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도시 내 통행에서 화물차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
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가용 화물 차주들의
능동적 사업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화물통행운 주체가시스템중심의총량적분석에
더해화물차주들의유통경로최적화를위한개별화
물통행의 의사결정 원리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우고 있다. 즉 화물 차주들의 화물차량 운행에
대한 개인별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있는것이다.

1970년대 이래 스웨덴의 지리학자 Hägerstrand의
시간지리학(Hägerstrand, 1970)의 핵심 이론이 근간
이 되어 발전한 최근의 교통수요 이론에서의 활동기
반접근법(Timmermans, Aentze & Joh, 2002)은 2000

년대 들어 교통계획 내에서 교통수요 부문의 표준적
인 이론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 이론의 핵심 개
념은, 통행 수요가 통행 그 자체가 아닌 일상 활동의
수행을위해파생되는 것으로올바르게 인식하고, 통
행발생의 패턴과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
상 활동의 조직 원리, 즉 개인 일상 활동의 시공간적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통계획 이론의 발전은 직접적으로
기간의 통행 중심의 4단계 이론을 근간으로 하는 교
통계획의 기본 틀이 새로운 파라다임인 활동기반 이
론으로부터 보완을받는단계로나아가고 있다. 그러
나도시교통의중요축인여객통행과화물통행중이
러한 이론의 발전으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보고 있
는쪽은여객통행이며, 화물통행은 아직까지 이분야
에관련된뚜렷한이론적발전을보고있지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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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화물차량의 통행패턴은 여객통행에 비해 연구 성과의 누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내

통행에서 화물차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가용 화물 차주들의 능동적 사업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더 많은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연구는, 여객통행에서의 활동기반 수요추정 이론의 발달에 부

합하는 화물통행에서의 의사결정 원리에 대한 연구의 기초로서, 화물차량 통행실태 조사의 자료를 분석하여 화물차량 톤급

별 평균 통행 특성, 운행효율성, 도착지-도착지유형-적재품목 통행연쇄의 특성을 확인하 다. 분석 결과 이들 화물차량 통

행 특성들은 톤급별로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으며, 그 자체 화물차의 톤급별 특징을 잘 보여주었다. 연구 결과는

화물차량 통행 관련 교통정책 수단 개발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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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 통행에서의 화물통행이 여객통행과 갖는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논의될 수 있다. 우
선 공통점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통행이 통행 그 자
체가 아닌 활동(여객통행) 혹은 화물의 출하나 접수
(화물통행)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생한다는 점이다.
둘째연쇄즉통행순서에의미가있다. 연쇄상의통
행 간에는 상호 관련성이 있는데, 예로 여타의 운송
목적지들은차고지와가장먼운송목적지간의동선
상에 라인업 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그들은 서로 시
공간적인 관련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통
행 의사결정 간 관련성이 있다. 각각의 통행에 관한
여러가지의의사결정이서로관련을갖게됨을뜻하
는 것인데, 예로 통행 목적지, 운반 화물 품목, 무게,
통행 시간, 통행 거리 등은 서로 관련성을 갖는 것이
다. 넷째, 통행은 시공간상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시
공간적, 제도적, 개인적, 사회적 제약 하에 발생하게
된다. 예로 물리적 시공간 스케쥴은 통행 관련 법규,
개인 특성, 화주나 차주 등과의 계약 등과 관련한 여
러가지의제약을갖게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여러 가지의 공통점에도 불구하

고, 화물통행을 여객통행과 달리구분하게 되는중요
한 차이점은, 통행의 목적 혹은 통행으로부터 얻는
효용의 성격이 다르다는 데 있다. 즉 여객통행이 일
상 활동 수행의 효용이나 편익을 크게 하는 데 도움
이되는방식으로 수행된다면, 화물통행은 화물유통
경로의 최적화 혹은 운송비나 운송시간 최소화 등의
방식으로 수행된다. 이렇듯 의사결정의 원리가 다르
므로 여객통행에서 활용되는 활동기반 통행수요 분
석을 화물통행에 단순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로 그 중요성이 더해
가는화물차주의능동적의사결정행태분석을위해
서는, 여객통행 연구분야에서 발전된교통수요 추정
방법이 이 분야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된 국내외 연구로는 Pendyala et al.(2000), Stefan et

