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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물류센터는 형화․첨단화에 따른 다양한 설비  장비의 도입으로 기에 지 소비가 격히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물류센터의 기에 지 사용 황  소비 특성을 정량 으로 분석하고, 효율을 평가하기 한 기에 지 표  

소비량을 추정하는 모형을 구축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제시된 모형은 물류센터의 온도요인이 기에 지 소비에 큰 향

을 미치는 특성을 효과 으로 반 하기 하여 열역학 이론을 도입하 다. 모형은 물류센터 벽면의 열 도, 출입문 열 류 

 취 물품의 열 손실로 구성된 냉동기 운용에 지 부문과 물류활동을 한 기계설비의 력소모 부문으로 구성된다. 모형
은 한 물류센터 운 자가 에 지 소비 효율을 평가하고 개선 략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설명변수들을 

포함한다. 실제 물류센터의 에 지 소비량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의 용성이 평가된다.

Abstract  Electric energy consumption is always followed by the introduction of diversity scale-up and state-of-the-art
equipments in logistic centers. In order to analyze the status and the characteristic of the electric energy consumption
quantitatively, and also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the electric energy,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an estimation
model of standard electric energy consumption for logistic centers. The proposed model applies the thermodynamics
theory so as to effectively reflect the peculiarity that the temperature in the logistic center influences the electric 
energy consumption. And the model consists of the energy consumed by the refrigerator, which can be subdivided 
into the heat conducted through the wall, the heat convected by the open doors and the heat lost into the goods, and
the electric consumption of the machinery equipments. The model also includes a variety of explanatory variables to
support an operator of logistics centers in evaluating the efficiency of energy consumption and establishing 
improvement strategies for energy efficiency. Application of the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is discussed with 
observed data on energy consumption of a logistic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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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물류산업은 다른 산업의 가치를 실 하는 데 있어서 

그 기반이 되는 국가 경제의 동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물류산업의 요성

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물류비는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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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조 원에서 2010년 131조 원으로 약 50% 증가하 으

며,  연평균 6.8％의 꾸 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 
2010년 기  국가물류비는 GDP의 11.1%를 차지하고 
있다[1]. 정부는 지난 해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
하면서 세계  물류산업 규모의 지속 인 확  가능성을 

망하고, 국내 물류산업의 요성을 강조하기도 하 다[2].
최근 물류센터는 생산성 향상에 을 추고 형

화․첨단화 되면서 력 소모가 큰 형 설비들이 도입

되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물류센터 통계조사에 의
하면 물류센터에서 사용되는 기요 은 연면  비 평

균 2,794(천 원/㎡)이며, 냉동․냉장창고를 포함하는 경
우에는 6,384(천 원/㎡)이다[3]. 부산에 치한 표 인 

수산물 취 업체인 G물류센터의 경우 연간 기요 이 

무려 2억 원으로 매출액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한, 한국 력공사 자료에 의하면 기요 은 2011
년-2013년 3년 간 총 5차례 인상 되었으며  인상률

은 26%에 달한다[4]. 기요 은 지속 으로 인상될 것

으로 상되며, 물류센터 운 비용에서 기요 이 차지

하는 비 이 더욱 높아질 망이다. 이처럼 물류센터의 
기에 지 소비를 감하는 것은 물류비 부담을 덜어  

뿐만 아니라 물류산업의 발 을 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에 지를 생산하기 한 1차 에 지

원의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5]. 이로 인해 다양한 산
업분야에서의 기에 지 감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

고 있으나, 물류산업에서의 심도는 상 으로 낮다. 
물류센터의 기에 지 소비 감을 해서는 우선 으

로 물류센터의 기에 지 사용 황  소비 특성을 

악하는 기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물류센터 
기에 지 표  소비모형을 구축하여 기에 지 사용 

