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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논문의 목 은 재고 리를 한 RFID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합한 비용을 

산출하여 경제성을 평가하고, SCM 환경에서 생산시  재고 리 모형을 설계하는 것이다. 

경제성 분석은 변화하는 태그의 가격에 따른 총 생산 순이익을 기 으로 하 으며, 기투자가 

필요한 시스템에 용될 수 있게 결정 모델을 설정하 다. 재고 리 시스템은 900MHz 역의 

수동형 태그를 사용하는 RFID 리더와 4개의 안테나를 이용하여 구 하 다. 그 결과 

태그가격의 한계치 설정에 따른 구  시스템의 도입을 결정하는 도구를 개발하 으며,  

안테나의 방향성 있는 배치에 의해서 성공 인 재고 리 시스템을 설계하 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development of a stock control system of POP system design 

based on RFID in SCM and its economic efficiency. A stock control system is proposed 

for 900MHz passive type RFID system. The RFID system is composed of a RFID reader 

and four antennas to read the tag IDs. A cost estimation model is adapted based on the 

total product profit by various tag prices. The result of the economic efficiency analysis 

can indicate any invested model for the automation system which have initial investment 

should be used. This solution indicates the limit of the break even point according to the 

input. And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stock control can be developed by RFID readers 

and passive tags with directional arrangement of several antennas. Also, the economical 

evaluation model can be a decision method for company to adapt the new developed system. 

키워드：경제성평가, 재고, RFID, 생산시 리

Economic Evaluation, Inventory, RFID, POP

www.calsec.or.kr

http://dx.doi.org/10.7838/jsebs.2014.19.1.001

1)

*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Dankook University(jaecho@dankook.ac.kr)

2013년 09월 24일 수, 2013년 11월 21일 심사완료 후 2013년 12월 09일 게재확정.



2  한국 자거래학회지 제19권 제1호

1. 서  론

최근 정보기술의 발 은 여러 분야에서 변

화를 가져왔다. 발 된 기술은 기업 운  방

법을 효율화 하여 업무 방식의 개선과 리 

기술의 발 을 가져오게 하 다. 새로이 두

된 유비쿼터스 환경은 업무 공정을 더욱 효

율화 하여 제조업 분야에 많은 발 과 개선

을 가져오게 하 다. 공 사슬 리(Supply- 

Chain Management)에서 재고 리는 자원의 

낭비요소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제품 원가를 

합리화 할 수 있는 요 공정이다. 이의 실

을 하여 정보체계의 용이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여 많은 업체들이 ERP 시스템을 이용

하여 재고 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실제 장

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동화가 여의치 

않아 용에 실패하고 있다.

성공  재고 리 시스템이 구축되는데 있어

서 가장 큰 장애물은 재고 담당자가 수작업으

로 재고를 악하여 직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락과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생산계

획을 수립하는 시 에서의 재고정보가 어느 

시기의 정보인지가 불명확하여 원자재에 한 

재고수 을 악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

다[14]. 따라서 효율  재고 리를 하여 체계

인 재고 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

러한 실시간 재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

템으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를 이용한 POP(Point of Production) 시스템이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POP 시스템은 실

시간 생산시  리 시스템으로 생산계획에 

따른 정보 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집

계, 분석을 가능  해 으로써 계획 비 실 , 

재고, 불출 등의 라인별, 공정별, 생산 황정보

를 실시간으로 감시 할 수 있는 생산 공정의 

정보화를 한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생

산 시간의 감소, 재고의 감소, 품질향상 등 제

품의 생산 소요시간을 감소하여 공정상의 불

필요한 시간을 감소하고 실시간 정보를 정확

하게 악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율 인 

제조 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RFID는 유비쿼터스 핵심기술이다. RFID

는 무선을 통하여 사물의 정보를 제공하며, 

센서네트워크를 통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연결

된다[2, 16, 18]. 제품을 빠르고 신속하게 출

고하기 해서 생산 완료된 제품을 출입문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입고하고 출고처리

