을 
통해 최초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각 터미널의 총 처리 물동량에 해당 터미널의 노무자와 사무
직을 포함한 전체 인력을 나눈 것으로 노무자당, 직원당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컨테이너 터미널과 벌크화물 터미널의 노무자 생산성을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산정방식은 아래의 표에 설명되어 있다.

<표 2-28>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생산성 지수 및 산정방식

Index Calculation

Terminal 
Operation

Gross Berth Productivity 
(GBP)

• No. of Vans handled on board ÷ Gross berth time (GBT)

Net Berth Productivity 
(NBP or VR)

• No. of Vans handled on board ÷ Net working time

Gross Crane Productivity  
(GP or GCR)

• No. of Vans handled on board ÷ Total crane working time

Net Crane Productivity
(NP or CCR)

•  No. of Vans handled on board ÷ (Total crane working time - 
Operation interruption time)

Yard Utilization
•  Daily average No. of storage containers in terminal ÷ Storage 

capacity (Total No. of  storage containers in terminal yard

Berth Occupancy
•  [(GBT1) × LOA2)] + 40m) × No. of calls to the berth  ÷ (Pier 

Length x days x 24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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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Calculation

Port 
Workers

Productivity of Workers • Throughput ÷ No. of Workers

주 1: GBT : Gross Berth Time,  주 2: LOA : Length Over All

5) 생산성 분석 결과

앞서 소개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컨테이너 터미널의 생산성은 대규모의 투자와 자동화 
장비를 갖춘 신항이 전반적으로 남항에 비해 다소 높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생산성 격차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남항 터미널들의 처리능력 대비 2019년 
처리실적은 121% (932k TEU / 762k TEU)인 반면, 신항은 아직까지 처리능력 대비 79.% 
(1,755k TEU / 2,400k TEU)로 2015년 일부 개장 이후 아직까지 통상 7~10년이 소요되
는 lamp-up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이 가장 근본적인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생산성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신항으로 물동량 집중이 지속될 예정이어서 
향후 그 격차는 매우 크게 벌어질 것이다.

GP/NP는 야드장치율이 높은 상황에서 신항과 구항간 격차는 그리 크지 않으며, 야드가 
넓어 장치율이 낮으면 생산성 차이가 많이 난다. 현재 신항도 장치율은 80~85% 수준이다. 

신항에 대형선이 기항하여 부두크레인 투입 대수가 늘어나면 GBP/NBP는 구항에 비해 
50 ~ 100% 수준의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12)

E1터미널의 경우 척당 부두크레인 2대, ICT는 2~3대로 한정되어 있지만, 신항은 현대상
선의 PS8 선대처럼 8,800TEU급 선박에는 최대 5대의 부두크레인 투입도 가능하다.

<표 2-29>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생산성

 Index Unit
Korea

Terminal 2018 2019

NBP Van (Van/Hour)
South Port 59.3 60.1

New Port 60.6 63.1

GBP Van (Van/Hour)
South Port 49.4 51.4

New Port 53.5 57.4

12　 터미널 담당 임원들과의 인터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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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ex Unit
Korea

Terminal 2018 2019

NP Van (Van/Hour)
South Port 31.3 32.4

New Port 30.9 32.5

GP Van (Van/Hour)
South Port 26.6 27.9

New Port 26.7 28.2

Yard Utilization %
South Port 88.5 90.6

New Port 65.3 48

Berth Occupancy %
South Port 48.2 46.7

New Port 35 32.9

[그림 2-25]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생산성 (부두 및 크레인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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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드 장치율은 남항이 신항보다 20~40% 이상, 선석 점유율은 10% 이상 높게 나타났다. 
야드 장치율에서는 남항 터미널의 야드면적이 신항에 비해 매우 작은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선석 점유율은 남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컨테이너 선박이 기항하여 단번에 많
은 물동량을 상하역하는 신항이 물동량은 많음에도 그만큼 선석의 여유가 있다는 결과를 낳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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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생산성 (야드 장치율 및 부두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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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South Port New Port South Port New Port

Yard zutilization Berth Occupancy

88.5 90.6 2018

65.3

48.0 48.2 46.7

35.0 32.9

(%)

2019

컨테이너 터미널의 항만 노무자당 생산실적은 15.5천TEU인 남항에 비해 신항은 25.6천
TEU로 65% 정도 높다. 

신항의 장비 운영과 관련된 직접 고용 항만 노무자들의 생산성은 신항 11.4천TEU, 남항 
6천TEU로 2배 가까이 높다. 장비운영이 아닌 선내 및 선측에서 보조작업을 하는 신항의 항
만노조 소속 항만 노무자들의 생산성은 남항에 비해 50%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터미널 종사자들과의 면담 결과, 일반적으로 한국 컨테이너 터미널의 항만 노무자들의 
개인당 생산성은 실제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ARMGC와 RTGC 
등의 운영 장비와 첨단화된 운영 시스템의 격차가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분석된다. 

현재 처리능력 대비 여유가 있는 신항으로의 물동량 증가가 가속화되면 이러한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는 2018년 대비 2019년의 물동량의 증가는 크지 않았지만, 신항의 항
만 노무자당 생산성이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반면, 남항은 감소한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현재의 추세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신항이 2021년부터 운영전문조직인 단일화된 통합법인으로 운영된다면 그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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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0>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항만인력의 1인당 생산성

Index

2018 2019

South New South New 

Port Port Port Port

Throughput (000 TEUs) 958 1,722 923 1,755

Operation

Subtotal 16.1 25.1 15.5 25.6

Directly Hired 6.2 11.2 6 11.4

Union Members 9.9 13.9 9.5 14.2

[그림 2-27]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항만인력의 1인당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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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6.2

9.9
11.2

13.9

나. 일반화물 및 벌크화물

일반화물 및 벌크화물의 생산성은 취급화물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동일 화물이라도 
투입장비 및 기술 등 작업방식이 달라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국의 항만에서도 이
에 대한 생산성은 절대로 동일하거나 유사할 수 없을 만큼 각각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
단되었기에 인천 주요 터미널 운영사의 운영책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갱당 평균 생산성
을 파악하였으며, 결과치는 절대적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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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인천항 일반화물 및 벌크화물 터미널의 주요 화종별 생산성

 Cargo
No. of 

Workers per 
Gang

Composition of Workers per Gang
Average 

Productivity 
per Gang

Remarks

Feed Subsidiary 
Materials

8
Winch man 2, Ship-side 2, On-board 4 (when 

cleaning ship)
790 Tons

Based on 
on-board 

crane

Grain 4 Winch man 2, On-board 2 1,500 Tons  

Salt 8
Winch man 2, Ship-side 2, On-board 4 (when 

cleaning ship)
1,500 Tons  

Raw Sugar 8
Winch man 2, Ship-side 2, On-board 4 (when 

cleaning ship)
863 Tons  

Wood 4 Winch man 2, On-board 2 1,000 CBM
Different by 
cargo type

Clay 8
Winch man 2, Ship-side 2, On-board 4 (when 

cleaning ship)
646 Tons  

General Cargo 
(Import)

8
Winch man 2, Ship-side 2, On-board 2, Land-

side 2
800~1,000 

Tons
Different by 
cargo type

Steel (Import) 8
Winch man 2, Ship-side 2, On-board 2, Land-

side 2
900~1,000 

Tons
Different by 
cargo type

Steel (Export) 6 Winch man 2, Ship-side 2, On-board 2 405 Tons
Different by 
cargo type

New Car 14
Deriver 8, Parking 2, Signal man 1, Mini Bus 

Driver 2, Scan 1
320-330 Units  

Secondhand Car 
(RO)

13
Driver 8, Parking 2, Signal man 1, Mini Bus 

Driver 2
260-270 Units  

Secondhand Car 
(LO)

12 Winch man 2, Ship-side 5, On-board 5 33 Units  

자료 : 인천항 주요 일반화물 및 벌크 터미널 운영 책임자와의 인터뷰 자료

내항과 북항의 일반화물 및 벌크화물 터미널들의 생산성은 항만 노무자들의 생산성 측면에
서 큰 차이가 없지만, 사무직원을 포함한 전체 인력대비 생산성은 내항터미널이 70% 높다.

이러한 이유는 과거 9개의 터미널로 나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내항이 IPOC로 통합 
운영되면서 사무인력이 대폭 감소되었던 반면, 북항터미널은 아직도 각각 별도의 터미널로 
운영되어 사무인력이 중복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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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  인천항 일반화물 및 벌크화물 터미널 항만인력의 1인당 생산성

Terminal or Operators Inner Port (IPOC) North Port

Major Cargo
General Cargo, Steel, Feed, 

Automobile & Carferry
General Cargo & 

Lumber 

Throughput 
(000 RT)

2019 14,489 6,025

2018 14,421 6,038

Workers in Terminal
(2018)

Office Workers 61 94

Port Workers 510 240

Total 571 334

Productivity 
per Workers 

(000 RT)

2019
Port Workers 28.4 25.1

Total 25.4 18

2018
Port Workers 28.3 25.2

Total 25.3 18.1

[그림 2-28]  인천항 일반화물 및 벌크화물 터미널 항만인력의 1인당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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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인도의 대상항만인 JNPT는 2019년 기준, 500만TEU를 처리하여 인천항의 310만TEU
에 비해 다소 많지만, 총 물동량에서 환적화물 물동량의 비중은 예년에 비해 급증한 2019
년의 2.5%를 제외하면 1%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인천항의 1.1%와 유사하다.

따라서 본 과업에서 인도의 대상항만인 JNPT와의 비교 분석을 위해 한국의 대상항만으
로 인천항을 선정하였다.

한국과 인도 항만 간의 Skill-gap 분석은 수차례에 걸쳐 인도측에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입수를 하지 못해 본 과업에서는 결국 한국의 인천항을 대상으로 한국의 사
례만을 분석하였다. 추후 인도측에서 한국과의 원활한 비교를 위해 Skill-gap 분석에 필요
한 관련 지표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산정방식을 제시하였다.

JNPT에서 운영중인 5개 터미널 중 3개 터미널은 DP World, APM Terminal, PSA 등 
GTO들이 운영하고 있어 JNPT의 컨테이너 터미널들은 세계적인 컨테이너항만 운영체계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각 터미널들은 내륙 주요 거점지역과의 효
율적인 대량수송을 위해 철도운송이 일반화되어 있다. 따라서 터미널 내에 철도 인입선이 
개설되어 있으며, 철도 야드에서의 컨테이너 상하역 작업은 RTGC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술한 것처럼, 한국 항만에서 작업원들의 인당 생산성은 컨테이너 터미널이나 일반화물 
및 벌크화물 터미널 모두 실제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거의 평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생산성에서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운영 장비 및 운영시스템의 
차이, 운영법인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JNPT를 포함한 인도의 컨테이너 항만들은 인천항의 컨테이너 항만운영체계와 큰 차이가 
없어 생산성 및 작업원들의 생산성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벌크항만의 
경우에는 인천항만연수원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작업원들이 투입되는 인천항의 생산
성에 비해, 인도의 벌크항만들은 화종별 터미널 운영의 전문화가 부족하고 제반 교육체계와 
여건도 미비하여 생산성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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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한국 항만하역 기능인력의 시대적 변천

한국의 항만하역 인력양성은 전근대의 환경으로부터 근대적인 산업사회로 성장하는 과
정에서 급격한 변화를 해왔다. 한국의 항만하역 인력의 운영은 개항 이전 중세의 전근대적
인 신분제도와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단순노동의 낮은 기술적 수준에서 시작되었다. 개항과 
더불어서 맞이한 근대화와 일제 강점기의 식민자본 수탈정책이 강화되면서 항만은 한국의 
근대화를 주도하는 핵심 산업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국력이 소실되는 수탈의 통로였고, 대량
의 재화가 운반되는 장소로서 노동력의 흡수가 집중되면서 항만하역 노무의 수탈과 착취로 
인한 갈등이 폭발하는 곳이었다.13)

개항 후 초기에 해당하는 1898년부터 1903년까지 항만의 무역량이 증가하고 하역 활동
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일본군이 항만노동자를 탄압하는 가운데서도 노동자들은 일제의 항거
했으며, 한일병탄 이후에도 1925년 부산부두의 대규모 항거, 1929년 원산부두의 항만노동자 
항거는 전 세계에 알려진 사건으로 일제 강점기의 부두하역 노동자는 일제의 탄압에 대해 대
항하면서 항일독립운동을 연계하는 단결된 민족의식을 일깨운 노동현장이기도 했다.14)

해방을 맞이하면서 한국 고유의 항만하역 노무환경과 근로 형태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한
국전쟁을 겪은 후의 산업환경의 변화 및 경제개발 과정에서 항만하역 노무자의 기술적 역량은 
더 큰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다. 한국 항만하역 노무의 시대적인 변천과 항만하역 인력에 대한 
고용환경이 발전하는 과정은 한국의 항만 노사관계의 변천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노조의 독점적 노동공급제도를 유지하면서 매우 특수한 발전과정을 거쳐온 항만 노사관
계는 노동시장을 조절하는 역할을 했다. 한편 항운노조는 조합원 통제의 주체적 역할을 지

13　인천일보, 수탈의 통로 인천항을 기억하라’ 2020-04-30
14　해운 항공신문 2010-01-26, 항만물류협회(http://kopla.or.kr/newsbo) 재인용

한국의 항만하역 인력양성
정: 전 상 융 | 부: 하 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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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내면서 항운노조 소속 항만하역 인력공급의 상용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하역
사에 소속되어 노동력을 제공하는 조합원의 노동통제 권한을 유지하는 통제 권한의 실행 방
식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난다. 아래 표는 개항 이전 한국의 항만이 오늘날 선진화된 항만으
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항만 노무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표 3-1> 한국 항만하역 고용환경의 시대적 변천 

시기 특징 주요 내용

17~18세기

•  개항 이전의 봉건적 
환경

•  신분제도 하의 강제노
동 붕괴

 -  항만의 정부가 거둔 조세를 수거하고 운반하는 것이 중요한 기능이었으므로 항만
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인력도 정부가 강제징발한 인력이었음. 
 -  16세기까지 비교적 신분제도에 지배를 받는 봉건적 환경에서 항만하역 노무자는 
항만노동 환경에 적합한 전문적인 노동자가 아니라 대부분 원거리 지방에서 징발
된 농민들이었음.
 -  17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지방 원거리 강제징발의 비효율성과 징발된 농민의 비
전문성이 지적되면서 보수를 받고 자유의사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하는 모집제에 
따른 고용‧노동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항만하역 노동력 수
급체계가 강제노동에서 고용‧노동으로 변화를 의미함.

1876~1945

•  개항 및 일제 강점기 
경험

•  항만하역의 노동력  
착취

 -  1876년 부산항의 개항, 1883년 인천항의 개항 후 외국과의 교역이 증가하였고 
물동량의 수송과 하역산업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였으며, 항만에는 노동자의 동
원을 독점하는 객주업이 번성하기 시작함.
 -  1905년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일본의 대형 운송기업이 진출하여 항만하역 노
동자를 고용하고 합숙을 시키고 급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항만하역 노동자의 전
문화를 추구하고, 하역회사와 하역작업 도급계약에 의한 노동력공급 및 반장이라
는 제도를 두어 노무 감독을 맡겼음.
 -  하역회사별 또는 작업별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하역회사와 고용 관계
를 맺고 노동조합이 노무공급의 책임과 권한을 가짐.
 -  그러나 항만하역 노동자들은 경제적 약자였고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경제적 이익보
장이나 복지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반장과 같은 우두머리들은 개인적인 이익 추구
에만 급급함.

1945~1953

•  해방과 한국 항만하역 
노무자의 형성

•  항운노동조합의 클로
즈드샵 출현

 -  1945년 해방과 함께 미 군정이 시작되면서 노동조합 운영의 정책적인 방향으로서 
민주주의적 노동조합 발전을 장려하고, 노동자의 자율적인 노동조합 조직 및 가입
을 보장하고 고용주와 대리인이 간섭을 받지 않고 대표자를 지명할 권리를 갖도록 
장려함.
 -  고용주와 노동조합 간에 합의된 임금노동시간 및 고용조건을 고용계약서에 명기하
는 평화적 협정을 장려함.
 -  자본주의적 산업체제가 도입되면서 항만운송사업은 자유경쟁 체제하에 격심한 경
쟁이 유발되어 노동자들의 계약조건이 오히려 악화하는 부작용으로 항만하역 노무
자의 생계가 위협을 받음.
 -  하역업체가 반장과 결탁하여 개별적으로 노무자를 공급하여 노동조합이 노동시장
을 침해하는 것에 제동을 걸고 노동조합이 항만하역 작업권 쟁취 및 항만하역 노동
력을 공급하는 권한을 가지는 크로즈드샵(closed shop)제도의 기틀을 마련함.
 -  광복 직후 민주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토양이 매우 취약하였으나 미 군정하에
서 선진국 노동법제도 정착의 기초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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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특징 주요 내용

1953~1960 

•  전후 경제 복구와 항
만하역 노무 제도개선

•  노조의 주도권 및 항
운노조의 조직적 갈등

•  최초의 항만하역 기계
화 도입

 -  1953년, 한국전쟁이 종식되면서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
로기준법 등 노동 4법이 제정되었으나 이해관계들의 법률적 해석의 오류로 인하여 
기업별 지역별로 단위노동조합이 분리 또는 독립되어 작업권을 쟁탈하기 위한 경
쟁이 극심해짐.
 -  일제 강점기에 자리 잡은 반장 제도의 반장이 노무자의 노임을 착취 및 노동자의 
권리 주장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발생함.
 -  1960년 4‧19혁명 이후 각급 노동조합 집행부는 조합원의 강력한 개혁요청으로 
사퇴를 하고, 내부적인 쇄신을 우한 노동조합은 체제개편 운동 및 사태수습대회를 
치르면서 개혁을 맞이함.
 -  1958년 7월 국제협력국(ICA)원조자금으로 부산항에 기중기 20대, 지게차 230
대, 윈치 5대 도입을 통한 기계화에 따른 당시 21,900명의 노동조합 절반이 일거
리를 잃는 기계화분규라는 새로운 분쟁 가능성 대두됨. 

1960~1970

•  전국단위 노조결성, 노
조가 항만 노무공급을 
독점하는 체계 정착

•  기계화에 실직자 보상
금 지급, 실직자의 우
마차를 인수, 실직자 
재취업기회 우선 배정

 -  1961년 5.16 군사정부의 포고령 6호에 따른 모든 사회단체의 해체, 계엄사령부 
공고 제3호로서 ‘경제 질서회복에 관한 특별 성명서’로 모든 노동쟁의 금지됨.
 -  1961년, ‘근로자의 단체활동에 관한 임시조치법’과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을 공포하여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활동 보장함.
 -  1963년,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과 운영에 행정관청의 개입 강화하여 노동조합 설립을 허가 주의로 바꿈.
 -  1967년,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항만하역 노동공급권을 인정받으면서 노동조합은 
노동공급자의 기능 수행과 항만하역사업자를 동시에 대행할 수 있게 됨.
 -  1970년, 항만노동조합의 전국 단일노동조합 구성을 통하여 항만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기 시작함; ▲민‧관수 요율의 일원화 ▲퇴직금제도 성취 ▲하역회사와 노
동조합간의 공식적인 단체협약을 통해 크로즈드샵(closed shop)체제 강화함.
 -  1969년 5월 장흥 풍농비료 공장에 컨베이어시스템 도입으로 6단계 하역작업의 
축소로 기계화분규 발생하여 기계화에 따른 실업자의 보상금 지급, 실업자의 우마
차 인수, 실업자 재취업기회 우선 배정 및 기타 작업권(본선 잔교이송, 상차) 영구
보장 등으로 합의함.

1970~1990

•  항만 상하역 기계화가 
가속, 컨테이너화된 물
량 증가하기 시작

•  물자 및 기능별로 항만
건설 차별화, 항만노무
자의 기술 역량 강화

 -  1970년대, 항만하역작업을 담당하는 부두노조와 철도역의 하역을 담당하는 운수
노조의 작업권 쟁탈을 위한 갈등 해결 필요성 대두함.
 -  1980년, 정부의 ‘노동조합정화지침’을 발표하여 양 조직은 해산되어 통합 대의원
회를 통해 전국항운 노동협동조합이 탄생함; ▲노조 임원들의 신뢰회복 및 재정 투
명성 확보 ▲근로자의 실리 회복 및 노사협조 강화 ▲노조의 산업별 체제가 기업별 
체제(지역 단위노동조합)로 전환함.
 -  1977년 4월, 국제부흥개발원행(IBRD) 부산항 개발 차관제공을 계기로 부두를 물
자별, 기능별로 작업을 책임지는 부두운영회 사제도 도입; 기존의 공영부두와 구분
하여 부산항을 개발부두로써 자성대부두, 양곡 부두, 석탄 부두, 고촐. 광석부두로 
구분하고 하였고 항만하역업 내용을 특화함.
 -  1979년 최초로 신축한 컨테이너 전용부두에 비영리법인 ‘부산항 컨테이너 전용부
두 운영회사’를 설립하여 운영을 전담함. 
 -  1971년 기계화 가속으로 설탕 원당 하역작업 기계화, 철광석하역 기계화, 양곡 싸
이로 시스템 도입. 1975~1975년, 부산과 인천 RO-RO선 도입. 1977년, 부산항
의 갠트리크레인 도입. 제주-부산 감귤수송의 컨테이너화 등으로 기계화분규 발생
하였으나 사용주의 기계화 이익을 노동조합에 분배하는 방식으로 분쟁 해소함.
 -  컨테이너화 증가에 따른 노동조합 실업 보상; ▲컨테이너화 물에도 항만하역 요율 
적용하여 노임보상 ▲컨테이너 개폐 작업은 노조원 독점 ▲기타 기계화에 따른 실
업자의 실업 보상금 지급 ▲근로자들의 새로운 작업방식 재교육제공(훈련기금과 
훈련기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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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특징 주요 내용

 -  1985년 2월 대통령의 항만 전문인력양성 지시에 따라 1989년 4월, 사단법인 한
국항만기술훈련원 설립: ▲항만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및 연수교육 시행 
▲항만산업의 신기법을 교육‧훈련하여 항만산업의 기계화 및 현대화에 부응 ▲항
만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항만종사자의 실업 예방으로 고용안정 도모

1990~2010

•  항만산업의 기계화, 
자동화 가속

• 항만연수원 설립
•  항만하역사업의 허가

제에서 등록제 전환
• 항만운영 민영화 도입

 -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필요성 인식하고 항만의 복합적인 기능수
용이 가속화되었고 항만하역 기계화 및 자동화의 고도화 추진 및 항만하역 인력의 
기능 및 기술적 역량 강화 필요성 대두함.
 -  항만운영의 공공영역에 민간기업의 경영적 개념도입 및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통한 
경쟁 강화됨.
 -  항만하역 업무와 프로세스의 ▲표준화 ▲계약 화 ▲경쟁화 ▲책임성 강조 ▲공공
부문에도 독립체산제의 분업체계 도입 등이 나타남.
 -  1993년, 항만하역 구조조정; ▲항만하역업의 등록제 도입 및 개방과 자율화 ▲항
만하역 요율의 자율화 ▲항만운영의 민영화 도입 ▲항만하역시설의 기계화 & 국
제수준 선진화 ▲항만 노무공급제도 및 고용형태의 개편 등
 -  1996년 11월 27일, 부두운영회사제의 도입 결정에 노사정 합의; ▲해양수산부 
▲전국항운노동조합 연맹 ▲한국항만 운송협회 및 8개 항운노조(부산, 인천, 울산, 
포항, 광양, 군산, 여수, 마산)가 지방합의서에 서명함.
 -  2005년 5월 6일, 항운노조의 인력공급 독점체제에 따른 항만하역의 불안정을 해
소하기 위하여 항운노조원의 항운노조 소속에서 하역회사 소속으로 전환하는 항운
노조원의 단계별 상용화(부산, 인천 우선 시행) 결정에 노‧사‧정 3자가 협약체
결; ▲해양수산부 ▲한국항만물류협회 ▲전국 항운노조연맹
 - 2003년 5월, 한국운송사업법에 따른 특별법인인 한국항만연수원 설립

2010~

•  노동조합 vs 개별계
약 이슈 대두

•  항만하역 노무자의 복
리후생 개선  

 -  항만하역 기능인력의 기술과 기능의 고도화를 요구하는 선진항만 건설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으며, 항만이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변화면서 항만은 고도의 숙련
된 노동력이 필요한 선진화, 자동화, 무인화로 발전하는 단계에 이름.
 -  항운노조의 클로즈드샵이 하역작업의 기계화 및 선진화를 저해하는 것에 대한 쟁
점; ▲하역작업에 고성능 신규 장비를 투입함에 따른 노동력 절감 효과가 항운노조 
투입인력 감소로 연계되지 않으므로 경쟁력 강화를 저해함 ▲작업방식의 순번제 
유지에 따른 균등작업, 균등임금 원칙을 고수하므로 항만하역 작업능률 향상을 도
모하지 못함.
 -  항운노조원들의 근로기준법 적용 및 후생복리를 개선하기 위해 항운노조는 퇴직금
제도,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의 적용을 하역업체 측에 요구할 수 있음. 화주나 선사가 
하역업체에 지급하는 하역요금에 퇴직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반영

출처:  옥동석(2020), ‘항만하역 고용형태의 변천(보고사)’을 참고 재구성함.

