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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 특성을 반영한 컨테이너 정보시스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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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sign of the Container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Reflects 

the Port Logistic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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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항만물류는 그 특성상 global visibility와 traceability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항만물류에 적용된 전통적
인 RFID기술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최근의 IP-USN 또는 M2M과 같은 기술들은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와 대량의 컨테이너가 장치되어 있는 항만물류 거점에서는 폭발적인 통신량으로 인한 문제가 발
생한다. 또한 최근의 항만물류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요구하
고 있다. 이러한 요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IP-RFID 기반의 스마트 항만물류서비스시스템을 제안
한다. IP-RFID 기반의 스마트 항만물류서비스시스템은 스마트 RFID 태그와 센서, 그리고 인터넷에 연결해 주는AP를 
태그와 분리하여 통신 문제를 해결하였다. 온도센서, 습도센서, 충격센서, GPS 등이 연결된 태그는 컨테이너에 부착
되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어 글로벌한 추적과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제어 : IP-RFID, RFID 태그, 항만물류, IT 융복합, 서비스 플랫폼

Abstract  The nature of port logistics requires global visibility and traceability. However, the traditional RFID 
technology still applied cannot meet these demands. IP-USN and M2M in port logistics have faced challenges 
of the prerequisite of network composition and immense communications at the base where a grand number of 
containers are installed. To resolve the issue, this study suggests an IP-RFID-based smart port logistics service 
platform. The IP-RFID-based port logistics service system resolved the communication problem by separating 
the RFID tag and AP, which allows internet connection, from the tag. The tags connected with thermo-sensors, 
humidity sensors, pressure sensors, GPS, etc. are attached to the containers insuring global visibility and 
traceability, key factors in logistics, by obtaining desired real-time information regardless of time and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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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 으로 요한 항만을 보유한 독일과 미국 등은 

기통신과 컴퓨터를 결합한 고도의 새로운 사회기반을 

형성하는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컨테이  화물 

리체계의 효율화, 항만 운 정보체계 개선 등 물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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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개선을 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 기업들의 

로벌화로 인해, 로벌 물류 리체계의 효율성은 기업

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1, 2].

범국가 인 로벌 경 을 추구하면서 세계 인 생산 

· 물류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물류분야 체에서의 경쟁력 

있는 경 활동을 한 SCM(Supply Chain Management)

이 요하게 된 것이다. 즉, 물류 리의 투명성 제고, 물

류비용 감  기업 경쟁력 향상, 물류정보의 신속성  

정확성 등의 측면에서 컨테이  화물 치  상태에 

한 실시간 정보의 효율  리 활용에 한 인식이 증

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항만물류의 효율화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처리로 개별기업에게는 로벌 

SCM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국가 으로는 국가

물류와 항만시설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투자비용을 

감하고 물류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켜 항만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항만은 량의 해운운송과 소량의 육상운송의 간거

으로 운송 수단의 환  버퍼기능을 수행한다. 물류, 

생산, 생활  국제교역기능과 배후지의 경제발 을 

한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 인 공간인 항만은 

그 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재 항만물류분야에서

의 RFID/USN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Ubiquitous 

Sensor Network)기술은 한정된 공간에서 용되고 있

다. 즉 항만물류 체 로세스에의 용은 기술  한계

를 극복해야만 한다. 최근 이를 해 컨테이 에 RFID를 

부착하여 컨테이 의 치를 로벌하게 추 하고 모니

터링하기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리더기(Reader)가 

반드시 필요한 기존의 RFID 기술로 컨테이 의 이동을 

추 하려면  세계에 리더기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센서 네트워크와 결합한 RFID 기술을 응용하고 있다[2, 3].

