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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글로벌 해운물류에서 계속적으로 이동하는 화물의 위치 정보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것은 물류주체에게 중요한 일

이다. 화물에 부착된 태그의 GPS 좌표 흐름을 분석하면 물류거점을 기반으로 한 화물의 위치정보를 쉽게 추적할 수 

있다. 즉,  태그와 물류거점간의 동적인 위치변화를 이용하여 거점 단위의 위치 이동을 추적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는 전세계 물류거점을 대상으로 이러한  거점 단위 위치추적 알고리즘의 정확성과 오동작을 측정하기 위해 시뮬레이

션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실제 태그를 제작하여 실험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실제 태그와 유사하게 동

작하는 태그 에뮬레이터를 개발하여 가상 태그를 생성한다. 실제 태그와 같은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위치추적 

시스템에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위치추적 시스템이 잘 동작함을 보인다. 

ABSTRACT 

In global shipping logistics, it is important for users to keep track of the location of their continuously moving 
cargos. Analyzing the GPS data stream coming from the tag which is attached to the cargo, we are able to keep track of 
the cargo location in terms of going into or out of a certain logistics area using the information of the spatial 
relationship change between the tag and the logistics area. In this paper, we propose a simulation system for measuring 
the precision and false alarm rate of the cargo location tracking algorithm which generates spatial events over the 
global logistics areas. Due to the difficulty of experiment with a real tag, we developed a tag emulator to create a virtual 
tag which operates exactly like a real tag. We show the cargo location tracking system works correctly with the tag 
emulator which communicates with it using the same protocol as the real tag. 

키워드 : 위치추적 시뮬레이션, 해운물류, 태그 에뮬레이터, GPS 

Key word : location tracking simulation, shipping logistics, tag emulator,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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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해운물류가 글로벌화됨에 따라 물동량 처리와 물품

의 보안 및 정확한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

이 이전보다 어려워지고 있다. 기존에는 RFID 기술을 

이용하여 화물의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 물류

활동 범위의 확장과 이동성이 많아짐에 따라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RFID 리더기가 없는 지역에서는 위치 

정보를 수신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이와 같은 물류

환경의 변화에 따라 GPS를 기반으로 위치추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 해운물류의 GPS를 이용한 위치추적 연구에서

는 화물의 이동정보를 범용적인 맵에 경도, 위도 좌표

로 표시하거나, 선으로 표현한 가상 경계를 기준으로 

반출입을 확인할 뿐, 특정 물류거점 영역에 대해 들어

가고, 나오고, 통과하였는지에 대하여 잘 표현해 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전 연구에서는 GPS 기능을 내장한 

RFID 태그의 경도, 위도 데이터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적인 방법으로 글로벌 환경의 특정 물류거점 영역을 언

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고, 통과하였는지의 문제를 해

결한 위치 추적 시스템을 설계하였다[1]. 
이전 연구에서 제안한 글로벌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

템에서 사용된 알고리즘의 정확한 실행 및 오동작을 확

인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 물류 환경에서 컨테이너에 

태그를 부착하고 위치추적 실험을 하기에는 지역이 광

범위하고 시간이 많이 발생하는 제약사항이 있다. 따라

서 실제 태그와 유사하게 동작하는 태그 에뮬레이터를 

설계하여 공간적, 시간적 제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GPS를 이용한 물류거점 위치추적 테스트를 지원하도

록 한다. 그리고 맵에서 가상 태그가 세밀한 태그 이동 

경로를 생성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통해 가상 GPS좌표

를 생성하도록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상 태그

를 생성하는 태그 에뮬레이터와 위치추적 시스템 간에 

실제 태그와 같은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주고 받으면서 실시간 위치추적 알고리즘의 정확성과 

성능을 테스트하고자 한다.

Ⅱ. 관련 연구

컨테이너의 위치 및 상태정보(온도, 습도, 충격, 문 개

폐)를 확인하기 위한 컨테이너 추적시스템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에서는 GPS 수신장비를 포함한 컨테이너가 

국내외 물류거점에 반․출입될 때, 지도상의 가상 경계

로 설정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반․출입 정보를 SMS, 메일로 송수신하는 형태가 있었

다[2]. 
GPS 수신기로부터 위치 정보를 수신한 후 WCDMA

를 이용하여 TCP/IP로 웹 서버에 접속해 위치 데이터를 

전송하면 이를 수신한 서버 PC에서는 수집된 위치 정보

를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웹을 통해 차량의 위치를 확인

하는 연구가 있었다[3-5]. 차량에 장착된 단말 장치는 

GPS 신호를 수신하여 시간, 위도, 경도, 고도 정보를 포

함한 위치를 계산하고 이를 CDMA 셀룰라 통신망을 통

해 서버에 전송하여 이동 차량을 구글 지도 맵에서 이동 

궤적과 상황 정보를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6].
GPS는 위성의 사각지역 및 실내에서 작동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폰과 같

