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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 WTO was launched in 1995, Air cargo demand has risen sharply. It is expected to

grow further on the explosive growth of E-commerce and Cross-Border trade in recently. As air

cargo demand increases, the importance and needs for the forecasting of air cargo demand is 

increasing as well. Most of previous researches has been focussed on passenger part. In the case

of researches on the forecasting of air cargo demand, the majority of researches are conducted 

quarterly or yearly forecasting to apply for establishment of mid-/long-term strategies, and an 

investment plan for an airpor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e the daily air cargo 

forecasting model that is able to help players in aviation, airlines, airports, etc., establish 

detailed operational strategies. In this paper, 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 

methodology is used to develop the forecasting model. The forecasting model is developed 

through two steps. At the first step, the weekly volume of air cargo is predicted by using 

CHAID methodology based on predict value from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and holiday information. At the second step, the final model which is the daily air cargo 

demand forecasting model is developed based on the weekly forecasting result from the first 

step, and holiday information by CHAID method as well. Based on the forecasting model 

developed in this paper, the daily cargo volumes for the next 56 days are predicted and the 

forecasting accuracy for each day is 93.9% which is 8.6% point higher than the forecasting 

accuracy for ARIMA model. It was noted that, unlike the characteristics of general demand 

forecasts, the high forecasting accuracy is maintained regardless of time lag from the 

forecasting point. And the result of the forecasting by shifting the forecasting point to 20 point,

the forecasting accuracy for each dais is 91.2%, is high as well. The research finding shows the

forecast model of this paper is worth to use as a daily forecasting model. It is expected that this

paper will help to forecast the daily air cargo demand, and will further be used to forecast daily

demand in more diverse area.

Keywords: air cargo demand, CHAID, daily forecasting, data mining, demand forecasting

ARTICLE HISTORY

Received: 1 April 2020

Revised: 26 April 2020

Accepted: 4 June 2020

Copyright Ⓒ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J. Korean Soc. Transp.

Vol.38, No.3, pp.190-207, June 2020

https://doi.org/10.7470/jkst.2020.38.3.190

pISSN : 1229-1366

eISSN : 2234-4217



대한교통학회지, 제�38권�제�3호, 2020년�6월 191

MIN, Kyung-Chang ･ HA, Hun-Koo •Article•

초록

WTO 체제 출범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항공화물에 대한 수요는 최근 E-commerce와 Cross-Border Trade의 폭

발적인 성장에 따라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화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항공화물에 대한 정

확한 수요예측의 필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항공수요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여객을 대상으로 진행

되어 왔다. 화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주로 중장기 경영전략, 인프라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적인 관점

의 예측에 관한 것이 다수이다. 본 연구는 항공사, 공항 등의 세부 운영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단

위 항공화물 수요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K항

공사의 일별 화물 물동량을 대상으로 공휴일 변수와 의사결정나무 가운데 하나인 CHAID 방법론을 활용하여 일별 

물동량 예측 모형을 개발하였다. 예측모형은 총 2단계를 통해 개발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주차별 공휴일 정보

와 ARIMA 방법론을 통해 도출한 주차별 물동량 예측치를 설명변수로 하는 나무모형을 통해 주차별 물동량을 예측

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 도출한 주차별 항공화물 물동량 예측치와 주차 및 일별 공휴일 정보를 바탕으로 최

종 일단위 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예측모형을 바탕으로 향후 56일간의 예측정확도를 검증한 

결과 일평균 93.9%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다. 이는 대표적인 시계열 방법론인 ARIMA 모형을 통한 예측 정

확도 대비 일평균 8.6% 이상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수요예측의 특성과 달리 예측시점으로부터

의 시차와 상관없이 꾸준하게 높은 정확도를 유지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특정 시점이 아닌 20개 시

점으로 시점을 옮겨가며 예측한 결과물에서도 일평균 91.2%의 정확도를 보이며 예측 모형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하

였다. 이에 본 연구가 향후 항공화물의 일단위 수요예측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보다 다양한 분야의 일단위 

수요예측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항공화물수요, CHAID, 일별 예측, 데이터마이닝, 수요예측

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지난 1978년 ‘Airline Deregulation Act’가 미 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시작된 항공시장 내 규제완화 움직임은 항공

자유화를 거쳐 적극적인 항공노선 개방 등으로 확대되어왔다. 1995년 출범된 WTO 체제는 국가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급격히 낮췄으며,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통한 무역장벽 완화는 국가 간 교역을 크게 확대시켰다. 글로벌 경제 

성장과 교역환경 변화에 따른 국제 교역량 증가는 국제교역의 주요 운송수단인 항공운송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증

가와 더불어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었다.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송산업은 다양한 외부 

환경변화 및 요인들에 의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항공운송 수요가 갖고 있는 중간재적 성격과 파생수요

라는 한계에 기인한다. 실제로 2001년 9.11테러, 2003년 SARS 확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신종플루 유행, 

2015년 MERS 발병, 2019년 미중무역 갈등 등 다양한 외부요소에 의해 항공운송시장이 영향을 받아왔다. 이외에

도 경기침체, 환율변동, 유가변동 등으로 인해 항공운송시장이 직격탄을 맞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항공운송산업의 불확실성은 항공운송시장 내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생존전략에 큰 위험요소로 작용되어 

왔다.

글로벌 항공운송시장은 저비용항공사의 성장과 시장 확대, 항공사 간 M&A 증가, 얼라이언스(Alliance)로 대표

되는 항공사 간 전략적 제휴의 강화 및 확대 등 항공사 간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기존 항공사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과거와 같은 몸집 키우기 식의 양적성장이 아닌 원가절감, 사업모델 다각화, 서비스 개선 등 질적 성

장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보유자원의 활용률 극대화를 통한 운영효율성 증대와 지속성

장을 위한 안정적인 성장 동력 확보가 항공사의 생존의 핵심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항공운송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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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환경변화는 공항 간 경쟁 역시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항공사의 허브앤스포크 네트워크(Hub & Spoke Network) 

노선 형태에 따라 주요 공항 간의 허브경쟁이 심화되었고, 저가항공사의 확대와 다양한 노선에 대한 수요 확대는 중

소규모 공항 간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개별 공항들은 효율성과 수익성 확

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공항들은 허브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공항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

며 허브공항의 핵심요소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한 수익성 확보

에 집중하고 있다.