제2절 한국 항만 노무인력의 구성과 운영

1. 항만하역 노무의 특성

항만이 다른 산업 분야와 구분되는 특수성은 각종 하역 및 운송장비 관련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전문기능인력)만이 운전 가능하며, 부두별, 취급화물별, 선박별 환경에 따라 각기 다
른 하역방법이 활용되고, 수많은 하역 운송장비와 인력의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작업을 수행
한다. 노사의 특수한 이원적 구조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표준하역작업 시스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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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안전관리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한 현장으로서 다른 산업 분야와 비교해서 재해율이 
매우 높아서 광업 다음으로 재해 발생률이 높다.15)

항만운송사업에는 항만하역사업, 검수 사업, 감정사업 및 검량 사업이 있다. 여기에서 
‘항만하역’이라 함은 항만이라는 공간에서 항만 운송면허사업자가 하주 또는 선박 운항업자
의 위탁을 받아 선박으로 운송된 화물을 선박으로부터 인수하고, 이후 화주에게 인도하는 
과정의 운반, 하역행위를 총칭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6) 이러한 항만하역이 수행되는 
항만에서 일반적으로 파악되는 한국의 항만하역 노무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수요의 파동성과 불규칙성이 강하다. 항만하역의 수요와 공급 물동량과 형
태에 따라서 작업 성격에 따라 노동력 투입이 차이가 있으므로 노동수요의 예측이 불가능
하다.

둘째, 근로 형태가 이원적이다. 항만하역은 항만노조와 하역회사에 의한 이원적 고용형
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고용 관계가 하역장소 및 시간이 수시로 변하므로 효율적인 노무관리 
안전관리 어려움이 있다. 

셋째, 항만하역은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대부분의 활동이 옥외 노천작업이거나 밀
폐된 선창작업이고, 혹한과 혹서, 분진과 소음, 조명과 환기의 불량 같은 근본적인 개선이 
어려운 작업환경이다.

넷째, 작업방법을 표준화하기 어렵다. 취급화물의 다품종, 다양한 형태, 중량물, 비정형, 
장척인 경우가 많고 인체 유해하고 위험한 화물을 다루어야 한다. 

다섯째, 노동시간이 불규칙하다. 계절에 따라서 입출항 화물의 종류와 성격이 다르고, 선
박의 조기 출항(Quick Dispatch) 원칙을 우선하므로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지 않는 1일 2
교대가 일상화되어 있으며, 직업의 시작과 종료가 일정하지 않고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고, 
하역 노무의 작업시간을 노무자 편리를 우선으로 선택하지 못한다.

여섯째,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높다. 각종 중장비의 작동과 운전이 불안정한 선상에서 이
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하역작업 중 화물의 낙하, 충돌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지만, 근본적
인 개선이 어렵다.

일곱째, 육체적 노동과 협동성을 요구한다. 항만하역은 육체노동 의존성이 강하므로 정
신적인 활동보다는 육체노동 강도가 높으므로 남성 청장년의 노동자를 선호하고, 짧은 시간

15　남영우, (2009), 항만물류 전문기능인력양성 교육의 필요성; 인천항을 중심으로(발표자료)
16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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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최대한의 작업량을 완수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엄격한 작업지시와 협력체계 운영
을 통한 협동작업을 선호한다.

이와 같은 항만하역 노무의 특성을 배경으로 항만하역 인력공급은 ▲상시고용보다 일용
직 ▲표준화된 직제보다 도급제 ▲표준화된 임금 지급보다 성과별 지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17)

2. 항만하역 인력 수요와 분업 특성

항만하역작업은 협의로 규정하면, 항만 내의 부두, 야적장, 창고, 싸이로 등의 공간에서 
선박이나 차량 또는 컨베이어 등의 기계적 운송수단에 화물을 적재하거나 양하 하는 작업을 
말한다. 한편, 항만하역작업을, 광의로 규명하면, 항만하역은 항만 내의 공간에서 이루어지
는 이송작업 및 보관작업까지를 총괄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 항만하역업체의 항만 내 활동을 살펴보면 항만하역업, 운송업과 창고업을 포괄적으
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항만 내에서 선내작업, 선 측 작업, 상하차 작업, 입‧출고작업 등 각 
하역작업의 단계별로 유발되는 일련의 필수적인 화물을 취급하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한다.

따라서 항만하역 작업은 항만 내에 한정된 항만 기능인력의 작업공간을 이해하고, 과정
적인 작업에 투입되는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 항만하역 단계별 작업흐름도 

Ship
Vessel Operation

Aprion
Shore side operation

Yerd transport vehicle
Loading & Unloading

Yard varehouse
In& out delivery

Storage tank & silo
In& out delivery

Arrival & departure

Im & export Port loading and unloading work phase Port Logistics System

Pipeline or
conveyor belt

Arrival and departure
support system

Inland transport systemInland transport vehicle

Shipper

Loading & Unloading system

Transfer system

Yard storage system

Broad range
of loading &

unloading operation

Inkorea Work area
Where traditional

port skilled workers
are introduced

Export

Import

출처:  KMI, 한국해양수산연구원(2001)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17　옥동석(2020), 항만하역 고용형태의 변천, 보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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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노무의 분업 특징은 항만의 가지는 공간적인 특수성과 단계별 작업이 가지는 기능성
에 지배를 받는다. [그림 3-1]에서 보는 것처럼 화물선의 부두 접안 시점을 기준으로 항만하역
의 활동이 시작된다. 즉 해양운송 수단이 육상에 화물을 내려놓거나 육상의 화물을 선상에 보
관하는 활동의 필요성에 따라서 항만 노무의 투입이 수반된다. 한편, 육상에서는 해상 운송수
단을 통하여 재화를 수출 또는 수입하는 화주의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활동이 발생하며, 이
는 해상 운송수단에 화물을 연계하기 위한 육상 운송수단이 화물을 대기하거나 재구성하는 행
위가 이루어지는 야드를 중심으로 내륙운송과 해상운송이 교체되는 행위가 발생한다. 

따라서 항만 노무는 항만이라는 공간에서 수입과 수출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해상운송
수단과 육상운송수단을 연계하는 화물의 집화 또는 적재, 선상과 육상 간 화물의 이동을 위
하여 발생하는 모든 서비스가 유발하는 노동수요에 대응하여 노동력을 공급하는 행위를 제
공하는 인적자원을 말한다.

한국의 모든 항만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항만 노무의 유형은 항만에 따라 차별화된 
화물의 특성이나 취급하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표 3-2>에서 
설명하는 항만하역 작업단계별 역할로서 항만 노무를 구분할 수 있다.

<표 3-2> 항만하역 작업단계별 역할 

단계 작업종류 노무자의 역할

선내작업
양하 부선 내 또는 부두 위의 후크에 걸린 화물을 본선 내에 적재 완료하기까지의 작업

적하 부선내 또는 부두 위의 후크에 걸린 화물을 본선 내에 적재 완료하기까지의 작업

육상작업

상차
선내작업이 완료된 화물의 후크를 푼 다음 운반기구 위에 운송 가능한 상태로 적재 완료하기까
지 작업

하차
운반기구 위에 적재된 화물을 내려서 본선 측에 인도하여 선내작업이 가능하도록 화물을 선상
에 안착하기까지의 작업

출고상차
창고 또는 야적장에 보관된 화물을 출고하여 운반기구 위에 화물을 적재하여 운송 가능한 상태
로 완료하기까지의 작업

하차입고
운반기구 위에 적재된 화물을 내려서 창고나 야적장에 보관 가능한 상태로 장치 완료하기까지
의 작업

부선작업

양륙
안벽에 계류된 부선에 적재된 화물을 양륙하여 운반기구 위에 운송 가능한 상태로 적재 완료하
기까지의 작업

적재
운반기구에 적재된 화물을 내려서 안벽에 계류되어있는 부선에 운송 가능한 상태로 적재 완료
하기까지의 작업

출처:  KMI, 한국해양수산연구원(2001)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함.

그러나 이러한 단계별 작업은 전통적인 항만하역이 보여주는 벌크화물이 주를 이루는 항만
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업을 설명하는 것이다. 오늘날 컨테이너화된 화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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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는 이와 같은 단계별 활동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컨테이너 화물이 늘어나고 있
는 시점에서도 기계화의 정도와 자동화의 수준이 항만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기계화와 자동화
의 수준과 정도에 따라서 전통적인 노무의 형태가 유지되는 수준도 다르게 나타난다.

한편, 항만하역을 장소별로 투입하는 기능인력으로 구분하면, 안벽과 잔교 부두를 연결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 육상노무자(Deck man), 갑판노무자(Dock 
man), 선창 노무자(Hold man)가 투입되는 설명할 수 있으며, 주요 작업이 발생하는 장소
를 선내 하역작업과 연안(선 측) 하역작업으로 구분하면 아래 <표 3-3>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표 3-3> 항만하역의 선내작업과 연안 작업단계별 작업 내용

작업단계 작업 내용

선내작업

Stand By(작업대기)
모든 작업구성원은 작업에 필요한 용구를 소지하고 지정된 위치에서 작업지
시를 따를 준비함. 

Hatch Open(작업 시작) 모든 작업원이 해치의 뚜껑을 여는 작업을 함.

선내작업(이동화물 적재)
작업 우선 순서에 따라 Sling에 화물을 담고, 윈치의 작동에 따라 내려오는 
hook을 확인함.

줄걸이 작업(Sling 걸기) 화물을 담은 Sling에 Hook을 연결함.

Deck man 신호(이송준비)
Deck man은 Sling에 Hook 연결 작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Winch 
man에게 신호함. 

Winch 작동(선내→선측 이송)
Winch man은 Deck man의 신호에 따라 Sling이 Hook에 연결된 Cargo 
Wire를 Winch를 감아올리는 작동함. 

화물 내려놓기(선측 부두)
화물을 선측인도: 화물을 부두의 임시 지정된 공간에 내려놓음. 또는, 직상
차: 화물을 지정된 야드 트레일러에 상차(→지정된 장소로 화물을 이송함.)

화물 옮기기(최종장소) 선측인도된 화물을 지상 장비로 최종 지정된 장소로 옮김. 

선측작업

용구준비 화물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용구 준비함.

Sling 걸기 선박에 실을 화물에 Sling을 연결함 

화물양륙 작업지도원 또는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화물을 들어 올림.

Sling 풀기 지정된 위치에 화물 놓이면 Sling을 풀어줌.

운반 화물을 육상장비로 지정된 장소로 이동함. 

출처:  인천항만연수원

항만하역은 매우 다양한 기계화 장비가 도입되고 있으며, 이들 기계화 장비들은 일반 산
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같은 기술과 기능으로도 가능한 기계장비도 있지만, 항만이라는 특수
한 공간에서만 활용하는 장비가 대부분이다. 한국의 항만에서 도입되고 있는 항만하역 기계
화 장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능인력(기계화 장비의 운전)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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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항만하역 기능인력 수요 유발 기계화 장비 리스트

구분 하역 장비명/수량

일반 장비
• 지게차: 561대 • 포크레인: 110대
• 페이로다: 164대 • 불도자: 73대

• 로그로다: 13대  • 언로다: 40대 
• 쉽로다: 8대 

컨테이너취급장비
• 겐트리크레인: 64대  • 트랜스테이너: 87대 
• 리치스텍카: 44대 

• 스프레다: 70대  • 탑핸들러: 17대 
• 케리‧트레블리프트: 1대 

특수장비 • 로베드: 32대  • 엘리베이팅트럭: 26대 • 트랜스포터: 24대 

수송장비
• 트랙터: 1,668대  • 샤시: 4,962대 
• 트레일러: 876대  • 카트레일러: 67대 
• 덤프트레일러: 30대 

• 트럭: 562대  • 덤프트럭: 143대 
• 폴로카: 28대  • 탱크로리: 11대 
• RO-RO트레일러: 36대 

기중기
• 이동식크레인: 202대  • JIB크레인: 3대 
• B.T.C: 27대 

• L.L.C: 16대  • O.H.C: 1대  
• 해상크레인: 1대 

해상장비 • 예선: 59척   • 부선: 81척   • 바지탱크: 7대  • 화물선: 15척  

양곡장비
• 바큐베이터: 4대  • 흡수기: 3대  
• 계근대: 18대 

• 심포터: 2대  • 호퍼: 34대 

기타장비 • 리크레이머: 4대 • 스택커: 7대 • 스턴램프: 2대   • 벨트컨베이어: 15대

출처:  한국항만하역협회, 항만하역 요람(2001)

이와 같은 항만하역작업이 채택하고 있는 기계화 장비들은 일반 산업에는 없는 특수장비
이며 특별한 기능과 기술을 가진 기능인력을 양성해야 하므로 공공 교육훈련기관 또는 사설
훈련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분야이다.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은 한국
항만연수원이 설치되어 항만하역에 투입되는 모든 기능인력의 양성을 책임지고 있다. 

3. 항만하역 노무의 인력구성 특성

한국 항만하역 기능인력의 작업과정에서는 흔히 작업의 협동조직 반 단위 공동작업조
(Gang18))의 작업 인력구성을 볼 수 있다. 항만하역 노무는 협동성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작업
을 수행할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작업구성 단위로서 반장제도가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일반적인 선내 하역작업 구성원의 1개 조의 단위를 말한다. 1개 조
의 “갱(Gang)”이 항만하역 작업에서 1개의 작업단위를 구성하고 있다. 화물이 적재되어 있
는 특성, 선박의 화물창 구조에 따라 투입되는 작업조(Gang)의 구성원 수는 다르게 되며, 

18　Gang(組, 一團): Gang이라는 용어는 항만하역 분야에서 사용될 때 공동작업조의 의미로서 선박화물을 하역하기 위한 부두작업노무자
의 한 단위를 의미한다. 재래선에는 해치(Hatch) 단위로 갱이 구성되어 있는 반면, 컨테이너선의 경우에는 캔트리 크레인의 단위로 구성
되어 있다. 갱이라는 용어는 영미어 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로서 “The use of the word stevedore can therefore have 
different interpretation because the word stevedore is used as when referring to the name of the company that has been 
contracted to perform the service and when referring to the work of the labor Gangs actually performing the work.”(출처: 
MARITIME WORLD October 28, 2019, ‘Stevedores, Longshoremen and Dockers’by David Reid, http://marereport.namma. 
org/index.php/2019/10/28/stevedores-longshoremen-and-dockers/)와 같은 문헌에서 설명되어 있다.

 또한, 인도(India)에서도 동일한 항만하역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예로서 “the operation of loading or unloading is harmonised 
to avoid dangers to the working gangs from one another”(출처: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Government of India, p. 33)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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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의 특성과 과정에 따라 부두나 갑판에서 작업하는 인력, 선창내에서 일하는 인력 
등으로 구분되며 3-4명 또는 10-12명을 1조(Gang)로 편성하여 작업을 수행하도록 배치한
다. 1개의 공동작업조(Gang)가 수행하는 작업의 단위와 양을 “One Gang One Shift”라고 
한다. 한편, 오늘날 항만의 선진화에 따른 하역 설비의 기계화, 자동화로 Gang의 구성원 숫
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컨테이너선박이 증가함에 따른 결과로서 1개의 Gang은 약 10
명 전후의 인력이 구성된다.19)

하역회사는 선박의 접안과 동시에 하역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두별로 설치한 연락소
에 ‘동원계’를 제출하고 항운노동조합에 하역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고 연락소는 반 
단위의 공동작업조(Gang)로 노동자를 투입한다.20)

항만마다 작업현장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대개 15~20명 정도의 구성원을 선호하
며, 매우 전근대적인 엄격한 주종관계에 바탕을 둔 형태로서 1900년대 초기에 형성되었고, 주종
관계의 전근대적인 관계성은 민주적인 상호존중이 인정되는 수준으로 완화되었으나 오늘날에도 
매우 엄격한 규칙과 정확한 역할분담 규명하여 철저한 협동작업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3-2] 공동작업조(Gang) 단위 항만하역 협력체제

15~20명으로 구성되는 
공동작업조 (Gang) 단위 

하역사 소속 

항운노조 소속 반  장 

조  장 

반  장 

조  장 

항만하역 노동자 

조  장 

반  장 

포어맨 

갱 제도는 협동노동의 구성단위이며, 1개의 갱에는 반장을 중심으로 하는 15~20명의 노
무자가 한 팀을 이루어서 협동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작업의 효율성, 안전성, 신속성을 추구
하는 가운데서 선박의 조기 출항 및 체항시간의 최소화를 달성하는 목표를 달성한다. 이러
한 반장을 중심으로 15~20명으로 구성된 1개의 갱은 항운노조의 노조원 소속으로서 하역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이며, 하역회사의 하역작업 계획을 실행하는 책임자인 포어맨의 지시
를 받아서 주어진 항만하역 작업을 수행한다.

한편, 노조 간부인 반장과 조장은 항운노조의 하역 노동자의 보호 권한 및 작업장에서 대표
자의 역할을 하면서 반에 배정된 하역작업을 수행한 현장을 총괄하고 감독한다. 그러나 하역

19　카고뉴스(CargoNews), www.cargonews.co.kr
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외, 2002: 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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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노조의 운영진 간부들과 노동 인력의 투입과 관련하는 업무의 조정과 처리를 긴밀하게 
협의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하역현장의 노동 과정에는 직접적인 감독과 통제를 하지 않는
다. 즉 노동 과정의 통제권과 노동자의 인사권 행사도 노조가 보유하고 있다. 이는 노조의 조
합원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노조 간부들은 항만하역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진입 및 진입 이후의 존립 환경을 통제하는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3절 한국의 항만 노무인력 개발과 전망

1. 시대별 변화와 전망

항만하역 노무의 전통적인 특성이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한국항만의 발전과정에서 항만
노무자의 민주주의적 처우가 개선되었고, 항만의 규모가 대형화 전문화 되는 가운데에서 항
만하역의 기능과 기술 또한 세분화하는 가운데서 선진화된 항만의 수요에 부응하는 항만기
능인력의 수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인적자원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
해 왔으나 최근 한국항만은 선진화된 항만이 요구하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림 3-3] 한국 항만하역 기능인력 양성의 시대별 변화와 전망

노동 집약형 
항만하역 단순 노동 

인력 모집 단계

~ 1960

항만하역
기계화 및 기능인력

양성 초기 단계 

1960~1980

항만하역
기계화 및 기능인력

양성 성숙 단계 

1980~2000

항만하역 기계화/자
동화 및 스마트항만 

무인화 추구

2000~

단순 비숙련노동력의 
양적인 투입을 통한 

효율성 추구

반숙련 기능인력을 
보조하는 초보적 기

계화 도입

기계화 확대 및 숙련 
기능인력의 양성을 
통한 효율성 추구

기계화와 자동화를 
통한 스마트 항만실
현으로 기능인력 고

용의 감소

한국 항만하역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항만하역에서 기계와 장비를 응용하여 화물을 
내리고, 운송장비와 장치를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부두에서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은 불과 100년 전후이며, 개항 이후 외국과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
한 1900년대 초 일본이 사용한 유사한 장비들이 사용되었다고 추정한다.

1970년대 컨테이너화된 화물이 한국의 항만에서 물동량이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본
격적으로 기계화된 하역 장비의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초창기 항만하역 노무자의 하역 활동
을 보조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점차 항만하역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주된 기능과 역할을 담당
하게 되는 선진화가 가속화 하면서 한국 항만하역에서 인력과 기계장치의 조화는 현대 항만
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기계화는 단순 육체노동 중심의 일용직 노동자의 
시장적 지위가 위협받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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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 작업에 기계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항만하역 형태의 질적이고 양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초래한다. 노동의 질적 변화는 육체노동 중심에서 기술과 기능의 조력을 활용하는 
노동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기계를 작동하는 노동. 기계를 감시하는 노동으로 발
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노동수요의 축소, 처리능력의 획기적 증대, 작업단계의 축소 등으
로 인해 인력의 대량 대체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항만의 기계화는 노사갈등을 유발하지
만 모든 형태의 항만에서 나타나는 변화이며 최근에는 단순한 항만하역 장비의 기계화를 넘
어서 새로 건설되는 세계적인 경쟁항만에는 자동화 터미널(ACT, Automated Container 
Terminal) 설계가 보편적으로 도입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21)

한편, 항만시설을 수출주도 경제의 중요한 기간산업으로 인식하는 한국 정부는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하는 결과에 따라 교역량이 증가하고, 효율적인 항만하역의 중요성을 인식하
면서 항만하역 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항만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항만의 원활한 기능에만 국
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관련 산업 및 국가 산업 전반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궁극적인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항만하역의 기계화에 따른 항운노조원의 대량 실업이 ‘기계화분규’와 같은 사회
적 문제로 확대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화 논의 시기와 도입 단계는 사회적 합의
를 통하여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세계적인 현상으로 보편적인 항
만의 변화인 기계화 또는 자동화를 거부하고 비효율적인 노동을 유지하기에는 시대적인 트
렌드가 매우 빠르게 변하므로 세계적인 수준의 항만서비스를 공급하고 국가경쟁력을 관리
하는 차원에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의 국가 중심 항만인 부산, 인천, 광양, 평택 등은 이미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반자동화를 실현하면서 과거의 대량 노동력에 의존하는 노동집약형 항만운영에서 기술집
약형 항만운영으로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환경은 완전 자동화된 항만을 실현
하여 소수의 기능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한 스마트항만(smart port)을 응용하는 인더스트리 
4.0을 지향하는 단계를 맞이하고 있다.

2. 국가직무능력표준과 항만하역 인력양성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
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
로,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표준화한 
것을 의미한다.

21　백두주. (2007). 항만노동체제의 전환과 동학. 노동정책연구, 7(4), 165-199. 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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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국가직무능력표준과 항만 기능인력 양성 응용

 -  업계의 작업 표준화(임무, 역할) 
공동노력
 -  최근 한국의 항만 기능인력이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기능의 
수준 및 직업수행 역량을 규명
 - 작업환경 개선 및 안전규정 준수

• 항만공사
• 하역사
• 터미널 운영사

항만산업계

 -  국가직무 능력표준을 응용한 
항만하역 작업의 교육훈련 콘텐츠 
체계화와 표준화 
 - 교육훈련 및 실습 인프라의 선진화
 -  교수와 강사진의 전문화 및 역량 
강화

• 한국항만연수원
• 항만물류 특성화고등학교
• 기타 사설훈련원

인력양성기관

 -  항만 선진화 전략 및 국가 항만 
경쟁력 강화 비전 제시
 - 항만 기능인력 수요 예측
 -  제도와 관련 법규 정비 및 
모니터링
 - 실행 관리와 감독 

• 고용노동부
• 국토해양부
• 교육부

정책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항만 기능인력 양성 응용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인력양성체계 

Reflected in establishing
national job competency

standards required by
industry

Provision of national job
competency standards for
training, qualifications and

career development

Based on the monitoring of real-time industry changes and the trend of hiring
skillec workers, new requirements of the industry are reviewed to reflect inprovements.

Advance into the
labor market with
human resources

suitable for
industrial needs

Feed-back

Industrial
Field NCS

Fostering and discharging
competitive and skilled

workers suitable for
industrial sites

Techno-
logy Technology

Techno-
logy

Know-
ledge Knowledge

Know-
ledge

Atti-
tude

Atti-
tude Att

itu
de

Education
& training

Certification Career
development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 능력 개념도’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NCS는 능력 중심사회를 위한 여건조성의 핵심제도로서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산업현장의 기술변화, 신규 인력 수요 등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신규
개발‧개선하여서 일-교육훈련-자격 연계 강화 및 개인의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
가가 산업의 분야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2019)

NCS는 국가적 차원에서 능력 중심 채용을 확산하여 공정한 채용문화를 정착하고 직무 
중심 교육을 강화하여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NCS 활용하여 능력 중심채용 모델 및 수요
를 발굴하고 신규채용자와 재직자 훈련에 NCS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능력 중
심사회를 기반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항만하역과 관련하여 
NCS를 적용한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하여 항만하역 근로자의 신규채용 및 재직자의 역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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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산업 내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활동일뿐만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항만
산업이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활동이다.

[그림 3-5] NCS를 적용한 항만물류분야 교육훈련 과정 개발 방안 

Curriculum design through interview results analysis

MECE analysis on Curriculum Design

Curriculum desig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Needs assessment for Port Logistics HRD

Establishment of final curriculum for port logistics HRD

Qualitative demand survey
• Collection & analysis of existing program
• Comparative analysis of similar curriculum
• Interview with participating companies

Qualitative demand survey

• On-site job classification (job, duty, task)
• Identification of practical job mission / attitude

Analysis of qualitive survey results Job competency decision making

Deriving industrial demand-based edudation/
training courses

Comprehensive survey on importance and 
necessity
Comparative graph drawing

출처:  각종 자료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함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기능인력의 훈련과정 및 자격 기준을 
개발하여 관련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노동수요자인 산업계가 실제로 요구하는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양성하는 것이다. 노동의 공급자 관점에서 교육‧훈련‧자격제도를 공급하는 것
이 아니라 수요자의 관점에서 생산자원의 투입요소로서 갖추어야 할 인력의 교육‧훈련‧
자격제도를 제시하여 교육훈련의 선진화를 추구한 것이다. 

이와 같은 NCS 기반 인력양성체계는 항만운영이 기계화 및 자동화를 통해서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응용되는 측면이 많아질 전망이다. 항만하역의 기계화와 자동화, 운영시스템의 무
인화 등을 통한 인력투입을 최소화가 요구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한국의 항만 기능인
력 교육훈련 방향은 기술집약적이고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실현할 수 있는 고도의 기능인력
이 진출하는 산업현장으로서 다른 산업 분야와 수준에 조화 및 공유할 수 있는 기술 분야가 
확대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산업별역량체계(SQF)의 도입을 통하여 산업 분야별로 개인이 교육‧훈련. 자격 등
을 통해 학습하고 취득한 다양한 능력을 상호 연계하여 이정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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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SQF를 통한 항만하역 기능인력 역량 강화 모델 

SQF를 통해 항만하역 근로자는 자격, 현장경력, 직업훈련
결과 등을 학력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받는다. 

