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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부산항은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으로 세계 6위의 항만이며, 환적화물 기준으로 세계 2위의 항만으로 큰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시설 및 운송업체에 대한 정책적 배려 부족으로 부산 신항내 환적화물의 운송과 배후물류단지 화물운송에 있어 과적단속이 심각한 문제

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관련 운전자, 운송업체, 항만 배후물류단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그 실태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

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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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Busan Port has a major function as the sixth largest port among the world container cargo standards and the second largest
port among the world transshipment cargo standards. However, because of the lack of policy reflection on the port facility and carriers,
overload control is a serious problem in freight transportation of transshipment cargo in Busan New Port and the port hinterland. In
this regard, we reviewed the actual conditions of drivers, carriers, logistics managers, identified the problems, and suggest improvement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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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부산항은 우리나라 무역 및 운송의 최대 관문역할을 수행

하고 있는 중추 항만으로 2018년 기준 세계 6위, 환적화물 세

계 2위의 항만이다. 정부의 환적화물 유치 의지와 고부가가

치 항만으로의 다양한 비젼으로 그 비중은 점차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 부산항의 신항내 터미널간, 신항과 북항간, 북

항내 터미널간 환적화물은 2018년 11,248천teu로 전체대비

52.8%에 이른다.

과적단속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를 기점으로 도로 포장

의 파손을 줄이고, 중차량 사고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전국

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과적단속의 긍정적 효과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으나 산업 및 항만시설 등이 특화된 지역의 경우

일반 화물차량과 컨테이너 화물차량의 동일 적용은 항만시설

및 운송업체에게 크고 작은 애로사항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과적단속이 환적화물 및 항만 배후물류단지 운송

에 어떤 문제점을 가지는지 살펴보고, 과적단속의 기본 기능

을 유지하면서 공생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2. 관련 법규와 선행 연구

2.1 관련 법규

국내 과적차량 기준은 「도로법」에 근거하며, 도로의 구

조를 보전하고 차량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

준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총중량 4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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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중량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이 대상이 된다. 위반차량에 대

한 과태료는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다.

Table 1 Operation restrictions

Gross

weight

Axle

weight
Length Width Height

Restriction

(overbalance)
40ton 10ton 16.7m 2.5m

4.0m

(4.2m, Prior

notice)
Annotation : Gross and axil weights are allowed if they do not

exceed 10/100 of the limit, taking into account mechanical and

environmental errors.

Source :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able 2 Penalty standards for vehicle violation

Violation

Penalty

(10,000won)

1 time 2 times 3 times

Axle weight, excess of under 2

ton (or) gross weight, excess

of under 5ton

50 70 100

Axle weight, excess of 2～4ton

(or) gross weight, excess of

under 5ton

80 120 160

Axle weight, excess of more

than 4ton (or) gross weight,

excess of more than 15ton

150 220 300

width, excess of under more

than 0.3m (or) height, excess of

under more than 0.3m (or)

length, excess of under 3.0m

30

width, excess of 0.3～0.5m (or)

height, excess of under 0.3m (or)

length, excess of 3.0～ 5.0m

50

width, excess of more than 0.5m

(or) height, excess of more than

0.5m (or) length, excess of more

than 5.0m

100

※ Imprisonment of up to one year or fines of up to 10 million

won in case of failure to comply with the measurement

requirements under Article 77 of the Road Act.

※ Imprisonment of two years or less or a fine of 20 million won

or less in case of non-compliance under Article 80 of the

Road Act.

Source : Article 105,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2 선행 연구

화물을 기준량 이상으로 적재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가

장 큰 목적은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 및 차량의 파손과 안전

사고를 줄이기 위함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토교통부는 이동

단속을 늘리고, 무인단속 등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이후 과적에 대한 관심은 증폭되어 과

적단속을 위한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Jin(2008), Kim(2014) 등은 운행제한 차량이 도로 운영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

였다. 나아가 Gyeonggi Research Institute(2017)은 경기도

운행제한 위반 화물차의 이동단속지점의 선정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Kwon(2017)은 무인 과적단속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국내 패러다임의 변화 및 스마트 툴링에 대비한 과적

단속 기술개선 및 적용방안을 제시하는 등 관련연구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과속단속을 통해 도로환경이 개선되고 중차량 사고율이 감

소되는 등의 효과가 있음은 동의하나 화물자동차의 특수성에

대한 배려가 적다는 인식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의 과적차량

단속체계의 개선을 제시한 Han(2000)를 비롯해 Kang(2008)

은 컨테이너 운송업체의 차량 운영적 관점에서 과적단속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일률적인 과적단속은 개선될 필요가 있

음을 지적하였다.