항공운송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서 운영 효율화 달성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분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요

예측이다. 정확한 수요예측은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 할 수 있다. 특히나 대

규모 투자가 수반되며 항공기의 적재 공간은 재고가 없다는 특성으로 인해 수요 예측결과와 실제 수요 간의 발생하

는 차이가 커질수록 자원의 낭비와 기회비용의 증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항공수요예측은 정

부, 공항, 항공사 등 항공 산업 내 다양한 경제주체들에게 의사결정에 기초자료 및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부정확한 

예측은 항공 산업 내 모든 경제주체들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운송산업 내

에서 수요예측에 대한 중요성은 그 어느 분야에서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항공운송산업 및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적

용 및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수요 예측모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운송산업 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수요예측 방법론을 개발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예측단위를 년, 분기, 월 단위 같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운영계획에 활용하기 위한 예측모형이 아닌 일

단위 예측이 가능한 모형을 개발함으로서 항공사 혹은 공항들의 세부 운영계획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항공사, 공항 등 다양한 서비스 공급 주체들의 운영효율성 및 수익성 향상과 더불어 

향후 항공운송서비스 사용자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대상과�범위

본 연구에서 일단위 항공화물 수요예측 모형개발에 활용한 자료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한 K항공사의 일단위 

항공화물 수출 물동량이다. K항공사의 일단위 수출 물동량 자료는 항공정보포탈 시스템 내 항공통계에서 제공 중인 

노선별 수송현황 실시간 통계자료 가운데 K항공사의 자료만을 따로 추출하여 활용하였다.1)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

료의 구체적인 기간은 2010년 1월 3일부터 2018년 12월 22일까지이다. 이 가운데 예측모형 개발과정에서 training 

set으로 활용한 자료는 2010년 1월 3일부터 2018년 10월 26일까지의 자료이며, 예측정확도 검증을 위한 test set으

로 활용한 자료는 2018년 10월 27일부터 2018년 12월 22일까지의 자료이다.2) 이외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 중 

공휴일 변수는 실제 해당기간에 있었던 국내 공휴일 정보를 사용하였다.

3. 연구수행�방법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항공화물 물동량 자료를 바탕으로 총 2단계에 걸쳐 일단위 항공화물 수요예측 모형 

개발 과정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일단위 수요예측모형 개발 과정에서 설명변수로 활용된 주단위 물동량 예측을 위한 단계이다. 주

단위 물동량 예측을 위한 방법론으로는 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3) 방법론을 활용하였으며, 

설명변수로는 주단위 공휴일 변수와 주단위 물동량의 시계열 예측치를 함께 활용하였다. 시계열 예측치 도출에는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4)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 도출한 주단위 물동

1) 항공사별�일별�물동량의�경우, 공개적으로�확보할�수�있는�유일한� data가�항공정보포탈에서�제공하고�있는�노선�별�수송현황�내�실시간�통계자료이다.

2) 2016년� 4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사이의� data는�항공정보포탈�홈페이지�리뉴얼�및�실시간�통계자료�제공시한�등으로�인해�분석�간�미활용.

3) CHAID.

4) AR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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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예측치와 주차별 공휴일 및 일자별 휴일 정보를 설명변수로 활용하여 CHAID 방법론을 적용, 최종 일단위 예측

모형을 도출하였다.

최종 일단위 예측모형을 도출한 이후에는 예측모형을 바탕으로 향후 56일간의 일자별 물동량 예측치를 추정하였

다. 그리고 실제 물동량과의 비교를 통해 예측정확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대표적인 시계열 분석기법은 ARIMA 모

형을 통해 추정한 예측치와 예측 정확도를 비교 검증하였다. 나아가 다양한 시점5)으로 예측시점을 이동하면서 본 

연구와 동일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추정한 각 시점 별 예측모형들의 예측 정확도를 추가 검증함으로써 제안모형이 

특정 시점이 아닌 다양한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활용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검증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 및 예측모델의 우수성과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

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 및 결론을 도출하였다.

Figure 1. Process of the research

선행연구

1. 항공�수요예측�관련�연구

항공운송산업의 특성 상 수요예측은 매우 중요한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수요예측에 대한 광

범위하고 다양한 연구 역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대다수의 항공수요 관련 연구들은 화물보다는 여객에 치우쳐져 

있다. 예측단위 역시 월, 분기, 년 이상 단위에 대한 거시적 예측이 대부분이다. 방법론의 경우 전통적으로 시계열 모

형을 활용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져 왔으나, 근래 신경망 모형 등 보다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Shin and Lee(2019)는 ARIMAX 및 SARIMAX 모형을 활용하여 국내와 인트라 아시아 국가 간 수출입 항공화물 

물동량 예측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항공화물 물동량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확인

함과 동시에 설명변수에 따른 국가별 항공화물 물동량 변화에 대한 사전 예측 방안을 제시하였다. Xu et al.(2019)은 

Seasonal ARIMA (SARIMA) 모형과 Support Vector Regression (SVR) 모형을 함께 활용하여 항공승객 및 화물에 

대한 수요예측을 진행하였다. 첫번째 단계에서 SARIMA 모형을 추정한 이후 SVR 모형을 통해 물동량을 예측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항공수요예측에 있어 SARIMA와 SVR의 Hybid 모형의 예측정확도를 검증하고 그 

활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Kim et al.(2019)은 ARIMA-Intervention 모형을 활용하여 국내 공항 전체의 국제선 여

객 수요를 예측하였다. 구체적으로 과거 69개의 월별 여객 실적을 대상으로 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5) 20개�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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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MAPE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를 기준으로 최적 모형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차기년도의 여객수요

는 약 9.3%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Lo et al.(2015)은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홍콩국제공항(HKIA)의 항공

화물에 대한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추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항공화물에 대한 항공운임과 소득의 탄력성을 추정하

였다. 홍공국제공항의 항공화물 수요는 일반적인 물동량과 운임의 관계처럼 운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 그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소득은 항공화물 물동량의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항공화물 수요가 운임과 소득에 더욱 민감해졌음을 제시하

였다. Min et al.(2013)은 SARIMA 모형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유럽에 도착한 항공화물에 대한 분기

별 수요예측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SARIMA 모형을 통한 예측 결과와 ARIMA 모형을 통한 예측 결과 간의 상

호비교를 통해 SARIMA 모형의 활용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항공화물의 분기별 수요예측에 있어 SARIMA 모

형의 활용가치를 제시하였다. Chen et al.(2012)은 Back-Propagation Neural Network (BPN) 모형을 활용하여 일