그러나 이러한 USN(Ubiquitous Sensor Network)기

반의 기술은 센서 네트워크가 모두 구성되어 있어야 한

다는 제가 있고, 특히 container terminal 이나 container 

yard와 같이 량의 컨테이 들이 집 되어 있는 공간에

서의 USN과 같은 M2M(machine to machine communication)

방식은 통신 인 라 측면에서의 많은 문제 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로벌한 컨테이

의 치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기 해서는 항만물류 특성을 고려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반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2

장에서는 RFID, USN, IP-USN 등의 련기술과 연구동

향에 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항만물류가 가지는 특성

과 선진 항만들의 정책에 해 소개한다. 4장에서는 망 

속 장치인 AP(Access Point)와 RFID 태그가 분리된 

태그 시스템에 해 제안하고, 이들의 하드웨어  소

트웨어 구조에 해 제시한다. 그리고 태그로부터 수집

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한 랫폼에 한 개념  구조

를 제시하 다. 

2. RFID, USN, IP-USN

단방향 인 화물의 치 추   상태 모니터링으로

는 다양한 항만물류 주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를 들어, 험물 운송의 경우 화재나 폭발과 같은 사

항에서는 이에 처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컨테이 에 부착되는 태그나 센서는 단방향 

통신이 아닌 양방향 통신이 필요하다. 한 태그나 센서

의 기능도 쉽게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도록 원격으로 태그나 센서를 제어할 수 있어

야 한다는 것이다. 한 양방향 통신을 쉽고 경제 으로 

구 하기 해서는 IP(Internet Protocol) 인 라를 활용

이 요구된다. IP를 기반으로 하는 디바이스와 센서가 필

요하다. 

항만물류는 그 특성상 global visibility와 traceability

가 요구된다. 그러나 재까지 항만물류에 용된 통

인 RFID기술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최근 

IP-USN 는 M2M과 같은 기술들을 항만물류에 용하

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

은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제와 량의 

컨테이 가 장치되어 있는 항만물류 거 에서는 폭발

인 통신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 한 최근의 항만

물류 련 이해 계자들의 요구는 보다 극 인 응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2.1 RFID

정보 달의 고속화를 해서는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

하는 방법의 자동화가 필수 이다. 이를 실 하는 기술

을 일반 으로 자동인식  데이터 획득(AIDC: Automatic 

Identification and Data Capture) 기술이라 하며 AID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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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기술이라 할 수 있는 RFID/USN은 사람의 작업이

나 단을 궁극 으로 배제하고 상품이 갖는 정보를 자

동 으로 취득해서 온라인으로 련 정보를 처리하는 자

동처리 시스템 구 의 핵심요소기술이다[4]. 

RFID는 1970년 부터 실용화를 한 기 기술의 연

구개발이 시작되어 1980년 에 들어와 제조 장에서 물

류 리 자동화 등에 응용되기 시작하 다[5, 6, 7]. 90년

 반부터 각 응용분야에 해 ISO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에서 국제 표 화가 논의

되어 본격 인 실용화의 기반이 갖추어지기 시작했다.

RFID 미들웨어란 이 기종(heterogeneous) RFID 시스

템에서 발생하는 량의 태그 데이터를 수집, 필터링하

여 의미 있는 정보로 요약, 응용 시스템에 달하는 시스

템 소 트웨어이다 [8]. RFID 미들웨어를 사용하는 이유

는 리더 인터페이스 제공, 이벤트 필터링 그리고 표 화

된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한 것이다. 

센서 네트워크 랫폼은 UC Berkeley에서 개발한 이

벤트 기반의 운 체제인 Tiny OS, 런타임시, 수정이 필

요한 모듈의 업데이트가 가능한 UCLA의 SOS, 주변 환

경에 맞추어 자동 으로 학습하고 재설정과 업그 이드

를 통해 주  환경에 최 으로 응할 수 있는 진화 능력

(evolvability)의 특징을 가지는 ICU의 ANTS (An evolvable 

Network of Tiny Sensors), 그리고 ETRI의 NanoQplus

등이 개발되고 있다. 센서 네트워크 랫폼에서 요한 

이슈는 서로 다른 센서 네트워크를 통합 으로 리하고 

다양한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랫폼에 한 요구이다. 

