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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RFID 기술과 기업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하려는 많은 시도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부분의 경우 동시에 많은 양의 인식할 수 

있는 RFID의 기본 인 특징에만 충실했을 뿐, 리더로부터 생성되는 많은 양의 데이터에 한 리 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시간이나 흐름과 련된 연속 이고 동 인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량의 RFID 데이터를 효율 으로 리하기 해 RFID 데이터 마이닝 기법의 하나인 경로 트리(PathTree)를 보완한 공정 

트리(Procedure Tree)라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을 실제 기업 정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 공정 리 시스템에 용한 후 

제안한 시스템의 효율성을 평가한다. 제안한 방법을 통해 기존 RFID 기반 생산 리 시스템이 하기 어려운 실시간 공정 리를 한 공정 흐름

의 측이나 추 과 같은 업무를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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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connect the latest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technology with EIS 

(Enterprise Information System) and utilize them. However, in most cases the focus is only on the simultaneous multiple reading capability 

of the RFID technology neglecting the management of massive data created from the reader. As a result, it is difficult to obtain 

time-related information such as flow prediction and analysis in process control. 

In this paper, we suggest a new method called 'procedure tree', an enhanced and complementary version of PathTree which is one of 

RFID data mining techniques, to manage massive RFID data sets effectively and to perform a real-time process control efficiently. We 

will evaluate efficiency of the proposed system after applying real-time process management system connected with the RFID-based EIS. 

Through the suggested method, we are able to perform such tasks as prediction or tracking of process flow for real-time process control 

and inventory management efficiently which the existing RFID-based production system could not have done.

Keywords : Procedure Tree, RFID, RFID Cuboid, Production Management

1. 서  론 1)

부분의 기업은 비즈니스 자원을 리하기 해 ERP, 

SCM, e-Commerce와 같은 기업 정보 시스템을 많이 사용

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소기업들을 심으로 RFID 기술

을 사용하기 한 많은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RFID를 사용

하면 작업자가 상품을 수동 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

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 낭비를 이고 최 의 효율성

을 제공할 수 있다 [1]. 한, RFID 시스템의 장 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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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편리함, 데이터의 장 능력 등을 사용하여 효율 으로 

상품을 리 할 수 있는 연구가 보고되었다 [2].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동시에 많은 품목을 셀 수 있다

는 RFID 시스템의 기본 인 특징에만 충실했을 뿐, 실시간 

공정 리를 하기 한 공정의 흐름 측  분석 등과 같

은 시간의 경과와 련된 정보는 얻을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업에서 효율 인 실시간 공정 

리를 한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한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

의 시스템에서 실시간  특징을 충분히 활용하기 해서는 

RFID로부터 얻은 원시 인 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재가공해야 한다. 를 들어, 각 공정별 재고 황이나 상품

에 한 체 공정 흐름과 같이 더 가치 있는 정보를 얻기 

해서는 원시 인 데이터를 클 징, 필터링 는 특정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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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능별로 그룹화하는 등의, 추가 인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시간 공정 정보를 얻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

제를 해결해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에서 질의당 처리해야 하는 많은 양의 데

이터 조합을 생성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상당

한 오버헤드가 발생

• 원시 데이터만으로는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정보

를 추출하기가 매우 어려움

• 기존 시스템은 스스로 다음 공정이 어떤 공정인지, 

는 재 진행되는 공정이 올바른지도 추론하기 힘듦

• 재 상황에 한 흐름 단이 힘들기 때문에 사람의 

단이 없이는 특정 시 에 한 상황을 인지하여 

한 지식 정보를 제공해  수 없음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을 극복하기 해 RFID 

데이터 마이닝 기법  하나인 RFID-Cuboid의 패스 트리 

(PathTree) 를 이용한다. 패스 트리는 Info, Stay, Map [3, 

4] 의 3가지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다. 패스 트리를 이용할 

경우 특정 시 의 정 인 정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들에 

한 흐름 정보도 악할 수 있다. 동 인 정보를 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서 언 한 네 가지 문제들을 쉽고 효

율 으로 해결할 수 있다.

끝으로, 제안한 방법을RFID 기반의 기업 정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 공정 리 시스템을 용하고 구 한 후, 

제안한 시스템이 기존 방법에 비해 효과 이고 효율 인 시

스템임을 평가한다.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방법 [2] 에서 수

행하기 힘들었던 실시간 공정 리를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배경지식과 

련 기술을 서술한다. 3장에서는 재의 공정 리 시스템에 

한 련 연구  사례를 보이며, 4장에서는 제안한 방법

을 활용한 제안한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설명한다. 5장에서

는 시스템을 구 하고 평가한다. 끝으로, 6장에서는 결론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2. 배경 지식

2.1 RFID 시스템과 RFID 데이터

과거 몇 년간, 객체의 이동 추 , SCM 시스템, 근 카드 

그리고 고속도로 감시 감독 시스템 등과 같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RFID 시스템과 련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RFID 시스템의 장 을 다음과 같이 기

술하고 있다 [2].