본과 대만 사이의 항공승객 및 항공화물 수요를 예측하였다. BPN을 통해 항공승객 및 화물수요를 동시에 그리고 각

각 따로 예측해봄으로써 어느 경우가 예측정확도가 더 높은지 확인하였다. 또한 항공승객 및 화물수요에 동시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한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확인하였다. Suryani et al.(2012)은 항공화물터미널의 

적정 규모 산정을 위해 system dynamic simulation 모형을 활용하여 시나리오 별 항공화물수요를 예측하였다. 항공

화물 수요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GDP와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항공화물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모형 내 변수들의 모수를 낙관적인 경우와 보수적인 경우로 구분하여 적용함으로써 각 시나

리오별 미래 수요를 예측하였다. Zhang and Zhang(2002)은 항공화물 자유화가 국제항공시장 내 항공화물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항공여객과 달리 항공화물이 갖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항공화물 자유화의 개념과 항공

화물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Just in time에 대한 요구 증대와 물류산업 내 

수직적 통합으로 인해 항공화물 시장은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으며, E-commerce가 향후 항공화물 수요를 증

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2. 의사결정나무를�활용한�예측�관련�연구

방법론 관점에서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부상과 더불어 빅데이터(big data)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면서 데이

터마이닝(datamining) 기법들에 대한 연구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의사결정나무 방법론은 컴퓨팅 파워 증대에 따른 

연산처리 능력 향상과 더불어 직관적이고 해석 및 활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데이터 마이닝의 주요 방법론

으로 각광받고 있다. 실제 의사결정나무 방법론은 자료의 분류와 세분화, 교호작용의 파악,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응용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의사결정나무 방법론을 활용한 예측에 관한 연구 역시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Jang et al.(2019)은 회귀나무와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통근시간이 길어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

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절대적인 통근시간을 줄이기 어려운 경우 통근시간 만족도라는 

지표를 통해 통근시간의 질적인 측면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Liu et al.(2017)은 의

사결정나무를 활용하여 주요 원자재 가운데 하나인 구리의 가격을 예측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유가 및 천연가스, 금, 

은, 돈육과 커피의 가격과 더불어 다운존스 지수와 과거 구리의 가격을 활용하였으며 장기와 단기 예측에서 모두 

MAPE가 4% 이내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나무가 구리 가격 예측에 매우 유용한 방법론임을 밝혔다. 

Repko and Santos(2017)는 불확실한 수요 하에서 항공사의 효율적인 기재계획 수립을 위한 과정에 나무모형을 활

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재계획 수립 간 필요한 예상 물동량 정보를 시나리오 별로 가정하였으며 시나리오 별 물동

량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론으로 나무모형을 활용하였다. Wu et al.(2017)은 실제 data를 바탕으로 물류시스템 내에

서 발생하는 화물손실(cargo loss)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전자제품 case를 바탕으로 화물손실의 발생과 연

관된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의사결정나무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운송타입, 제품군, 목적지 등의 요인들

이 화물손실의 발생과 연관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Amin et al.(2016)은 재생 타이어의 최적화된 closed-loop 



대한교통학회지, 제�38권�제�3호, 2020년�6월 195

MIN, Kyung-Chang ･ HA, Hun-Koo •Article•

supply chin network를 설계하였다. 실제 캐나다 토론토의 재생 타이어시장을 대상으로 적용하였으며,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다양한 기간을 대상으로 해당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수익을 계산하는 과정에 의사결정

나무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Gharehgozli et al.(2014)은 항만터미널 내에서 컨테이너 야드 내에서 발생하는 재배치

(reshuffling)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야드 내 새로 유입되는 컨테이너들의 적치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

해 연구자들은 의사결정트리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으며, 문제의 규모가 커질수록 해당 알고리즘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Yu et al.(2010)은 일본 내 주거목적 건물들의 에너지 사용 지수(Energy Use Intensity)를 

예측하는데 있어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활용하였다. 온도, 건물타입, 건물자재, 면적, 거주자 수 등 다양한 변수를 설

명변수로 활용한 결과 미래 예측에 있어 92%의 정확도를 보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회귀(regression)모형이나 인공

신경망(ANN) 모형 등과 비교하여 예측모형으로서의 의사결정나무의 경쟁력을 강조하였다.

3. 기존연구와의�차별성

기존 항공화물에 대한 수요예측은 주로 월, 분기, 년 단위 이상에 대한 예측이 주를 이루어왔으며, 일 단위와 같이 

짧은 단위에 대한 예측은 전무한 상황이다. 긴 예측단위에 대한 항공수요예측은 장기적 관점의 정책, 혹은 전략 수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세부적인 운영 효율화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세부적인 운

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보다 짧은 단위에 대한 수요예측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단위에 대한 예측에 대

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은 예측단위가 짧아질수록 예측에 대한 어려움이 높아지는 수요예측의 특성 때문이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 판단된다. 방법론 관점에서 의사결정나무는 대표적인 데이터마이닝(data ming)기법 가운데 

하나로써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예측 방법론으로서의 범위 역시 넓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 

동안 항공화물 수요예측 관련 연구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일단위 수요를, 역시 항공화물 수요예측 모형개발 간 활

용도가 적었던 의사결정나무 방법론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높은 예측 

정확도의 일단위 예측모형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과 연구를 통해 항공사, 공항 등 다양한 운영 주체들의 운영효율화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의사결정나무 방법론이 예측 방법론으로써 항공화물 

분야 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물류산업 내 일단위 예측을 대상으로 검토 및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론적�고찰

1. 의사결정나무�소개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는 데이터마이닝 기법 가운데 하나로 의사결정과정에 적용되는 의사결정 규칙을 나

무구조로 구현하여 분석대상을 복수의 소집단으로 분류하고 예측하는 분석기법이다.

일반적인 의사결정나무의 구조는 Figure 2와 같다.

