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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raditional four-step demand model has limits in that it cannot reasonably reflect the logistic characteristics of 

freight transportation system. This is likely to cause problems when estimating the effects of logistics facilities. In 

order to enhance the reliability and availability of the freight demand estimation procedure it is needed to develop 

freight demand model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logistic characteristics of firms.  In the late 1990s, a number of 

researches on freight demand model considering logistics behaviors began in Europe while a few studies in the area 

have been conducted recently in Korea. This paper reviews recent advances of the freight model developments in the 

context of logistic behavior consideration. The main topics include 1) commodity classification, 2) P/C(Production- 

Consumption) estimation, 3) logistics network representation, 4) logistics chain model, and 5) commodity flow survey. 

In addition, this paper proposes future direction of the freight demand models with respect to the consideration of 

logistics characteristics.

기존의 통  4단계 수요추정기법은 화물의 물류특성(Logistics Characteristics)을 반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물류시설의 신설․개선에 따른 수요  편익변화를 제 로 추정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화물수요추정 과

정의 신뢰도  활용도 제고를 해 물류특성을 고려한 화물수요추정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화물수요추정방법의 

개선을 해 1990년  후반부터 유럽을 심으로 물류행태 반 방법에 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는 이러한 분야에 한 연구가 미흡한 편이다. 본 연구는 물류행태 반 방법  규모 화물조사에 한 국내외 학

술 회 발표논문, 학술지 게재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1) 화물 품목구분, 2) P/C(Production- Consumption) 

구축, 3) 물류 네트워크 구축, 4) 물류체인모형(logistics chain model) 구축, 5) 규모 화물조사 분야에 한 국내외 

사례  최근 연구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시사 을 도출하 다. 한 화물수요추정방법 개선을 한 발 방향을 제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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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국가물류비 감, 녹색물류 환경조성  물류산업

의 경쟁력 제고 등 화물교통 분야의 요성이 두되고 있

다. 그러나 화물분야에 한 연구는 여객분야에 비해 미미

한 실정이다. 화물의 이동은 다수의 의사결정주체와 측정

단 로 인해 화물수요추정방법이 복잡하다. 기존 통  

4단계 수요추정기법은 화물의 물류특성(Logistics 

Characteristics)을 반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Wang & Holguin-Veras, 2008). 이로 인해 물류시설

의 신설․개선 등에 한 효과 추정을 하지 못한다. 따라

서 화물수요추정의 신뢰도  활용도 제고를 해 물류특

성을 고려한 화물수요추정방법의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내외 학술 회 발표논문, 학술지 게재논

문  연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5개 분야

에 한 국내 화물수요추정방법의 문제 , 국내외 사례 

 최근 연구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시사 을 도출하고

자 한다. 한 화물수요추정방법을 개선하기 한 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화물 품목구분

- P/C 구축

- 물류 네트워크 구축

- 물류체인모형 구축

- 규모 화물조사

Ⅱ. 국내 화물수요추정방법의 한계

신뢰도  활용도 제고를 한 합리 인 화물수요추

정방법을 개선하기 해서는 앞서 언 한 합리 인 화물 

품목구분, P/C와 물류 네트워크 구축, 물류체인모형 구

축, 공 사슬기반 규모 화물조사 연구가 반드시 필요

하다. 이러한 4개 분야에 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한계가 발생한다.

첫째, 화물 수단 O/D 구축시 각 수단별 품목구분의 

불일치  품목별 화물 수단선택모형 미구축으로 인해 

수단 환 효과추정이 어렵게 된다. 국내 화물의 경우 도

로, 철도, 연안해운의 품목구분이 일치하지 않아 수단간 

이 효과 분석과정 상의 한계가 있다.(한국교통연구원, 

2011)

둘째, 화물수요추정시 기 자료로 활용되는 화물 물

동량  네트워크 자료는 지난 10여 년 동안 개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를 지닌다. 화물 물동량 자