RFID 시스템은 바코드와 달리 무선 다량 인식이 가능하

기 때문에 품목을 하나하나 읽음으로 생기는 시간 , 인력

 낭비를 여 기업의 생산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태그 자체에 추가 인 정보를 

장할 수 있기 때문에 태그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품목에 

한 최소한의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RFID 시

스템은 크게 RFID 태그, 리더, 데이터베이스, 응용 로그램

으로 구성되어 있다.

RFID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RFID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간단한 데이터: 각각에 다른 치에 있는 리더로부터 

읽어 들인 데이터는 (EPC, 태그의 치, 시간) 의 형

태로 구성되어 있다. EPC는 각 품목을 식별하기 한 

자 품목 코드 (Electronic Product Code)를 의미한

다 [4].

• 엄청난 양의 데이터 집합: 리더를 통해 주기 으로 태

그 데이터를 읽어 들이기 때문에 모든 상품에 해 

태그를 부착하게 되면, 월마트와 같이 기업의 규모가 

큰 경우 생성되는 데이터는 매우 많으므로 리가 필

요하다.

• 데이터의 신뢰성: 실제 환경의 상황에 따라 인식률의 

범 가 60-70% 정도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해서는 

리더로부터 읽어 들인 데이터 집합을 정제할 필요가 

있다.

• 공간 이고 시간 인 데이터 집합 [1]: 태그가 부착된 

상품의 추 이나 모니터링을 통해 치 변화나 시간

에 한 정보를 생성하기 때문에 응용 벨의 상호작

용에 합한 데이터 모델이 요구된다.

최근 이러한 RFID 데이터 특성에 기반한 데이터 리 분

야에서 다양한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다 [8].

2.2 공정 리의 정의와 범

완제품이 되기까지에는 원자재와 부자재를 이용한 다양한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에는 일정한 순서와 계열이 

있는데 이를 생산공정이라고 한다. 부분의 기업에서는 생

산공정이 매우 복잡한 조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의 부분 인 오류로 인해 생산공정 체가 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제품 제조에 치명 인 향을  수 있다. 따

라서 각 공정별 작업을 생산 결과물을 기 으로 일정한 시

간계획에 따라 규제  통제함으로써 모든 생산공정의 흐름

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 공정 리이다 [6]. 공정 리는 크

게 다음과 같은 차로 이루어진다.

• 차 계획: 생산계획에 따라 각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공정과 공순 결정  각 공정의 필요한 시간과 장소

를 결정

• 일정 계획: 정표에서 산출된 소요시간과 제품의 납

기 등에 따라 필요한 일수를 실제 연월일에 할당 한 

후 일정 계획 작성  결정 

• 공정 통제: 일정계획에 따른 공정의 개  공정 순

서의 변경과 각 작업의 진행상황 악 

공정 리는 각 작업의 세분화와 규격화의 달성을 통해 생

산성을 향상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의 언

한 공정 리 차에서 공정 통제를 효율 으로 하기 

한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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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패스트리의  [4]

2.3 RFID 흐름 리를 한 RFID Cuboid와 PathTree

2.3.1 RFID Cuboid. 

RFID 데이터 흐름 분석 분야에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어왔는데, 데이터의 압축의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Jiawei 

Han은 RFID Cuboid [3] 라 불리는 새로운 데이터 흐름 분

석 방법을 제시하 다. 본 논문에서는RFID Cuboid가 가지

고 있는 데이터의 일반화, 경로 세그먼트의 병합  분리와 

같은 특징을 활용하여 서론에서 언 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RFID Cuboid는 다음과 같이 세 개의 테이블로 구성되

어 있다.

• Info 테이블: RFID 각 태그의 정보를 장

• Stay 테이블: 임의의 특정한 치에서, 여러 품목이 

함께 존재하는 그룹화된 정보를 장

• Map 테이블: 필요에 의해 하나 이상의 Stay 테이블의 

데이터를 연결한 경로 정보를 장

본 시스템에서는 흐름 리를 쉽게 하기 해 Stay 테이

블을 생성하여 활용한다. 기존의 기업 정보 시스템에서 각 

품목 정보를 이미 구조 으로 매우 잘 정의하고 있기 때문

에, Info 테이블의 역할로써 이를 바로 사용한다. 하지만, 그

룹화된 상품 리가 아닌 각 상품별 이동 정보를 리해야 

하기 때문에 Map 테이블은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다.

