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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근 내·  환경  변하고 어 내 업들  거니  해 업들 지 동화창고 개발 및 

 확 하고 다. 러한 환경 에  동화창고 시스템  변하고 , 그에 라 다양한 능  갖  동

화창고 시스템  개발 고 다. 게 동화창고 시스템  새 운 술들  많  개발 어 양   커 가고 

지만, 동화창고 시스템   질평가체계  질   리걸 다. 본 에 는 동화창고  평

가체  확립  해다양하게 발 하고 는 동화창고 시스템  특 과 술  동향  하고,  반  

동화창고 시스템  능 과 신뢰  확보하  해 평가에 한 질평가  ISO/IEC 25000 시리

 참 하여 능 합 과 신뢰  평가항목  도 하 , 도 한 평가항목  통해 평가  개발하 다. 본 

 통해 동화창고 시스템  질수   한 능 합 과 신뢰  평가  확립할 것  사료 다.

주 어 : 동화창고, 신뢰 , 능 합 , 질평가, 평가

Abstract  Recently, not only domestic businesses but also overseas businesses are expanding development and 

investment in automated warehouses as domestic and foreign logistics environments undergo drastic change. In 

such an environment, automated warehouse systems are being rapidly changed, and automated warehouse 

systems equipped with diversified functions are being developed accordingly. But the assessment systems  of 

developed automated warehouse system is at a standstill. In the present article, characteristics of the automated 

warehouse systems in diversified development and trends of technology were analyzed, based on which 

evaluation items of functional suitability and reliability were derived by referring to ISO/IEC 25000 as the 

international quality assessment standard to secure reliability of the automated warehouse system, and an 

evaluation model was developed through the derived evaluation items. Through the present article, evaluation 

standards of functional suitability and reliability to enhance quality levels of automated warehouse systems are 

considered to be sec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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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세기 들어서, 인터넷 쇼핑, 홈쇼핑의 종류가 많아지

고 다품종 소량주문 같은 소비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기

업의 물류환경이 변하고 있다. 한, 수도권 심으로

해서 물류창고의 역할과 기능이 최첨단화를추진하고 있

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물류창

고 센터로 발 하고 있다. 이 게 변하는 물류환경 생

태계 변화로 인해 다수의 기업들은경쟁력을 확보하기

해 요한 방안으로 자동화창고의 기능 투자를 확

하고 있다.

이러한 물류시스템은 한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핵

심요인이 되고 있고, 수많은 기업들은 효율 인 물류기

술과 새로운 물류솔루션 개발을 해 노력하고있다. 더

욱이 물류산업의 생태계가 자동화 기계화가 진 으

로 고도화되면서 련 장비와 설비도 상 의존도 역

시 차 으로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

래사회에서는 더욱더 지능화되고 에 지 효율 [1, 2]이

며 친환경 인 물류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재 국내에서는 부분 외국에서 개발한 물류 장비

나 시스템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단순히 국내

물류기술산업의 수 이 선진 기술에 비해 떨어[8]졌다기

보다는 물류기술 분야에 한 투자가 취약하여 기술 개

발의 노력 기회가 기 때문이다. 그러나최근 들어 이러

한 물류기술산업의 심이 증가하여 정부에서는 탄소

녹색성장을 한 국토해양 R&D 발 략을 수립하여

물류장비 인 라 구축 고도화에 집 인 투자를 진

행하고 있으며, 그 외 국내 물류회사에서도 다양한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물류기술 물류 자동화창고

시스템에 하여 국제 품질평가표 인 ISO/IEC 25000

시리즈를 기반으로 제품품질평가 체계 확립을 한 연구

를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자동화창고 시스템

의 련 기술과 동향에 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자동화

창고 시스템에 한 품질 요구사항을 분석하 고, 4장에

는 자동화창고 시스템의 고유품질특성을 반 한 기능

합성과, 신뢰성의 평가모델 체계를 구축하 고, 5장에서

는 결론과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 다.