다양한 센서 네트워크 물리 인 라 기술의 연동을 지원

하는 로벌 액세스망과 이 기종 센서 네트워크들의 

로벌한 정보 공유 표  인 라를 포함하는 랫폼으로 

EPC의 센서 네트워크 랫폼이 있다. EPC 센서 네트워

크 랫폼은 RFID와 USN의 통합 인 라스트럭처이기

도 하다[9]. 

서비스 랫폼이란 응용 로그램을 개발하는 입장에

서 서비스 별로 따로 개발하는 것이 아닌 서비스에 공통

으로 필요한 서비스 구성 요소를 찾아서 공통된 서비

스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공통되는 특징과 서비스들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들과 서비스들을 재사용하여 서비

스 개발의 편의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10,11]. 서

비스 랫폼은 네트워크와 하드웨어 장치, 무선 네트워

크에 독립 이 소 트웨어 랫폼을 제공하여 일 된 방

법으로 응용 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소

트에어 랫폼을 제공하는 것이다[12]. 

2.2 USN

Sensor network는 기본 으로 sensor node와 sink 

node로 구성된다. 센서 네트워크 내의 각각의 sensor 

node에서 얻은 데이터는 sink node로 수집되어 인터넷 

등 외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센서 

노드는 가의 소형 력 장치로 센싱을 한 센서, 

센싱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기 한 ADC (Analog 

to Digital Convert), 데이터 가공 처리를 한 로세스

와 메모리, 원 공 을 한 배터리, 그리고 데이터 송수

신을 한 wireless transceiver 등으로 구성된다. USN 

(Ubiquitous Sensor Network)은 기에 자태그를 통

해 개체를 식별하는 단계에서 센싱기능을 부가해 환경정

보를 동시에 취득하는 단계를 거쳐 태그 상호간 통신으

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능이 은 다른 태그를 제어

하는 단계로까지 발 하 다. USN기술은 태그, reader, 

middleware, application service platform 등을 심으로 

유무선망을 이용한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RFID 태그가 소형화· 가격화 됨에 따라, 사물인식

(object recognition)  USN과 함께 용하는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13,14,15,16,17].

 

2.3 IP-USN

IP-USN (Internet Protocol-Ubiquitous Sensor Network)

은 기존의 IP 인 라를 기반으로 범 한 확장성을 제

공하고 센서 노드, gateway  싱크 노드의 이동성을 보

장하는 USN서비스이다[17,18]. 특히 IP-USN은 인터넷 

인 라와 연계해 원하는 장소에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를 

수행 에 있다. 센서 네트워크에 IP를 용하는 것은 동

일 PHY/MAC 계층에서 운 되는 센서 네트워크에 IP를 

기반으로 최소한의 네트워크 운 과 기존 유무선 네트워

크와의 유연한 연결성을 제공하기 함이다. 센서 네트

워크에 용되는 IP 기술은 유무선 네트워크에서 충분히 

검증된 기술로 센서 네트워크와 기존 PC간에 용이 용

이하고 개발비용에 한 복 투자비용의 감을 가져온

다. ZigBee가 소규모 센서 네트워크에 합하다면 

IP-USN은 규모 네트워크에 유용하며 기존 인터넷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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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와 바로 연계되는 장 이 있다[19]. IP-USN에서는 

IPv6 규격을 센서 네트워크의 특성에 맞게 용시켜 기

존의 인터넷과 효과 으로 연동한다. 

컨테이 의 치와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하기 

한 국외 연구는 연구실 수 에서 개념  설계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국외에 비해 보다 활발한 연

구가 정부의 지원 아래 진행되고 있다. 그  일체형 태

그 시스템의 경우,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서서 서비스

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분리형의 경우, 개념  설

계가 보고된 바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태그에 GPS 모듈

을 내장하고 있는 형태로, 태그 자체의 애 리 이션이 

무겁고, 기존 항만에서 사용되고 있는 433Mhz 태그를 그

로 사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다[2].

