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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물류의 입출고  재고 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리하는 것이 매우 요한 냉동창고 재고 리 로그램은 폐

쇄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인 거시 시스템에서 운용되고 있어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소비자인 화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무하며, 기본 인 수·발주를 해서 팩스나 화를 이용하므로 업무 로

세스가 낙후되어 업무가 비효율 이며 오류와 부정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낙후된 기존 시

스템의 문제와 냉동창고 소비자인 화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 기존 시스템을 그 로 

유지하면서 모바일로 화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임워크를 설계하고 구 한다. 구 된 시스

템에서 화주는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수․발주 업무, 재고량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하 으며 다양한 서비스를 화주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만족도를 향상시켰다.

ABSTRACT

Refrigerated warehouse inventory management program which manages the logistics of shipping&receiving and inventory quickly and 

accurately is a costly and labor-intensive maintenance because it is operated in the legacy system on a closed client-server environment. There 

are no services available for consignees who are the consumers of refrigerated warehouses except  fax or phone for orders which makes the 

business process inefficient and creates many problems such as error and inaccuracy. In this paper, we design and implement a mobile 

framework with a legacy system supporting various services to the consignees for solving problems of outdated legacy systems and no 

services to use. The system supports promptness and accuracy which give the users improved satisfaction by providing orders and queries of 

inventory for the consignees on mobile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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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 냉동창고에서 물류를 장하고 유통하는  업무

를 해 사용하고 있는 재고 리 시스템은 폐쇄 클라이

언트 서버 환경인 거시 시스템에서 1980년  제작한 

로그램을 약간 업그 이드하여 운용되고 있다. 이 냉

동창고 재고 리 로그램은 사용하기 매우 불편하고 

기능이 미흡하지만 체나 재설계에 많은 고비용이 소

요되어 계속 사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냉동창고 리 업무의 다수는 화나 팩

스를 사용하며, 입․출고 지시서를 이용하는 등 로세

스가 낙후되어 업무의 효율화, 신속성, 오류와 부정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 냉동창고의 이용자인 

화주를 한 서비스가 무하여 수․발주, 재고량 등의 

정보를 확인하기 해서는 화주가 리자에게 직  요

청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기존 

시스템을 그 로 유지하면서 모바일로 화주에게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임워크를 설계하고 

구 한다. 이 모바일 임워크를 기반으로 기존에 

화와 팩스로 처리했던 업무를 화주가 스마트폰 등의 다

양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수․발주 업무, 재고량 조

회 등의 서비스를 직  처리함으로써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된 연

구 동향에 하여 기술하며 3장에서는 실제 장에서 사

용되고 있는 냉동창고 재고 리 로그램의 문제 과 

이를 해결하기 한 냉동창고 리 모바일 임워크

에 해 기술한다. 4장에서는 냉동창고 리 모바일 

임워크를  설계하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모듈의 세

부기능을 설명하며 구 한 시스템의 를 보인다. 마지

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를 기술한다.

Ⅱ. 련연구

본 연구와 련된 기존 연구에서는 냉동창고 내의 배

치 문제, 표 화, 냉동창고 설비효율화, 장장소의 효율

화, 창고의 설계, 냉동창고 물품의 치를 안내해주고 그 

재고를 볼 수 있는 시스템 등 냉동창고 자체와 련된 연

구들이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참고문헌 

[1][2][3]은 물류의 재 치  정확성 향상과 물류의 이

동정보 확인, 물류의 최  상태유지, 냉동 냉장창고의 필

요성과 설비의 설계에 한 연구들이다. 

[1]에서는 지게차에 2개의 RFID 리더기를 설치하고 

천정의 특정 치에 RFID 태그를 부착하 다. 이를 통해 

재 치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물류의 이동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다. 

[2]에서는 리자가 다양한 랫폼(PC, PDA, Mobile 

Phone)을 통해 창고 환경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수동으

로 제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 하 다. 창고 내에 센

서를 장착하고 리더기를 통해 각 센서의 정보를 읽어 들

인다. 그리고 그 정보를 창고 서버에 장하고 분석하여 

창고 내부에 있는 물류가 최 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창

고를 자동 제어한다.

