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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gistics Center” meaning is the warehouse nicely made for marketing 

dimension name, being widely accepted in South Korea. In addition, many 

warehousing are creating to enhance the density of land utilization and to 

introduce the multi-level & intelligent type with automated equipment.

This study shows how to increase the effective working method (for logistics 

activities of the Multi-Leveled ware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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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erms of research methods, this study is written easy to understand for 

everyone and can be applied to field improvement immediately using an 

animation, unlike existing studies that was difficult to understand as described 

by a complex calculation & logics. And terms of originality of the proposal, 

this study shows the multi-level continuous vertical type conveyor, and this 

one makes up the weakness of existing cargo elevator system. 

The Simulation modeling is the processing of the creating dynamic element 

for computer simulation using buildings, operations and devices. This 

processing is very similar to the theatricals as follows.

STEP1 : stage(Make multi level-type mechanical Logistics Center)

A collection of modules (Defined as “Between the spans”) are indicated as 

the multi-level type warehouse

This study module to identify the physical rules for setting, the rules applied 

to multilayer type identified mechanical distribution center building design 

tools.

STEP2 : Casting and scenarios (equipment-specific logistics task duration)

Casting and scenarios, the related device operation time makes a 

materialization to real time measurement by the used equipment and logistics 

activities.

STEP3 : Stage device (cargo transportation system)

The stage device makes a materialization to cargo transfer system, which is 

differentiated existing device. Above stage device is realized by the 3D 

mechanical design tools by the driven rule.

STEP3 : Rehearsal (simulation analysis)

Finally, the analysis of the simulation can be expressed as a rehearsal is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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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to take advantage of the concept as shown below, the range of research 

in the future.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d in the cargo transfer system simulating 

for verification of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① This system is indicated the over double work efficiency compare with 

the limited cargo-elevator.

②Cargo transportation modes are separated as stand-by & distribution type, 

and then this mode provides the guidelines for the state-by-state carrier 

settings.

③ A proper carrier is submitted for detailed design.

④ The performance verification process is analyzed lexically with a virtual 

3-demensional test bed.

⑤ Multilayer-type logistics center of the possibility introduced in the 

analysis, and other logistics activities and said the system's connectivity 

offered by the prior review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his study, the multi-layer-type cargo transfer 

system can be contributed as followings

1. The Minimization of passage & space for cargo truck, 

2. Income increasing through storage expansion. 

3. Cost decreasing by reduced construction expenses.  

Simulation results are as follows.

The simulation for the concept of verification,  The concept of a vertical 

tray conveyor design proved its validity.(Cargo elevator’s working capabilities 

: 74 pallets per hour,  Vertical tray conveyor’s working capabilities : 115 

pallets per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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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mulation for operational support, it provides the guidelines regarding 

the carrier allocation for manual mode & vertical moving speed setting.

The simulation for test bed building, it provides the test environment that 

can perform with minimum manpower using the diverter conveyor.

Finally, the simulation for work place, the multi-level warehouse(5,000 DC 

TYPE) with 3 vertical conveyor and a cargo elevator can replace the ramp 

way.

KEY WORDS: 3D SIMULATION, MULTI-LEVEL WAREHOUSE, 

               VERTICAL TRAY CONVEYOR, LAYOUT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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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물류센터(LOGISTICS CENTER)’는 ‘창고(Warehouse)’를 멋있게 부르기 

위한 관용적 영어 명칭으로, 한국과 일본 등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1) 그러나 

물류센터라는 용어는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칭함에도 아직까지 글로벌 

표준 용어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는 ‘어원의 문제’라기

보다는 관련된 개념이 아직도 ‘진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960년대 물류는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물적유통(Physical Distribution)2)으로 유통의 

일부로서 물건의 이동과 취급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물류센터는 여기서 파생된 

‘물적유통센터(Physical Distribution Center)’로 명칭 되었으며,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관과 함께 하역, 출고, 배송의 기능들을 수행

하는 시설로 정의되었다.

1970~80년대에는 공학적 관점에서 물류와 관련된 문제들이 Material Flow, 

Material Handling 등으로 정의되어 연구되어졌다.3) 공학적 관점에서 물류의 문

1) 물류센터의 어원은 Hikaru Kajita(다카사티 상과대학 교수)의 물류용어집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였다.

물류센터는  창고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여 투자유치, 개발과 영업 촉진을 위해 고안된 일본식 영어로
서 영문번역에 사용할 수 없다. 영어로는 Warehouse 혹은 Distribution Center로 표기되고 있다.

2) The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의 「AMA management report, No.51, 1960」에서 명명되어진 것
으로 알려져 있다.

3) 소개된 개념과 관련 제품들은 ‘Modern Material Handling’이라는 잡지사를 통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
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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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란 생산, 유통, 서비스 등의 활동에 필요한 물건의 이동과 핸들링 등을 의미

하였다. 덧붙여 이 시기에는 최적해를 제안하기 위한 명제로서 생산물류, 산업

물류, 지하물류 등의 용어 사용이 일반화되었다. 따라서 물류센터와 관련해서는 

흐름의 평가와 개선, 레이아웃과 배치의 최적화, 유닛로드 및 크로스도킹용 장비 

개발 등의 기술적 발전을 위한 토대들이 마련되었다.

1990년대부터 물류는 조달, 생산, 자재취급, 보관, 사용, 회수, 폐기 등 일련의 

기능들이 연계된 시스템으로 이해되어졌다.4) 따라서 이 시기의 물류센터는 시

스템적 사고에서 부분의 최적이 아닌 ‘전체의 최적을 추구하는 물류활동의 장

(場)’으로서 이해되었다. 덧붙여 자동화 및 정보화의 진전과 맞물려 물류센터

의 종합적인 시스템화를 위한 경영기법과 운영솔루션들이 도입되어졌다

한국에서 물류센터 운영업(이하 창고업)은 ‘기업활동의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

라는 시대적 모토 하에 자유업으로 경영되어졌다.5)  그러나 오랫동안 유지된  

‘진입 장벽이 없는 사업여건’은 물류센터가 토지이용의 난개발을 야기하고 

생활의 편의를 저해하는 협오시설로 인식되게 하는 주요한 원인들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창고들은 세련된 이미지가 덧입혀진 물류센터라는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기능적으로는 유통가공, 분류․재포장 등 제조 공장의 기능들

이 수행되고, 공간구성에서는 사무 및 판매 공간을 포함한 준 오피스화된 공간

으로 진화하고 있다.6) 그리고 이러한 기능과 외관의 변화는 물류센터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생활의 영위를 위한 중요 시설로 변화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창고업계의 노력을 바탕으로 2011년 8월에 개정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창고에 대

한 등록제가 실시되었으며, 2012년부터는 이용자의 물류서비스 향상에 기여하

4) 물류시스템은 1997년 일본의 ‘네오 로지스틱스 공동연구회’의 합의로 정의된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5) 2000년~2011년까지 한국에서 창고업은 영업개시에 특별한 제도적 제약이 없었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에 
있어 관세법, 건축법, 소방법, 산업안전보건 법 등에 관련 규정이 부분적으로 존재하였다. 물류센터라는 
용어가 최신형 창고를 의미한다면 이를 경영하는 사업체는 ‘물류시설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를 참조하여 창고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Karl Heitman., Kevin Mckenna의 「Trends in Design &Construction Technology. 2008.28차 WERC 연례
컨퍼런스」의 발표내용을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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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창고업자를 우수업체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우수창고인증제’가 시행 되었다.

이상의 시대적·경제적 환경을 요약하면 현재 한국의 창고업체들은 지가 상

승과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7) 속에서도 기존의 창고를 최신의 물류센터로 업그

레이드8)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다층형 물류센터에 적용 가

능한 개선된 수직컨베이어를 제안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최적설치를 위

한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창고업과 물류장비 제조업 그리고 관련 종사

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7) 한국통합물류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운영 중인 창고업체들의 61.3%가 연매
출 1억원 미만이며, 연매출 50억 이상의 업체는 4.1%에 불과한 영세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8) 2012년, 국토교통부의 우수창고업 인증요령의 인증기준에 의하면 우수창고업체는 ‘화주가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물류창고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화물의 안전한 보관 등을 
통하여 화주에 대한 서비스향상에 기여하는 업체’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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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연구적 목표는 물류센터 내 물류활동과 물류설비를 3차원 동적 시

뮬레이션으로 구현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관점과 체계 그리고 이를 기

반한 방법과 예시 등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Fig. 1 The academical goal of this study

시뮬레이션을 위한 모델링중 가상물류센터는 건축실무의 관점에서 모듈계획에 

기반한 물류센터의 레이아웃 설정방법을 규칙화하여 구현하였다.

활동모델은 모듈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류작업을 반복 수행의 최소 단위로 세

분하여 실제 소요시간을 측정하여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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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모델은 차별화된 수직컨베이어를 컨셉설계하고 그 제원치의 분석을 통해 

구현하였다.

결론적으로는 전게한 모델들이 종합적으로 연계된 가상의 물류센터를 구현하

여 3차원 동적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다층형 물류센터에 수직트

레이컨베이어의 도입을 계획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에 응용될 수 있음을 활

용의 예시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수행 기법, 제안의 창의성, 결과물의 기대효과 등의 측면

에서 기존연구와는 다음과 같이 차별성을 두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우선 연구수행의 기법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물류활동 모델은 물류작

업에 이용되는 장비별 작업 소요시간에 대한 실측자료를 규칙화한 것이다. 이

는 수리모델로 정의되는 복잡한 계산과 논리를 통해 적용이 어려운 답을 제시

하던 기존 연구와는 달리, 물리모델에 기반을 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즉시 

현장에 응용할 수 있는 규칙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다음으로 제안의 창의성 측면에서는 기존 수직 화물이송장치와는 다른 방식

으로 기동하며, 화물차량의 통행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다층형 수직트레

이 컨베이어의 컨셉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안한 수직트레이 컨

베이어는 화물승강기(화물엘리베이터)가 특정인의 독점사용에 따른 입주업체 

들의 불편이 상존하는 점에 착안하여, 각 층에 동일한 작업 기회가 부여되는 

구조를 컨셉으로 제안하였다. 이는 날로 고층화되어 각 층에 서로 다른 화주가 

입주하는 최신의 물류센터에 적합한 작업방식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제안된 수직트레이 컨베이어  

시스템이 물류센터의 화물차 통행로를 대체할 수 있다면, 보관공간의 극대화를 

통한 물류센터의 수익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9)물류센터는 보관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여 수익을 얻으므로, 보관면적은 수익창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각 층에 대형 화물차량이 직접 진입하는 형태의 물류센터들은 많은 

9) 물류센터는 보관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여 수익을 얻으므로, 보관면적은 수익창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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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화물차량의 진입, 통행, 회전, 접안 등에 필요하다. 이러한 공간들은 보관

료를 받을 수 없는 공간(Dead Space)이며 동시에 많은 공사비를 발생시킨다.10) 

따라서 본 연구가 제안한 수직트레이컨베이어가 다층형 물류센터에 적절히 

적용된다면 창고업자는 보관공간 확대를 통한 수익증대 및 공사비 절감에 따른 

비용절감의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0) D사의 내부자료에 의하면 11톤 화물차량이 상층으로 직접 진입하는 자주식 물류센터를 조성할 경우 보
관면적의 40%(21,855㎡)가 주차장, 차로, 램프웨이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창고(보관공간) 사무실 주차장과 차로 램프 합계

53,779 4,390 16,495 5,360 80,588

다층형 물류센터 설계도면
붉은색 선 내부로 표시된 부분이 화물차량의 진입과 접안, 상하차 등에 사용되는 램프웨이, 차로, 접

차공간 등임  

조성비용을 살펴보면 화물차용 주차장, 차로, 램프웨이 등을 위해 약 185억의 토목공사비(평당 280만원 
추정, 물류센터 건축비와 동일한 수준)가 소요된다.

만약 화물차 통행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다층형 화물이송장치(대당 4억 원 예상)가 도입된다면 40억 원 
내외의 설비투자로 약 135억 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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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의

연구
대상

물류센터 창고(Warehouse)

다층형 물류센터 2층 이상으로 건축된 물류센터

 자주식 물류센터 차량이 상층으로 직접 이동하여 접안하는 형태의 다층형 물류센터

 기계식 물류센터
차량이 1층에서 접안하고, 화물이송장치를 이용하여 상층부로 화물이
송을 처리하는 다층형 물류센터

수직트레이컨베이어

수직컨베이어
여러층에서 입출고 동시 작업이 가능한 개선된 수직이송용 연속운반
장치

연결H/W
다층형 연속식 수직컨베이어에 부속된 장치들로 수직이송과 수평이송
을 연결하는 장치들의 이미함

수평컨베이어
유닛로드화물과 박스화물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는 수평이송용 연속
운반장치

볼륨체커 유닛로드용으로 화물의 체적과 무게, 짐 상태 등을 식별하는 장치

버퍼 유닛로드용으로 화물의 이동방향 변경하는 장치

모델
링

Cycle단위 물류활동 물류센터내 작업자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의 단위

활동모델 장비별․단위 물류활동별 작업 소요시간을 규칙화한 모형

구동부 제원치 화물이송장치들의 구동부에 관련된 부속품

성능모델 
수직트레이 컨베이어의 구동부 부속품의 설계제원치로 산정한 이송속
도 모형

분석

기존제품과의 비교
컨셉검증용 시뮬레이션
화물엘리베이터와 다층형 연속식 수직컨베이어의 성능비교

운송모드별 캐리어 
설정

운영모드 설정용 시뮬레이션
수동 운영시를 대비한 시뮬레이션 분석

적정 캐리어 대수 수직이송과 수평이송간의 관계에 따른 최적 설계안 검토

물류센터의 적용 다층형 물류센터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사전 검토

Table 1 The basic definition of the study

1.2 연구의 범위

1.2.1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언급한 연구대상, 연구문제와 가정, 모델, 결과분석 등에 사용된 

기본적인 정의는 Table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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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형 물류센터란 구조적으로 건축법에 정의된 “층”이 여러 개인 물류센터

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층형 물류센터를 화물차량이 

각 층에 직접 진입하는가? 의 여부에 따라 자주식과 기계식으로 구분하였다.

다층형 자주식 물류센터는 화물차량이 각 층에 직접 진입, 접안하여 화물의 

상․하차 작업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물류센터이며, 이와 반대 개념인 다층형 기

계식 물류센터는 차량의 진입과 접안에 따른 입․출고 활동을 1층에서 전담하고, 

수직이송용 장비를 이용하여 상층으로의 화물을 운반하는 물류센터로 정의할 

수 있다.

다층형 자주식 물류센터 다층형 기계식 물류센터

Fig. 2 Classification of multi level logistics centers

다음으로 수직트레이컨베이어 시스템은 ‘다층형 화물이송장비군’과 그 

‘응용소프트웨어’로 구분되는데, 다층형 화물 이송장비군은 기계식 다층형 

물류센터의 화물이송을 위한 수직 및 수평 운송이 결합된 유닛로드용 화물이송 

장비로 정의하였고, 제어소프트웨어(Warehouse control system)11)는  화물 이송

11) Wikipedia(http://en.wikipedia.org/)에서는 WCS를 물류센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물류기기들의 작업내
용을 통제하는 소프트웨어 응용체계로  “A warehouse control system (WCS) is a software application

that directs the real-time activities within warehouses and distribution centers”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WCS의 기능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① 상위시스템인 WMS와 연계되어 물류센터의 일단위 운영 관리를 위한 각종 정보를 교환 기능
② 주어진 작업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시스템과 물류기기에 작업배분 및 할당(Allocation)하는 기능 
③ 주문충족과 제품이송관리를 위해 실시간 작업자 및 물류 설비를 제어하는 기능 
④ 사전 설정된 분류규칙 또는 호스트로부터 연계된 경로나 주문 정보를 기반으로 작업 대상 화물의 위
치를 할당하는 기능
⑤ WMS와 같은 호스트시스템(Host system)에 의해서 관리되고 운영되는 각종 결과데이터의 생성기능 
⑥ 운영상황을 나타내는 통계치의 취합으로 운영자의 효율적 장비운영을 지원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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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군의 유기적 상호작용을 지원하고, 장비와 작업자 그리고 물류작업을 관리

하는 전산화된 운영 툴로 정의하였다.

Fig. 3 The configuration of the vertical tray conveyor system

‘수직트레이컨베이어’는 연결 장치인 ‘수평컨베이어(연속식 수평이송장

치)’, 볼륨체커(화물인식과 정보처리)’와 ‘버퍼(방향전환 및 임시적치)’ 등

으로 구성된다. 이상의 정의에 의해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층형 기계식 물류

센터를 위한 개선된 수직트레이컨베이어의 적정계획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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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내용적 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아래와 같다

선행연구는 문헌검토, 기술분석, 용어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관련 

문헌은 물류센터의 레이아웃설정과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문헌연구의 검색 범

위로 하여 수행방법과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관련 기술은 한국을 

포함한 일본, 미국, 유럽의 특허 자료에서 검색된 수직컨베이어, 화물승강기 등

의 특허명세서를 해결과제와 해결수단으로 분석하였다.12) 물류활동과 관련된 

용어조사는 일본, 중국, 미국 등에서 물류작업에 관한 표준용어들을 살펴보았다.