2.3.2 패스 트리 (PathTree)

본 논문에서 효율 으로 실시간 생산 공정 리를 하기 

해 RFID Cuboid에서 사용하는 패스 트리(그림 1) 라는 자

료구조를 사용한다. [3] 에서 제안한 패스 트리는 자가 ‘상

품의 그룹 단  이동성’이라는 특징에 착안하여 제안한 것

이다. 상품이 이동할 때 개별 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단 의 묶음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그룹별 리가 필

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해 트리에서 상  노드와 하  노

드 사이의 이동 흐름 계를 나타내는 GID (Generalized ID) 

를 사용하여 그룹화된 상품을 리함으로써 데이터의 일반화

를 통한 데이터의 압축과 질의 처리의 효율성을 검증하 다. 

하지만 공정 리를 해 패스 트리를 직  사용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 이 있다.

• 최소 리 단 가 그룹 단 이기 때문에 상품의 개별

인 정보를 리하기가 어려움

• 그룹 단 로 이동이 잦은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는 

용이 가능하나, 규모가 은 경우에는 개별 단  이

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효율 임

•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이  공정 추 , 재 공정의 

단, 다음 공정의 측과 같은 공정 리를 하기에는 

부 합함

• 상품의 흐름 상태 추 이 어렵기 때문에 공정 과정 

의 오류 탐지나 이동 동향 분석이 어려움

에서 언 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패

스 트리를 수정하고 보완한 “공정 트리”를 제안한다. 

3. 련 연구

3.1 RFID 데이터 집합의 마이닝

지난 몇 년 동안 기업에서 심이 있었던 분야를 고려하

여 RFID 데이터 마이닝과 련된 연구 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에서, 자는 RFID 데이터 마이닝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하 다.

• RFID데이터 클리닝 [16]

• RFID 데이터 흐름 분석

• 경로 기반 분류와 클러스터 분석

• 잦은 패턴과 순차 인 패턴 분석 [9]

• RFID데이터의 오류 분석 [15]

의 분류 , 본 논문에서는 두 번째 항목인 공정 리를 

한 ‘RFID 데이터 흐름 분석’에 주안을 둔다. 

3.2 RFID기반 기업 정보 시스템에서의 공정 리

RFID 기반의 기업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여 상품에 태그

를 부착함으로써 특정 상품에 한 창고의 치나, 재고량

과 같은 기업 자산 정보를 쉽게 리할 수 있다. 한 RFID 

시스템과 기업 정보 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각각의 장 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 리에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지난 몇 년 동안 생산 공정 리를 하기 한 몇 가지 사

례를 <표 1>을 통해 주요 특징과 함께 요약하고, 본 논문의 

목 과의 차이  문제 을 기술하 다. 표에서 볼 수 있듯

이, 이 분야에서 많은 산업 , 학술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실제 환경에 바로 용하여 사용 가능한 시스템은 

다. 그 이유는 실제 환경에서 사용되는 충분한 양의 데이

터의 획득이 어렵고, 특정 응용 환경 시나리오에만 한정된 

실험을 할 수 밖에 없는 기술 인 문제 을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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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설명

K. Kim et al [10]

- 용분야: 실시간 신발 공정 리

-제한된 실험 환경에서 용된 결과이기 때문

에 실제 생산 작업 환경에서의 검증이 필요함

F. Liu et al [11]

- 용분야: 생상품 제조 모니터링

- 체 공정이 아닌 일부분에 해서만 RFID 

공정 리를 용하 기 때문에 상품에 한 

체 흐름 정보를 악하기 어려움

O. Lee [12]

- 용분야: 반도체 패키지 생산 리

- 재 진행되는 공정 확인을 사람의 단이 

필요하며 기계 스스로가 다음 공정을 측하

기 어려움

I. Park et al [13]

-마스터 카드를 이용한 공정 리

-사람이 마스터 카드를 이용하여 하나하나 수

작업을 통한 확인 과정이 필요함 (인력 소모, 

반자동 )

Jiawei H. et al [3, 4]

Elia M. [14]

-상품이 그룹 단 로 이동한다는 특징을 기반

으로 실험을 하 기 때문에, 제안한 방법으로 

개별 인 상품에 해서는 리하기 어려움

<표 1> RFID 흐름분석 련 연구

3.3 기존 연구의 문제

앞 장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재까지의 연구는 여

히 문제의 소지가 남아있다. 즉, 실제의 환경에서 바로 용 

가능한 사례가 고, 제한된 환경에서 실험한 사례가 많아 

임의의 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각 공정별 실시간 재고 황 

• 어떤 임의의 공정으로부터 간 공정이나 최종 공정까

지 소요되는 평균 시간  가장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공정 악

• 체 공정에서 재 공정의 치  다음 공정, 앞으

로 진행될 공정

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첫 번째 문제는 실시간으로 

체의 생산 공정 흐름을 리하기 한 요한 업무이다. 