▶ 근로자의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급여체계 연계 가능함.
▶ 근로자의 경력개발과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함.

▶ 자신의 능력에 맞는 공정한 평가와 보상체계 확보함.
▶ 자기계발 및 학습을 통한 경력개발 결로 설계 가능함.

학위 취득 자격 취득

경력 습득 교육훈련 이수

기업 근로자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2020), https://www.ncs.go.kr/sqf/sqf01/SQF-101-001-01.scdo

3.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항만하역 기능직 자격증 취득

항만하역 기능직근로자가 항만의 기계화 장비운영에 도입하고 있는 장비를 운전하는 적
합한 기술자 또는 기능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한국산업인력
공단(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필기/실기)을 응시하여 항만하역 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국
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자 중에서 면허발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상 종목은 반드
시 시‧군‧구청에서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영업행위 또는 취업(중기운전)을 할 수 있다. 

<표 3-5> 국가기술자격검정 면허발급(기능사) 항만기능인력 관련 종목

주관기관 자격취득 종목 자격증 종류/면허발급기관 관련 법규

한국산업
인력공단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

• 자격증 종류:기능사
•  면허증발급기관:시‧군‧구청(또는 

담당 차량등록사업소)

• 건설기계관리법 제 2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 71조

양화 장치 운전

지게차 운전

굴착기 운전

크레인 운전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면허발급대상 종목’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한편, 소형지게차/굴착기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실기
시험 인증시험에 응시하지 않더라고 항만연수원은 별도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항만연수원
에서 2일간 교육을 참가하면 수료증을 발급한다. 수료증을 받은 수료생은 지방자치단체의 



인
도

 항
만

 운
영

 개
선

을
 위

한
 인

력
기

술
 강

화
 방

안
 컨

설
팅

104

담당 부서에서 국가기술자격 소형건설기계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한국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에 항만연수
원의 교육에 반드시 입소하여 교육훈련 참여시간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받고 필수 교육훈련
을 충족해야 한다.22)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관련 자격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기능사 자격증의 현
장 직무능력 발휘 수용에 알맞은 이론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능사의 이론적 지식의 습
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필기시험과 실제로 관련 기계를 운전하는 스킬을 확인하여 합격 
여부를 평가하는 엄격한 평가체계를 갖추고 있다.

<표 3-6> 기능사 이론적 직무역량 평가체계

Qualification Name Training Institution Written Test Practical 
Test

Acceptance 
Criteria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
Craftsman Container 

Crane Operator

- Korea port institute
-  Korea port logistics 

high school
- Private academy

Container crane general and 
mechanical, Electrical and 
system, Hydraulic system, 
Container terminal practices, 
Safety management and related 
laws

Container 
crane 

operation

W:60/100
P:60/100

양화 장치운전
Craftsman Loading 

Equipment Operator

Accredited vocational 
training center’s 3 
months course

Introduction to loading equipment 
operation, Common English

Loading 
equipment 
operation

W:60/100
P:60/100

지게차운전
Craftsman Forklift 

Truck Operator

Public vocational 
training center, In-
house vocational 
training center, 
Accredited vocational 
training center

Forklift driving, Cargo loading, 
Transportation, unloading, Safety 
management

Forklift 
driving 

and road 
driving

W:60/100
P:60/100

굴착기 운전
Craftsman 

Excavating machine 
Operator

Private academy 
related to 
construction 
machinery

Construction machinery 
institution, Electric and work 
equipment, Hydraulic general,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law and road traffic 
method, Safety management

Excavator 
driving 

and road 
driving

W:60/100
P:60/100

크레인 운전
Craftsman Crane 

Operator

In-house vocational 
training center

Construction machinery 
engine electricity, Crane work 
equipment, Hydraulics in 
general,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regulations and 
road traffic methods, Safety 
management

Crane 
operation 
and road 
driving

W:60/100
P:60/100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Website (www.q-net.or.kr)

22　한국항만연수원인 천연수원 방문인터뷰(2020. 0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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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직무역량을 평가하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합격 기준은 각각 100점 기준 60점 
이상을 획득해야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훈련을 받고 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최종 실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기계의 운전에 필요한 장치의 사용을 원활하게 하면서 작업에 수반되는 
기본적인 비상조치에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 <표 3-7>은 항만기능인력이 
항만 내 하역작업에 필요한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의 평가 기준
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7> 자격증 취득을 위한 운전의 주요 역량

Qualification name Competency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
Craftsman Container Crane 

Operator

현장 감독자 및 신호 수에 따라 크레인을 운전하면서 메인 선박 또는 야드와 같은 육상의 
지정된 장소로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크레인의 일일 점검 및 간단한 예방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양화 장치운전
Craftsman Loading Equipment 

Operator

신호수(시그널맨)의 신호에 따라 선박에 설치된 데릭과 크레인을 구동하여 선박과 육상으
로부터 화물을 안전하게 이동 적재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며, 장치 조정 및 간단한 예방 
정비 작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지게차운전
Craftsman Forklift Truck 

Operator

생산 현장, 창고, 부두 등에서 재료, 재화를 적재, 하역 및 운송하기 위해 지게차를 작동하
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기본 유지보수 작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굴착기 운전
Craftsman Excavating machine 

Operator

굴착기를 운전하면서 항구나 건설 현장에서 토양이나 자갈과 같은 물질을 발굴 또는 이동
하는 동안 장비의 일상적인 검사 및 예방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크레인 운전
Craftsman Crane Operator

대형 건설 현장, 토목 건설 현장, 항만 하역장, 운송 및 창고 현장, 건설 현장, 임대 회사 
현장 등에서 무거운 화물을 들어 올리는 크레인을 조작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면허발급대상 종목’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통해서 항만기능인력의 자격 기준을 관리하고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는 항만이라는 특수성을 이해하고 수반되는 작업을 원
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이러한 평가 제도의 운영은 해
당 자격을 취득한 기능인력이 향후 항만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한 기능이다.

이러한 제도 운용이 가능한 배경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를 운영하고 있다. 계 중심의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를 설치하고 지역별 공동훈련센
터를 선정하여 인력수요‧공급조사 → 공동훈련센터 훈련 → 채용 등에 이르는 지역‧산업 맞
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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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사업목적 법적 근거

•  지역 기반기업의 산업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중‧장년, 경력단
절 여성. 취약계층 훈련을 활성화하여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용률 높임.

•  지역 중소기업의 교육훈련수요를 반영하여 교육훈련 참여율을 높여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높임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22조의2, 제2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6호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2020)

[그림 3-7] 수행체계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A 협약기업 Z

파트너 훈련기관
상호

협약체결 교육훈련제공 교육훈련 
신청 및 참여

일부 교육위탁 
훈련비 지급

교육결과보고

교육훈련제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2020)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실기시험 인증시험으로 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에는 존재하지 않으면서 항만하역 작업을 위하여 도입하고 있는 각종 장
비와 기계를 운전하는 자격증 발급은 한국항만연수원에서만 교육훈련 및 자격증 발급이 가
능하며, 현재 일반 공공 및 사설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하여 같은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항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향후 국가직무 능력평가 기준은 국가
적 표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한국항만연수원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 항만하역 기능인
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국기기술자격 검정기준에 따르는 평가방법을 응용하여 기능인
력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제4절 한국 항만물류 인력운영 개요

항만의 물류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은 기능인력과 전문인력으로 구분할 때 아래 표와 같
이 요약할 수 있다.

<표 3-9> 항만하역 전문인력과 기능인력 

구분 항만 전문인력 항만 기능인력

개념
•  항만, 배후단지, 물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보유

한 인력
•  항만, 배후단지, 물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기능을 보유한 인력

분류  - 물류 경영자  - 기획, 관리, 집행 등   －사무직 종사자  - 상용근로자  - 일용근로자

출처: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2009), ‘항만물류전문 기능인력 양성 교육의 필요성’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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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 전문인력을 직무 수행을 기준으로 분류한다면 하역업체 사무직 종사자와 임원
진을 비롯한 기획, 재무, IT, 자재, 계약 및 조달 등을 담당하는 사무직 관리자와 부두와 터
미널 운영 관리자, 컨테이너 야드 운영 관리자, 게이트 관련 종사자, 안전관리자와 보안담당
관리자 등 터미널운영과 관련된 사무직 근로자는 ‘항만물류 관리인력’으로 구분하며, 그 외
에 항만하역 장비를 운전하는 숙련 기술과 기능을 보유한 터미널 현장 근무자, 항만과 항만 
배후단지 등의 기술 분야 대한 전문기능을 보유한 종사자를 ‘항만물류 기능인력’이라고 분
류할 수 있다.

1.  한국 항만물류 전문인력의 개념

‘항만 전문인력’이라 함은 하역업체의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진을 비롯하여 재무관리, 정
보기술 분야, 자재관리, 계약과 조달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무직 근로자를 말한다. 항만물류 
전문인력은 항만을 중심으로 형성된 항만산업 운영과 항만이 유발하는 물류 활동 및 관련 
산업의 광범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인적자원을 말한다. 따라서 항만물류 전문인력은 항만의 
물리적 특성과 서비스의 차별성이 요구하는 전문성을 발휘하는 역량을 소유한 인력이다.

다만 항만 전문인력을 규정하는 정확한 법률적 근거에 따른 구분이나 학문적 정의는 정
립되고 있지 않다. 광의적으로 항만물류 전문인력은 항만이라는 공간에서 생성되는 각종 화
물의 하역, 보관, 운송,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항만물류 관리인력이거나 
항만물류의 물리적 특성과 기술 및 기능적인 특징이 반영되는 항만하역 장비 운전 및 조작, 
기타 하역 관련 현장 업무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항만물류 기능인력을 포함한다. 

2.  한국 항만물류 기능인력의 개념

‘항만기능인력’이라 함은 항만이라는 공간에 발생하는 물류 활동과 관련이 있는 화물의 
하역과 보관 및 운송, 관련 지원업무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항만의 기술적 운영에 도입
된 기계화 하역 장비를 운전‧조작하는 역할과 기타 하역 관련 현장의 기술적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인력은 항만 배후
단지, 물류센터, 터미널 등 물류 활동이 존재하는 현장에서 종사하는 특징을 가진다.23)

23　남영우, (2009), 항만물류 전문기능인력양성 교육의 필요성; 인천항을 중심으로(발표자료)



인
도

 항
만

 운
영

 개
선

을
 위

한
 인

력
기

술
 강

화
 방

안
 컨

설
팅

108

<표 3-10> 항만기능인력의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구분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개념 • 항만하역업체에 고용된 사람을 말함.
•  일용근로자는 항운노조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일일 단

위로 하역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임.

분류  - 사무직 근로자  - 하역근로자  - 단순노동 제공

출처: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2009), ‘항만물류전문 기능인력 양성 교육의 필요성’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김영문(2007)은 항만물류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과 관련 분야의 전문
기능을 보유한 기능인력으로써 항만의 생산성 제고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인력을 항만물류 
전문인력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한 기능인력은 고용형태에 따라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항만하역 근로자들은 하역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하역 장비의 운전자 혹은 감독자이
며. 숙련노동자에 해당한다. 한편, 항운노조에 소속된 일용근로자는 선박 내에 장치된 윈치
의 기어 조작원(윈치맨)을 제외하면 대부분 인력은 장비를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장비에 의
존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하는 단순노동자이다. 대부분 일용근로자는 선박에 장치되어있는 
윈치 조작, 신호작업, 화물에 고리를 걸어 크레인에 연결하거나 풀어주는 슬링 작업을 주로 
행하고 있다. 이처럼 항만산업을 중심으로 유발되는 노동의 수요를 항만 전문인력과 기능인
력으로 구분함과 동시에 항만기능인력은 항만하역업체에 직접 고용되어있는 상용근로자와 
항운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일일 단위로 단순노동 수준의 하역 노동을 제공하는 일용
근로자로 구분한다.

이러한 항만산업이 유발하는 인적자원의 수요에 대응하는 인력양성 교육체계도 영향을 
받으므로 항만 전문인력과 항만기능인력이 양성되는 교육훈련의 체계와 경력개발의 과정
에 다르게 정착되어있다. 경력개발의 관점에서 직업과 직종의 구분되는 배경에는 한국의 항
만하역 노무 구조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항운노조의 노동통제 역할이 컸
다. 특히 항만기능인력의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이분화되어있는 것은 항만 노무를 통
제하는 노사의 이원화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상용근로자는 하역사의 소속이지만, 일용근로자는 항운노조 소속이면서 하역사에 노무
를 제고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하역사는 노무를 받으면서도 노무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통제력이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클로즈드샵(closed shop) 제도를 기반으로 항운노
조만이 항만하역 노무를 공급할 수 있는 독점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노사 간 교섭
의 유연성은 부족하지만, 항만기능인력의 항운노조 소속 일용근로자는 사실상 직업 안전성
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보호받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항만하역 노무공급이 안전을 유지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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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만하역 기능인력 투입 및 근무방식

오늘날 항만에 이루어지는 하역작업은 대부분 기계화되어 있으므로 하역에 특화된 장비
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모든 작업에서 완전한 자동화 작업형태는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일반부두(벌크화물)의 경우 항만근로자의 인력작업 없이는 작업이 
불가능하다.

벌크화물의 경우 선상에 설치된 윈치의 기어를 조작하는 윈치맨, 작업팀 간의 신호를 담
당하는 신호수, 크레인에 화물을 걸어주고 해체하는 선내 및 선 측 근로자가 배치되어야만 
원활하고 안전한 하역작업이 가능하다. 선내에서는 지게차(Forklift)나 굴착기(Excavator), 
도저(Dozer) 등의 다양한 기력작업을 활용하는 경우 줄걸이 작업이나 뒷정리를 담당하는 
인력작업은 필수적이다.

상용화 이전의 하역작업 인력투입 방식은 하역회사가 하역 장비 운전기사와 작업감독(포
맨)을 작업현장에 파견하고, 항운노조는 조합원인 윈치맨24), 신호수25), 홀드맨26), 작업반장27)

을 작업현장에 보내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상용화 이후 항만근로자의 작업현장 배치는 하역회
사와 항운노조의 협의로 결정하고, 작업장별 투입인력 규모도 노사 협의로 산정하고 배치되므
로 하역회사에 의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항만하역 근로자의 작업방식은 공동작업의 형태이다. 윈치맨, 신호수, 홀드맨, 장비기사 
등이 구성된 한 개의 작업반을 형성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해야만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반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협력체계와 작업방식에 따른 통제에 따라 임
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작업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의 협력체
계 필요성에 따른 팀 작업특성이 요구되므로 상용화되기 전과 후의 항만하역 작업방식은 커
다란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항만하역작업은 피크(Peak)와 오프피크(Off-Peak)가 발생하는 하역물동량의 파동성 때
문에 작업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항만하역노무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근
무 제도를 기본으로 하나 처리물량이 많을 경우는 작업이 완료까지 작업을 지속한다. 또한, 
하역작업은 주‧야의 구분이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2교대제를 취하고 있으나, 이 또한 처리
물량이 많을 때는 조기 출항을 지원하기 위한 연장작업 또는 심야 작업이 발생한다. 이러한 
근무형태는 상용화 이후에도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상용화된 이후의 하역회사는 모
든 항만근로자를 근로기준법과 노사임금 단체협약 등의 법적 제도적 기준을 준수하면서 고

24　 윈치맨(Winch-Man): 선박 내에 장치되어 있는 하역장비인 윈치 조작원 
25　 신호수: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효율을 위해 홀드의 상황을 정확하게 크레인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자
26　 홀드맨: 선내나 육상에서 작업 도구를 이용하여 화물을 싸매거나 묶는 작업, 후크에 고리를 걸고 푸는 작업, 화물을 균형을 잡아주는 작

업, 마무리 작업 등의 인력작업을 담당하는 자 
27　 작업반장: 작업단위 반의 대표로서 작업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작업반원의 지휘와 통솔을 맡는 실질적인 노무관리를 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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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므로 연속근로 등 월급 외 추가 수당 지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규
근로시간을 준수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4. 항만인력 종사자 현황

<표 3-11> 지역별 항만 종사자 현황
(단위:명)

구    분
2018년 2017년 증감

합계 회원사 항운노조 합계 회원사 항운노조 합계 회원사 항운노조

합    계  19,630  13,641  5,989 19,681 13,582 6,099 -51 59 -110

부    산 6,982 6,035 947 6,670 5,692  978 312 343 -31

인    천 2,481 2,364 117  2,573 2,453  120 -92 -89 -3

울    산 1,248  412 836 1,275 429 846 -27 -17 -10

여수‧광양  1,709   1,022  687 911 214 697 -202 -192 -10

포    항 1,594 759 835 1,600 739 861 -6 20 -26

마    산 1,257 706 551 1,348 776 572 -91 -70 -21

군산‧대산 892 393 499 888 397  491 4 -4 8

목    포 750 358 392 757 377  380 -7 -19 12

동    해 738 329  409 740 326  414 -2 3 -5

제    주 610 184 426 629 175 454 -19 9 -28

평택‧당진 1,369 1,079  290 1,290 1,004  286 79 75 4

출처:  한국항만연수원 (2018. 12. 31.)

<표 3-12> 지역별 회원사 일반직/기능직 인원 증감현황
(단위:명)

지역별
2018년 2017년

증감
합계 일반직 기능직 기타 합계 일반직 기능직 기타

합      계 3,641 5,365 7,349 927 13,582 5,379 7,236 967 59

부      산 6,035 2,286 3,090 659 5,692 2,271 2,765 656 343

인      천 2,364 737 1,574  53 2,453  737 1,642 74 -89

울      산 412 192 196 24 429 198 219 12 -17

여수‧광양 1,022 313 678 31 1,214 48 793 73 -192

포      항 759 443 223 93 739  435 223 81 20

마      산 706 347 345 14 776  379 385 12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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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2018년 2017년

증감
합계 일반직 기능직 기타 합계 일반직 기능직 기타

군산‧대산 393 178 198 17 397 182 202 3 -4

목      포 358 214 144 - 377 216 161  - -19

동      해 329 143 83 3      326 134 186 6 3

제      주 184 161  23  - 175 158 17 - 9

평택‧당진 1,079 351 695 33 1,004 321 643 40 75

출처:  한국항만연수원 (2018. 12. 31.)

제5절 항만하역 기능인력 양성 교육훈련 제도28)

한국의 항만 관련 인력양성 체계는 ‘<표 3-9> 항만하역 전문인력과 기능인력’에서 전술
한 바와 같이 항만하역 전문인력과 기능인력으로 나누는 것과 같이 교육훈련 제도에서도 전
문인력 양성기관과 기능인력 양성기관을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항만물류 산업은 단순 노무에서 고도의 기술과 기능을 요구하는 엔지니어링에 이르기까
지 포괄적인 영역의 아우르는 산업인 관계로 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과정
별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일반계고등학교에서 대부분 대학이나 전문대
학의 항만물류 관련 학과를 전공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여 졸업 후 항만 전문인력 또는 기
능인력으로 진출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항만 전문인력으로 진출할 가
능성이 크다.

또한, 공립과 사립이 공존하는 실업계고등학교의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 일부 공립 또는 사립 대학, 전문대학에 진출하는 예도 있지만 대부분 초급 항
만 전문인력 또는 자격증 소지 기능인력으로 진출한다. 특히 이들 중에서 항만물류 분야 마
이스터고등학교인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는 항만물류 분야의 인력양성 특수목적 고등학교
로서 졸업 후 대부분 항만물류 분야의 초급 인력으로 진출한다. 

한편 항만물류 분야의 고급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은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의 
학위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항만물류 분야의 기능인력으로 취업한 초급기능인력 또
는 자격증 소지자들은 항만물류 분야 취업 후 한국항만연수원의 재직자 교육과정을 통하여 
항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중급 또는 고급 숙련 기능인력으로 개발되는 과정을 거친다. 

28　해운 항만물류전문 인력육성방안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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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국항만연수원은 대부분의 항운노조 소속 항만기능인력 및 일부 하역사 소속 기능인
력을 대상으로 재직자과정을 운영하나, 재직상태가 아닌 자격증 소지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위과정 졸업자를 직접 입학생을 수용하여 교육하는 시스템은 아니라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항만산업이 유발하는 인적자원의 수요에 대응하는 한국의 공공교육 및 민간분
야 교육훈련 체계를 설명하면 [그림 3-8]과 같다.

[그림 3-8] 한국 항만물류 고용인력 진출 과정

Liberal Art
High School

International Trade, International Logistics, Global trade Maritime
Shipbuilding,  Port Logistics,  Ocean & marine

Meister High School in Port Logistics Sector

Port Management Professionals

• Logistics Manager & planner, General Manager
• Office Workers Including Executives

Port Skilled Workers

• Daily Workers : Workers Belonging to the Union
• Commercialized Workers : Union Members but
   assigned to port handling companies

Employment Types of Wordforce in Korean Port Logistics Area

On-the-job
Education system for
Port Skilled Workers

Korea Port
Training Institute

Characterization High School Meister High School

Vocational High School

Korea Port Logistics High School

Technical
Colleqes

Universities

Graduate
Schools

•  인문계고등학교 졸업생 대부분은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진학을 통해 항만물류로 진출하거나 일부는 대학원
의 항만물류 관련 학위를 전공하기도 함.

•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은 대학교와 전문대학에 진출하기도 하지만, 항만인력으로 진출하는 경우 초급 항만 
전문인력 또는 초급 기능인력으로 진출함

•  실업계고등학교는 상과계열과 공과계열이 있어서 항만 초급사무직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
양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음.

•  항만물류고등학교 졸업생은 초급 항만기능인력으로 진출하거나 대학교와 전문대학을 거쳐 고급 항만 전문 
또는 기능인력으로 진출함. 

•  항만물류고등학교는 재학 중에 항만물류에 필요한 주요기능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수요자 중
심 직업교육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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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와 대학원 졸업생이 항만인력으로 지출하는 경우 주로 전문인력으로 진출 가능성이 큼. 
• 실업계고등학교와 전문대학 졸업생은 전공에 따라 항만 전문 또는 기능인력으로 각각 진출함.

•  실업계고등학교나 항만물류고등학교에서 항만인력으로 진출하는 경우 재직 중에 항만연수원의 교육을 받으
면서 숙련도를 강화할 수 있게 됨. 

• 항만연수원은 주로 항만 물류 분야에 진출한 재직자들만을 대상으로 기능인력을 양성함. 
•  항만연수원의 본래 목적은 항운노조에 소속된 노무자들의 재직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정부

와 지자체 및 학교의 위탁 교육도 시행함

출처: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함.

1. 항만 전문인력 양성체계

[그림 3-9] 항만 전문인력 양성체계

대 학 교 대 학 원

전 문 대 학 교

인 문 계 고 등 학 교

한 국  항 만 물 류
고 등 학 교

기타 실업계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중고급 관리직

한국 항만물류 전문인력

초급 사무직

항만물류 분야
전문직

항만 & 터미널
운영사

항운노조 &
하역사

항만 배후
물류단지

한국의 항만 전문인력 양성체계의 실업계고등학교로부터 초급사무직으로 진출하는 과정
과 전문대학교와 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양한 분야에 고급관리직으로 진출하는 형
태가 존재한다.

항만의 물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서 항만의 기계화가 고급화하고 자동
화의 수준이 반자동화에서 완전자동화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 경향과 함께 항만물동량 증
가에 대한 항만 노무인력은 더 급격한 증가하지 않지만, 기계화 자동화의 원활한 운영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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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사무직과 관리직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항만물류고등
학교에서 양성된 항만 실무 사무직 인력의 수요는 과거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과거 기능인력에 의존하던 작업이 기계화 및 자동화의 결과로 소수의 훈련된 사무직 인력이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항만 기능인력 양성체계

[그림 3-10] 항만 기능인력 양성체계 

대 학 교 대 학 원

전 문 대 학 교

인 문 계 고 등 학 교

한 국  항 만 물 류
고 등 학 교

기타 실업계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항만물류 분야
기능직 취업

한국 항만물류 기능인력

항만연수원

항만 & 터미널
운영사

항운노조 &
하역사

항만 배후
물류단지

한국의 항만 기능인력 수급체계는 항만기능인력에 특화된 고등학교 과정을 지역마다 광
범위하게 응용하고 있지 않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실업계고등학교 중에서 광범위한 한국의 
산업계가 요구하는 기술 수준을 충족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체계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항만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의 기능인력이 항만의 기본적인 기
술과 기능의 요구수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취업 후 항만별로 재직자를 교육하면서 항만연수
원에 교육훈련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광양에 있는 항만물류고등학교는 이 지역에 광양만이 신설되면서 지역의 인력을 수
급하고 지역경제발전의 기여 목적과 취지가 지역교육정책 및 인력양성정책과 조화를 이룬 
양성 사례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 항만물류고등학교의 설립배경은 인도의 Sagarmala 프
로그램에 따른 지역개발에 응용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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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항만 배후단지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1. 항만 배후단지 기능인력 양성 필요성

‘항만 배후단지 기능인력’이라 함은 ‘항만 배후단지(Port-hinterland)29)’라고 일컬어지
는 특정 공간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기능인력으로서 항만과 인접하여 개발된 지역에서 항
만물류를 보완하는 기능이나 항만 관련 산업(Port related Industries)이 항만을 통해 신
속하고 편리하게 상품과 원재료 등 다양한 재화를 수취, 선적할 수 있는 항만보조지역(Port 
Tributary Area)이 유발하는 인력 수요를 말한다. 