시뮬레이션 모델링은 물류센터, 물류작업, 수직트레이컨베이어를 모방한 모형

을 만드는 과정으로 건물, 작업, 장치들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동적 요

소로 만드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상의 모델들로 다층형 물류센터의 물류작업과 물류설비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연극 등의 리허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을 리

허설과 비교하여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① 무대 : 다층형 기계식 물류센터

② 출연자 및 시나리오 : 작업별 장비별 물류작업 소요시간 

③ 무대장치 : 수직트레이컨베이어

④ 리허설 : 3D 시뮬레이션 분석

우선 무대라 할 수 있는 다층형 기계식 물류센터는 ‘기둥과 기둥사이’를 

모듈로 정의하여, 모듈 설정에 숨어있는 물리적 규칙들을 파악한 후 건축설계

용 툴로 구현하였다. 출연자 및 시나리오라 할 수 있는 장비별 작업소요시간은 

물류작업을 싸이클 단위로 세분하고, 각 사이클의 소요시간과 이동속도를 실측

12) 기술조사는 한극 특허정보원(www.kipris.or.kr)과 구글의 Patent Search를 통해 검색하였다.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특허명세서’로 불리는 서류에 출원한 신 기술의 해결과제와 해결수단을 상세히 기술해야한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기술들의 특허명세서를 참고하여 차별화된 해결수단을 모색하였으며, ‘수직반송
기 및 이를 포함하는 수직 반송시스템’이라는 명칭으로 특허등록(출원번호 10-2012-0101826)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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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구체화하였다. 마지막으로 무대장치라 할 수 있는 수직트레이컨베이어는 

기존 장비와 차별화되는 컨셉설계를 진행한 후, 구동 규칙을 파악하여 3차원의 

기계설계용 툴로 구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은 수직트레이 컨베이어가 적용된 다층형 물류센

터를 사전 계획하기 위한 것으로 리허설이라 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분석의 

범위는 컨셉의 검증부터 적정배치까지로 아래와 같다.

① 컨셉 검증 : 기존제품과 컨셉제품의 비교

② 운영모드 설정 : 수동 이송 모드를 위한 가이드 라인 제시

③ 물류센터 적용 : 규모별 설치대수의 산정을 위한 가이드 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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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구성과 흐름

1.3.1 연구의 구성

제목에서 언급한 3D 산업시뮬레이션이란 아직까지 특정된 학술용어는 아니나, 

시뮬레이션의 모델링을 위해 3차원 설계데이터를 활용하고, 동적 애니메이션으

로 소요시간을 측정하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을 의미한

다.13)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표현하고자 하는 대

상의 물리적인 제원치와 함께 동작에 소요되는 실제시간의 측정이 필요하다. 

이상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하였다.

1장에서는 다층형 물류센터를 위한 화물이송시스템의 개발 배경과 목적 그리

고 연구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연구범위 등을 설명하였다.

2장에서는 갈수록 다층화와 지능화되는 물류센터의 개발동향과 여기에 대응

하기 위한 물류장비류와 관련된 기술의 발전방향을 전망하였다.

3장은 선행연구로서 시뮬레이션 분석, 물류센터의 레이아웃, 화물이송시스템

관련 기술, 물류활동 관련 용어들을 검토하였다.

4장은 다층형 기계식 물류센터의 레이아웃을 설정하기 위한 모듈설정의 규칙

을 파악하여 가상의 3D 물류센터(물리모델)를 구현하는 과정을 다루었다.

5장은 유닛로드 화물을 대상으로 물류장비별 작업소요시간을 실측하여 ‘활

동모델’로 모델링하는 관점과 방법, 측정결과를 제시하였다.

6장에서는 수직트레이컨베이어의 컨셉설계 제원치를 반영한 화물이송시스템

의 ‘성능모델’을 제시하였다. 

13) 산업시뮬레이션이란 시뮬레이션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에 따른 분류로서, 교육훈련, 의료, 엔터테이먼트,

게임, 기상예측 등을 위한 분야의 시뮬레이션 기술들과 구분된다. 산업시뮬레이션이란 용어는 산업시뮬
레이터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중의 하나를 일컫는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공장, 창고, 유통센
터, 물류취급장비 등 물리적인 시설과 관련된 설계와 흐름에 대한 배치최적화 및 투자효과 등을 사전적
으로 평가할 때 엔지니어용 컴퓨터지원 시뮬레이션 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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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에서는 가상 물류센터, 활동모델, 성능모델을 활용하여 제안한 화물이송시

스템에 대한 사전 성능파악과 활용가능성 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1.3.2 연구흐름

목차별 내용 상세 수행방법

서론 - 연구배경과 목적

현황과 전망 - 물류시설 ․ 기술의 변화 전망 ‣ 연구배경 상세화

선행연구 고찰
- 선행연구 고찰 ‣ 연구수행방법론 차별화

- 기술 ․ 특허 분석 ‣ 개선된 화물이송시스템 제안

　

가상 물류센터 모형
- 모듈개념을 적용한 물류센터 설계와 배치

- 기계식 / 자주식 다층형 물류센터의 비교

활동모델
- 현황조사(409개 센터) ‣ 장비사용 현황 분석

- 실측조사(4개 센터) ‣ 장비별 소요시간 측정

　

성능모델
- 컨셉 및 구동부 설계

- 설계 제원치 기반 시간단위 성능모형

　

시뮬레이션 분석

- 기존제품과의 비교

- 테스트 베드 구축

- 운영모드 설정

- 유형별 물류센터에 적용

결론
- 제언 및 결언

-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문제들

Fig. 4 Flowchart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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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물류센터와 물류취급 장비류의 개발 동향

2.1 물류센터 개발동향

그간 창고 시설들은 화물의 보관과 환적을 위해 조성된 시설로서, 대형화물

차의 잦은 통행으로 지역의 생활환경을 조악하게 만드는 시설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도시의 외곽에 영세한 창고들의 난립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까지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창고들은 ‘물류센터’라

는 명칭으로 불리면서, 상이한 운송수단 간의 집하, 분류, 가공, 보관, 포장, 배

송 등의 물류기능과 가공, 재포장, 품질 및 재고관리, 부가서비스 등이 복합적

으로 수행되는 다기능 시설로 전환되고 있다.

과거 미래

Fig.5 The evolution of ware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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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적으로는 기존 창고와는 달리 커튼 월(Curtain Wall)을 적용하는 등 준 

오피스화된 외관의 도입이 보편화되어 있다. 또한 한정된 토지의 활용을 높이

고, 지가의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3층 이상의 물류센터들이 많아지고 있다.14)

일본에서는 동경과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4~5층의 물류센터들이 다수 있으며, 

이러한 다층형 물류센터들은 상층으로 직접 트럭이 진입할 수 있도록 슬로프나 

램프웨이가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TC형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

라 1층을 TC로 2층 이상을 DC로 설계된 CC형 물류센터들이 많아지고 있다.15)

물류작업에 있어서는 유닛로드의 일반화로 파렛트에 의한 물류작업이 표준으

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이송장비 측면에서는 상층으로의 화물이송을 위해 화물

엘리베이터나 수직컨베이어의 도입이 일반화되고 있다.

Fig.6 Big picture of future logistics center

14) 中根 治의 기고문 「従来型倉庫 VS 新型センター, 2007, 월간 로지스틱스」에서 인용하였다.

15) TC와 DC 등의 개념은 일본의 물류학회, 로지틱스 연구회, ボランタリー・チェーン協会 등에서 제안한 
창고의 유형구분이다. 물류센터의 유형별 명칭과 기능에 대한 설명은 용어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단지 물류센터의 기능을 스스로 설명하기 위한 구분에 불과하다.

유형 TC형 물류센터 DC형 물류센터 CC형 물류센터

물류활동 입고 - 분류 - 출고 입고- 보관 - 출고 TC+CC

기능 운송과정상의 환적활동 수요, 공급 balance조정 제품의 질적 변화 활동

내용 운송, 집배, 분류, 검사 보관, 분류, 검사 가공, 조립, 포장, 분류

사례 화물취급장, 집배송시설, 트럭터미널 물류센터, 창고, 저장소 복합터미널, 배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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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한국

우리나라에서 영업용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법인들은 창고업으로 분류되어왔다. 

창고업은 지난 2000년 화물유통촉진법의 개정을 통해 등록제에서 자유업으로 전

환되었는데, 기업활동의 규제완화라는 차원에서 시행된 자유업화는 물류센터의 

난개발 및 영세화를 유발하게 되었다.16)

덧붙여, 2007년에는 종전 화물유통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창고’ 관련 

규정이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면서 종전의 창고업에 

대한 정의마저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창고들이 기능과 시설 측면에서 제조업의 

기능들을 흡수한 물류센터로 진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관련 업계의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17) 

그러나 물류센터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업계의 노력에 의해 지난 2011년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일정 규모(1,000㎡) 이상의 

물류센터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되었으며, 물류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창고업

자를 지원하기 위한 우수업체 인증제도 도입되게 되었다.18) 이에 최근에 조성

되는 물류센터들은 운영방식의 현대화, 효율화, 최적화를 위해 자동화 설비 또

는 고효율 장비와 설비 등을 과감히 도입하여, 화물의 직반출(Cross-Docking)과 

재포장, 정보처리 및 회수 물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드웨어적으로는 내부 기둥간격이 넓거나 무기둥 형태의 건물, 화물의 직반

출(Cross Docking)이 용이한 대칭형(건물 외부 2방향 이상) 도크들이 도입된 물

류센터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유통가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작

업면적(부가서비스를 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추세이다.19) 또한, 에너

16) 박병주, 경남발전연구원, 「경남정책 Bief, 물류창고업 등록제 도입과 향후과제, 2011」의 3p에서 인용
하였음

17) 임종길, 물류산업연구원, 「물류창고업의 선진화 방안, 2009」. 국토해양부의 물류창고업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의 내용을 인용하였음

18) 한국통합물류협회의 「2012 우수창고업 인증요령」의 배경설명부분을 인용하였음

19) 손병석, 인천대학교, 「공급망 개선을 위한 附加價値 物流센터 기능에 관한 硏究, 2008」에서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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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규모 및 물류센터내 주요 설비장비
(a) 롯데마트 오산물류센터

소 재 지 : 경기도 오산시
대지면적 : 33,140평

센터규모
 - 상온센터(가로240m × 세로 98m) 1동
 - 저온센터(가로155m × 세로65m )1동

주요설비

- Auto Sorter

- Conveyor 등

(b) 이마트 여주물류센터

소 재 지 : 경기도 여주군
대지면적 : 59,500평
연면적 : 22,810평

센터규모
 - 상온센터 : 지상4층 15,250평
 - 저온센터  지하1층, 지상1층 7,222평
      부속동 : 288VUDD 

주요설비

- Auto Sorter

- 고속 Picking 장비 등

Fig. 7 Newest Warehouse in Korea

지 절감을 위한 시도로서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스템들이 설치되고 있다.20)

따라서 향후 물류센터의 조성을 위해서는 자동화 보관 설비, 분류 및 이송설

비, 입출하 하역장비, 유통가공을 위한 공간, 전산실, 여기에 관련 IT기술 등이 

종합적으로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가 반영되어 조성된 

국내 주요 물류센터들은 Fig.7과 같다.

20) 남부발전 홈페이지의 ‘물류센터 지붕활용, 국내최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개발, 2010’의 보도자료에서 

인용하였음. 남부발전은 부산항만공사와 MOU를 통해 부산신항만 배후 물류시설들의 태양광발전을 추

진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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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미국

미국의 물류센터들은 넓은 면적의 대륙국가라는 특성이 반영되어 주(州) 단위

의 네트워크를 전담하는 중․대형 물류센터들이(3000천㎡ 이상) 주를 이루고 있

다.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소매․유통 분야의 물류센터들은 수작업에서 벗어나

기 위해 지속적으로 첨단 장비와 설비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물류센터들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보관을 위한 창고형(Warehouse)시

설과 지역분배를 위한 분배센터(Distribution Center)로 구분 가능하고, 대부분 

단층으로 조성되어 있다 점이다.  창고형 물류센터의 내부는 보관용량을 최대

화하기 위하여, 높은 층고와 하이랙을 설치하고, 입출고 도크방향을 단방향으로 

설계하여, 도크(Dock)를 많이 설치하지 않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Fig. 8 Logistics Center of U.S (Ground floor building)

반면 분배형 물류센터는 창고형 물류센터와 같이 높은 층고는 유지하되, 입

출고를 2방향으로 설계하여, 충분한 도크를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진입을 위해 

넓은 야드를 갖추고 있다.

미국의 물류센터 최근 개발 동향은 Supply Chain Group에서 매년 조사 발표

하는 “2011 Warehouse/DC Operations Survey” 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21) 창고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류센터 수는 4개 이상, 평균 

면적은 2,800평~7,000평, 층고는 20피트(6미터)～ 29피트(8.8미터)가 다수를 차지

하고 있다. 물류센터에서 고용되는 종업원 수 조사결과에서는 300인 이상이 가

21) “2011 Warehouse/DC Operations Survey”, Modern Materials Handling, 2011의 조사내용에서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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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많고, 물류센터에서 처리하는 SKU22)는 59%의 업체가 2,500개 이상의 SKU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성공의 키 포인트로 많은 업체들이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는데, 달리 말하면 미

국의 창고업자들은 운영의 합리화를 통해 비용절감을 실현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잉여 건물의 처분, 프로세스 개선, 재고관

리 개선, 인원감축 등을 통해 비용절감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

다. 또 다른 트렌드로는 물류 시설에서의 ‘린(Lean) 방식 도입과 친환경 정책 

(greening)’을 들 수 있다. 특히 린 방식23)을 도입․운영하는 업체의 비중은 

2007년 30%에서 2011년 46%로 늘어났는데, 특히 린 방식 자체가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인기를 끄는 것으로 판단된다.

2.1.3 일본

일본은 도서국가로서 항만이 발달되어 있으며, 생산거점의 해외 이전이 빠르

게 진행된 결과, 물류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물류센터와 공장의 중간으로 설정

되는 것이 일반화 되고 있다.

일본의 물류센터들은 자국에서 소비되는 다양한 제품들이 해외에서 생산되어 

유입되기 때문에 항만과의 연계 기능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물류센터들이 반재품의 형태로 유입된 화물들의 제품화를 위해 항만과 항만배

후단지에 입지하여 인근 도시로의 가공 후 공급을 위한 물류거점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또한 많은 물류센터들이 높은 지가를 고려하여 다층으로 조성되어 

있다.

22) SKU(Stock Keeping Unit)는 최소유지상품단위로서 해당 상품을 관리하는 최소단위를 정해놓은 것을 

의미한다.

23) 린 방식은 생산 현장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량생산과 단속공정의 장점을 결합한 생산시스템을 

의미한다. 린 방식은 재고보유의 최소화를 추구하므로, 이러한 경영전략 하에서 물류센터들은 보관거점

으로 되기보다는  즉시공급을 위한 시설로 인식되어 진다..



- 20 -

Fig. 9 Logistics Center of Japan(Multi level building)

일본의 물류시설 면적 총량은 약 1억 4,000만평(2005년 기준)으로 추산되고 있

다. 주택․아파트 4억7,000만평, 공장 2억4,000만평, 사무실․점포 등 2억3,000만평

의 면적 총량과 비교하면 이는 작은 규모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24)신규 착공

한 물류센터의 연면적추이를 보면, 2002년 바닥을 친 이후 증가세로 반전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중대형 물건중심의 수요는 2003년경부터 현저한 증가를 보

이고 있지만 소형물류센터는 신규착공이 거의 없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25)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린 생산체제의 일반화로 규모와 형태가 크게 변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물류센터의 역할은 소비시장과 대량생산공장과의 수급조정 기

능으로 대량재고를 기본으로 하는 형태였지만, 오늘날 공급체인 관리가 확산되

어 가능한 한 재고를 갖지 않는 구조로 변화함으로써 물류센터도 재고보유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물류센터가 이전 창고들의 보관기능보다 

배송 및 유통가공 기능을 중시한 형태로 변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3PL사업자의 사업 확대로 인해 이들 사업자가 요구하는 대규모 유

통거점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수입이 증대하여 일시적으로 해외선박 등으로 

대량 운반해오는 제품의 재고를 갖는 대형 물류센터가 조성되고 있다. 신규로 

착공되는 물류센터들은 기존의 창고들이 5,000㎡가 주류였다면, 평균 10,000㎡ 

이상으로 대형화 되고 있다.

24)株式会社東京カンテイ의 「物流施設の鑑定評価上における留意点」창고업계의 동향부분에서 인용하였음.