대규모 산업이나 항만시설이 집적된 지역의 경우 일반 화물

차량과 컨테이너 화물차량의 일률적인 적용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시각차가 커져가고 있다. 부산의 경우도 「도로법」

준수를 위한 과적차량 단속과 부산항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단속 완화는 과적단속의 딜레마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제도 등을 도입해 환적화물 유치에

노력하고 있는 반면, 부산항 내부 및 인접도로에서 환적화물

및 수출 컨테이너 화물의 과적단속을 하고 있어 외국 선사들

이 부산을 기피하거나 이에 대한 위험부담을 운송사가 떠안

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대규모 항만물류 활동이 왕성한 부산 신항의

운송사례를 통해 과적단속이 미치는 영향을 재확인하고, 도로

환경의 보호와 안전사고를 감소할 수 있는 과적단속의 운영에

기반하면서 환적화물과 일부 수출일 컨테이너 화물의 특수성

을 감안한 복합적인 운영 연구는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3. 부산 신항 내 과적단속 실태

3.1 부산 신항 컨테이너 화물의 특성

부산항의 컨테이너 화물은 2018년 기준 21,662teu로 수출입

화물이 47.2%, 환적화물이 52.8%를 차지한다. 이중 부산 신

항은 67.7%의 화물이 처리되고 있다.

동북아의 환적허브를 지향하는 부산항의 환적화물 비중은

2001년 전체대비 36.5%에 불과했으나 지속적 증가로 현재의

수준이 되었다. 신규 물동량을 창출하기 위해 부산 신항 배

후물류단지 역시 단계별 확장이 진행 중에 있다.

부산 신항내 타 부두 환적화물 현황은 2014년 29.6%, 2017

년 30.1%로 증가하다, 2018년 26.3%로 감소 추세로 전환하였

다. 북항은 년도별로 감소해 2018년 타부두 55.4%이다. 부산

항 전체 타부두 환적은 3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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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xposure transition of overload control on Busan

Port by year

(Unit: Vehicles)

Division ′06 ′07 ′08 ′09 ′11 ′15 ′17 ′18

Instrumen

tation
37,88569,49554,73973,23957,64961,62069,59862,911

Control 392 737 664 696 618 640 770 646

Source : Busan Construction Safety Testing Office, 2019.

Table 8 Status of overload control on transshipment

cargo by carrier

(Unit: 1,000teu, %)

Division A B C D E F etc. Total

Shipping

volume
530.0 388.6 138.8 102.5 75.4 54.9 105.7 1,396.0

Num. of

Vehicles
37 43 25 26 30 10 97 268

Num. of

Control
18 22 5 16 12 0 96 169

Source : Internal data by carrier, 2018.

Table 6 Status of overload control by car type(2018)

(Unit : Vehicles, %)

Total Tractor Cargo Dump Hycar Crane etc.

646

(100.0)

477

(73.8)

96

(14.9)

33

(5.1)

0

(0.0)

36

(5.6)

4

(0.6)

Source : Busan Construction Safety Testing Office, 2019.

Table 3 Transshipment handling status by terminal in

Busan New Port

(Unit : 1,000teu, %)

구 분

′14 ′18

Own

Wharf

Other

Wharf

Own

Wharf

Other

Wharf

Vol. % Vol. % Vol. % Vol. %

PNIT 809 68.2 375 31.8 978 65.8 509 34.2

PNC 1,778 77.5 515 22.5 2,549 80.0 638 20.0

HJNC 1,041 72.8 389 27.2 1,271 76.8 384 23.2

HPNT 821 63.2 479 36.8 540 56.2 421 43.8

BNCT 432 58.0 313 42.0 999 76.4 309 23.6

Total 4,881 70.2 2,073 29.6 6,341 73.1 2263 26.3

Source : BPA, 2014, 2018. Busan Port Container Cargo Handling

and Transportation Statistics.