Figure 2. Structure of decision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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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의사결정나무는 나무구조의 최상단에 위치하는 뿌리마디(root node), 상위노드

로부터 분화되는 중간마디(internal node), 더 이상 마디가 분화되지 않은 최종마디인 끝마디(terminal node, 혹은 

잎(leaf)), 그리고 마디와 마디를 이어주는 가지(link)로 구성된다. 이때 상위마디를 부모마디(parent node), 그리고 

특정 마디 아래로 분화된 하위마디를 자식마디(child node)로 정의한다. 의사결정나무는 분석과정이 나무구조로 구

현되며 분석결과가 ‘만약 어떠한 조건A를 만족한 상태에서 다른 조건 B를 만족하면 결과는 C이다.’라는 형태로 해

석되기 때문에 기존의 계량분석 방법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석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분석을 위해 자료를 따로 가공할 필요가 없으며 대규모의 자료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더불어 수치자

료와 범주형 자료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자료를 제대로 일반화 하지 못할 경우 복잡한 나무

모형으로 인한 과적합(overfitting)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나무는 휴리스틱(heuristic) 기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정된 나무모형이 최적의 모형이라 보장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과 

결과 해석의 용이성, 다양한 활용가능성과 더불어 데이터마이닝 과정에서 자료의 분류와 예측에 매우 효과적

인 기법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2. 의사결정나무�분석방법

의사결정나무는 목표변수가 명목형 혹은 연속형인지에 따라 분류나무(Classification Tree)와 회귀나무(Regression 

Tree)로 구분된다. 의사결정나무의 추정은 Figur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나무의 형성’, ‘가지치기’, ‘타당성 평가’, 그

리고 ‘해석 및 예측’의 4단계로 진행된다. ‘나무의 형성’ 단계는 분석 목적과 대상이 되는 자료의 구조에 대한 적절한 

‘분리기준(split criterion)’과 ‘정지규칙(stopping rule)’에 따라 의사결정나무를 형성한다. ‘분리기준’이란 부모마디

에서 자식마디들이 생성될 때 증가하는 순수도(purity)를 바탕으로 마디들이 최대의 순수도로 분리될 수 있도록 하

는 분리기준이다. ‘정지규칙’이란 특정 마디에서 더 이상 분리를 하지 않고 현재의 마디가 끝마디가 되도록 결정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가지분할의 기준은 분류나무의 경우 Chi-squared 통계량, 지니

계수(Gini index), 엔트로피 지수(Entropy index) 등이 활용되며, 회귀나무의 경우에는 F통계량의 F값, 분산감소량 

등이 주로 활용된다.

Figure 3. Flow chart of decision tree

지니계수와 엔트로피 지수에 대한 계산식은 Equations 1,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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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가 포함되어 있는 확률
 

지니계수는 분류된 집합 내 불순도(impurity), 즉, 이질적인 자료들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

이다. Equation 1을 토대로 만약 집합 내 모든 자료들의 특성이 같다면 
  




 



의 값은 1의 값을 갖게 되며, 이때 지

니계수의 값은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엔트로피 지수 역시 지니계수와 마찬가지로 불순도를 수치로 나타낸 

지수이다. 집합이 완전히 순수한 형태일 경우　Equation 2에서 
  




 log

 의 값이 0의 값을 갖는다. 결국 

지니계수와 엔트로피 지수 모두 순수한 형태로 분리가 이루어질수록 각각의 수치는 0의 값으로 수렴하게 되며, 해당 

수치의 감소폭이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가지를 분할하게 된다.

‘나무의 형성’ 단계를 통해 형성된 결정나무를 대상으로 분류오류(classification error) 및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

해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가지치기’ 단계라 한다. 즉, ‘가지치기’란 가지의 분기수

가 일정수준 이상 증가하면 오히려 나무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단계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지치기’의 기준은 비용함수를 통해 비용이 최소화 되는 수준까지 가지치기를 수행하며, 비용함수

는 Equation 3과 같다.

Cost ∙ 
  



 


∙ (3)

여기서, : 오분류율

: 최종(끝)마디 수

: 가중치

비용함수는 나무의 불순도를 의미하는 와 복잡성을 나타내는 로 구성된다. 비용함수의 궁극적인 목

적은 불순도를 최소화하면서 복잡성을 최소화하는 모형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때 가 와 간

의 가중치로 작용한다. 이때 의 값이 커질수록 의 값은 작아지며, 반대로 의 값이 작아질수록 의 값은 

커지는 경향이 있다.

‘가지치기’의 단계를 통해 부적절한 가지를 제거한 이후에는, 이익도표(Gain chart), 위험도표(Risk chart), 교차

타당성(Cross validation) 등을 통해 나무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나

무는 필요에 따라 이전 ‘나무의 형성’ 단계로 돌아가 다시 나무를 추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타당성 통과’를 최

종 통과한 나무의 경우에는 최초 분석의 목적에 따라 ‘해석 및 예측’ 과정에 활용된다.

3. CHAID 방법론

CHAID (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 방법론은 1975년 Hartigan(1975)에 의해 개발된 방

법론으로 CART (Classification & Regression Tree) 방법론과 더불어 가장 널리 알려진 의사결정나무 방법론 가운

데 하나이다. CHAID 방법론은 카이제곱 검정 혹은 F 검정을 이용하여 다지분리(Multiway split)를 수행한다는 점

에서 하나의 부모마디 아래 2개의 자식마디 만이 생기는 이지분리(Binary split) 알고리즘인 CART와 차이가 있다. 

CHAID 방법론은 목표변수가 명목형일 경우에는 Pearson Chi-squared 통계량 혹은 Likelihood Chi-squared 통

계량을 분리기준으로 사용한다. 만약 목표변수가 명목형 중에 순서형 혹은 사전의 그룹화된 경우에는 분리기준으로 

Likelihood Chi-squared 통계량이 활용된다. 반대로 목표변수가 명목형이 아닌 연속형인 경우에는 F-test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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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각각의 통계량 가운데 p-value가 가장 작은 예측변수를 선택한 후, 최적분리 기준에 의

해 자식마디를 형성시켜 나간다.

Pearson Chi-squared 통계량과 Likelihood Chi-squared 통계랑은 각각 Equations 4, 5와 같이 정의되며 자유

도가 인 Chi-squared 분포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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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관찰치

: 기대빈도, 


 ×

종속변수가 연속형인 경우에 활용되는 F-test의 통계량은 Equation 6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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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설명변수의 수

: data의 수

모형추정

1. 변수선정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단계에 걸쳐 항공화물의 일단위 수요예측 모형을 개발하였다6). 첫 번째 

단계에서는 공휴일 변수와 ARIMA 방법론을 활용해 추정한 주단위 예측치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휴일정보와 더불어 첫 번째 단계에서 예측한 예측결과를 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활용한 공휴일은 ‘신정’, ‘설날’, ‘삼일절’,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

복절’, ‘추석’, ‘개천절’, ‘성탄절’, ‘한글날’ 외에 ‘선거일’, 그리고 ‘임시공휴일’ 등으로 Table 1과 같다.7) 구체적으로 

위의 공휴일들을 기준으로 ‘각 주차의 포함된 공휴일 정보’, 해당 주차의 주말 포함 및 비 포함 시 ‘휴일 수’, ‘징검다리 

휴일 유무’, ‘각 공휴일의 전후 3주간의 효과’ 등으로 세분한 이후, 설명변수로 모형에 적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공휴일 정보화 함께 설명변수로 활용된 ARIMA 예측치를 도출하기 위해 추정된 ARIMA 모형은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1차 차분(integrated)된 이후, 자기회귀(Autoregressive, AR)항의 차수는 ‘0’이고, 이동평균(Moving Average, 

MA)항의 차수가 ‘2’인 ARIMA(0,1,2) 모형이다. Table 2는 추정된 ARIMA(0,1,2)모형의 정보로서 MA(1)과 

6) IBM SPSS Modeler 17.0 활용.