료는 총물동량(여객의 수단통행)을 나타내는 수단 O/D

와 순물동량(여객의 목 통행)을 나타내는 P/C 개념이 

혼재되어 추정되었기 때문에 복합운송을 제 로 고려하

지 못한다(서울시립 , 2009; 고 승 외, 2010). 한 

물류시설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 물동량을 알아야 하는

데 통행기반(Trip-based) 표 방식으로는 통과 물동량

인지 해당 존에서 소비되는 물동량인지 구분할 수 없다

(박동주 외, 2010). 물류 네트워크 자료는 주요 물류시설

이 네트워크와 연동되도록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네

트워크는 주요 물류시설이 네트워크와 연동되지 않기 때

문에 물류시설을 경유하는 복합운송(Intermodalism)특

성 분석에 한계가 있다.(국토해양부, 2010) 

셋째, 물류체인모형은 간경유지  복합운송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 사슬 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측면에서 물류시설의 개

선․신설에 따른 효과분석이 불가능하다. 물류시설의 개

선효과를 추정하려면 물류시설경유 여부를 반 한 물류

체인모형을 구축하여야 하나 기존 물류모형으로는 이를 

표 할 수 없다.(박동주, 2009) 

마지막으로, 화물의 이동은 최  생산지- 간경유지-

최종 소비지까지 여러 차가 있다. 그러나 기존 규모 

화물조사는 이러한 물류특성을 반 하지 못한다. 즉 기

존 물류 황 조사항목에 복합운송특성을 반 하지 않았

으며, 기존 조사표는 출발지 산업업종과 도착지 산업업

종을 조사하는 것으로 간경유지에 한 정보가 무한 

실정이다.(한국교통연구원, 2011)

Ⅲ. 화물품목구분 사례

1. 국내외 사례

화물 품목별 자료는 화물 물동량 O/D 추정  품목

별 수단 환량 산정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 기 별 화물 품목분류체계  품목별 수

단선택모형 구축 사례를 검토하 다.

국내 기 별 화물 품목구분 사례는 한국표 산업분류

(통계청)․산업연 표(한국은행)․무역통계(한국무역

회)․한국표 무역분류(통계청)․철도화물수송실 (한

국철도공사)을 상으로 검토하 다. 한국표 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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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Studies Modes Commodity

Model on 

Single 

Item

Choi(2002) road(vehicle 4 types) all of commodities

Choi & Lim(1999)
road(private, 

commercial)
all of commodities

KOTI(1998) road all of commodities

Ha & Nam(1996) road, rail all of commodities

Park(1995) road, rail, maritime all of commodities

Model on 

Multiple 

Items

Korea

Kim(2010) road, road+rail container

Joo & Ha(2009)
road(private, 

commercial)

5 commodities

(auto parts, textile, plastics, electrics, precision machine)

Kim et al.(2008, b) road, rail, maritime 2 commodities(container/non-container)

Park et al.(2007) road, rail 3 commodities(container, cement, steal)

Choi(2004)
road(private, 

commercial)

primary industry (4 commodities)

secondary industry(15 commodities)

Foreign

Rich et al.(2009)

road, rail, maritime, 

Combi-rail, 

Comi-ship

13 commodities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ining, construction, food products 

and etc)

Clark et al.(2005) road, rail

8 commodities

(food, wood, rubber goods, article of glass, steal, metallurgic products, 

non-electric, electric machine)

Ham et al.(2005) road, rail
13 commodities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ining, construction, food products and etc)

Gracia Menendez et 

al.(2004)
road, rail 4 commodities(wood, ceramic, textile, agriculture, industrial products)

Norojono & Young 

(2003)

Truck(small, large), 

rail
4 commodities(food, textile, leather, electrics)

Bolis & 

Maggi(2003)
road, rail, road+rail 5 commodities(agriculture, chemical, machine, non metallic mineral, etc)

Shinghal & Fowkes 

(2002)
road, rail, road+rail

6 commodities

(exports and import products, transportation, chemical, electric, auto part, 

food products)

De jong et al.(2001) road, rail, road+rail 4 commodities(food, metallurgic, oil, agriculture products)

Jiang et al.(1999) road, rail, road+rail 4 commodities(manufacturing, food, metallurgic, agriculture products)