은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한다. 실내에 존재하는 모바일 

단말기와 협력통신하여 위치를 추적하는 기법이 있었

다. GPS를 이용하여 실외에 위치해 있는 단말기들은 자

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단말기들이 자

신의 위치를 포함한 신호를 전송하게 되면 실내에 위치

한 단말기는 외부 단말기에서 전송된 신호의 도착한 시

간차를 이용하여 신호의 속도를 고려하여 거리를 계산

하는 연구이다[7].
GPS는 단지 위치 정보만을 수신하여 제공할 뿐 화물

과 연관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물류 공급망에서 RFID와 GPS를 이용

하여 통합 정보관리 모델 및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

구도 있었다[8].

Ⅲ. 글로벌 해운물류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

이전 연구의 공간연산자, 위치이벤트 생성기, DB구

조 등 위치추적 시스템의 연구된 내용들에 대하여 간략

히 소개한다[1].
공간 연산자는 태그를 부착한 화물과 물류거점

과의 위상관계를 ‘IN’, ‘OUT’, ‘INTO’, ‘OUTOF’, 
‘THROUGH’ 5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나타내며, 화물 

차량이 물류거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위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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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INTO’, 물류거점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위치변

화를 ‘OUTOF’, 물류거점을 통과하는 변화정보를 

‘THROUGH’라고 하며 ‘Spatial Event’로 정의한다. 
위치이벤트 생성기는 화물의 이동 중 발생하는 위치

변화를 나타내는 ‘Spatial Event’인 ‘INTO’, ‘OUTOF’, 
‘THROUGH’를 생성하고 저장하는 모듈을 말한다. 

위치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저장 구조를 사용한다. ‘Location Table’
은 글로벌 해운물류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주요 물류거

점에 관련한 정보가 저장되는 테이블이다. 위치코드, 
위치명, 좌표1, 좌표2, 좌표3, 좌표4, 방향의 속성정보를 

포함한다. 주요 물류거점 정보는 사각형 영역을 나타내

는 네 쌍의 (경도, 위도) 좌표로 표현한다. ‘Spatial Event 
Table’은 생성된 Spatial Event를 저장하는 테이블이며 

태그번호, 컨테이너번호, 일시, 위치코드, 위치이벤트

의 속성정보를  가진다. 
위치이벤트 생성기 모듈이 화물의 Spatial Event 정

보를 생성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태그가 수신한 GPS 데이터를 위치추적 시스템에 전

송하면 위치이벤트 생성기가 (경도, 위도) 좌표를 읽는

다. 태그 ID를 key로 하여 해당 태그의 최근 Spatial 
Event가 있는지 조회하고, 기존에 ‘INTO’ Event가 존재

하면 해당 물류거점에서 ‘OUTOF’ Event가 발생했는지

를 공간연산을 통해 알아본다. 그리고, 이전 Spatial 
Event로 ‘OUTOF’ 또는 ‘THROUGH’ Event가 존재

하면 해당 물류거점에서 ‘INTO’ 또는 ‘THROUGH’ 
Event가 발생했는지를 공간연산을 통해 알아본다. 이 

때 결과값이 False가 나오면 현재 GPS 좌표를 기준으로 

Location Table에 저장된 최근접 물류거점을 탐색하여 

최단거리를 구하고, 태그에게 일정거리만큼 이동하면 

태그 좌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그리고, 태그로부터 

새로운 좌표값을 수신하면 물류거점에 대하여 공간연

산을 실행한다. 

Ⅳ. 시뮬레이션 시스템 

4.1.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성

본 논문은 위치추적 시스템에 대한 알고리즘의 정

확성 및 오동작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시스템

을 구현하였다. 화물이 특정 물류거점 안에 들어갔는

지,  밖에 나갔는지, 통과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공간연

산이 이루어지는지를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통하여 테

스트한다. 
시뮬레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구성은 [그림 1]

과 같다. 크게 위치추적 시스템과 태그 에뮬레이터로 구

성된다. 위치추적 시스템은 Spatial Event 생성 알고리

즘을 포함한 위치이벤트 생성기, 물류거점과 태그의 공

간 관계를 처리하는 공간연산자, Location Table, Spatial 
Event Table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1.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성도

Fig. 1 simulation system architecture

그림 2. 태그와 위치추적시스템의 메시지절차

Fig. 2 messages process between the tag and the 
location track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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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에뮬레이터와 위치추적 시스템과의 통신절차

는 [그림2]와 같다. 태그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전달할 

위치추적 시스템의 IP가 할당되면 현재 위치의 좌표를 

위치추적 시스템으로 전달하고 위치추적 시스템은 조

건 정보를 태그로 다시 전달하게 된다. 태그는 자신의 

위치정보를 갱신하면서 조건 정보를 만족하게 되면 현

재 위치 정보를 위치추적 시스템으로 전달한다. 이 과

정을 반복하면서 Spatial Event를 생성하게 된다.

