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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기업은 국, 세계 으로 storage location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류 리시스템으로 SAP R/3을 들수있다.기업은 비용 감을 해 통합시스템 구축을 하려한다. 통합시

스템 구축시 가장  우선되는 부분인 비용 감, 안정성, 보안성 등을 고려한다. 한 RFID의 도입은 물

류 리시스템에서 입고, 출고의 정확성  재 치로의 리가 용이하며 선입선출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RFID활용한 물류 리 middleware 설계방법과 RFC(Remote Function 
Call)을 활용한 웹과 interface방법  UML을활용한 framework 설계하고,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 다.

1. 서론

오늘날과 같은 경제환경에서 모든 기업들은 비용을 

감하고 매출을 높이며 운 자본  고정자산의 지출을 최

소화 하기 하여 세계의 자기업의 시스템을 통합 리

하려 하고 있다[1].특히 물류시스템에서 바코드의 한계 

을 극복할수있는 RFID시스템의 도입은 기업의 비용 감

효과에 큰 항을 주고 있다[2].

본 논문은 범 는 RFID로부터 읽은 데이터는 직  

SAP R/3로 보내는 방식이 아닌 RFID정보를 수집처리하

는 미들웨어시스템을 두고 미들웨어 시스템에서 

RFC(remote function call)을 사용하여 SAP R/3로 데이

터를 보내고 처리된 데이터는 다시 미들웨어 컴퓨터로 보

내지는 방법을 사용하여 SAP R/3의 직 인 근을 제

안하여 보안성을 높이는 설계방식을 설계하 고, 로젝트 

의 개발시 유지보수의 편리성과,개발속도의 향상성을 도모

하기 하여 각각의 모듈을 분리,통합할수 있는 공통모듈

의 설계방식을 제안으로 한정했다.

본 논문의 1 에서는 연구 배경과 범 에 해 서술했

으며,2 에서는 물류 리시스템 미들웨어설계방식과 RFC 

interface에 하여 기술하 다.

3 에서는 WEB 기반 통합솔루션의 설계, interface방

법의 제시와, WEB FRAME 설계를 제시하 고, 마지막으

로 4 에서 향후 연구과제와 시사 을 제시하 다.

 2. 물류시스템 미들웨어

2.1. RFID 미들웨어

RFID는 무선주 수를 이용해서 가까운 거리는 물론 

수 미터까지 떨어진 사물이나 사람에 부착된 태그를 인식

해 태그로부터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비이다. RFID

의 진화단계는 5단계로 보고 있다. 기단계(Standard All 

one)는 태그를 주  채 을 통해 리더기가 인식하여 컴

퓨터로 시리얼을 송하는 방식에서 멀티 개념의 도입되

어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의 리더기로부터 컴퓨 이 

가능한 단계(Network Private)와 태그ID가 유니버설코드

로 확장 되면서 EPC 개념이 도입된다.[3] 한 수많은 태

그센서로부터 실시간 발생하는 데이터를 효율 으로 필터

링, 요약, 질의 하는 알고리즘 DB기술을 지원한다.

(그림 1) RFID 미들웨어 구성도 

2.2 물류시스템

RFID 미들웨어를 활용하는 물류 리시스템의 데이터

는 크게 물품 련정보와 운송정보, 재고정보로 나 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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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RFC interface 

 (그림 2)의 복잡한 Entity로 구성된 시스템의 연  

계 의 특징을 추출하여 공통으로 사용되는 임웍 

의 설계를 구 한다.

해당 정보는 RFID 미들웨어를 거쳐 물류 리시스템으로 

해진다[4] 이러한 RFID 미들웨어를 활용하는 물류 리

시스템의 데이터 흐름은 (그림2)와 같다.

(그림 2) 물류 리 흐름도

2.3. 물류 리시스템 미들웨어 설계

국산 RFID 미들웨어 솔루션은 아직 출시되지 않고 있

으며 개발된 연구제품으로는 ETRI 자동식별미들웨어가 

있다.[5] ORACLE은 SEN SOR-BASED SERVICE란 명

명하에 RFID를 포함한 센서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통합 렛폼을 제시하고 기존솔루션인 ORACLE 

APPLICATION SERVER 10G  ORACLE DATA 

BASE 10G에 이와 같은 기능을 추가 으로 제공하는 통

합솔루션을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6] 본 논문에서는 물류

리시스템의 미들웨어 설계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본다.

물류라인에 제품이 이동시 RFID 장치를 통과할시 

RFID리더기가 읽은DATA를 MIDDLE WARE SERVER

로 보낸다.MIDDLE WARE SERVER는 코드를 분석하여 

분석한 코드를 SAP의 RFC로 보낸다.RFC는 불량, 양품의 

데이터를 구분한 결과를DB에 장하고 MIDDLE WARE

로 다시 데이터를 보낸다. 불량인 데이터가 체크될 시는 

미들웨어 서버는 라인을 정지시킨다. MIDDLE WARE 

SERVER에는 재 제품의 정보들이 DISPLAY된다.

