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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정보기반 물류망’에서 ‘u-기반 물류망’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u-기반 물류망’을 위해 

다양한 기반 기술들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물류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GPS 기반의 물류 

위치 추적 기법과 센서 Tag를 이용한 물류 배송 효율화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또한, 물류 배송 

효율화를 위해 센서 Tag 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안하며, 이 센서 Ta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집된 센싱 

정보를 이용하여 물류의 위치와 상태, 이동경로 등을 파악함으로서 물류의 배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관리자에 의해 유지․보수 될 수 있는 제어 가능한 센서 Tag 

네트워크(Controlled Network Layer)와 무제어 이동 센서 Tag 네트워크(Uncontrolled Moving Objects 

Layer)로 구분하여, 일반적인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의 배터리 문제를 보완하고자 한다. 

1. 서론

   재의 물류 역은 인터넷의 활성화로 인해 그 상 

지역이 무제한으로 역화되었으며, 정보처리 기술을 기반

으로 한 높은 수 의 물류체계 유연성  효율성을 요구하

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물류에서의 자상거래 도입은 

B2B 다자간물류정보의 실시간 통합 환경과 고객 서비스의 

지식정보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이동통신

망을 통하여 서비스 될 수 있는 물류 치 추   배송 

효율화 시스템은 물류 시스템의 가장 요한 구성요소  

하나로 정의 할 수 있다.

  그러나, 물류분야의 물류 치 추   배송 효율화 시

스템의 개발은 인터넷 기반 기술을 제로 하고 있는 반면

에 재 국내 SI 업체나 물류 업체들은 이런 기술을 가지

고 있지 않거나 이에 투자할 여력이 없고, 재까지 국가

나 학에서도 물류 정보화 기술에 한 연구가 미흡하여 

물류 치 추   배송 효율화 시스템의 연구개발을 한 

연구 환경 조성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형편이다.1) 뿐만 아

니라, 물류 지능화를 한 최 화 분야도 선진 개발 동향, 

시장 황  망 등 신뢰성 있는 근이 어렵고, 국내에

도 아직까지 도입하여 극 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1)  이 논문은 2006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 학술진흥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6-311-D00770)

없는 미 개척분야로서 산업계의 정확한 요구 수 을 악

하는 것이 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로 악되고 있다. 

  최근 ‘정보기반 물류망’에서 ‘u-기반 물류망’으로 발 해 

가고 있는 시 에서 ‘u-기반 물류망’을 해 다양한 기반 

기술들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물류 리 시스템 

구축을 해 용하는 세부 기반기술은 GPS 기반의 물류 

치 추  기법과 센서 Tag를 이용한 물류 배송 효율화 

시스템이다. 이 기술을 통해 기존의 ‘정보기반 물류망’의 

한계를 극복한 지능 이고 최 화된 물류망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센서 Tag 네트워크를 제안하며, 이 센서 

Ta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집된 센싱 정보를 이용하여 

물류의 치와 상태, 이동경로 등을 악함으로서 물류의 

배송이 효율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

안된 시스템은 물류 패키지에 부착된 센서 Tag들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센서 정보 수집기(Sensor Information 

Collector)를 통하여 수집하고, 이 정보를 서버에 송하여 

분석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센싱 정보 기반 배송 효율화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센서 Tag 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안하며, 

이 센서 Tag 네트워크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집된 센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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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이용하여 물류의 치와 상태, 이동 경로 등을 악

함으로서 물류의 배송이 효율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센싱 정보 기반 배송 효율화 시스템은 물류 패키지에 

부착된 센서 Tag들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센서 정보 수집

기(Sensor Information Collector)를 통하여 수집하고, 이 

정보를 서버에 송하여 분석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지

원한다.

(그림 1) 센싱 정보 기반 배송 효율화 시스템 개념도

   (그림 1)은 센싱 정보 기반 배송 효율화 시스템 개념도

를 보여 다. 이 시스템은 센서 Tag와 Sensor Collector 

인 라, 센서 정보 수집기, 센싱 정보 장 리자 등으로 

구성된다. 먼 , 물류 패키지들을 물류 차량에 재되지 않

은 물류 패키지들과 GPS가 장착된 물류 차량에 재된 물

류 패키지들로 구분한다. 각각의 물류 패키지에는 센서 

Tag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 센서 Tag는 일반 센서 노드와 

같은 온도, 습도 등의 정보수집 뿐만 아니라, RFID Tag와 

같이 특정 물류 객체에 부착되어 식별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 되었다. Sensor Collector 인 라 시스템은 

컴퓨  장치에 직  속되거나 리자에 의해 안정 으로 

리되는 센서 Tag 네트워크 시스템 인 라로서, 센서 

Tag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거나 센서 Tag의 객체 식별을 

해 사용되는 시스템이다. 이 Sensor Collector 인 라로

부터 수집되는 정보를 서버에 달하거나, 단말 사용자에

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센서 정보 수집기가 있다. 

GPS장착 물류 차량의 경우 센서 정보 수집기가 센서 정보

와 GPS 치 정보를 함께 수집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센

서 정보 수집기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센싱 정보를 

장하고, 효율 으로 검색되게 하기 한 기능을 구 한 

센싱 정보 장 리자가 있는데, 물류 치 맵 뷰어에 의

해 호출되어 센싱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

서 물류 치 맵 뷰어는 센서 Tag 는 GPS가 부착된 물

류의 재 치를 웹을 통해 지도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근할 수 있도록 해주기 한 서버이다. 