4.2. 물류거점 정보 생성

공간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요 물류거점들의 위

치 정보가 필요하다. 위치정보는 물류거점의 테두리를 

4개 꼭지점을 가지는 사각형으로 표현할 때 각 꼭지점

에 대응되는 (경도, 위도) 좌표이다. Location table에 거

점 정보를 쉽게 생성하기 위해 [그림3] 및 [그림4]와 같

은 구글 맵 기반 거점정보 입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MySQL에 저장,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림 3. 구글 맵 기반 거점정보 입력 화면

Fig. 3 logistics area input screen based on Google Maps

그림 4. 거점 정보 상세입력 창

Fig. 4 logistics area input window

4.3. 태그 에뮬레이터

현실 세계에서는 화물 컨테이너에 RFID 태그를 부

착하고 태그에서 생성된 GPS 데이터를 수신하여 위치

정보를 확인하게 된다. 위치추적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

하기 위해서 실제 태그를 제작하여 실험을 하기에는 많

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실제 태그와 유사하게 동작하

는 태그 에뮬레이터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태그 에뮬

레이터는 실제 태그의 이동 경로 좌표를 실제 태그와 

같은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전송하게 

된다. 이를 위해 [그림 5]와 같이 태그가 이동할 경로 좌

표를 미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놓는다. 미리 등록해 

놓은 좌표를 순차적으로 읽어 태그의 위치정보를 갱신

하면서 위치추적 시스템에 전송할 데이터를 생성하게 

된다.

그림 5. 태그 이동 경로 등록

Fig. 5 registering moving point of the tag

실제 태그 이동 경로를 세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좌표를 미리 등록시켜야하지만 태그 경로를 효

율적으로 생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한다.
첫째, 전체 거리를 [그림 5]와 같이 직선 단위로 세분

화시킨다. 태그 이동 경로가 곡선인 경우는 직선 간격 

폭을 작게 하여 좌표를 생성한다. 이 좌표를 데이터베이

스에 등록해 놓는다.
둘째, 등록된 두 좌표 구간을 태그가 직선으로 이동

할 때 두 좌표 사이의 세밀한 태그 경로를 생성하기 위

해 알고리즘을 통해 가상의 좌표를 생성한다. 세밀한 가

상 좌표 생성을 위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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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1° 지상거리와 경도 1° 지상거리가 위도별로 다

른데 여기서는 북위 35°를 기준으로 하겠다. 북위 35°에
서 위도 1°의 지상 거리는 110.941Km이고 경도 1°의 지

상 거리는 91.290Km이다. GPS값이 소수 6자리까지 측

정되어 표현된다고 가정할 때, 가상태그가 최소로 움직

여야 하는 위도, 경도는 0.000001°이다. 즉, 위도 지상거

리는 11.0941cm, 경도 지상거리는 9.129cm이므로 큰 

값인 11.1cm로 정한다. 이는 위도, 경도 지상거리의 최

소 변화값이므로 실제로 태그가 이동하는 최소거리는 

[그림6]에서와 같이 cos°


 로 정한다.

그림 6. 이동방향 45°에서 최소 이동거리

Fig. 6 minimum moving distance at 45° angle

미리 등록된 직선거리에서 시작점을 P0  , 끝

점을 P1 이라 할 때 선분 에서 최소거리 

16cm만큼 태그는 이동한다.  이 때  P 의 위도, 경
도 좌표는  각각 씩 움직인다.

그림 7. 태그의 위치이동

Fig. 7 location of the tag moves
                                          

따라서 태그 에뮬레이터의 가상 태그는 이동 경로

를 따라 16cm만큼씩 움직이면서 가상 GPS 좌표

(  ,    )를 생성한다. 

4.4. 시뮬레이션 적용 예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정확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시

나리오를 적용하여 실행해 보았다. 실제 사례 영역은 

의왕 ICD에서 부산 신항만까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포함하는 약 380km에 달하는 거리이지만 테스트를 위

해서 서낙동강 대교 영역에 해당하는 5km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서낙동강 대교 영역에 대한 거점 데

이터는 [표1]과 같고 이는 거점정보 입력 화면을 통해서 

DB에 입력시켰다.