Abdelwahab (1998) road, rail
8 commodities

(food, textile, chemical, leather, metallurgic, electric, cement, paper products)

<Table 2> Commodity Classification of Previous Studies

Commodity 
Classification

National 
Logistic Model

Korea 33 commodities KTDB

Europe

Sweden 12 commodities SAMGOD

Norway 13 commodities NEMO

the 
others

11 commodities Trans-Tools

America 10 commodities Cube Cargo

<Table 1> A Commodity Classification of Each 

Country

는 21개 분류, 76개 소분류로 구분하고 있다. 산업연

표는 28개 분류, 52개 소분류로 구분하고 있다. 무

역통계는 국가별, 산업별, 품목별 수출입 실 을 기반으

로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MTI(수출입품목분류체

계), SITC (표 국제무역분류체계) 코드별로 제공하고 

있다. HS는 21개 분류, 97개 소분류, MTI는 10개 

분류, 56개 소분류, SITC는 11개 분류, 66개 소분

류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표 무역분류는 외무역 상

이 되는 품목을 체계 으로 유형화 한 것으로 10개 분

류, 67개 분류, 262개 소분류, 1023개 세분류, 

2970개의 세세분류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철도 화물

수송실 에서는 10개의 분류, 69개의 소분류로 구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화물 품목분류체계는 기 별

로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수요추정을 한 품목구분 사례는 한국(KTDB: 

Korea Transport DataBase)․유럽(SAMGOD, 

NEMO, Trans-Tools)․미국(Cube Cargo)을 상으

로 검토하 다. KTDB는 한국산업분류표에 의거하여 

33개 품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유럽의 Trans-Tools는 

유럽통계국(Eurostat)의 화물 품목분류체계(NST & 

CPA)에 의거하여 11개 품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스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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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Commodity Flow

Formulating Intermodal 

Network 
Type of Freight Matrix Concept

P/C
P/C 1 4
1 - 300
4 - -

-P/C means Production and Consumption

-Logistics facility is formulated by special node 

in order to present transfer

-It is able to classify production, transfer, 

consumption on special zone

PWC

PWC 1 2 4
1 - 100 200
2 - - 100
4 - - -

-PWC means Production - Warehouse - 

Consumption

-It is able to classify production, transfer, 

consumption on special zone

-It is impossible to classify transfer commodity 

flow on special zone

O/D

O/D 1 2 3 4
1 - 100 100 100
2 - - - 100
3 - - - 100
4 - - - -

-O/D means Origin-Destination

-Logistics facility is not formulated by special 

node

-It is impossible to classify transfer commodity 

flow on special zone

<Figure 1> Comparison of O/D, PWC, P/C

덴(SAMGOD)과 노르웨이(NEMO)의 화물품목은 각

각 12개와 13개로 구분하고 있다. 미국의 Cube Cargo

는 표 화물운송분류체계(Standard Classification of 

Transported Goods: SCTG)에 의거하여 10개 품목

으로 구분하고 있다. 화물수요추정을 한 유럽과 미국

의 화물품목 개수는 유사하나 일부 품목에서 상이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은 국내외 화물수요추정을 

한 품목구분을 비교한 것이다.

화물 수단선택모형 구축시 품목구분을 살펴보면, 국

내에서는 부분 화물 체에 해 수단선택모형을 구축

하 으며, 최근 들어 일부 연구에서 품목별로 모형을 구

축하고 있다. 반면 국외에서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4∼13개까지 품목별 수단선택모형을 구축하고 있다. 

<Table 2>는 국내외 화물 수단선택모형 구축 연구의 품

목구분을 비교한 것이다. 