3. 항만물류의 특성과 정책 

항만물류는 항만을 통한 화물의 물류 즉, 수출입 컨테

이  물류이다. 따라서 항만물류는 화주 공장, CY(Container 

Yard), ICD(Inland Container Depot), Container Terminal 

등 다양한 물류거 이 로벌하게 치하고 있으며, 육

상  해상운송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항만물류 주체

들의 global visibility와 traceability에 한 요구가 증가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2001년 911테러 이후 안 과 보안업

무를 총 하는 국토안보부 (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창설하고, 해운보안법, 항만보안법, 911 테러

방지권고이행법률 등을 연이어 제정하는 등 자국에 한 

테러 을 원천차단하기 해  방 으로 물류보안

체계를 강화하 다. 2012년부터는 미국으로 반입되는 무

든 컨테이  화물에 해 운송 도  컨테이 가 개폐되

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미국 세 이 인정한 보안

장치를 장착해야만 미국 내 반입을 허락하는 법률도 통

과시켰다.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은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국제선박  항

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조항  권고사항까지도 의무화

한 ‘해운  항만시설 보안규정’을 제정해 물류보안을 강

화했다[2]. 한 세계 세기기의 기업 물류보안제도이행

에 역 을 둔 물류보안규칙을 입법화하여 시행하고, 수

입화물 검색 시스템을 구축 운 하는 등 물류보안강화를 

한 노력을 꾸 히 펼쳐오고 있다.  

이 듯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들은 보안조치 강화와 

더불어 물류흐름의 해를 방지하고 끊임없는 물류정보

를 획득, 추 하기 한 자 인  스마트 컨테이  개

발과 기술 표 화 등 련 연구 개발 사업에 투자 확 는 

물론 시장선 을 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항만물류의 로벌한 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

기 해서는 RFID와 같은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 를 들면 개별 국가에서 구축한 RFID 시스템은 

상호간에 연동이 되지 않아, 정보의 공유를 해선  세

계에 하나의 서버만 존재해야 하며, 기존 RFID 시스템으

로 global visibility와 traceability구 하기 해서는 모

든 국가의 항만에 RFID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실 으로 불가능하다. 컨테이  화물을 분실하여 다른 

지역 항만을 통과 하여도 국가 간 정보가 공유 되어 있지 

않으면, 도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IP 태그 시

스템은 태그에 ‘What + Where 정보’가 장되어 있기 때

문에, 국가 간 별도의 정보 공유가 필요 없이 global 

visibility와 traceability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항

만물류에서는 IP 기반의 기술이 요구된다.

4. IP-Tag 기반 컨테이너 물류정보시스템 

설계

항만물류의 흐름상에서 보면 AP(Access Point)는 운

송 에는 운송수단인 컨테이  트럭과 컨테이  선박에 

는 컨테이  장치장이나 컨테이  터미 과 같은 물류 

거  상에서는 커버리지를 고려한 셀에 하나씩 두고 컨

테이 에 부착된 태그로부터 송되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목 지로 송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컨테이  

내부에 온도, 습도, 충격, 도난분실방지를 한 도어개폐 

등의 센서를 설치하고 이들 센서 정보를 취합하는 RFID 

태그를 컨테이 에 부착하는 것을 제안한다. RFID가 부

착된 컨테이 는 기차나 트럭 그리고 선박을 통해 세계

로 운송되게 되며, 이들 이동 인 컨테이 는 그 운송수

단 즉, 기차나 트럭, 선박 등에 컨테이 에 부착된 태그와 

통신하기 한 AP가 부착되어 태그와 AP간에는 RFID 

통신을 통해 정보를 송수신하게 되고 AP는 사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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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망을 이용해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장치장에서는 하나

의 고정형 AP가 다수의 컨테이  즉, 컨테이 에 부착된 

태그들과의 통신을 담당하는 분리 형태이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컨테이 의 치  상태

를 악하여 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송하기 컨테이

용 태그는 크게 인터넷 속을 한 통신 모듈을 태그가 

가진 일체형과 태그와 분리된 분리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Fig. 1] Integrated and Separated Tag System

태그와 통신모듈 즉, 와이 이 는 CDMA와 같은 이

동 통신망에 속하기 한 모듈이 결합된 태그는 별도

의 AP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망에 속하여 정보를 송

할 수 있다. 이러한 태그들은 USN 는 M2M과 같은 형

태로 인터넷에 속할 수 있는 IP를 가지고 있다. 