를 하게 된다. 리자는 RFID 기술을 이용하

여 제품의 입출고 상황을 모니터링 하여 실

시간 재고 악이 가능하게 된다. RFID는 

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태그들을 일 으

로 읽어내며,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읽어낼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태그가 더욱 얇

고 작아지면서 렴한 태그의 등장으로 제품

에 부착하여 재고를 악하는 일이 가능하여

졌다. 재 자동인식 기능으로 바코드 등이 

사용되고 있지만, 바코드와 달리 멀리 떨어져

서 인식이 가능하며, 여러 개의 태그를 동시

에 인식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RFID 네

트워크를 통해 제품데이터나 물류정보를 자

동으로 수집하여 분석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의하여 SCM이 가능하게 되어 제품

의 재고 악이 용이하게 되었다.  

제품의 완성된 제품의 치를 악하기 

해서 치 추 이나 상황 단에 련한 많

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8, 10]. 이동체의 동

경로의 치 추 에 한 연구는 많이 수

행되고 있으나[1, 3, 18], 상에 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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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 하는 것이 심 사항이기 때문에 정

확한 입출고 시 에서의 황 악의 어려움

으로 용이 용이하지 않다. 최근 자동차부품

공장이나 사출공장 등 물류센터에서 입출고 

황 리를 하여 RFID 기법을 용하는 

연구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5, 17]. 

SCM에서 용상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기업

의 이익을 창출하는 시도로 기 를 모으고 있

으나 실질 으로 RFID 기술의 도입과 확산

이 기 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6]. 

기업들은 RFID를 한 설비투자비와 소 트

웨어 구입비에 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특

히 모든 부품에 부착되는 태그의 가격인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 라 

가격의 인하가 없으면 바코드를 체하기가 

힘들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기업들의 의사

결정을 해서는 태그가격에 한 가격 

측과 RFID를 구축하기에 한 태그 가격

의 제시가 요한 결정 방법이라 할 수 있다. 

RFID 시스템 도입을 한 경제성 평가는 도

입사례들을 비교하거나 도입에 따른 운용비 

감 내역 등을 상하여 재고 리에 들어가

는 비용의 경제성을 검토하 다[11, 12]. 이러

한 경제성 평가 방법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

축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측이 불가능한 요

소들이 존재하며[13] 기업의 성격에 따라 

용 되는 요소들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

인 지표가 될 수 있는 수학  경제 모델

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재고 리를 한 RFID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수요자 측면에서 RFID 

시스템 비용을 산출하고 RFID 시스템 도입으

로 얻을 수 있는 기 효과를 수학  모델에 의

해서 제시하며, 설계된 시스템이 기존의 시스

템과 비교하여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증한다. 한, 생산시 에서의 재고 리가 

효율 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오작동 없는 

RFID 재고 리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다. 

  2. RFID를 이용한 재고 리 

시스템의 경제성 평가

2.1 재고 리 모델

본 연구에서 다루는 재고모델은 다음과 같

은 상황을 가정한다. 생산자는 여러 제품을 생

산  매하고 있으며, 하나의 제품을 정해진 

도매상(wholesaler)에 매하고 있다. 도매상

은 정해진 기간에 주문을 하며, 각 기간의 주

문량은 독립 이다. 주문량은 주어진 범  내

에서 유니폼하게 변화할 수 있는 랜덤 변수이

고, 생산자는 매 기간 정한 재고를 보유하여

야 한다. 이러한 가정과 상황의 재고 정책 모

델을 근시  재고정책 모델(Myopic Invento-

ry Policy)이라 하며, 추계학  방법으로 최

화 될 수 있다[9, 19].  

기간 시 에서 생산량을 , 재고량을 

이라고 하면, 시 의 총 재고 은  

이다. 을 기간 동안 주문량이라 하고 을 

매가라고 한다면, 총 단  기간에서 얻는 

총 매출은 ∧이 된다. 여기서 ∧는 

min{a, b}이다.