효율을 평가할 수 있는 기 를 마련하고자 한다. 한, 
모형의 구축  분석과정에서 다양한 설명변수를 도입함

으로써 물류센터의 특성에 따라 기에 지 감을 한 

략을 수립하는데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물류센터의 기에 지 소비는 지리  특성, 물품의 

특성, 운 온도와 물류활동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

해서 결정된다. 이러한 요인을 정량 으로 측정하는 것

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요인별 상 성으로 인하여 그 

패턴이 일정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하여 물류센터에서 소비되는 총 에 지를 열

과 기의 형태로 구분하 다. 기존 연구에서 리 활용

되는 열역학 이론[6]을 토 로, 열역학 기반의 물류센터 
기에 지 표  소비량 산출 모형을 개발하 다. 한, 
동종업계의 설문을 통하여 우수 물류센터를 선정하고, 
해당 물류센터의 실측자료를 활용하여 최 화된 운  상

태에서의 기에 지 소비모형을 검증하 다.

2. 기존연구 고찰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에 지 소비량 산출 모형

은 궁극 으로 물류센터의 에 지 효율을 평가하는데 활

용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는 일반 건축물과 공장에 
이 맞추어져 있으며, 크게 건축물에 한 에 지 평가와 

산업 자체의 에 지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건축물에 
한 에 지 평가는 해당 건축물의 평가를 통한 다양한 제

도의 용과 련되어 있고, 산업 자체의 에 지 평가는 

평가를 한 공통지표의 개발과 하게 련되어 있다.

2.1 건축물 에너지 평가

건축물 에 지효율등  인증제는 에 지 감률에 의

해 등 이 나뉘어져 있으며, 에 지 감률은 건축물에 

설치된 난방, 냉방, 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소요되
는 에 지에 근거하여 산출한다[7]. 건축물의 에 지소

요량을 산출하는 개념은 본 연구에서도 일부 활용하고 

있으나 물류활동 특성을 반 할 수 없으므로 직  용

하지 못한다.
표 인 해외 에 지 평가 방식으로는 IPMVP 

(International Performance Measurement and 
Verification Protocol)가 있는데 건축물의 에 지사용량 

시계열자료를 통해 과거 비 감효과를 분석한다[8]. 
이러한 방식은 특정 시 의 에 지 소비량을 산출하는 

본 연구와는 다른 근 방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에서는 냉동기의 경제  운용

을 하여 여러 가지 냉동기 기종에 한 생산 열량을 

산출하 는데[9], 이는 개별 설비를 세부 으로 평가하

는데 합하다.
이외에도 DeST, EnergyPlus, DOE-2 등과 같은 공인

된 건축물 에 지 시뮬 이션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10]. 시뮬 이션 기법은 벽체의 구성  내․외부 온도, 
실내 온도 변화, 그리고 공조시스템의 구성에 따른 열평
형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건축물의 에 지 소비를 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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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뮬 이션 방식은 일반 건축물을 상으로 발 되

어 왔으며, 재실 인원의 활동량이 반 된다. 그러나 재실 
인원보다는 취 하는 물품의 특성  물류활동에 의한 

향이 큰 물류센터의 에 지 소비패턴과는 차이가 있다.

2.2 생산 산업의 에너지 평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에 지 다소비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의 산업에 한 에 지 효율을 평가

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 다[11]. 에 지 효율성 지표

에 생산량과 부가가치를 에 지소비량과 결합하여 원단

로 반 하 다. 물류센터는 취 물품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단  개념의 도입에는 한계가 있다.
건축물의 에 지 평가 방식은 물류활동을 반 하기 

어렵고, 생산 산업의 평가 방식은 생산물품에 따라 기
에 지 소비가 결정된다. 그러나 물류센터라는 복합  

특성을 갖고 있는 상에 해서는 그 특성을 정확하게 

반 할 수 있는 독창 인 모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물류센터의 구조  특성과 활동 특성을 반 할 수 있

는 열역학 이론 기반 기에 지 소비량 산출 모형을 구

축하 다.