2. 시사

화물수요추정을 한 국내의 화물품목은 한국표 산

업분류표에 의거하여 33개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기

존 33개의 화물 품목구분은 조사, 분석  활용단계에서 

한계 을 지닌다. 를 들면, 품목별 표본수 산정․확보, 

분석 소요시간, 품목별 신뢰도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한계 을 극복하기 해 유럽과 미국의 사례처럼 화물품

목을 분류로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정엽 외(2011)는 국내 화물 품목구분의 최  연구로서 

기존 화물 세부품목분류를 집계하여 11개의 새로운 화

물 품목분류체계를 제시하 다. 한 화물수요추정  

수단 환 효과분석을 하기 해서는 수단간 품목매칭이 

필요하다. 그러나 KTDB의 화물 물동량 자료는 도로화

물 품목구분(33개 품목)과 철도화물 품목구분(2개 품

목)이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단간 품목매칭을 한 

화물 품목 재분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따른 품목별 

화물 수단선택모형 구축이 필요하다.

Ⅳ. P/C 구축 연구동향

1. 국내외 연구동향

P/C는 기존 화물수요추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O/D가 

아닌 화물 산업간 연 계에 기 한 공 사슬망을 반

한 것으로 최 생산지와 최종목 지 간의 물동량의 흐름

을 말한다. 이러한 P/C는 복합운송으로 인한 수단간 환

 ․후의 수단 O/D를 연계수송(Linked trip)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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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O/D
PW

C
P/C

whether reflecting an effect of 

construction and improvement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s or not

△ △ ○

whether considering an use of 

logistics facilities(node) or not
× × ○

whether reflecting an effect of 

construction and improvement of 

logistics facilities or not

× × ○

whether calculating amount of 

transshipment or not
× ○ ○

whether reflecting an effect of 

construction and improvement of 

transshipment facilities or not

× × ○

Note) O: possible, △: partially possible, ×: impossible

Source: Park (2009).

<Table 3> Type of Freight Matrix

Source: Southworth & Peterson(2000)

<Figure 2> Intermodal Integrated Logistics Network

인식 가능하게 한다. 국내의 화물 물동량 자료는 P/C, 

PWC (Production-Warehouse-Consumption), 수

단 O/D의 세가지 개념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수

요추정시 수단 간 경쟁 계를 모사하기 힘든 문제 이 

있다.(박동주, 2009) 

반면 국외에서는 O/D가 아닌 P/C를 추정하는 추세

이다. 유럽의 Trans-Tools, STEMM, SMILE 등 국

가물류모형은 입력 자료로써 P/C를 용하고 있다. 

한 De Jong et al.(2004)은 P/C, PWC, 수단 O/D의 

개념을 언 하고 있으며, De Jong et al.(2010)은 사

업체간 화물의 흐름을 연구하 다. <Figure 1>은 O/D, 

PWC, P/C 개념을 비교한 것이다.

2. 시사

P/C는 화물수요추정을 한 공 사슬기반 기 자료

이다. 신뢰성 있는 화물수요추정을 해서는 기존 O/D 

표 방식에서 P/C 표 방식으로의 환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물류행태를 반 하기 한 연구가 미미할 

뿐 아니라 물류행태를 미반 한 수단 O/D를 구축하고 있

어 한계가 있다(박동주 외, 2010). 반면 국외에서는 스웨

덴을 심으로 P/C의 개념정립, 구축방법론 등에 한 연

구가 진행되었다. 한 물류시설경유 여부, 항만  공항

의 특별노드 처리 등에 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의 수단 O/D는 

근모드(Access/Egress Mode) 정보의 부재로 인한 

복합운송 특성을 반 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물류시설 

신설 는 개선효과 추정의 활용 가능성이 어렵다. 따라

서 신뢰성 있는 화물수요추정을 해 물류특성을 반 한 

P/C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Ⅴ. 물류 네트워크 구축 연구동향

1. 국내외 연구동향

화물이동은 특정 화물의 생산지와 소비지 치가 다

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화물이동을 정확하게 악하기 

해서는 산업 간의 연 계를 악하고 그 공간  분

포를 알아야만 한다. 

국내에서 화물수요추정시 사용하고 있는 교통분석용 

네트워크는 여객 네트워크와 동일하다. 반면 국외는 물류 

네트워크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표 인 연구

는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Yamada et 

al.(2011), Groothedde et al.(2005), Crainic 

(2000), Southworth & Peterson(2000), Jourquin 

& Beuthe(1996) 등이 있다. 