al.(2000), Hunt et al.(2004), Vovsha et al.(2008),

Bina et al.(2010), Kuppam et al.(2010), Goodchild

et al.(2010), Seong(2010), Harris & Anderson

(2010), Holguin-Veras & Thorson(2010), Kumar et

al.(2010), Samimi et al.(2010), Holguin-

Veras(2011), Bassok et al.(2011), 최창호·김찬성·
박동주(2007), 박민철·성홍모(2010)·박동주(2010)
등이있다. 
본 연구는 화물통행 수요추정에서 여객통행의 의

사결정기반 통행선택 이론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기
초 연구로서, 화물자동차의 통행패턴 특성을 톤급별
로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특히 위에서 열거한
기존 연구에서 아직 연구되지 않은 통행패턴 속성별
통행 연쇄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활동기반 이론에서
의 여객통행 의사결정 특성이 화물통행에서는 어떻
게 나타나는지 확인하려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위하여분산분석과 sequence alignment(조
창현·김찬성·성홍모, 2008; Joh & Timmermans,
2011) 등 관련된 적합한 연구 방법들을 활용하기로
한다.
화물유동의전국단위자료조사에는사업체물류

현황조사와화물자동차 통행실태 조사가있다. 이러
한전국의지역간화물 O/D 조사는 5년주기로실시
되는데, 사업체물류현황 조사는전국사업체를 대상
으로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창고업등의화물유동
을사업체단위로조사하며, 화물자동차 통행실태 조
사는 전국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조사일 기준 1일
동안의 화물자동차의 통행 실적으로 조사한다. 최창
호, 김찬성, 박동주(2007)는수요자활용증대를위한
물류현황 조사의 개선을 연구하 으며, 특히 박동주
(2007, 2010)는 전국 지역간 화물 O/D 예비조사에서
기존의 O/D(Origin/Destination) 기반 화물차 통행
실적 조사를 P/C(Production/Consumption) 기반으
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 다. 즉 출발지와 목적지 개
념으로 조사된 기존의 O/D 조사와는 달리, 화물의
이동이 최초생산지 → 중간경유지 → 최종소비지까
지의 여러 절차가 존재하며, 그 사이에 연결되는 다
양한유통경로를반 할수있는 P/C 기반조사가바
람직한화물통행조사방식인것이다.
화물차주, 화주등의수요자중심의화물통행분석

541Sequence Alignment 기법을 활용한 화물 통행의 Trip Chain 분석



의 이론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화물차
운행특성관련주요지표를참조할수있다. 개별화
물차주의화물차운행특성과의사결정기저의메커
니즘을 이해하기 위하여 1일 운행특성, 통행시간 특
성, 통행거리 특성, 출발 및 도착지 특성, 수송품목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각각의 세부 특성 측정과
평가에는관련상세지표들을이용하게된다.
개별화물차주의화물차운행특성과의사결정기

저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하여 1일 운행특성, 통
행시간 특성, 통행거리 특성, 출발 및 도착지 특성,
수송품목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각각의 세부 특
성측정과평가에는관련상세지표들을이용하게된
다. 화물차 운행 특성의 모식도를 기초로 하여, 화물
차 운행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방법을 개념
화하면그림 2와같다.
이러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는, 개별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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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화물차 운행 특성 모식도(김찬성, 2006)

그림 2. 화물차 운행특성 분석 개념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이 전후의 여타 운행 사건들과
시공간적, 구조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다. 개별 운행 사건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전후맥락에서발생자체는물론그구체적인
내용과형태를부여받게 되는데, 따라서이의설명은
독립적이 아닌, 전체 운행 패턴과의 관계 속에서 이
루어져야한다. 즉, 개별운행사건을전후의여타운
행사건과의체계적관계에의해설명하는것이가능
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통행 사건
들 간의 연쇄 관계를 드러낼 수 있도록 잘 설계된 방
법으로 수집된 자료와, 이를 적절히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개별통
행 간 연쇄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수학적 방법론을
소개하고, 이어서본연구에서 사용된자료를설명한
다.