제품의 단 당 생산원가는 이고, 제품 단

당 용되는 RFID 태그 처리비용인 은 본 

연구의 모델에서 도출하고자 하는 결정변수이

며 RFID 설비의 도입이나 유지를 정당화 할 

수 있는 한계비용이다. 제품의 각 단 당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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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리비용으로는 가 소비된다. 한, 

제품 주문량에 비례하여 제품의 도난이나 

손 는 RFID의 오작동에서 오는 재고 감소 

비율을 로 정의하고, 는  로 

한다. 할인계수를 로 정의하면 다음과 식 (1)

과 같이 총 수익을 가로 정의할 수 있다[5].

 


∞

 ∧ 

 


  (1)

따라서 식 (1)을 최 화하는 재고 수 을 

정하고, RFID 시스템을 사용하 을 때와 사

용하지 않았을 때의 순이익을 비교하여 정 

RFID 리비용의 한계치를 계산하여 제시하

는 것이 경제성 평가의 목 이다. 

2.2 RFID 도입을 한 비용 산출

이  이고,    이므로, 

식 (1)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

  


   


 


 (2)

식 (2)는 식 (3)과 같이 정리된다. 

    


∞

 

  


 (3)

RFID 시스템 도입비용을 이라고 하면 

식 (3)을 다음 식 (4)로 쓸 수 있다.

       




∞



(4)

식 (4)의 은 추계학  함수이며, 

이 식을 최소화하는 최 의 재고량을 선택한다. 

선택한 변수들에 의해 RFID 시스템의 도입

과 후의 이익을 계산하여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손익을 비교하도록 한다.

총 재고()과 주문량()이 추계학 으로 

독립 이다. 주문량을 나타내는 함수가 연속

이라고 하고, 과 을 와 로 바꾸면 

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5)

주문량이 유니폼 랜덤 변수라고 하고, 구간 

 에 있다면 주문량 함수 는 


이다. 

의 1차 도함수 는 

이므로 식 (5)의 

분함수는 다음 식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6)

식 (5)를 라 하면 식 (6)에 의해서 

는 다음 식 (7)과 같이 쓸 수 있다.



SCM 환경에서의 RFID를 이용한 생산시  재고 리 시스템 설계  경제성 평가  5

   

 







 (7)

식 (7)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의 1차 

도함수  ′ 가 0이 되는 의 값을 구해야 
한다. 의 1차 도함수  ′ 는 다음 식 
(8)과 같다.

  ′    
 



(8)

의 2차도함수는 다음 식 (9)와 같다.

   ″       (9)

가 최소가 되는 정 재고량 를 

구하기 해서는 모든 조건에서 ″  ≥ 
이 만족되어야 하므로 ≥  이 되

어야 한다. 여기서 제품의 단 당 매가 

은 제품의 단 당 생산원가와 RFID 태그 처

리비용의 합인  보다 커야하며   

  ≥  에서와 같이 부등식이 

어떤 조건에서도 유지되므로,  ′   을 만
족하는 최소값은 존재한다. 식 (8)에 의해

서 최  재고량은 다음 식 (10)과 같이 쓸 

수 있다.

′  
 

      (10)

최  재고를 이용하여 순이익을 산정할 수 

있다.  ≤ ′이면 재생함수(renewal func-

tion)를 용하여 식 (4)는 다음 식 (11)과 같

이 된다[4].

     
′ 

     (11)

식 (11)을 이용하여 RFID 시스템이 구축

되기 의 순이익과 RFID 시스템 구축 후의 

순이익이 같게 되는 RFID 설비 유지비용을 

산출한다. 구축 의 RFID 설비 유지비용은 

0이지만, 구축 후의 RFID 설비 유지비용 

은 다수의 입력변수에 의해서 변화하기 때문

에 해석  방법으로 구할 수 없으므로, 수치

계산법에 의해서 구한다. RFID 설비 유지비

용 은 번째 반복에 의해서 얻은  
  값

을 입하여 최  재고 ′를 구하고 순이익 
 ′ 를 계산한다. 번째 반복에서 와 
 ′  , 두 순이익 값의 차를 라고 하면, 
가 허용치 이하가 될 때까지 계산을 반복

한다. 이 때 번째 RFID 설비 유지비용은 

다음과 같다. 

