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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에서는 소포 배달 서비스를 위한 인텔리전트 모니터링 시스템(Intelligent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 IMCS)에 대해 기술한다. IMCS는 GIS, GPS 그리고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택배
의 접수와 배달 업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IMCS 는 모두 세개의 서
브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접수와 배달 계획을 수립하는 PDPS(Pick-up and Delivery Planning 
System)과 접수/배달 현황과 차량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PDMS(Pick-up and Delivery Monitoring 
System), 그리고 개인휴대단말기(PDA)을 이용한 실시간 업무 처리 시스템인 MOCS(Mobile Operations 
and Communication System)으로 구성되어 있다. PDPS 는 GIS 와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접수와 
배달을 위한 방문 순서와 경로 그리고 고객에게 방문할 예정시간 등을 생성한다. MOCS에서는 GPS
와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업무 중 발생한 접수/배달 결과와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PDMS 에 전송
하고 바코드 스캐닝과 전자 서명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PDMS 에서는 수신한 정보에 따라 소포의 
접수/배달 현황과 차량의 위치를 전자지도 상에 표현하고 업무 차량의 이동 궤적을 표시하여 계획
된 경로와 비교하여 모니터링하고 관제할 수 있다. 현재 IMCS 는 국내 한 우체국에서 시범 운영되
고 있다. 

 

1. 서론 

소포의 접수 및 배달 서비스는 트럭이나 밴, 또는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발송인의 위치에서부터 수신인
의 위치까지 물품을 전달해주는 서비스로 정의 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의 B2C 
전자 상거래가 급격하게 성장함과 더불어 함께 증가
하고 있으며 Gartner Group에서는 e-Business의 규모가 
2006 년에는 4,460 억 달러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인
터넷 기반의 e-Business 가 성장함에 따라 판매자와 구
매자는 방문접수 및 배달의 예약 시간 약속, 배달 확
인 서비스, 수금대납대행(Collect On Delivery; COD), 특
별 취급 등의 더 낳은 서비스를 가지는 배달 서비스

를 원하고 있다[1][2][3]. 이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
는 UPS, DHL, FedEx, 그리고 TNT 등의 글로벌 유명 
서비스 공급자와 USPS(United State Postal Service), 
DPWN(Deutsche Post World Net), 그리고 CPC(Canada 
Post Corporation) 등 각 국가의 우정사업자를 포함하여 
많은 사업자는 더 낳은 서비스를 창출하고 이를 뒷받
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하고 있다
[4][5]. 
이에 이 논문에서는 더욱더 효과적인 소포의 방문

접수 및 배달 서비스 운영을 위해 인텔리전트 모니터
링 시스템의 설계와 구현에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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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MCS 의 시스템 구성 

현재 우체국에서는 접수 및 배달의 현황 및 접수/
배달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로 휴대 전화를 
이용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 또 접수 및 
배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문 순서를 정하기 위해
서는 경험에 의존하여 방문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
만 이는 최적화 된 방문 순서로 볼 수 없으며, 초보자
에게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배달 업무의 수행
에 있어 고객으로부터의 배달 확인은 매우 중요한 문
제이다. 하지만 배달 확인은 현재 지면상에서 서명으
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것은 수많은 문서를 보관하
고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위와 같은 어려

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림. 1 과 같은 시스템 IMCS 를 
설계, 구현하였다. 

 

 
그림. 1 IMCS의 시스템 구성도 

 
IMCS 는 GPS, CDMA 통신 모듈이 내장 된 PDA 를 

이용하여 접수/배달 업무를 수행결과, 차량의 위치를 
Communication Center에 wireless communication으로 전
송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internet 망의 TCP/IP protocol
을 통해 Control Center 의 서버에 전송되고 이는 상황
판 및 operational client에서 확인 할 수 있다. 

 
Door-To-Door parcel delivery service를 위한 IMCS는 

GPS와 GIS 그리고 CDMA 1x communication module이 
내장된 PDA을 이용하여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 차량 위치 추적 기능 : GPS와 CDMA 1x 을 이용

하여 차량의 궤적과 위치를 전자지도 상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실시간 접수 및 배달 현황 , 내역 확인 기능 : 접
수와 배달 결과를 CDMA 가 내장 된 PDA 를 이용하
여 실시간으로 관제 센터에 전송하여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 긴급 상황 발생시 communication 기능(SMS 송신, 
Telecommunication) : 관제 센터에서는 차량 고장 및 긴
급한 연락 사항이 있을 경우 SMS 송신이나 PDA 의 
음성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postman 과 communication 
할 수 있다. 