25) 矢野　裕之의 「倉庫の評価基準について, 日通総合研究所論集 2009」에서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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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화물이송 장비 및 물류기기의 기술개발 동향

Modern Material Handling의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컨베이어, 

파렛타이징 로봇, AS-RS 등 물류장비를 생산하는 기업 중 가장 높은 수익을 창

출한 기업은 독일의 쉐퍼(Schaefer)사, 일본의 다이후크(Daifuku)사 등으로 이들

의 연간 매출액은 약 25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랭킹 회사명 수익(US$) 국  가

1 Schaefer Holding International GmBH 2.57 billion 독일
2 Daifuku.Co.Ltd 2.37 billion 일본
3 Dematic 1.3 billion 룩셈부르크
4 Murata Machiner Ltd. 1.05 billion 일본
5 Meclux, S.A. 952 million 스페인
6 Vanderlande Industries  785 million 네덜란드
7 Beumer Group GmbH 722 million 독일
8 Swisslog AG 680 million 스위스
9 Kardex AG 630 million 스위스
10 Intelligrated 524 million 미국
11 Fives Group  508 million 프랑스
12 Knapp Logistik Automation GmbH 490 million 오스트리아
13 TGW Transportgerate GmbH 473 million 오스트리아
14 KUKA Systems North America 352 million 미국
15 Witron GmbH 300 million 독일
16 FlexLink AB 228 million 미국
17 Wynright 216 million 미국
18 System Logistics 207 million 이탈리아
19 Dearborn Mid-West Conveyor Co. 155 million 미국
20 Elettric 80 147 million 이탈리아

자료 : Modern Material Handling 

Table 2 Top 20 worldwide materials handling systems suppliers

주목할 점은 물류장비류의 시장을 일본, 독일, 스위스 등의 몇몇 국가들이 선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또한 세계의 제조업을 선도하는 산업 강국들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이들 국가들이 산업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에는 Material 

Handling 분야에 대한 높은 기술력이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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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이송시스템의 첨단화

자동이송시스템 분야에서는 더욱 첨단화된 컨베이어들이 등장하여 다양한 작

업과 처리방식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우선 인간공학적인 측면에서 소음발생과 재해발생 등의 위험성이 상존하던 

장비들에 대한 소재와 디자인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누구나 쉽

게 교체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표준화된 장비들로 개발되어지고 있다. 기계

적으로는 센서 활용을 통해 경량 종이박스의 작업까지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전

자감지장치들이 도입되고 있다.

 
a) 협착방지용 컨베이어 b) 높낮이 조정형 플렉시블 컨베이어

Fig. 10 Ergonomic horizontal conveyor

그리고 에너지절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자체구동 롤러를 이용하는 컨

베이어의 수요와 관련제품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체구동 컨베이어는 모터구동

이 아니라 롤러내부의 모터에 의해 구동된다. 가장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자체

구동 컨베이어는 상황에 따라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덧붙여 예측에 의한 유지보수를 위해 시스템의 가동을 감시할 수 있는 첨단 롤

러가 개발되고 있다. 

자료 : Interroll사의 자체구동롤러 홍보자료

Fig. 11 Power roller convey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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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 2011

Million(US $) Market(%) Million(US $) Market(%)
AGV 727.4 5.7 869.0 5.6

Conveyors 4,432 34.6 5,434.5 34.9
AS/RS 2,665.6 20.8 3,218.2 20.7

Sortation 2,470.6 19.3 2,894.8 18.6
Palletizing 298.5 2.3 392.5 2.5
Pick System 1833.4 14.3 2,257.6 14.5
Software 399.8 3.1 488.8 3.1
Total 12,827.9 15,555.3

자료 : Global Automated Material Handling, 2012

Table 3 AS/RS World market growth forecast(2006-2016)

2.2.2  AS/RS 적용 자동화 물류센터의 증가

Automatic Storage & Retrieval Systems(AS/RS)는 물자의 취급, 운반, 저장, 반

출을 정해진 자동화 수준에 따라 정확하고 빠른 시간에 수행하기 위한 장비와 

제어장치의 복합체로, 물건을 보관하는 랙(Rack)과 랙 사이를 이동하며 물건을 

출납하는 스태커 크레인(Stacker Crane)과 셔틀(Shuttle)로 구성된다. 그리고  

AS/RS는 취급하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 Unit-load AS/RS, Mini-load AS/RS로 구분

된다. 

AS/RS가 적용되는 자동창고시스템과 관련된 시장의 총 매출액은 2006년에서 

1백28억 달러에서 2011년 1백55억 달러로 성장하였다. 자동창고와 관련된 시장

은 현재까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컨베이어가 

34.9%로 가장 크며, AS/RS시장이 20.7%, Sortation 시장이 18.6%로 큰 시장에 속

하고 있다. AGV시장은 5.6%로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높지 않다.

스테커 크레인과 관련된 가장 최신제품들의 개발현황을 살펴보면 Kardex사는 

에너지 절감형 스태커 크레인 Mini-Single-mast Mini-load Crane을 개발하였다. 전

체높이는 18m, 적재는 최대 300kg, 승강속도 180m/min, 주행속도 360m/mi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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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wisslog사 Vectra
(b) Kardexmlog사

Fig. 12 Energy-efficient stacker crane

Demag사는 벌크재료, 종이, 철강의 이송이나 폐기물 소각장에서 사용되는 크

레인은 고객들로부터 자동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장비 이외에도 최적화된 

저장전략을 고려하여 벤더로부터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WMC(Warehouse 

Management Computer)까지도 실현화하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셔틀(Shuttle)은 AS/RS가 적용된 자동창고시스템에서 랙 사이의 레일과 리프

트을 통해 수평, 수직으로 이동하는 운반기구로서 높은 처리능력을 필요로 하

는 물류센터에서 활용되고 있는 차세대 수직·수평 이송체를 말한다. 셔틀을 

활용한 화물이송시스템은 셔틀, 랙, 리프트나 지게차, 그리고 무선 컨트롤러 등

의 요소들로 구성되며, 최근 에너지의 저감과 작업속도의 개선 등을 모토로 많

은 제조사가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며 물류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a) Dematic사의 Multishuttle (b) TGW사의 Stingray (c) Swisslog사의 Autostore 

Fig. 13 The shuttle for AS/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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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경우 AS/RS는 자동화창고에서 공간활용, 효율성 증진, 재고 관리를 가능

하게 한다. 회수장치의 유형은 미니 로드와 유닛 로드로 구분되며, 여기에 자동 

보관 및 회수 시스템은 소규모 보관 구조에서 작동하는 비교적 간단한 수동 제

어식 오더 피킹 기계부터 복잡한 제조 및 유통 과정에 통합된 컴퓨터 제어식 

완전 자동 시스템이 개발되어지고 있다.

2.2.3  로봇시스템의 활용

최근의 물류센터들은 다양한 로봇들을 도입하고 있다. 로봇을 활용한 물류작

업이란 기존의 단순 자동분류기의 설치에서 나아가 로봇시스템을 결합시키는 

등의 통합 솔루션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고밀도 하역과 이송을 위한 이동형 

로봇과 빛으로 유도하는 화물선별 장치, 화물을 적재 장소로 이송하는 고속 컨

베이어와 선별기가 결합된 통합솔루션이 적용되고 있다.

Fig. 14 Robotic auto guided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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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미래 물류센터와 관련기술의 변화 전망

이상의 변화 속에서 창고업체들은 물류센터의 조성과 화물이송시스템의 구축

에 있어 다음과 같은 노력들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물류센터의 개발에 있어서는 기존 창고들의 통합이나 신축을 통한 일정

규모 이상의 다층형 물류센터의 조성이 예상된다. 그리고 그 내부는 지속적인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최신의 물류설비들의 도입과 이를 활용한 운영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Fig. 15 Future Logistics center

물류장비류에 있어서는 물류센터의 개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하는 레

이아웃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없는 장비, 어테치먼트의 교환을 통해 지

속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제품들이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과 일본 등 관련시장 선도국들은 모터, 롤러, 소재 등 핵심부품의 기술우위

를 유지하면서 인간공학적 제품 및 다기능 수행이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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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방식으로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은 ‘실용화’로 표현되는 적

당한 가격에 높은 작업 생산성을 가진 물류장비를 주력제품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한국은 물류장비류의 개발에 있어 

아직까지 세계적 선도 기업을 보유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나, 향후 장비제

조 및 관련 S/W의 개발 등에서 충분한 경쟁력과 자체적으로 높은 수요를 보유

하고 있어 향후 TOP20에 진입할 기업들을 다수 배출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전망을 통해서 미래의 물류센터란 효율성, 생산성, 정시성을 고려하여 

물류활동(입고, 하역, 이송, 보관, 피킹, 재가공, 포장, 출고, 크로스도킹과 정보

처리 등)들이 최적화하여 수행되는 SMART 시스템이 구축된 지능형 물류센터로 

전망된다. 그리고 지능형 물류센터는 토지이용의 밀도를 높이는 목적에서 고층

작업을 지원하는 자동화 물류취급 장비군과 이들을 제어하는 제어시스템 등의 

서브시스템들이 종합적으로 구축되어진 환경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능형 물류작업의 수행은 물류센터 운영인력의 핵심역량도 기계화 장

비의 조작자에서 지능형 시스템의 관리자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Fig. 16 Future changes in logistics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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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선행연구 고찰 및 관련기술 검토 

3.1 선행연구 대상 및 분석체계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문헌연구, 기술(특허와 제품)검토, 표준용어 등

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문헌연구는 물류센터의 레이아웃설정과 시뮬레이션 

분석 등에 관한 논문과 저술들을 연구문제, 연구기법,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살

펴보았으며, 기술검토는 화물이송시스템이 실존하는 제품임을 감안하여 수직컨

베이어와 화물엘리베이터에 관한 특허자료를 검색하여 기본구조와 해결수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적용할 용어들의 선택을 위해 주

요국의 표준 용어들을 살펴보았다.

구분 검토내용 선행연구 분류 본 연구에 응용

문헌연구
연구문제, 수행절차,

연구기법, 결론
물류센터 시뮬레이션 분석 연구기법과 방향의 설정,
물류센터 레이아웃 설계 3D 가상 물류센터 설계

기술검토 기본구조, 해결수단
수직컨베이어 수직트레이 컨베이어 

컨셉설계화물엘리베이터

용어조사
연구에 적용할 표준적 

용어 선택
물류활동관련 표준용어 물류작업 분석과 실측

Table 4 Classification of previous studies

3.2. 물류센터와 관련된 문헌연구

3.2.1. 물류센터의 시뮬레이션 분석

시뮬레이션(SIMULATION)이란 현상을 모방하여 모델 혹은 모형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의미하며 관련기술들은 설계, 테스트, 교육, 게임, 산업, 경제 등 다양

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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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을 위한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모델링이라 하는데, 좋은 모델링이

란 ‘리얼리즘과 단순성 사이 현명한 절충’27)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뮬레이

션은 모델링의 방법에 따라 ① 물리적 시뮬레이션과 ② 수리적 시뮬레이션으로 

구분된다.28) 물리모델은 실물의 물성치 자체가 연구대상으로 건축물과 물류기

기들의 구조, 모션, 강도, 온도, 등을 설계하거나 해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수리적 모델은 논리의 구조를 모델로 표현하는 해석적 모델, 변수를 나열

한 후 휴리스틱한 풀이를 구하는 디지털 모델, 경험치와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통계모델 등으로 구분된다.

시뮬레이션을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고 한

다. 많은 경우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컴퓨터를 활용한 반복연산을 통해 모델의 

변화를 관찰하고, 현상에 대한 통찰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29) 반복수행

의 과정에서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를 정적 시뮬레이션. 시간의 흐

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는 경우를 동적 시뮬레이션이라 한다.30) 이러한 컴퓨

터 시뮬레이션은 물류센터와 관련된 예측과 증명, 설계와 계획, 운영의 최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31)

A. Cimino외 2인은 물류작업 공간에 산업용 워크스테이션을 설치하는 문제를 

Plant Simulation으로 구현한 공간에 Pro/ENGINEER Wildfire32)로 설계한 워크스

테이션을 가상의 공간에 사전 배치하여 인체공학적 작업공간을 구현하는 연구

를 수행하였다.33) 결론적으로는 A. Cimino외 2인의 연구는 고압호스의 제조를 

위한 물류라인에 설치될 산업용 워크스테이션의 배치 거리와 각도 등을 제시하였다.

26) 위키피아의 정의를 인용하였음

27) INTRODUCTION TO MODELING AND SIMULATION, Anu Maria, Proceedings of the 1997 Winter

Simulation Conference에서 인용함

28) 물류핸드북, 도서출판 기술, 1992, p394에서 인용함

29) 위키피아의 computer simulation에 대한 정의를 인용함
30) Dynamics Simulation(Current State, and New Frontiers), rusell smith, 2004의 기고문에서 인용함

31) Top 5 Reasons to Use Warehouse Simulation Software Modeling warehouse processes takes

simulation to a new level. Material Handling & Logistics May 1, 2005, Lisa Kempfer에서 인용함 

32) Pro/ENGINEER는 미국의 PTC사가 개발한 최초의 CAD/CAM/CAE/CAID를 모두 지원하는 하이앤드
급 3차원 설계전문 소프트웨어이다.

33) 전게서는 2가지 이상의 컴퓨터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Multi-measure 기반의 방법론’으
로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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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Simulation model using Pro/ENGINEER Wildfire (A. Cimino외 2인)

H.J Wang의 연구는 4D-CAD 기법을 활용하여 건축공사의 진행과정을 3차원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하는 기법을 소개하고 있다.34) 4D-CAD의 적용은 공사일정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진행, 자원관리와 공간 활용의 수준을 극대화하고 의사

결정 지원을 쉽게 한다. 제안된 4D-CAD 기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건설공사

의 진행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여 공사기간 중의 잠재적인 충돌들을 미

리 보여준다.

Fig. 18 Simulation model using 4D-CAD(H.J Wang)

34) 4D-CAD의 개념은 1996년 스탠포드 대학의 통합시설공학에서 처음 제안되었다. 초기 4D-CAD 의 개념은 
기존의 3D환경에 공사 일정을 표시하는 것이 기본이 되었고, 최근에는 비용, 자원현황을 통합한 형태의 
엔지니어링 도구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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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J. Scherer와 S.-E. Schapke의 연구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4D 시뮬레이션 모

델의 공유를 통해 물류 등에 관련된 여러 작업자들의 상호의존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안된 시스템은 건설프로

젝트에 참여하는 의사결정자들아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경

영정보시스템의 개념으로, 건설관리용 다중 시뮬레이션 모델의 상호 공유를 실

현시킨다. 결론적으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프로세스 체

인을 사전 분석하여 새로운 프로세스를 제안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Fig. 19 Simulation model using 4D-CAD(R.J. Scherer, S.-E. Schapke)

Felix T.S. Chan과 H.K. Chan의 연구는 물류센터(인력에 의한 피킹, 다층랙 

사용)의 ABC분석을 통한 보관정책의 도입이 오더피킹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ARENA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증명하였다. 이를 위해 각기 

다른 오더피킹 방식과 픽업 수량을 조합한 27가지의 모델을 설정35)하고, 각각

의 모델을 ARENA를 통해 시뮬레이션 하여 성능지표가 가장 높은 조합을 탐색

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의 결과는 다층 랙을 사용하는 물류센터에서는 수직

-ABC 클래스 기반의 보관방식이 주문검색 시간의 최소화를 통해 물류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임의 보관 방식보다 수평 및 ABC 클래스 조합의 효율성

이 오히려 낮음을 증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통합 라우팅 방식36)은 많은 오더피

킹 작업의 효율성 향상에 매우 뛰어난 전략임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35) 27가지 모델은 스토리지 할당방식(임의할당, 수직 및 수평할당, ABC할당), 라우팅 방식(횡단, 반환, 결
합), 픽킹 양(30%, 15%, 5%) 등이 조합된 시뮬레이션 케이스의 수이다.

36) 통합 라우팅 전략이란 횡단 라우팅과 반대되는 개념의 피킹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피킹을 완료한 작
업자가 화물을 출고지점까지 횡단하여 옮기는 작업방식을 횡단 라우팅으로, 적정한 가운데 지점에 피킹
한 화물을 반환한 후 다시 피킹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을 통합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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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Order picking modeling using ARENA(Felix T.S. Chan, H.K. Chan)

Brendan Ryan과 Christine M. Haslegrave의 연구는 물류센터에서 박스를 수작

업으로 취급하는 작업자의 작업소요시간을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의 목표는 작

업시간과 함께 작업자의 판단과 보고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코자 하였다.37) 

시뮬레이션 모델링은 작업자의 작업을 비디오로 녹화한 자료와 관련보고서를 

활용하여 화물의 질량, 부하, 위치인식에 따라 판단, 자세, 처리시간을 관찰하여 

Witness로 구현하였다. Brendan Ryan과 Christine M. Haslegrave의 연구는 모델 

구축 그 자체가 목표로서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작업자가 물류처리를 위해 필

요한 생각의 시간을 포함한 표준물류작업시간을 완성하는데 있다.