이외 북항에서 발생하는 환적화물은 자성대부두와 신선대

부두에서 주로 발생하며, 타부두 운송은 주로 배후도로인 부

두로, 우암로, 용당로를 거쳐 인접 부두 및 부산 신항으로 운

송해 처리되고 있다.

3.2 부산 신항내 컨테이너차량의 과적단속 현황

부산항은 2006년부터 과적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과적단속

은 모두 이동식이다. 2018년 기준 계측건수는 전체 이동대수

의 약 2%이며, 이중 단속건수는 계측건수의 약 1%에 해당하

는 646대이다.

매일 2팀의 단속반에 의해 실시 중에 있는 부산항 과적단

속 구간중 부산 신항 배후로가 31.3%, 부산 신항과 북항 연

계도로(녹산산업도로, 충장로, 감천항만로)가 15.2%, 북항내

터미널 구간(신선로, 우암로, 관문대로, 충장대로 중복 포함)

이 22.9%를 차지한다.

Table 5 Overload control by road((2018)

Road Number(%) Road Number(%)

Total 646(100.0)

Sinhang bahu-ro 202(31.3) etc. 94(14.6)

Noksan sanup-ro 68(10.5) Gwanmun-daero 40(6.2)

Sinsun-ro 64(9.9) Galag-daero 61(9.4)

Nakdong-ro 28(4.3) Uam-ro 20(3.1)

Chungjang-daero 24(3.7) Saenggog-ro 18(2.8)

Gonghang-ro 15(2.3) Geumgog-daero 5(0.8)

Gamcheon

hangman-ro
6(0.9)) Jeonggwan-ro 1(0.2)

Source : Busan Construction Safety Testing Office, 2019.

차종별 과적단속 적발은 전체의 약 74%가 환적화물과 직접

적으로 관련된 트랙터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화물별 적발건

수도 철재류 다음으로 컨테이너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Table 7 Status of overload control by cargo(2018)

(Unit : Vehicles, %)

Total
Iron
Materi
als

Conta
iner

etc.

C
onstruc
tion
equipm
ent

Surplus
soil

Scrap
iron

Hard
wood

Stone
Constr
uction
wastes

646
(100.0)

197
(30.4)

186
(28.8)

132
(20.4)

79
(12.2)

25
(3.9)

12
(1.9)

7
(1.1)

5
(0.8)

3
(0.5)

Source : Busan Construction Safety Testing Office, 2019.

주요 운송사별 환적화물에 대한 과적단속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운행한 차량대비 적발건수는 60% 이상으로 분석되었

다. 이중 A와 B사는 부산 신항 및 북항내 처리 물량이 많고,

신항과 북항간 환적화물에 대한 물량 역시 많은 업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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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1st survey results(Target tractor driver of

transshipment cargo)

(Survey subject : 100 Persons)

Answers

Questions

So

Yes
Yes

Usually

to be

Right

not

Not at

all

not

Overload control on freight

transportation in New Port and

port hinterland shall be

terminated.

100

Overload control has an impact

on container terminal

congestion.

100

Overload control affects vehicle

turnover ratio.
82 18

I have thought of change jobs

due to the poor environment of

transshipment cargo

transportation.

18 32 41 9

The New Port is a port area

and regardless of overloading,

transport of combine(20'×2)

should be guaranteed.

100

Table 10 2nd survey results(Target a person in charge of

transportation companies in Busan New Port)

Answers

Questions

So

Yes
Yes

Usually

to be

Right

not

Not at

all

not
Do you know the overload control

in the New Port and hinterland?
59 1

The New Port terminal and the

hinterland are included in the port

area under the Port Act. The

internal road between the New

Port terminal and the hinterland is

also considered a part of the port

area.