2. 시사

국내에서는 화물수요추정시 여객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복합운송 반 에 한계가 있다. 반면, 국외에서는 물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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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Studies Purpose Research Trend

Formulating
Logistics
Network
Concept

Groothedde et al. 
(2005)

-proposing necessity, method and 
effectiveness of Hub Network

-schematizing intermodal logistics cost
-comparison shipment effectiveness 
between intermodal and single mode

Southworth & 
Peterson
(2000)

-design and application of a intermodal 
network

-proposing a method for a Intermodal 
network design

-showing concept of intermodal multi-layer

Tavasszy et al.
(1998)

-developing a decision support system 
(SMILE) for forecasting future freight 
demand 

-explaining concept of multimodal network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of

Logistics 
Network 

Meng & Wang
(2011)

-constructing a Intermodal Hub and Spoke 
network 

-developing a mathematical program with 
equilibrium constraints model for 
Intermodal hub and spoke network

Yamada et al.
(2011)

-constructing a Supply Chain-Transport 
Super- Network 

-designing interaction between SCN and 
network

Vasiliauskas
(2003)

-understanding commodity flow and route 
through national transportation network

-developing intermodal network involved 
in freight terminal

Southworth & 
Peterson (2000)

-design and application of a intermodal 
network

-proposing a method for a Intermodal 
network design

-designing network involved in access/ 
egress

-considering logistics behavior 

Crainic
(2000)

-network design involving a SCM concept 
-designing service network
-developing a mathematical program 

model design
based on 
network

Yamada et al.
(2011)

-design for a Supply Chain-Transport 
Super- Network Equilibrium (SC-T-SNE) 
model

-analyzing behavior between forwarder 
and user

-defining interaction between volume and 
commodity flow

Janic
(2007)

-design for shipment cost based on a 
Intermodal Network

-formulating shipment cost
-regarding Intermodal terminal as special 
node

Ali et al.
(2002)

-optimizing relay points on a highway 
network

-developing Heuristic algorithm

Jourquin & 
Beuthe
(1996)

-design for freight demand model based on 
multimodal network

-classifying special node to be able to 
consider logistics behaviors

<Table 4> Research Trends on Logistics Network

설의 특별노드화, 근모드 등을 반 한 복합운송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Figure 2>는 Southworth 

& Peterson(2000)이 제시하고 있는 복합운송 물류 네

트워크 개념도이다.

화물수요추정을 해서는 물류특성을 반 할 수 있는 

물류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하다. 물류 네트워크는 복

합운송망에서의 물류시설경유 여부 등 물류행태를 반

하여 신뢰성 있는 화물수요추정 결과를 기 한다.

Ⅵ. 물류체인모형 구축 연구동향

1. 국내외 연구동향

물류체인모형은 복합교통망에서 화물 물동량의 수단 

 경로선택 행 를 공 사슬기반으로 모형화한 것이다. 

이는 복합교통망에서 물류시설을 별도의 특별노드로 설

정하여 물류시설경유 여부를 모형에 내재화 한다. 

최근 국내 일부 연구에서는 유통경로 분석을 한 물

류체인모형을 구축하고 있다.(박동주 외, 2010; 고 승 

외, 2010; 김 승, 2010; 김은미, 2009; 김찬성 외, 

2008; 최 윤 외, 2008) 그러나 선진외국에 비해 물류

행태를 반 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

외에서는 1990년  후반부터 유럽을 심으로 공 사슬

망 는 물  유통경로 개념을 도입한 물류모형 구축 연

구(Tavasszy, L. A., 2008, 2006, 2001, 1998, 

1996; De Jong et al., 2010, 2007, 2004)가 시작

되었다. <Figure 3>은 국내외 물류모형 개발 연 이다.

유럽의 국가물류모형인 Trans-Tools, STE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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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ecting P/C
Reflecting Usage of 

Logistics Facilities

Reflecting the 

others(Shipment 

Size, 3 Party 

Logistics)

Formulating

Concept 

De Jong et al. 