2. 방법론

예를 들어 어느 두 화물차의 통행 목적지 연쇄가
[대구-부산-김해-창원-진주]와 [진주-대구-부산-
김해-창원]이라면, 동일한 목적지 구성과 순서를 갖
는 부분 연쇄는 [대구-부산-김해-창원]이다. 이 예
와같이두통행연쇄간동일성부분의확인이한눈
에도 쉬운 경우가 있는 반면, 매우 길거나 복잡하면
연쇄의구성과내용의순서를신속하게비교할수있
는 수학적 방법에 의존해야 한다. Kruskal(1983)은
dynamic programming으로 이러한 연쇄 관계를 아
무리 긴 것이라도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해 낼
수있는방법을개발하 다. 그림 3은위두화물차의
통행 사건 연쇄를 예로 하여 계산된 Kruskal의
sequence alignment 방법을소개하고있다.
여기서, m개와 n개의 목적지 통행 사건을 기록한

서로다른두통행목적지연쇄 s, g에대해, d(s, g)는
두연쇄전체의상이성의정도혹은 s를 g와일치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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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equence alignment 알고리즘의 예

0 1 2 3 4 5

null 진주 대구 부산 김해 창원

0 1 2 3 4 5

1 1 2 1 2 3 4

2 2 3 2 1 2 3

3 3 4 3 2 1 2

4 4 5 4 3 2 1

5 5 6 5 4 3 2

g

0

1

2

3

4

5

null

대구

부산

김해

창원

진주

s

→

↓
↘

↘

↘

↘



는데드는최소한의비용, d(si, gj)는 s의 i번째목적지
까지의 부분 연쇄를 g의 j번째 목적지까지의 부분 연
쇄와 일치시키는 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뜻한다.
이러한 i와 j 길이의 부분 연쇄들을 일치시키는 비용
을 최소화하는 과정을 m과 n 길이까지 해 나가면 결
국 전체 s를 g와 일치시키는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
는 방법으로 두 연쇄가 비교되며, 이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공통 부분 연쇄가 확인되는 것이
다.
우선 두 화물차 목적지 연쇄의 행과 열에 방문한

목적지의 순서대로 각각 기재한다. 다음은 [대구-부
산-김해-창원-진주]의 1번 연쇄를 [진주-대구-부
산-김해-창원]의 2번 연쇄에 일치시키기 위한 가장
적은 노력의 해답은 무엇인가를 찾는 문제를 시작한
다. 2번에는 있지만 1번에는 없는 통행 사건으로, 목
적지 진주가 있다. 1번 연쇄 맨 앞에 이를 추가할 필
요가 있다. 그 이후의 [대구-부산-김해-창원] 부분
연쇄는두전체연쇄간에동일하다. 이후 2번연쇄에
는 없기에 1번에만 있는 진주를 1번에서 제거한다.
각 셀에서 그 직전의 셀들 중 어느 셀들로부터 연결
되는가에따라다음번질의가이어지고하는방식이
다. 이를수학적알고리즘으로표시한것이그림 3 의
아랫부분에 나와있는수식이다. 이렇게 계산된결과

두 전체 연쇄의 차이의 크기는 2단위 (하나를 2번 연
쇄에서 1번 연쇄로 넣고, 하나를 1번 연쇄에서 뺌)인
것을맨마지막셀의계산결과로알수있다.
이 방법은 원래 분자생물학에서 DNA 혹은 RNA

염기배열 연쇄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측정하는 방
법으로 개발되었다(McClure, Vasi and Fitch, 1994).
즉‘인간은 악어보다는 침팬지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염기배열의 구조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 방
법론을 Wilson(1998)이 캐나다 터론토 주민의 일상
생활 시간 사용을 알아보고 유형 구분에 응용한 이
후, 교통계획과 교통수요 관련분야에서 매우광범위
하게 쓰이고 있다(Lee and Joh, 2010). 이하에서는
이러한 분석 방법론을 통해 화물통행의 어떤 통행연
쇄자료를분석하게되는지살펴본다.