 다른 방법론은 리더기를 통과한 데이터는 MIDDLE 

WARE SERVER로 보내진다. 데이터는 MIDDLEWARE 

SERVER의 DB에 장되고 ,읽은 데이터는 MIDDLE 

WARE SERVER의 한 디 토리에 장된다.

라인에서 불량이 발생시 MIDDLE WARE SERVER는 

라인을 STOP 시키고 모든 상황을 MIDDLE WARE 

SERVER 에 DISPLAY한다. 작업자는 일정시간이 되면 

디 토리에 데이터를 WEB Program을 실행시켜 SAP 

R/3의 RFC에 달시켜 다.RFC는 받은 데이터를 처리한

다.SAP R/3은 ERP의 한분류로서 회계,,인사,생산 리,

업,물류/유통분야 에서 SAP R/3솔루션을 사용하고 있

다.SAP R/3의 특징은 비지니스 로세스어 리 이션,업

무어 리 이션의 모듈화로 이루어져 있다.

즉 SAP R/3 ERP를 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한 모듈만 구입을 할수 있다.이부분은 컴퓨터 엔지니어가 

로그램을 구 함에 있어 앞으로 로그램을 모듈화 하

고 COMPONENT화 하는방법을 연구해야한다.그리고 

SAP R/3 은 진화한다 SAP R/3 는 자체 으로 로그램

할수 있는 언어가 내장되어 있다.이것이 ABAP이다.그래

서 회사는 SAP R/3의 STANDART 모듈을 사용하는 경

우도 있으나 회사의 업무가 SAP R/3 업무와 상이한 경우

에는 SAP R/3의 ABAP을 활용하여 회사업무에 맞게 

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리고 SAP R/3는 클라이언트/서버구조이다.SAP R/3는 

하나의 시스템을 많은 사람이 사용하므로 Client에서 

Server에 속하여 인증된 사람만이 사용이 가능하다.

2.4. RFC(REMOTE FUNCTION CALL)

RFC는 SAP R/3의 FUCTION 그룹내에 정의되는 

PROCEDURE이다.FUNCTION BUILDER에서 생성하고,

로그램에서 호출하여 사용된다[7].

IMPORT,EXPORT, PARAMETER를 정의할 수 있으

며 PARAMETER의 기본값을 지정할수 있다.[8]

RFC를 이용하여 SAP R/3와 SAP R/3의 데이터 공유

가될수 있다[9] SAP R/3는 WEB BASE를 지원하지만,일

부의 회사는 보안상의 이유로 직 으로 CLIENT의 

SAP R/3의 근을 막고 있다.[10]

3. WEB기반 물류시스템 설계

물류시스템의 구조도 기존의 APPLICATION을 컴포

트화 하고 공통의 임을 개발하고 사용하여 WEB 

PROGRAM을 할 경우 변경, 리, 확장이 편리하고, 로

그램의 개발이 완료된경우에도 유지보수가 편리하도록 공

통의 모듈,FRAME WORK 을 사용 COST EFFECTIVE 

할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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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web Architecture 

Web 기반 Architecture는 그림(4)DML 구조와 같고 기존

의 ERP SAP R/3 와의 연결을 하여 SAP CLIENT 로

그램이 필요하고. 로그램이 설치되면 WEB과 JAVA와 

연결 할 수 있는 jar 일이 존재하고, 이 jar 일을 

WEB개발자는 LIB에 추가 하여야만 RFC(Remote 

Function Call)을 데이터를 가져다 Web Programing 을 

할수 있다.

 여기서 말한 jar 일은 SAP R/3 와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SAP R/3에서 만든 라이 러리 함수이다.

이  jar 일은 SAP R/3 CLIENT 버 별로 다르므로 개

발자가 이 부분 은 퍼런스를 참조하여야 한다.

RFC로부터 얻은 DATA는 JAVA 로그램에서 2차원

배열로 모두 데이터를 한번 에 읽어 들여, 필요한 부분의 

DATA만을 추출하여 XML로 변경 후 화면에 DISPLAY

한다.

(그림 5)uml framework설계

(그림 6)실행화면 

4.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재 인터넷의 보편화로 인해 e-비지니스는 속한 성

장을 이룩하게 되었고 물류시스템도 자상거래라는 새로

운 패러다임의 환이 요구되고 있다.웹기반 의 통합물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비용 감에 기

여할것으로 본다.

본 논문 에서는 물류시스템에서 RFID 활용한 미들웨

어시스템 설계방식과 web과 SAP R/3의 RFC활용한 

interface 방법 과 물류시스템 공통 모듈 설계방식 을 제

시하 다.

많은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임웍모델에 x-internet을 

활용하여 실험을 토 로 합한 방법을 검증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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