37 12 8 3

(If you answer yes to question 2)

Do you think that overload control

in the port area is wrong and is

also a barrier to the activation of

the New Port hinterland?

37 12

Do you think overload control affects

vehicle turnover ratio?
17 34 7 2

Have you ever felt a crisis that 38 16 6

이 중에서 적발건수가 가장 큰 B사의 경우는 과적 적발

시 과태료의 50%를 회사에서 부담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을 하고 있는 이유는 환적화물이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되면 기사들의 과적단속에 대한 추가 부담에 큰

요인이 되고, 주 고객인 선사의 입장을 고려한 자구책이다.

F사가 적발건수가 없는 이유는 전 차량들에게 컴바인

(Combine) 금지 지시를 하고 있으며, 기사들도 과태료 부담

으로 20피트 1개를 단독 운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

다. 또한 실제로 과적 단속에 적발되었다 하여도 회사 측에

말을 못하고 개인이 어쩔 수 없이 처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

은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과적단속의 완화,

해지 또는 유보에 대하여 서명운동과 파업 등의 항의가 여

러 차례 있었으나 「도로법」에 대한 법률적 제한과 관련부

서의 이견 등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상

황이다.

4. 과적단속이 부산 신항의 환적화물 및 항만

배후물류단지 운송에 미치는 문제점

4.1 부산 신항 내 과적단속 문제점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매일 시행되는 과적단속의 적발건수가 전체 계측건수의

1%에 해당되나 이를 전체 환적화물 물량으로 환산할 시 그

규모가 크고, 더 중요한 점은 단속시점에 이미 이동계획에

있는 모든 차량이 운행 중단 및 대기에 들어가므로 이로 인

한 운송차질이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부산 신항 내의 환적화물과 항만 배

후물류단지의 수출입 운송에 있어 환적화물을 실제 운송하는

트렉터 운전자와 배후물류단지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담당

자를 대상으로 항만구역내 과적단속이 미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집코자 설문조사를 3회 실시하였다.

1차 설문조사는 2017년 10월 B사의 환적화물을 운송하는

4개 협력사 트렉터 운전자 100명(전체 운전자의 74.6%)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고, 2차 설문조사는 2018년 1월 신항 배후물

류단지 60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2019년 현

재 68개로 증가). 3차는 2019년 9월 2차 내용과의 변화를 확

인하기 위해 부산 신항 배후물류단지 6개소를 대상으로 추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1차 설문조사는 과적단속에 대한 운전자의 의식을 중심으

로 실시되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 신항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과적단속의 인식 및 문제점, 나아가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집하였다.

4.2 부산 신항내 과적단속의 문제점

환적화물을 운송하는 트랙터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설

문조사 결과 신항내 환적화물 및 배후물류단지 운송에 대한

과적단속은 해지되고 운행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

적이었다.

부산 신항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과적단속이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 과

적단속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항만시설 배후 도로와

연계 구간의 과적단속은 화물운송 활동에 장애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내부 배후도로는 과적단속 구

간에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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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import and export customers

could be displaced due to late

vehicle input?
Do you think the burden on

shipping charges is high among

all expenses incurred in the

operation of the logistics center?

8 32 16 4

What is the inner back road

section that you do not wish to be

covered by the Road Act?

South container T, North container

T, Port hinterland (√ check)

Would you like to support the

overload control, which is impossible

for the combine loading((20'x2) in

roads in of the New Port and

hinterland?

52 8

Do you approve of enactment of

local ordinanc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in order to terminate the

overload control of the New Port

back road?

19 39 2

Do you think it would be helpful

in terms of operation if combined

loading(20'×2) of New Port back

road is possible?

25 35

Do you think it would be helpful

for the cost reduction if combine

loading(20'×2) on the New Port is

possible?

