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시스템
Point To Point System
일정한 집하지역내의 집배시설에서 집하한 화물을 배달될 지역별
로 분류한 후 간선차량을 이용하여 배달할 지역내에 설치된 집배
시설에 도착시키고 이 시설에서 배달처리하거나 하위 배달조직으
로 연계처리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지역에서 집하한 화물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화물연계시스템이다.

대단위 터미널이 필요(많은 투자자금 소요)하고, 화물의 분류와
중계를 담당하는 터미널이 많기 때문에 작업인력소요가 많다. 노
선운영이 간선과 셔틀로 이원화되고 모든 터미널로 연결되기 때
문에 노선수가 많고 노선운영이 비효율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

Hub & Spokes System
각 지점에서 발생되는 물량들을 중심이 되는 한 거점(허브)에 집

중시킨 후, 각각의 지점(스포크)으로 다시 분류하여 이동시키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운송비의 절감과 운송의 효율화에 있다.
운송수단이 대형화되고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운송인들의 비용부
담이 커지고 그 효율이 떨어지게 되자 규모의 경제를 통해 운송

비를 절감하고 효율성을 창출하기 위해, 항만이나 공항을 중심으
로 이 시스템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했을 때, 예를 들어 경기도 이천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서울에서 물건을 주문했다고 가정하여, 택배 주문
조회 시 대전이나 옥천 등(중심 허브)과 같이 다른 지역을 거쳐
목적지(스포크)로 배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량이 단 하나일 경우 곧바로 배송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지만
전국 각지에서 많은 물량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중심허

브로 집결시킨 후 분류하고 이를 지역별로 묶어 다시 이동시키는
것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운송비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
다.
집배센터에 배달 물량이 집중되어 상ㆍ하차 여건 부족 시 배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노선의 수가 적어 운송의 효율성이 높고, 대규모의 분류능력을 갖
춘 터미널이 필요하며, 모든 노선이 중심거점 위주로 구축된다.

SPOKE

SPOKE
HUB

HUB

운영효율성지표
가동율
일반적으로 가동률이란 일정기간동안 화물의 운송을 하거나 운송
을 위해 운행한 날짜를 말한다. 운송할 화물이 없거나 고장이나
운전기사의 유고로 인하여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한 날이 많을수
록 가동률은 떨어지게 되며 가동률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차량운
영의 효율성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량이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가동율 = (실제가동일÷목표가동일) = (실제운행시간÷목표운행시간)
= (실제가동차량수÷누적실제차량수)

회전율
회전율이란 차량이 일정한 시간 내에 화물을 운송한 횟수를 말한

다. 즉 운송서비스 생산을 한 횟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운송생산
성 측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이다.
❖ 회전율 = (총 운반횟수 또는 총 운송량)÷평균적재량
= (총영차거리÷평균영차거리)

복화율
복화율은 편도 운송을 한 후 귀로에 복화운송을 어느 정도나 수
행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특히 장거리운송을 하는 차량들은
복화운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복화율 = 귀로시 영차운행횟수 ÷ 편도운행횟수

실차율(영차율)
차량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빈차로 운행되는 거리를
최소화하고 영차 운행상태를 최대화해야 한다. 기업 간 운송제휴,
화물운송정보시스템의 활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활용,
복화물량의 확보해야 한다.
일정기간 동안의 총운행거리 중 영차로 운행한 거리의 비율을 영
차율이라고 하는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차량의 운영은 효율적으
로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될 수 있으며 운송업체들은 이 비율을 높

이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한다. 실차율과 공차율의 합은 1이다.
❖ 실차율(영차율) = 적재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적재율
적재율은 차량에 화물을 몇톤을 싣고 운행을 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예를들면 11톤트럭에 15톤을 적재하고 운행했다면 적재
율은 (15톤÷11톤)136.36%이다. 사전적 의미는 어떤 운송 수단의

짐칸에 실을 수 있는 짐의 분량에 대하여 실제 실은 짐의 비율을
말한다.
❖ 적재율 = 평균 적재중량 ÷ 최대적재중량
❖ 총 운행 적재율 = (총 운송량 ÷ 총 운행 횟수) ÷ 차량적재정량
❖ 영차 운행적재율 = (총 운송량 ÷ 운행 횟수)÷차량적재정량

채트반(Chatban) 공식
화물차의 철도에 대한 경쟁가능거리를 구하는 것을 ‘채트반
(Chatban) 공식’이라 한다.

▣ 경제효용거리 =

(톤당 철도발착비 ＋ 배송비 ＋ 하역비 ＋ 포장비)
(화물차의 톤×㎞당 수송비 - 철도의 톤×㎞당 수송비
(1톤당 철도운송×하역비)

▣ 경쟁가능거리 =

(화물차의 톤×㎞당 운임 - 철도의 톤×㎞당 운임)

화물자동차와 철도는 운송수단별 특성에 따라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운송화물이나 거리를 고려 할 수 있다. 다음 조건이 주어
졌을 때, 채트반(Chatban) 공식을 이용한 자동차의 톤ㆍkm당
수송비 는 얼마인가?
가. 자동차의 경제효용거리 한계：200km

나. 철도의 톤·km당 수송비：500원
다. 톤당 철도발착비＋배송비＋화차하역비＋포장비：100,000원

① 333원

② 1,000원

④ 2,000원

⑤ 3,000원

③ 1,500원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을 때 채트반(Chatban) 공식을 응용한 경
쟁가능거리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철도의 톤×km당 운송비 : 650원
■톤당 철도 운송비와 하역비 : 119,000원
■화물자동차의 톤×km당 운송비 : 1,500원
① 125km

② 140km

④ 300km

⑤ 325km

③ 240k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