 
   

 

 ′ 
     (12)

여기서 는 무게함수이다. 가 허용치 

이하일 때 계산을 멈추고, 그 때의 값이 경

제성을 갖는 RFID 설비 유지비용의 최 값

이다. 

3. 생산시  재고 리 시스템 설계

생산 완료된 제품이 입고되면 담당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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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figuration of RFID System 

for Inventory Control

작업에 의해 검수를 하며, 검수가 끝나면 담

당자는 입고완료에 따른 입력 작업을 수행 

한다. 재고조사 시에는 여러 작업자가 시간을 

소비하여 입고리스트와 조 작업을 수행하

며, 작업상에 오류가 생기면 더욱 많은 시간

의 낭비가 래된다. 제품 출고 시에는 담당

자에 의해서 출고에 따른 입력 작업을 완료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입고, 재고조사, 제품 

완성품 입출고시 수작업에 의해서 발생되는 

오류와 산입력시의 공정 실수 등에 의해 

재고가 실제와는 다른 상황이 발생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난다. 여기서 발생되는 비용은 재

고 유지비용과 제품 도난과 손 등에 따른 

제품 감소 비용이다.  

SCM에서 RFID를 이용한 자동 재고 리 

시스템의 경우 작업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업 오류들을 하게 여 이 비용을 감

소할 수 있다. 실시간 재고는 통합 리 시스

템에 의해서 데이터를 공유하게 된다. SCM 

환경에서 RFID를 활용하면 정확한 재고 리 

시스템에 의한 명확한 원재료의 필요 시 과 

소요량을 측할 수 있다. RFID 시스템의 구

성요소는 <Figure 1>과 같이 리더기와 안테

나 호스트컴퓨터와 제품 이력이 기록되는 데

이터 서버이다. 

생산시스템에 리 사용되는 기술은 UHF 

(Ultra High Frequency) 역의 수동형 태그

가 이용되며 리더기는 인식범 에 들어온 모

든 태그를 인식하도록 되어있다. 그 기 때문

에 실제로 계수가 되지 않아야 될 제품의 태

그가 그 근처를 지나면서 불필요하게 리더기

에 의해서 인식될 경우, 계수 오류가 발생하

게 된다. 그러므로 리더기 설치를 효과 으로 

배치하여 불필요한 오류가 발생하거나 실제

로 제품이 인식되지 않을 가능성에 하여 

철 히 분석하여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RFID는 UHF의 역의 라디오 를 이용하기 

때문에 속에서는 가 반사되어 나오고 

액체는 장을 흡수한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

하여 창고 내에 리 터를 이용하여 제품이 

되도록 많은 안테나에 인식되도록 하고 외부

와 차단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창고 외부에

서 제품이 읽 져서 오작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완성된 제품은 정해진 경로를 통해서 

운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품의 흐름에 

한 방향을 단하기 하여 두 의 안테

나는 <Figure 2>와 같이 입출고 게이트에 

설치된다. 입출고 오류를 해결하기 하여 게

이트에 설치한 안테나는 방향성을 갖게 하고, 

안테나의 뒷면은 태그를 인식하지 못하므로 

게이트 입구에 한 의 안테나를 다른 방향

을 인식하도록 배치한다. 두 의 안테나를 

이용하여 각 네 개의 안테나에 한 태그의 

인식 시간과 상황에 하여 분석하여 단하

게 하여 제품의 입고  출고의 상황을 단 

할 수 있다.