16 29 12 3

부산 신항내 입주기업의 운송 담당자와의 2, 3차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과적단속에 대한 문제점은 table 11

과 같다. 규제 및 정책부문, 관련산업, 기타 등으로 구분해 살

펴본 결과 기존의 관련 법규는 일반화물에 대한 규제기준에

준한 규정으로 항만의 특수성과 이에 따른 컨테이너 트랙터

의 차종별 자체 중량 차이의 고려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파

악되었다. 컨테이너는 40톤 기준으로 수출입되고 있고, 이에

차량무게를 추가할 경우 과적단속 기준 40톤을 초과하게 되

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는 동북아 환적 허브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고부가가치

우선의 환적화물 육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선사들은 선하증권(B/L)에 언급된 중량보다 큰 화물의 실

제 처리환경의 미흡과 신속한 운송 압박으로 인해 Combine

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 현실이고, 터미널은

Combine이 불가시 그에 따라 추가되는 증차에 의한 주변 정

체와 대기의 부담을 갖게 되고, 운송사 역시 셔틀운송차량

증차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운송사는 무리한 운송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 과적을 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단속으로 물류비가 추가 발생하고 있다.

터미널내 혼잡 및 정체로 수익구조가 악화되지만 기존 고객

의 이탈을 막기 위해 무리한 운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

에 처해 있다.

5. 개선방안 제언 및 기대효과

5.1 개선방안 총괄

부산 신항내 터미널 환적화물 반출시 과적단속을 해지할

경우 K사의 경우 월평균 46.8%에 해당하는 2만대 이상의 화

물차량이 감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교통물류거점인 부산항은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

강을 통해 과적단속 대상에서 제외 또는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 부산 신항 배후도로에 대해 컨테이너 운행 자유로를

검토하거나 부산 신항 부두간 환적화물 운송처리의 다각화를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과적단속의 원 취지인 모든 도로내 과적단

속을 강화하여 사고를 감소하고 도로환경을 보존하겠다는 정

책에 예외사항이 되는 바 부산 신항 같은 경제기반산업의 경

우 별도의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우려되는 악영향이 없도록

하는 정책의 병행 시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은

과적 및 중량화물차의 운행에 부합한 도로포장상태, 우회도

로 확보 등을 포함한 도로관리가 중요하게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5.2 항만내 다각적인 처리수단 강구

과적단속의 대상이 되는 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환적화

물의 일부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항만시설 내부 도로나

공로 이외의 타 운송수단 이용의 다각화를 고려하는 것이다.

부산 신항 항만시설 내부의 부두간 울타리 일부를 개방한

통행로 확보를 통해 타 부두 환적화물 운송을 해결할 수 있

다. 이 경우 과적단속 정책과의 마찰없는 가장 적극적이면서

실효성이 큰 방안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인지

한 부산항만공사는 2019년 3월 부두간 환적(ITT; Inter-

Terminal Transshipment) 효율화를 위해 부산 신항 2, 3부

두 간 운송을 시작하였고, 다른 부두에도 확대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1월 현재 ITT 이용율은 극히

저조하다. 부두내 도로여건이 용이치 않아 혼잡하고, 비첨두

시간대만 이용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부두간 원활한 운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통환경을 개선하

고, 블록체인 등을 이용한 정보 공유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

체시간이 최소화될 수 있는 이용시간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부산 신항과 북항간 환적화물 해결은 철도나 해상을 통해

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철도의 경우 물류비용이 오히려 증가

하고 시간이 과다 소요되는 문제로 이용은 쉽지 않고, 해상

셔틀운송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환적화물의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상셔틀운송은 2007년 시작되어 1차례

연장을 거쳐 환적화물의 대부분을 처리해 오다 2010년말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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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Result of problems identified through the 2nd and 3rd surveys((Target a person in charge of transportation

companies in Busan New Port)

Division Status Problems

Regulati

on

Article 77,「Road

law」

Article 39, 「Road

Traffic Law」

∙Insufficient consideration of dead weight difference by type of container tractor.

∙Regulatory standard without considering port distinctiveness.

∙Applying the same regulatory standards for general cargo to standardized container

shipments.

∙Overload control on a uniform standards without considering the type of freight vehicle.

Relation

Policy

Development policy

for the

transshipment hub of

N o r t h e a s t

Asia(World's 2nd

l a r g e s t

transshipment port)

∙Lack of transport policy to promoter high value-added transshipment cargo.

- Appropriateness of Overload Control of Transshipment Cargo.