항만의 기능은 비교적 전통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항만 배후지는 국가적인 
개발전략 및 항만물류 기능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산업의 특성에 따라 인력이 
수요가 다르게 나타나고 주변 환경의 특징을 반영하여 급속하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으므
로 그 수요를 반영하는 인력양성 체계는 기존의 항만 기능인력 양성에 비교하여 매우 복잡
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응하는 기능인력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오늘날의 항만이 기계화
와 자동화를 광범위하게 수용하면서 항만의 물동량이 증가하는 속도에 비교해 항만 기능인
력의 증가 속도는 매우 완만하거나 거의 정체된 양상이 나타나지만30) 다양한 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항만 배후지의 특성에 따라 항만 배후단지 기능인력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
가 나타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항만 기능인력이 항만 배후산업이 유발하는 기능
인력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증가한다고 예측한다. 

이러한 항만 배후단지 기능인력의 증가 추세가 나타나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항만 배
후지의 3가지 기능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항만의 전통적인 기능을 통해서 유발되는 
수출입, 환적화물의 수요창출과 관련 있는 민간영역의 경쟁산업이 항만의 국가 기간 산업으
로서의 배타적인 영역 안으로 수용되기는 어려우나 항만 배후단지에서 자유로운 수입과 수
출 및 생산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둘째, 항만산업의 다변화와 관련 산업의 활동이 다양
한 민간영역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본, 기술, 노동의 제공을 통한 생산 및 소비 
활동이 항만과 배후도시 활동과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셋째, 항만 물류에 의존하는 산

29　항만 배후단지: 항만법 제2조 7항에 항만구역에 지원시설 및 항만 친수시설을 집단으로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일
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
며,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제42조에 따라 지정· 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우리나라 항만산업 고
용통계 조사 연구, 한국해양수사개발원, 2017.09)

 ① 항만배후단지 관련 법령: 「항만법」 제2조, 「항만법」 제42조, 「항만법」 제44조, 「항만법 시행령」 제41조 등.
 ② 항만배후단지 종류: ) 항만배후단지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현재 1종 항만 배후단지만 운영되고 있다.
       ▲  1종 항만 배후단지: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으로 설치, 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

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항만 배후단지
       ▲  2종 항만 배후단지: 항만구역(1종 항만 배후단지로 지정한 구역 제외)에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 및 1종 항만 배후단지의 기능을 높이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한 항만 배후단지
30　항만산업에 대해 1996~2014년간 연평균 사업체 수는 2.6%, 종사자 수는 1.7%의 낮은 성장을 해온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 항

만산업 고용통계 조사 연구, 한국해양수사개발원,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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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전략적인 선택에 따라 항만 배후지의 공간과 국내 및 해외의 특정 지역을 연계하는 교
두보를 구축하여 국가간, 지역 간의 물류 허브 기능을 강화하는 목적을 추구한다. 따라서 항
만 기능인력의 중요성 못지않게 항만 배후단지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기능인력의 수요에 적
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또한 항만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했다. 

2. 항만 배후단지 직업환경 특성

항만 배후단지의 산업체 수용면적이 넓어지고 입주기업의 종류와 수가 늘어나고 취급 분야
가 다양해지면서 항만 배후단지의 기능인력 수요는 늘어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측면은 항
만 배후산업이 요구하는 기능인력의 직업 특성에 반영된다. 항만 배후단지 기능인력의 직업 
특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항만 배후단지에 수용되는 일반적인 산업의 종류와 분야를 이해
하는 것은 향후 항만 배후단지 기능인력 양성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항만 배후단지 기능인력의 직업 특성은 이 공간적 측면의 물리적 특징과 기능적 측면의 
활동을 이해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항만 배후단지는 항만구역의 직배후 또는 인근에 있
어 항만지원시설과 관련이 있는 도로, 철도 등 원활한 운수 교통수단이 위치하며, 항만 유휴
부지 내에 배후유통시설, 보관시설, 조립시설, 가공시설, 포장시설, 후생복지시설, 편의 제
공시설, 연구시설, 업무단지 등이 기본적으로 배치되며, 오늘날의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
여 휴게소, 숙박소, 진료소, 위락시설. 연수 및 교육시설 등을 수용하며, 일반 대중의 접근을 
쉽게 하는 주차장, 항만 전경 조망시설, 항만역사소개 전시실, 기록영화 상영실 등도 수용한
다. 또한, 항만기능과 도시 생활의 문화가 융합하는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기존의 항만이 가
지는 혐오 및 위험시설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민의 위락공간으로서의 기능성이 적극
적으로 도입되는 추세이다. 대표적으로 친수기능이 강화되어 레저용 기반시설인 낚시터, 유
람선, 낚시어선, 스포츠 모터보트, 스포츠 요트 및 윈드서핑 분만 아니라 해양박물관, 어촌
민속관, 해양유적지, 공연장, 체험 학습장, 갯벌체험장,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녹지, 수변 
조경, 인공해변, 인공습지 등을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 이처럼 항만 배후단지의 기능인력이 
접근할 수 있는 직업은 항만인프라 특성을 넘어서 시민의 일상과 통합되는 직업환경이 제공
되므로 항만 배후단지 기능인력의 범위는 항만의 물리적 기능에 국한되지 않으며, 보편적인 
서비스를 포함하는 기능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3. 한국의 항만 배후단지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전략

해양수산부는 항만 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 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항만 배후단지 활성화 방안(2020. 03. 12)’을 발표했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항만 배
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가 창출되는 산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
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항만운영 관계기관 및 항만 배후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항만 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을 수립한 것이다. 즉 항만 배후단지는 항만경영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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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치를 극대화하고 항만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항만구역 내에 특정 공간을 지정
하고 개발하여 최근의 세계적인 추세인 개방경제 확대, 무역장벽의 철폐, 국제물류 활동의 
증가에 따른 항만 공간의 고도화, 입주업체의 다변화를 추구하여 항만산업의 부가가치를 높
이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부가가치 화물 유치를 도모하는 정
책을 입안한 것이다. 이 방안의 핵심은 ▲배후단지 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물류 활동의 
촉진 ▲지역 기반 산업과 항만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입주과정과 기
업의 경영관리를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 등 3대 추진전략과 이의 실천을 위한 세부과제를 제
시하여 항만 배후단지의 기능을 단순 물류거점이 아닌 다양한 부가가치 산업이 연계되는 복
합물류거점으로 고도화하여 지역 일자리와 물동량을 창출하는 핵심 산업 공간으로 육성하
는 목적을 추구한다. 입주기업과 현장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방자치정부와 항만
공사가 공동으로 항만 배후단지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
장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표 3-13> 한국의 항만 배후단지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전략

핵심 추진사항 세부 실행 과제 일자리 창출 전략

항만 배후단지 
내 부가가치 물
류 활동 촉진

•  고부가가치 물류 활동 거점으로 육성: 원자재 수입부터 완성품 수출까
지 가능한 유망품목 및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

•  항만별 타깃(Target) 마케팅: 전략적으로 유리한 기업 유치, 일정 기간 
부지 무상 제공, 임대료 감면, 임대 기간 연장 등 혜택 부여

•  국제적인 우수기업들을 적기에 유치하는 수요자 중심 사업제안
•  지역 농‧축‧임산물 제조‧가공업 등의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 제한 

완화

•  제조/물류/유통/무역 분야 일
자리 창출
 -  원재료 수입 및 고부가가치 
수출품 가공인력 일자리 창출
 -  지역 특산물 수출 촉진 일자
리 창출

지역산업과 항만
별 특성을 고려 
한 지역 일자리 

창출

•  지역산업 연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항만별, 배후단지별 특화구
역을 지정 운영,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

• 입주기업 선정방식의 해당 항만공사의 자율적 운영 허락
  (부산항) 환적화물/위‧수탁 가공산업 클러스터
  (인천항) 콜드체인/전자상거래 클러스터
   (광양항) 냉동‧냉장/석유화학‧제철 클러스터 

(울산항) 친환경 에너지 클러스터
•  인천, 평택‧당진, 부산 등에 민간주도 개발/분양 사업 추진, 항만별 

수요 고려하여 2030년까지 2,970만㎡ 확대 공급

•  지역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  배후단지 공급/ 운영 전 과정
에 걸쳐 지자체 역할 확대
 -  일부 지역은 지역 출신 기업 
유치 시범운영

입주부터 기업 
경영까지 패키지 

지원

•  항만 관계기관 협의체 구축: 현장 밀착형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과 
기업별 전담자 지정, 통합 행정서비스 제공(지방청, 지자체, 항만공사, 
세관 등이 참여하는 정기협의체 구성‧운영)

•  부처, 기관별로 운영되는 배후단지 입주기업 지원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범정부 지원 플랫폼을 구축(입주기업과 종사자 지원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영업활동과 혁신성장 지원)

•  1개의 창구에서 입주부터 지원사업까지 일괄처리 가능한 통합 시스템
과 개별 시스템 연계하여 수요자 편의 제공

•  ‘임대료 체계 개편 연구(2019.07.-2020.06.)’ 결과를 토대로 제조기
업과 물류 기업 간 임대료 차등에 해소

•  일자리와 물동량 창출 우수기
업 특별한 혜택 부여
 - 세금감면 혜택
 - 임대료 할인 혜택

출처:  ‘항만 배후단지 활성화 방안(2020. 03. 12)’ 참고하여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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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항만 전문인력 양성기관

한국의 항만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정보는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인도의 항만기능인
력 양성 방안 도출 및 정책제안을 위해 직접 이바지하는 바는 없으나 항만기능인력을 양성
하는 정책의 개발과 교육의 실행, 기본적인 법제도의 정착 및 실행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에
서 교수와 연구 분야의 인적자원 공급, 산학협력 교육과정 개설, 물류 분야 중간관리자 양성 
등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바가 인정된다. 따라서 항만기능인력 양성에 분야에서 이바지하
는 한국의 주요 교육훈련기관을 살펴보기 전에 한국의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에서 개설하
고 있는 항만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살펴본다.

1. 대학원

대학원 과정의 물류 교육과정 개설현황을 보면 먼저 물류 분야의 특수대학원이 설치‧운
영되고 있는 대학교로는 인하대, 인천대, 서경대, 명지대 등이 있다. 한편, 경영대학원에 물
류 또는 관련학과 전공을 개설하는 학교는 한국외대, 중앙대, 동의대 등이 있다. 그리고 일
반대학원에 물류 관련 전공과정을 설치하는 학교는 한양대를 들 수 있다.

<표 3-14> 대학원 물류 교육과정 개설현황 

구분 대학별 물류과정

물류 분야 특수대학원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글로벌 물류 MBA‧물류 MBA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서경대학교 물류대학원

명지대학교 유통대학원

부산대학교 국제대학원(국제물류 및 항만 관리전공)

경영대학원에 물류 분야학
과/전공이 설치된 경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세계경영대학원 국제해운물류 학과

중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국제경영/통상/물류 전공

동의대학교 경영대학원 유통물류 학 전공

출처:  각 대학의 웹사이트

한국의 대학(원)의 물류 교육과정은 공과대학에 개설되어 공학 또는 자연 과학적 관점에
서 접근하는 방식과 경상계열의 대학에 개설되어 경영학 또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공존하고 있다. 그런데도 교과 내용은 공통으로 화물 운송, 보관, 하역, 정보 및 공급
사슬 관리(SCM)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물류 전공 학과가 개설되지 않은 경상계열 학
부(과)에서도 물류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선택적으로 과목을 이수한 졸업생의 물류 관련 분
야에 취업할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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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대학의 물류 교육과정은 개설과목의 다양성과 더불어서 급변하는 세계 물류 
환경의 변화 국가가 지향하는 항만물류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부응할 수 있는 항만물류
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교육 이수자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도 향후 국내업계의 수요 및 국제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학의 경쟁적
인 커리큘럼 개발 및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한 콘텐츠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교별로 매
년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

<표 3-15> 대학원 물류 분야 교과 내용 사례

대학원 물류 분야 교과 내용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글로벌물류MBA

물류MBA

물류의사결정론, 보관하역론, 공급사슬관리(SCM), 물류회계론, 물류정보론, 유통관리론, 생산관
리론, 구매관리론, 마케팅관리론, 시스템다이나믹스, 제조‧유통물류실무, 리버스물류론, 전자상
거래와 물류, 공급사슬데이터 분석, 경영전략론, 물류관리론, 해운산업론, 항공산업론,  공항경영
론, 복합운송론, 동북아물류론, 국제운송법, 다국적기업 경영론, 수출입통관론, 녹색물류관리론, 국
제물류론, 경제성분석, 물류산업‧정책론, 물류법규, 교통산업‧정책론, 물류수요 분석 및 예측, 글
로벌물류시장분석, 지역물류시장분석, 물류투자 및 재원조달, 군수물류론, 물류경제론,  Financial 
Analysis, Business Project Management, International Business Environment & Strategy, 
From Sustainable Development to CGR, CGR and Diversity Management, Personal 
Development,  Communication Skills, Intercultural Management, 물류‧SCM사례연구, 물류
시스템사례연구, 물류정보사례연구, 국제물류사례연구, 항공물류사례연구, 물류산업‧정책사례연구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물류관리론, 해운항만물류연구,  물류의사결정론, 화물수요분석, 연구조사방법론, 해운경제학원론, 
국제물류마케팅, 물류데이터분석기초, 화물수요계획, 고급해상운송론, 고급항만운영관리론, 물류산
업특론, 물류시설계획, 공항관리 및 계획론, 항공물류세미나, 교통물류시스템세미나, 물류시스템설계, 
물류시뮬레이션, 물류서비스경영론, 화물운송연구, 물류 및 SCM 컨설팅, 해운기업실무, 물류기업경
영론, 국제복합운송론, 글로벌물류실무, 물류정책론, 녹색물류론, 물류정보시스템, 물류회계,  항만물
류 국제세미나,  화물교통 국제세미나,  항공물류개론, 지속가능 공급망 국제세미나, 물류 비즈니스모
델 분석론, 인공지능의 물류응용, 항만경제특론, 스마트도시물류론                                     

서경대학교
물류 대학원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물류유통관계법, 물류 회계론, 물류 정책론, 물류보험론, 국제물
류관리론, 물류자원분석론, 물류정보시스템, CALS/EC, 물류 리엔지니어링, 물류 품질경영, 유통관계
론, 마케팅관리

한국외국어대학교
세계경영대학원

국제해운물류학과

국제물류론, 정기선 해운경영론, 부정기선 해운경영론, 해상해사법, 화물운송론, 항만적하론, 해사관
리론, 해운회계론, 해상보험론, 해운정책론, SCM, 유통론

출처:  각 대학의 웹사이트

2. 대학

대학교의 물류 교육은 ▲물류 관련 학부 또는 학과를 설치하거나, ▲경영학부, 국제통상
학부, 공학부 등에 물류 전공과정을 개설하거나, ▲물류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학부 또는 
학과에 물류 과목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물류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은 80
개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항만도시에 있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물류 분야학
과/전공을 설치,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항만물류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과정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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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부 과정에서 항만물류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으로서는 목포해양대의 해상운
송시스템학부 및 한국해양대의 물류시스템공학부와 해운경영학부 등을 예로 들수 있다. 항
만물류분야의 전동을 특화한 이들 대학의 특징은 항만도시에 인접해 있는 입지특성을 고려
하거나 지방대학으로써 다른 대학과의 차별화를 추구하는 경쟁전략으로서 관련학부(과)나 
전공을 개설하고 있다. 

<표 3-16> 대학교 물류 교육과정 개설현황 

구분 대학별 과정

물류학부과정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시스템학부(국제물류시스템전공)

순천대학교 경영통상학부(물류학전공)

전남대학교 교통물류시스템공학부

한국해양대 물류시스템공학과, 해운경영학부

학과 및 전공과정 

인천대학교 글로벌물류학과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

한라대학교 물류유통학과

남서울대학교 국제유통학 전공

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국제무역/물류 전공

전주대학교 경영학부 물류유통과정

한라대학교 물류유통학 전공

기타과정 대부분 대학의 경영학부(과), 국제통상학부(과), 산업공학과 등에 물류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음

출처:  각 대학의 웹사이트

한국의 대학교 물류학부 및 학과운영의 확산은 2004년 정부의 동북아경제 중심지화 전
략 및 기업의 물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물류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기 시작한 정책
을 배경으로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APSL, Asia Pacific School of Logistics)가 신설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연속 5년간 교육과학기술부가 130억 원
가량의 지원자금을 조성하여 수도권 대학 특성화 우수대학 지원금 및 학교 자체 대응 재원
을 통하여 인하대학교가 육성한 대표적인 New Brand 학부로서 21세기 글로벌 비즈니스 
및 정보화 시대에 실용적 지식과 국제적 감각을 지닌 글로벌 물류 전문경영인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고 이를 계기로 한국의 여러 대학에서 물류학부 개설 및 물류 관련 학
과와 전공이 확산하는 성과를 견인하였다.

아태물류학부의 특징으로서 교육과정은 물류학 단일 전공이지만, 세부 전공으로는 물류
관리와 SCM, 물류시스템과 정보, 국제물류, 물류산업과 경제 등 크게 4개 영역에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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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이 개설되어있고, 외국어와 현장학습의 확대시행으로, 학생의 적성과 사회진출 분야 요
구에 따른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며, 다른 대학과의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 전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습이나 인턴 참여, 국내외 연수프로그램 참여 등 전문인력으로서 취업을 위
한 실무능력의 배양도 가능하게 하여 산업계의 지식 수요를 반영한 경영, 경제, 공학 분야
의 학문까지 결합할 수 있는 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물류학전공 학부 졸업생은 대
부분 국내 및 글로벌 제조기업, 유통기업, 물류 기업, 항공사, 해운선사, 컨설팅업 등의 기업
체, 정부 기관과 국영기업체, 국책연구원 및 대기업 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물류 및 물
류 관련 경영 전문가로 활동 할 수 있다.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3. 전문대학

현재 전문대학 차원의 물류 교육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으로 일부 전문대학의 경영 관련 
학과에서 1∼2과목의 물류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항만물류 분야에서는 최근 전문대
학의 산‧학 연계 교육과정 개발이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다. 예를 들면 한국항만연수원 산
하 부산항만연수원이 부산 동명정보대학교와 컨소시엄으로 항만물류 교육훈련 과정을 운
영하고 있다. 한편, 인천항만연수원은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인하공업전문대학과 공동으로 
항만 관련 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학사와 학사과정을 배출하는 과정을 운영한 사례가 
있다.

<표 3-17> 산학연계 항만물류교육과정 개설현황

기관 제휴대학 전공과정 및 정원 교과과정

부산항만연수원

동명정보대학
(2년제)

항만시스템(40명)
항만물류‧항만 안전

항만장비시스템

동명대학
(4년제)

항만유통경영(40명)
항만물류시스템

항만관리론

인천항만연수원
인하공업전문대학

(2년제)
선박‧해양 시스템과
(항만물류전공, 40명)

항만물류론‧항만정책론
항만관리론‧항만마케팅론 항만물류정보론

출처:  각 기관 홈페이지 참조

이 중에서 2002년에 인천항만연수원이 실시한 대표적인 과정으로서 인하공업전문대학
의 선박해양시스템과에 개설된 `항만물류전공’을 운영한 방식을 살펴보면, 본 개설과정은 
산업체 위탁형태로 운영하며 학생의 선발은 인천항 관련 기관과 단체에 6개월 이상 종사자
를 대상으로 무시험 서류전형 방식으로 선발한다. 과정의 개설은 인하공업전문대학과 인
천항만연수원, 경인항운노조, 인천항만하역협회 간 협의 때문에 이뤄졌다. 교육과정의 실
행 방식은 이론교육은 인하공업전문대학에서, 실무교육은 인천항만연수원에서 각각 실시
한다. 교육은 1주일에 4일간 야간(오후 6시 30~9시 30분)에 있으며 주요 교과목은 항만정
책론, 항만관리론, 항만마케팅론, 항만물류정보론 등이다. 이 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전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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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으며 졸업 후 전문학사학위와 함께 희망자에 대해 4년제 대학에 
편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인천일보, 2002.01.05.)

4. 한국해양수산개발원-컨테이너터미널 운영 실무과정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Korea Maritime Institute)은 2003년에 정부가 국가의 생존
과 번영의 전략으로 추진 중인 동북아물류중심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주관
하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무역협회(KITA)가 공동으로 컨테이너터미널 운영 실무과
정을 개설하고 실무자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주요 모집 교육 대상자는 해운 및 항만 
분야 종사들로서 교육훈련 과정은 120시간, 정원은 25명으로 한정하여 집중 교육을 시행
하였다. 교육의 핵심 목표는 고도화‧기계화된 항만 및 첨단 물류시설을 운영할 전문인력을 
시기적절하게 공급하여 국가의 물류경쟁력 을 확보하고, 실무중심으로 단기연수를 시행하
여 연수참여자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지식을 습득하며, 수출입운송 및 컨테
이너터미널 운영 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목적으로 실행한 프로그램이다.

교육과정은 크게 수출입 물류과정과 터미널운영 실무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육 기
간은 1개월이며 총 120시간을 배정한다. 강사진은 국내외 해운 항만물류 전문가들로 구성
되어 있다. 2018년까지 두 차례에 걸친 교육과정을 통해 총 50여 명의 연수생이 교육과정
을 이수하였다.

<표 3-18> KMI 컨테이너터미널 운영 실무과정 교육내용

교육과정 교육내용

수출입 물류 과장
(50시간)

• 무역실무 이론, 수출입운송 실무, 국제물류관리전략 
• 국제물류 영어, 요금체계 및 실무 
• 수출입화물의 물류체계, 절차 및 물류 정보시스템 
• E-logistic, Logistic & SCM

터미널운영 실무과정
(70시간)

• 컨테이너터미널 운영관리(ILO 교육프로그램 6개 모듈)
• 컨테이너터미널 운영프로그램 및 EDI
• 컨테이너터미널 사업 타당성 분석방법 및 생산성
• 컨테이너터미널 노무관리 및 마케팅 전략
• 컨테이너터미널 하역시스템 및 자동화 터미널
• 컨테이너터미널과 EDI

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향후 개선 방향으로는 수강생들의 직업분포가 중앙 및 지방공무원, 터미널운영업체, 항
만건설업체, 엔지니어링업체 등 다채로운 관계로 관심 분야가 서로 다르고 다양하다는 점, 
그리고 수강생 중 지방 출신 관련 업체 종사자와 공무원들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발전 방향은 교육대상자의 세분화와 지역별, 항만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현장의 다변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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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연수생들의 다양한 교육수요와 수준에 맞춰 전면 확대‧개편하여 
‘국제 해사 물류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즉 관련 업체
의 고위간부, 지자체의 고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정책과정, 관련 업계 경력 5년 
이상의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급관리자 과정, 관련 업계 및 단체의 신입직원 및 경
력 3년 미만의 실무자급을 대상으로 하는 실무자과정 등 3개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계
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8절 항만기능인력 양성기관

한국의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정규과정 고등학교에서 물류 분야 인력양성을 하는 고등
학교를 총괄하는 경우 항만물류고(광양시), 영종국제물류고(인천시), 동명공업고(부산시, 전 
부산항만물류고), 경기물류고(평택시), 대전국제통상고(대전시), 신일비지니스고(고양시) 등 
총 6개의 고등학교가 물류 관련 인력양성 전문과정을 설치하고 있다. 이들 고등학교가 배출
하는 물류 관련 인력은 매년 520명 내외로 추정된다. 이 증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항
만 분야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하는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정규과정 공교육기관은 한국항만
물류고가 유일하다. 커리큘럼 상으로는 6개 학교가 공통으로 물류 관련 교육내용을 제공하
고 있으나, 실제로는 항만물류고를 제외한 5개 학교는 경제, 정보, 회계 등의 일반교육이 중
심이고, 항만기능인력이 필요한 전문 기술과 기능교육 과정은 항만물류고에 특화되어 있
다.31)

전문대학교와 대학교에는 학위과정에서 항만 분야 전문기능인력 교육에 특화된 교육기
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항만연수원(Korea Port Training Institute)이 고교과정 
이상의 상위수준(Upper High school level) 항만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그러나 항만연수원은 기본적으로 항만 내 재직자 또는 항만노동조합 소속 기능인력을 대상
으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다.

1.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Korea Port Logistics High School)32)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는 1948년 설립하였으며, 2010년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인 항만물
류분야 마이스터고로 개교하여 물류 장비기술과 물류시스템운영과에서 항만물류에 특화된 
전문기능인력을 배출하는 학교이다. 학교의 교육목표는 산업현장 수요기반 체험학습프로
그램을 운영하여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및 기능인 
양성하는 것이다.

31　물류 인력수급 안정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국토해양부, 2012
32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 http://kpl.hs.j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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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는 마이스터 양성 3년제 정규과정 고등학교로서 국가 차원의 항만 
분야 전문기술인력 즉 예비마이스터(Young Meisrter)를 양성하는 특성과 교육과정이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설립된 항만물류 분야 특수목적고등학교로서 졸업 후 항만 및 관련 
기업 취업, 전문기술자로 군 복무, 직장과 병행할 수 있는 관련 대학 진학 등으로 경력개발
(Career Path)이 가능한 교육과정이다. 

또한, 국가 차원의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 산업체, 학교가 하나가 되어 
학교운영의 재정적 지원을 협력하고 있는 산학협력 교육기관의 모델로서 입학생 전원이 입
학금과 3년간의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가 면제되고 수준 높은 시설의 개인별 기숙사
를 제공한다.