표 1. 서낙동강대교 위치데이터

Table. 1 location data of Seonakdongganggyo

Location_name Seonakdongganggyo
X1 Y1 128.899404 35.164989
X2 Y2 128.899297 35.164700
X3 Y3 128.905841 35.163638
X4 Y4 128.905873 35.163831

Direction 　null

태그 에뮬레이터는 가상의 태그를 생성하고 가상 태

그는 이동하면서 위치추적 시스템과 함께 다음 시나리

오와 같이 동작한다.
① 태그에 위치추적 시스템의 정보(IP주소, Port 번호)

를 저장한다.
② 태그를 실행시키면 태그의 ID, 현재 GPS 좌표를 위

치추적 시스템으로 전송한다.
③ 위치이벤트 생성기는 현재 좌표를 기준으로 가장 가

까운 물류거점(서낙동강 대교)을 검색하여 IN공간연

산을 실행한다. 
④위치이벤트 생성기는 결과값이 False가 나오면 

Spatial Event Table에 태그 ID, 일시, ‘OUTOF’ 
Spatial Event를 저장하고, 현재 위치에서 서낙동강 

대교까지의 최단거리+α를 측정한 후 태그에게 일정

거리를 움직이면 GPS 좌표 (경도, 위도)를 보내라고 

요청메시지를 보낸다. 

태그로부터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하면 특정 물류거

점과의 공간관계에 대한 연산을 실행한다. 물류거점에 

대한 ‘INTO’, ‘OUTOF’, ‘THROUGH’ 공간연산에 대

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① 태그는 일정거리를 움직이면 위치추적 시스템에게 

현재의 위치 데이터를 전송하고 위치이벤트 생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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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낙동강 대교에 대하여 'INTO' 공간연산을 실행

한다. 
② 위치이벤트 생성기는 결과값이 True가 나오면 

Spatial Event Table에 태그 ID, 일시, Event type을 

저장한다. 그리고, 서낙동강 대교의 반대편 입구까

지의 최단거리+α를 측정한 후 태그에게 일정거리를 

움직이면 위치 데이터를 전송해달라고 요청한다. 
③ 위치이벤트 생성기는 태그로부터 새로운 위치 데이

터를 수신하면 서낙동강 대교에 대하여 'OUTOF' 공
간 연산을 실행한다. 

④ 위치이벤트 생성기는 결과값이 True가 나오면 

Spatial Event Table에 태그 ID, 일시, Event type를 

저장한다. 

위치이벤트 생성기는 태그로부터 태그 ID와 GPS 데
이터 (128.895434, 35.165248)를 수신하면 Spatial 
Event는 NONE이며, ‘서낙동강 대교 밖입니다’라는 결

과를 표시한다. [그림 8]은 태그가 일정거리를 움직여서 

태그로부터 GPS 데이터 (128.902869, 35.164151)를 수

신했을 때 ‘INTO’라는 Spatial Event가 발생하며, ‘서낙

동강 대교 안입니다’라는 결과를 표시한다. [그림 9]는 

GPS 데이터 (128.908373, 35.163226)를 수신했을 때 

‘OUTOF’ Spatial Event가 발생하며, ‘서낙동강 대교를 

통과했습니다’라는 결과를 나타낸다. 
태그 에뮬레이터의 가상태그 데이터가 위치추적 시

스템에 수신이 되면 수신좌표를 기반으로 DB에 저장된 

Location Table의 최근접 거점정보를 가져와서 Spatial 
Event 생성 알고리즘이 실행된다. 그리고 공간연산이 

정확하게 실행됨을  알 수 있다. 

그림 8. 서낙동강대교에 대한 위치추적(INTO)
Fig. 8 spatial event about Seonakdongganggyo(INTO)

그림 9. 서낙동강대교에 대한 위치추적(OUTOF)
Fig. 9 spatial event about Seonakdongganggyo(OUTOF)

그림 10. 공간연산에 대한 Log 데이터

Fig. 10 log data of spatial operations

Ⅴ. 결  론

글로벌 해운물류에서 지금까지 연구된 위치추적 시

스템에서는 사각형 거점 영역에 대하여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고, 언제 통과했는지의 동적인 위치변화 정보

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물류거점을 

기반으로 한 위치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태그와 

거점간의 위상 이벤트를 이용한 시스템을 이전 연구에

서 제안하였다. 
이번 논문에서는 이전 연구의 위치추적 알고리즘의 

정확성과 오동작을 측정하기 위해 시뮬레이터 모델을 

개발, 구현하고 시뮬레이션 적용 결과를 보였다. 실제 

태그를 제작하여 실험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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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실제 태그와 유사하게 동작하는 태그 에뮬레이터

를 설계하고 개발하였다. 그래서 가상 태그를 생성하여 

실제 태그와 같은 통신 프로토콜로 위치추적 시스템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공간연산을 실행하였다. 이의 결과

로 위치추적 시스템의 성능 및 알고리즘이 잘 수행됨을 

알 수 있었다. 
향후에는 대용량 물류거점을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

는 인덱스 관리 및 여러 태그 데이터의 위치 추적에 관

련한 시스템 측면에서의 최적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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