3.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2005년도 교통연구원이 주관한 전
국 물류현황 조사 중 화물차 통행실태 조사 자료를
분석하 다. 조사된 전체 화물차 운행 패턴은 13,210

건이다. 이들은 톤급별로 1톤 이하의 소형, 3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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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화물통행 패턴 조사를 위한 기초 설문 문항(한국교통연구원, 2005)



의 준중형(1.5톤, 2.5톤), 8톤 미만의 중형(3톤, 5톤),
8톤 이상의 대형(8톤, 11톤, 15톤, 25톤)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톤급별 조사된 차량 수는 소형이
6,776(51.3%), 준중형이 2,460(18.6%), 중형이
2,448(18.5%), 대형이 1,526(11.6%)이었다. 각 화물
자동차 통행실태 내용으로는, 통행 당 통행거리, 통
행시간, 적재톤수, 운행효율성(평균적재율, 적재효
율, 공차수비율, 공차거리율, 공차시간율), 도착지,
도착지 유형, 적재품목 등을 조사하 다. 이 조사에

이용된조사표는그림 4와같다.
이렇게 조사된 화물자동차 통행실태의 주요 톤급

별 통행 특성과 운행효율성 특성은 그림 5와 같으며,
분산분석의결과화물차톤급간의특성차이가통계
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총통행
수는 톤급이 커질수록 작아지나, 총통행거리, 통통행
시간, 통적재톤수 등은반대로톤급이커질수록 커지
는 것을 보인다. 화물차의 적재능력 대비 실제 적재
중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평균적재율 역시 톤급이 커

545Sequence Alignment 기법을 활용한 화물 통행의 Trip Chain 분석

그림 5. 화물자동차 통행실태의 주요 톤급별 통행 특성과 운행효율성 특성

총통행수 총통행거리(km)

총통행시간(분) 총적재톤수

평균적재율(%) 공차수비율(%)

소형 준중형 중형 대형 소형 준중형 중형 대형

소형 준중형 중형 대형

소형 준중형 중형 대형

소형 준중형 중형 대형

소형 준중형 중형 대형



질수록 큰 것을 알 수 있다. 화물차의 총통행 수 중
공차상태의통행수비율을나타내는공차수비율은
소형이 가장 높아 운행 효율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
다.

4. 분석결과

화물통행의 속성별 통행패턴을 알아보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통행실태조사에서 각 화물자동차별로 도
착지, 도착지유형, 적재품목의 연쇄를 확인하 다.
이들 각각의 빈도를 표 1, 2, 3으로 각각 확인하 는
데, 표 1의 도착지 빈도 특성으로서는, 작은 톤급수
화물차량은 서울과경기로의 빈도가 매우높고, 특히
대형화물차량의도착지빈도는이들지역에매우낮
은반면강원, 충남북, 전북등지방에상대적으로매
우높은빈도를보이는것을알수있었다. 대형은전
국적으로비교적고른도착지빈도를보이는점이특
징이다. 표 2의도착지유형빈도특성으로서, 작은톤
급수 화물차량은 도소매업체와 가정으로의 빈도가

매우높고, 특히대형화물차량의 도착지유형 빈도는
이들 지역에 매우 낮은 반면 항만과 건설현장 등에
상대적으로매우높은빈도를보인다.
표 3의 적재품목 빈도에서, 모든 차량에 있어 조립

금속의비중이비교적높으며, 음식료품과출판/인쇄
관련 품목은 소형으로 갈수록 비율이 커지는 반면,
대형은 여러 가지 광물 제품의 운송 비율이 특히 높
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할 사항으로는, 소형 화물차량
은 택배화물 운송 비율이, 중형 화물차량은 폐기물
운송비율이매우높음이확인된다.
다음으로, 각속성차원에서의화물차통행연쇄를