업부에서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주문으로부터 상

품의 수령까지의 차에 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다. 

두 번째의 문제는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의 효율성과 

한 련이 있다. 리자가 각 공정별로 소요되는 평균 시간

을 확인할 수 있음으로써,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공정

을 확인하고 보완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 문제는 사람의 단이 없이 공정을 측하는 것이

다. 이를 통해 생산 공정 리 시스템의 자동화가 가능하다. 

를 들어, 만약 어떤 작업자가 상품에 한 정보를 알고자 

한다면, 재 상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한 정확

한 정보가 없어도 재 상품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즉 시스템이 각 상품의 체 공정을 악함으로써 문

제의 소지가 있는 상황에 한 처리뿐만 아니라, 상품이 

한 공정으로 보내져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 

한 비의도 인 공정의 락이나 이미 진행된 공정의 반복

과 같은 오류를 사 에 방지하며 이에 한 신속한 처가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 개선된 

패스 트리인 “공정 트리”를 활용한 시스템을 제안하고 구

한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듯이, 제안한 시스템을 활용함으로

써 효율 이고 효과 으로 에서 언 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4. 실시간 공정 리

4.1 제안한 시스템의 아키텍처

제안한 시스템의 체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기존에 제

안한 시스템 [2] 과 비교해볼 때, 다음과 같은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다.

• ERP database: 기존의 ERP업무뿐만 아니라, Info 테

이블의 역할로서 각 태그에 한 상품 정보를 제공한다.

• RFID database: 경로 정보를 장하고 불러들이기 

해 구성한 새로운 테이블 2개가 추가되고 각 공정별 

재고량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태그 정보 테이블

에 있는 품목 상태 코드의 역할을 확장한다. 제안한 

시스템에서는 이 정보를 공정 트리의 에지 (Edge) 에 

한 라벨 정보로 변경함으로써, 리자가 재 품목

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음 공정이 무엇인지 측할 수 

있게 한다.

(그림 2) 시스템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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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의 수 품목의 수
해당 행의 

개수
감소율

1 1,094 1,094 100%

2 903 1,806 50%

3 806 2,418 33%

4 202 808 25%

5 36 180 20%

6 9 54 17%

7 1 7 14%

체 3,051 6,367 48%

<표 2> ERP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분석(1)

작업장

공순
W01 W02 W03 W04 W06 체

0 1 1

1 3 1 4

2 1 1

3 1 1

10 2,755 2 113 174 2 3,046

20 50 1,891 6 1,947

30 6 1,045 7 1,058

40 248 1 249

50 46 46

60 10 10

70 1 1

230 1 1

303 1 1

DM 1 1

체 2,814 3,248 121 176 8 6,367

<표 3> ERP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분석(2)

4.2 공정 트리를 사용한 공정 리

4.2.1 기  정보 데이터의 분석과 처리 과정

공정별 재고 리를 수행하기에 앞서, 재 ERP 시스템

에 있는 기  정보 데이터를 분석한다. <표 2>에서 보듯이, 

기업 내에는 3,051개의 상품이 있고 이 상품은 완제품이 되

기까지 단일 공정부터 일곱 개의 복잡한 공정이 필요하다. 

재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n개의 공정을 가진 상품

에 한 각 i번째 공정의 재고량을 유지하기 해서는 n개

의 복된 데이터가 필요하다(1≤i≤n). 이로 인해 앞으로 

재사용될 가능성이 은 많은 양의 원시 인 RFID 데이터

를 보존하게 된다. 실제로 장의 리자에게는 이미 기존

에 처리된 공정에 한 정보보다는 실시간으로 처리되고 있

거나 앞으로 처리될 공정에 한 정보를 얻는 것이 더 요

하다. 이는 제거되고 압축되어야 할 불필요한 데이터가 매

우 많음을 의미한다.

<표 2>의 우측 부분의 감소율은 각각의 데이터를 각 공

정별로 하나하나 처리할 때와, 흐름으로 묶어서 처리할 때

를 비교하여 데이터 장 공간이 얼마나 어들 수 있는지

를 나타낸 것이다. 를 들어, 어떤 상품이 n공정으로 구성

되어 있다고 하자. 각 공정의 진행 정보를 보여주기 해서

는 n개의 복된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흐름에 기반한 리

를 하게 되면 재 시 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가지고 있게 

되므로 1개의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히 공정 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데이터의 양이 1/n로 어들게 된다.