7) 한글날의�경우�법정공휴일로�재지정된� 2013년�이후부터�공휴일�변수로�활용하였으며, 분석기간에�있었던� ‘대통령선거일’, ‘지방자지단체장�선거일’, ‘국회의원�선거

일’은�모두� ‘선거일’로�통합하여�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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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2)항의 모수(parameter) 값들이 모두 1% 유의수준 이내에서 유의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raining 기간의 

data를 바탕으로 수립한 ARIMA(0,1,2)모형을 통해 Training 기간과 Forecasting 기간의 주단위 예측치를 도출하

여 첫 단계에서의 설명변수로 함께 활용하였다.

Table 1. List of holiday variables for weekly forecasting

List
Date of holiday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New year’s day 1/1 1/1 1/1 1/1 1/1 1/1 1/1 1/1 1/1

Lunar new year 2/13-15 2/2-4 1/22-24 2/9-11 1/30-2/1 2/18-20 2/7-10 1/27-30 2/15-17

Independent movement day 3/1 3/1 3/1 3/1 3/1 3/1 3/1 3/1 3/1
Labor day 5/1 5/1 5/1 5/1 5/1 5/1 5/1 5/1 5/1

Children’s day 5/5 5/5 5/5 5/5 5/5 5/5 5/5 5/5 5/5

Buddha’s birthday  5/21  5/10  5/28  5/17 5/6  5/25  5/14 5/3  5/12
Memorial day 6/6 6/6 6/6 6/6 6/6 6/6 6/6 6/6 6/6

Independence day  8/15  8/15  8/15  8/15  8/15  8/15  8/15  8/15  8/15

Thanksgiving day 9/21-23 9/11-13 9/29-31 9/18-20 9/7-10 9/26-29 9/14-16 10/3-6 9/23-26
National foundation day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Christmas 12/25 12/25 12/25 12/25 12/25 12/25 12/25 12/25 12/25

Election day 6/2 -  4/11 - 6/4 -  4/13 5/9  6/13
Hangul day - - - 10/9 10/9 10/9 10/9 10/9 10/9

Temporary holiday - - - - -  8/14 5/6 10/2 5/7

Table 2. Estimated ARIMA model to forecast weekly volume (trend)

Coefficient Standard error t-value Sigma
ARIMA(0,1,2) AR - - - - -

MA MA(1) 0.602 0.048 12.664 0.00

MA(2) 0.294 0.048 6.19 0.00

두 번째 단계인 최종 항공화물의 일단위 예측에서는 해당 일자의 ‘요일 정보’, ‘공휴일 여부(주말과의 관계)’ 등으

로 반영한 휴일정보와 더불어 첫 번째 단계에서 예측된 항공화물의 주차별 물동량을 설명변수로 함께 활용하여 예

측모형을 추정하고 물동량을 예측하였다. 구체적으로 주단위 예측결과물과 함께 설명변수로 활용된 공휴일 변수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List of holiday variables for daily forecasting

List Describtion
Day of the week Monday / Tuesday / Wednesday / Thursday / Friday / Saturday / Sunday

Holiday (include the weekend) Holiday, and it is the weekend

Holiday (exclude the weekend) Holiday, and it is not the weekend

2. 모형추정

1) 주단위�예측모형

주단위 예측모형은 일단위 예측모형에 활용하기 위한 설명변수인 주단위 예측치를 도출하기 위한 모형으로 

CHAID 방법론을 활용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예측나무(Tree)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나

무의 깊이(depth)는 최대 3단계로 정의하였다. 또한 전체 data 가운데 부모마디는 전체의 1%, 자식마디는 최소 

0.5%를 만족할 경우에만 분기를 진행하였으며 분할 및 병합을 위한 유의수준은 5%로 하였다8). 해당 기준을 통해 

생성된 주단위 예측나무는 Figur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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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ree for weekly forecasting

Table 4는 주단위 예측나무에서 활용된 설명변수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낸 변수 중요도이다. 다양한 공휴

일 변수와 함께 설명변수로 활용된 ARIMA 예측치의 상대적 중요도가 0.9130으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으며, 

각 공휴일 별 특성보다는 해당 주차 내 휴일의 수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단위 예측나무의 경우 

ARIMA 예측치를 통해 해당 주차에 물동량 수준을 바탕으로 해당 주차와 관련된 공휴일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물

동량 수준의 변화량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동량 수준을 결정하는 ARIMA 예측치

의 상대적 중요도가 세부적인 물동량 변화량을 조정하는 공휴일 변수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 Variable importance of the tree for weekly forecasting

Variable Importance
0 0.5 1.0

Forecasting result by ARIMA 0.9130
A week later from 1 holiday/week 
(include the weekend)

0.0231

# of holidays/week (the long weekend) 0.0193

Lunar new year 0.0165

3 weeks later from election day 0.0136
New year’s day 0.0071

Holiday and weekend 0.0039

A week later from X-mas 0.0034
1 holiday/week (exclude the weekend) 0.0001

2) 최종�예측모형

본 연구의 최종 목표인 일단위 예측모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앞서 주단위 예측모형과 동일한 방법론인 

CHAID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앞서 주단위 예측나무를 추정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나무의 깊이는 최대 3단계, 분

할 및 분기를 위한 유의수준은 5%로 규정하였다. 또한 전체 data 중에서 부모마디가 차지하는 비중이 1%, 그리고 

자식마디는 최소 0.5%를 만족하는 경우에만 분기 및 성장을 진행하였다.9) 마지막으로 앞서 주단위 예측모형을 통

8) 마디의�수가�증가할�때�발생할�수�있는�과적합�문제와�복잡성�문제�등을�감안하여�연구자의�판단에�의해�정지규칙을�선정.