분석하 다. 이를 위해 2장의 방법론에서 논의한
sequence alignment 방법을적용하여톤급별로구분
된화물차량 통행패턴들 간의짝비교를 도착지, 도착
지유형, 적재품목 각각의속성연쇄별로수행하 으
며, 이로부터 얻어진 공통 부분 연쇄를 정리하 다
(그림 3). 이들 부분 연쇄들은 톤급별 화물차량 간에
차이를 보인다. 짝비교의 수효는, 6,776 화물차량이
조사된 소형의 경우 각 속성 연쇄 당 22,953,700회(=
6,776×6,775/2), 2,460 화물차량이 조사된 준중형의
경우 3,024,570회, 2,448 화물차량이 조사된 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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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도착지 빈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형 17.2 9.4 3.8 6.5 3.1 4.0 2.1 25.0 3.0 3.7 2.9 2.7 5.3 4.4 5.5 1.1
준중형 16.8 8.4 3.5 7.4 2.9 2.0 2.0 31.2 3.4 2.5 4.0 2.2 2.9 2.9 6.7 1.4
중형 8.0 7.0 3.2 6.3 3.7 2.6 6.5 23.2 2.8 5.7 9.4 3.3 4.0 5.0 8.4 1.0
대형 5.1 5.8 1.7 5.7 2.3 3.3 5.7 15.9 8.7 8.2 8.5 8.6 6.4 4.7 7.0 2.2

표 2. 도착지유형 빈도(%)

철도역 항만 공항 공장 업창고 자가창고 도소매 시장 건설현장 가정 차고지 기타

소형 0.1 0.3 0.3 33.6 3.7 6.4 22.5 1.8 2.0 9.4 11.5 8.5
준중형 0.1 0.3 0.2 37.6 3.8 5.9 21.1 1.1 3.0 5.2 12.4 9.3
중형 0.1 0.9 0.3 43.7 3.6 6.9 13.3 1.2 3.9 3.7 12.5 9.9
대형 0.4 2.6 0.3 42.5 5.4 7.2 7.6 0.5 12.8 0.9 12.6 7.2



경우 2,995,128회, 1,526 화물차량이 조사된 대형의
경우 1,163,575회이다.
먼저도착지의톤급별특성을보면, 도착지의종류

가 워낙 많아 여러 통행 연쇄들에 공통되는 특이할
만한 통행 연쇄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다만 톤급별
로여러통행연쇄들이공통되게많이방문하는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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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적재품목 빈도(%)

소형 준중 중형 대형

공차 38.3 38.9 39.8 43.8

농업 3.3 3.2 2.4 1.6
임업 0.1 0.5 0.2 0.1
수산업 0.5 0.3 0.5 0.2
축산업 1.1 0.8 1.0 0.7
석탄광물 0.1 0.2 0.3 1.9
석회석광물 0.1 0.1 0.3 4.1
원유천연가스 0.5 0.9 0.6 1.1
금속광물 2.2 2.3 2.8 2.9
비금속광물 0.3 0.5 1.2 7.9
음식료 7.4 9.2 4.4 2.4
담배 0.0 0.0 0.0 0.2
섬유 2.0 3.5 3.1 1.3
의복/모피 1.7 1.1 0.6 0.5
가죽/가방 0.6 0.3 0.1 0.5
목재/나무 0.8 0.9 1.7 0.7
펄프종이 1.5 2.7 2.5 2.0
출판/인쇄 1.9 2.1 0.4 0.3
코크스 0.3 1.1 0.5 0.6
화학제품 3.9 3.0 4.3 2.7
고무플라스틱 3.3 3.6 3.9 2.3
비금속광물 1.3 1.0 1.2 3.6
1차금속 2.7 3.3 4.2 3.0
조립금속 6.5 5.5 5.9 3.1
기타기계장비 2.5 1.9 2.7 3.0
사무기기 0.5 0.4 0.1 0.1
기타전기기기 2.1 1.5 1.2 1.4
상/음향/통신기기 1.9 0.8 0.6 0.3

의료/정 /광학/시계 1.0 0.4 0.2 0.1
자동차/트레일러 0.6 0.7 1.4 1.4
기타운송장비 0.3 0.4 0.5 0.2
가구 1.6 0.9 0.8 0.6
재생재료가공 0.1 1.1 1.1 0.8
우편 0.9 0.4 0.1 0.0
폐기물 0.6 2.7 7.2 2.8
택배 6.4 2.7 0.7 1.3
이사 0.2 0.6 1.4 0.1
기타 0.3 0.2 0.1 0.3
잡화 0.3 0.3 0.0 0.0
반도체 0.0 0.0 0.0 0.0
건설자재 0.0 0.0 0.0 0.2
한약재 0.0 0.0 0.0 0.0