- Lack of policy support to reduce the weakening of competitiveness due to overload

enforcement.

- The need and advantages of Combine are not considered.

- Lack of supply-and-demand system about change jobs due to poor transportation

environment of transshipment cargo(Maintain two-person crew base).

Relation

industry

Shipping operation

∙Lack of transport handling environment with actual weight greater than B/L.

∙Inevitability of combine due to rapid transportation pressure.

∙Low shuttle rate not improved.

∙Reduction of terminal docking time for cost reduction.

Terminal operation

∙Delayed loading and unloading due to terminal congestion in Busan New Port.

∙Transshipment cargo handling and speed limits due to disconnection of internal road

facilities between adjacent terminals.

Carrier

∙Limitation of increase of shuttle transportation vehicle(Impossibility of driver supply,

Worst revenue structure per hour).

∙Additional burden of logistics cost due to overload control.

∙Shipping delays and cancellations due to suspension of service and waiting for terminal

loading when there is an overload control.

∙Deterioration of profit structure due to congestion in the terminal (Difficulty in securing

additional logistics and labor costs).

∙Threat of increasing customer defections(Termination of ship company contract,

Reduction in sales due to double contract).

∙Breakdown of potential customer absorption.

∙Increasing demand for freight rates and providing reasons for strikes.

Transportation

driver

∙Structural logistics system that ignores size and form of vehicle and does not know the

total weight of cargo.

∙Increased mental stress for overload control.

∙Penalty charge of 500,000 won per penalty when caught compared to the lowest freight

fare.

∙Environment that cannot be rejected even with overweight for the total weight of cargo.

∙Avoid transportation due to poor profitability.

etc.

E n v i r o n m e n t a l

pollution

∙Increasing container transportation vehicles to increase oil consumption and

environmental costs due to soot increase when vehicle is increased to recover the

quantity reduced by overload control.

City structure

∙Congestion occur due to unnecessary container vehicles.

∙Deterioration of the city's aesthetics due to trailer parking.

∙Unauthorized parking in downtown due to increased tractors.

지된 바 있다. 2013년 운항 재개를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예

산확보의 문제로 검토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항 물량이 부산

신항으로 대거 이동해 온 시점에 적용 초기와 같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효성을 거의 없다고 판단된

다. 2018년 북항에서 부산 신항으로 운송되는 과적단속은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 신항내 발생하는 타 부두 환적화물은 ITT를 통해 일

부 해소한다 하더라도 그중 일부와 부산 신항 배후물류단지

에서 발생하는 수출입화물의 일반도로, 특히 부산 신항 배후

도로의 이용으로 인한 과적단속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5.3 컨테이너 배후도로 과적단속 완화 또는 폐지 검토

부산 신항과 항만배후단지, 그리고 배후도로는 하나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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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내에 접속한 시설로 「항만법」상 항만구역이며, 항만의

배후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배후도로는 국토교통부의「도로

법」적용을 받고 있는 불합리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환적화물에 대한 중요도나 신항 배후물류단지 수출

입 물량처리 등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과적단속의 예외

규정의 검토를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통물

류거점으로 지정이 되어야 하나 부산항는 2013년 1월 이미

제3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 「국가 통합교통

체계 효율화법」의 절차에 준해 해당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

강 등을 거쳐 과적단속 대상 차종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Designation of Traffic Logistics Bases, Article 37,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ation System Efficiency

Act.

⇓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quests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agency to

investigate and reinforce the roads.

⇓

Report the results of road performance investigation

and reinforcement to the Secretary of Land.

⇓

Mitigation measures for relevant routes when it is

judged that there is no problem in easing the

restriction on the operation of vehicles under Article 79

(2) of the Road Act.

Fig. 1 Process for designating mitigation routes

부산시 조례 변경 등을 통해 현 과적단속 근거인 「도로

법」 제77조에 대한 예외 규정을 지정하고, 특정 도로의 운

행제한 완화구간 및 노선의 지정 검토가 가능하다. 특히, 신

항 배후도로의 항만구간 지정을 통한 컨테이너 운행 자유로

(Driving free road) 지정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사료된다.