9) 마디의�수가�증가할�때�발생할�수�있는�과적합�문제와�복잡성�문제�등을�감안하여�연구자의�판단에�의해�정지규칙을�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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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예측한 주단위 예측치와 Table 3에 정의 되어있는 공휴일 변수를 모형 추정 간 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일단위 예측모형으로 최종 생성된 예측나무는 Figure 5와 같다. 일단위 예측나무 Figure 5는 뿌리마디 1개, 중간

마디 16개, 끝마디 23개 등 총 40개 마디로 구성되었으며 최초 뿌리마디를 제외하고 총 39개의 노드로 분할 및 성장

되었다. 일단위 예측나무에서 최종 선정된 설명변수는 총 6개로 나타났다. 선정된 설명변수들에 대한 변수 중요도 

Table 5를 살펴보면 주단위 예측치의 중요도가 0.9038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뒤이어 월요일(0.0709), 공

휴일(주말 제외)(0.0078), 일요일(0.0070), 수요일(0.0067), 공휴일(주말 포함)(0.0038) 순으로 나타났다. 주단위 

예측치가 해당 시점의 전체적인 물동량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해

당 시점의 주단위 예측치를 토대로 물동량 수준이 결정 된 이후 다양한 공휴일 변수가 각 일자의 세부적인 물동량 수

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6개 설명변수 가운데 주단위 물동량 변수와 월요일 변수의 중요도 합이 약 

0.975로 모형 내에서 두 변수의 중요도가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5. Tree for daily forecasting

Table 5. Variable importance of the tree for daily forecasting

Variable Importance
0 0.5 1.0

Weekly forecasting volume 0.9038

Monday 0.0709

Holiday (exclude the weekend)* 0.0078
Sunday 0.0070

Wednesday 0.0067

Holiday (include the weekend) 0.0038
*Holiday, and it is not the weekend.

Figure 5에서 노드별 물동량 예측치와 설명변수 정보를 살펴보았을 때 우선 일단위 예측을 위한 최초의 분기기준

은 주단위 예측치이다. 주단위 예측치의 구간별 수준을 바탕으로 바로 하위 단계에서는 모든 분기에서 월요일 변수

가 공통적으로 분리기준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점은 앞서 변수 중요도를 통해 추론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설명변

수들 가운데 주단위 물동량이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로 다음단계 모든 하위 마디에서 분기 기준

으로 활용된 월요일 변수가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월요일 효과는 물량 수준과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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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시점에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예측대상이 월요일인 경우 평균대비 약 48.6%의 물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월요일이 아닌 경우에는 반대로 약 6.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주단위 물동량 및 월요일 다음으

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 공휴일(주말 제외) 효과는 해당 주차의 물동량이 약 3,404톤 이하이면서 해당요일이 월요

일이 아닌 경우에만 유의미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대상이 주말을 제외한 공휴일일 경우 월요일을 제

외한 요일의 평균대비 약 28.3%의 물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주말을 제외한 공휴일이 아닌 경우에는 

약 6.4%의 물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이후 주차 물동량이 3,404톤 이하였던 경우는 전

무하다. 그러므로 해당 효과는 최근에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 2년간 물

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난 것이 바로 수요일 효과이다. Figure 5를 살펴보면 화요일 변수가 분리기준으로 

활용된 경우는 ‘노드20’이 유일하다. ‘노드20’은 주단위 물동량 예측치가 약 14,916톤 이상이면서 예측대상 일자가 

월요일이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 일단위 예측모형 추정에 활용된 전체 자료의 기간은 2,933일로 총 419주이다. 이 

가운데 주단위 물동량이 14,916톤 보다 많은 경우는 총 51주로 전체기간에 약 12.2%에 불과하다. 그러나 주단위 물

동량이 14,916톤을 넘은 51주는 모두 2017년 이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모형에 활용된 총 95주 가운데 

해당 주차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3.4%이다. 즉 과거에는 보이지 않았던 수요일 효과가 2017년 이후 물동량이 증

가하면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모형검증

모형검증 단계에서는 총 3단계의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모형의 예측 정확도와 더불어 향후 예

측 모형으로서 다양한 시점에서의 지속적인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 추정한 일단위 예

측모형을 바탕으로 향후 8주, 56일에 대한 일별 예측치와 실적치를 활용하여 모형의 예측정확도를 검증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대표적인 시계열 분석기법인 ARIMA 모형을 활용한 일별 예측치와의 비교를 통해 예측모형으로

서의 상대적인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특정 시점에서만 예측정확도를 검증하지 않고 앞서 적용한 방법론

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총 20개 시점에서 해당 시점 별 예측모형을 수립한 후, 각 시점별 예측정확도를 추가 검토

하였다. 이는 특정 시점이 아닌 다양한 시점에서의 예측 정확도 검증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모형검증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Table 6은 본 연구에서 추정한 일단위 예측나무를 통해 도출한 예측치와 실측치, 그리고 Table 7과 같이 추정된 

ARIMA(2,0,7) 모형을 통한 예측치를 비교한 표이다. 예측 1일차에서 마지막 예측시점인 56일차까지의 일평균 예

측정확도는 93.9%로 아주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수요예측은 가까운 시점일수록 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이며 시점이 멀어질수록 그 정확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성향을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예측모형의 

경우, 마지막 8주차의 일단위 평균정확도가 96.5%를 보이는 등 1일차에서 마지막 56일 차까지 꾸준하게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ARIMA 모형을 통해 추정한 예측치와 비교하면 일평균 정확도는 약 8.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측기간 56일 간의 일평균 물동량을 감안한다면 두 모형간의 예측 정확도의 차이는 일

평균 약 192톤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추정한 일단위 예측나무를 활용할 경우, ARIMA(2,0,7) 모형 

대비 일평균 192톤 이상 예측오차를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ure 6을 살펴보면 예측나무의 경우 예측 1일차

에서부터 마지막 56일차까지 실제 물동량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인 반면, ARIMA 모형의 경우 3일차 이후에는 

실제 물동량의 증감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1차 함수 형태의 결과를 보였다. 이는 외부 효과에 대한 영향을 반

영하기 어려운 ARIMA 모형의 한계가 항공화물 예측 과정에서 역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며, 그 결과 시차가 길어