표 4. 톤급별 화물차 도착지 상위 10위

순위 소형 준중형 중형 대형

1 경기시흥 인천남구 충남천안 대전대덕
2 인천남구 경기고양 경기시흥 전북익산
3 대구달서 부산사상 대구달서 인천서구
4 서울송파 대구달서 인천남구 충남아산
5 경남김해 경기용인 전남담양 인천남구
6 충남천안 경남김해 경남김해 경기안산
7 경기안산 경기시흥 경기안산 전남광양
8 경남양산 경남양산 대전대덕 충남천안
9 부산사상 충남천안 경남양산 경남김해
10 경기수원 경기김포 전북김제 경기용인
… … … … …

표 5. 톤급별 화물차 도착지유형

빈도순위 소형 준중형 중형 대형

1 공장 공장 공장 공장

2 도소매 도소매 차고지 도소매

3 차고지 자가창고 도소매 차고지

4 기타 차고지 항만 건설현장

5 자가창고 기타
공장 기타-

-차고지 차고지

6 업창고 가정 자가창고 기타

7
가정

기타
건설현장

-차고지 -공장

8
기타 기타 건설현장

-차고지 -차고지 -차고지

9
도소매- 도소매
자가창고 -공장

업창고

10
도소매
-차고지



도착지들 중상위 10위도착지들을 표 4와같이톤급
별로구분할수있었다. 대도시중심의소형화물차에
비해대형화물차는전국각지방의중소생산기반도
시로도착지분포가넓게퍼져있음을알수있다.
다음으로도착지유형연쇄의톤급별특성은표 5에

정리하 다. 도착지와 달리카테고리 수효가작아특
정의 도착지유형으로 집중되었으며, 소형을 제외하
면 공통 부분 연쇄에서 2회 이상의 공통 도착지유형
연쇄가발견되었다. 특히톤급별화물차량 특성상소
형과 준중형에서 도소매업체와 가정 등의 도착지유
형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에 비해 중형은 항만이, 대
형은건설현장및그와관련된도착지유형연쇄를확
인할수있었다.
마지막으로적재품목연쇄의톤급별특성은표 6에

정리하 다. 적재품목의 카테고리 수효는 작지는 않
으나, 표 3에서보았듯이많은품목중특정품목들에
적재 비중이 집중하는 이유로, 도착지보다는 도착지
유형 속성과 유사하게 매우 적은 공통 부분 연쇄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통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조립금속이며, 음식료는 소형과 준
중형에, 폐기물은 준중형과 중형에많은 적재품목 연
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또한 화물차량의 톤급
과많은관련을보여준다할수있다. 대형은공차부
분 연쇄만이 압도적으로 많이 확인될 뿐 그 밖의 뚜
렷한공통부분연쇄가없는것으로보아화물통행패
턴들 간에 공통으로 확인될만한 특별히 집중적으로
취급되는 적재품목이 적고 다른 톤급 화물차량들에

비해매우다양한품목을운송하는것을보여준다.

5. 결론및토의

본연구는자가용화물차량운 의증가와이에따
른화물차주의통행의사결정과정에대한연구의필
요성이제고됨에 따라, 발전된교통수요 이론의화물
통행에의 적용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화물차량 통행
실태에 근거한 통행패턴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
적으로 화물차량 통행실태 조사자료를 분석하 다.
자료는 2005년도에 전국적인 층화추출에 의해
13,210 화물차량의 하루동안의 통행 사건의 연속을
조사하 다. 조사에 포함된 화물차량은 톤급별로 소
형(51.3%), 준중형(18.6%), 중형(18.5%), 대형(11.6%)
으로 구분되었다. 분석에는 우선 화물차량 통행패턴
의 평균적 통행 특성으로 총통행수, 총통행거리, 통
통행시간, 총적재톤수 등이 톤급별로 비교되었으며,
운행효율성의 지표로서 화물의 평균적재율, 공차수
비율 등 역시 톤급별로 비교되었다. 다음으로, 통행
패턴의 의사결정의 연관성을 가정하여 연쇄 내의 사
건 간의 상호 관련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sequence

alignment 기법이활용되었으며, 이에의한통행패턴
간 쌍대비교에서 공통 부분으로 추출된 부분 연쇄를
확인하고이를톤급별화물차량집단간비교하 다.
이상의 분석 결과 화물차량 통행패턴의 평균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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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톤급별 화물차 적재품목