3. 전기에너지 소비량 산출 모형

본 연구는 상 으로 력 소비가 큰 냉동․냉장 물

류센터를 상으로 한다. 물류활동을 한 기계설비의 
력 소모량을 산출하고, 거기에 냉동․냉장창고의 온도
유지를 한 냉동기 운용 에 지를 추가한다. 물류센터 
기에 지 소비량은 냉동․냉장창고의 열에 지 소비

와 기계설비의 기에 지 소비로 구성된다. 물류센터의 
에 지 소비 구성 상세 내용과 개념도는 Table 1과 Fig. 
1에 기술하 다. 모형의 구성에 한 자세한 설명은 다
음과 같다.

3.1 냉동․냉장창고 열에너지 소비

냉동․냉장창고는 물품의 특성에 근거하여 냉동기를 

가동하고, 보 공간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냉동기는 통상 내부온도가 유지하려는 온도와 일정 편차

가 생기면 가동하고, 설정온도에 도달하면 멈추는 자동
제어 방식이다. 그러므로 냉동기의 가동시간을 측정하기 
어렵다. 본 모형에서는 열량 손실을 측정하는 간 인 

방법으로 냉동․냉장창고의 에 지 소비량을 계산한다.

Frozen and 
chilled storage

Exterior wall

Logistics activities

Handling goods

Machinery 
equipment

Distribution and processing equipment

Classification facilities and conveyor

Lift for goods

AS/RS

Fork life

Etc.

Table 1. Energy consumption of the logistics center

Fig. 1. Composition of the energy consumption

냉동․냉장창고의 열에 지 소비는 ⅰ) 창고벽체를 
통해 외부로부터 침입되는 열량(열 도), ⅱ) 입출고시 
출입문 개방으로 인한 류 상에 기인한 열량 침입 즉, 
물류활동에 의한 열량 에 지 소비(열 류), ⅲ) 취 물

품의 입출고 후 온도 차이에 의한 열량 방출(열 평형)
로 구성된다. 이러한 열량들은 모두 냉동기 가동 시 다시 
외부로 배출된다. 그러므로 냉동기의 기에 지 소비량

은 침입된 열량을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본 연
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도, 류  평형 련 수식은 

열역학 분야에서 흔히 활용되는 기본 수식[6]이며, 물류
센터의 특성을 반 하여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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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s.t.
: 냉동․냉장창고 기에 지 소비량 (J)

 : ≈냉동시스템 열효율계수

: 창고 내부 온도 (K)

: 창고 외부 온도 (K)

 : 벽의 두께 (m)
 : 벽의 면  (㎡)
 : 열 도계수 (W/m·K)
 : 물류센터 사용시간
′ : 창고 문의 면  (㎡)
 : 공기의 자연 열 도계수 (W/㎡·K)
′ : 창고 문을 여는 시간
 : 취 물품의 비열 (J/㎏·℃)
 : 물동량 (kg)
 : 취 물품의 입고  온도 (K)

3.1.1 냉동 ․냉장창고 외벽 열량 소비

내부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을 때, 벽체 내‧외

부 온도 차이에 의해 외부로부터 침입되는 열량은 다음

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벽면의 면 과 재질에 따라 크

게 좌우될 수 있다.

 
∙



  (2)

냉동․냉장창고 벽체의 열량 침입은 벽체 내·외부 온
도 차이에 정비례한다고 가정하며, 벽체의 열 도 성능, 
두께  면 에 의해 결정된다. 침입 열량은 냉동․냉장
창고 공간의 체 벽면에 하여 계산한다. 벽체가 단층
이 아닌 복합구조일 때에는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



  


∙


∙


∙




  

(3)

벽체가 삼층 구조라고 가정할 때  , 와 는 각각 

벽체의 제층 구조의 열 도계수, 면 과 두께를 의미한다.