<Figure 2>에서와 같이 한 의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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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 Antennas’ Layout for 

Inventory of Products

{Ant.1}과 {Ant.2}를 입고 쪽 게이트에 설치

하고 {Ant.3}와 {Ant.4}는 출고 쪽 게이트에 

설치한다. 제품에 부착된 태그가 게이트를 통

화하면서 순서 로 인식되지 않을 경우, 단 

보류 상태로 남게 된다. 그 외의 상황에 해

서는 정상 상태의 상품으로 인식된다. 

<Figure 3>은 각 태그별 재고 리 공정을 

보여 다. 게이트에 설치되어 있는 안테나에 

의해서 각 태그의 상황은 변화되며  단계

에서의 상황에 따라서 ‘입고’ 혹은 ‘출고’ 상

황으로 인식되어 재고 황을 단하게 된다.

   <Figure 3> Flow Chart for Stock

Control Process

제품이 생산되면 각 제품에 태그를 부착하

여 {Ant.1}에 인식되도록 한다. 태그가 인식되

면 제품이 입고 비가 완료된 것이며, 이어서 

{Ant.2}에 의해서 인식되면 제품은 입고된 것

이다. 제품이 차례 로 안테나에 인식되지 않

을 경우 태그의 상황은 정상상태가 아닌 것으

로 단된다. 즉 {Ant.1}에서 {Ant.2}를 거치

지 않고 {Ant.3}에 인식되면 비정상 인 상황

으로 인식된다. 제품의 상태는 4가지의 형태

로 단할 수 있다. 조립완성단계(C), 창고입

고상태(S), 출고상태(R)와 단보류(E)상태로 

구분된다. 단 보류상태에 있는 제품의 치

를 악하여 창고 내에 치한다면, 상태(E1)

의 경우는 입고되지 않은 제품이 출고 공정으

로 이동한 경우이며, (E2)는 안테나의 물리

인 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상태이다. 단보류

에 있는 제품에 해서는 출고 처리가 되지 않

도록 한다. 그 외의 상황에 해서는 정상상

태의 상품으로 인식된다. 최 로 입고 확인된 

상태(S)와 출고 상태(R)의 시간을 확인하여 

입고시간과 출고시간을 제품 데이터베이스로 

보내게 된다. 정상 인 상태의 태그 정보는 

<Table 1>에서 1 0 0 0 , 1 1 0 0 , 

1 1 1 0 , 1 1 1 1  4가지이다.

<Table 1> Context of Each Product

Tag1 Tag2 Tag3 Tag4 Context

1 0 0 0 C

1 0 0 1 E1

1 0 1 0 E2

1 0 1 1 E1

1 1 0 0 S

1 1 0 1 E2

1 1 1 0 S

1 1 1 1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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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lement Value for 

Calculating Expected Value  

<Figure 5> Calculation of RFID Tag Price

정상상태에 있는 제품에 해서는 단이 보

류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를 설치하

는 것이 요하다. 제품 입출고 시 반드시 게이

트를 거치게 하면 오인식률을  0%로 일 수 

있다. 한 동시에 여러 개의 태그를 인식하게 

하여 인식률을 확인하여 시스템을 구축한다. 

4. 경제성  시스템 설계 결과

4.1 경제성 검토 

시스템의 경제성을 검토하기 하여 추계학

 모델을 도출하 으며, 컴퓨터 로그램을 

통하여 결과를 확인하 다. 실험  변수 값은 

<Figure 4>와 같이 생산원가 를 5,000원으로 

설정하 고, 생산원가에 이윤 20%를 더하여 

도매비용으로 설정하 다. 할인율은 연 6%로 

하여, 할인계수 는 할인율로 계
산하 다. 재고의 손실  오류로 인한 제품 

감소율은 2%로 설정하 고, 재고유지 비용으

로는 연 20%를 소비하는 것으로 계산하 다.  

기 투자비용과 기 재고는 고려하지 않았다.

유니폼 분포의 범 는  으로 

계산하 을 때 최  재고는 9,756개 으며 기

 순이익은 첫 번째 주기에서 8,823,567원 이

었으며, 기  총 순이익은 가로 계산하 을 

때 (∞) 1,782,404,672원으로 계산되었다. 