빈도순위 소형 준중형 중형 대형

1 공차 공차 공차 공차

2 조립금속 음식료 조립금속 고무/플라스틱

3 1차금속 조립금속 섬유제품 1차금속

4 섬유제품 폐기물-공차-폐기물 폐기물

5 고무/플라스틱 공차-폐기물-공차-재생재료 공차-폐기물

6 음식료 음식료-공차



행특성은 톤급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운행효율성에서는 대형에 비해 소형으로 갈수
록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도착지,
도착지유형, 적재품목 등의세차원으로 구성된화물
차량통행패턴의 연쇄에서, 각차원의카테코리별 빈
도는 톤급별로 큰 차이를 보 는데, 그 자체 톤급별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 차원 연쇄
의통행사건연쇄의공통된특징을톤급별로확인한
결과 도착지에서는 소형이 대도시 중심의 집중을 보
인반면대형은전국적으로비교적고른분포를보
으며, 도착지유형에서는 소형일수록 대도시내도착
지특성을, 대형일수록 항만이나 건설현장 등대규모
운송과관련된화물적하지역특성관련통행연쇄를
보 다.
이상의 분석 결과 화물차량 통행특성에서의 평균

적 통행 특성, 운행 효율성 특성, 그리고 도착지, 도
착지유형, 적재품목 등의빈도특성 및통행연쇄 특성
이 화물차량의 톤급별로 비교적 분명히 구분되는 것
을알수있었다. 이는화물차톤급별로개별통행사
건 관련 의사결정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이로부터 여객통행에서 활발히 연구
되고있는개인기반의활동기반통행의사결정이론
의 발전이 화물통행 연구에서도 유사한 방향으로 전
개될수있음을예상할수있다. 이는보다정확한화
물통행관련정책수단개발에긍정적인기여를할수
있는연구분야임을확인시키는결과라할수있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연구 방향

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화물차량 통행패턴
의 자료수집과 분석에서 출발도착시간, 통행거리, 통
행비용 등 본 연구에서 포함하지 않은 기타의 중요
차원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범주형 속성의
차원이아닌양적속성의차원역시포함되어야하는
데, 이와 관련하여 다차원 속성 연쇄 비교에서 양적
자료를 포함하는 기법으로 Recker et al.(2008)을 참
고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둘째, 출발지, 운전자
특성, 요일 등 운전자와 지역 등과 관련된, 화물차량
통행의 배경이 되는 정보도 함께 고려하면, 나타난

화물차량 통행패턴의 특성이 왜 발생하 는가에 대
한 인과적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화
물차 각 유형 내에서 업용과 자가용 간의 차이 역
시 고려해야 한다. 이는 조창현, 성홍모, 김찬성
(2008)의연구에서보듯이화물차량운행특성에있어
이들 두 범주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
에주목하는것이다. 넷재, 도착지, 도착지유형, 적재
품목 간 상호 관련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로, 도착지의 특정한 특성이 적재품목과 교차테이블
상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상호관련성을보일수있
으며, 이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도착지, 도착지유형, 적재
품목 세 차원을 다차원으로 포괄하여 의사결정의 차
원별상호관련성을 alignment 기법으로확인할수있
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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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Trip Chain of Freight Travel using Sequence 
Alignment Methods

Chang-Hyeon Joh*

Abstract：Freight travel pattern has been less studied comparing with the field of passenger travel.
Nonetheless, the importance of the freight travel has been increasing in urban travel sector, and the
research needs on the freight travel demand hence is increasing. The current paper aims to identify,
by tons of freight trucks and cargos, the characteristics of mean travel pattern, efficiency or
performance, and the characteristics of freight trip chain regarding destination location, destination
type and freight type. The study analyzed the nation-wide data of freight travel behavior survey.
This study intended to set the starting framework of decision-making principle in freight travel,
which has already been popular in passenger travel study. Findings suggest that those
characteristics are clearly distinguished among trucks and cargos of different sizes of tons. The
results are expected to provide important insight to the development of relevant transportation
policy measures.

Keywords : activity-based, passenger travel, freight travel, ton size, performance, trip chain,
sequence al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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