3. 센서 Tag 네트워크 시스템 설계

   일반 인 무선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은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센서 노드들이 상호간의 근 성에 따라 ad-hoc 통

신을 이용하여 센싱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구조를 채택하

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고정 인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자유로운 구성과 재배치를 지원하는 장

을 갖는다. 그러나 센서 노드의 이동과 재배치 유용성을 

제공하는 장 은 센서 노드들에 한 센서 노드들에 한 

배터리 교체 등의 리를 어렵게 하는 단 을 함께 유발하

게 되며, 필연 으로 센서 노드를 불특정 지역에 산포하는 

1회성 소모품의 개념으로 설명하게 하는 주요 이유가 되었

다. 

   한, 센서 노드의 배터리 문제는 센서 네트워크의 확

산을 한 가장 큰 기술  장애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것

은 일반 인 RFID Tag가 무 력 는 력의 Tag로서 

운 될 수 있는 에 비해 상당한 단 이다. 

    

(그림 2) 센서 Tag 네트워크 시스템의 계층 구조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센서 Tag 네트

워크 시스템의 계층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센서 Tag 

네트워크 시스템은 배터리  배치 치 등의 리자에 의

해 집 으로 유지․보수 될 수 있는 제어 가능한 센서 

Tag 네트워크(Controlled Sensor Tag Network Layer)와 

물류 는 사람에게 부착되어 아주 단순한 형태의 센싱 정

보 수집  식별역할만을 수행하는 무제어 이동 센서 Tag 

네트워크(Uncontrolled Moving Objects Layer)로 구분함으

로서 일반 인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 

 

  3.1 Controlled Sensor Tag Network Layer

   센서의 치  배터리 교환 등에 한 제어가 가능한 

물류 센서 Tag 네트워크 계층으로서 센서 Tag로부터 직

 정보를 수집하는 Sensor Reader Layer, 데이터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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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Intermediate Layer, 컴퓨터에 연결되어 직  정보를 

수집하는 Collector Layer로 구성된다. Sensor Reader 

Layer는 다양한 센서 Tag 정보들을 수집하기 해 Area 

Sensor Reader, Gateway Sensor Reader, Route Sensor 

Reader, Moving Area Sensor Reader 등으로 구성된다. 

Intermediate Layer는 Sensor Reader들과 Collector들 간의 

정보 연결을 한 단순 네트워크 확장 역할을 수행하는 

이어로서 Intermediate Repeater들로 구성된다. Collector 

Layer는 센서 Tag  물류 센서 네트워크 정보 수집  

제어 역할을 수행하는 이어로서 컴퓨터 장치인 센서 정

보 수집기(Sensor Information Collector)와 센서 노드인 

Collector Base로 구성된다. 제어 가능 센서 네트워크 인

라의 센서 노드들은 주기 인 배터리 교체 등이 가능하며 

안정 으로 유지․보수 될 수 있다. 

  3.2 Uncontrolled Moving Objects Layer

   물류 는 사람에게 부착되어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으

며, 객체의 식별과 환경 정보에 한 수동 인 수집만을 

지원함으로서 배터리의 최소 소모를 지원한다. 이 계층의 

센서 Tag들은 물류의 리자 는 Tag의 소유자가 직  

배터리 교체 등의 작업을 수행하거나 1회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4. 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센서 Tag 네트워크 시스템은 물류 

패키지에 부착된 센서 Tag들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센서 

정보 수집기(Sensor Information Collector)를 통하여 수집

하고, 이 정보를 서버에 송하여 분석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다. (그림 3)은 센서 정보 수집기 구성도이

다. 이 센서 정보 수집기는 UMPC인 VEGA, GPS장치, 센

싱 정보를 수집하는 Hmote2420센서로 구성된다. 이 센서 

정보 수집기에 장착된 센서 노드(Hmote2420)를 통해서 센

서 Tag들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GPS장치로부터 GPS 치 

정보를 함께 수집하게 되고 이 정보들을 센싱 정보 장 

리자에 달한다.

(그림 3) 센서 정보 수집기 구성도

   (그림 4)는 센서 정보 수집기에서 송된 정보들을 물

류 치 맵 뷰어와 함께 구 한 것이다. 각각의 차량에 

재된 물류 패키지들과 물류 패키지들의 세부 정보들을 보

여 다. 한, 실시간으로 물류 패키지의 온도, 습도, 치 

등의 정보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물류 치 추   효

율 인 물류 리를 할 수 있다. 

(그림 4) 물류 치 맵 뷰어

5. 결론

   본 논문에서 물류 리 시스템 구축을 해 GPS 기반

의 물류 치 추  기법과 센서 Tag를 이용한 물류 배송 

효율화 시스템을 구 하 다. 여기서 물류 배송 효율화를 

해 센서 Tag 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안하 고, 이 센서 

Ta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집된 센싱 정보를 이용하여 

물류의 치와 상태, 이동경로 등을 악함으로서 물류의 

배송이 효율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제안된 센서 Tag 네트워크 시스템은 배터리  배

치 치 등의 리자에 의해 집 으로 유지․보수 될 수 

있는 제어 가능한 센서 Tag 네트워크(Controlled Sensor 

Tag Network Layer)와 물류 는 사람에게 부착되어 아

주 단순한 형태의 센싱 정보 수집  식별역할만을 수행하

는 무제어 이동 센서 Tag 네트워크(Uncontrolled Moving 

Objects Layer)로 구분함으로서 일반 인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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