-, PDA 를 이용한 Mobile 접수/배달 업무 기능 : 접
수와 배달에 필요한 기능 –  방문지 정보, 바코드 스
캐닝, 음성통화 및 SMS 송신, 배달 확인을 위한 전자 
서명 –  이 탑재된 PDA 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 배달 확인을 위한 전자 서명 기능 : PDA의 touch 
screen 을 이용하여 전자 서명을 digital image 화 하여 
저장, 관리 할 수 있다. 

-, 전자 지도를 이용한 방문지 확인 기능 및 네비게
이션 기능 : PDA용 전자 지도를 이용하여 방문지까지
의 도로, 건물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 당일 접수/배달 물량 확인 기능: PDPS 에서 당일 
접수/배달 물량, parcel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방문 계획 수립 및 변경 기능: 접수/배달 물량에 
대해 방문 순서 및 경로를 생성, 변경할 수 있다.  

-, 집배 구역 확인 기능: 접수/배달 담당 구역 등을 
전자 지도 상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 IMCS의 구성요소 

 
위와 같은 기능을 갖는 IMCS 는 크게 세 개의 모

듈로 구성되어 있다.  접수 및 배달 계획을 수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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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할 수 있는 PDPS, 접수/배달 현황을 모니터링하
고 차량을 관제 할 수 있는 PDMS, 그리고 CDMA 1x 
communication module 이 내장된 Personal Digital 
Assistant(PDA)를 이용하여 접수와 배달 업무를 수행
하는 MOCS로 구성된다. 

 
3. IMCS 의 시스템 구성요소 

 
이번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IMCS 의 세가지 구성 

요소 에 대해 언급한다. IMCS 의 Architecture 는 다음
의 그림. 2와 같다. 
 
1. PDPS (Pick-up and Delivery Planning System) 

PDPS 는 Operational Client 의 순로 생성 요구가 있
을 경우 접수지 및 배달지의 주소, 발송인, 수취인, 전
화번호 등의 소포 정보가 있는 Parcel Information 
DB(PIDB)와 주소 및 지번 정보가 있는 Geo- Info- 
system DB(GIS DB)를 기반으로 수행된다. 방문 순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지점간 최단/최적 경로의 생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GISDB의 모든 postal address
인 lot number 을 가까운 지점의 도로 교차로에 
mapping 하고 모든 node pair 에 대해 두 node 사이의 
거리와 시간, 경로를 생성하는 1) lot number-node 
matching(LN-Node Matching); 과 PIDB 의 소포 정보와 
물량에 따른 방문 순서를 생성하는 2) 최적/최단 경로 
생성 두 단계를 거치게 된다.[6][7] 1)의 과정의 경우, 
모든 node pair 에 대한 최단 경로를 구하는 작업은 많
은 연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batch processing 을 통
해 각 node pair 에 대한 거리, 시간, 경로 (LN-Node 
DB)에 저장한다. 2)에서는 traveling salesman 
problem(TSP)을 이용하여 PIDB 의 소포 정보와 LN-
Node DB 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방문 순서, 방문 예정 
시간, 차량 경로 등을 생성하고, 이를 Route_info 
DB(RIDB)에 저장한다[8][9][10].  

 
2. MOCS (Mobile Operation Communication System) 

MOCS 는 CDMA 1x 가 내장된 Microsoft Windows 
CE 3.0 기반의 산업용 PDA 와 GPS 모듈을 내장하고 
있는 vehicle cradle, 그리고 Operational Client와의 데이
터 통신을 위한 cradle로 구성된다.  

MOCS에서는 PDA를 Operational Client에 Sync했을 
경우, Microsoft(MS) ActiveSync 3.6 과 MS Windows CE
의 Message-Driven Architecture 를 이용하여 PDPS 에서 
생성한 RIDB 로부터 방문 순서 및 예정 시간, 그리고 
PIDB 의 소포 정보를 download 한다.  Postman 은 
PDA 의 방문 순서에 따라 접수/배달 업무를 수행하여 
실시간으로 접수/배달 완료 정보를 CDMA wireless 
communication을 통하여 Communication Center로 전송
함과 동시에 PDA 내의 Data Object Store 에 저장한다. 
Data object store에는 Communication center로 전송되는 
데이터와 함께 전자 서명 파일이 저장되어 귀국 후 
ActiveSync 등을 통해 PDMS 의 PIDB 에 upload 하고, 
Data object store의 완료 결과는 무선통신을 통해 전송 
된 데이터 검증에 이용한다. 

또, MOCS 에서 차량의 위치를 검출, 송신하기 위한 
Location Measurement module 에서는 GPS 수신기와의 
통신을(NMEA 0183 V2.2 I/F) 통해 매초마다 현 위치의 
경위도 좌표 및 진행방향, 속도를 구하고 그리고 설정
한 궤적 송신 주기에 따라 CDMA wireless 
communication 을 이용하여 PDMS 에 궤적 정보를 전
송한다. 
그리고 PDA 에 현재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mobile 용으로 제작된 mobile GIS Engine 과 mobile 
GISDB 의 지도 정보를 기반으로 Map matching 및 지
도 표현 작업을 수행한다.  