[그림 3-11]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의 인센티브 

3년간 
학비면제

학급당 정원 
20명 기숙사 제공 실무외국어

해외연수
다양한 

장학금 혜택

출처: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

학과운영은 물류장비기술과와 물류시스템운영과로 구성된 2개 학과를 특화한 집중과 선택
형이며, 학급별 수용인원도 20명으로 제한하여 학습효율을 높이고, 산업현장 수요기반 실습
형 학습을 제공하여 전문 기술과 기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또한, 한국의 
인구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국가유공자 자녀, 귀국한 가정 
자녀, 재한 외국인 자녀, 북한 이탈주민 자녀 등에 대한 입학 특혜를 배려하고 있다. 

가. 학과운영 개요

<표 3-19> 항만물류고등학교 학과 운영개요

모집학과 학급수 전형유형 모집인원 특별전형

물류 장비기술과 3

일반전형 47

• 사회적 통합전형
• 물류 관련 산업체 종사자 전형
• 학교자 추천 전형

특별전형 7

계 54

물류시스템운영과 2

일반전형 32

특별전형 4

계 36

정원외 입학
1. 국가유공자 자녀: 정원의 3% 범위 이내
2. 귀국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 자녀 등
3. 초ㆍ중등 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해당자: 정원의 3% 범위 이내

출처: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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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의 학과운영은 이론과 실기과정을 동시에 실행하여 학생들이 교육
훈련을 통하여 재학 중에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필수기능을 익히고 이와 관련되는 기술 및 
기능에 대한 자격인증을 취득하게 배려하는 것이 특징이다.

학생들이 재학 중에 취득해야 할 자격증을 목표로 명시하여 학교의 교육훈련 성과달성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졸업 후 진출 방향을 제시한다. 

<표 3-20> 항만물류고등학교 주요 자격증 취득 및 진출

학과 이수 과목 주요 취득 자격증 졸업 후 진출

물류 장비 
기술과

• 유압 정비 실습 
• PLC & 시퀀스 실습
• 하역장 비기게 정비 실습
• 하역 장비 운전 실습
• 항만운영 장비

• 지게차운전기능사
•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기능사
• 천장크레인 기능사
• 전기기능사
• 용접기능사 

 - 일반기업 기술직
 - 항만 분야
 - 산업기술 분야
 - 군 기술병과

물류 시스템 
운영과

•  유통/물류/무역/회계 및 기타 상
과 관련 과목

•  회계나 ERP, 전산 관련 자격증
을 취득

 - 일반기업 사무직
 - 물류 기업
 - 무역 분야
 - 전산 분야

출처: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의 현재 학교 운영실태를 보면, 물류장비기술과의 실습실 보유는 
메카트로닉스, 전자통신실습실, 전기응용실습실, 하역장비 운영실습실, 산업설비실, 유공압
실습실, 전기응용실, 항만장비정비실습실을 갖추고 있다. 

또한, 12개 실습실에서 187종의 실습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크레인 등 규
모가 커서 학교에 설치가 어려운 기자재 실습은 한국항만연수원 등 외부기관에서 위탁 교육
하고 있다. 최신 기자재와 중요 기자재에 대해서는 자체 기자재를 활용한 연수를 통하여 기
자재 활용능력을 높여 교수-학습 전문 능력을 신장하고 있다. 현재 물류장비기술과는 학년
당 3학급으로 매년 60여 명이 졸업하고 있으며, 졸업생들의 취업 및 진출은 물류 산업 이외
에도 기계, 전기분야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산업으로 진출하고 있다.

나. 물류장비기술과의 인력양성

한편, 물류시스템운영과는 상업계열 학과로 실습실은 무역실습실, 항만운영실습실, 비즈
니스 랩실, 항만자동화실습실, 종합실습실 등의 실습실을 갖추고 있다. 기자재는 주로 컴퓨
터를 채택하는 관련 장비가 많으므로 고도의 관리역량을 기반으로 기자재 작동점검, 데이터 
백업, 자재 불용처리 등을 통해 초고 수준의 기자재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영어, 일본어, 중
국어 등 포워딩 영업능력을 높일 수 있는 관련 외국어 습득을 위한 언어학습 관련 기자재의 
지속적인 확보 및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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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통관과 검수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도 실제 현장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준 높은 학습훈련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표 3-21> 물류장비기술과의 인력양성유형

학과명 관련 직업(중분류) 취업직무영역(소/중분류) 수행업무 관련 자격 비고

물류장비
기술과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 운송장비정비원
•  기계장비설치 및 정비원

• 운송장비정비원
• 크레인 설치 및 정비원
•  건물용 냉동, 냉장, 공

조기 설치 및 정비원

 - 전기기능사
 - 설비보전기능사
 - 위험물관리
 - 공조냉동기능사

NCS

장치‧기계 조작/
조립종사자

운전/운송 관련직

•  물품이동장비 조작원(양
중기 운전)

• 크레인운전원
• 지게차운전원

 - 지게차운전기능사
 -  타워/천장컨테이너
크레인기능사

NCS

출처: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

다. 물류시스템운영과의 인력양성

<표 3-22> 물류시스템운영과의 인력양성 유형

학과명 관련 직업(중분류) 취업직무영역 (소분류/중분류) 수행업무 관련 자격 비고

물류시스
템운영과

사무종사자
경영 및 회계 관

련 사무직

•  경영관리사무원(물류 관리, 
수출입관리, 원산지관리,유
통관리)

• 무역사무원
• 수상운송사무원

 - 물류 관리사
 - 원산지관리사
 - 무역 영어(1, 2, 3급)
 - 국제무역사

NCS

공통
운전운송

선박운전운송
• 검수 검정

• 수출입화물검수검량
• 창고관리업무

 - 검수사
 - 컴퓨터활용능력

NCS

출처: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

마이스터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의해 산업 수요 맞춤형 고
등학교로 정의하고 있으며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과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마이스터고인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는 산업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교육 콘텐츠를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하여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고 직무 수행의 질을 높이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의 현재 교직원 현황 총 63명이며, 이 중 정규교원 41명, 행정지원 
22명이다. 정규교원 중에서는 전공 교과 교사 수가 23명으로 (기계‧금속 6명, 전자통신 8
명, 상업 정보 9명) 전체 교사 수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재학생의 전공학습 강화하
기 위하여 현장경험이 풍부한 산학겸임교사(산업체 우수강사) 초빙하여 최신 산업현장의 트
렌드를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실제 현장에 활용 가능성이 큰 기술과 기능을 전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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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물류장비기술과의 교육과정

<표 3-23> 항만물류고등학교 물류장비기술과 교육과정 편성표

교과 
영역

교과(군) /
과목군 과목 기준 단위 운영 

단위

1학년 
(2019)

2학년 
(2018)

3학년 
(2017)

1 
학기

2 
학기

1 
학기

2 
학기

1 
학기

2 
학기

전문
교과
Ⅱ

전문 공통 과목 성공적인 직업 생활 2단위 이상 0       

기초 과목

기초 제도 2단위 이상 4   2 2   

기계 일반 2단위 이상 5   3 2   

전기 회로 2단위 이상 5 2 3     

전자 회로 2단위 이상 5   3 2   

산업 설비 2단위 이상 6   3 3   

전기 설비 2단위 이상 5   3 2   

항만 물류 일반 2단위 이상 4 4

고시 외
기초 과목

하역 장비 운전 실습 2단위 이상 5 2 3     

컨테이너터미널 운영 장비 2단위 이상 4   2 2   

회로 및 제어 이론 2단위 이상 5   3 2   

전동기 제어 실습 4~30 14     7 7

PLC 프로그래밍 4~30 10 5 5

유압 정비 실습 4~30 10 5 5

하역 장비 기계 정비 실습 4~30 10     5 5

산업 안전관리 4~30 4 2 2

실무 과목
 물류 관리 2단위 이상 4 4      

 내선 공사 4~30 10     5 5

전문교과 이수 단위 소계 8 10 19 15 29 29

교과 이수 단위 소계 30 30 30 30 31 31

창의적 체험 활동 이수 단위 4 4 4 4 4 4

학기별 총 이수 단위 34 34 34 34 35 35

학기당 과목 수 8 8 5 2 0 0

출처: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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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물류시스템운영과의 교육과정

<표 3-24> 항만물류고등학교 물류시스템운영과 교육과정 편성표

교과 
영역

교과(군) /
과목군 과목 기준 단위 운영 

단위

1학년 
(2019)

2학년 
(2018)

3학년 
(2017)

1 
학기

2 
학기

1 
학기

2 
학기

1 
학기

2 
학기

전문 
교과 
Ⅱ

전문 공통 과목 성공적인 직업 생활 2단위 이상 0      

기초 과목

상업 경제 2단위 이상 4 2 2     

회계 원리 2단위 이상 6 2 4     

 비즈니스 영어 2단위 이상 8   4 4   

 항만 물류 일반 2단위 이상 4  4     

 국제 상무 2단위 이상 6   4 2   

 기업 자원 통합 관리 2단위 이상 10   5 5   

고시 외
기초 과목

 물류 관련 법규 2단위 이상 4    4   

 검수 실무 2단위 이상 6   6    

 물류 영어 4~30 10     5 5

국제물류 실무 4~30 10     5 5

물류센터 실무 4~30 10     5 5

통관 실무 4~30 10     5 5

 산업 안전관리 4~30 6    3 3

실무 과목
 물류 관리 2단위 이상 4 4      

수출입관리 4~30 12 6 6

전문교과 이수 단위 소계 8 10 19 15 29 29

교과 이수 단위 소계 30 30 30 30 31 31

창의적 체험 활동 이수 단위 4 4 4 4 4 4

학기별 총 이수 단위 34 34 34 34 35 35

학기당 과목 수 8 8 5 2 0 0

출처: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

2. 한국항만연수원(Korea Port Training Institute)

항만물류 분야 기능인력의 전문교육기관으로는 1989년 3월에 설립된 항만연수원을 들 
수 있다. 애초 한국항만연수원은 1985년 2월 대통령의 항만 전문인력 양성지시양성지시에 
의거 1985년 12월 노‧사‧정 훈련원 설립위원회가 구성되어 항만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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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되는 계기가 되었다. 1989년 3월, 당시 한국항만하역협회 내에서 운영하던 교육훈련사
업부를 해운항만청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허가를 받아 기존 인천항운노동조합의 인정직업
훈련원과 부산 컨테이너부두운영공사 부설 항만하역종사자연수원을 개편‧흡수하여 사단
법인 한국항만기술훈련원이 설립되면서 1989년 6월에 인천훈련원(현 인천항만연수원)이 
개원하고 이어서 1990년 9월에 부산훈련원(현 부산항만연수원)이 각각 개원하여 항만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항만운영, 항만하역 및 운송, 항만 안전 등의 분야에 필요한 실무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3-12] 한국항만연수원 설립 정신 

KPTi
한국항만
연수원

유능한 전문 강사진
competent professional

instructors

다양한 맞춤식 교육
various customized

training

최상의 교육시설 및 실습 장비
the best training facilities 

and equipment

실무 위주의 교육훈련
field oriented 

educational training

출처: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

한국항만연수원의 설립‧운영 목표는 ▲항만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및 연수교
육의 시행, ▲항만산업의 새로운 기술 연구‧개발‧보급을 통하여 급변하는 기계화 및 현대
화에 부응함으로써 항만산업의 생산성 제고, ▲항만근로자의 실업방지 및 고용안정을 도모
하는 것이다.

한국 항만연수원은 항만운송사업법(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 3)에서 규정하는 항만 운
송사업자, 항만 운송 관련 사업자 또는 해외 항만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하역 노무를 제공
하는 항만종사자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며, 국제항만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응하기 위하여 선진화된 항만하역에 응용되는 신기법을 수집하고 개발 및 보급함으로써 한
국 항만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항만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통한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목
적을 추구한다.33)

33　출처: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http://www.kpti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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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만연수원 설립‧운영 관련 재원의 70%는 항운노조원의 임금인상 예정분의 일부
를 항만 요율에 반영하여 재원으로 확보하고 있다. 애초 한국항만연수원의 재원은 교육훈련
의 실질적인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하주, 항운노조원, 하역업체에서 공동 부담한다는 원칙
에 따라 1986년 7월 항만하역 요율 원가에 반영 확보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국항만연수원
의 주요 수입 재원인 교육훈련비를 항만하역 요율 원가에 적용하는 징수기준은 하역작업의 
기계화 정도에 따라 구분하며, 일반하역은 선내요금의 0.5%, 특수하역은 기본요금의 1%, 
부산항 컨테이너부두는 기본요금의 0.5%, 연안하역은 일관작업요금의 0.3%씩 부과하고 
있다(한철환, 2005).34) 

연수원의 주요 수입 재원인 교육훈련비 징수기준은 하역작업의 기계화 정도에 따라 일반
하역의 경우 선내요금의 0.5%, 특수하역은 기본요금의 1%, 부산항 컨테이너부두는 기본요
금의 0.5%, 연안하역은 일관작업요금의 0.3%씩 부과하고 있다.

한국항만연수원의 조직은 크게 본부, 부산연수원, 인천연수원 등 3부문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본부에는 상임이사가 있어 이사장을 보좌하여 연수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현재 한
국항만연수원의 정원은 상임이사 3명, 교원직 31명, 일반직 18명 총 53명이다. 이 가운데 
인천연수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교원직 8명, 일반직 12명,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
천연수원의 교원 구성은 박사 6명, 박사과정 1명, 석사과정 1명이다.

가. 항만연수원 교육훈련 개요

항만연수원의 교육과정은 정규교육과정과 특별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규교육
과정은 또 신규과정, 양성과정, 연수과정, 정보과정, 안전과정으로 세분되어있다. 특별교육
과정은 항만 안전순회교육 및 법정 교육, 맞춤식 위탁 교육과정, 실업자 직업훈련 및 정부위
탁훈련과정 등으로 세분되어있다. 

한국항만연수원은 지난 1989년 개원 이래 총 31,528명의 항만기능인력을 교육훈련을 
해왔다. 인천항만연수원 지난 1989년 개원 이래 2019년까지 총 13,347명의 교육훈련생을 
양성하였으며, 부산항만연수원 지난 1990년 개원 이래 2019년까지 총 18,181명의 교육훈
련생을 양성하였다.

한국항만연수원이 제공하는 교육훈련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의 항만이 공통으로 당면하
고 있는 항만 하역작업의 기계화35) 및 작업의 고도화 인력의 숙련화에 대한 요구를 충족해

34　우리나라 항만물류인력 수급전망과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물류학회지
35　항만하역 주요 기계화 장비의 종류: 1) 트랜스퍼 크레인(Transfer Crane T/C) 2) 컨테이너 크레인(Container Crane) 3) 톱 핸들러

(Top Handler) 4)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5) 야드 샤시(Yard Chassis) 6) 야드 트랙터(Yard Tractor) 7) 리치스태커
(Reach Stacker) 8) 포크리프트(Fork Lift) 9) AGV(Automated Guided Vehicle) 10) ATC(Automated Transfer Crane). (출처: 
월간해양조선, http://www.shipbuild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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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필요성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판단한 것이 배경으로 작용하였고 이의 성과는 오늘날 
한국항만의 효율적인 운영의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과정에는 항만하역 실무과정, 항만
에서 사용되는 장비들에 대한 기능인 양성 교육, 항만하역 전문과정 그리고 현장작업 관리
자와 감독자를 양성하고 직무능력을 향상하게 하는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항만연수원은 항
만운송사업법에서 명시한 대로 항만 운송사업자, 항만 운송 관련 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 단
체와 전국항운노동조합 연맹 산하의 각 지역 단위노동조합의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안승법; 김형일, 2006)

한편, 최근 항만물류의 트렌드가 고객 만족을 위해 안전을 필두로 항만서비스의 품질향
상을 통하여 물류 효율화는 물론 항만경쟁력 강화에 모든 항만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
려할 때 항만서비스가 고객 만족(선사와 화주)을 추구하기 위하여 항만근로자의 서비스 품
질이 향상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동시에 항만하역 종사자의 안전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서비스의 제공이 항만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대두
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항만연수원의 교육훈련 역할은 중요해졌다.

따라서 한국항만연수원의 항만근로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한국의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
한 중장기 계획을 설정하고 항만서비스의 질 향상과 선사와 화주 등 고객의 만족을 위한 종사
자의 훈련방안을 개선 발전시키고 있으며, 법과 제도 또한 현실성에 맞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함과 더불어서 법 적용 범위의 적절성과 실질적인 성과를 모니
터링하여 새로운 교육훈련 콘텐츠와 방법론을 개발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나. 항만 기능인력 수급 관련 한국의 법령과 제도

<표 3-25> 항만 기능인력 수급 지원 법적 근거

항목 근거법령

연수원 설립근거 •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4

교육과정 관련 근거
• 항만 운송종사자의 교육훈련(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
• 항만 건설장비 조종 교육(항만법 제29조의4)
•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4항)

항만 운송종사자 법정 교육
•  항만 운송사업자 또는 항만 운송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작

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법정 의무교육(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 3,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
30조의2)

출처: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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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2019년도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실적
                     (단위 : 명)

교육과정

2019년도 교육 인원 2018년도 교육 인원

합계 인천
연수원

부산
연수원 합계 인천

연수원
부산

연수원

정규교육과정 1,305 462 843 1,430 336 1,094

맞춤식 특별교육 2,690 2,592 98 465 417 48

항만 운송 종사자 
법정 교육

신규자
교육훈련

151 102 49 218 196 22

재직자 교육훈련 3,979 353 3,626 6,750 1,958 4,792

항만 안전순회교육 1,937 875 1,062 887 11 876

정부‧지자체 위탁 교육 62 38 24 47 47 -

관계기관 위탁 교육 204 174 30 311 233 78

학교 위탁 교육 49 - 49 190 - 190

합        계 10,377 4,596 5,781 10,298 3,198 7,100

출처: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

다. 항만 기능인력 정규과정 교육훈련 실적

<표 3-27> 정규과정 교육훈련 실적

교육 인원 : 1,305명 국가기술자격 취득 인원 : 265명

신규 6명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   58명

양성 732명 양화 장치운전   82명

연수 519명 지게차 운전   31명

정보 12명 기중기 운전   10명

안 전 36명 굴착기 운전   84명

항운노조  하역회사/기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능자격 인정 1,016명 (78%) 289명 (22%)

출처: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

한국의 항만기능인력 교육훈련의 기조는 항만을 기반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기능인력
으로 간주하는 모든 인적자원에 대하여 질적인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
기 위한 기술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항만기능인력이 갖추고 있어야 할 기술과 기능은 항
만 인프라가 항만물류의 기능을 충족하고 고객이 요청한 서비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
유하고 있는 모든 시설과 장비를 운용하고 항만별로 취급하는 재화의 특성과 주요 고객의 
화물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역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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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능인력은 본인의 역량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기술과 기능을 발휘하고 지속 가
능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으로 변모하고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
는 정보처리역량 및 항만의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 안전을 도모하고 자신과 팀을 위험으로부
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관리 역량도 중요하다. 한국항만연수원은 국가가 정하고 있는 법이 
정한 각종 기술과 기능에 대한 신규 및 재교육을 시행할 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
하는 안전교육의 내용과 비중이 매년 재검토된 결과를 바탕으로 매우 엄격하게 실시함으로
써 작업의 효율성과 더불어서 노동자의 안전과 후생복지의 수준을 국제기준에 합당하게 교
육의 양과 질을 통제하고 현장의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표 3-28> 2019년도 정규과정 교육훈련 실적 

                연수원별

    과정별

합     계
교육 인원

인천연수원 부산연수원

실적 연인원 실적 연인원 실적 연인원

합          계 1,305 (7,285) 462 (3,431) 843 (3,854)

기초과정 6 (30) 6 (30) - -

양성과정 732 (5,848) 324 (3,005) 408 (2,843)

연수과정 519 (1,263) 93 (279) 426 (984)

정보과정 12 (36) 12 (36) - -

안전과정 36 (108) 27 (81) 9 (27)

출처: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

* (  )는 연인원 산출방식에 교육 인원 (연인원 산출방식=교육일수×교육 인원)

항만연수원이 실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크게 기초과정, 양성과정, 연수과정, 정보과정, 
안전과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항만하역인력의 수급을 안전화를 위하여 항만연수원의 
교육과정이 항만기능인력의 보편적인 재교육 훈련과정은 양성과정에 집중된다. 이와 같은 
과정에 참여하는 기능인력은 대부분 현장의 하역 활동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인력이면서 
항만하역의 기계화 및 자동화 장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인력이다.

<표 3-29> 한국항만연수원의 교육과정 

과정 분류 교육과정명 교육의 목적/성과

기초과정
항만하역실무 보관하역

항만운송실무 운송

양성과정
컨테이너크레인운전자격 자격증

양화장치운전(양성)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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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분류 교육과정명 교육의 목적/성과

양성과정

지게차운전(4주) 자격증

기중기운전 자격증

굴삭기운전 자격증

지게차운전(1주) 자격증

기중기운전(1주) 자격증

굴삭기운전(1주) 자격증

자동차선적운전 자격증

야드트레일러운전 자격증

검수실무 자격증

검량실무 자격증

감정실무 자격증

물류관리사 자격증

연수과정

커뮤니케이션스킬 기타

항만관리자 Leadership 개발 기타

Self-leadership 개발 기타

3PL물류비지니스 경영

컨테이너터미널계획과 운영 보관하역

물류관리혁신 일반

항만현장감독자 보관하역

노조감독자 기타

하역포맨 보관하역

항만운영관리자 보관하역

줄걸이작업 실무

PDP 컨테이너본선작업 실무

PDP 컨테이너안전작업 안전

정보과정
EXCEL활용 실무 지원

POWER POINT 활용실무 지원

안전과정

항만하역안전 안전

항만재해분석 안전

관리감독자안전보건 안전

출처:  인천항만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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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0> 과정별 교육훈련 실적
                     (단위 : 명)

                              연수원별
      과정별

합계 인천연수원 부산연수원 

실적 연인원 실적 연인원 실적 연인원

합          계
1,305
(88)

<201>

7,285
(470)
<495>

462
(53)
<22>

3,431
(306)
<66>

843
(35)

<179>

3,854
(164)
<429>

기초 항만하역 실무 6 30 6 30

소          계 6 30 6 30

양성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

이론
46
(4)
<2>

460
(40)
<20>

46
(4)
<2>

460
(40)
<20>

실기
92
(6)

460
(30)

12
(1)

60
(5)

80
(5)

400
(25)

양화 장치운전
104
(5)

2,080
(100)

55
(5)

1,100
(100)

49 980

지게차운전
24
(1)

360
(15)

24
(1)

360
(15)

기중기 운전 3 45 3 45

굴착기 운전 31 465 31 465

지게차운전

이론
5

(1)
25
(5)

5
(1)

25
(5)

실기
13
(1)

65
(5)

9 45
4

(1)
20
(5)

기중기 운전 실기 19 95 11 55 8 40

굴착기 운전

이론 8 40 8 40

실기
107
(19)

535
(95)

81
(17)

405
(85)

26
(2)

130
(10)

자동차 선적운전 16 160 16 160

소형 건설기계
조종면허

지게차
77
(9)
<1>

222
(27)
<3>

30
(1)
<1>

90
(3)
<3>

44
(8)

132
(24)

굴착기
38
(6)
<1>

114
(18)
<3>

1
<1>

3
<3>

37
(6)

111
(18)

출처: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

* (  ) 는 하역회사 인원 / <  > 는 기타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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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연수원이 실시하는 모든 교육훈련은 NCS 기준에 따른 훈련과정을 실시하며,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평가방식을 준수하므로 이들의 기능인증 자격증은 항만 내에서만 인
정되는 자격증이 아니라 같은 기계 및 작업이 이루어지는 어떠한 산업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항만 기능인력의 역량은 국가직무 능력평가 기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므로 
항만연수원은 적절한 교육훈련 시간을 유지한다.

<표 3-31> 과정별 교육훈련 실적
                     (단위 : 명)

                                연수원별
        과정별

합계 인천연수원 부산연수원 

실적 연인원 실적 연인원 실적 연인원

양성

야드 트레일러운전
72

(11)
<1>

360
(55)
<5>

32
(7)

160
(35)

40
(4)
<1>

200
(20)
<5>

산적액체위험물
취급 안전 관리자

48
(3)

<44>

240
(15)

<220>

48
(3)

<44>

240
(15)

<220>

검양실무
19

<19>
57

<57>
19

<19>
57

<57>

화물고정작업 10 50 10 50

퇴직예정자
지원프로그램

3 15 3 15

소          계
732
(66)
<68>

5,848
(405)
<308>

324
(32)
<21>

3,005
(243)
<63>

408
(34)
<47>

2,843
(162)
<245>

연수 

양화 장치 안전 4 12 4 12

화물고정작업
직무교육

215 645 215 645

항만관리자
Leadership 개발

45
(1)

135
(3)

45
(1)

135
(3)

노조 감독자 5 15 5 15

노조 감독자Ⅱ 73 146 73 146

하역 포맨
11

(11)
33

(33)
11

(11)
33

(33)

산적액체위험물
안전 관리자
(실무교육)

55
(1)

<52>

110
(2)

<104>

55
(1)

<52>

110
(2)

<104>

선박연료공급선의
산적액체위험물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83
<80>

83
<80>

83
<80>

83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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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원별
        과정별

합계 인천연수원 부산연수원 

실적 연인원 실적 연인원 실적 연인원

연수 조직력강화 28 84 28 84

소          계
519
(13)

<132>

1,263
(38)

<184>

93
(12)

279
(36)

426
(1)

<132>

984
(2)

<184>

출처: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

* (  ) 는 하역회사 인원 / <  > 는 기타 인원

<표 3-32> 정보 및 안전 교육훈련 실적
                     (단위 : 명)

                           연수원별
         과정별

합계 인천연수원 부산연수원 

실적 연인원 실적 연인원 실적 연인원

정보

POWERPOINT 활용 실무 4 12 4 12

EXCEL 활용 실무
8

<1>
24
<3>

8
<1>

24
<3>

소         계
12
<1>

36
<3>

12
<1>

36
<3>

안전
항만하역 안전

27
(9)

81
(27)

27
(9)

81
(27)

현장 응급처치 9 27 9 27

소          계
36
(9)

108
(27)

27
(9)

81
(27)

9 27

출처: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

* (  ) 는 하역회사 인원 / <  > 는 기타 인원

항만 기능인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운용 교육을 제공하여 기능인력으로
서 수행하는 업무의 관련 부서 업무와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항만하역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항만의 기계화와 장비의 고급화는 하역작업의 편리함을 도모하는 측면이 강
하지만 모든 작업과정이 매우 빠르게 연속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부주의에 따
른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노동환경의 안전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작업자의 직무 수행 성취도를 관리하기 위해서도 작업 환경의 안전 및 복지를 매우 
중요한 관리기준으로 설정한다.