(2010;2004;2001)

De Jong et al. 

(2010;2004;2002)

Michael et 

al.(2005)

Jourquin(1996; 

2005)

De Jong et al. 

(2010;2007)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of Model

Kim(2010)

Park et al.

(2010, b)

Ko et al.(2010)

Kim(2009)

Tsamboulas & 

Kapros(2000)

De Jong et al. 

(2007)

Kim et al.(2008, a)

Choi et al.(2008)

Nation model
Trans-Tools, 

SMILE, SAMGOD

Trans-Tools, 

SMILE, SAMGOD
SMILE, SAMGOD

S/W
STAN

Cube-Cargo

STAN

Cube-Cargo
-

<Table 5> Research Trends on Logistics Chain Model

model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2011∼ etc

EU

CGE
NEA

C
STEMM

reflecting 

logistics 

behavior

EUGRANET
STRE

AM
SCENES Trans-tools

SLA

M

Netherland and 

Sweden

SAMGOD
proposing an idea on 

logistics model

SMILE
Logistics modelue for 

SAMGOD

formulating a 

logistics model

and cost

GB model

not 

reflecting 

logistics 

behavior

GBFM

FAF

reflecting an Intermodal, except 

for via US and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Intermodal reestablishment

FAF1 FAF2 FAF3

KTDB

first
secon

d
third fourth

KTDB I/O MRIO
formulating a 

supply-chain

formulating a P/C matrix 

reflected in logistics 

behavior

Legend

Period of building comprehensive freight transportation model

Period of review and re-thinking

Economic and land use - linkage model
Logistics-integrated freight transportation model

<Figure 3> History of National Freight model Development

Source: De jong et al(2004)

<Figure 4> Estimation and validation of the 

National Freight model system (Sweden, Norway)

Source: Michael et al.(2005)

<Figure 5> LAMTA Modeling Framework

SMILE, SAMGOD 등은 복합교통망에서의 수단선택과 

경로선택 행 를 통합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들 모형은 

구체 인 기업의 물류활동과 산업 간 연 계를 반 하

기 해 경제활동모형(Economics Activity model)인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Input/ 

Output Model, Trade Model 등을 활용하고 있다. 그

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물류행태를 반 한 국가물류

모형 구축에 한 연구가 미흡하며, 최근 들어 물류모형

의 구조와 아이디어만을 제시하고 있다.

De jong et al.(2010; 2007; 2004)은 물류행태를 

고려하여 스웨덴, 노르웨이 국가물류모형의 이론, 방법

론, 활용방안 등을 연구하 으며, 수송크기(Sh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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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Existing Freight Demand Estimation Process vs. New Freight Demand Estimation Process

Size) 고려  물류시설경유 여부를 고려한 국가물류모

형을 개발하 다. <Figure 4>는 스웨덴, 노르웨이 국가

물류모형의 개념도이다.

Michael et al.(2005)은 <Figure 5>와 같이 LA를 

상으로 하는 물류체인모형과 투어기반모형을 통합하는 

LAMTA모형을 제시하 다. LAMTA에서 제시한 물류

체인모형은 의사결정자의 략을 반 하고 있다. 

Tsamboulas & Kapros(2000)는 다항로짓모형을 이

용하여 수단간 환 을 고려한 화물 복합수송을 분석하

다. Jourquin (2005)은 기존의 화물수요추정 4단계 수

요추정모형은 물류행태를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단

선택과 경로선택을 통합해야 한다고 언 하고 있다. 

Jourquin & Beuthe (1996)은 물류행태를 고려할 수 

있는 물류시설을 구분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Tavasszy et al.(1998)은 SMILE 시스템 구축에 

을 두어 생산, 보 , 수송 등에 한 유통과정을 모형

으로 표 하 다. <Table 5>는 국내외 화물수요추정을 

한 물류체인모형 구축 연구동향이다.