<표 3>은 공정과 작업장에 해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효율성의 측면에서 유사하거나 연속 인 공정 

과정들은 부분은 같은 장소나 근처의 작업장에서 이루어

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부분의 기업이 각 공정에 

한 각각의 작업장을 별도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

기 힘들뿐만 아니라, 이는 상품의 이동이 잦게 됨으로 인해 

업무가 매우 비효율 일 수 있기 때문이다.

ERP 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한 후, 이를 더 쉽게 공정 

트리에 용시키기 해서는 공정명과 작업장의 병합이라는 

추가 인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공정 트리의 각 노드가 최

소한 하나 이상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특정 작업장 내의 공정에 한 유일한 코드’인 

WP_CD를 만든다. WP_CD에 해서 명시 으로 나타내기 

해서, W를 작업장의 집합, P를 공정의 집합으로 정의한 

후, P×W를 모든 순서있는  (P, W)의 집합으로 정의한다

(p∈P, w∈W). P×W는 P와 W의 ‘Cartesian Product’이다. 

즉,  가 가능한 공정명의 개수이고  가 가능한 작업장

의 개수라고 할 때, P×W의 최  개수는 항상 이들 곱보다 

다. 를 들어 10 번 공정이 작업장 W02에서 진행된다고 

하면, 이 공정을 (10, W02) 와 같이 나타내고, 본 시스템에

서는 축약하여 ‘10.02’로 표기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P×W 

집합을 구성하면 <표 3>으로부터 24개의 을 생성할 수 

있다. 생성된 WP_CD를 사용하여 각 공정을 리하기 한 

공정 트리를 구성한다.

4.2.2 공정 트리의 구성

언 한 패스 트리의 문제 을 보완한 공정 트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공정 트리에서는 PID (PathTree의 GID역할) 를 각 상

품에 해서 재 상태에 할당함으로써, 그룹화된 상

품의 정보가 아닌 개별의 상품에 한 리가 가능함

• 상품의 생산 계획을 바탕으로 최종 공정의 PID를 

리함으로써 공정 트리를 통해 재 공정의 악, 이  

공정의 추 , 이후 공정의 측이 용이함

• 패스 트리에서는 소요된 시간을 time_in과 time_out과 

같은 속성을 사용하여 표 하는 반면, 공정 트리에서

는 트리의 각 노드 크기로 표 하여 별도의 계산이 

없이 각 공정별 소요된 시간이나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된 공정을 공정 트리를 통해 바로 찾을 수 있음

본 논문에서는 공정 트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정 

트리는 PT=(N, E)로 나타내고, 공정 리와 연 된 흐름 

정보를 가지고 있는 트리 구조이다. N은 노드의 집합으로 

WP_CD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공정에서 소요된 평균 시

간( )을 노드의 크기를 통해서 나타낸다. E는 두 노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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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Product

“W01”Warehouse

“10” Procedure “20” Procedure “30” Procedure

“W02”Warehouse

(그림 3) 공정 진행의 (107670004)

(그림 4) 공정 트리의 구성

이의 흐름을 표 하는 각 화살표의 이름의 집합이다. PT를 

그림으로 나타내기 해서, 노드 ni를 WP_CD로 명명된 원

으로 그리고, 이 원의 크기를 i번째부터 다음 공정 단계까지 

소요된 평균 시간으로 나타낸다. 에지 ei는 노드 ni로부터 다

음 노드 nj까지의 (1≤i≤j) 노드 사이에서 방향성 있는 화살

표로 표 되며, 이 화살표의 이름을 PID (Procedure ID) 라 

한다. PID 는 패스 트리 내의 GID(Generalized ID) [3, 4] 

와 동일하다. PT의 최  깊이는 최  공정의 개수와 동일하

다. 평균 소요된 시간(C)는 다음과 같은 수식에 의해 계산

된다.

),2,1,0(
1

*
cos =

+

+
= n

n
CnC

taverage kavg

(1)

식(1)에서 avgC 는 시스템에서 이 까지 의 식에 의해 

계산되어 왔던 값의 평균을 의미하며, n 은 재까지 입력된 

값의 개수, kC 는 최종 수정된 시간과 재 시간까지의 차

이, 즉, 재 공정의 소요시간을 의미한다.

ERP 데이터의 처리 과정을 마치면 PT를 구성할 수 있

다. 가장 먼 , 완제품이 되기 한 체 공정 순서 집합을 

찾고, 각 상품 단 로 묶어서 체 공순의 PID를 찾는다. 