  

Fig. 21 Order picking modeling using actual video(Brendan Ryan, Christine M. Haslegrave)

Heung Suk Hwang과 Gyu Sung Cho는 오더피킹 작업을 수행하는 물류센터의 

37) Brendan Ryan, Christine M. Haslegrave의 연구는 물류작업자의 판단과 인식에 소요되는 시간을 ‘생각
의 비율’이라 정의하고, ‘생각의 비율’의 측정을 위해 비디오 녹화영상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
과는 차별화된 문제접근 및 해결방식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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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를 위한 성능평가 모델을 AUTOMOD를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은 

Order picking warehouse system으로 명칭된 오더피킹과 배송을 위한 기지 역

할을 수행하는 물류센터이며 시뮬레이션 모델은 오더피킹과 관련된 다양한 수

학적 모델들을 검색하여 오토모드로 구현하였다. Heung Suk Hwang과 Gyu 

Sung Cho의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기존의 수학적 모델을 검증하여 적합한 모

델을 탐색하고, 3차원 시뮬레이션 모델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토론 등을 통해 

물류센터 설계시 사전분석용으로 활용 가능한 시뮬레이션용 모듈을 개발하는 

것이다.

Tone Lerher외 3인의 연구는 자동화 창고에 적용되는 S/R 장비의 작업소요시

간을 오토모드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시뮬레이션 모델은 S/R 장비의 

성능모델로서 가속과 감속, 최대속도 등이며, 시뮬레이션 분석의 목적은 다중 

통로를 가지는 단일 및 이중 명령을 수행하는 작업 사이클의 평균 소요기간을 

사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소요시간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가 제안한 모델은 ‘E(DC) MASS 5.4 %’로 소위 표현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편차를 가지며, 다중통로를 가지는 자동창고의 AS/RS의 유형 선택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Yanru Chen외 2인의 연구는 다층형 물류센터를 위한 제품 레이아웃 최적화 

및 시뮬레이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대상은 수평과 수직이송의 연계를 원

활하게 하여 물류작업을 최적화는 방법론의 개발이다. 이를 위해 운송에 소요되

는 시간, 제품과 관련된 수요, 엘리베이터 대기 시간 , 수직 수송 시간 등을 고

려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이다. 시뮬레이션 모델이 되는 물류센터는 4층 규모의 

건물로 1층은 유통을 담당하고 상층은 보관을 위한 공간으로 가정하였다. 그리

고 여기에 엘리베이터의 용량과 대기시간을 고려한 하이브리드 유전자 알고리

즘 기법38)을 적용한 논리모델을 오토모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38) Thomas H Cormen외 3인의 저서인 「Introduction to Algorithms」에서는 하이브리드 유전자 알고리
즘(HYBRID-GENERIC ALGORITHM)을 하이브리드 휴리스틱 기법의 한 종류로서 유전자 알고리즘에 
다른 휴리스틱을 혼용한 기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Yanru Chen외 2인은 화물엘리베이터의 도착과 화물 
운송이 확률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착안하여 GA와 확률모형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유전자 알고리즘을 제
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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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eung Suk Hwang과 Gyu Sung Cho의 연구 b) Yanru Chen외 2인의 연구

Fig. 22 Simulation Modeling Using AutoMode

Jason Chao-Hsien Pan과 Ming-Hung Wu의 연구는 pick-and-pass 형태의 물

류작업을 수행하는 물류센터의 보관 및 처리량 할당에 대한 문제를 시뮬레이션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Pick-Pass 시스템39)으로 시뮬레이션 모델은 여행거리를 

예상하기 위해 고안된 마르코프 체인의 수리모델을 응용하여 픽  패스 물류작

업을 3단계로 구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Flexsim을 활용해 구현하였다. 

이를 위해 제시된 알고리즘 1은 최단 거리 측정, 2는 작업존을 설정하는 파악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설정한 후, 이를 근거로 알고리즘 3과 4를 통해 작업자

의 이동거리를 최단으로 할 수 있는 피킹라인과 작업존으로 설정하였다. 

   

Fig. 23 Simulation Modeling Using Flexsim(Jason Chao-Hsien Pan, Ming-Hung Wu)

Domenico Gattuso와 Gian Carla Cassone의 연구는 운영관리의 최적화, 전략

계획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 자

료를 획득하고자 위트니스를 활용해서 구현하였다. 시뮬레이션 모델은 물류센

터와 관련된 플랫폼을 입고, 보관, 출고로 구분하여 각 플랫폼의 동작을 분석하

39) PICK AND PASS 시스템은 보관영역에 컨베이어가 인입된 된 형태로, 물류작업자가 랙과 컨베이어 사
이의 박스이송을 수작업으로 담당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ason Chao-Hsien Pan, Ming-Hung Wu의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의 활성화로 인해 빠른 주문처리에 대한 요구들이 픽앤패스 시스템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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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확률적 동적이산 이벤트의 논리로 구현하였다. 그리고 실증분석에서 모델에 

대한 적절한 보완(기존 물류센터에  RFID관련 기술을 도입)을 통해 RFID기술 

도입 시의 물류센터의 효율성 변화를 제시하였다.

Fig. 24 The pick-and-pass system modeled by Witnes

Yongan Zhang외 2인의 연구는 수요에 반응하는 공급 사슬 운영 모델을 시스

템 공학용 툴인 AnyLogic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델링은 시스템 

엔지니어링 개념에서 기존의 공급 체인에서 개선된 ‘leagile 공급 체인’40)을 

제안하였고 그 효과를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로 표현하였다. 

leagile 공급체인의 일반적인 구조모델은 고객과 공급자는 "PULL”과 "PUSH"

로 정의된 주문과 공급이 최종고객, 중심생산업자, 공급업자의 3자간에 일어난

다고 가정하여 이를 연결된 노드와 링크로 모델링하였다.시뮬레이션 결과는 

leagile 공급 체인의 도입이 기존공급체인에 비해 전체물류비용을 감소시키고 

최종 고객의 리드 타임을 단축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공급사슬의 

길이가 ‘채찍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leagile 공급망은 다양하고 

개인화된 고객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사슬의 유형임을 증명하고 있다.

40)공급사슬유형은 린(lean)과 민첩(agile) 그리고 린과 민첩의 혼합(leagile)으로 나눌 수 있다. 이내준은 민
첩은 끊임없이 변동하는 시장에서 이익이 될만한 기회를 찾기 위해 시장에 관한 지식을 사용하는 것,

린(Lean)은 적정한 수준의 계획을 확실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시간을 포함 한 모든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가치흐름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leagile"는. Naylor, Naim & Berry(1997) 등의 연구를 인용하여  린과 
민첩 특성을 혼합항 형태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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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leagile SCM modeled by AnyLogic(Yongan Zhang외 2인)

DONG Fu-gui외 2인의 연구는 과도한 재고보유는 비용과 투자가 요구된다는 

것에서 착안하여, 재고보유와 재고비용사이의 균형점을 보관정책들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모델은 재고정책의 비교를 에이전트 기반 시뮬레

이션 모델링(Agent-based Simulation Modeling)41)기법으로 구현하였다. 이를 위

해  ①고객이 임의적인 수요를 생산 ②물류센터는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주

문 및 정보 처리 ③보충에이전트는 재고파악 결과에 따라 재고보충 하는 과정

으로 에이전트와 시스템의 동작모델로 설정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서비

스 수준을 최대 0.95수준으로 한다는 가정 하에 재고보유가 더 필요하여 높은 

비용이 필요함에도 전체시스템의 관점에서는 에이전트간의 상호정보 사전정보 

교환에 의해 작동하는 (R,S)보관정책이 보관에이전트 단독의 재고조사에 의한 

(Q,R)보관정책 보다 나음을 보여주고 있다.42)

41) Agent-based Simulation Modeling(ABM)이란 작업 및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시
스템이 자율 에이전트(개인 이나 집단 등의 엔터티)들의 동적인 상호작용(동시작업, 협동작업)으로 구성
된다는 것에 착안한 개별 에이전트에 대한 묘사를 통해 전체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는 시뮬레이션 방
법이다. ABM은 이론보다는 현실에 가까운 모델링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조직과 팀, 공급 체인 최
적화, 소비자 행동, 문, 소셜 네트워크 효과, 분산 컴퓨팅, 교통 혼잡분석 등에 활용되고 있다.

42) S-R 재고정책이란 미리 예정된 정보의 공유를 통해 재주문할 시기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Q-R

재고정책이란 재고를 인출될 때마다 재고량을 검사해서 재주문할 시기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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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Stock strategy modeling by Agent-based Simulation Modeling

A. Garcia외 2인의 연구는 물류시설에서 RFID를 활용한 자동식별시스템

(automatic identification) 및 데이터수집 기술의 도입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

하였다. 특히 internal routing의 유연성 촉진을 수단으로 물류작업의 자동화 실

현의 효과를 ARENA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결론으로는 

RFID를 도입하여 연속적인 RFID tracking이 가능한 물류센터는 내부의 어느 공

간에서도 화물의 식별이 가능함에 따라 오류화물의 복구를 위한 작업영역의 단

일화 등을 통해 추가 작업 및 대기 공간이 불필요해지며, 이는 물류센터 설계

의 단순화 및 비용감소 나아가 저장능력의 증가와 같은 기대효과도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a)New design for the IPI area(disappearing

parts of current design show lighter)]

b) Example of the input area to the

warehouse showing recursive buffering to

be eliminated]

Fig. 27 Modeling of cargo transfer system’s buffering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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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물류센터의 layout설정에 관한 선행연구  

물류센터의 레이아웃과 관련된 초기연구로 David F. Baker는 SLP(SYSTEMATIC 

LAYOUT PLANNING)를 기본 틀로 활동관련표를 이용한 배치대안방법을 제시하였

다.43) 또한 근접도와 자재흐름의 크기를 바탕으로 한 컴퓨터 지원 배치 방법으로 

①ALDEP ②COREAP ③CRAFT등의 방법들을 설명하였다.

ALDEP(Automated Layout DEsign Program)은 IBM사에서 만든 건설지원용용 

소프트웨어이다. ALDEP은 Activity Relation Chart를 스캔하여 각 층의 레이아

웃을 배경으로 한 정수표를 생성한다. 또한 여러 층을 함께 계산할 수 있으며 

길이, 넓이, 각 층의 요구사항 등도 함께 표현할 수 있다. 

Fig. 28 Step of layout-planning of facilities

CRAFT(Computerized Relative Allocation of Facilities Technique)는 가장 초기

에 개발된 컴퓨터지원배치 방법으로 기존의 배치된 상태를 유입․유출표를 이용

43) SLP(SYSTEMATIC LAYOUT PLANNING)는 Muther,R.,가 1973년도에 집필한 『Systematic Layout

Planning』에서 그 주요한 개념들이 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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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개선하는 개선형 소프트웨어로 ALDEP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CORELAP

은 CRAFT와 ALDEP에서 빌딩의 최적화(건설규모 최소화) 개념이 추가된 배치

지원 컴퓨터 소프트웨어이다.44) 

사토 요시아키(佐藤 良明)는 『物流配送センター:インストールと効率化の

POINT, 1994』에서 기존 배치알고리즘에 재고관리기법이 접목된 물류센터용 

레이아웃 설정방법을 제시하였다. 

Fig. 29 Step of layout-planning of warehouse(Top-Dawn)

44)CORELAP에서는 ‘부서와 건물들이 직사각형의 모형을 지닌다’라는 점에 착안하여 직사각형의 모재에 직
사각형의 부재를 배치할 때 그 여백을 최소로 하는 알고리즘을 정수계획법을 통해 구현하였다. 예를 들
어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사각형 안의 숫자가 업무의 흐름, 직사각형이 부서의 넓이라면 정통적인 배치
방법은 A안, COREALP은 B안을 최적배치로 구현한다.

     A안      B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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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게서는 물류센터의 레이아웃이란 물류센터 부지내의 건물, 주차장, 후생시

설, 부대설비의 배치 및 건물내의 설비, 작업장, 후생설비를 배치하는 것으로 

물류센터를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것에 대한 문제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레이아

웃 설정의 원칙으로 ①종합의 원칙, ②흐름의 원칙, ③최단거리의 원칙, ④탄력

성의원칙, ⑤공간이용의 원칙, ⑥관리용이화의 원칙, ⑦안전과 만족의 원칙 등

을 제시하였다. 물류센터의 레이아웃은 레이아웃 설정 혹은 변경을 위한 동기

와 입장을 정리하여 현상조사를 실시한 후 SLP에 P-Q분석 등을 응용한 단계별 

레이아웃계획 수립절차를 제시하였다.45)

고바야시 히사오(小林 久男)는 물류개혁의 길라잡이(物流改革のチュートリア

ル) 에서는 최적의 레이아웃을 ‘물과 기기의 궁합이 맞도록 하는 것’으로 정

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좋은 레이아웃이 갖추어야할 직접적인 사항과 간접적

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Fig. 30 Step of layout-planning of warehouse(Bottom-UP) 

레이아웃 설정의 절차는 ①최대처리량을 토대로 설비기기 수요산정, ②관련 

45) ‘P-Q분석’이란 제품의 종류(P)를 취급건수나 금액(Q)으로 분류하는 기법을 말한다. 이 기법의 응용을 통
해 ABC분석 등의 보관품목의 그룹화 관리를 실현할 수 있다.

‘FROM-TO CHART’는 물건의 이동방향, 이동회수, 거리를 파악한 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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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기기의 자료수집, ③메이커로부터 정보 수집, ④공정표 및 예산 작성, ⑤레

이아웃 방안의 작성과 검토, ⑥기기선정, ⑦건물구조 선정, ⑧건물과 설비기기

의 레이아웃 작성, ⑨부지에 대한 건물의 레이아웃을 검토, ⑩부대설비의 세부 

설계, ⑪공정표 및 예산 확정, ⑫레이아웃 방안의 최종승인 등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접적인 효과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설비)를 먼저 고려한 후, 전

체 레이아웃을 설계하는 Bottom-UP방식으로 다른 방법들과는 차별화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Gu et al(2007)는 물류센터의 물자취급 시스템(Material Handling System, 

MHS) 설계구조를 Warehouse design과 Warehouse operation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디자인이란 물류센터의 물리적인 크기, 기능 요소간 배치, 장비의 

선정과 같은 Hardware적 요소에 대한 설계를 의미하며 운영이란 물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물자취급행위(transactional event)의 운영과 기능 연계 등과 

같은 Software적 요소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물류센터의 자재취급 시스템을 구

축하기 위해서는 Hardware적 요소와 Software적 요소간의 효과적인 연계를 고

려한 최적 설계와 운영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Fig. 31 Warehouse design 및 Operation Problem의 구조(Gu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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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물류센터의 작업체계와 용어

3.3.1 물류센터의 작업체계

Dul and Neumann는 기업활동(경영전략, 전략실행 및 성과도출 등)에 있어서의 

인간공학(Ergonomics)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Dul and Neumann(2009)은 

기업전략의 구상 및 실행과정에서 인간공학적 요소가 결합된 운영체계의 필요

성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①기업의 전략과 인간공학적 요소

간의 잠재적인 연계점(Links) 개발, ②연계점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검색, ③실행과정에서 관계주체(stakeholders)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a) Isolated positioning     

(b) Partially-lined positioning 

(c) Fully-linked positioning  

Fig. 32 Association with business operation and erg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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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관점의 구체적인 사례분석은 St-Vincent et al.(2005)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St-Vincent et al은 인간공학적 관점(perspective of human factors 

engineering)에서 warehouse superstore내에서 이루어지는 물류취급작업

(Material Handling Activity)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로서 배치형태(Layout), 제

품(Product/Merchandize), 물품관리(Stock management), 그리고 장비(Equipment)

로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Fig. 33 Work and risk factors on warehouse superstore

3.3.2 물류센터의 작업체계와 관련된 용어

 가. 입하활동

입하활동은 상품을 차량에서 도크로 이동시켜, 상품의 개수 및 외관을 확인

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입하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업은 상품을 내

리고, 확인하는 등의 작업이며,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업은 입고예정정보를 

확인하고, 도크에 작업자를 배정하는 등의 작업이 있다. 

국내외 기존 문헌에서는 입고활동과 관련된 작업에 대한 정의는 아래 표와 

같이 다양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입하활동과 관련된 정의가 다양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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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및 작업 설명 자료출처
입고 물건을 창고에 집어넣는 것을 말한다. 물류용어사전

입고

(Receiving) 1)

입고는 물품의 물리적 수령, P/O와 입고 화물의 일치 검사(수량과 파

손), 도착지 식별과 배송, 입고기록 준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기능이다.

Kate Vitasek

(CSCMP)

입고활동

(receiving activity) 2)

입고활동은 입고부서 직원들이 SKU를 재고로 받아 , 입고 대기장

소에서 보관-피킹 대기장소로 이동하는 활동이다.
David E. Mulcahy

입하&검품

발주된 제품을 물류센터의 입고지역에 하역하는 작업으로 입고담

당부서 및 재고담당부서에 의하여 관리된다. 입하시 검품을 통해

물량의 확인과 수정이 이루어지고 하역인력과 장비(지게차)에 의해

수행된다.

곽재식, 임석철, 물류센

터 운영평가 모델, 2000

입하

상품을 받아들이는 것. 공장이나 구입처로부터 배송센터 또는 공

장 안으로 부품, 재료, 부자재나 완제품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상품의 도착, 검수 등도 입하작업에 포함된다.