질수록 예측나무와 ARIMA 모형 간의 예측정확도 편차가 더욱 커지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월요일�변수가�적용된�마디와�하위�자식마디들의�물량�증가율을�해당�경우의� data 수로�가중�평균한�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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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orecasting result of the estimated daily forecasting tree and ARIMA(2,0,7) model

Date
Actual

volume*

Forecasting tree 
(CHAID)

ARIMA(2,0,7)
Date

Actual
volume

Forecasting tree 
(CHAID)

ARIMA(2,0,7)

Volume Accuracy Volume Accuracy Volume Accuracy Volume Accuracy

D+1 2,213 2,328 94.8% 2,240 98.8% D+29 1,960 2,328 81.2% 2,090 93.4%

D+2 1,796 1,553 86.5% 1,970 90.3% D+30 1,610 1,553 96.5% 2,085 70.5%
D+3 2,355 2,328 98.9% 2,157 91.6% D+31 2,216 2,328 94.9% 2,081 93.9%

D+4 2,649 2,496 94.2% 2,027 76.5% D+32 2,410 2,496 96.4% 2,077 86.2%

D+5 2,590 2,328 89.9% 2,168 83.7% D+33 2,323 2,328 99.8% 2,073 89.2%
D+6 2,215 2,328 94.9% 2,200 99.3% D+34 2,592 2,328 89.8% 2,069 79.8%

D+7 2,573 2,328 90.5% 2,185 84.9% D+35 2,259 2,328 96.9% 2,065 91.4%

+1 week 92.8% 89.3% +5 week 93.6% 86.3%
D+8 2,221 2,328 95.2% 2,184 98.3% D+36 2,261 2,328 97.0% 2,060 91.1%

D+9 1,578 1,553 98.4% 2,178 62.0% D+37 1,485 1,553 95.4% 2,056 61.5%

D+10 2,344 2,328 99.3% 2,174 92.7% D+38 2,229 2,328 95.6% 2,052 92.1%
D+11 2,577 2,496 96.9% 2,169 84.2% D+39 2,393 2,496 95.7% 2,048 85.6%

D+12 1,864 2,328 75.1% 2,164 83.9% D+40 2,178 2,328 93.1% 2,044 93.9%

D+13 2,732 2,328 85.2% 2,160 79.1% D+41 2,093 2,328 88.8% 2,040 97.5%
D+14 2,462 2,328 94.6% 2,155 87.5% D+42 2,501 2,328 93.1% 2,036 81.4%

+2 week 92.1% 84.0% +6 week 94.1% 86.2%

D+15 2,476 2,328 94.0% 2,151 86.9% D+43 2,086 2,328 88.4% 2,032 97.4%
D+16 1,323 1,553 82.6% 2,146 37.8% D+44 1,582 1,553 98.2% 2,028 71.8%

D+17 2,428 2,328 95.9% 2,142 88.2% D+45 2,191 2,328 93.7% 2,024 92.4%

D+18 2,428 2,496 97.2% 2,137 88.0% D+46 2,549 2,496 97.9% 2,020 79.3%
D+19 2,432 2,328 95.7% 2,133 87.7% D+47 2,022 2,328 84.9% 2,016 99.7%

D+20 2,387 2,328 97.5% 2,129 89.2% D+48 2,451 2,328 95.0% 2,012 82.1%

D+21 2,528 2,328 92.1% 2,124 84.0% D+49 2,657 2,328 87.6% 2,009 75.6%
+3 week 93.6% 80.3% +7 week 92.2% 85.5%

D+22 2,095 2,328 88.9% 2,120 98.8% D+50 2,051 2,328 86.5% 2,005 97.7%

D+23 1,616 1,553 96.1% 2,115 69.1% D+51 1,511 1,553 97.2% 2,001 67.6%
D+24 2,244 2,328 96.3% 2,111 94.1% D+52 2,319 2,328 99.6% 1,997 86.1%

D+25 2,696 2,496 92.6% 2,107 78.1% D+53 2,412 2,496 96.5% 1,993 82.6%

D+26 2,330 2,328 99.9% 2,102 90.2% D+54 2,423 2,328 96.1% 1,989 82.1%
D+27 2,335 2,328 99.7% 2,098 89.9% D+55 2,337 2,328 99.6% 1,986 85.0%

D+28 2,375 2,328 98.0% 2,094 88.2% D+56 2,335 2,328 99.7% 1,982 84.9%

+4 week 95.9% 86.9% +8 week 96.5% 83.7%
*Actual volume.

Table 7. Estimated ARIMA model to forecast daily volume

Coefficient Standard error t-value Sigma

ARIMA(2,0,7) AR AR(1) 0.678 0.041 16.59 0.000 
0.319 0.041 7.79 0.000 AR(2)

MA 0.113 0.037 3.05 0.002 MA(1)

0.408 0.022 18.59 0.000 MA(2)
0.214 0.019 11.34 0.000 MA(3)
0.177 0.018 9.82 0.000 MA(4)

0.305 0.018 17.22 0.000 MA(5)
0.066 0.017 3.80 0.000 MA(6)

MA(7) -0.435 0.017 -25.99 0.000 

Constant -0.158 0.037 -4.26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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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mparison of the forecasting results on estimated forecasting tree and ARIMA(2,0,7) model

Table 8은 본 연구에서 예측한 시점을 포함해 총 20개의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과 동일한 방법으로 

도출한 20개의 일단위 예측모형들의 평균 예측 정확도이다. 총 20개의 예측시점에서 각각 예측한 56일 간의 평균 

예측정확도는 91.2%로 나타났다. 최초 1주차에서부터 마지막 8주차 까지 일단위 평균 예측정확도는 90% 이상을 

보이며 앞서 살펴본 Table 6과 마찬가지로 장기 예측에도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또한 예측시점으로부터의 시차와 

상관없이 높은 예측정확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Tables 6, 8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

한 방법론이 항공화물의 단기 예측과 장기 예측에서 활용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기존의 대표적인 시계열 모형

인 ARIMA 모형과 비교해서도 보다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항공화물의 특성상 단기 예

측의 경우 화물 예약정보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수요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예측시점이 길어질수

록, 또한 예측단위가 분기에서 월, 월에서 주차, 주차에서 일자로 짧아질수록 예측에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정확도가 

매우 낮아진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은 항공화물 수요예측에서 높은 활용도가 

기대된다.