2. 동화창고 술 동향

자동화창고는 인건비와 높은 지가 상승으로 집 화와

자동화 등과 같은 최신 기술 도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

어, 자동화를 한 자동창고시스템개발이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2.1 컨베 어

자동화창고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비율과 가장 큰 시

장을 가지고 있는 컨베이어는 작업효율성 향상과 에 지

약, 지속가능성에 해 증가하는 수요에 응하가

해 물류장비 핵심요소이다. 이러하기 때문에 컨베이

어 시스템을 지속 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개선[13, 14]하

고 있다.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컨베이어를 살펴보면 모듈식

컨베이어, 양륙컨베이어, 자체구동 컨베이어[4] 등의 새

로운 기계 발 과 함께 자장치, 소 트웨어의 최신

첨단화를 통해 물류[12]생태계에 신바람이 불러오고 있다.

[Fig. 1] Motorized Conveyor

2.2 AIM(Automatic Identification Method)

AIM은 산 로그램으로 제품의 정보를 기록하기

해 자동 으로 는 반자동 으로 획득하여 사용되어

진 다양한 기술을 말한다. AIM은 다수의 기업에서 품

질과 생산성향상 그리고 원가 감을 높이기 해 공장자

동화의 기 기술로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한

AIM은 자료기록 소요시간의 감소와 자료수집의 정확도

향상을 목 으로 사용하며, 사용되고 있는 기술[15]로는

Radio frequence systems, Machine vision, Bar code,

Magnetic stripe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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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동 시스템(AS/RS)

자동 장시스템(Automated Storage/Retrieval System)

은 화물의 보 반성을 자동화하는 장비로써 렛트

화물, 박스화물 등을 처리하는 장비로, 비교 작은 기계

화된 시스템에서부터 생산라인, 자동포장라인 등 완 히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매우 큰 자동창고 시스템까지 다

양하게 배치되어 사용[21]하고 있다.

최근엔 Mini-Load이나 스태커 크 인으로 체하여

장 공간 활용을 극 화하 다.

[Fig. 2] Unit Load AS/RS

2.4 Bar Code System

Bar Code는 숫자와 문자 기호 등을 Bar code

reader라는 기구를 통하여 독할수 있도록 bar와 space

의 특정한 조합으로 표 한 것으로 Bar code는 그 자체

로 신분증명서의 역할을 한다. 즉 제조의 최 단계에서

부터 제품이 만들어지고 출하될 때까지의일련의 과정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최 의 장 [13, 15]이다.

Bar Code System의 장 은 고속성, 데이타입력의 간

소화, 정확성, Bar code가 훼손되어도 독 가능하다는

것이며, 독과정은 다음과 같다.

1. Bar code를 Scanner에 비춘다.

2. 흰색 bar는 빛을 반사시키고, 흑색 bar는 빛을 흡수

한다.

3. Photodetector(scanner)가 빛을 감지하고 빛의양에

따라 기 장을 형성한다.

4. Analog 신호를 digital 신호로 환한다.

3. 동화창고 시스템 술 사항

이 장에서는 자동화창고 시스템의 신뢰성을 심으로

자동화창고 시스템이 갖추어야할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기능성과 신뢰성에 한 품질특성 체계를 구축하 다.

3.1 재고 리 사항

생산 매에 필요한 자재 혹은 재료를 확보하기하

기 해 자 이 자재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재고를 어떠

한 물품 순으로 얼마나 보유 할 것인가를 결정이 필요하

다. 그리고 효과 인자본 효율을 달성 혹은 유지하기

해 정수 으로 재고 리를 운 해야하며, 구매한 자재

를 량, 소, 기로 공 이가능하도록 분배 장이 필

요하다.

주문량에 따라 정 재고를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악성

재고를 감소하는 것은 비용 감에 큰 도움이 된다. 그리

고 다양한 물품을 재고로 가지고 있거나 재고 리가 다

거 , 다단계일 경우에는 정확한 재고계획을 제공해야

한다.