한편 분리형 태그는 별도의 AP를 통해서만 와이 이 

는 이동 통신망에 속할 수 있는 것으로 태그와 AP간

에는 RF(Radio Frequency)를 이용한 정보통신을 하고 

태그로부터 송 받은 정보를 AP가 인터넷을 통해 목

지로 정보를 달하게 된다. 일체형 IP-RFID의 경우, 

IP-USN과 같은 문제 을 지닌다. 즉, 컨테이 가 집 된 

container yard나 container terminal과 같은 경우 많은 

태그들이 동시에 인터넷에 속하기 해 시도하게 되고 

이럴 경우 비효율 이고 비경제 인 통신뿐만 아니라 

속 기  실패로 인해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시간에 즉 

실시간 정보의 획득이 어려워 질 수 있다.

구  측면에서 보면 일체형 시스템이 보다 간편하며 

한 시장 진입 측면에서도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

나 일체형인 경우, 크기가 크고 력 소모가 많으며, 운  

유지에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분리형의 경우, AP는 사

회  인 라로 취 될 수 있어 구축비가 감되며, 태그

도 기존의 433Mhz RFID를 그 로 수용할 수 있으며 

력 소비도 크게 어든다. 그러나 구  측면에서는 분리

형 시스템이 복잡하며 특히 IP 기능을 부여하기 해서

는 하드웨어  소 트웨어의 설계가 요하다. 

4.1 IP-Tag와 AP

[Fig. 2] Hardware Architecture

[Fig. 2]에서와 같이, 태그와 AP를 분리하여 컨테이  

물류정보를 수집하고 한 기존 RFID의 기술  시장을 

그 로 수용하기 해 분리된 IP-Tag에는 기존의 

433Mhz RFID를 그 로 사용하 다. 어 리 이션  컨

테이  내부 온도, 습도, 충격, 개폐탐지 등의 센서를 제

어하고 이들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기 한 

MCU(Micro Control Unit)가 필요하다. 그리고 AP에는 

태그와 433Mhz로 통신하기 한 433 RF(Radio Frequency), 

성좌표 수집을 한 GPS, 그리고 이더넷 는 

WCDMA 망과의 통신을 한 모듈과 처리를 한 MCU

가 있어야 한다. 한 AP는 트럭, 기차, 선박 등 여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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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운송되는 컨테이  물류의 특성을 감안해 볼 때, 

트럭, 기차로 육상을 이동 인 컨테이 와 선박을 이용

해 해상운송 인 컨테이  즉, 이동 인 컨테이 의 데

이터를 태그로부터 수집하여 사용자에게 송해 주기 

한 AP와 컨테이  터미 , 컨테이 장치장 (ODCY: Off 

Dock Container Yard), 내륙컨테이 기지(ICD: Inland 

Container Depot) 등 물류거 에 장치 인 컨테이 의 

정보를 수집하여 송해 주기 한 AP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즉, 이동 인 컨테이 의 태그 정보를 사용자에게 

송해 주기 한 AP는 WCDMA 망을 이용하여 사용자

에게 해당 태그가 부착된 컨테이 의 정보를 송하기 

해, 장치 인 컨테이 에 해서는 SP(Smart Point)

가 이더넷을 통해 사용자에게 컨테이  정보를 제공한다. 

SP에는 RFID 리더기 기능에 이더넷 통신과 IP-RFID 통

신을 한 로토콜  장치장에 장치된 다수의 컨테이

 즉, 여러 태그들과의 동시통신제어를 한 기능들을 

부가하 다.