인터넷 검색자료

Receiving

Inspection(QM) 3)

An acceptance review for a delivered product. The receiving inspection

can be carried out by: customer, ordering party, authorized

representative.

SAP Glossary

검수
선적상품의 하역 또는 육상 수송할 때에 상품의 개수, 계산 또는

인수인도를 증명하는 일이다.
인터넷 검색자료

검품 품질이 정해진 규격에 알맞은지 확인하는 검사이다. 인터넷 검색자료

검험 (检验) 4)
계약과 표준에 근거하여 대상물품의 품질, 수량, 포장 등에 대한

조사, 검수 진행에 대한 총칭한다.

중국국가표준

GB/T18354-2006

품질과 수량 확인
품질과 수량 확인활동은 구매 주문서에 명시된 밴더 상품의 품질

과 수량을 확인하는 것이다.
David E. Mulcahy

양하활동

(Unloading activity)

양하(揚荷)활동은 접차공간에서 트럭(귀로트럭 포함)의 밴더 컨테이

너로부터 상품의 물리적인 양하이다.
David E. Mulcahy

낱짐하역
물품을 한 개씩 취급하는 것. 상품이 다품종 소량으로 취급단위가

적거나 형상이 각기 다른 경우의 하역에 사용된다.
인터넷 검색자료

단위하역 (낱짐하

역)

제품을 파렛트, 컨테이너, 무개화차 등 한 단위로 모아 행하는 하

역작업을 말한다.
인터넷 검색자료

하역

물품의 싣기 내리기, 운반, 쌓기, 꺼내기, 분류, 정리 등의 작업 및

여기에 수반되는 작업. 협의로는 운송수단에서 상품을 싣거나 내

리는 일을 말한다.

인터넷 검색자료

상하역

(装卸) 5)

지정된 장소에 있는 물품을 인력 혹은 기계로 운반설비로 싣거나

내리는 것이다.

중국국가표준

GB/T18354-2006

1) The function encompassing the physical receipt of material, the inspection of the incoming shipment for
conformance with the purchase order (quantity and damage), the identification and delivery to destination, and
the preparation of receiving reports.
2) The next pre-order-pick activity is the receiving activity. The receiving department employee enters the SKU
quantity into inventory and transfers the SKU from the receiving department staging area to the storage-pick
staging area. In the across-the dock operation, the product is transferred from the receiving area to the shipping
area and does not enter your inventory.
3) An acceptance review for a delivered product. The receiving inspection can be carried out by: customer,
ordering party, authorized representative.
4) 根据合同或标准，对标的物的品质、数量、包装等进行检查、验收的总称.
5) 物品在指定地点以人力或机械装入运输设备或卸下

Table 5 Definitions of Receiving

물류센터의 기능 및 역할이 센터의 유형별로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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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입하활동을 작업내용을 기준으로 “상품을 차량에서 도크로 이동

시켜, 상품의 개수 및 외관을 확인하는 직ㆍ간접적인 작업”으로 정의하였다.

입하활동의 주요 기능은 상품에 대한 직ㆍ간접작업(하역, 검수․검품 등) 기능

과 상품에 대한 책임이 전이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에서 상품을 내려서, 검수․검품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분류하는 작

업이 필요하다. 

검수ㆍ검품에 대한 확인은 발주서(또는 주문서)에 기입된 수량과 상품인지를 

비교한 후 입고 상품으로 확정하는 기능을 한다. 입고상품이라는 것은 상품에 

대한 책임을 납품업체 또는 운송업자에서 물류센터 관리자로 이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하활동의 범위는 상품 입고 전 상품에 대한 사전정보를 받는 것으로 시작

하여 차량이 물류센터에 도착 이후부터 하역, 검수 및 검품 등의 작업까지를 

작업의 범위로 한다. 공간적 측면에서 입하활동의 범위는 입고차량에서 상품을 

하역하여 물류센터 내부로 이동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즉, 물류센터의 도크

를 중심으로 전후 작업공간을 의미한다.

나. 운반과 이송활동

운반활동은 입고된 상품을 작업지시서에 따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

시키는 직·간접 작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운반활동의 직접작업으로는 운반활동 

단위(박스, 롤테이너, 파렛트)에 따라 인력이나 장비를 이용하여 상품을 이동시키

는 작업이 있고, 간접작업으로는 이동 위치를 확인하는 등의 작업이 있다. 

대표적인 운반활동으로는 입고 완료된 상품을 적치장소 또는 보관장소로 이

동하는 것과 보관장에 보관중인 상품을 분류장 또는 피킹장과 출고장으로 운반

하는 활동이 있다. 롤테이너와 같은 용기는 인력을 통해 이동시키며, 파렛트와 

같은 용기는 핸드파렛트, 핸드파렛트 트럭,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이동시킨다.

국내외 기존 문헌에서의 입고활동과 관련된 작업에 대한 정의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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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및 작업 설명 자료출처

운반

물품을 비교적 짧은 거리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하

역의 범주이며 하역을 지칭하기도 한다. 일반으로 공장

내, 구내의 이동이며 이에 비해 수송은 비교적 장거리의

물품 이동이다.

물류용어사전

운반(搬运) 1)
동일장소내에서 물품의 수평이동을 위주로 진행하는 물

류작업

중국 국가표준

GB/T18354-2006

운송

(Transportation) 2)

입고장소에서 보관-피킹 대기장소로 상품을 수직 또는 수

평 내부운송을 의미한다. 수작업과 기계 및 자동화 기기

를 이용한 자재관리 방법들이 내부운송 활동을 완성하는

데 사용된다.

David E.

Mulcahy

이송
운송수단 사이에서 또는 운송수단과 지상 사이에서 상품

을 옮겨 싣는 것
물류용어사전

상품식별

(product

identification

activity)

직원들은 재고유지단위(SKU), 상자(master carton), 파렛트

(pallet load) 각각의 외관에 알파벳, 바코드, RF태그 등의

표시하여 해당 상품을 누가 핸들링해야 하는지를 식별·지

시한다.

* 작은 품목 운영에서는 SKU보다는 상품취급단위나 운송

컨테이너에 식별표시를 쓴다.

David E.

Mulcahy

1) 在同一场所内，对物品进行水平移动为主的物流作业。
2) the internal horizontal and vertical transportation of product from the receiving area to 

the storage-pick staging area. Numerous methods are used to accomplish this 
activity, including the manual, mechanized, or automated material handling system. 

Table 6 Definitions of put away

운반활동은 물류센터 내에서 서로 다른 활동들을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가지

며 작업장소나 대기장소 사이의 공간 차이를 극복해주거나 수평적·수직적(층

별) 거리 차이를 극복해주는 역할을 한다.

운반활동의 작업적 범위는 입고 완료된 상품을 다음 물류활동이나 작업이 발

생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과정으로, 물류센터 전체에서 상품을 수반한 인력과 

장비 이동이 작업범위이다.

다. 보관활동

보관활동은 입고된 상품의 보호나 관리 등을 목적으로 물류센터 내 보관장소

에 쌓아 두는 작업으로 정의된다. 상품 특성, 물류센터의 유형과 운영전략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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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입고된 상품을 임시보관하거나 일정기간 보관하는 보관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보관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품들이 입고되어 로케이션 확정 

전까지의 보관을 적치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로케이션 확정 이후부터의 

보관을 보관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물류센터에 귀속된 재고로 처리

되어 보관되는 보관활동과 그렇지 않은 적치활동으로도 나눌 수 있다. 기존 문

헌에서의 보관활동과 관련된 정의는 아래표와 같다.

활동 및 작업 설명 자료출처

仓储1)

warehousing

창고 및 관련 시설설비를 이용한   물품의 입고
(进库), 저장(存贮),출고 작업

중국 국가표준
GB/T18354-2006

储存2)

storing
물품의 보호, 관리, 저장

중국 국가표준
GB/T18354-2006

보관
storage3)

물품에 대하여 storing 진행 및 물리적 관리를 하
는 활동

중국 국가표준
GB/T18354-2006

보관활동
Deposit
activity4)

보관활동은 배정된(할당된) 보관위치나 피킹위치에 
적재단위 상품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보관활동의 
정확성과 적시종료는 적정한 SKU가 적합한 장소
에, 정적량이, 올바른 상태에, 적시에 있는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활동은 직원들이 정시 보충과 주
문-피킹 활동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David E. Mulcahy

보관활동
Storage
activity5)

SKU 보관활동은 피킹이나 고객주문이 요청되기 
전까지 SKU를 보관위치에 저장할 수 있는 창고 
장소를 제공한다.

David E. Mulcahy

1) 利用仓库及相关设施设备进行物品的进库、存贮、出库的作业
2) 保护、管理、贮藏物品
3) 对物品进行储存，并对其进行物理性管理的活动
4) The next pre-order-pick activity is to deposit the unit load of product in the assigned 

reserve or pick position. The accurate and on-schedule completion of this activity 
ensures that the right SKU is in the proper place, in the proper quantity, in the 
correct condition, and at the correct time. This allows an employee to perform 
on-time replenishment and order-pick activities

5) The SKU storage activity provides a warehouse location to store the SKU in a reserve 
position until it is required at the pick position or for a customer order.

Table 7 Definitions of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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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활동은 운반활동이 수반되어야만 하는 활동으로 운반활동과의 경계선이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입고된 상품을 지게차가 곧바로 보관장소로 이동하여 

보관하는 경우, 운반활동과 보관활동은 하나의 연결된 활동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두 활동을 작업자의 행동 기준으로 구분 짓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입하 후 검사가 완료된 상품을 보관장소까지 이동시켜 적입하는 활동을 

보관활동으로 정의하였고, 그 이외의  수직·수평 이동 작업은 운반 및 이송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라. 피킹활동

피킹활동은 물류센터에 적치나 보관된 상품을 고객 주문에 따라 출고하기 위

한 사전 작업이다. 피킹은 적치 또는 보관된 상품을 고객 주문서나 발주서 수

량만큼 꺼내는 작업을 의미하며, 분배46)는 피킹된 상품을 종류별, 품목별, 발송

처별, 지역별, 고객별 등으로 분류하여 배분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물류센터에서 상품에 대한 출하와 출고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출하는 

상품의 출고를 위해 각 단계별로 이뤄지는 작업(부가서비스, 피킹, 분배) 등을 의

미한다. 즉, 피킹 및 분배작업은 출고를 위해 출하될 상품을 준비하는 작업이다. 

또한 출고라는 것은 상품이 물류센터에서 배송차량에 실려 물리적으로 물류

센터를 떠나고, 상품이 서류나 시스템에서 출하확정된 것을 의미한다.  기존 문

헌에서는 피킹과 분배활동과 관련된 작업에 대한 정의를 아래 표와 같이 기술

하고 있다.

46) 분류는 상품을 나누는 작업을 의미하고 분배는 목적을 가지고 상품을 나누는 작업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는 분배를 분류의 상위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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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킹
보관장소에서 물품을 꺼내는 것. 출고나 창고 내 이

동을 위한 작업이다.
물류용어집

Picking1)
피킹작업은 고객주문 완수를 위해 보관장소에서 상품

을 꺼내는 것을 의미한다.

Kate Vitasek

(CSCMP)

오더피킹

주문받은 물품을 보관 장소에서 꺼내는 일. 작업자가 
물품이 있는 곳에 이동해서 반출하는 방법과 이동하지 
않고 자동으로 반출하는 방법이 있음. 인력작업, 기계작
업, 컴퓨터와 연동한 반자동식, 완전자동식이 있다.

물류용어집

오더피킹2)
주문서 또는 출고서에 따라 저장장소에서 물품을 선

택하고 지정장소에 질서 정연하게 쌓아 두는 작업이다.

중국 국가표준

(GB/T18354-2006)

Pick

(Order-pick)

activity3)

오더피킹은 작업자가 고객주문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
확한 상품을 정확한 수량과 상태로 피킹 장소에서 장비
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1)고객에 의해 주문된 상품리
스트를 작성하고, (2)피킹장소에서 해당 상품을 꺼내고, 
(3)확인한 뒤, (4)출고를 위해 팩킹 또는 배송 장소로 보
내는 활동을 포함한다.

David E. Mulcahy

디지털피킹
표시장치부착 피킹. 물품 보관한 선반 별로 표시장치

를 부착하고 컴퓨터제어에  의해 피킹할 상품의 위치와 
수량을 표시하여 피킹하는 것이다.

물류용어집

라벨피킹

오더피킹의 한 방법으로, 피킹 리스트 대신 라벨을 
사용해 출하하는 방식. 라벨에 품명만이 아니라 품명의 
바코드나 납입처를 가리키는 바코드 등을 인쇄해서 놓
으면 피킹한 물건의 바코드를 판독기로 읽는 것으로, 검
품을 능률적으로 행하고 바코드 부착품이 되므로 같은 
제품이라도 납입처가 다른 경우 구별도 되고 그 물품의 
추적도 가능하다.

물류용어집

분류

물품을 종류별, 품목별, 발송처별, 지역별, 고객별 등
으로 나누는 것. 작업순서는 지시, 기억, 검출, 검색으로 
행해진다. 수동, 반자동, 자동이 있고, 단위상품이나 규
격의 포장물은 자동화가 쉽지만 소량다품종의   비정형
의 것을 어렵다.

물류용어집

분류

sorting4)

상품의 종류, 지역, 고객에 따라 나누고 지정된 장소
에 모아서 가지런히 쌓아두는 작업이다.

중국 국가표준

(GB/T18354-2006)

분류활동

Sortation

activity 5)

단일품목 또는 상자 주문-피킹활동이 묶음 방식일 
때, 분류활동은 당신의 SKU의 묶음으로 피킹된 다른 고
객으로부터 단일아이템 또는 상자단위로 특별히 주문한 
고객을 나누는 활동을 의미한다. 분류활동 후 피킹위치
에서 나와서 포장이나 운송대기장소로 운송되는 SKU는 
검사(verification)된다. 

 David E. Mulcahy

Table 8 Definitions of order-pi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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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Sortation 6)
박스 등의 아이템을 도착지별로 분류한다.

Kate Vitasek

(CSCMP)

쌓기

堆码2)
물건을 가지런하고, 규칙적으로 상품을 쌓아두는 작업이다.

중국 국가표준

(GB/T18354-2006)

1) The operations involved in pulling products from storage areas to complete a customer order.

2) 按订单或出库单的要求，从储存场所拣出物品，并码放在指定场所的作业
3) The SKU order-pick activity requires an employee to remove, per a customer order, the correct 

SKU in the correct quantity, in the correct condition, and at the correct time from the inventory(pick 
position) onto a picking trnasport device to satisfy the customer's order(demand). The SKU order-pick 
activities include the following:(1) listing the SKUs that are ordered by the customer, (2) traveling 
and/or removing the SKUs from the pick position, (3) verifying the SKU order-pick (inventory 
reduction), and (4) transporting the SKU to the packing or shipping area.

4) 将物品整齐、规则地摆放成货垛的作业
5) The SKU sortation activity is the first post-order-pick activity. When the single-item or carton 

order-pick activity is the batched mode, the sortation activity separates one of your customer's 
specific ordered single-item or carton SKUs from your other customer picked SKUs of the batch . It 
then verifies that the SKU was withdrawn from the pick position and was trasnported to the 
packaging or shipping staging area.

6) Separating items (parcels, boxes, cartons, parts, etc.) according to their intended destination 
within a plant or for transit.

피킹과 분배활동은 고객 주문에 대응하는 기능과 출고작업 효율성을 증가시

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물류센터의 유형과 운영전략에 따라서 다양한 작업 방

식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피킹활동은 DC센터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분배활

동은 TC센터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두 활동이 모두 이루어지는 물류센터에서는 

일반적으로 상품 피킹 후 분배 활동이 이루어진다.

피킹과 분배활동은 운영 전략에 따라서 적치 및 보관상품을 피킹․분배하거나 

입고된 상품을 적치 및 보관 작업 없이 바로 피킹․분배하는 등의 작업 방식에 

차이가 있다.

피킹․분배활동의 작업적 범위는 고객의 발주정보를 토대로 출력된 출하목록을 

확인하여, 적치 및 보관된 상품 중 출하될 상품을 피킹하여 피킹지역 또는 출

하(검수)지역에 분배하는 작업까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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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창고에서 주문에 맞추어, 상품을 꺼내는 것이다. 인터넷 검색자료

출하 외부에 상품을 보내는 것 또는 상품을 시장에 내보내는 것이다. 인터넷 검색자료

출하&배송

고객의 주문에 따라 지역별 혹은 종류별로 선별된 제품을 차량

에 실어 고객에게 배송하는 작업으로 배송담당부서, 차량선적부

서, 재고담당부서에서 담당한다.

곽재식, 임석철,

물류센터 운영평

가 모델, 2000

직출하 입하도크에서 출하도크로 직접 입하물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기업 조사자료

선적과 운송

Loading and

shipping

activities1)

운송은 고객의 주문을 정확한 운송 차량에 두는 활동을 의미하

며, 이러한 운송은 직접 선적과 일정시간 대기 후 스케쥴에 맞춘

선적과 함께 이루어진다.