3.1.2 물류활동 시 열량 소비

물류센터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물류활동이 일어난다

는 이다. 개별 물류활동의 특성에 따라 열량 소비 특성
도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취 물품의 입출고 물류활동

에 의하여 출입문이 개방될 때, 출입구를 기 으로 내·외
부온도 차이로 인하여 공기의 류 상이 일어난다. 이
때 침입되는 열량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 (4)

3.1.3 취급물품 열량 소비

취 물품의 입고  온도는 냉동․냉장차의 설정온도

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며, 이 온도가 냉동․냉
장창고의 온도보다 높으면 입고 후 열량을 방출한다. 단, 
상온의 물품을 냉동시키는 경우에는 취  물품의 열량을 

별도로 산출해야 한다.

 ∙∙ (5)

3.2 기계설비 전기에너지 소비

물류센터의 기계설비 운용에 따른 기에 지 소비는 

개별 시설의 작업시간과 소비 력에 의하여 결정된다.

  


∙ (6)

s.t.
: 기계설비의 력소비 (kWh)

 : 기계설비 의 단 시간 력소비 (kW)

 : 기계설비 의 가동시간 (h)

∈ : 기계설비의 유형

본 연구에서 기계설비는 력소모량을 고려하여 유통

가공설비, 분류시설/컨베이어, 승강기, AS/RS, 지게차 
 기타로 구분하 다.

3.3 전기에너지 표준소비량 산출 모형

물류센터 기에 지 소비를 구성하고 있는 냉동․냉

장창고의 열에 지 소비 부문과 기계설비의 기에 지 

소비 부분을 종합하고 단 를 통일하여 아래와 같은 

기에 지 표 소비량 산출 모형을 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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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7)
    
모형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표기법은 술했으므로 생

략하며, 모형의 최종 단 는 kWh로 통일한다. ×


은 단  J에서 kWh로의 환산계수이다.

4. 실증사례 분석

4.1 부산시 D물류센터 개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을 검증하기 하여 부산시 

소재 D물류센터 자료를 활용하 다. D 물류센터는 수산
물을 주요 취 물품으로 하며 건축면  4,551㎡, 지하 2
층과 지상 10층으로 구성된 물류센터이다. 최 화된 운

 상태를 반 하기 하여 동종업계의 설문을 통해 가

장 우수한 물류센터를 선정하 다. 2층은 사무실로 사용
하고 있으며, 연면 이 46,886㎡에 달한다.  36명의 상
시 근로자가 있으며 냉동․냉장창고를 운 하고 있다. 
Fig. 2는 물류센터의 개략 인 형태를 보여 다. Table 2
는 물류센터 제원, Table 3은 층별 운 상황을 보여 다. 
그 외 각종 설비  장비 련 정보는 Table 4에서 볼 
수 있다. D물류센터가 운용하고 있는 설비  장비는 냉
동기와 조명시설, 지게차, 수직반송기, 취 물품 E/L 등
이 있다.

D물류센터는 력감시 시스템, 원격제어와 모바일제
어 등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에 지 소비에 

한 리가 체계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D물류센터를 최 화된 운  상태라고 가정하고, 기에
지 표 소비량 산출 모형을 검증하는데 활용하 다. D
물류센터 운 온도는 지하 2층이 –50℃, 지상 1/3/10층
이 3℃이며 기타 층은 –22℃이다. 물류센터에서 사용하
고 있는 기계설비는 Table 4와 같이 냉동기, 조명시설, 
지게차, 수직반송기와 취 물품 E/L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소비 력은 단 시간에 해당 유형의 기계 설비가 

100% 운용될 때 소비되는 력이다. 