이것은 RFID를 도입하기    일 때의 

기 이익이다. <Figure 5>에서는 RFID를 도

입하 을 때의 재고조사 비용은 0원이며 재고 

감소비율은 0.5%로 설정하 다. 이때의 최  

재고량은 9,740로 계산되었으며, 기  이익을 

도입 의 값과 같게 되는 RFID 태그비용 

을 수치계산 방법에 의해 근사값을 구하 다. 

이때의 제품 당 RFID 유지비용 은 65.6원

으로 계산되었다. 이 계산의 결과로 65.6원보다 

값이 큰 경우에는 수작업에 의한 재고조사

비용에 의해서 얻어지는 기 이익보다 RFID 

시스템 도입 후의 기  이익이 더 작다는 뜻

이 되며 반 의 경우 값이 작은 경우에는 

RFID 재고조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의 기 이익보다 더 커지게 되어 경제성이 있

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산된 은 경제성 

평가에서의 기 치가 된다.

<Figure 6>은 재고조사 비용을 제품 개당 

83원으로 책정 했을 때 RFID 비용을 5원씩 증

가 시키면서 기  순이익을 계산한 화면이다. 

결과는 <Figure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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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alculation of Expected 

Profit by Increasing Tag 

Prices

  <Figure 7> Expected Profit by 

Increasing Tag Prices

증가하는 태그 가격에 따라서 기  순이익

은 진 으로 감소하며, 최  재고량도 약간

씩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RFID를 사용

하지 않았을 때 기  순이익( ) 8,823,567

원은 태그 가격이 65원에서 70원 사이에 있

음을 알 수 있다. 

<Figure 8>는 재고조사 비용이 증가 할 

때, 한계치 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 이다. 재고 리에 들어가는 재고 유지

비용이 증가하면 한계치 값도 증가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재고 유지비용 가 40원일 

때, 한계치 은 55.6원 이었으며, 재고유지비

용 가 100원일 때, 한계치 이 69.4원이었

다. 이 가격은 2013년 재 900Mhz 수동형 

RFID 태그의 가격의 10배 이상의 가격이므

로 충분히 경제성이 보장된다.  

<Figure 8> Increasing RFID Cost by 

Increasing Inventory Cost

이것은 재고 유지비용이 많이 들수록 RFID 

시스템 도입이 더욱 많은 이익을 가져다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 다.

4.2 시스템 설계

SCM 환경에서 생산시 의 재고 리 시스

템을 구 하기 하여 UHF 수동형 태그를 이

용하 으며 입출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태그

의 상황을 인식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재고 상

황을 변경하는 모델을 설계하 다. XCODE- 

IU9003 고정형 리더기를 사용하으며, NFC 

(Near Field coupling)  FFC(Far Field cou-

pling) 동시 지원이 가능하고 910～914MHz 

주 수에서 신호를 인식하며 당 최고 650개

의 태그를 인식할 수 있다.

인식률을 테스트하기 하여 100개의 태그

를 안테나에 30cm, 1m와 2m 간격으로 떨어

뜨려 동시에 리더기에 인식하게 하 다. 리더

기는 4way 안테나를 작동시킨 상태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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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에 태그를 3m/min의 속도로 이동시켜 

보았다. 

30cm 간격에서는 100개의 안테나를 오류 없

이 동시에 인식하 다. 10번의 시도에서 100개

를 읽는 시간은 최소 2.2  최장 3.7 으며, 

평균 시간은 2.3 다. 각각의 실험에서 100

개의 태그  가장 많이 읽힌 태그는 16번 까지 

읽 졌다. 

1m 간격에서도 역시 모든 태그가 오류 없

이 인식되었다. 10번의 시도에서 100개를 인

식하는 시간은 최소 5.8  최장 14.5 으며 

평균 소요시간은 11.4 다. 