David E. Mulcahy

배송(配送)2)

경제합리영역의 범위내에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 물품의 오더피

킹, 가공, 포장, 분할, 조립 등 작업 진행 및 지정장소에 규정된

시간 안에 보내는 물류활동

중국 국가표준

GB/T18354-2006

배송활동

S h i p p i n g

Activity 3)

shipping 기능 목적은 물류센터 내에서 오더피킹 활동을 즉, 고객

에게 정확한 상품을 정확한 수량과 상태로 적시에 제공하는 것

을 보증하는 것이다. shipping 활동은 배송차량의 접차 스케쥴을

포함하며, 분류, 쌓기(accumulating),팩킹(packing), 주문 수량과 상품

검정, 상품 라벨링(주소), manifesting47), 상품 상차, 상품 배송이 있

다.

WERC

1) The package loading and shipping operation function is the next direct labor function of a 
small-item, carton, or pallet load distirbuion facility. The shipping function ensures that your customer's 
order is placed on your customer's correct delivery vehicle. The shipping function is a direct load 
activity or a temporary hold for loading at a later date.

2) 在经济合理区域范围内，根据客户要求，对物品进行拣选、加工、包装、分割、组配等作业，并按时送达
指定地点的物流活动

Table 9 Definitions of shipping

마. 출고활동

출고활동은 상품을 도크에서 차량으로 이동시키고 출고할 상품의 수량과 품질

을 확인하는 직·간접 작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상차는 상품을 배송차량에 싣는 

활동으로 출고활동의 단위상품(박스, 파렛트, 롤테이너 등)을 물류 장비와 시설을 

이용하여 차량에 싣는 활동으로 상품의 단위에 따라 이용되는 장비와 시설에 차

이가 있다. 검수·검품은 상품의 개수, 외관을 확인하는 활동으로 전표(송장) 상

에 기재된 상품의 개수 및 품질 등을 확인하는 작업 등을 의미한다. 기존 문헌들

은 출고활동과 관련된 작업에 대한 정의를 아래 표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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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활동은 물류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상품을 고객에게 배송하기 위해 차

량에 싣는 활동으로 상품에 대한 책임이 물류센터에서 차량으로 위임됨을 의미

한다. 이와 같이 상품에 대한 책임이 위임되기 때문에 차량에 싣는 상품에 대

한 확인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출고활동은 넓은 의미에서는 물류센터 내 입고나 보관된 상품을 고객 주문 

수행을 위해 출고하는 작업들을 총칭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출고활동의 

작업적 범위를 피킹·분배활동과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출고활동의 공간적 범

위는 차량에 상품을 싣기 위한 물류센터 내의 공간과 차량이 접차한 공간을 의

미48)하며, 상품의 입고활동과 동일한 공간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공간에서 이뤄

진다.

3.4 선행기술 분석

3.4.1 문헌연구

물류센터 내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범용적인 화물이송장비로는 컨베이어, 자

동운반대차, 크레인 및 AS/RS를 손꼽을 수 있다. 

Ülgen and Upendram(2002)는 이러한 장비들로 화물이송체계를 구성하는 과

정을 컨셉설정, 설계, 구현, 운영의 4단계로 제시하고 각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Y.C. Chiu et al.(2006)은 인력을 대신해 개발된 기존 자동화 팔렛 적재시스템

을 저비용의 팔렛취급시스템으로 개발하고, 수리적 모델기반의 프로토타입

(prototype) 시스템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한 팔렛의 적재 및 하역작업시간에서

의 성과율과 노동절약, 비용감소를 가져온다는 것을 밝혔다.

47) A document which describes individual orders contained within a shipment.

48) 차량과 물류센터 사이의 공간은 도크와 도크 대기장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도크 대기장은 작업 생산성 
증진, 상품 훼손 최소화, 정확한 재고 관리를 목적으로 배송차량의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물량을 수용
할 수 있도록 도크 뒤쪽으로 공간을 의미한다. 도크 공간에서 입출고 장비(팔렛트, 대차, 폐기예정 용기,

회수 용기, 등)를 보관 활용하는 장소도 요구된다. 도크 대기장이 축소되면 낮은 작업생산성, 상품, 장비,

시설 파손 증가, 상하역 에러 증가, 시간지연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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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orking process of tray-supplying operation 
for pallet loading operation

b) The overall configuration of the automatic   
pallet loading and unloading system

Fig. 34 Multi-level cargo transportation system image

D.J. Fonseca, et al.(2004)은 컨베이어장치 선택에 대한 문제에 관해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접근법을 이용한 prototype 컴퓨터 기반 시스템을 개발하

였다. 컨베이어의 형태는 컨베이어의 특성에 의해 화물취급조건의 이행을 측정

하는 적정성(suitability score)에 기반하여 선택하였고, 적정성의 계산은 가중평

가법과 위험 아래의 의사결정에 대한 기대가치기준(Expected Value Criterion)에 

의해 시행되었다. 또한 두 개의 산업 사례를 통해 Prototype 시스템을 성공적으

로 검증하였다.

3.4.2 관련기술

다층형 화물이송시스템과 관련된 수직이송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

기 위한 수단으로는 개발된 수직컨베이어는 Z형 수직 컨베이어, C형 수직 컨베

이어, 회전형 수직컨베이어, 승강기형 컨베이어 등을 기존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직컨베이어 시스템의 핵심 기술들은 주로 유럽과 일본에 집중되어 있

었고 최근까지도 유럽의 특허가 다수 등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93년 T.K.F사는 비행기와 연계되는 컨베이어 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다수

의 탄성이 있는 플랫폼을 가지는 구조로 구성되었으며, 1994년 후지수송기공업

주식회사는 각층의 바닥에 단차를 설치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탑재 

컨베이어) 서로간의 화물을 이송할 수 있는 연속 승강 반송 장치에 관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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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하였다.

2000년도 WST에서는 인쇄물들을 이송할 수 있는 파렛트를 포함하는 수직 컨

베이어에 관한 발명을 하였고 2002년 NERAK GMBH에서는 레스토랑 등에서 음

식 및 식기 등을 수송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회전식 컨베이어, Knapp Logistik 

Automation은 상층부분 등에서의 충돌을 단순한 장치로 예방할 수 있는 유형의 

수직 컨베이어, 일본의 OKAMURA 회사는 이송 컨베이어의 상하 정지 위치에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승강 속도를 빠르게 하여 이송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

는 화물 승강 이송 장치 등을 개발하였다.

2001년 CALIFORNIA NATURAL PRODUCTS에서는 일반적인 엘리베이터를 포

함하는 저장 창고로 구성된 자동화된 창고 시스템에 관한 발명을 개발하였고, 

각 층마다 레일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카트를 포함하고 있다.

2005년에는 수직 컨베이어에서 수평컨베이어로의 화물 이송장치에 관한 발명

으로 보다 개량된 회전식 수직컨베이어를 개발하였다. 2005년 ASYST SHINKO

는 일본에 복수 층에 있어서 반송 방향의 반송 궤도가 부설되는 반송 시스템을 

개발하여 층간의 반송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승강 컨베이어, 턴테이블 

및 롤러 컨베이어를 주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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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연속식 수직 컨베이어 C형
기술분석

유닛

로드
연속승강장치

기술분석

기능 수단 기능 수단

2 0 0 2

년

Knapp Logistik Automation 수평

연동
○

1994

부이반송기공업

수평

연동
○

3층

지원
☓ 3층

지원
○

유닛

로드
○

유닛

로드
☓

반출

입

방향

☓
반출

입

방향

☓
동시

작업
☓ 동시

작업
☓

제품

화여

부

○

제품

화여

부

○

Table 10 Summary of previous technology 1(C type vertical conveyor)

Z형 연속식 수직 컨베이어
기술분석

Z형 연속식 수직 컨베이어
기술분석

기능 수단 기능 수단

1990
1993
2004

T.K.F.,INC, 오종항
ApparatebaulhlbrockGmbh

수평
연동

○

2009

KolbusGmbj&Co.KG
수평
연동

○

3층
지원 ☓ 3층

지원 ☓
유닛
로드 ○ 유닛

로드 ○

출입
방향 ☓ 출입

방향 ☓
동시
작업 ☓ 동시

작업 ☓
제품
화

○ 제품
화

○

Z형 다층형 연속식 수직컨베이어
기술분석

기능 수단

2000

성현모

수평

연동
○

3층

지원
☓

유닛

로드
○

출입

방향
☓

동시

작업
☓

제품

화
☓

Table 11 Summary of previous technology 2(Z type vertical convey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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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형 대표도면
수평 
연동

3층
이송

유닛
로드

반출
입  

유연

동시
작업

제
품
화 

개발자 정보

리프콘 ☓ ○ ○ ☓ ☓ ○ 2008
호쿠쇼

EV ○ ○ ○ ○ ☓ ☓
2006

주식회사로
테코

연결
H/W

○ ○ ○ ○ ☓ ☓
2000
C a l i f o r n i a 
N a t u r a l 
Product

Table 12 Summary of previous technology 3(Cargo elevator & advanc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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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선행연구 고찰

3.5.1 시뮬레이션 분석

본 논문은 시뮬레이션이 ‘기법(즉, 분석방법)의 집합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들이 아래표에 나타난 산업용 시

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다. 

산업 시뮬레이터 명칭 제작사 특징

Tecnomatix® Plant Simulation SEIMENS 독일 3차원 설계프로그램 포함

물류기기의 상세 설계와 해석

가능

건설프로젝트시 활용
Inventor Factory design suite AUTODESK 미국

ARENA rockwell automation 미국

3차원 산업시뮬레이터

물류작업의 시간단위 해석 가

능

아카데믹한 활용 가능

AUTOMOD Applied Materials 미국

Flexsim
FlexSim Software Products, Inc

미국

Witness Lanner Group, Ltd 영국

Simcad Process Simulator CreateASoft, Inc. 미국

Philips Lighting - Warehouse

Simulation
INCONTROL 네델란드

CLASS Warehouse Design and

Simulation.

Cirrus Logistics, CentriQ Group

영국

The C-WIS Suite DEXION, 영국

Ralc CLC 일본

Anylogic The AnyLogic Company 러시아
SCM관련 경제성 분석용 시뮬

레이터

Table 13 Industrial simulation tools

Tecnomatix® Plant Simulation과 Inventor Factory design suite는 기계설계용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개발된 물리모델 시뮬레이터로서 인체공학적 물류작업

을 위한 작업자 행동반경과 장비설계, 대형건축프로젝트의 진행 경과를 포함한 

4차원 표현 등을 위한 연구들에 활용되었다. 하지만 고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한 

점, 모델링을 위해 적어도 2～3개의 전문적인 설계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 되

어야 한다는 점으로 인해 연구보다는 건설프로젝트 및 자동화기기의 상세설계

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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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경우 물류센터의 시뮬레이션 연구는 산업 시뮬레이터라 분류할 수 있는 

ARENA, AUTOMODE, Flexsim 등이 분석용 툴로 활용되고 있다. 특별히 

Anylogic의 경우에는 공급망 혹은 운송망을 시퀀스가 있는 네트워크 모델로 설

정하여, 각 단계별 물류비용을 산출하는 경제성 공학을 위한 시뮬레이터로 공

급망의 개선과 재고전략의 수립 등의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의 목표를 제품개발과 현장적용의 전 과정에 적용해 보

는 것에 두었다. 이를 위해 물리, 논리, 수리적 시뮬레이션을 위한 서로 다른 

기법들을 사용하였다.49)특히 모델링의 유형이 설계데이터와 실제작업시간을 활

용한 실물모델이라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는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연구 연구문제 모델링 Simulator

A. Cimino외 2인 작업공간 최적화 물리모델(프로엔지니어) Plant Simulation

H.J Wang외 2인 물류센터 건설 물리모델(3D CAD) Factory design 
suite

R.J. Scherer, S.-E. Schapke 물류센터 건설 물리모델(3D CAD)
Factory design 

suite

Felix T.S. Chan, H.K. Chan 보관장소 할당 논리모델(휴리스틱) ARENA

Heung Suk Hwang, Gyu Sung Cho 오더피킹(성능 평가) 수리모델(확률) AOTOMOD

Tho Le-Duc외 3인 오더피킹(성능 평가) 수리모델(확률) AOTOMOD

Yanru Chen외 2인 수직이송(엘리베이터) 최적화 논리모델(GA) AOTOMOD

Jason Chao-Hsien Pan 오더피킹(거리와 시간) 수리모델(마르코프 체인) Flexsim

Jason Chao-Hsien Pan 오더피킹(거리와 시간) 수리모델(대기행렬) Flexsim

Domenico Gattuso, Gian Carla 
Cassone 물류플렛폼의 성능 수리모델(확률) Witness

Brendan Ryan, Christine M. 
Haslegrave 작업자(행동과 생각 분석) 실물모델(비디오 촬영) Witness

Yongan Zhang외 2인 공급체인 개선 수리모델(확률) Anylogic

DONG Fu-gui외 2인 재고보충전략 최적화 수리모델(확률) Anylogic

본 연구
수직트레이 컨베이어 

성능검증
물리모델+실물모델

SolidWorks
AutoCad

Sketch up
Ralc

Table 14 The difference of the simulation method

49) 본 논문은 객체의 모델링에는 3D기계설계 S/W인 SOLIDWORKS와 INVENTOR FACTORU DESIGN

SUIT를 다층형 물류센터의 모델링은 3D 건축설계용 S/W인 SKETCH UP을 활용하였다. 시단단위 활동 
및 성능 분석을 위해 3차원 산업 시뮬레이터인 RALC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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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물류센터의 레이아웃 설정

본 연구의 물류센터의 레이아웃은 다층형 화물시스템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한 무대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전략적인 사항들의 나열보다

는 건축적인 관점에서 건물자체의 3차원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물류센터 레이아웃에 관한 연구들은 산업물류를 위한 설비계획과 배치

를 목표로 논리 및 수리 모델을 활용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따라서 부

서끼리의 연계성에 대한 평가, 부서간 흐름 계획 등이 레이아웃 설정을 위한 

주요한 결정 사항이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영업용 물류센터를 기둥 사

이의 빈 공간을 임대하는 사업으로 이해하고50) ①공사비용 대비 넓은 보관면적

의 확보, ②어떤 화주사라도 작업하기 쉬운 표준적인 공간설계 등을 고려하여 

입출고 대기장, 접차공간, 차양, 바닥, 출입고, 층고, 건물 내 기둥 등을 유닛로

드 화물을 취급하는 표준화된 규격에 대해 언급하고 이를 3차원 건축설계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구현하였다.

연구기법(연구자) 연구내용 핵심 설정방법 설명

SLP(Muther,1973) 산업물류 체크리스트

ACTIVITY RELATIONSHIP CHART(부서를 2개씩 묶어

서 비교하기 위해 고안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흐름

과 연결성의 평가하는 기법

ALDEP(IBM)

CRAFT(Honsi, Whitehouse)
산업물류 컴퓨터 S/W SLP를 활용한 컴퓨터 지원 레이아웃 설정 S/W

CORELAP 산업물류 컴퓨터 S/W
SLP기반 배치 안을 혼합정수법을 활용한 네스팅 기법

을 통해 재배치

SLP+QR(佐藤 良明) 물류센터
레이아웃 설계

절차

산업물류를 위해 고안된 SLP개념에 재고관리기법을

고려한 물류센터를 위한 레이아웃 설정방법

직접효과+간접효과의 최

적화
산업물류

레이아웃 설계

절차

직․간접 효과들이 균형적인 레이아웃배치를 위해 설

비를 먼저 고려한 후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설정

Rouwenhorst et al. (2000) 물류센터
레이아웃 설계

절차
전략수준별로 세부고려사항을 언급한 리뷰연구

Gu et al. (2007) 물류센터
레이아웃 설계

절차

레이아웃설정을 위한 고려사항을 하드웨어와 소프트

웨어로 구분하여 관련요소들 나열한 리뷰연구

본 연구
영업용
물류센터

모듈개념을 적
용한 레이아웃

유닛로드 화물을 취급하는 영업용 물류센터의 작업
효율과 보관능력을 고려한 레이아웃을 건축설계 실
무자의 관점에서 제시

Table 15 The difference of the warehouse modeling 

50) 전용물류센터는 몇 가지 취급품목에 특화된 시설로서 관련된 요소들을 일반화하여 설명하는 것에 한계
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표준화된 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영업용 물류센터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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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물류작업 유형화

다층형 물류센터는 입․출고를 위한 차량의 접근방식에 따라 자주식과 기계식

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차량이 각 층별 직접 접안하여, 입출고를 수행하는 방

식을 자주식 물류센터라고 하며, 1층에서 입․출고활동을 전담하여, 각 층별 화

물을 이송하는 방식을 기계식 물류센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층형 기계식 물류센터는 1층의 도크설비로 접안하여 상․하역한 후, 

수직이송설비를 이용하여 상층부로 화물을 이송하는 형태의 화물이송시스템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집적물류시설인 복합물류터미널, 항만배후단지, 물

류단지 내 건축되는 배송센터와 도심지의 택배터미널, 의류를 취급하는 의류전

용 물류센터들이 있다.