항만기능인력은 취업 후 직무 수행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투입되기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매년 일정한 시간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교육을 제공하여 작업장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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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안전관리 및 개인의 건강과 작업의 효율성을 관리하는데 많은 교육훈련 시간을 배정하
고 있다. 

한편, 한국의 각 항만은 차별화된 기능성을 배경으로 작업 성격이 다르거나 항만의 작업 
환경에 따라서 일반적인 교육 콘텐츠와 차별화된 맞춤식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러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만족도를 충족하기 위하여 맞춤식 특별과정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표 3-33> 맞춤식 특별과정 교육훈련 실적
                     (단위 : 명)

교육장소 교육대상 소속 교육 내용 횟수 인원

인천
연수원

항운노조 조합원
인천 일하는 사람의 행복한 일터 1회 85

완도 항만하역 신호수 양성 1회 5

하역회사
인천 내항 부두운영 항만하역 안전 10회 2,209

CJ대한통운 항만하역 안전 2회 25

정규교육 수료생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대비 실기특강 26회 239

정부 위탁 교육생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대비 실기특강 9회 29

소        계 49회 2,592

부산
연수원

항운노조 조합원

울산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
2회  65

부산, 진해
양화 장치운전(실기)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실기) 1회  13

경상남도 위탁 교육생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실기) 1회  20

소        계 4회 98

합        계 53회 2,690

출처: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

라. 항만 운송종사자의 법정 교육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에 따라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 운송 관련 사업에 종사하
는 사람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을 의무화함에 
따라 항만연수원에서 신규자와 재직자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운영 원칙은 신규자 교육의 경우 작업에 채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 12시간의 
의무교육을 받게 하며, 재직자의 경우는 매 3년 2시간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있다. 이와 같은 신규자 및 재직자 교육을 받지 않은 노무자는 항만 운송 작업을 엄격하
게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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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및 재직자

<표 3-34> 항만연수원 신규 및 재직자 교육
                     (단위 : 명)

연수원 연도
교육훈련 참가 인원

신규자 재직자 합계

인천
연수원

2018 196 1,958 2,154

2019 102 353 455

소          계 71 8,418 8,489

부산
연수원

2018 22 4,792 4,814

2019 49 3,626 3,675

소        계 298 2,311 2,609

합          계 369 10,729 11,098

출처: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

■ 소속별 실적

<표 3-35> 소속별 항만연수원 교육훈련 실적
                     (단위 : 명)

              연도
 기관별 2018년 2019년 합계             연도

  기관별 2018년 2019년 합계

합계 5,582 3,851 9,433 전남 서부 325 59 9,433

부산 1,458 1,555 3,013 여수 - 72 3,013

인천 377 240 617 완도 77 17 617

울산 860 874 1,734 전북 서부 308 29 1,734

경남 458 280 738 당 진 288 17 738

경북 804 196 1,000 서산 40 6 1,000

진해 80 87 167 충남 서부 223 42 167

광양 583 191 774 평택 64 28 774

제주 571 379 950 고 흥 40 3 950

순천 - 36 36 서울‧경기 21 - 36

동해 391 13 404 기타 - 6 404

출처: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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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항만하역 재해 예방 안전순회교육

한국은 항만하역 재해 예방을 위해 ‘94년도부터 매년 전국 15개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연
수원 교수진이 직접 현장을 순회 방문하여 각 항만에 적합한 하역 안전 및 위험물 취급 교육
을 시행하고 있다.

<표 3-36> 항만연수원 교육훈련 항만별 참가실적
                     (단위 : 명)

             년도
   항별 1994~2013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합계 41,930 4,525 4,325 4,516 887 1,937 58,120

부산 12,288 2,411 2,700 2,337 812 1,026 21,574

인천 3,865 411 - - - - 4,276

울산 1,648 123 151 334 6 - 2,262

마산 1,420 - - 304 11 - 1,735

포항 3,714 460 368 252 6 2 4,802

진해 654 122 29 73 8 - 886

여수(광양) 1,904 - - 329 - - 2,233

제주(서귀포) 4,239 294 286 259 33 34 5,145

동해 1,993 - 78 - 8 75 2,154

목포 1,516 96 100 146 - 94 1,952

완도 1,100 80 70 68 - 65 1,383

군 산 4,889 249 261 291 - 314 6,004

장흥(당진) 1,611 197 173 - 3 155 2,139

서산 - - 31 39 - 44 114

충서(대천) 96 40 37 - - 51 224

평택 993 42 41 40 - 31 1,147

고 흥 - - - 44 - 46 90

서울‧경기 - - - - - - -

출처: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

항만 재해 예방 안전교육의 구성은 이론교육 1시간과 시청각교육 1시간으로 구성된다. 
이론교육 1시간은 항만하역 안전, 산업 안전, 보건법규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시청각교육 
1시간은 재해 예방에 관한 VTR 상영하여 재해의 실제 사례를 시청하거나 이의 예방 교육
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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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항만연수원 위탁 교육

항만연수원의 근본적 기능은 항만기능인력 및 항만 운송 관련 종사자의 재직자 교육이 
가장 중요하지만, 항만연수원으로서의 보편적인 기능과 더불어서 정부 및 지자체 또는 학교 
기관의 위탁 교육을 개발하여 교육훈련의 기능을 확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위탁 교육은 구직자들에게 자격증을 취득 기회를 제공하거나 하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로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학교가 불가능한 훈련 분야에서 항만연수원
이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표 3-37> 정부와 지자체 위탁교육실적
                     (단위 : 명)

교육 장소 위탁기관 교육과정 기간 횟수 인원 비고

인천 연수원 고용노동부
컨테이너하역 운송장비 운

전
3개월 2회 38 내일 배움 카드제

부산 연수원 경상남도 항만운영 시스템 2개월 1회 24 내일 배움 카드제

합      계 3회 62

출처: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

<표 3-38> 학교 위탁교육실적
                     (단위 : 명)

교육 장소 위탁기관 교육과정 횟수 인원

부산연수원
한국 항만물류고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실기) 3회 40

부산경상대 야드 트레일러운전 1회 9

합      계 4회 49

출처: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

<표 3-39> 항만연수원 관계기관 위탁교육실적
                     (단위 : 명)

교육 장소 위탁기관 교육과정 횟수 인원 교육 대상

인천 연수원

일반 산업체
3t 미만 지게차 11회 84

3t 미만 굴착기 3회 7

한국산업인력공단 지게차운전 1회 25
 <재직외국인>
 - 필  리  핀 : 17명
 - 네       팔 :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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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장소 위탁기관 교육과정 횟수 인원 교육 대상

인천 연수원
한국산업인력공단 굴착기 운전 2회 58

 <재직외국인>
 - 필  리   핀 : 24명
 - 방글라데시 : 17명
 - 네         팔 : 10명
 - 인도네시아 :  4명
 - 베  트  남 :  3명

소계 17회 174

부산 연수원 (재) 부산 테크노파크 야드 트레일러 운전 3회 30

합      계 20회 204

출처: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

한편, 한국은 약 16개 국가와 EPS(Employment Permit System)36)에 따른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한국의 일부 항만에는 외국인 노동자도 취업하고 있다. 이들 외
국인 노동자가 항만 기능인력으로 채용되는 경우 비교적 위험성이 낮고, 작업의 숙련도 요
구가 높지 않은 분야에 투입되지만, 이마저도 한국의 항만 하역작업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
달하기 힘든 경우를 고려하여 외국인 노동자만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제공한다. 외국인 
노동자 대상 항만기능인력양성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국내 재직 중 노동자의 안전을 도모
하는 목적 외에도 본국 귀환 후 자국 항만에 연계 취업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며, 이들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성실한 직무 수행을 독려하는 동
기를 제공한다.

36　외국인고용허가제(EPS)는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일정 수준의 저숙련 근로자를 공급하되, 노동시장 영향평가(labour market test)를 
통해 국내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



인도 항만 선진화 기능인력 양성 방안

제4장

정: 박 민 영 | 부: 전 상 융

제1절 인도 항만 선진화의 의미

제2절 인도의 항만인력 양성 체계와 한국 경험의 정책적 시사점

제3절 인도의 항만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제언

제4절 한국-인도 간 항만기능인력 양성 국제협력 방안

제5절 한국-인도 간 공동 프로젝트 고찰



제
4장

  인
도

 항
만

 선
진

화
 기

능
인

력
 양

성
 방

안

145

제1절 인도 항만 선진화의 의미

1. 국가경쟁력 관점에서 본 의미 

인도 정부가 지향하는 항만 선진화 정책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선으로 항만경
쟁력을 높여야 하는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인도는 인구 13.8억 명으로 세계 2위(UN, 
2020), 국내총생산(GDP) 3,202억 달러로 세계 5위(IMF, 2020), 국토면적 3,287,000㎢로 
세계 7위의 국토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
는 요충지에 입지하고 있다. 인도는 선진 산업국가로의 도약하는 과정에서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6% 이상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국제교역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도해운
부(Ministry of Shipping)에 따르면 인도의 무역거래량 기준 95%, 가치 기준 70%가 해상
운송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항만 인프라 확
대 및 항만운영의 선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인도는 7,517㎞에 달하는 해안선과 1
만 4,500㎞나 되는 내륙수로를 가진 해운 및 해양 산업의 잠재력이 큰 나라이면서 동시에 
제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중장기 개발계획’의 수립을 추
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도 정부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통한 고부
가가치 생산공장을 자국에 유치하여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하는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장점인 지리적 입지와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자 하는 글로벌기업이 인도에 생산공장을 구축하고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방공급 및 후방공급 물류를 지원하는 항만기반 물류인프라가 취약하여 글로벌 기업
들의 투자유치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인도가 선진 산업국가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지속 가능한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항만기반 물류시설의 현대화 및 항만 주변의 
제조업이 성장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산업클러스터의 구축 및 활성화를 도모하지 않고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인도 항만 선진화 기능인력 양성 방안
정: 박 민 영 | 부: 전 상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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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World 
Competitiveness Index by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20.06.16.)에서 
인도는 2019년과 같은 43위를 유지하고 있다.37) IMD에 따르면 인도는 장기 고용성장률, 
경상수지(Balance of Current Account), 첨단기술 수출, 외화준비액(Foreign Currency 
Reserves), 공공교육 지출, 정치적 안정성, 종합 생산성 분야에서는 개선되었다고 평가받았
지만, 환율 안정성, 실질 GDP 성장률, 기업 경쟁 규제, 세금 분야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더불어서 인도는 전통적으로 취약 분야인 인프라 시설, 국가의 교육투자 부족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서 항만 시설의 취약성도 반영하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IBEF(India Brand Equity Foundation)의 보고에 의하면, 2020년까지 인도는 
주요 항만에 대해 총 186억 달러, 그 외 비주요 항만에 약 285억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예
상하며38), 인도 주요 항구의 화물처리 시간은 2017년 82.32시간에서 2020년 64.69시간
(2019년 9월까지 기준)으로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인도 정부의 항만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계화, 항내 수심 개선, 신속한 대응 
등을 통하여 항만운영 효율성을 개선한 결과로 풀이된다.

2. 항만인프라 선진화 지수 관점에서 본 의미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항만인프라 선진화 지수(Port Infrastructure Quality 
Index)39)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인도의 항만인프라 선진화 수준에 대한 국가간 비
교‧평가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분석대상 기간에 인도는 2006년 최소 3.3점, 2017년 최대 4.6점으로서 평균 4점이었다
가 가장 최근 2019년은 4.5점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전 세계 139개국에 대한 동일 평가기
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한 것으로서 최초 평가를 시작한 2006년부터 
2019년 세계평균은 4.03이었으며 인도는 세계평균보다 상위에 있다. (그림 <4-1> 참조)

37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의 IMD가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1989년 이래 인도는 41위를 유지하다가 2017년에 45위로 소폭 하
락 후 2018년에 44위, 2019년 43위로 상승을 기록한 바 있다. 한편 BRICS 국가 중에서는 20위를 차지한 중국에 이어 인도가 2위를 
차지하였고 50위를 차지한 러시아, 56위의 브라질, 59위의 남아프리카 순으로 파악된다. 참고로 한국은 23위로 전년 대비 5단계 상
승을 기록했다. 

38　인도에는 12개의 주요 항만과 205개의 소규모 및 중간 항만이 파악되고 있다. (IBEF, India Brand Equity Foundation, 2020. 07)
39　항만 인프라 선진화 지수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매년 발간하는 글로벌 경쟁력 지수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144개국 14,000명 

이상의 비즈니스 리더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설문조사인 WEF Executive Opinion Survey의 데이터를 기반
으로 한 특정 국가의 항만 시설 품질평가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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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인도의 항만인프라 선진화 지수의 변화(200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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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계 경제포럼(WEF)

[그림 4-2]에 정리된 바와 같이 이를 2019년 아시아 지역 국가 간 순위를 비교해 보면, 
싱가포르(1위), 한국(4위), 중국(14위) 다음으로 인도가 15위이며. 2019년 글로벌 순위는 
싱가포르(1위), 한국(11위), 중국(49위)으로 인도는 51위에 있다. 

[그림 4-2] 인도의 항만인프라 선진화 지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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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 항만인프라 선진화 지수 비교 글로벌 항만인프라 선진화 지수 비교

   주:  항만 인프라 품질 점수 근거는,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국가의 항만 시설과 내수로를 1(저개발)에서 7(국제 표준에 따라 광범위하고 효
율적)까지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요청받는다. 내륙 국가의 경우 응답자들은 항만 시설 및 내수로에 대한 접근을 1(불가능)에서 7(쉬움)까지
의 척도로 평가하도록 요청받는다. 이러한 응답은 집계되어 국가 점수와 순위를 평가는 종합적인 자료로 활용한다.

출처:  세계경제포럼(WEF)

이와 같은 국가간 항만인프라 선진화지수 비교분석 결과는 인도가 국내총생산(GDP) 순
위 세계 5위 국가임을 고려할 때, 항만 선진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사실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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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인도는 항만 선진화를 통해서 국가 위상에 맞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시급
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또한, 2019년 기준 인도의 국가물류비용은 GDP 대비 약 14%를 차지하고 있고, 선진국
들의 국가물류비용 GDP 대비 7~9% 수준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인도의 수출입 교역량의 90% 이상이 항만을 경유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국가적 
물류비용 절감 차원에서 인도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항만인프라 구축 및 항만
운영 효율화를 위한 항만 선진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인도 상공회의소연합
(ASSOCHAM)과 인도 투자은행 Resurgent India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도의 GDP 대비 물류비용이 약 5% 감소할 때 관련 업계는 500억 달러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40) 이와 같이 인도는 현재 국가물류비용 절감이라는 큰 도전에 당면해 있
고, 항만 주도 경제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항만인프라 개발 확대 및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3. Sagarmala Programme 관점에서 본 의미

Sagarmala 프로그램의 비전은 수출입 및 국내화물 운송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물
류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또한, 향후 해안 근처의 항구와 인접한 관련 산업의 역량
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단계적인 접근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안경제구역
(Coastal Economic Zones, CEZs), 해안경제단위(Coastal Economic Units, CEUs), 항
만연계산업과 해양 클러스터(Port-Linked Industrial & Maritime Clusters) 및 스마트산
업 항구도시(Smart Industrial Port Cities)의 개념을 도입하려는 인도의 정책을 파악할 수 
있다.(India Ministry of shipping)

해안경제구역(CEZ)은 해당 지역의 항만과 강력한 연계성을 구현하는 해안구역 또는 주
변 내륙지역 그룹을 하나의 경제구역으로 보는 공간개념을 말하며, 이는 계획된 산업 회랑
41) 프로젝트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안경제 단위(CEU)는 
특정 산업단지 프로젝트로서 CEZ 내에서 특정된 산업클러스터와 프로젝트를 수용하는 것
이다. 각 CEZ는 여러 CEU로 구성되며 하나 이상의 산업클러스터를 CEU 내에 수용할 수 
있고 각 산업클러스터 내에는 여러 개의 제조산업 단위가 있을 수 있다. CEU 개발 프로세
스를 가속하기 위해 대 수심항만과 가까운 지역에 토지가 제공하고 제조업 잠재력이 강한 
위치에서 CEU를 우선으로 처리하는 계획이다.

40　KOTRA 해외시장뉴스, 2019.12.29.
41　모디 정부는 인도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며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산업 회랑 프로젝트 5대 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5개 산업 회랑 인근에 총 100곳의 스마트시티 건설을 목표로 하며 우선 20여 곳에 스마트시티를 건설할 예정이다. (한국무역
협회 국제연구원, 2018년 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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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도의 항만개발 방향성은 한국의 1960~70년대 경제개발계획과 흡사한 압축성
장을 지향하는 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인도는 국토의 전반부를 동서 거의 대칭적
으로 V자 타입 해안선을 따라서 전략적인 항만요충지와 주변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여 
1차 산업환경에서 2ㆍ3차 산업 환경으로 도약하는 개발을 추구하는 것이 Sagarmala 프로
그램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도 정부가 지향하는 항만 주도 경제성장 정
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하여 취약한 2차산업을 개선 또
는 육성할 뿐만 아니라, 도시화 비율이 낮은 인도의 열악한 지역 간 교통물류체계의 연계성
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을 포함한 항
만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항만인력의 운영역량을 높이는 노력을 선행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 

한 나라의 물류인프라 규모와 선진화 수준은 제조산업의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다. 특히 항만은 국내외 원재료 수급과 수출입 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육상물류와 해상물류
의 정점에 있다. 인도는 ‘Make in India’를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내수의 성장과 수출증대
를 전략으로 삼고있으므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항만물류산업 선진화와 같은 
국가 기반산업 개선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물류인프라 취약성에 따른 국가 물
류체계의 비효율성은 물류비 증가를 초래하게 되어 실실적인 산업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끼치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Sagarmala 프로그램이 지향하고 있
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물류인프라 확충을 연계하는 개발정책은 매우 바람직한 시도이
다. 이러한 포괄적인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국가인프라 개발의 규모와 수준을 결정하는 중심
에 항만산업이 자리하고 있다. 더구나 인도는 지리적으로 7500km에 달하는 해안선을 갖고 
있으며, 세계의 중요한 해상 무역로가 인도양을 지나가는 위치에 있으므로 항만 선진화는 
인도의 국각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절 인도의 항만인력 양성 체계와 한국 경험의 정책적 시사점

인도의 항만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제언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항만의 발전 동향에 따
라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기능의 특성 분석을 통해 항만기능인력의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양성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선진 사례연구에 기초하여 인도와 상호 비교를 통하여 차
이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항만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세부 정책과제를 도출, 제시
해야 한다. 특히, 본 KSP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제3장에서 정리, 제시한 한국의 
사례에 기초하여 한국과 인도간 항만 및 기능인력 운영의 체계를 수평적 비교분석이 선행되
어야 한다. 

그러나, COVID19 Pandemic으로 인한 기초자료 수집의 한계 또는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한국과 인도간 비교분석을 수행하는데 한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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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인도 측에서 제공한 자료에 기초하여 일반적인 항만기능인력 수급 현황과 현형 인도
의 항만인력 양성체계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한국의 경험과 정책추진 사례에 기초하
여 인도의 항만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제언을 도출, 제시하고자 한다.

1. 인도의 항만기능인력 수급 현황

인도의 항만 기능인력의 장기 재직자 대부분은 지난 10년간 주로 재래식 장비를 운용하
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인도 정부의 항만선진화 정책의 일환으
로 추진될 항만 고도화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기계화 및 자동화가 본격 진행 시 기존 재래식 
장비를 운용하던 기능인력들은 항만의 변화에 적응하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장비 및 디지털 플랫폼에 적합한 작업능력을 발휘하도록 요청받는 직업환경의 변화
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MSDE(Ministry of Skill Development & Entrepreneurship) 산하 공기업인 
NSDC(National Skill Development Corporation) 자료42)에 의하면, 인도의 항만기능
인력 수요는 항만 터미널, ICD(Inland Container Depot) 및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등에서 약 80,000개의 일자리가 있고, 내륙수로 영역에 약 1,000개의 일자리, 수
출입 물류 분야에서 약 120,000개의 일자리 및 창고분야에 약 384,000개의 일자리가 유발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오늘날 인도는 전반적인 상업활동이 활발하고 수출입물동량이 급격
하게 증가함에 따라 항만물류 분야의 고용은 매년 20% 정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또
한, 육상 운송 분야는 484,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그중 일부는 항만과 지역거점을 연
계하는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인력이다.

인도 항만의 일반직 직원은 상업적 기술과 기능을 획득해야 한다. 상업적 기술의 수준은 
디지털 비즈니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충분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일반적인 인도 항만 기능인력의 기
술 수준은 화물처리 장비를 작동하고 유지 및 보수, 조사 및 창고 관리와 같은 기타 필수기
능을 수행하면서 안전, 보안 및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작업의 효율성을 충
족하고 필요한 장비운영 및 생산성 수준을 달성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항만 물
류 경영진은 새로운 물류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는 관리역량과 기술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을 이수해야 한다.

LSC(Logistic Sector Skill Council in India)는 근로자에게 항만 기술 개발 교육을 제
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대의 선진 산업기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범인
도 기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새로운 수요를 기반으

42　인도 ADB에서 제공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함(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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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것이다. 오늘날 인도가 당면하는 기능인력 역량 강화 필요성은 한국이 경험한 항만산
업의 변화에 대한 적응과정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국은 60년대와 70년대의 전 세계 대부분 항만이 경험한 노동집약적 단순노동에 의존
하는 항만에서 초기 단계의 기계화(사람의 작업을 감소하고 어렵고 위험한 작업을 대신하는 
기계의 출현)에서 중간단계의 기계화(사람이 기계의 원활한 운용을 관리하는 작업 환경)를 
거쳐서 오늘날 고도화된 기계화에 의한 반자동화 및 완전자동화로 전환하는 시점에 도달하
는 모든 단계의 변화를 이미 개발된 국내의 모든 항만에서 보편적으로 경험하였다.

그러나 인도는 과거 10년 동안 재래식 장비와 비교적 노동집약적인 작업 환경에서 노무를 
제공하던 기능인력들이 인도가 오늘날 당면한 국제화의 요구 및 항만 선진화를 추진하면서 초
기 단계의 기계화와 중간단계의 기계화 환경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바로 고도의 기계화, 즉 
반자동화 및 완전자동화로 변화하는 작업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항만의 선진
화를 추구하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고용 안정화 관점에서 기존 항만 기능
인력이 실업으로 내몰리는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 정부의 항만기능인
력 양성 정책은 이와 같은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인도의 항만인력 양성 체계

인도는 기술훈련 및 인력양성을 위한 최상위 기관으로 NSDC(National Skill 
Development Corporation)43)을 설립하여 양질의 직업훈련 기관 구축을 지향하며 국가적인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수익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직업훈련 이니셔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NSDC의 임무는 또한 품질 보증, 정보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지원 시스템을 활
성화하고 트레이너의 양성을 직접 또는 파트너십을 통해 교육 훈련하는 것이다. NSDC는 기
술 교육을 제공하는 기업과 조직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기술개발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또
한, 민간부문 이니셔티브를 향상, 지원 및 조정하기 위한 적절한 모델을 개발하는 일을 지원하
고 있다. NSDC의 권한 하에 21개 부문에 대한 기술위원회(SSC, Sector Skill Council)44)가 
있어서 산업별로 차별화된 목적을 추구하는 활동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21개 부문 중에 
물류부문기술위원회(LSC, Logistic Sector Skill Council)를 두고 있다. 

인도는 첸나이, 콜카타 및 뭄바이를 중심으로 항만기능인력을 양성하는 훈련 센터가 있
어서 최신의 기술과 기능을 개발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의 운영을 감
독하고, 평가하고 인증하는 물류 부문 기술위원회(LSC)는 첸나이에 위치하고 있다. LSC

43　NSDC(Ministry of Skill Development & Entrepreneurship)는 1956년 기업법 25조(2013년 기업법 8조에 해당)에 따라 2008년 
7월 31일에 설립된 비영리 공공 유한회사이다. NSDC는 재무부가 민관파트너십(PPP) 모델로 수립했다. MSDE 자본구조에서 인도 
정부는 주식의 49%를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은 51%를 보유하는 체제이다.

