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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운송량의 양적인 증대와 운송수단의 고급화, 가속화 추구로 물류운송 부문의 종합서비스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물

류운송과 같은 분야에서는 운송비가 경영비용의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물류운송이 요구된다. 따

라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물류운송 최적 경로선정 시스템을 설계·구현하여, 운송 분야에 최적화된 물류운송 시스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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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현재 국내 운송수단별 화물 운송 분담률 추이를 보면 국도가 90% 

이상이다.[1] 국가별 연간 GDP에서 국내 물류시장은 28개국 중 

14위이고, 국가 물류비는 4위로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2] 또한, 

통계청의 2016년 기준 운수업 통계를 살펴보면 2015년 운수업 전체 

매출액은 140조 9,155억원으로 2014년 대비 0.53% 감소하였다. 

최근 5년간 성장세는 사실상 0%에 가까운 상황이다. 매출액 대비 

영업비용의 비중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평균 약 

92% 수준으로 비용 절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3] 이 논문에서는 

운송비를 줄여 효율적인 물류운송을 위해 정확한 최적 경로를 찾기 

위해 빅데이터를 이용한 물류운송 시스템을 제안한다.

II. 관련연구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양의 화물이 물류회사를 통해서 운송되고 

있다. 물품이 배송회사에 접수된 후 물류센터로 이동되고 여러 경로를 

거쳐 고객에게 배송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로부터 대량의 

데이터가 생성된다. 어떤 물품을 누가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정보, 물품의 중량, 과정마다 기록되는 바코드 또는 QR코드, 

그리고 GPS로부터 물품이 이동되는 경로 기록 등 무수한 데이터가 

매일매일 쌓여가고 있다.[3] 최적 경로를 찾기 위한 시스템에서 빅데이

터를 분석하여 참조하였다. 

빅데이터는 물류기업의 운송 최적화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UPS(United Parcel Service)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의 배달 

경로를 찾아 연간 5000만 달러에 이르는 연료비를 절감하고, 한 

명당 하루 1마일을 덜 운행하게 됐다고 한다. 또한, 한진택배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택배기사들에게 지급된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의 내비게이션 기능을 통해 최적의 운송경로를 찾아 전달해

서 다른 택배회사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상위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4]

III. 본론

1.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본 논문은 저비용으로 빅데이터 기반 물류운송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웹에 공개된 빅데이터 시스템인 네이버 지도를 활용하였으며 

그림 1 과 같이 두 개의 모듈로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Fig. 1. 전체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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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선의 최적 경로 선정 모듈

그림 2와 같이 네이버 지도 URL에 출발지, 목적지의 좌표 값을 

입력하여 최적 경로 검색이 가능한 URL을 구현하다. 위 URL의 

검색 결과로부터 간선의 비용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Fig. 2. 좌표 정보가 포함된 네이버 지도 URL

URL 검색 결과의 파싱 및 추출을 자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Selenium Web Crawler를 시스템 모듈 내부에 구현하였으며 그 

구조는 아래 그림 3과 같다.

Fig. 3. Selenium Web Crawler 컴포넌트

3. 운송 루트 최적화 모듈

Gurobi 모델의 Objective와 Constraints를 설정하여 운송 경로를 

최적화한다.

Fig. 4. Gurobi Optimization 컴포넌트

Objective는 Gurobi 최적화 알고리즘이 최종 목표로 하는 값 

Z를 구하는 함수이다. 최소 비용 운송 경로 선정을 위한 Objective는 

아래의 식 (1)과 같다. 

Z = 
  




    



                          

(1)

c는 간선의 비용, x는 간선의 화물량이며 i, j = 1~s, (s+1)~m, 

(m+1)~n는 각각 공급지 번호, 경유지 번호, 수요지 번호를 의미한다.

Constraint는 물류 공급지·경유지·수요지의 제약(조건)이다. 본 

논문의 물류운송 시스템에서 노드들의 제약은 각각 식 (2)~(4)와 

같다. 

      공급지 조건 :


    



 ≤  ,                    (2)

      경유지 조건 :


  



  
    



 ,         (3)

      수요지 조건 :


  



 ≥  ,               (4)

IV. 결론

외부에 공개된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적은 투자로 비교

적 높은 성능의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였다. 또한 Selenium Web 

Crawler를 구현하여 최적의 경로를 실시간으로 갱신함으로써 교통 

상황에 따른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운송 루트 최적화에 Gurobi Optimization API를 채용하였기

에 Model Data의 조건식과 목적함수 변경만으로도 다양한 시스템에

서의 응용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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