Fig. 2. Front view of the D logistics center in Busan

Branch Headquarter

Address
City Busan
Zone Seo gu

Operating mode Frozen and chilled

Scale

Construction area ㎡ 4,551
Construction gross 

area ㎡ 46,886

Floor height ｍ 6.3
Dock ea 36

Year built 2008
Number of employees persons 36

Shipping 
and 

receiving

Day times 3

Week times 15

Table 2. General information

Floor Total area
(㎡)

Frozen and 
Chilled area

(㎡)

Floor 
height

(m)
Nominal 
tonnage Level

B2 7,434.9 2,539.2 7.5 3,047
2,712

SF
C&F

B1 4,129.1 - - - -

1 3,845.3 2,204.6 7.9 5,316 C&F

2 1,089.9 - - - -

3 3,798.4 2,912.7 7.5 6,501 C&F

4 3,798.4 2,912.7 6.3 5,767 F

5 3,798.4 2,912.7 6.3 5,767 F

6 3,798.4 2,912.7 6.3 5,767 F

7 3,798.4 2,912.7 6.3 5,767 F

8 3,798.4 2,912.7 6.3 5,767 F

9 3,798.4 2,912.7 6.3 6,012 F

10 3,798.4 2,434.0 6.3 4,819 C&F

Total 46,886.0 27,565.8 57,312

Table 3. Operating conditions of the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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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rigerator

Numbers 18

Consumption kW 1,725

Operating hours min/day 600

Lighting

Numbers 360

Consumption kW 90

Operating hours min/day 480

Fork lift

Numbers 20

Consumption kW 226

Operating hours min/day 480

Vertical 
conveyor

Numbers 9

Consumption kW 300

Operating hours min/day 480

Elevator

Numbers 1

Consumption kW 300

Operating hours min/day 480

Table 4. Equipment and facility

4.2 물류센터 에너지 효율 분석

본 연구에서는 2013년 8월을 기 으로 한  달간의 에

지 효율을 분석한다. 해당 월 평균기온은 25.4℃이고, 
총 입출고 물동량은 13,192톤이며 동결 물동량은 76톤
이다.

4.2.1 모형에 의한 소비전력 산출

냉동․냉장창고의 벽체 단열 재료가 PIR인 경우 두께
는 100T에 열통과율은 0.22(kcal/㎡‧h‧℃)이다. 공기의 
자연 열 류 도계수는 온도에 의해 변하지만 변화량이 

크지 않으므로 1(W/㎡·K)로 가정한다. 톤 당 취 물품 

처리시간은 0.3시간으로 한다. 농축수산물의 비열은 수
분 비율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다[12]. 
농축수산물의 수분 비율은 70%∼85%, 본 연구에서는 
75%를 가정하여 3.35(kJ/kg∙K)로 설정한다. 구득한 자
료에 근거하여 각 냉동․냉장창고의 월별 열량 손실, 즉 
월 력소비량을 모형에 의해 산출하면 Table 5와 같다.

Table 4의 설비  장비 황에 근거하여 월 기계설
비 소비 력을 산출하면 Table 6과 같다. 그  지게차
는 두 씩 교 근무를 하는 형태이므로 실제 작업 수

는 10 로 하고, 기타 설비  장비의 정보는 그 로 사

용한다.

Floor Wall Entrance Goods Total loss

B2 85,063.6 29,835.8 0 114,899.4

1 33,223.2 8,863.7 1,584.2 43,671.0

3 -5,371.1 8,863.7 0 3,492.6

4 27,548.9 18,756.2 0 46,305.1

5 14,193.0 18,756.2 0 32,949.2

6 14,193.0 18,756.2 0 32,949.2

7 14,193.0 18,756.2 0 32,949.2

8 14,193.0 18,756.2 0 32,949.2

9 27,548.9 18,756.2 0 46,305.1

10 8,144.6 8,863.7 0 17,008.3

Total 232,929.9 168,963.9 1,584.2 403,478.0

Table 5. Heat loss of the floor (unit: kWh)

Contents Power
(kW)

Operating 
hours

(h)

Numbers
(ea)

Power consumption
(kWh)

Lighting 90 8 360 21,600

Fork lift 113 8 20 27,120

Vertical 
conveyor 300 8 9 72,000

Elevator 300 8 1 72,000

Total - - - 192,720

Table 6. Monthly power consumption of the equipment

4.2.2 모형 산출 결과 vs. 실제 사용량

기에 지 표 소비 산출 모형에 의한 결과와 D물
류센터의 실제 측정된 자료와의 비교 결과는 Table 7과 
같다.