를 들어, (그림 3)과 같이 상품 코드가 ‘107670004’이고, 총 

3개의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자. 이에 한 WP_CD

집합은 {10.01, 20.02, 30.02} 와 같이 순서 있는 으로 표시

할 수 있다. 이는 공정 트리에서 각 노드의 이름이 되며, 각 

노드의 크기는 식(1)에 의해 동 으로 결정된다. 이  공정

으로부터 다음 공정까지의 흐름이 에지가 되며, 각 에지의 

이름은 순차 으로 번호가 매겨진다. 반복 으로 공정 트리

에 용하면 (그림 4)와 같은 모습이 된다. 한 기업에서 

새로운 상품에 해서 새로운 공정 과정이 생기면, 해당되

는 공정에 응하는 부모 아래에 새로운 자식 노드를 추가

함으로써 새로운 공정 과정을 쉽게 추가할 수 있다.

이 게 구성된 공정 트리를 이기종 응용 로그램간 데이

터의 교환이나 웹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해 DOM API

를 이용하여 도식화된 데이터를 (그림 5)와 같이 XML로 변

환하거나, 각 상품의 체경로와 부분 경로, PID, 소요된 시

간(C)을 기 으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사용자

는 서버로부터 XML 일을 다운 받거나 데이터베이스로부

터 경로 정보를 받은 후, 이를 기반으로 서  공정 트리를 

구성하여 공정 리를 수행한다. 

알고리즘 1은 공정과 련된 데이터로부터 공정 트리를 

구성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장하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기

술한 것이다. 입력 값으로 각 상품의 코드와 체 공정의 

부분 경로 집합을 받아, 공정 트리를 생성하고, 품목에 한 

체 공정 경로를 (ITEM_CD, FULL_PATH)의 형태로, 

각 공정의 부분 경로를 (WK_PROC_CD, PATH)의 형태로 

각각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알고리즘1

입력:

출력:

각 공정별 공정순서, 상품 코드

공정 트리, 상품의 체 공정 PID

방법:

1:

2:

3:

4:

5:

공정 데이터의 수집

상품코드를 기 으로 데이터의 그룹화

체 PID를 통해 공정 트리 구성

공정 트리의 순회를 통한 PID 추출

추출된 PID를 XML 변환  데이터베이스 장

(그림 5) XML로 기술된 공정 트리

4.2.3. 공정 트리를 사용한 실시간 공정 리

공정 트리를 사용하면 단순히 동일한 PID를 가진 품목의 

개수만 확인함으로써 공정별 실시간 재고 황을 쉽게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 공정의 이  공정과 다음 공정

에 한 정보를 알 수 있다. 한 상품이 재 상태에서 완

제품이 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몇 개의 공정이 

남았는지 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제안한 시스템에서는 재 공정의 이  공정이나 다음 공

정을 찾고자 할 때, 품목에 한 체 공정 정보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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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이동식 RFID 리더를 사용한 공정 리

로 트리 구성에 필요한 최소의 노드 정보만으로 공정 트리

를 구성한다. 

를 들어 “ 재 상품에 한 PID 가 12.1.1이라고 할 

때, 다음으로 진행되어야 할 공정은?”과 같은 질의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 한 답은 단순히 공정 트리에서 재 

PID에 한 자식 노드를 검색함으로써 알 수 있다. 상품에 

한 체 경로 PID를 12.1.1.0이라고 할 때, 12.1을 부모 노

드로, 이에 한 자식 노드 12.1.1.0이 다음 공정이 된다. 따

라서 본 시스템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이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재 올바르게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등과 같은 상황 인지 기반의 생산 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5. 구   성능 평가

제안한 시스템을 구 하고 성능을 평가하기에 앞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산 양식지 

제조 기업인 한국 산홈의 ERP시스템과 연계하여 구 한다.

사용한 데이터는 실제 기업 ERP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최

소화시킨 순차  정보의 집합인 공정 코드, 작업장 코드와 

상품 코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체 공

정 트리를 생성하고 RFID 데이터베이스에 장함으로써, 공

정 리시 구성된 공정 트리를 기반으로 쉽고 빠르게 재구

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 어떤 상품의 새로운 

공정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미 구성된 트리 

내 공정을 쉽게 넣을 수 있는 함수와 도구를 제공한다.

5.1 시스템 구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시스템을 구 하기 해 C# 개발 

도구와 RFID 기술을 사용한다. 소 트웨어 환경은 SQL2000 

서버와 마이크로소 트 닷넷 임워크 2.0기반이다. RFID 

쪽에서는 ER9501이라는 개발 도구와 IP4라는 이동형 RFID 

리더를 사용한다. 이는 다양한 라이 러리의 지원과 타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평가 받았기 때문이다.