44　부문별 기술위원회(SSC, Sector Skill Council)는 인도의 기술개발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그 임무는 교육이 업계의 
요구와 관련이 있고 국가 기술개발 정책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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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앙, 주립 및 사립 대학을 포함한 협력 기관과의 동반 관계를 통해 물류 분야 인력양
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LSC 프로그램은 현재 인도의 주요 주, 즉 안드라 프라데시
(Andhra Pradesh), 구자라트(Gujarat), 히마찰 프라데시(Himachal Pradesh), 자르칸드
(Jharkhand), 카르나타카(Karnataka), 마디아 프라데시(Madhya Pradesh), 마하라 슈
트라 NCR 델리(Maharashtra NCR Delhi), 오디샤(Odisha), 펀자브(Punjab), 타밀나두
(Tamil Nadu), 텔랑가나(Telangana) 및 우타르 프라데시(Uttar Pradesh) 등지에서 진행
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도의 LSC 운영 체계는 전반적인 물류 산업의 운영인력 또는 관련 산업
의 운영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특화된 기관이나, 항만의 하역작업과 항만 내에서 이루
어지는 수출입물동량의 원활한 상하역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적인 육체적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 및 기계화와 자동화된 작업을 위한 장비와 기자재를 운영에 특화된 기술직 및 기능직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기관은 아니다. 즉 한국 항만물류고등학교의 기본적인 기능직 
양성과정 또는 한국항만연수원과 같이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훈련에 특화된 항만기능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전문성 및 조직적 구성원의 특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인도는 새로운 교육정책에 따라 Indian Maritime University(IMU)45) 콜카타 캠
퍼스에서 해양공학 분야 UG(Under graduate degrees) 및 PG(Post graduate degrees)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국제 운송 및 물류관리 전문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JNPT는 
Pradhan Mantri Kaushal Kendra 프로그램에 따라 해양물류를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IMU가 제공하고 있는 과정의 커리큘럼은 학사과정, 석사과정 
및 MBA 등 학술과정이다. 따라서 이 또한 항만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유발하
는 다양한 수요의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아니라 전문 경영인력 또는 항만운영에 필요
한 수직적인 인력구성 체계에서 중급 이상의 경영지원 및 전문 기술직 종사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의 항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체계는 NSDC와 LSC
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항만기능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환
경과 교육훈련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3. 한국의 항만기능인력 양성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한국의 항만기능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45　Indian Maritime University(IMU)는 해양학 부문에서 해양법과 역사에 이르기까지 바다와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는 인도의 
중앙 대학으로서, 해양탐색, 및 구조 및 운송과 같은 실용적인 주제를 포함한다. 2008 년 11월 14일 Indian Maritime University 
Act 2008에 의해 설립되었다. 인도 전 지역에 걸쳐 캠퍼스운영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서 본교는 Chennai에 있으며 Chennai, Kochi, 
Kolkata, Mumbai Port, Navi Mumbai 및 Vishakhapatnam 등에 총 6개의 캠퍼스가 있다. (출처: https://collegedunia.com/
university /25882-Indian-maritime-university-imu-chennai/courses-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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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근거는 1985년 2월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항만기능인력 양성
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과 실질적인 필요성에 입각한 교육훈련 실시 및 이의 체계적인 관리
를 위해서 기관이 설립되는 과정을 거쳐왔다. 1989년 4월에 사단법인 한국항만기술훈련원
이 설립되면서 1989년 6월에 인천훈련원(현 인천항만연수원)이 개원하고, 이어서 1990년 
9월에 부산훈련원(현 부산항만연수원)이 각각 개원하여 항만기능인력 양성의 전문적인 교
육훈련 과정이 한국에 출현했고, 이것을 계기로 고교 및 대학교의 정규과정에서도 관련 학
과의 커리큘럼이 개발되고 이의 전문성 강화되어 한국의 산업인력 분야가 항만기능인력 분
야로 다변화되고 인력의 참여가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기능인력들의 광범위한 
참여로 항만운영, 항만하역 및 운송, 항만 안전 등의 분야에서 인적자원의 양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국제수준의 항만운영에 적합한 기능인력의 국제화 수준이 향상된 것이 오늘날 한국
의 항만은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한국의 경제
개발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 

오늘날 국제무대의 무한경쟁 시대에 항만을 통한 물류의 수급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며, 
항만은 육지와 대양을 잇는 다양한 운송수단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입지적이고 기능적인 
편리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출과 수입의 90%를 차지하므로 세계시장을 향한 대
양 진출의 교두보로서 항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운송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생산 활동 및 무역거래의 전략적인 인프라이다. 특히 한국 
수출입화물의 90%를 처리하는 핵심 물류 인프라로서 항만은 국가와 지역 경제발전에 가장 
기본적인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산업이다. 이러한 국가적인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이기도 
한 하드웨어 산업 특성을 가진 항만에 대한 의존도는 항만인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항만의 기능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항만 배후단지와 같은 소프
트웨어의 구축도 병행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항만산업 관련 전문인력과 기능인력의 
수요가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찍이 파악했다.

한국이 성공적으로 항만기능인력의 수요에 대응한 정책적인 접근과 교육훈련 운영의 성
과로 본 시사점을 정리하면, 첫째, 항만물류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고
도의 전문 교육훈련기관은 한국항만연수원이 유일하지만, 해양 및 항만 관련 고교의 정규과
정 및 기타 산업의 인력으로서 기초지식과 기능을 가진 인력이 항만산업에 유입된 후에 매
우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단계별로 제공하여 재직자로서 현장에 필요한 기능과 기술을 제공
하여 세계적인 추세와 변화와 능동적으로 대응해온 점은 매우 높은 평가를 받는다. 

둘째, 물류의 규모에 파동성이 있고 취급 물류의 기능적인 요구가 다양해지는 국제물류
환경에 발맞추어 적절한 수급인력을 전망하여 미리 양성하고 수요에 대응하기 한국항만연
수원은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항만산업의 변화와 글로벌 트렌드를 연구하는 기능도 수행하
여 항만의 종합적인 물류 기능에 상응하는 기능성을 발휘한 성과로 나타났다. 여전히 분야
별로 인력의 수급을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한 기능인력의 양과 질을 유지하면서 산업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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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을 유지하면서 기계화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인한 고용불안 등 사회문제를 완화하는 역
할도 수행한 점은 노동시장의 안정화에도 이바지한 실적이 평가된다. 

셋째, 항만의 작업특성과 지역별 주요 물류의 처리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하여 산업의 수요에 대응하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고객 우선 교육프로그램
을 개발할 수 있었던 열린 자세의 정책(Open-minded Policy)을 유지할 수 있었던 수요자 
중심 커리큘럼 개발은 오늘날 한국항만연수원이 한국의 모든 항만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 기반이다.

한국의 항만기능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경험과 사례를 통해 도출된 인도 항만기
능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표 4-1> 인도 항만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역량 강화 분야 한국의 경험과 인도에 대한 시사점

항만물류 인력양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구
축 및 운영예산 확보 

•  한국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에 따라 항만운송사업 및 관련 사업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의무화
함에 따라 항만기능인력의 모든 신규자와 재직자는 정기적 교육 실시

•  항만기능인력 양성 전문기관인 한국항만연수원 설치의 법적 기반 마련 및 항만연수원 운영예산의 안
정적 확보를 위해 항만하역료의 일정요율 의무적 징수제도 도입

•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마이스터과정)는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 산학협력체계로 학생 전원이 장학금으
로 수학할 수 있도록 재정을 확보하여 우수한 청년 인재를 유도했다. 

국제수준의 항만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전

문교육기관
설립

•  한국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에 따라 항만운송사업 및 관련 사업 종사자의 법정 교육과 훈련
을 제공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인 한국항만연수원을 설립(인천 89년, 부산 90년)하여 체계화, 규격화, 
정례화.

•  훈련기관은 신규자와 재직자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교육하여 효율적인 인력운
영 기법을 전수하고, 하역회사 내 교수자원 양성 및 훈련원의 연구인력, 교수 인력, 트레이너 양성 등
의 역할 수행

정규교육의 전문화 및 
특성화 추진

•  실업계 고등학교(공업계, 상업계)에서 항만물류 관련 사무직 및 기능직 정규과정을 개설하여 생애 첫 
취업 청년들의 항만물류 관련 업체 취업 가능성 제고.

•  항만물류 마이스터고교(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의 설립으로 고교 3년 과정의 커리큘럼을 지역특화(광
양항) 항만기능/기술 자격증 취득에 특화될 수 있었고, 동 학교에서 개발된 커리큘럼이 표준화되어 다
른 실업계 고교에 대한 성공사례제고 및 확산에 기여

항만물류 산업 수요에 
부응한 기능/기술체

계 확립

• 변화하는 항만물류의 국제적인 트렌드를 반영하여 교육훈련을 위한 교과과정 주기적 개선 제도화 
•  자동차 수출이 증가함에 따른 자동차 선적기능사, 항만환경의 안전성 강화에 따른 안전교육 정례화, 

물류 운송 기계의 자동화에 따른 자동화기사 양성 등 새로운 직무의 출현에 대해 신속한 교육훈련 과
정 개발 및 우수한 교수인력 양성

다양한 관련 산업과 
연계하는 교육프로그

램 개발

• 한국산업인력공단과의 전문자격증 발급 및 시험제도와 연계하여 교육훈련과 자격증의 호환성 강화
•  전문대학교의 교육훈련 기능과 연계하여 중간관리자의 항만물류지식 및 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정 개발
• 기업체의 위탁 교육을 수행하여 교육훈련 시설 활용도와 교육훈련 성과의 범용성 제고

항만물류 전문인력의 
취업정보센터 운영

•  항만의 기계화/자동화 추세 및 항만물류 작업환경과 특성을 홍보하여 적합한 인재들이 상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취업정보 제공

출처:  각종 자료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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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인도의 항만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제언

1. 인도의 항만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방향

인도는 현재 해양공학 및 해운‧항만물류 관련 대학 수준의 교육훈련을 위한 기반은 조성
되어 있으나, 항만 관련 기능직 및 기술직 전문인력 양성에 특화된 교육훈련기관은 설립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 제도적 기반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인도는 초
기 단계의 항만 선진화 노력이 진행 중이어서 완전자동화 또는 반자동화가 인도의 모든 항만
에 광범위하게 실행되거나 작업의 특성에 따른 기능직 업무가 세분화 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기술과 기능의 수준이 일정하지 않아서 항만노무자의 역량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해운항만물류 분야의 중급 및 고급 수준의 전문인력 양성
이 활발하더라도 항만 내 실제 작업현장에서 일하는 기능직 노동자들의 직무수행 성과가 원활
하지 못한다면 전반적인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인도의 해운항만 관련 물류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을 
강화함과 동시에, 인도가 운영하는 학제의 상급학교 진학 시스템과 연계하여 초급기능인력 
양성(고등학교과정) 및 기존 항만 기능인력의 재교육을 전담하는 기능의 항만기능인력 양성
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설립이 요구된다. 항만기능인력의 양성은 해운항만물류 분야에 필
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에 포함된 영역이 아니라, 완전히 독립된 인력양성 체계로서 
항만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수요에 특화된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독립된 교육훈
련과정을 통해 양성되는 기능인력이라고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의 항만기능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항만기능인력 
하는 방안으로서 다음 그림과 같은 교육훈련 체계구축을 제안할 수 있다.

[그림 4-3] 인도의 항만기능인력 양성 역량 강화 방안

인도의 물류 분야 인력양성 한계성 인도의 항만기능인력 양성 방안

• 항만의 직무특성에 적합한 기능인력 양성기관이 없음.
•  기존 10년 이상 재직 중인 항만 기능인력은 항만의 변화

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함.
•  대학은 해운 분야 및 물류 분야로 분류되어 인력을 양성

하고 있으나 항만 분야에 특화된 인력양성 체계가 구축
되어있지 않음. 

•  현행 학제개편을 통하여 상급학교 진학 과정의 항만 및 
관련 전문 교육과정(고교과정) 진학 기회 제공 

•  재직 중인 항만노무자와 하역현장의 기계화 및 자동화 
장비를 운영하는 인력 재교육기관 신설 

•  대학내 항만경영 및 기술/기능 지도자 양성과정을 신설
하여 항만 분야 인력을 해운물류 분야와 차별화 된 항만
기능인력 양성 전문가 육성  

이와 같은 개선방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정책적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
다. 한국의 경우를 볼 때 80년대 중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항만의 수출입
화물 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존의 노동집약적이며 인력에 의존하던 항만운영을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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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및 자동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이러한 변화하는 항만하역 노무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해
야 할 항만기능인력 재직자 교육을 위한 한국항만연수원 설립 법안을 마련하였다. 당시 중
심 항만이었던 인천항과 부산항에 항만연수원을 설립한 것이 계기가 되어 오늘날 한국의 
항만이 세계적인 허브 항만으로 성장하고 아시아권 4위 및 세계 11위의 항만인프라 선진
화 순위46)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하는 선진 항만기능인력을 보유하는 바탕이 되었다. 한국은 
GDP(1,626.55억 달러) 순위 세계 12위(IMF, GDP(Nominal) Ranking, 2020.02.20.)에 
매우 적절한 항만경쟁력과 이에 따른 성과를 얻고 있다고 본다.

인도는 Sagarmala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항만 주도 경제성장 및 국토 균형개발
을 이룩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항만인프라의 선진화 실현을 가능
하게 하고 유지 발전 및 지속 가능한 성장하는 동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항만 기능인력의 
양성과 공급을 통한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는 불가피하다.      

2. 인도의 항만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 

항만물류 분야의 인력양성은 인도의 전 국토의 개발과 해양 중심 기회 창출을 도모하는 
신항만 건설 및 기존 항만의 인프라 개선 이니셔티브가 진행 중인 가운데 향후 수요기반 현
장에 적합한 인력을 개발하고 원활한 수급을 적절한 시기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성을 공고히 하는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는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해야 한
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정부는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인력양성 과정의 비효율적인 분야의 원
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교육훈련의 성과를 유도할 단호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또한, 주무 부처는 인력양성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의 요구를 조정하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실행기관을 구축해야 하며, 교육
훈련의 실행 및 관리하는 교수자원과 운영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훈련기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급변하는 항만산업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국제적인 
수준에 걸맞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실제로 현장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용적인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것이 교육훈련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요소이다.

[그림 4-4] 항만기능인력 양성 제도개선과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개념

법률 및 제도 정비 교육훈련 실행기관 설립 최신 트렌드 커리큘럼
개발 강화

Feed Back
현장/업계의 질적 양적 수요 반영

46　항만 선진화지수, 2020 세계경제포럼(W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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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현재 지역별, 항만별 항만기능인력은 총 8만 명 내외인 것으로 추정된다. 주별
로 분류하면, Maharashtra(뭄바이 및 교외)와 Gujarat (Mundra, Kandla, Pipavav 및 
Hazira)에서 각각 약 25,000명의 숙련공이 재직하고 있으며, Tamilnadu (Chennai 및 
Tuticorin)에 약 18,000명, Kolkata 및 Cochin에서 각각 약 3,000명, Andhra Pradesh 
(Vishakhapatnam 및 Krishnapatnam), Odisha (Paradip) 및 Karnataka (New 
Mangalore)에 약 2,000명 등이 있다. 한편, 터미널 운영자는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기
능인력을 외부 용역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도로 세분된 통계는 불가능하나 인력의 규모 면에
서 매우 중요한 숫자를 보유하고 있다.47) 이러한 현존하는 자원의 재교육과 역량 강화를 통
해서 항만기능인력의 양적인 수급과 질적인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 단기적인 항만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급변하는 인도의 항만산업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 60년대와 70년대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미숙했던 항만개발을 선진화 및 
고도화하고 동시에 항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80대 중반에 이와 같은 단계별 발전과정
을 거쳐서 항만기능인력 양성을 실현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의 항만기능인
력 양성은 전국 항만에 산재해 있던 항운노동조합의 활동을 정비하고 노사의 갈등을 해소하
면서 양측의 요구와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교육훈련 시행 기관(한국항만연수원)의 운영을 위
한 경제적 재원조달 과정에서도 하역회사의 용역 수행과정에서 항운노조가 하역 활동에 적
용하는 항만하역 요율에 재원조달 비율을 적용하여 운영자금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획
기적인 방안이었다.48)

<표 4-2> 항만기능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한국의 경험

역량 강화단계 주요 실행 사안 성과

법률 및 
제도 정비

•  1953년, 한국전쟁이 종식되면서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
로기준법 등 노동 4법 제정

•  1961년, ‘근로자의 단체활동에 관한 임시조치법’과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을 공포하여 자율적/민주적 노동조합 활동 보장

•  1970년, 항만노동조합의 전국 단일노동조합 구성을 통하여 항만노동자의 처우 
개선

•  1980년, 정부의 ‘노동조합정화지침’을 발표하여 ▲노조 임원들의 신뢰회복 및 
재정 투명성 확보 ▲근로자의 실리 회복 및 노사협조 강화 ▲노조의 산업별 체제
가 기업별 체제(지역 단위노동조합)로 전환

•  1985년 2월, 대통령의 항만 전문인력양성 지시에 의거 한국항만하역협회에서 
교육훈련사업부 운영하여 전문인력양성

•  전국단위 노조결성 
•  노조의 항만 노무공

급 독점
•  기계화에 따른 실직

자 보호제도 구축

47　인도 ADB 자료제공
48　한국항만연수원 운영 재원의 70%는 항운노조원의 임금인상 예정분의 일부를 항만하역 요율에 반영하여 재원을 확보하다. 즉 한국항

만연수원의 재원은 교육훈련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하주, 항운노조원, 하역업체가 공동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1986년 7월에 항만하
역 요율 원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연수원 운영 재원인 교육훈련비 징수기준은 하역작업의 기계화 정도에 따라 일반하역
의 경우 선내요금의 0.5%, 특수하역은 기본요금의 1%, 부산항 컨테이너부두는 기본요금의 0.5%, 연안하역은 일관작업요금의 0.3%
씩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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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강화단계 주요 실행 사안 성과

교육훈련
실행기관 

설립

•  1989년 4월, 사단법인 한국항만기술훈련원 설립: ▲항만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및 연수교육 시행 ▲항만산업의 신기술을 교육‧훈련하여 항만산업의 
기계화 및 현대화에 부응 ▲항만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항만종사자의 실업 예방으
로 고용안정 도모

•  1989년 6월에 인천훈련원(현 인천항만연수원), 1990년 9월에 부산훈련원(현 부
산항만연수원) 각각 개원

•  2004년, [한국항만연수원의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특수법인화](항만운송사업
법 제27조의3)

•  2007년,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 설립, 공업계열 학과. 항만 장비 운전 및 정비, 
전기 전자, 기계 관련 과목 개설, 재학 중에 지게차운전기능사,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기능사, 천장크레인 기능사, 전기기능사, 용접기능사 등 다양한 자격증 취득

•  항만물류고등학교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 항만 관련 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  항만기능인력 재직
자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  기능인력 양성 교수
진 발굴

•  항만기능인력양성
에 특화된 정규고등
학교 과정 출현 

최신 추세 반영
한

커리큘럼 
개발 강화

•  2002년, 항만연수원의 '항만물류전공' 산업체 위탁 전문대학과정 개설 (인하공전
과 공통개설), 

•  2007년, 항만연수원의 '국제통상학과' 산업체 위탁 정규대학과정 개설 (청운대와 
공동 학사운영)

•  2010년, "재직외국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정(한국산업인력공단)
•  최근, 21세기 미래 항만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선진항만에 견줄 수 있는 종합항만

교육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행 항만연수원을 기능대학으로 격상시키
는 계획을 추진

신규과정, 양성과정,
연수과정, 정보과정,
안전과정, 항만순회 
안전교육, 맞춤식
특별과정 등 개발, 

운영

초기에 항만연수원은 항만 내 재직 중인 항운노조 회원들을 중심으로 기능인력 재교육을 
실행했으나 점점 경험이 축적되고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업계의 요구수준에 부응할 수 있었고 대학의 전문가과정(항만물류, 국제통상)뿐만 아니라 
항만물류 분야에 재직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훈련기관으로
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공동으로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등 항만물류 분야의 광범위한 요청
에 부응하는 교육훈련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한국의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인도의 항만기능인력 양성 또한 재직자의 기술과 
기능의 수준을 자세히 검토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수요를 중심으
로 기능인력 재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으로서 한국의 항만연수원이 경험한 교육훈련 개
발을 모델로 삼을 수 있다. 한국은 오늘날의 항만산업이 기계화 및 자동화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능인력 수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시도 및 시행착오를 경험한 바 있으므로 향후 인
도가 경험하게 될 인력수급 과정에서 필요한 선행학습을 제시할 수 있다.

3. LSC의 해운항만물류 관련 연구기능 확대

한편, 항만물류 분야의 발전과 성장은 국가물류체계의 전반적인 변화와 수요에 대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적인 수준에서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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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산업 전제를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적절할 정책을 발굴하는 국책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된
다. 현재 인도 LSC는 인도의 해운, 항만 및 창고 부문에서 집중적인 물류 분야 연구를 계획
하고 있다.

<표 4-3>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주요 기능과 역할 

주요기능 역할

조사 연구 기능

•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컨설팅
• 국내외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 관련 정책의 비교‧연구
• 해운‧항만 관련 국제물류 및 복합운송에 관한 조사‧연구
•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 수탁

해양산업정보 
기능

• 국내외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산업의 동향과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
• 국내외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 분야 연구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한 해양 산업 관련 업계‧학계‧연구기관 및 정부와의 정보교환과 의견수렴

정부위탁사업 
수행 기능

• 수산물의 생산‧유통 및 소비에 관한 관측사업(해양수산부)
• FTA 이행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해양수산부)
• 수산 종자 관측사업(해양수산부 위탁)
• 해외시장분석사업(해양수산부 위탁)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운영(해양수산부 위탁)

출처:  ALIO,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초반까지는 산업 및 부처별로 해양, 해운, 수산, 물류 등 분절된 
조직들이 각기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을 개발해왔으나 1997년에 한국해양수산개발
원이 설립되면서 해운항만산업을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설립했다. 한
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1997년 4월 18일, 해운산업 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정책
연구부, 한국농촌경제연구소 산림 수산경제연구부(수산부문), 국립수산진흥원 수산경제 연
구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 연구원 등 5개 기관을 통합하여 설립한 기관이다. 

해운항만산업의 발전과 이와 관련된 제 부문의 과제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
하고,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를 널리 보급 및 활용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책 수립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
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74호])49)에 따려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설립하였다. 

인도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Sagarmala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항만 주도 경제성장
을 위한 각 부처의 참여 과정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다른 관련 산
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가적 시너지를 구현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의 LSC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LSC는 한

49　이 법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
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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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항만정책, 해양정책, 어업정책, 해운 및 물류, 산업 인텔리전스 
및 전략 분야에서 역량 강화 노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50)

제4절 한국-인도 간 항만기능인력 양성 국제협력 방안

1. 공적개발원조(ODA)51) 활용 방안

한국은 2010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회원국으로서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사
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의 개념은 과거 선진국들의 개발협력 활동인 개
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 국제원조(Foreign Aid), 해외원조(Overseas Aid) 등에서 
유래하며, 오늘날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과 개발도상국, 또는 개발도상국 내에 
존재하는 개발의 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국제
사회의 광범위한 개발협력 행위를 말한다. 최근에는 선진국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선진국과 
협력국 간의 포괄적인 동반 관계를 추구하는 ‘협력’ 또는 ‘동반 관계’를 강조하며, 양국 또는 
다자간에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국제적인 개발협력 활동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국제개발협
력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재정적 지원을 일컬어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고 하는데, 개발도상국 정부와 지역사회 및 국제기구의 활동에 제공되는 자금
이나 기술협력, 인적자원의 교류를 포함한 활동이며, 한국이 경험한 경제발전 과정의 개발정
책 수립 역량 및 국가 균형 개발을 통한 국민경제 활성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
도와 한국이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의 실행을 위하여 양국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사업도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하는 효과적인 접근방법이다. 

인도와 한국 양국은 공동의 번영과 국제사회 공통의 문제에 대응하는 데에 합당한 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하거나 이의 실행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개발재원(Resources for Development)을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공적개발원조(ODA) 프
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이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개발도상국가의 개발 재원으로 제공
하는 공적개발원조와 기타자금에는 공적자금, 수출신용, 투자금융, 해외직접투자 등 민간자
금, NGOs의 민간 지원 등이 포함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50　인도 ADB 자료제공
51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및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
다. 한국은 총국민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은 2018년 0.14%로 전체 29개 DAC 회원국 중 25위(2017년 26위)를 차지하였
으며, 2020년에 ODA/GNI 비율 목표치 0.20% 달성을 위해 ODA 규모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ODA Korea, http://www.oda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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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개발재원의 형태

구분 지원형태 내용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무상
증여, 기술협력, 프로젝트원조, 식량원조, 긴급재난구호, NGOs에 
대한 지원 등

유상 양허성 공공차관

- 국제기구 분담금 및 출자금

기타 공적자금
(Other Official Flows)

유상 공적수출신용, 투자금융 등

유상 국제기관 융자

민간자본의 흐름
(Private Flows at Market Terms)

유상 해외직접투자, 1년 이상의 수출신용, 국제기관 융자, 증권투자 등

민간 증여
(Net Grants by NGOs)

무상 NGOs에 의한 증여

출처:  KOICA, ODA Korea, KOICA, http://www.odakorea.go.kr 재인용

현재 인도와 한국 간에는 이와 같은 개발 재원 중에서 양국 정부 간 무상지원의 형태
는 없으며 유상의 지원형대로 양국의 협의로 구성되는 양허성 공공차관이 대부분이다. 
2017년 양국은 제5차 한-인도 재무장관회의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52) 기본협정 체결에 서명함으로써 양국 간의 EDCF 협
력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53) 인도는 자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협력국을 G8 
국가와 EU로만 제한해왔으나, 한-인도 재무장관회의로서 양국이 ODA 협력국으로 관계성
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대외경제력기금(EDCF) 및 한국기업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비경제적인 분야에서도 관계성이 강화되었으며, 인도의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된 것이다. 또한, 양국의 수출입은행(EXIM) 간 양해
각서(MoU) 에서는 인프라 분야 금융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함으로써, 수출입
은행 간 인프라 개발 지원을 위한 공식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한인도 인프라 사업에 대
한 금융지원 방식, 대상사업 발굴 등에 공조할 것을 협의한 바 있다.