 
3. PDMS (Pick-up and Delivery Monitoring System) 

PDMS 는 PDPS 에서 생성한 방문 순서, 예정 시간 
및 경로가 있는 RIDB 와 MOCS 로부터 실시간 접수/
배달 현황이 반영 된 PIDB 와 MOCS 에서 전송한 차
량 궤적 정보를 이용하여 차량의 위치, 소포 업무 현
황 등을 Control Center 나 Operational Client 에서 모니
터링 할 수 있다.  

MOCS 로부터의 소포의 접수/배달 현황이 반영 된 
PIDB 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접수/배달 수행 시간, 
완료 정보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PDPS 에서 생
성한 방문 순서, 방문 예정 시간, 경로 등을 GIS 
Engine 을 통해 전자 지도 상에 표현하고, 여기에 
MOCS 에서 전송한 차량의 운행 궤적을 overlap 하여 
계획 경로와 실제 운행한 경로를 비교 할 수 있다. 

PDMS 는 GIS 컴포넌트 기반의 Web 환경으로써 지
도 정보 및 GIS 엔진의 버전 관리 및 유지 보수가 용
이하고, 우체국 뿐 아니라 사용자의 접근 권한 설정에 
따라 일반 parcel service 이용자도 이용 할 수 있다. 
GIS 엔진은 벡터 기반의 지리 정보 서비스으로 
ActiveX Control 기반으로 구현하였다. 이는 개방형 
GIS 컴포넌트(Open GIS Component)로써, OpenGIS 국제 
Catalog Specification을 만족하여 구현했다. COM에 따
르는 객체와 컴포넌트에 대한 표준 인터페이스를 제
공하여 분산(distributed) 환경에서 공간 정보에 대한 
접근 및 공유가 가능하다. 전자 지도의 기본 기능인 
확대, 축소, 영역 확대, 이동 등을 속성 연산 및 공간 
연산 등을 지원하였고 GIS Query Processing 
Engine(GIS/QPE), GIS API Processing Engine(GIS/GAPE), 
GIS Client 등으로 구성했다. 공간 정보의 저장과 접근
을 위해 R-Tree 와 R*-Tree 에 기반한 spatial database 
management system 을 구현했고 확장성과 우연성을 높
이기 위해 속성 정보는 이기종의 DBMS 시스템을 이
용했다 

 
4. 인텔리전트 모니터링 시스템 평가 

이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한 우체국에 시범 적용되
어 테스트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된 모든 배달원은 
PDA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보완 발전하여 전국의 우체국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
다. 이 시스템의 개발과 더불어 소포의 접수와 배달업
무에 대한 비즈니스를 개선하였고 시스템의 이용에 
따른 몇 가지 개선점이 발견되었다. 우선, 집배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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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 의해서만 수립하던 방문 순서에 비교하여 시
스템에서 제공하는 순로를 참조함으로써 집배원의 업
무 시간이 단축되는 업무 효율성을 가져왔다. 그림 3
과 그림 4 는 집배원이 수립한 방문 순서와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생성한 방문 순서를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 3. 집배원의 수립한 방문 순서 
 

그림 4. 시스템이 생성한 방문 순서 
 
집배원이 수립한 경로에 의해 업무를 진행한 결과 

총 이동거리 35.21km에 336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시스템이 생성한 순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 결과 이
동거리는 총 20.85 km 에 총 245 분이 소요되었다. 이
와 고객 방문 예정 시간을 미리 알고 고객에게 통보
하거나 고객의 문의에 응대할 수 있어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의 효과가 있었다. 

 
5. 결론 

이 논문에서는 GIS, GPS, 그리고 무선 통신이 내장
된 PDA 와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소포의 방문 접수 
및 배달 서비스를 위한 인텔리전트 모니터링 시스템
의 설계와 구현에 대해 설명하였다. 우리는 이를 위해
서 소포의 방문접수와 배달 업무에 대한 업무 비즈니

스 분석과 요구 사항 정리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설계
하였으며 구현된 시스템은 한 우체국을 선정하여 시
범 적용하여 테스트 운영하며 보완하고 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집배원

들이 자신의 위치 노출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으며 현
재 이용하는 GIS 의 정보가 지역에 따라 약간씩 실제
와 틀린 정보를 포함하거나 변경된 사항을 즉각 반영
하지 못해 틀린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최단 경로 생성을 위해 사용한 도로 정보도 실시간 
도로 정보를 포함하지 못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이러한 점을 보완, 시범 운영하여 시스템 전

국 확대 시 안정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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