5.1.1 실시간 공정 리

기업에서 어떻게 공정 리가 이루어지는지 이해하기 

해서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역할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먼  서버 측면에서 보면, 서버는 ERP 데이터로부터 공

정 데이터 집합을 수집하고, 알고리즘1을 이용하여 기의 

공정 트리를 자동 으로 생산한다. 이는 이동식 RFID 리더

가 상 으로 서버에 비해 성능이 낮기 때문에, 시간이 많

이 걸리고 부담을  수 있는 처리 과정을 서버로 임한 

것이다. 이 게 서버에서 기 공정 트리를 구성하면, 이동

식 RFID 리더는 해당 상품의 체 경로와 정보에 기반하여 

최소화된 PID집합을 가져와 서  공정 트리를 구성한다. 

(그럼 6)은 이동식 RFID 리더에서 공정 리를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동식RFID 리더는 서버에서 구성된 트리를 바탕으로 하

여, 재PID에 한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를 검색하여, 

재 공정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된 공정  앞으로 진행될 공

정을 찾을 수 있다. 

만약 재 공정에 해서 진행될 수 있는 공정이 유일하

다면, 리더는 다음 공정으로 가기 해 재 공정과 다음 

공정을 바탕으로 수식(1)을 사용하여 평균 소요된 시간을 

계산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만약 재 공정에

서 갈 수 있는 다음 공정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경우 ( 재 

공정 PID 에 한 자식 노드가 여러 개인 경우), 이동식 

RFID 리더는 사용자에게 앞으로 어떻게 공정을 개할 것

인지에 한 선택하는 화면을 보여주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기  공정 정보를 사용자가 변경한 경우에 주로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처리  리된 생산 공정 리 

정보는 기존 ERP와 연동시킴으로써 ERP와 제안한 시스템

과의 데이터 일 성을 보장한다.

추가 으로 시스템은 확인하고자 하는 상품 코드에 한 

PID를 셈으로써 리자에게 각 공정별 재고 황을 실시간

으로 쉽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

5.2 시스템 평가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공

정 리를 수행하기 한 비 과정부터 실제로 공정 련 

정보를 얻기 한 과정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서버 컴퓨

터는 인텔 펜티엄 CPU 2.4GHz, 2GB 메모리의 사양을 갖추

고 있다. 서버는 앞에서 언 했듯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

는 과정인 데이터베이스의 기화와 체 공정 트리 구성의 

두 과정을 수행한다.

시스템 성능 평가를 수행하기 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

하고, 실제 기업에서 사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내용

을 평가한다.

• 서버와 이동식 RFID 리더에서 공정 리를 한 비

과정부터 각 단계별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여 실시간성

을 보임

• 기존의 시스템과 제안한 시스템의 기능  비교를 통해 

효율 으로 실시간 생산 공정 리  공정별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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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가능함을 보임

5.2.1 데이터 집합

성능을 평가하기 한 데이터로써, 실제 ERP 데이터베이

스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표 4>와 같이 정의하고 분

석하 다.

생산 공정 리 시스템에서 순차 인 공정 순서를 가진 

상품 (98.77%) 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반 로 비순차 인 공

정 순서를 가진 상품 (1.23%) 은 체 상품의 수를 고려할 

때 매우 음을 알 수 있다. 경로는 순차 인 경로 (49.74%) 

와 비순차 인 경로 (50.26%), 두 가지로 나  수 있다. 비

순차 인 경로를 가진 상품의 수가 매우 음에도 불구하고, 

순차 인 경로의 수와 비순차 인 경로의 수가 거의 동등한 

특이 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실제 기업에서 생산성 향상

이나 기계의 효율성을 해 상품의 생산 공정 기  정보를 

변경하거나 생산 공정 순서를 변경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성능

을 평가한다.

<표 4> 데이터 분석

기간 2000.1.1 ～ 2008.8.31

데이터의 수 88,972행, 3열, 266,916토큰(tokens)

경로의 수
체 경로의 수

-품목의 개수

  392개

47,741개

PID의 수 1,115개

5.2.2 평가

제안된 방법을 통해 공정 트리를 구성하고 이를 공정 

리를 해 사용하기까지 각 단계별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

다.