수출지에서 수입지까지의 물류흐름에 따라 살펴보면, 

먼  수출지의 화주 공장에서 화물 입을 마친 컨테이

는 트럭 는 기차에 실려 내륙컨테이 기지나, 컨테

이  터미 로 운송된다. 이때 IP-Tag는 트럭이나 기차

에 부착된 AP와 433Mhz RF 통신을 이용하여 컨테이  

내부의 온도, 습도, 충격 등의 센싱 데이터를 AP로 송

하고 AP는 이동통신망인 WCDMA망을 통하여 서비스 

랫폼으로 데이터를 송해 다. 컨테이  장치장이나 

컨테이  터미 에 도착한 컨테이 는 장치장 는 터미

의 야드에 설치되는 AP에게 역시 컨테이  내부의 센

싱 데이터들을 송하고 AP는 이더넷망을 통해 센싱 데

이터를 계해 다. 

AP는 운송 인 컨테이 나 장치장에 장치된 컨테이

의 센싱 데이터에 AP의 GPS 데이터와  IP 주소를 추

가하여 서비스 랫폼으로 송한다. 장치 인 컨테이

를 선박에 하하면 컨테이 에 부착된 IP-Tag는 선박

에 설치되는 AP와 433Mhz RF통신으로 데이터를 송

하고 선박의 AP는 선박에서 기 사용 인 성인터넷통

신을 이용하여 서비스 랫폼으로 데이터를 송하게 된

다. 수입지에서부터는 역순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4.2 네트워크 프로토콜 및 소프트웨어 구조 

본 연구의 IP-Tag와 AP에 사용되는 로토콜은 [Fig. 

3]과 같다. 양방향 통신을 해서는 통신을 한 양자간

에 식별할 수 있는 주소가 필요하다. 각 디바이스 마다 

고유의 식별번호 즉 IP 주소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IPv6(Internet Protocol version 6)를 용하여 AP가 IP 

주소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하 는데, AP는 IP-Tag 의 

ID와 자신의 IP 주소를 조합하여 IP-Tag의 IPv6 주소를 

생성하게 된다. 즉, AP는 네트워크 상에서 게이트웨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다.

IP-Tag에 사용되는 OS(Operating System)는 uC를 

사용하여, 6LowPan을 따라 네트워크 로토콜을 구성한

다. AP는 Linux 기반 에 태그와 통신하기 한 L1, L2, 

L3를 설계하고, 사용자 측에는 이더넷과 IP 로토콜을 

용하 다.  

[Fig. 3] Software Architecture

4.3 서비스 플랫폼

[Fig. 4]에서는 서비스 랫폼의 개념  구조도를 보

이고 있다. 주요 모듈별 기능은 Inbound TAG Interface

는 태그 데이터를 수신하여 Inbound Message Que에 

장하고, .Outbound TAG Interface는 Outbound Message 

Que에 장된 메시지를 읽어서 해당 Tag로 송한다.  

Spatial Event Generator는 Inbound Message Que로부터 

태그 데이터를 받아 태그의 물류거 치 정보를 생성하

고 Cargo Situation Generator는 태그로 부터 수신된 온

도, 습도, 충격 등의 화물상태정보를 기록한다. Continuous 

Query Processor는  태그로부터 수신된 데이터가 사용자

가 등록해 놓은 조건을 만족하는를 검사하여 조건을 만

족하는 데이터가 수신되었을 때는 사용자에게 태그로부

터 수신된 데이터를 가공하여 달한다. 수신된 데이터

가 사용자의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가 아닐때는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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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에서 삭제하여 태그로부터 수신되는 많은 데이터를 

보 해 두지 않게 된다. 일반 인 RFID 미들웨어의 경우 

수신된 데이터를 모두 보 하게 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  

[Fig. 4] Conceptual Architecture of Service Platform

이와 같이 항만물류 서비스 랫폼의 기술  특징은  

첫째, 태그로부터 발생되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장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질의(query)를 데이터

베이스에 장 한 후, 해당 정보를 메모리에 모두 올려 

운 을 한다. 장된 질의에 해당되는 즉, 클라이언트가 

심을 갖고 있는 태그로부터 모니터링의 상이 되는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여 해당 정보를 수신하 을 경우, 