한편, 무역교류의 실적으로 한국과 인도간 관계성을 분석해보면, 1973년 1,432만 달러
에서 2012년에 이미 188억 달러로 성장하여 40년 사이에 무려 1,300배 이상의 규모로 증
가했다.54) 또한, 인도는 한국정부의 신남방 정책 핵심 동반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2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은 ODA자금 중에서 유상원조를 전담하고 있으며, EDCF
는 1987년 설치되어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한국과 이들 국가 간 경제 교류를 증진할 목적으로 한국수출입은행 
내에 설치된 정책기금이다. 기금정책의 심의는 대외경제협력 기금운용위원회서 하며, 관리 주체는 기획재정부, 실질적인 업무는 기획
재정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수출입은행(The Export and Import bank of Korea, EXIM)이 전담한다.

5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6. 14)
54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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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 등 ‘3P’를 핵심으로 하는 신
남방 정책은 인도 및 아세안 국가와 협력 수준을 주변 4 강국 수준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
이다. 이러한 협력모델은 무역거래 규모를 중시하는 상품교역 중심에서 기술, 문화예술, 인
적 교류로 그 협력 및 교류를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 

양측은 인프라 협력사업 발굴에서 EDCF 10억 달러와 수출금융 90억 달러로 구성된 금
융패키지 지원대상 후보 사업으로 인프라 개발에 100억 달러(EDCF 10억 달러 포함) 금융
지원을 논의했다.55) 한국의 기획재정부는 인도를 비롯한 아세안, 중동 등 신흥국과의 경협
을 확대하여 대외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인도가 그 중심에 있
으며 2015년 모디 총리 방한 시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56)하고 다양한 분
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다만, 이러한 국가 간의 외교적 협약을 통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사업의 수요를 파악하여 시기적절하고 양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구체적인 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국의 기본협정 및 
수출입은행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100억 달러 금융패키지를 실행할 수 있는 제도
적 기반을 수립한 상황이므로 인도의 적극적인 사업발굴 및 요청을 통해 한국의 공적개발원
조(ODA)를 인도의 인프라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2. 경제발전 경험공유사업(KSP) 활용 방안

한국은 인도와의 협력 추구에서 KSP를 활용하여 인도의 ‘스킬 인디아(Skill India)57)를 
지원하는 역량개발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 바 있다. 양측은 양국 간 경협 의제를 선제적으
로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재무당국 간 국장급 경협촉진 협의회 개최를 
연 1회 이상 정례화하는 데 합의하였다. KSP의 활용 방안은 공적개발원조(ODA)가 인도의 
실질적인 수요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한국의 과거 경제개발 경험으로 축적한 기술과 노하
우가 오늘날 인도의 사회경제적 현상과 산업의 구성 및 성장 특성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
바지하는지 연구하고 이의 결과와 성과물을 바탕으로써 정부의 부처와 분야별 전문들이 광
범위하게 응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특히 KOTRA가 2014년부터 KSP의 
공동 총괄기관으로 선정되어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서 인도의 경우 한국의 다양한 
기업이 해외 유망산업 분야에 무역,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하면서 KSP를 경
제협력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어 있다. 

55　한국 측은 뉴델리 복합역사 개발 및 마하라슈트라주 스마트시티 개발을 제안한 바 있다.
56　2010년 한국정상 인도 방문 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외교‧경제‧사회‧문화 등으로 협력을 확대 및 강화하

는 CEPA를 발효했다.
57　Skill India: 인도의 인적자원 기술역량개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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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KSP의 전략을 인도가 활용한 양국의 사업 실행 중요 사례로서 ‘인도 투자 유치 기
관 발전 전략 수립 지원(2017/18)’이 있다.58) 동 KSP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성과는 한
국이 INVEST KOREA 정책을 통한 축적한 경험을 인도의 INVEST INDIA 정책을 실행하
는 역량을 강화는 정책자문을 담고 있다. 즉 인도의 INVEST INDIA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발전 전략 방안을 제시한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

한편, 본 보고서 작성의 배경이 된 “KSP-ADB 공동컨설팅: 인도 항만운영 개선을 위한 
인력기술 강화 방안 컨설팅(2019/20)” 역시 KOTRA가 공동 KSP 총괄기관으로서 인도와 
한국의 경제협력 프로젝트로서 KSP를 활용한 성공적인 사례다. 동 사업의 특징은 국제기구
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삼각 협력 자문사업으로서 ADB‧KSP‧협력국 인도 간의 3자가 공
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3각 협력사업에 해당한다.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공유사업(KSP)은 한국 10대 국가 브랜드 사업 중의 하나이며, 한국
이 전후 복구 및 경제개발을 시작한 국가경제개발 초기 경험으로부터 오늘날 세계 주요 핵
심 산업국가로 성장하기까지의 경제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을 포함한 협력대상국에 
전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주요 협력국의 현실적인 수요와 여건 및 발전의 단계
에 적합한 응용을 고려해서 한국이 제공하는 협력국 맞춤형 정책컨설팅이다. 따라서 무엇보
다도 협력국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KSP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동 프로젝트의 수립을 통한 한국과 협력국 간의 전략적 협력 
및 동반성장의 성과를 지향하기 위하여 한국이 KSP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경제발
전 경험 공유 실천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4-5> KSP의 실행 개요

개요 실천 내용

목표
• 협력국의 국가정책, 법령, 제도에 관한 연구, 자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행
• 협력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전 세계의 공동번영과 안정 추구

사업 구성
• 한국과 협력국 간의 공동연구‧자문 실행을 위한 양자 간 국가정책자문사업
•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삼각 협력 자문사업
• 한국의 발전 경험 사례연구를 통한 협력국 맞춤형 체계화, 모듈화 사업 등

 사업 분야
• 거시경제발전계획 수립, 산업정책 및 투자 활성화, 무역‧수출 진흥 등 경제 분야
• 최신 ICT, 교육, 인적자원,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등의 다양한 주제별 사업 확대

한국의 발전 경험 연구를 통한 검증된 노하우와 관련 분야별 전문 인적자원이 유기적으
로 결합하여 협력대상국의 최우선 정책과제와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해법과 정책의 방

58　2017/18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 산업, 무역 정책자문(인도 투자 유치 기관 발전 전략 수립 지원)으로서 연구진은 정진섭, 문
휘창, 이병희. 강형곤, 오동화, 윤문연 등이었다. 핵심주제는 1. Invest India Development Strategy, 2. Benchmarking Major 
IPAs Worldwide, 3. Capacity Upgrading of Invest India : Lessons from Invest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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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제시하여, KSP를 실시한 국가들이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실제로 국가정책으로 반영
한 사업성과가 있다. 2009년 최초의 KSP 중점지원국으로 선정된 베트남에는 KSP를 통해 
국가 경제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여 베트남 중장기 정책인 ‘2011~2020 사
회경제발전전략’이 수립된 바 있으며 캄보디아에서는 KSP를 활용한 ‘무역진흥기구’와 같은 
공기관 행정 인프라 개발 지원 설립을 추진하여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민간투자유치 정책자
문을 성공적으로 실행한 사례가 있다.

KSP를 활용한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협력국이 수요를 제기하는 방법은 먼저 
자국의 실질적인 개발수요를 파악하고 이의 KSP 활용 사업화 가능성 및 기대효과를 규명하
는 제안서의 수립이 중요하다. KSP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제안서의 수립 및 공식적인 채택
이 되기까지의 사업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4-6> KSP 사업 선정 절차 (Application Procedure of KSP)

단계 (Steps) 선정 활동 (Activities for selection)

1
Submission of 

Project Proposal

 사업참여 희망 협력국 정부 부처 또는 공공기관은 수원총괄부처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수원총
괄부처는 사업별 우선순위 목록과 공식서한을 재외 한국공관에 제출함

2
Review & 
Conduct 

Feasibility Study  
국내 전문가와 관계기관은 접수된 사업제안서를 검토하고, 현지 조사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를 하여 

협력국의 정책 수요와 사업 타당성, 기대효과, 위험요인 등을 자세히 판단함

3
Project 

Selection  
기획재정부는 타당성 조사결과 등에 기초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로 추진사업을 선정함

4 Program Launch  
기획재정부는 추진사업 확정 이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총괄기관(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사업

에 착수함

출처:  기획재정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한국은 지금까지 KSP를 실행한 협력국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결과와 협력
국의 적극적인 반향에 힘입어 KSP의 총괄기관인 기획재정부는 그동안의 KSP 사업의 성과
를 바탕으로 협력국과의 지속적인 관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KSP를 확대하는 전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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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협력대상국과 수평적이고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협력국의 수요를 광범위하
게 반영하고 KSP 정책자문 사항을 후속 ODA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등 해당 정책의 구
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3. 인도 항만기능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실행 방안

전술한 한국과 인도 간 항만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으로서 공적개발원조
(ODA) 자금과 경제발전 경험공유사업(KSP)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방법
론적인 접근을 통해서 인도의 항만 선진화를 위한 인도의 국책사업인 Sagarmala 프로그램
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항만 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으로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서는 교육훈련의 체계를 정비하는 노력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항만 물류 전문인력 양성 경험은 경제개발 초기 단계였던 60년대와 70년대에는 충
분히 성숙하지 못했다. 한국의 항만기능인력 양성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시
작된 것은 80년대 중반이다. 이 시기의 한국은 산업화의 정점을 항해 성숙하고 있는 과정이었
고 사회적인 분위기 또한 시장경제의 정착과 더불어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산업 생산
성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형성되는 과정이었다. 80년대 초반까지의 항만 기능인력에 대한 인
식은 단순노동 인력의 양적인 수급정책에 의존하는 노동집약적인 환경이었지만 수출입 물량
의 증대에 따른 작업의 효율성과 경제적인 작업설비의 운영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항만 작업에 기계가 도입되는 변화는 항만의 선진화를 위한 필수적인 채택이었고, 기계
의 활용이 점진적으로 확대, 최신 항만건설의 기능별 특화 및 다양한 최신시설을 도입함으
로써 이를 운영하는 인력의 선진화를 위한 체계적인 양성은 불가피했다. 한국의 경험에서 
파악하는 선진화 과정에 있는 항만의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양적인 수요와 질적인 수요를 동
시에 충족해야 한다. 실제 항만의 작업현장에서는 기능인력 개개인의 역량 차이로 발생하는 
기술적인 Skill-gap을 해소하는 것과 더불어서 기능인력 수요처의 분야별로 세분화된 기능
의 종류에 대응하는 전문 직업인을 공급하지 못하는 교육훈련 과정 및 커리큘럼 부재 현상
을 동시에 해소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한국이 축적한 항만기능인력양성 경험을 응용하여 인도의 항만 주
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항만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할 정책대안
과 한국-인도간 국제협력을 통해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을 요약해보면 다음 <표 4-7>에 정리
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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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인도의 항만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주요 정책 실행방법 한-인도 협력 방안

항만기능인력 
자격증 제도 

도입 

•  현재 인도의 항만인프라 운영에 소요되는 기능인력의 수요를 산업현장 수요
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에 합당한 기술과 기능의 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세
부화된 자격증 제도를 수립

•  자격증 발급의 기준 설정 및 이에 적합한 기술적 역량 평가할 수 있는 시험제
도 확립

•  자격증의 사후관리를 위한 법정 정기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관리하고 재교
육을 담당하는 기관 선정

한국항만연수원의 교육훈련 
커리큘럼을 통한 자격증 발급
제도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항만기능인력 자격증 제도 공
동연구

항만기능인력 
기본교육훈련

과정 수립

•  인도 항만별 일반적인 작업 및 기술 특성을 고려하여 항만기능인력 공통 교
육훈련과 전문 분야별 교육훈련을 세분화하여 초급-중급-재직자 교육 및 고
급 과정 개발

•  기존 교육훈련 기관들의 교육훈련 실시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각
기 특성별 교육과정 특성화

•  산업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교육을 확대하고, 교수진의 기업체 파견, 또
는 기업체 전문 분야별 현장 실무자의 교수역량 등을 활용하여 교육훈련의 
현장성 강화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 및 한
국항만연수원의 기능인력 대
상 커리큘럼을 인도 한만 물류 
산업 맞춤형으로 개발하는 교
육과정 개선방안 공동연구

항만 기능인력 
법정 교육 

수립

•  인도 항만물류 산업의 수요 특성과 사용자 요구 사항 및 기능인력의 역량 간 
존재하는 Skill Gap을 분석하여 재직자의 질적 수준 파악

•  재직 중인 기능인력이 현장에서 당면하는 기능 및 기술 부족의 분야별 기능
별 갭을 분석하여 재교육 과정 개발

•  인도 항만에 입주한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가 당면하는 기술과 기능의 갭 분석
•  기능인력의 기술적/기능적 갭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 및 이에 대한 

법정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률적 기반 마련 

한국항만연수원의 법정교육커
리큘럼과 이의 실행과정 및 교
수 인력과 트레이너 양성과정
을 인도의 수요에 적합한 모델
로 개발하는 맞춤형 항만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
램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학위프로그램
개발(장기)

•  인도의 해양 항만 관련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과정의 커리큘럼을 개선하여 
중간관리자 양성 역량 강화

• 국제적인 수준에 적합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 학위프로그램 개발
•  인도 대학의 교수진 해외 장기 연수 및 해외 전문 교수진의 장기 초청 프로그

램 개발
•  인도의 항만물류 관련 대학 학생의 해외 유학 학위과정 및 교환학생 제도 마련

한국의 해운항만물류 분야 학
부 및 대학원 과정을 보유한 
대학과 학생교류 및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연수프로그램
개발(단기)

• 재직자의 실무역량을 향상하는 단기 집체교육(1주일 내외) 과정 개발
•  항만물류 분야 중간관리자 및 현장 핵심 실무자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개발
• 단기 연수과정을 관리하는 전문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전문 트레이너 양성
•  단기 연수프로그램 참여 기능인력의 승급 및 승진 심사 반영하는 기준 설정

한국항만연수원의 재직자 단
기연수프로그램을 인도 맞춤
형으로 개발하는 공동연구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  급변하는 항만물류 분야 기술 및 기능의 변화를 즉시 교육기관의 커리큘럼에 
반영할 수 있는 산학협력체계 구축.

•  실질적인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기할 
수 있는 연구역량을 갖춘 기관과 산업체의 협력체계 구축.

•  산‧학‧연 공동연구 및 주기적 세미나 개최를 통해 전문가들간 광범위한 지
식교류를 확대. 

한국의 항만물류 분야 및 항만
연수원의 공동 프로그램과 기
업체 참여 사례 공동연구

국내외 전문가 
자문단 구성

• 인도의 항만물류 분야 전문가 풀 구성 및 장단기 공동연구 과제 발굴
• 해외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교육훈련 공동개발 국제교류 활동 장려
•  현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기능별 기술별로 직무의 성격을 세분화하고 이에 상응

하는 국내외 전문가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한 인적자원 확보

인도-한국 전문가 집단의 공
동 사업 발굴 및 연구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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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실행방법 한-인도 협력 방안

항만기능인력 
양성 전문 

교육훈련기관 
설립

•  항만기능인력 양성에 특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전문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  인도의 중앙 및 주요 지방정부 간 항만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항만기능인력 양
성 교육훈련 전담기관 지정 또는 설립

•  지역별 항만산업의 규모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시설과 장비를 갖춘 정
기교육훈련 시스템과 교수 인력을 확보한 교육훈련 인프라 확보

한국항만연수원 설립의 법제
도연구 및 연수원 교육훈련 시
설과 장비의 규모를 벤치마킹
하고 관리 및 운영의 노하우 
전수를 위한 공동연구

항만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지역별/항만특성별 항만기능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요 조사
•  해외 항만 선진화 및 인적자원 개발 사례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

도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는 연구 수행
•  국가 중장기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별 항만별 특성과 주변 관련 산업의 

특징을 반영한 복합적인 인적자원 수요 파악
• 교육훈련의 수용에 따른 교육훈련 인프라 확보와 교수 및 연구 인력 확보 

한국항만연수원,해양수산개발
원, 물류 관련 학부 대학, 대학
원과 협력하여 한국의 사례 및 
인도 맞춤형 중장기 항만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
립 공동연구 

제5절 한국-인도 간 공동 프로젝트 고찰

1. 인도 항만 선진화 KSP의 정책적 부합성

항만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Sagarmala 프
로그램은 인도 항만산업의 관련 법‧제도 개선하고 항만 선진화에 필요한 인력양성 교육훈
련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항만개발 정책은 
무역의 세계화 과정에서 선진 산업 국가들이 공통으로 자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1차 산업혁명 이후 성장을 거듭해온 서구 패권국가의 항만 주도 성장 모
델은 2차 대전 이후에 경제개발에 주력하기 시작한 대부분의 후발 경제 국가의 개발모델 사
례로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가장 저개발 국가 중 하나였던 한국
이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항만 주도 경제성장을 성공적으로 실현한 사례는 
항만 선진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를 시도하는 인도의 정책에 실용적인 교훈을 제시할 수 
있다. 

Sagarmala 프로그램이 지향하고 있는 주요 실행 목표는 항만의 현대화(Port 
Modernisation), 연결성 강화(Connectivity Enhancement), 항만 연계 산업화(Port-
Linked Industrialisation), 해안 커뮤니티의 개발(Coastal Community Development) 
등은 항만선진화가 핵심과제임을 말해준다. 항만 선진화를 포함한 국가 물류체계를 개선하
는 것은 도약기의 인도 경제가 세계적인 물류 환경의 변화에 동참하는 필연적인 선택이다. 
이러한 항만선진화 정책은 일찍이 한국이 경제성장과정에서 핵심전략으로 선택하고 수출
주도 산업을 지탱하는 기반산업으로서 성공한 사례이다. 따라서 한국 항만산업의 개발과정
을 인도의 현황과 비교분석하는 KSP의 접근은 인도의 국가 주도 항만선진화 정책에 적절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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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인도는 기존 항만인프라의 역량으로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수출입 물량을 원활
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한계성과 항만인력의 양적 질적 부족현상을 당면하고 있다. 국가전체 
물류체계의 효율성과 항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를 제고해야 할 시점에 있다. 그러나, 국가 
물류체계의 효율성은 항만산업을 비롯한 물류인프라 개선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인
프라의 선진화를 통해서 항만물류산업의 개선된 물리적인 환경을  기반으로 생산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항만산업을 비롯한 물류산업을 관리하는 인력의 고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항만 전문 경영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숙련된 항만 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항만 인력수급의 양적 수요에 대응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점점 기계화 밀도가 
높아지고 자동화가 확산되는 항만산업의 기술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능인력을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

2. 항만산업 미래와 항만기능인력 양성 방향

수출입화물 90% 이상을 처리하는 물류 핵심 거점으로서 항만의 위상은 앞으로도 변하
지 않을 것이다. 무역의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항만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이고 국가 간 교
역의 가장 중요한 허브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국가 간 교역이 활발해질수록 항만물
류 수요는 증가하고 항만산업에 대한 의존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항만 의
존성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항만의 노동집약적인 작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대부분의 글로벌 터미널 사업자
(GTO)의 물류운영 체계의 변화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항만물류 처리 기계화 작업의 로
봇화 및 자동화, 물류운반 장비의 자율 주행, 항만 내 시설 운영의 IoT 및 빅 데이터 응용, 
사이버 보안 강화 등 혁신적인 4차 산업 기술을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있다. 

즉 미래 항만산업에서는 항만 내 모든 물류 장비가 머신러닝을 통해 자율 주행으로 전환 
될 가능성이 크다. 선박, 사람, 화물, 차량, 장비, 건물 등 모든 요소의 실시간 위치와 상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드론의 광범위한 활용으로 항만의 대형 장비 및 시설에 
대한 검사, 수리 및 보안뿐 만 아니라 실시간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소위 스마트 
항만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항만물류 선진국인 미국, 싱가폴, 네델란드, 독일을 비롯해
서 중국의 최신 항만이 항만물류 완전자동화를 채택하고 있다. 그 결과 기존 항만대비 30% 
이상의 생산성 향상과 70% 정도의 인력감축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미래의 항만기능인력은 더이상 과거의 노동집약적인 환경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단순노
동자가 아닐 것이다. 지금과 같은 기계화된 항만을 직접 조작하고 운전하는 항만기능인력마
저도 미래의 항만에서는 무인화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반자동
화 항만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이에 적합한 항만기능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한 한국의 사
례는 오늘날 인도가 당면한 항만선진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연구 모델이 될 수 있
다. 그러나, 항만선진화를 추구하는 인도가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경험을 응용하여 항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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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양적 수요에 대응하고 기능인력 개개인의 질적 수준증대를 도모할 수 있지만, 궁극적
으로는 인도도 한국도 항만운영 체계를 자동화롤 전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동일한 과제에 직
면하게 될 것이다. 머지않아서 양국은 완전 자동화 및 무인화된 항만환경에 적합한 인력약
성 기법을 새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트렌드의 첨단 스마트 항만을 구축하는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인도는 KSP를 통해 한국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의미가 있다. 

3. 한국-인도 간 KSP 프로젝트 실행분야 고찰  

한국-인도 KSP는 이론적 연구 교류를 바탕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양국의 공통 관심 분야
에서 개발협력 방향을 설정하고 유용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플랫폼을 제
공한다. 또한, 정책적 제안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까운 미래에 실현 가능한 프로젝
트를 발굴하는 데에 KSP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찰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COVID-19
의 발발과 같은 상호 방문 교류가 불가능한 상황에도 실행할 수 있는 협력유형을 제시할 있
다. 특히 본 2019/20년 KSP-ADB가 공동으로 실행한 인도 항만운영 개선을 위한 인력 기
술 강화 방안 컨설팅을 통해서 확보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KSP 
프로젝트를 발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실용적 접근은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Sagarmala 프
로그램에도 부합하며 한국-인도 항만선진화 관련 분야별 국제협력으로서 다음과 같은 프로
젝트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인도 항만 기능인력 양성 방안 기획 및 기능인력 양성에 필요한 강사진의 역량 강
화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KSP를 고려할 수 있다. 항만기능인력의 질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커리큘럼 개발이 중요하며, 강사진과 교수진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ToT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인력양성의 질적인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능인력 자격인증 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우선 인도 연구자들이 현행 인도의 항만기능인력 양성 커
리큘럼, 자격인증 체계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한국의 분야별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의 현행 제도와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발전모델을 인도에 제
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국 간 교차연구를 통해 발굴한 모델은 인도와 한국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검토하여 인도 취업 시장과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현지화 모델을 도출할 수 있다.

둘째, 인도형 항만연수원으로서 IPTI(India Port Training Institute) 건설 마스터플랜 
수립에도 KSP를 활용한 공동프로젝트를 시도할 수 있다. 한국 연구자에 의해서 현재 인도
가 지향하는 항만산업의 적절한 비교대상으로서 인천항을 중심으로 구축된 KPTI(Korea 
Poet training Institute) 인천센터를 기반으로 인도 항만기능인력 양성에 적합한 IPTI 마
스터플랜을 제시할 수 있다. 인도 연구자들은 한국 전문가들이 KPTI-인천 모델을 기반으로 
수립한 IPTI 건립 실행안을 분석하고, 인도 현지화에 적합한 항만기능인력 교육훈련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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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반영하여 양국 간에 교차연구를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양국 간 교차연구를 통해 발굴한 
모델을 인도와 한국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실현 가능한 마스트플랜을 수립
할 수 있다. IPTI 인프라 구축 방안을 도출하고 교육훈련 컨텐츠를 통합적으로 구현하는 실
행계획을 제시한다면 인도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단기 및 장기 국제협력 인력양성 과정을 개발하여 양국이 동시에 당면하고 있는 급
변하는 항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진화된 인력을 양성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과정 인력양성으로서는 현직 항만운영 실무자를 위한 관리자과
정 초청연수와 기능인력의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기술자과정 초청연수를 기획할 수 있다. 장
기과정 인력양성으로서는 기술 전문대학과 대학교의 유학생 초청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
다. 유학생 초청을 통한 양국 간 인력양성 교류 프로그램은 급변하는 항만산업의 미래 수요
에 적극 대응하는 의미가 있고, 고도로 자동화된 항만물류 환경에 적합한 첨단 지식과 기술
을 갖춘 미래형 항만기능인력들을 양성하여 항만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도 간 KSP를 활용한 협력 분야로서 고찰한 세 가지 프로젝트는 인도의 항만기능
인력 수급능력 향상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과 전문 교육훈련기관의 인프라 구축 및 항만 
기능인력의 실질적인 기술역량 강화 등 항만선진화를 위한 포괄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
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이 오늘날과 같은 항만경쟁력을 갖추기까지 
지난 반세기 동안 축적한 경험은 매우 유용한 사례가 될 것이다. 한국의 항만선진화 사례를 
연구분석함으로써 향후 개발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는 교훈을 도출하고 이를 응
용함으로써 한국이 경험한 개발 과정보다도 짧은 시간 내에 선진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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