북항의 경우 4부두의 타 부두 환적화물은 인접한 자성대부

두와 신선대부두를 이용하므로 이를 위한 연계도로 구간의

과적단속의 완화 검토 역시 가능하다.

이외에도 북항과 부산 신항을 이용하는 환적화물의 경우도

고려 가능하나 앞 절에서도 밝혔듯이 과거에 비해 그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최우선 검토 구간은 아니라

할 수 있다.

5.4 비현실적인 물류시스템의 반영 및 개선

국제기준에 규격화된 컨테이너의 높이와 중량의 특수성과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물류시스템이 가지는 구조적 문제가 현

존하고 있다. 이를 고려한 「도로법」상 규정된 기준, 축 중

량 10톤, 총 중량 40톤의 일부 완화의 검토가 필요하다. 국제

기준의 컨테이너 차량의 높이는 4.25～4.3m이고, 20피트의

경우 중량화물, 40피트의 경우 부피가 큰 화물이 주로 이용

되는 규격이라 20피트의 경우 대부분 축중량 위반이 많다.

그러므로 축중량보다는 총중량 기준으로 기존의 단속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방안은 특정 지점이나 구간의 과적단

속 완화나 해지보다 더 적극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역으

로 기존의 단속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컨테이너 적재중량을

하향 조정해야 하나 이 경우 국제기준을 변경해야 하므로 현

실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과적의 경우 화주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개

의 운송사의 경우 고객 이탈을 우려해 그 비용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존의 물류시

스템은 개선되어야 한다.

특정지역이나 구간의 과적단속의 완화 검토는 해당도로 구

간의 바닥 포장의 견고성이나 낮은 경사도를 유지하고 있는

도로의 경우에 가능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환경 마련

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도로 포장의 재료는 축하중이 예상 횟수만큼 통행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는데 40톤 컨테이너 화물에 차량 무

게가 포함된 총중량을 견딜 수 있는 축하중이 고려될 수 있

도록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총중량이 증가할수록 제

동거리가 증가해 사고위험이 커지므로 경사도가 큰 도로는

대상에서 가급적 배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과적단속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불가피한 지역의 경우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5.5 기대효과

Table 12는 타 부두 환적화물 반출효과를 신출한 결과로

과적단속 해지를 가정시 차량의 투입대수는 현재보다 현저히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과속단속이 시행중인 2018년 부산

신항내 터미널의 월 평균 타부두 환적화물 반출차량의 경우

43,340대이나 과속단속 해지 시 46.8% 감소한 23,053대로 산

출되었다. 이때 처리되는 환적화물은 20톤 이상이 61.0%이

고, 15～20톤이 31.0%이고, 15톤 이하는 8% 처리되는 실태를

반영하여 과적단속 유무에 따른 이용대수를 산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컨테이너터미널의 만성적 정체는 다소 해소될 수

있고, 운송의 적기운송에 효과적으로 영향 미칠 것으로 기대

된다. 운송사 및 관련 산업의 비용 감소뿐만 아니라 신속한

운송으로 항만 경쟁력 역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정 물류로를 대상으로 한 Combine 운송이 가능할 시 불

필요한 차량 증가 및 무단정차에 따른 도시구조의 악화를 개

선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과적차량의 단속으로 인한

도로 파손 및 안정사고 감소 효과가 있으나, 특정 지점의 과

적단속 완화로 감소되는 차량대수만큼 운행을 하지 않으므로

써 생기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부적 영향의 감소효과도 간과

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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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Comparison of the monthly average of

transshipment cargo exports of terminals in

Busan New Port(2018)

Division
Transship

ment

Maintain overload

control

Termination

of overload

control

Total

(vehicles)
46,106 43,340 23,053

More

than

20ton

28,125teu

(61.0%)

∘1 teu loading

(61%, 28,125vehicles)

∘Combine of

(20', 46,106

vehicles)

= 23,053

vehicles

∘Decrease of

2 0 , 2 8 7

vehicles

( 46.8%)

※ port
h i n t e r l a n d
gets same
coverage

15～20

ton

14,293teu

(31.0%)

∘Combine with under

15ton(4%, 1,844teu)

= 1,844vehicles

∘20', loading

= 12,449vehicles

Under

15ton

3,688teu

(8.0%)

∘Combine(4%, 1,844teu)

= 92vehicles

따라서, 특정 물류로의 운행 시 야기될 수 있는 일방차량보

다 높은 치사율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가 필요

하다. 또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도로포장 관리의 병행을 통

해 일반 차량과 환적화물 및 일부 수출입화물 컨테이너 화물

차량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운영이 기대된다.