서비스 랫폼은 해당 정보를 분석하여 클라이언트에게 

발생한 이벤트의 정보를 알려 다. 이와 같이 통 인 

DBMS (Database Management System)에서는 데이터

가 구 (persistent)이고 질의가 일시 (transient)이지

만 DSMS (Data Stream Management System)에서는 

질의가 구 이고 데이터는 일시 이다. 클라이언트의 

질의는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로 표 되는 

것이 아닌 XML (eXtendible Mark-up Language)로 표

된다. 클라이언트가 XML로 표 된 질의를 서비스 

랫폼에게 등록을 요청하면 서비스 랫폼은 이를 싱

(parsing)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다수의 태그로

부터 수신되는 정보의 양은 엄청나다. 따라서 태그로부

터 수신되는 정보들은 클라이언트가 모니터링하기 원하

는 태그에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 을 때만 처리하고 클

라이언트가 심이 없는 일반 인 상황은 모두 삭제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장공간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

둘째, 통 인 DBMS와 클라이언트간에는 동기식 

모드로 통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서비스 랫폼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질의를 서비스 랫폼에 등록을 하고 나면, 

랫폼과의 속을 유지하지 않는다. 서비스 랫폼은 

수집되는 태그들의 정보를 분석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송해야 할 이벤트가 있을 경우, 해당 클라이언트와의 통

신 속 시도하여 해당 정보를 송하는 비동기식 모드

로 동작한다.

셋째, 서비스 랫폼은 수신된 태그 데이터가 클라이언

트가 요구하는 특정 이벤트인지를 비교하기 해 디스크

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지 않고, 디스크 데이터베이스

와 데이터의 일 성을 유지하고 있는 메모리상의 데이터

와 비교하여 처리한다. 즉 in memory database 

management system이다. 서비스 랫폼이 운 을 한 

데이터를 디스크가 아닌 메인 메모리에 모두 올려서 서

비스를 수행하게 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로벌하게 이동하는 컨테이 에 한 

실시간 치  컨테이  상태 정보를 추 하기 한 태

그와 AP를 설계하고 이들을 통해 사용자에게 정보를 직

 제공하기 한 시스템을 제안하 다. 재 설계를 완

료하고 이를  구  에 있다. 구 이 완료되면 실증 테

스트를 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성공 으로 개발

되면, 항만물류 이해 계자들이 비용으로 실시간 항만

물류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로벌 SCM 측면에서 정확한 물류 정보의 실시간 획득

은 매우 요하다. 운송 인 재료나 부품의 치나 상태

에 한 정보는 해당 기업의 생산  매 계획 수립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며, 이러한 물류 정보는 체 

SCM 측면에서는 그 효과가 더욱 크다 하겠다. 항만

물류는 그 특성상 로벌한 치 추   화물 상태의 모

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를 해 통 인 RFID는 리더기

를  세계에 설치하기가 실 으로 불가능하므로 새로

운 기술이 필요하다. 한 USN이나 IP-USN의 경우에는 

네트워크가 모두 존재해야만 하는 제가 필요하며, 

량의 컨테이 가 장치(stock)되어 있는 container yard에

서는 비효율 이고 폭발 인 통신량이 발생하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인터넷과의 통신을 담당하는 기능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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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리한 분리형 IP-RFID 기술이 항만물류에는 합하

다. RFID에 IP 기능이 용된 태그는 양방향 정보 교환

이 가능해 지고 한 시스템이 태그를 통제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메모리와 로세스를 탑재한 태그는 어떤 

기능의 소 트웨어를 탑재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

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스마트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 최

근의 항만물류는 다양한 이해 계자들의 많은 요구와 

심의 상이 되고 있다. 미국은 911사건 이후 자국에 들

어오는 모든 화물에 한 보안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IP-RFID는 화주, 선사, 운송

사, 컨테이  터미  등과 같은 직 인 주체뿐만 항만

당국, 세 , 출입국 리소, 검역소 등 다양한 이해 계자

들이 그들의 목 에 따라 참여하고 있다. 지 까지는 이

러한 다양한 이해 계자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실시간으

로 제공하기는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IP-RFID 

기반의 서비스 랫폼은 이러한 이해 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기반의 정보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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