[3]에서는 냉장 냉동창고의 설계에 한 내용을 연구

하 다. 냉동창고의 특수성과 설치되는 설비에 해서 

분석하고 다양한 환경을 제시하 다.

이처럼 부분의 연구들은 냉동창고를 리하는 방

식이나 냉동창고의 설비와 설계가 부분이었다. 본 논

문에서는 낙후된 기존 시스템으로 인해 리업무의 신

속성과 정확성 결여와 냉동창고 소비자인 화주에게 제

공되는 서비스가 없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해 기존 

거시 시스템을 그 로 유지하면서 모바일로 화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임워크를 설계

한다.

Ⅲ. 문제정의

우리나라의 냉동창고의 시설규모는 2011년을 기

으로 체업체수가 879개소이며 부산에 치한 냉동

창고 수는 국 비 15%를 차지하여 부산지역의 요

한 산업이다. 그  부산지역의 메이  업체인 삼성냉

장, 보성냉장, 삼일냉장, 정양산업 등을 실지 조사한 결

과 이들 냉동창고에서 사용하는 냉동창고 재고 리 시

스템은 그림 1과 같이 폐쇄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인 

거시 시스템에서 1980년  제작한 로그램을 약간 업

그 이드하여 운용되고 있다. 이 냉동창고 재고 리 

로그램은 사용하기 매우 불편하고 기능이 미흡하지

만 체나 재설계에 많은 고비용이 소요되어 계속 사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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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존의 냉동창고 재고 리 로그램
Fig. 1 Example of a inventory control program for 

refrigerated warehouses

이러한 냉동창고 재고 리 로그램을 사용하기 때

문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첫

째로, 기능이 제한 인 냉동창고 재고 리 로그램의 

사용으로 인해 리 업무 로세스가 낙후되어 신속성

과 정확성이 결여되고 있다. 즉, 냉동창고를 이용하는 

화주는 물류의 수․발주 업무를 화나 팩스를 사용하

여 리자에게 요청하고 있으며, 리자는 요청받은 

수․발주 업무에 해당하는 입출고 지시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다시 냉동창고 재고 리 로그램에 입력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결여되고 있다. 둘째로, 화

주를 한 서비스가 무하다. 기존 냉동창고 재고

리 로그램에서는 화주를 한 서비스를  지원하

지 않기 때문에 수․발주, 재고량 등의 정보를 확인하

기 해서는 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리자에게 요청

하고 있다. 

그림 2. 기존 시스템의 문제 과 해결 방안  
Fig. 2 Problem of legacy systems and the solution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그림 

2와 같이 모바일로 화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임워크를 설계한다. 제공되는 모바일 

임워크를 통해 화주는 스마트폰 등의 다양한 모바일 기

기를 사용하여 수․발주 업무, 재고량 조회 등의 서비스

를 이용한다. 이러한 모바일 임워크를 이용하게 되

면 기존 거시 시스템을 그 로 유지하면서 냉동창고 

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다

양한 서비스를 화주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Ⅳ. 냉동창고 리 모바일 임워크

4.1. 시스템 구성도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냉동창고 

리 미들웨어의 서비스 흐름도이다. 그림과 같이 물류가 

입고되면 냉동·냉장창고로 이동 보 되며 RFID 등을 이

용해 물류의 정보가 서버에 장된다. 서버는 웹과 모바

일 서비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리자와 화주에게 창

고  물류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3. 냉동창고 리 로세스 구성도  
Fig. 3 Diagram of process for managing refrigerated 

warehouse

냉동창고 리를 한 모바일 임워크의 시스

템 구성은 그림 4와 같다. 기존 시스템은 그 로 유지

하면서 냉동창고 리 모바일 임워크를 통해 화

주에게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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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체 시스템 구성도
Fig. 4 Diagram of the proposed system

그림 5는 냉동창고 리를 한 모바일 임워크를 

구성하는 각 모듈을 나타낸다. 사용자의 모바일기기에 

해당하는 클라이언트 측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XML 

Parser를 포함한 분석 모듈, 그리고 통신모듈로 구성되며 

서버 측은 통신 모듈과 질의 처리 모듈로 구성된다. 