Table 13 Expected effects on related industries

Division Benefit

Port policy

Rapid competitiveness of transshipment

cargo ensures competitiveness among

global ports.

Container

terminal

Contributes to some alleviation of chronic

congestion in the terminal.

Port

hinterland

Expect to revitalize operation by reducing

costs and solve timely transportation

disruption of spacial container (O/H,

O/W) transportation.

Shipping

company

Save time and increase external

credibility by timely departure due to

rapid transportation.

Carrier

Cost reduction by eliminating vehicle

shortage, driver's supply-and-demand

problems, and improving operation.

Transportation

driver

Improved hourly revenue structure and

relieve mental stress.

Urban

structure

Deterioration of urban structure due to

unauthorized stopping of container

vehicles and trailers.

6. 결 론

국내 제1의 항만인 부산항이 지속적인 고부가가치 항만으

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장애를 해소해 나가야 한

다. 이중 하나가 과속단속이라 할 수 있다.

과적단속은 안전을 지향하며 보다 쾌적한 도로환경을 보

존하기 위해 유익한 정책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항만과

같은 대규모 물동량을 창출하는 물류시설의 경우 일반화물차

량과 동일한 기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미 국내로 반입된 환적물량을 반출시 무게를 초과한 화

물이라도 돌려보내기 무리인 점이 있다. 또한 과적단속 기준

에 의거해 운송할 시 수익성이 현저히 감소해 차량을 수배하

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관련 운송사가 큰 손실을 보는

것을 넘어 과적단속 시 단발적으로 대기되는 정체로 인해 원

활한 운송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연구자는 부산 신항 환적화물 운송

관련 운전자와 배후 항만물류단지내 물류시설 담당자를 대상

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몇가지 제안을 제시하였다.

이미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된 부산 신항을 물류시설로

인지하고 신항내 터미널간, 나아가서 북항과 부산 신항간 주

요 연계도로의 경우 구조적 여건을 감안하여 운행제한 완화

구간 및 노선으로 지정할 것을 제언하였다. 이중 가장 우선

은 부산 신항과 배후 항만물류단지를 하나의 항만시설로 인

식해 배후도로의 과적단속의 완화 또는 폐지를 검토할 필요

가 있다. 이는 항만내 부두간 연결 통로를 통한 타 부두 환적

화물 운송과 병행할 시 과속단속의 완화 부담은 대폭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과적단속의 취지상 대상지역의 과적단속의 폐지 검토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컨테이너의 특수성과 경

직된 물류시스템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과적될 수 밖에

없는 「도로법」 규정내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대상 화물차

에 한해 완화의 고려를 제언하였다.

이와 아울러 향후 유사한 시설이나 연계도로의 경우 같은

방침을 적용하여 중량 화물차량에 대한 고려가 있는 특수한

도로관리 지침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제시된 제언들은 중량을 견딜 수 있는 도로구조와 포장관

리가 사전에 수립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므로 이와 관련된 심

층적인 연구 역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신항 부두간 환적화물 운송 효율을 위한 환경개선,

국제기준의 컨테이너 규격을 고려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검

토, 컨테이너 화물의 규격과 중량을 반영하지 못한 물류시스

템 개선 등에 대한 연구도 향후 연계적으로 추진하여 원활한

화물운송과 과적단속의 효과가 함께 지향될 수 할 계획이다.

또한 과적단속 완화 시 차량대수 감소를 통한 경제효과 이

외 간략하게 제시한 환경 및 주변 도시환경 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 제시가 부족한 한계는 향후 보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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