상층부로의 이동이 수직이송설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설치된 수직이송설비의 

기능과 중량에 따라 상층부로 이동되는 화물이 제한되며, 이로 인해 파렛트나 

최소한 박스 등의 형태로 화물의 유닛로드(Unit Load)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러한 기준에 의해 기계식 다층형 물류센터의 물류활동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기존정의 세부활동

입하
도착한 제품을 물류센터 내로 반입하기 위해 발생하는 작업

- 입하(하차), 검수/검품, 반송, 입고대기 등을 포함

운반
제품을 각 물류공간에서 다른 물류공간으로 이송하는 작업

- 지게차, 컨베이어, 대차 등을 활용하여 이송

이송 수직이송장치를 사용해서 상층으로 싣거나 하층으로 내리는 작업

보관
제품을 적치/보관하는 작업

- 파렛트랙, 벌크적재, 평치 (파렛트, 파렛트서포트 등)를 활용

피킹

제품의 출고를 위해 목적지별로 피킹하여 분류하는 작업

- Order Picker, Picking Cart, DPS/DAS, Auto Sorter, Sorting

Machine 등을 활용하여 피킹/분배

출하

물류센터 내에서 피킹/분배가 완료된 제품을 목적지로 배송하기 위해

발생하는 작업

- 검수/검품, 반송, 출고대기, 상차 등을 포함

Table 16 Unit Activities in multi level logistic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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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구분
수평과

연동

3층

이상

유닛

로드

반출입

방향유연

각 층

동시작업

제품화

실현

z형

수직 컨베이어

○ ☓ ○ ☓ ☓ ○

○ ☓ ○ ☓ ☓ X

○ ○ ☓ ☓ ☓ X

○ ☓ ○ ☓ ☓ 0

○ ☓ ☓ ☓ ☓ ○

c형

수직 컨베이어

○ ☓ ○ ☓ ☓ ○

○ ☓ ○ ☓ ☓ ○

다층형 C형

수직 컨베이어
○ ○ ○ ☓ ☓ ○

EV형 X ○ ○ ☓ ☓ ○

본 연구 ○ ○ ○ ○ ○ ○

Table 18 Technical Difference of  Conceptual design on this study

상기의 정의를 토대로 Table 18과 같이 활동과 공간을 결합한 물류작업과 관

련된 용어들을 정의하여 그 소요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용어 물류활동 물류활동 공간

입고
입하, 검품  입하(하차)→임시적치 + 검수/검품 입출고장

보관  검수/검품 → 저장공간으로 이동 적제공간

이송  상층의 보관과 피킹을 위한 이동
수직트레이컨베이어 
설치공간

출고
피킹  저장공간 → 임시적치 + 검수/검품 적제공간

검품, 출하  임시적치 → 출하(상차) 입출하장

Table 17 Classification of Unit area for logistics center layout plan

2.5.4 수직 트레이 컨베이어의 컨셉 설계

본 연구는 기존 기술의 분석을 통해 수평과 연동되며, 3층 이상에 적용가능

하고 파렛트 단위를 취급하며 각층의 동시작업이 가능한 구조를 지니도록 컨셉

설계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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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컨셉은 선행기술의 검토결과 기존 화물엘리베이터와 수직컨베이어

가 각 층의 동시작업과 입출하의 분리가 어렵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에

스컬레이터를 수직으로 세운 것과 유사한 형태의 ‘EE-TYPE’의 수직컨베이

어로 설정하였다.

‘EE-TYPE’의 수직 트레이 컨베이어는 아래 그림과 같이 각 층이 독립적

이면서도 연속적인 작업을 실현시켜, 독점사용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물

류센터 전체의 작업속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층에 서로 다른 업체들

이 입주하는 현재의 영업용 다층형 물류센터에 부합하는 화물이송시스템으로 

판단된다.

Fig. 35 Concept of Vertical Conveyor System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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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다층형 물류센터의 레이아웃 

본 장에서는 다층형 물류센터의 레이아웃 설정과 그 규칙들을 다룬다. 레이

아웃은 이하의 장에서 언급한 다양한 분석을 위한 밑그림으로 활용된다.

4.1 물류센터 레이아웃 설정을 위한 가정과 절차

영업용 물류센터의 레이아웃 설정과 모델링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전제하였다.

가정 : 영업용 물류센터의 설계를 위한 전제 사항

① T11과 T12 기반 유닛로드 화물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40FT 컨테이너급 화물차량의 접안이 가능해야 한다.

③ 다층형 물류센터는 화물차의 상층진입을 위한 수단을 갖는다.

④ 건물면적을 5,000㎡로 한정한다.

먼저 누구나 사용가능한 물류센터의 레이아웃의 설정을 위해 표준 파렛트인 

T11, 12형의 화물과 정합성이 있는 물류센터를 3D 구현대상으로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물류센터에 진출입하는 차량은 일반적으로 화물운송에 활용하는 화물

차 중 가장 최장 축을 가진 40ft 급 컨테이너 차량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다

층형 물류센터는 자주식의 경우 화물차의 상층 접안을 위한 램프웨이를 기계식

의 경우 화물 상층 이송을 위한 수직이송용 물류설비를 가진다고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물류센터의 면적을 5,000㎡로 설정하였다.51) 마지막으로 물류센터 레

이아웃과 관련된 요소들의 명칭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51) 5,000㎡ 규모의 물류센터는 현재 조성되고 있는 물류센터들과 비교하면 중소규모에 속한다고 할 수 있
다.

5,000㎡ 자체에는 특별한 의미는 없다. 단지 규모가 큰 모형일수록 시뮬레이션 실행에 많은 컴퓨터 자원들
이 소요되기 때문에 분석의 편의상 중소규모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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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정의

① 모듈 : 기둥과 기둥사이

② 물류센터 내 작업 통로 :  물류센터 내에서 사람과 물류장비 등이 이동하는 통로

③ 적재공간 :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확보한 공간

④ 층고 : 물류센터 바닥에서 보 밑까지의 높이

⑤ 부지 내 통로의 너비 : 물류센터의 부지 내에서 차량 등이 통과하는 통로의 너비

⑥ 상하역장:  상ㆍ하차를 위해 차량이 접안하는 공간

⑦ 입출하장 : 상하차된 화물을 임시적치 후 검사하는 공간

⑧ 동선계획 : 화물차량의 물류센터 내 진입과 접안을 위한 이동통로 

모듈이란 ‘기둥과 기둥사이’로 정의되는 상하역장, 입출하장 적재공간의 

한 블록을 의미한다. 건축실무의 개념에서 모듈계획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

격을 얼마로 결정할 것인가? 에 대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둥과 기둥사

이를 제일 먼저 검토한다.

다음 단계의 면적산출이란 몇 모듈로 물류센터를 구성할 것인가? 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물류센터의 총 보관면적과 보관량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상하역장계획이란 상하역장에 필요한 차양의 높이 관계에 관한 계획을 의미하

며, 동선계획이란 차량 진입, 화물 이송 등에 대한 이동통로의 설정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배치계획 조정이란 기타 필요한 공간(사무실, 출입로, 녹지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배치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가설과 정의로 물류

센터 레이아웃의 설정절차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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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The module-based layout planning procedure

4.2 모듈계획

모듈계획이란 큰 보와 작은 보로 구분되는 기둥의 간격을 얼마로 결정하느

냐? 의 문제로 귀결된다. 

모듈계획은 ①공사비, ②기둥에 설치되는 랙의 수, ③상․하역장에 접안 가능

한 차량 대수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로 설정된다.

먼저 공사비 측면에서 기둥간격은 관련 건축비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

소이다. 이는 기둥간격이 물류센터에 소요되는 철근량과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

이다. 또한 기둥은 옮길 수 없는 건물의 뼈대로 물류작업의 동선을 제한한다. 

따라서 매력적인 물류센터란 기둥 수가 적은 물류센터이며, 많은 경우 공사비

가 크게 상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넓은 사이즈의 기둥 간격을 모듈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사비 기준 모듈 설정의 경우 최대로 확보 

가능한 기둥간격은 11m이다.52)

52) 규격화된 철근의 최대 길이는 11m이다. 이는 철근을 11톤 장축화물차량에 적재 가능한 사이즈로 표준
화하여 제품화하기 때문이다. 만일 12m짜리 철근을 사용한다면 규격 외 철근을 특수제작해야 함으로 그 
가격이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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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상하역장에 접안 가능한 차량의 대수로 기둥간격을 설정하는 경우 접

안할 트럭의 대수가 2대일 경우 7.5 m이상, 3대일 경우 11m 이상이 필요하다.53)

Wi=Wt×Nt＋Ct×(Nt－1)＋2×C0    (4.1)

여기에서  Wi：기둥 간격(안치수척도)

Wt：트럭 폭

Nt：트럭 대수

Ct：트럭 사이의 간격

C0：측면의 여유 척도

Fig. 37 Module plan(based truck parking available)

마지막으로 창고동의 랙 설치를 기준으로 하는 모듈계획이란 지게차의 회전반

경을 고려하여 유닛로드  화물을 가장 많이 적재 할 수 있는 기둥과 기둥사이

의 간격의 결정함을 의미한다. 랙 기준 모듈설정을 규칙화하면 아래와 같다.

W span=(WL+2×Lp+Cr)×N         (4.2)

여기에서  W span：기둥간격(기둥중심치수)

Lp：파렛트랙 안쪽길이

WL：통로 폭

Cr：파렛트랙 배면 간격

N：랙 계열수

Cr：파렛트랙

Fig. 38 Planning module(rack-mounting)

53) KS T 2004(물류시설의 설비기준)에서는 기둥 간 간격을 트럭이 기둥 사이로 2대가 진입할 경우 

7.5m이상, 3대일 경우 11m 이상으로 할 것을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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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사항들 고려하여 11m×11m로 설정한 모듈은 아래와 같다. 모듈은 보

조정의에 의해 상하역장, 입출하장, 적재공간으로 구성된다.

Fig. 39 Unit Module Settings

4.3 면적산출

면적산출은 모듈의 개념에서 보조가설 4로 정한 ‘5,000㎡에 몇 모듈이 적용 

되는가?’의 문제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계획하는 물류센터의 최대 보관량을 

알 수 있다. 산출된 보관량이 목표한 보관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층의 높이를 

조정하거나 모듈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보조가설 1로 규정한 T11형과 T12형에 모두 정합하는 물류센터를 

위해 아래와 같이 랙 설치를 고려하였다. 11m로 설정한 기둥과 기둥사이에는 

2,800mm(파렛트 2개) 규격의 랙이 세로 3개, 가로 4개가 적입된다. 층의 높이는 

4단 적재에 예상되는 높이 7,960mm에 공조 설비 등을 위한 여유 공간(약 1m)

을 더해 9m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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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0 Rack installation plan inside the module 

5,000㎡ 규모의 물류센터는 65m×11m로 구성되는 기본모듈 7개로 구성된다. 

한 모듈에는 표준형 파렛트, 최대 560개가  보관될 수 있고 일층 전체에는 

3,920개, 3층까지는 11,760개 보관 가능하다.

Fig. 41 Check the area & storage available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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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상하역장 계획

상하역장은 건폐율에 포함되지 않는 물류센터 외부의 공간으로 화물차량이 접

안하는 장소이다. 상하역장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은 차량의 접안을 위

한 공간의 확보 및 차양크기의 결정이다. 많은 경우 차양 아래의 공간이 곧 상하

역장이 된다.

차양은 물류센터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컨테이너 차량을 충분

히 덮을 수 있을 크기로 설치되어야 하며, 자체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조가설 2에 의해 40ft컨테이너 차량이 접안하고, 

경우에 따라 차양 아래에서의 상하차 작업도 수행가능한 길이인 15m를 차양의 

길이로 설정하였다. 이는 곧 상하역장의 면적이 된다. 이를 규칙화하면 아래와 

같다.

최대 L canopy=Ltruck+Ldock                                     (4.3)

여기서, 최대 L canopy:최대 차양의 길이

L truck:차량 전장(13.0m) 

Ldock:돌출도크 길이(돌출도크가 있는 경우 적용)

Fig. 42 Canopy length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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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양의 높이는 윙바디 차량의 개폐를 고려한다. 이를 규칙화하면 아래와 같다.

H canopy=Htruck+(Wwing÷2)+Clength  (4.3)

여기서, H canopy:차양의 최소 높이

H truck:차량전고(4.0m)

Wwing:윙바디 적재함 폭(2.5m)

C length:여유 폭(0.3m)

Fig. 43 Canopy height Plan

4.5 동선계획

동선은 차량의 진출입을 위한 동선과 작업을 위한 동선으로 구분된다.

차량의 동선은 첨두시간대의 차량 통행량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TC형 물류센터는 새벽 혹은 저녁 시간의 집중적인 입출고 작업이 이루어지고 

DC형 물류센터는 작업시간을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첨두시간이 있는 물류센

터는 최소 2차로 이상, 첨두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1차로 이상의 화물차량 통행

로를 확보해야 한다. 다층형 물류센터의 경우 각 층에 서로 기업들이 입주하므

로, 2차로 이상의 통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차로 이상의 차량통행로의 폭은 국토교통부의 “도로설계기준”이 제시한 

8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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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The inner road plan

다층형 자주식 물류센터의 경우 각 층으로 화물차가 진입할 경우 나선형 램

프웨이 혹은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각 층을 위한 별도의 진출입로가 필요하다.

Fig. 45  The inner rampway plan for multi-level

다음으로 물류센터 내 작업동선은 모듈계획, 면적산출에 따른 보관량 등을 

동시에 검토하여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물류센터의 통로 설계시 지게차의 ‘최

소 직각적재 통로폭’을 기준으로 일정 여유치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54) 

카운터밸런스형 지게차를 대상으로 ‘최소 직각적재 통로 폭’을 구하는 과

정을 규칙화 하면 아래와 같다.

54) 최소 직각적재통로폭 이란 지게차가 통로에 수직한 방향으로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 필요한 통로의
최소 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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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 = (R + X +Lp) + Co   (4.4)

여기서

WL: 최소 직각적재통로폭, R: 최소선회반경, 

X: 프론트오버행, Lp: 파렛트 안쪽길이, 

Wp: 파렛트 폭, Co: 측면의 여유치수, 

Cp: 물건과 물건 사이의 간격

 A 모듈 : W span1 = L lack + L back + WL  (4.5)

여기서, W span1 : 정면 기둥 간격

L lack : 랙의 깊이 + (랙의 깊이 절반 폭 × 2)

L back : 랙과 랙 사이 폭 (최소 200mm)

WL : 지게차의 최소 직각 적재 통로 폭

A 모듈: W span2 = Wh span + (C length × 개수) + (W 

1 + W 2 + W 3)

여기서, W pallet : 파렛트 폭

Wh span : 기둥의 절반 폭 × 2

C length : 포스트 폭

W 1 : 파렛트와 포스트 사이 폭 (100mm)

W 2 : 파렛트와 파렛트 사이 폭 (100mm)

W 3 : 파렛트와 기둥 사이 폭 (100mm)

다음 랙 설비를 사용하는 물류센터는 랙의 가로․세로의 크기, 기둥의 가로․세
로 크기와 함께 지게차의 직각적재통로 폭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인 동선을 

결정한다. 이를 규칙화 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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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배치계획조정 

사무실 등은 순수 개인 점유면적(책상, 의자, 사물함 등)과 개인 분배 공용면

적(회의실, 통로, 휴게실, 화장실 등)을 합한 공간으로 1인당 평균 2.5평이 소요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류센터 내 사무실의 배치는 별도의 보관 공간의 일부를 사무공간으로 활용

하거나 상·하역 작업장의 상층부에 중이층을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의 다층형 물류센터는 적재공간의 최대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상·하역 

작업장의 중이층에 사무실의 설치를 고려하였다.

Fig. 45 Office design in Ware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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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3D 물류센터 최종안 검토

전게한 과정으로 다층형 자주식 물류센터와 다층형 기계식 물류센터를 3차원 

건축설계용 툴인 스케치업으로 구현하면 아래와 같다. 연구결과로 생성된 3D 

물류센터 물리모형은 이후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한 무대로 활용하였다. 최종안

은 자주식과 기계식의 부지활용 현황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Step1 : 모듈계획

Step2 : 면적산출(보관량 검토) Step4 : 동선계획 기계식

Step3 :상하역장계획 / Step5 : 배치계획조정
Step4 : 동선계획 자주식

Step6 : 최종안 비교

Fig. 46 Step-by-step modeling 3D ware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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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물류센터의 활동모델

5.1 정의와 가정

물류작업의 모델링을 위해 아래에 제시된 사항들을 가정하였다. 

가정 1 : 물류센터는 모듈로 표현할 수 있는 ‘기둥과 기둥사이의 빈 공간에

서 입출하, 보관, 피킹과 검품’ 등의 물류작업을 수행한다.

Fig. 47 Logistics work in module

가정 2 : 유닛로드를 취급하는 물류작업은 생각(물건, 제품, 서류 등의 확인)

과 행동(결합, 이동, 리프트업․다운, 해체, 복귀)으로 세분할 수 있다. 그리고 물

류작업은 세분화된 행동의 반복으로 표현할 수 있다.