3.2 주 처리 사항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고객의 주문에 해 능동 으로

는 즉각 으로 응하기 해 축 된 지식기반으로부

터 주어진 주문 상활에 가장 효율 인 정책을 실시간으

로 도출함으로써 주문들간의 우선순 를 결정[6]하는 것

이 필요하다.

[Fig. 3] Orde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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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처리는 거래의 출발 으로 주문정보는 물류활동

의 기 가 되고, 수주부에서 본사와 각 지 그리고 물류

거 에 이르기까지 주문의 진행 상황을 통합 리해야

한다.

3.3 수·배 처리 사항

모든고객 주문 정보를바탕으로 운송 계획을수립(

재 계획, 운송노선계획 등)하여 수· 배송 업무에 한 차

량배차 지시, 차량 Tracking, 정산 리 등 운송 과정을

실행하고 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활동을지원해야 한다.

한, 최 운송 계획의 수립과 주문에 한 배송체제

의 확립그리고 수·배송 비용 감을 한출하계획서 작

성, GPS를 이용한 차량 화물의 추 , 차량 재효율의

분석, 최 배송경로의 설정, 명확한 운임계산 등을 명확

히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Fig. 4] Transport Management System

3.4 창고 리 사항

물류센터내의 재고를 정 하게 실시간추 / 통제하

여 창고의 재공간 작업효율을 극 화함으로써 Low

Cost-Highly Efficient 한 센터운 이 필요하다. 한 물

류 는 물품을 리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인 물품

공간 확보와 장비 최 화 유지, 주문 입·출고 최 화,

등 물품 흐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최 비용으로 하역설비, 창고의 공간, 등을 활

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수 제고가 필요하다.

4. 동화창고 시스템  평가

자동화창고 시스템의 평가모델은 제품 시스템의 특징

과 품질평가 국제 표 인 ISO/IEC 25010[16, 17, 18,

19] 의 표 추진 동향에 근거를 두어 기능 합성, 신뢰

성[3, 5, 7] 평가모델을 도출하 다.

4.1 능 합  평가

자동화 창고에서 주문처리시 본사와 각 지 간에 정

보처리와 주문량에 따라 재 소의 재고량이 실시간으

로 검 가능 할 수 있어야 하며, 기능 존재와 규정된 기

능 특성과 련된 속성으로 명시된 요구와 내재된 요구

를 만족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의 능력을 말한다. 기

능성에는 기능완 성, 기능정확성, 기능 성으로 구분

된다.

4.1.1 능  평가 

지정된 작업과 사용자의 목표에 맞게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의능력으로평가기 은아래의표와같이구축하 다.

Subcharacte

ritics

Characteristics

to be tested
Evaluation Standard

Functional

completeness

Provision of

functional

information

Measure provision status of the

description on all functions provided

by the automated warehouse system.

Completeness

in function

realization

Measure realization status in the actual

software to enable use of functions

stated in the document.

Functional

sufficiency

Measure realization status of essential

functions suited to the purpose in the

automated warehouse system.

<Table 1> Characteristics to be tested of Functional

Completeness

4.1.2 능 확  평가 

제품 는 시스템 정 도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함께

올바른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의 능력으로 평가기

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구축하 다.

Subcharact

eritics

Characteristics

to be tested
Evaluation Standard

Functional

correctness

Accuracy of

function

realization

Measure provision status of processed

contents and results, etc. of functions

stated in the document with accurate

processing by software.

Accuracy of

equipment

breakdown

Measure possibility status of appropriate

operation in use environments

specified in the document of the

automated warehouse system.

<Table 2> Characteristics to be tested of Functional 

Correc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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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능  평가 

지정된 작업과 설정된 기능 실행이 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의 능력으로 평가기 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구축하 다.

Subcharact

eritics

Characteristics

to be tested
Evaluation Standard

Functional

appropriate

ness

Possibility of

function control

Measure control status of use to

prevent unauthorized person from

approaching the software.