2. 시사

기존 4단계 수요추정모형 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새로운 연구들이 진행 이다. 이는 주로 복합교통망

에서 수단선택과 경로선택을 하나의 모형으로 통합하는 

연구와 기업의 물류활동과 산업 간 연 계를 모형에 

반 하려는 것이다. 물류행태를 반 한 물류모형을 구축

하기 해서는 앞에서 언 한 품목구분  기 자료

(P/C, logistics network) 구축이 제되어 있어야 한

다. 한 수송시간/비용, 환 시간/비용 등의 기 자료

를 구축해야 한다. 품목별 물류모형은 물류비용 변화에 

따른 유통경로 분석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Figure 6>

은 기존 화물수요추정 과정과 물류행태를 반 한 화물수

요추정 과정을 비교한 것이다.

Ⅶ. 규모 화물조사 사례

1. 국내외 사례

규모 화물조사는 화물수요추정을 한 기 자료를 

구축하는데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 규모 화물조사의 조사범 , 조사방법, 조사내용  

조사항목을 분석하 다. 국내 사례는 KTDB조사를 심

으로 살펴보았으며, 국외 사례는 스웨덴의 Commodity 

Flow Survey(CFS), 미국의 Commodity Flow Survey 

(CFS), 캐나다의 Annual Motor Carriers of Freight 

Survey(AMCFS), 일본의 국화물순유동조사를 검토하

다. <Table 6>은 국내외 규모 화물조사를 정리한 것이다. 

국내외 화물조사 항목을 살펴보면 국내는 조사단 가 

년, 월, 3일간 단 로 조사하며, 입․출하량 모두 조사를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국내 조사항목은 국

외 조사항목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물류행태를 

반 하기 한 복합수송 여부, 물류시설경유 여부 등에 

한 조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외는 일주

일, 3일간 단 로 조사하며 출하량만을 조사하는 것으로 



Survey Contents

Korea Foreign
complementary 

survey

(2008)

freight O/D 

survey

(2005)

supply chain 

survey

(2007～2009)

USA

(2007)

Japan

(2005)

Italy

(2009)
Germany

Canada

(2007)

survey period
a month, 

a day

a year, 

a month,

three days

a year a week
three 

days
- - a day

volume of inbound shipment ○ ○ ○ ○
volume of outbound shipment ○ ○ ○ ○ ○ ○ ○

commodity ○ ○ ○ ○ ○ ○ ○ ○
shipment unit ○ ○
type of freight ○ ○ ○
value of freight ○ ○
weight per unit ○ ○ ○ ○
cost per unit ○ ○ ○

physical location ○
mode ○ ○ ○ ○ ○ ○

frequency of inbound and outbound ○ ○ ○
origin ○ ○ ○ ○ ○ ○

destination ○ ○ ○ ○ ○ ○ ○ ○
net residence time ○

carrying cost ○
transshipment time ○
transshipment cost ○

business type of forwarder and 

recipient
○ ○

shipment time ○ ○ ○ ○
shipment cost ○ ○ ○

hazard material ○ ○
intermodal shipment ○ ○ ○

export status ○ ○
3 party logistics ○ ○

volume per vehicle type ○ ○
use of container ○

use of IC ○
use of logistics facilities ○ ○ ○

<Table 7> Survey Contents Comparison of Each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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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Purpose Scope Method Formula Contents

Korea

2005

Freight O/D 

Survey

-design for a methodology of 

national freight O/D survey

-make a database to analysis traffic 

demand 

Regional interview Trip-based

-business general information

-annual commodity flow performance

-average monthly commodity flow 

performance

-cargo volume in three days

Foreign
-calculate a freight basic unit

-make up for regional freight O/D
Regional interview Trip-based

-business general information

-cargo performance and information

Foreign

Sweden CFS 

-improve knowledge of the freight 

transport industries

-make a freight database

National and

international

interview,

WEB

Supply 

chain-based

-commodity type, shipment value, 

weight, mode and others

USA CFS
-forecast freight demand at various 

view

National and 

international
e-mail Trip-based

-shipment number, date, shipment 

value, destination, mode, hazardous 

materials and others

Canada AMCFS

-make a database to monitor 

transportation planning

-provide a database for a new 

transportation model

National 

&Regional

e-mail

interview

Supply 

chain-based

-business asset, yearly sales, 

ratio of shipment distance, fuel 

consumption and others

Japan National 

Freight 

Distribution 

Survey

-understand interaction between 

logistics and industries behavior

-comprehend the state of logistics

Regional
interview,

mail

Supply 

chain-based

-yearly shipment tendency

-supply chain during three days

<Table 6> Freight Survey of Each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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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미국과 이탈리아는 국내 조사항목에서 제외된 

