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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의 기초적인 기술을 응용하여 물류센터의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실시간 위치와 제품의 정보를 현장과 사무실

에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현장의 불필요한 업무의 개선과 사무실과 현장 간의 물품정보의 차이를 최소화함으로서 폐기되는 

재고의 최소화 및 실재고와 현장재고의 차이를 혁신적으로 줄이는 목적으로 RFID를 이용한 물류센터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설

계하고 구현하였다.

키워드: 안드로이드(Android),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앱(app), 창고 관리(Warehouse Management)

I. 서 론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이란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로 RFID Tag와 RFID 판독기가 

필요하다. Tag는 안테나와 집적 회로로 이루어지며 집적 회로 안에 

정보를 기록하고 안테나를 통해 판독기에게 정보를 송신하며, 이 

정보는 Tag가 부착된 대상을 식별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물류센터 현장에서 제품의 입출고는 대부분 팔렛 단위로 이루어진

다. 또한 재고 관리도 팔렛 단위로 쌓여진 물품을 규격화된 랙에 

보관하는 것이 현재 대부분의 물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본 과제에서는 입고시에 팔렛에 제품의 정보가 입력된 Tag를 부착함으

로서 팔렛의 위치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류센터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제품이 쌓인 모든 팔렛은 랙에 보관되

기 때문에 랙에 RFID 판독기를 장착함으로써 각 랙에 장착된 RFID 
판독기로부터 전송된 내용을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수집하여 웹 DB에 

업데이트 해줌으로써, 사무실 및 현장에서 물품의 위치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입고팀은 제품별 Tag의 출력 및 부착을 

위해서 별도의 고가 단말기를 필요로 하는 기존의 시스템에서 발전하

여 스마트폰을 이용한 표준화된 모바일 웹의 개발로 어떤 스마튼 

폰을 사용하더라도 손쉬운 Tag의 출력 및 부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는 시스템의 도입 시 발생되는 비용의 최소화로 인해서 

중소 물류업체들의 부담이 없는 시스템 도입을 이끌어 내어 효율적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설계 및 구현

1. 설계 및 운영 환경

본 과제에서 구현한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 환경은 물류창고의 

물품 DB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재고의 효율적 관리로 손실을 최소화

하며, 필요 물품의 위치탐색 시간 단축과 재고관리 및 제 발송 시스템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휴대용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개발 

환경은 안드로이드 4.0 이상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이며, JAVA 
와 Mysql Server DB를 이용하였다. 

2. 시스템 구현

2.1 시스템 구성도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의 구성도는 Fig. 1. 과 같으며 데이터의 

흐름은 Fig. 2. 와 같다.

Fig. 1. System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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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Diagram of Data Flow 

  

2.2 User Interface 구현

태블릿 PC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는 안드로이드를 이용하여 작성

하였으며, JAVA로 작성한 미들웨어와 소켓 통신을 이용하여 서버에

서 동작하는 데이터 베이스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하고, 필요한 경우 갱신과 삭제 작업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의 사용자 Activity는 Fig. 3.과 

같다.
입출고 현황 및 실시간 재고 정보 확인, 특정 재고 검색, 재 배송 

추적 서비스 등 물류 관리에 필요한 제반 기능은 Wifi가 장착된 

테블릿 PC 및 스마트폰을 통해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서 창고나 사무실 

내에서 실시간 검색이 가능하하도록 구현하였다. Fig. 5.는 입고현황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Fig. 3. User Activity

       

Fig. 4. User Interface for Input Stocks

III. 결론

이번 캡스톤 디자인 과제의 핵심은 RFID 기술을 이용하여 물류 

창고관리 시스템에서 재고 물품을 손쉽게 검색하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다. 창고에 저장된 제품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 관리하여 

창고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DB에 접근하여 실 재고와 시스템 상의 

재고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서 물품의 손실을 줄이는 동시에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었다. 향후 추가 및 보강 기능으로는 

기존의 ERP 시스템과 연동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 강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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