Data

exchangeability

Measure accurate exchange status

when data stated in the document is

made available for exchange.

<Table 3> Characteristics to be tested of Functional

Appropriateness

4.2 신뢰  평가

설정된 환경 내에서 주문 처리시 의도된 기능이 수행

되고, 의도치 않는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 에 방

하도록 하여 거래 정당성을 인증 할 수 있어야 하며, 규

정된시스템에서 결함 는오류 없이 의도한 작업 기

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말한다. 신뢰성에서는 성숙성, 가

용성, 결 완화성, 회복가능성으로 구분된다.

4.2.1 숙  평가 

소 트웨어 구성요소가 표 환경에서 신뢰도 요구

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의 능력으로 평가기 은 아래

의 표와 같이 구축하 다.

Subcharact

eritics

Characteristics

to be tested
Evaluation Standard

Maturity

Defect solution

Measure solution status of defects and

problems discovered in the previous

version of the automated warehouse

system.

Test rate

Measure test amounts executed in the

unit quantity calculated in

development of the automated

warehouse system.

<Table 4> Characteristics to be tested of Maturity

4.2.2 가용  평가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사용 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품의 능력으로 평가기 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구

축하 다.

Subcharact

eritics

Characteristics

to be tested
Evaluation Standard

Availability

Problem

solution

Measure explicit solution of existing

problems in the system.

Reuse

Measure fetching status of previous

information without abnormality when

the user has reused the system.

<Table 5> Characteristics to be tested of Availability

4.2.3 결 화  평가 

시스템, 제품 구성요소가 하드웨어 혹은 소 트웨

어에 결함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의도한 로 작

동 할 수 있는 제품의 능력으로 평가기 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구축하 다.

Subcharact

eritics

Characteristics

to be tested
Evaluation Standard

Fault

Tolerance

Obstacle

avoidance

Measure the extent of preventing

occurrence of defects when serious

impairment occurs among produced

defects or errors.

Breakdown

avoidance

Measure the extent of preventing

occurrence of defects brought about

by serious system breakdown among

produced defects or errors.

<Table 6> Characteristics to be tested of Fault 

Tolerance

4.2.4 회복가능  평가 

단 실패발생시, 제품 혹은 시스템이 데이터를복

구할 수 있는 제품의 능력으로 평가기 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구축하 다.

Subcharact

eritics

Characteristics

to be tested
Evaluation Standard

Recoverabil

ity

Data

restoration

ratio

Measure restored extent of data when

defects or errors have occurred in the

system.

Restoration

possibility

ratio

Measure the restoration possibility of

data and the system when defects or

errors have occurred in the automated

warehouse system.

<Table 7> Characteristics to be tested of Recoverability

5. 결

재 자동화창고는 화물이나 제품을 단순히 보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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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서 체 물류 이동망을 통해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 자동화창고는 차

으로 형화, 첨단·자동화 물류시설로 변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상품 유형을 컨테이 에서 낱개 상

품까지 가능하게하고, 입출고 보 , 분류/피킹 등의다양

한 물류활동을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물류상품들이 증가함에따라 앞으

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양한자동화창고가 건

설되고 운 될 것으로 망하고 있어, 자동화창고 시장

도 차 으로 증가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자동화창고 시장은 외 인 면에서는 꾸

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내 인 면에서는 외

인 측면에 비해성장이 미약한 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

동화창고시스템의기술 요구사항과국제표 인 ISO/IEC

25000 시리즈를 품질특성 체계를 바탕으로 자동화창고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채계를 구축하 다.

본 논문을 통해 일반 인 제품평가에 한 국제표

의 용만으로 자동화창고 시스템의 고유한특성을 평가

가 어려웠던 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있다.

향후 자동화창고 시스템의 신뢰성과 기능 합성의

한 실질 인 평가사례를 구축하고 이에 한 데이터를

축 수집하여 객 이고 타당성 있는 평가체계로

발 될 수 있도록 지속 인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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