<표 5>는 각 단계를 다섯 번씩 수행하여, PC와 이동식 

RFID 리더에서 수행되는 각각 시간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

이다. 서버에서 구성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동식 리더가 

재구성한 서  공정 트리에서 이  공정, 재 공정, 다음 

공정을 찾는 시간은 거의 0 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시간으로 공정 리가 진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 

과정에서 잘못된 공정 개나 복된 공정 처리와 같은 

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확인  한 처

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제안한 방법이 기존 방법 [2] 에 비해 효과 이고 효율

인 시스템임을 기능 인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를 <표 6>과 

같이 요약하 다.

<표 5> 각 장치별, 단계별 소요되는 시간

단계
소요 시간 

(PCs)

소요 시간 

(Mobile)

기화 (1회만 수행)

  -데이터 수집

  -PT 구성

153.67s

 13.03s

140.64s

-

-

-

검색 ( 기화를 통해 구성된 DB)

  -데이터로부터 Sub PT 구성

  -이  공정 검색

  - 재 공정 검색

  -다음 공정 검색

  0.28s

  0.25s

  0.03s

    0s

    0s

2s

1s

1s

0s

0s

<표 6> 기존시스템과 제안한 시스템 비교

기존 시스템 제안한 시스템

DB

서버 부하

큼

(n개의 데이터 집합)

음

(1개의 데이터 집합)

실시간 공정 

리

재고 리

-독립  데이터

-그룹별 상품 리 

(제한  리)

-공정오류 탐지 불가

-연속  데이터

-개별 상품 리 

(확장된 리)

-공정오류 탐지 가능

기존의 시스템과 달리 제안한 시스템은 공정 개수에 응

하는 수의 데이터 집합에 해서 데이터의 가공이 필요한 

반면, 제안한 시스템의 경우 재 공정에 한 데이터 집합

에 해서만 수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정 리를 하기 

한 데이터베이스의 읽기 는 쓰기와 같은 트랜잭션이 

어들어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부하가 어든다. 

데이터 자체의 에서 보면 데이터가 하나하나 상호 연

성이 없이 독립 으로 존재하는 기존 방법의 경우와 달리, 

제안한 방법은 데이터간의 계를 공정 트리를 통해 나타냄

으로써 이  공정부터 재공정 는 앞으로 진행될 공정까

지의 흐름을 쉽게 추 이 가능하다. 이는 추 을 통해서 

복되거나 잘못된 공정의 진행이나 락된 공정과 같은 생산 

공정 과정에서의 오류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이에 한 즉각

인 조치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상품 리의 에서 보면 기존의 방법에서는 그룹화된 

정보를 기 으로 상품의 공정 정보를 리하기 때문에 상품

을 개별 으로 리하기가 힘들지만, 제안한 방법을 통해 

상품을 그룹화하여 리할 뿐만 아니라, 상품 하나하나까지

도 세부 으로 리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한 방법을 통해 기존의 방법에서 수행하기 힘

들었던 실시간 공정 리  각 공정별 재고 리를 효과 이

고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다.

6. 결  론

RFID는 바코드를 체할 무선인식 기술로써 빠르게 물

류․유통  생산 장에 용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은 비

즈니스 장에서의 빠른 정보 갱신을 하여 RFID 기술을 

기업 환경에 목시키고자 노력 이다. 이에, RFID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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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기업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구축

한 통합 시스템이 개발되어 보고된 사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들은 무선으로 많은 양의 상품을 동

시에 읽을 수 있는 RFID의 특징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품

의 이동이나 생산과정 등을 동 으로 나타내고 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자재소요 측이나 생산 라인별 생산 

측 등의 시간의 경과와 련된 동 인 정보를 리하기에

는 비효율 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업이 효율 으로 실시간 공정 

리를 할 수 있도록 RFID를 이용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  

하나인 패스 트리를 실시간 공정 리에 맞도록 보완하여 

‘공정 트리’를 제안하 으며 이를 이용하여 실시간 공정 

리 방법을 제안하 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RFID 기반의 기업정보 시스

템과 연계하여 구 한 결과 기존 RFID 기반 생산 리 시스

템이 하기 어려운 실시간 공정 리를 한 공정 흐름의 

측이나 추 과 같은 업무를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사람의 결정이나 단이 없이도 시스템이 스스로 

재 공정이나 다음 공정을 측할 수 있기 때문에 복된 

공정의 진행이나 락된 공정과 같은 공정 오류를 쉽게 찾

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한 한 처 방안을 제

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면 공정 리 분야뿐 아

니라 순차 인 흐름이나 시간과 련된 과정을 리하거나 

추 이나 측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동 인 리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기업의 공정 리 분야에 한정

되어 용되었다. 그러나 공정 리뿐 아니라 순차 인 흐름

을 가진 모든 기업 활동에 RFID 시스템을 도입하고 동 으

로 리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범용 시스

템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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