Contents
Power 

consumption
(kWh)

Rate
(%)

Theoretical 
consumption

Thermal loss

Wall 232,929.9 39.1
Entrance 168,963.9 28.3
Goods 1,584.2 0.3

Sub total 403,478.0 67.7

Equipment 
consumption

Lighting 21,600.0 3.6
Fork lift 27,120.0 4.5
Vertical 

conveyor 72,000.0 12.1

Elevator 72,000.0 12.1
Sub total 19,2720.0 32.3

Total 596,198.0 100.0
Observed consumption 634,824.0 -

(Observed/model) 106.5%

Table 7. Power consump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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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 실제사용량은 106.5%로 분석되었으며, 이
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탐색하기 하여 국내 물류

센터 련 산학연 문가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

다. 논의 결과 모형과 측값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은 ⅰ) 기계 이지 않은 근로자 작업의 임의성,  ⅱ) 창
고 내부온도의 미세한 변화, ⅲ) 물류활동의 특정 시간 
집 으로 인한 외부온도  지역 평균기온 등 일부 가정 

사항과의 차이 발생, ⅳ) 기계설비 부하량에 따른 력소
비 미 고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차이는 근로자의 작업숙련도를 높이고, 허용

된 냉동․냉장창고 출입문 개방시간 내에 작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물류활동별 경제  처리 물동량을 

수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열역학 이론을 기반으로 물류센터의 

표  기에 지 소비량을 열량손실과 기계설비의 력

소비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모형을 제시

하 다. 그  냉동․냉장창고의 열에 지 소비는 외벽

의 열량 소비, 물류활동 시 출입문 개방으로 인한 열량 
소비, 취 물품의 열량 방출로 구성되었고, 기계설비의 
기에 지 소비는 각종 기계설비의 공률과 가동시간으

로부터 체 기계설비의 력소비를 산출하 다. 한, 
동종업계의 설문을 통해 최  운  상태인 D물류센터를 
선정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모형을 검증하 다. 국내 물
류센터 산학연 문가 논의를 통하여 모형과 측값과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탐색하 다. 단, 원인별로 정
량 인 차이를 밝 내는 일은 추후 연구로 진행하기로 

한다. 
모형에 의한 이상 인 기에 지 소비량 비 D물

류센터의 소비량은 냉동기에 의한 열량 손실 67.7%, 기
계설비에 의한 력 소비 32.3%로 구성된다. 그  외벽
의 열량 손실 비 이 가장 높고, 물류활동 시 출입구에서 
소비되는 열량이 그 다음으로 분석되었다. 비슷한 유형
의 물류센터에서도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일 것으로 

단된다. 그러므로 물류센터의 에 지 감을 해서는 

단열성이 좋은 재료로 벽체를 구성하고,  물류활동 시 출
입문의 공기 류를 감소시키는 것이 건이다. 여기에 

더해 결과 분석 과정에서 진단된 다양한 에 지 비효율 

항목에 한 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물류센터 기에 지 표

 소비모형은 물류센터의 구조  활동 특성에 근거하

여 기에 지 소비를 정량 으로 산출하고 평가할 수 

있다. 한, 다양한 설명변수의 도입을 통하여 분석 과정
에서 기에 지 소비효율을 진단할 수 있다. 이러한 모
형의 특성은 물류센터를 운 하는데 있어서 기에 지 

감을 한 효과 인 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큰 도

움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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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 서울과학기술 학교 

철도 문 학원 (경 학석사)
•2011년 3월 ~ 재 : 서울 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통물류 공 박사

수료

< 심분야>
신재생에 지, 교통물류 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