그림 5. 모바일 임워크의 각 모듈
Fig. 5 Each module of the mobile framework

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요구(질의)를 

요청하면 분석 모듈에서 각 질의에 해당되는 URL을 추

출하여 통신모듈로 보내져 서버로 질의를 송한다. 서

버의 통신모듈은 이 질의를 수신하여 질의 처리 모듈을 

통해 질의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그림 6과 같이 XML로 

만들어 통신 모듈을 통해 클라이언트로 송한다. 클라

이언트는 통신 모듈을 통해 XML을 송받아 XML 

Parser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이 결과를 분

석모듈을 통해 당한 형식으로 만들어 사용자 인터페

이스에 출력하게 된다. 

그림 6. XML을 이용한 질의 결과 송
Fig. 6 Transfer query result using XML

4.2. 시스템 구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언 한 냉동창고 리 모바

일 임워크를 실제로 구 하여 시스템의 효용성을 

입증하 다. 서버는 기존의 거시 시스템을 그 로 

사용하 으며 서버 모듈을 C로 구 하고 클라이언트

는 안드로이드 2.2 로요(froyo)를 기반으로 이클립스

를 사용하여 로그래  하 다. 클라이언트로는 갤

럭시 s1, 갤럭시 s2 등 다양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실

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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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구  시스템 
Fig. 7 Example of the implemented system

그림 7은 구  시스템의 이다. 구 된 냉동창고 

리 모바일 임워크는 물류의 입고 황, 출고 황, 재

고 황, 그리고 보 료를 검색할 수 있다. 입고 황을 선

택하면 날짜별, 품목별, 선명별로 입고 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날짜별 입고 황의 경우에는 오늘, 주별, 월별, 

특정날짜별로 세분화하여 그 결과를 검색할 수 있다. 

한 출고  재고 황도 입고 황과 같이 다양한 조건으

로 그 결과를 검색 할 수 있다. 

그림 8. 주별 입고 황  품목의 상세 정보
Fig. 8 Weekly received items and their details

그림 8은 “입고 황”→“날짜별입고 황”→“주별입

고 황”을 선택한 후의 화면의 이다. 주별 입고 황을 

선택하면 해당하는 물류의 정보가 검색되며, 이 에서 

사용자가 심 있는 물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물류에 한 상세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출고요청을 

통해 바로 출고를 요청 할 수 있어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

장받을 수 있다. 

그림 9는 “입고 황”→“선명별입고 황”을 선택한 

후의 화면의 이다. 선명별 입고 황을 선택하면 해

당하는 선명의 정보가 검색되며, 이 에서 사용자가 

심 있는 선명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명에 해

당하는 물류  그 물류에 한 상세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그림 9. 선명별 입고 황  품목의 상세 정보
Fig. 9 Shipping items and their details

그림 10은 “재고 황”→“품목별재고 황”을 선택한 

후의 화면의 이다. 품목별 재고 황을 선택하면 해당

하는 물류의 정보가 검색되며, 이 에서 사용자가 심 

있는 물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물류에 한 상

세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그림 10. 품목별 재고 황  품목의 상세 정보
Fig. 10 Stock as items and their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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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향후 연구

기존의 냉동창고 재고 리 로그램은 기능이 제한

됨으로 인해 리 업무가 낙후되어 신속성과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 한 소비자인 화주에게 제공되는 서비

스가 무한 상태여서 기본 인 수·발주를 해서 팩스

나 화를 이용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냉동창고 리 모바일 임워크

를 설계하고 실제로 구 하 다. 구 된 시스템은 화주

가 모바일을 이용하여 수․발주 업무, 재고량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

장하 으며  다양한 서비스를 화주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만족도를 향상시켰다. 향후 연구로는 설계된 시

스템을 실제 장에 투입하여 시스템의 효율성을 입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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