Table 8. Average forecasting accuracy of the forecasting trees on 20 different forecasting points

Date Accuracy Date Accuracy Date Accuracy Date Accuracy

D+1 91.2% D+15 93.1% D+29 92.6% D+43 93.4%

D+2 93.7% D+16 93.1% D+30 93.6% D+44 93.0%
D+3 92.0% D+17 94.3% D+31 93.0% D+45 93.8%

D+4 88.3% D+18 90.6% D+32 89.8% D+46 89.5%

D+5 88.1% D+19 89.7% D+33 91.1% D+47 89.7%
D+6 88.2% D+20 91.0% D+34 90.7% D+48 90.5%

D+7 89.4% D+21 90.9% D+35 90.7% D+49 89.8%

W+1 90.1% W+3 91.8% W+5 91.7% W+7 91.4%
D+8 91.3% D+22 93.5% D+36 92.7% D+50 93.1%

D+9 92.4% D+23 94.1% D+37 93.6% D+51 93.1%

D+10 91.4% D+24 93.8% D+38 93.9% D+52 94.0%
D+11 88.2% D+25 89.8% D+39 90.1% D+53 89.4%

D+12 87.7% D+26 90.7% D+40 90.1% D+54 89.8%

D+13 87.7% D+27 91.9% D+41 89.9% D+55 90.4%
D+14 89.0% D+28 91.4% D+42 90.5% D+56 89.8%

W+2 89.7% W+4 92.2% W+6 91.5% W+8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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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한 K항공사의 일자별 항공화물을 예측하기 위해 의사결정나무 방법론 가

운데 하나인 CHAID 방법론과 공휴일 변수를 활용하여 일단위 항공화물 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예측모형

을 활용하여 향후 1일부터 56일까지의 항공화물 수출물동량을 예측하여 검증한 결과, 예측기간 전체의 일별 평균 

정확도는 93.9% 수준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1주차의 일단위 평균 예측정확도 92.8%를 시작으로 마

지막 8주차의 일평균 예측정확도 96.5%까지 예측시점으로부터의 시차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였다. 이는 기존에 많이 활용되어진 ARIMA 모형을 통한 예측치와 비교해서도 일평균 8.6% 이상의 높은 예측 정

확도이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예측정확도는 특정 예측시점 뿐 아니라 다양한 예측시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예

측시점을 1주일 단위로 옮겨가며 총 20개 시점에서 동일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각각의 예측모형을 수립하고 예측정

확도를 추가로 검증해 보았다. 총 20개 시점에서 각각 예측한 향후 56일간의 전체 예측정확도를 확인해본 결과 약 

91.2%의 예측정확도를 보였으며, 이 경우에도 예측시점으로부터의 시차와 상관없이 꾸준히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수요예측은 예측시점으로 시차가 짧을수록 정확도가 높고 시차가 멀어

질수록 정확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특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형의 경우 시차에 상관없이 높은 정

확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높은 예측 정확도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형의 가장 큰 장점은 외부의 설명변수를 활용하

지 않는 점이다. 외부 설명변수를 활용한 수요예측의 경우 정확한 수요예측을 위해서는 예측시점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판단되는 시점의 외부 설명변수들의 정확한 값을 확보해야한다. 아무리 정확한 예측모형을 수립하였다 하여도 

설명변수의 값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예측정확도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휴일 변수와 예측대

상이 되는 일단위 물동량의 ARIMA 예측치를 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공휴일 변수의 경우 예측이 따로 필요하지 

않으며 일단위 물동량의 ARIMA 예측치의 경우 일단위 물동량 자체의 과거 값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외부 변수에 

대한 예측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예측 정확도를 보일 수 있음과 동시에 

변수확보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결론�및�향후과제

항공화물 수요는 E-commerce의 급격한 성장과 Cross-Border Trade의 확대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에 항공화물 수요예측에 대한 중요성 역시 더욱 높아질 것이라 판단된다. 지금까지 항공화물 수요예측에 

관한 절대 다수의 연구들은 주로 일 단위와 같이 짧은 단위가 아닌 월, 분기, 년 단위와 같이 상대적으로 긴 단위에 대

한 예측에 대해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항공사의 장기 경영전략 수립, 공항의 인프라 투자계획 수립, 정부

차원의 항공운송관련 정책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경

우 항공사나 공항의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운영 효율화에 도움을 주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었다. 실제 항공사, 공

항공사 등의 실질적인 운영효율화 달성을 위해서는 긴 단위의 예측보다는 오히려 항공편 혹은 일단위와 같이 보다 

짧은 단위의 예측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요예측의 특성 상 예측대상의 단위가 짧아질수록 정확한 예

측에 대한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 그동안 항공수요 예측에 관한 연구들 가운데서도 짧은 단위에 대한 예측이 전무하

다시피 한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도 이러한 수요예측의 어려움 때문이라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부상과 함께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데이터마이닝 기법들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데이터마이닝 기법 가운데 하나인 의사결정나무 방법론은 직관적이고 해석 및 활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으며 자료의 분류와 세분화, 교호작용의 파악, 예측 등 에서 응용 및 활

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나무 방법론 가운데 하나인 CHAID 방법론을 활용하여 항공화물의 일단위 수

요예측 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요예측 모형이 특정 하나의 시점이 아닌 다양한 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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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및 장기 예측 모두에서 매우 높은 예측정확도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설명변수의 경우 공휴일 변수와 

같이 따로 예측시점에 대해 추가적인 예측이 필요하지 않는 변수와 더불어 다른 외부 변수가 아닌 예측대상 자체의 

ARIMA 예측치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또한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그간 연구 성과가 미진하였던 일단위 항공 수요

예측 분야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론과 예측모형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가 향후 항공수요의 일단위 예측과정에서 널리 활용될 것이라 판단되며, 나아가 항공수요 뿐 아

니라 일단위 예측이 요구되는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본 연구 결과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화물 물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항공운임, 유가, 교역량, 공급량(기재 특성 

등), 화물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항공화물 물동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다양한 연구 및 분석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측모형은 기존에 항공화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진 주요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활용하지 않았다. 다만 ARIMA 예측치 변수에 일정 부분 해당 변수들의 효과가 반

영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해당 변수들이 설명변수로 사용되게 될 경우 예측과정에서 해당 변수들에 대한 예측 혹

은 확보가 선행되어야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무엇이 더 효율적인지는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다양한 변수들

을 활용해보면서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data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 활

용하지 못하였지만 항공편 수, 기재 등 공급량과 관련된 변수와 경제변수 및 화물특성과 관련 변수들이 함께 모형에 

반영될 경우 예측정확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측 모형이 단순 항공화물 수출물동량이 아닌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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