험물수송 여부, 복합수송 여부, 수출 황, 3자 물류 

이용 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물류행태

를 반 하기 해 복합수송 여부  물류시설경유 여부, 

컨테이 화 유무, 이용하는 고속도로 IC 명 등을 조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은 국내외 화물조사 조

사항목을 비교한 것이다.

2. 시사

앞서 언 했듯이 물류행태를 반 한 신뢰성 있는 화물

수요추정을 해서는 기존 O/D 표 방식에서 P/C 표

방식으로의 환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첫째, 규

모 화물조사의 조사항목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물류행

태를 반 하기 한 조사항목은 물류시설경유 여부, 복합

수송 여부, 환 /보 시간, 환 /보 비용 등이 있다. 이

러한 조사항목은 규모 화물조사에 반 되어야 한다.

둘째, 물류시설에 한 황 악  DB 구축이 필

요하다. 국내에서는 물류시설에 한 황이 악되어

있지 않아 물류시설에서의 환   보  등에 한 정

보를 제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화물수요추정방법 개선

을 해 국을 상으로 물류시설에 한 규모 조사

가 필요하다.

Ⅷ. 화물수요추정방법의 발 방향

본 연구는 5개 분야에서의 화물수요추정방법의 문제

  시사 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가 이 져

야 할 것으로 단된다.

첫째, 합리 인 화물 품목구분을 해서는 화물수요

추정을 한 품목 재분류  품목별 수단선택모형 구축 

연구가 필요하다. 품목별 화물 물동량 자료는 주로 수단

분담시 활용되나, 수단별 품목의 불일치로 인해 품목별 

수단선택모형 구축  활용이 어렵다.

둘째, 기 자료 구축 부문은 물류행태를 반 한 P/C 

 물류 네트워크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재 KTDB

에서 제공하는 화물 물동량 자료는 P/C, PWC, 수단 

O/D  어느 하나의 개념에 기 하기 보다는 세 가지 개

념이 혼재되어 있다. 한 화물수요추정시 사용하고 있는 

교통분석용 네트워크는 여객과 동일한 네트워크를 사용

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행태를  반 하지 못한다. 

셋째, 물류체인모형 구축 부문은 복합교통망에서 화

물 물동량의 수단  경로선택 행 를 공 사슬기반으로 

모형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에 반 하지 못했던 

물류시설 경유 여부 등의 물류행태  화주의 의사결정

과 운송사의 의사결정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물류행태 반 한 규모 화물조사가 필요

하다. 이러한 자료 수집은 물류행태를 반 한 화물수요

추정방법론 개발에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Ⅸ. 결론

본 연구는 물류행태 반 하기 한 화물수요추정방법 

개선의 기 연구로써 화물 품목구분, P/C 추정, 물류 네

트워크 구축, 물류체인모형 구축, 규모 화물조사 측면

으로 구분하여 기존 련 연구를 고찰하고 시사 을 도

출하 다. 

선진외국의 화물수요추정방법에 한 연구는 불과 10

여 년 에 시작하 다. 1990년  후반과 2000년도 

반에 본격화하여 최근에야 가시 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단된다. 

한 물류행태를 반 한 화물수요추정방법은 수많은 개

념  장 을 지닐 것으로 단된다. 

본 논문은 국내 화물수요추정방법의 문제 을 검토하

고 화물수요추정방법에 한 반 인 발 방향을 제시

하 으나, 개별방안에 한 세부연구가 추가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한 기존 화물수요추정방법과 개선된 화

물수요추정방법의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

다. 향후 화물수요추정방법에 한 세부연구는 기술 으

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장기 으로 근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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