그러나 2m 간격 인식률 테스트에서는 10

번  5번의 실험에서 제한시간 120 를 넘

겨서도 100개의 태그를 완 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인식을 실패한 태그의 숫자는 5개, 2

개, 1개가 각각 2번, 1번 2번씩 이었다. 성공

한 5번의 횟수에서 인식 시간은 평균 115.2

다. 

실험 결과에 의해서 오류 없는 재고 리 

시스템을 해서는 출력과 감도가 큰 장치를 

사용하거나 최소 안테나의 1m 이내에서 태

그가 지나면서 읽힐 수 있도록 하며, 가능한 

구조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가까이 설

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설계된 시스템은 단일 품목을 

생산하며, 생산 과정에서 품질 검사를 완료하

여 재고 창고를 거쳐서 출고되는 품목으로 

한정하 다. 출고되는 품목은 박스 형태로 포

장되어 처리하며, 박스를 쌓았을 때 높이가 1

미터 이내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1미터 이상

에서는 인식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스

템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없다. 한 반드시 

100% 인식되는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업

무의 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설계 시스템에 의해서 각 태그는 상황에 

따라서 생산완료, 입고  출고로 인식되어 

업데이트 된다. <Figure 9>는 생산제품 별 

안테나 인식 횟수에 따라 상황이 완제품(C), 

입고(S1, S2), 출고(R)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입고에서 “S1”과 “S2”로 구분하여 

입구와 출구 게이트에 설치되어 있는 안테나

를 구분하여 출력하 다.

한, <Figure 10>과 같이 부품명이나 부

품번호에 의한 검색이 가능하게 하여 제품의 

황을 리할 수 있게 하 다.

<Figure 9> Tag Status by Number of 

Readers Recognition  

<Figure 10> Search by Product Name 

or Product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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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황 악을 해서 재 시 이나 검

색 시 에서의 재고를 검색할 수 있게 하 다. 

<Figure 11>은 입력 날짜별 입고  출고 

황과 재의 재고상황을 보여주는 화면이다.

 <Figure 11> Current State of Stock 

by Date

Start Date와 End Date를 선택하여 기간

별 재고 황을 악할 수 있도록 하 다. 필

요에 따라 주간별, 월간 재고 황을 악할 

수 있다. <Figure 12>는 기간별 재고 황 

악 화면이다.

 <Figure 12> Current State of Stock 

by Selected Period

이 시스템은 재고 리를 한 리 비용과 

손실과 분실에 의한 감소 비용을 여 생산

성을 향상하는데 활용한다. 

5. 결  론

기업의 RFID를 이용한 재고 리 시스템의 

도입을 결정하는 경제성 단 모델을 마련하

다. 근시  재고정책 모델에 단일상품(Myo-

pic inventory policy, single product) 문제를 

추계학  모델로 설정하여 RFID 유지비용과 

재고유지 비용 등을 변수로 하여 기  총이익

을 계산하고 비교하 다. 그 결과 시스템의 도

입 단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경

제  기  모델을 제시하 다.  

SCM 환경에서 재고 리 시스템을 설계하

기 하여 수동형 태그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태그의 상황을 인식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재고 

상황을 변경하는 모델을 설계하 다. 방향성 

있는 안테나를 배치하여 입출고를 리하도록 

하 고, 인식 오류를 시험하여 결  없는 시스

템을 설계하도록 보완하 다. RFID를 이용한 

재고 리 시스템은 개발된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자동으로 상황을 인식하여 창고에 입고되

는 시 과 출고되는 시 을 단하여 황과 

날짜,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악하게 하 다. 

부품별, 부품번호별 황과 일간 입출고 황

과 주간, 월간 등 기간별 입출고 황을 검색

하고, 재고의 변화와 흐름을 쉽게 악할 수 

있게 하여 생산계획과 연동하여 생산시  리

와 계획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다  상품의 추계학  모델에서의 경제성 

평가와 그룹 루 (Groop proof)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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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황 리 시스템의 개발이 향후 연구과

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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