Fig. 48 Logistics work’s job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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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3 : 단위 모듈 내의 입출고 물류작업에 소요된 시간을, 모듈설정 규칙

(이동거리)과 사이클로 세분한 최소작업들의 소요시간, 반복 횟수로 규칙화 할 

수 있다.

Fig. 49 Modules within the working time of the decomposition

만일 단위 모듈의 입출고 소요시간 =          (5. 1)

이라 한다면  

단위 모듈내 입고 소요시간()= 접안시간 + 입하시간(결합+이동+해체+복귀)+

검품시간+보관시간(결합+이동+리프트업다운+해체+복귀)  (5. 2)

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단위 모듈내 출고 소요시간 () = 피킹시간(결합+이동+리프트업다운

시간+해체+복귀) + 검품시간 + 출하시간(결합+이동+해체+복귀)  (5. 3)

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가정 4: 단위 모듈은 물류센터를 구성하는 하나의 단면이다. 따라서 모든 단

위 모듈의 합으로 물류센터 전체의 작업소요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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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0 The activities model on Warehouse model

물류센터의 입출고 소요시간 = 
 

 


 

 

 


     (5. 4)

여기서 은 물류센터 가로측 기둥의 수

이상의 보조가설을 활용하여 실제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한 후 표준적인 물류

작업의 활동모델을 다음의 절차로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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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Process of time based 3D animation model on ware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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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작업분석

5.2.1 입하활동의 작업 사이클

입하활동은 정보확인, 하차작업, 검품작업으로 구분된다. 정보확인이란 차량

의 접안, 관련서류, 짐 상태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하차작업은 ①차량내부의 

파렛트 화물에 장비를 결합한 후 ②임시 적치장소로 옮겨와 ③해체 한 후 ④다

음 화물의 하차를 위해 차량으로 복귀하는 작업의 반복 수행을 통해 진행된다. 

작업완료 후 ⑤임시 적치장소에서 검품작업이 수행된다.

구분
생각 행동

도구 내용 도구 내용

Cycle1 정보확인

- 접안확인 - -

- 서류확인 - -

- 화물확인 - -

Cycle2
입고

준비

결합

- - 지게차류 작업도구준비

차량내부진입

화물확인 후 도구결합

차량외부로이동

- - 파렛트잭류

- - 전동파렛트잭류

이동

- - 지게차류 적치장소로이동

화물이 적재된상태

- - 파렛트잭류

- - 전동파렛트잭류

해체

- - 지게차류

장소확인 후 화물해체- - 파렛트잭류

- - 전동파렛트잭류

복귀

- - 지게차류 하차장소로이동

화물이 없는상태

- - 파렛트잭류

- - 전동파렛트잭류

Cycle3 검품작업 PDA 수량상태확인 - -

Table 19 Cycle definition of receiving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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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보관활동의 작업 사이클

보관활동은 임시적치장소에서 저장 랙에 화물을 적입하는 작업이다. ①임시적

치장에서 리프트형 장비에 화물을 결합하고 ②저장 랙으로 이동하여 ③리프팅을 

통해 고단 적재를 준비한 후 ④적재랙에 적입하고 ⑤리프트 다운하여 다시 임시

적치장소로 복귀하는 작업으로 세분할 수 있다. 리프트다운 후 혹은 복귀시 적치

장소와 적치화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작업이 수행되기도 한다.

구분
인지 행동

도구 내용 도구 내용

Cycle1 정보확인

- 위치확인 - -

- 설비확인 - -

- 상품확인 - -

Cycle2 보관

결합

- - 오더피커 작업도구준비

임시적치장소에서

화물확인 후 도구결합

- - 고단적재용 지게차

- - 삼방향 지게차

이동

- - 오더피커 임시적치장소에서

보관장소로 이동

화물적재상태

- - 고단적재용 지게차

- - 삼방향 지게차

리프팅

　 　 오더피커
보관을 위한

화물의 권상작업
　 　 고단적재용 지게차

　 　 삼방향 지게차

해체

- - 오더피커
보관장소에 적입후

도구의 권하작업
- - 고단적재용 지게차

- - 삼방향 지게차

복귀

- - 오더피커
하차장소로이동

화물이없는상태
- - 고단적재용 지게차

- - 삼방향 지게차

Cycle3 정보확인 PDA 상품확인 - -

PDA 위치확인 - -

Table 20 Cycle definition of storag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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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피킹활동의 작업 사이클

피킹활동은 오더피킹용 장비로 출고할 화물을 저장 랙에서 배송처별로 분배

하여 임시적치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피킹활동은 ①피킹할 화물을 저장 랙에서 

장비를 결합 반출하여 ②리프트 다운 후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③출고용 임시적

치장으로 이동하여 ④화물을 해체한 후 ⑤보관장소로 복귀하는 작업으로 세분

된다. 작업자는 피킹장소와 피킹한 화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작업도 수행한다.

구분
생각 행동

도구 내용 도구 내용

Cycle1 피킹

정보확인

- 위치확인 - -

- 설비확인 - -

- 상품확인 - -

결합

- - 오더피커

보관장소에서
출하품목 선택

- - 지게차

- - 삼방향 지게차

- - 오더피커(사람 탑승)

Cycle2 분배

이동

- - 오더피커 보관장소에서
출하장으로
이동

- - 지게차

- - 삼방향 지게차

해체

- - 오더피커
배송처별
분류 후
임시적치

- - 지게차

- - 삼방향 지게차

- - 오더피커(사람 탑승)

복귀

- - 오더피커
보관장소에서
출하장으로
이동

- - 고단적재용 지게차

- - 삼방향 지게차

- - 오더피커(사람 탑승)

Cycle3 검품
PDA 상품확인

- -
PDA 위치확인

Table 21 Cycle definition of order-picking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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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출하활동의 작업 사이클

출하활동은 출고화물을 임시적치장소에서 배송차량으로 상차하는 작업이다. 

출하활동은 ①임시적치장소의 화물을 결합하여 ②차량으로 이동하고 ③화물을 

상차한 후 ④다시 임시적치장소로 복귀하는 작업으로 세분된다.

구분
인지 행동

도구 내용 도구 내용

Cycle1 정보확인

- 접안확인 - -

- 서류확인 - -

- 화물확인 - -

Cycle2

입

고

준

비

결합

- - 지게차류 작업도구준비

화물확인후도구결합- - 파렛트잭류

- - 전동파렛트잭류

이동

- - 지게차류 출고적치장소에서

차량으로이동

화물이적재된상태

- - 파렛트잭류

- - 전동파렛트잭류

해체

- - 지게차류

상차 후 화물해체- - 파렛트잭류

- - 전동파렛트잭류

복귀

- - 지게차류 차량에서

출고적치장소로이동

화물이없는상태

- - 파렛트잭류

- - 전동파렛트잭류

Cycle3 상차검품
PDA 화물확인 - -

- 이안확인

Table 22 Cycle definition of Loading and shipping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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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활동별 사용장비 현황조사

현황조사는 한국산업규격(KS)을 검색하여 물류센터와 관련된 설비, 장비, 정

보시스템 등을 검색하고, 규격 내용을 확인하여 4장의 선행연구에서 파악한 물

류활동별로 사용 장비들을 추출하였다. 이후 적정 규모(연면적 1,500㎡)와 장비 

및 시설을 갖춘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물류활동별 장비사용 실측조사를 실시하

였다. 표본 추출 방법은 리스트를 활용한 유의 할당 표본 추출로서, 조사된 물

류센터의 수는 338개이며, 이중 현황 및 심층조사를 모두 실시한 71개 업체를 

합하면 조사 샘플은 총 409개이다.

구분 계 TC DC 복합센터

계 321 72 147 102
공항배후단지 3 - 3 -
냉장/냉동 48 17 20 11

복합화물터미널 19 4 8 7
위험물 14 2 7 5
유통업체 4 2 2 -
의류제품 24 10 8 6
의약품 15 1 3 11
일반상온 149 26 68 55
택배업체 20 10 4 6
항만배후단지 25 - 24 1

주: 1) 일반현황조사를 실시한 321개 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함

Table 23 Overview of survey

가. 입고활동 중 입하

입하활동 중 “하차”의 활동은 상품을 차량에서 내리는 활동을 말한다. 하차

를 위한 물류작업은 주로 유닛로드화된 화물을 지게차와 오더피커를 활용하여 

하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보시스템용 장비를 활용하여 하차작업 시 

관련정보의 확인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C와 CC의 경우 박스화물을 신

축 컨베이어 등을 통해 컨베이어에 탑승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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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입고용 장비

DC TC CC 합계

샘플 수 71 146 102 319

지게차 23.9 89 83.3 65.4

오더피커 83.1 2.1 3.9 29.7

운영시스템(정보) 31.5 31.5 13.7 25.6

운반용대차 11.3 28.8 24.5 21.5

화물승강기 7 11 5.9 8.0

컨베이어 0 10.3 9.8 6.7

수직반송기 4.2 4.1 9.8 6.0

운반장비(파렛트 잭) 1.4 6.2 5.9 4.5

스태커 2.8 2.7 3.9 3.1

파렛트 87 87 89.2 87.7

Table 24 Status of unloading equipment

나. 입고활동 중 검품

입하활동 중 “검수/검품” 활동은 상품의 개수, 외관을 확인하는 활동을 말

한다. 검수작업은 보안시설(게이트 등)에서 보안요원이 수행하는 방법, 유닛로

드 화물은 지게차 운전원, 박스화물의 경우 운반용 대차를 사용하는 작업원들

이 결과를 정보시스템 장비에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검수/검품

TC DC CC OVERVIEW

샘플 수 70 144 102 316

보안에서 검사 55.7 34.7 28.4 37.3

육안검사 15.7 3.5 4.9 36.1

운영시스템(PDA 등) 28.2 35.4 18.6 28.2

지게차 10 13.9 11.8 13.9

운반용대차 27.1 7.6 9.8 8.9

Table 25 Status of inspection equipment

다. 입고활동 중 보관

보관활동에서 활용되는 물류장비는 지게차를 이용해서 보관용 랙에 적재하

고, 작업결과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작업이다. 지게차 이외에 파렛트 잭, 스

태커, 오더피커 등의 장비들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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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피킹

TC DC CC OVERVIEW
활동유무 47 135 96 278 

지게차 51.1 61.5 41.7 52.9 
운반용대차 21.3 23.0 27.1 24.1 

운영시스템(정보) 21.3 30.4 15.6 23.7 
컨베이어 6.4 2.2 8.3 5.0 

보관랙및행거 2.1 4.4 6.3 4.7 
운반장비 2.1 4.4 4.2 4.0 

오더피커 4.3 1.5 4.2 2.9 
슈트 4.3 1.5 3.1 2.5 

수직반송기 0.0 0.0 4.2 1.4 
스태커 0.0 2.2 1.0 1.4 

자동분류기 0.0 0.0 3.1 1.1 

Table 27 Status of Order-Picking

　구분
보관

TC DC CC OVERVIEW

활동유무 71 147 102 320.0

지게차 64.8 68.7 55.9 63.8

운영시스템(정보) 25.4 44.9 32.4 36.6

보관랙 31.0 31.3 45.1 35.6

운반용대차 16.9 19.0 19.6 18.8

화물승강기 2.8 4.1 8.8 5.3

운반장비 2.8 4.1 3.9 3.8

컨베이어 4.2 2.7 3.9 3.4

스태커 0.0 3.4 2.9 2.5

오더피커 2.8 1.4 3.9 2.5

수직반송기 1.4 0.0 5.9 2.2

파렛타이저 0.0 0.7 2.0 0.9

Table 26 Status of Storage equipment

라. 출고활동 중 피킹

피킹은 지게차와 운반용 대차, 컨베이어, 오더피커 등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대형 복합물류센터에서는 자동분류기와 수직반송기 등을 결합한 

형태의 분류작업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86 -

마. 출고활동 중 검품

출고활동 중 “검수/검품” 활동은 출고직전 검사결과를 운영시스템을 통해 

입력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업무는 지게차 운전원, 운반용 대

차나 컨베이어 작업인원들이 운반업무와 병행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전체

TC DC 복합센터 검수/검품

활동유무 69 145 102 316

운영시스템(정보) 29.0 37.2 18.6 29.4

지게차 17.4 14.5 11.8 14.2

운반용대차 11.6 9.0 8.8 9.5

컨베이어 2.9 1.4 2.9 2.2

보관랙및행거 0.0 2.1 2.0 1.6

운반장비 0.0 0.0 3.9 1.3

화물승강기 0.0 1.4 0.0 0.6

스태커 0.0 0.7 1.0 0.6

오더피커 1.4 0.7 0.0 0.6

Table 28 Status of Inspection equipment

사. 출고활동 중 상차

출고활동 중 “상차” 활동은 상품을 배송차량에 싣는 활동을 말한다. 상차 

활동은 지게차와 운반용대차, 신축 컨베이어 등을 주로 이용하며, 해당 작업원

이 작업결과를 정보화기기로 입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베이어의 활용은 TC

형 물류센터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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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검수/검품

TC DC CC OVERVIEW

활동유무 72 147 101 320

지게차 84.7 88.4 77.2 84.1

운반용대차 23.6 25.9 23.8 24.7

운영시스템(정보) 11.1 30.6 13.9 20.9

컨베이어 18.1 8.8 10.9 11.6

램프 6.9 12.9 5.0 9.1

화물승강기 5.6 10.9 8.9 9.1

도크레벨러 5.6 4.1 8.9 5.9

운반장비 1.4 5.4 5.0 4.4

오더피커 2.8 2.0 4.0 2.8

스태커 0.0 2.0 4.0 2.2

수직반송기 1.4 2.0 1.0 1.6

도크보드 0.0 1.4 2.0 1.3

슈트 1.4 0.0 1.0 0.6

Table 29 Status of Loading equipment

5.2.9 물류센터 유형별·활동별 설비 및 장비 사용현황

물류활동별 장비사용현황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많은 경우 물류센터의 작업은 유닛로드 화물을 지게차로 활용해서 작업이 진

행되는데, 지게차 운전원은 서류접수, 제품검사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TC형 물류센터는 상대적으로 컨베이어의 활용이 높으며, CC형 물류센터는 

지게차와 함께 컨베이어, 화물승강기와 수직반송기, 소터 등의 다양한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다.

검수와 검품은 필요에 따라 입고, 출고, 입출고 모두에서 수행하지만 모든 물

류센터에서 수행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의 결과들을 물류센터 유형별로 설비(물류센터의 시설)와 장비(물류센

터내 기기)로 구분한 이용실태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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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구분

입고하차

운반

적치

및

보관

피킹

출고

하차 검품 검품 상차

활동유무 319 316 320 320 278 316 320

설

비

도크 41.1 0.0 6.9 1.6 4.0 0.0 39.7

도크씰 9.4 0.0 0.3 0.0 0.4 0.0 9.1

도크쉘터 6.3 0.0 0.6 0.0 0.4 0.0 5.9

캐노피 31.0 4.4 4.7 4.4 2.9 4.1 30.6

안전설비 4.4 7.0 7.2 11.3 5.0 7.0 4.1

보안설비 25.7 37.3 29.7 63.1 32.0 37.0 25.0

위생설비 1.6 2.5 1.3 3.1 1.1 2.5 1.9

공조설비 0.9 0.0 0.3 14.4 0.7 0.3 0.6

냉장/냉동설비 3.1 6.6 0.6 16.3 3.2 6.3 1.9

소방(방재)설비 29.8 36.1 37.8 85.0 39.9 36.4 28.4

장

비

화물승강기 9.1 0.6 24.7 5.3 1.1 0.6 9.1

수직반송기 2.2 0.0 5.9 2.2 1.4 0.0 1.6

자동분류기 0.3 0.3 0.0 0.0 1.1 0.3 0.0

보관랙및행거 1.3 1.6 2.8 35.6 4.7 1.6 0.9

파렛타이저 0.3 0.0 0.3 0.9 0.4 0.0 0.3

램프 10.0 0.0 4.7 0.3 0.0 0.0 9.1

슈트 0.6 0.0 1.3 0.0 2.5 0.0 0.6

컨베이어 12.5 2.2 20.6 3.4 5.0 2.2 11.6

도크레벨러 6.6 0.3 0.6 0.0 0.4 0.0 5.9

도크보드 1.6 0.3 1.3 0.0 0.4 0.3 1.3

지게차 86.5 13.9 88.1 63.8 52.9 14.2 84.1

스태커 2.5 0.3 2.8 2.5 1.4 0.6 2.2

운반장비 5.0 0.9 8.8 3.8 4.0 1.3 4.4

운반용대차 26.3 8.9 50.3 18.8 24.1 9.5 24.7

오더피커 2.8 0.3 3.8 2.5 2.9 0.6 2.8

테이블리프트 0.9 0.0 0.9 0.6 0.4 0.0 0.6

정보화기기 21.3 28.2 16.9 36.6 23.7 29.4 20.9

단

위
파렛트 86.8 57.9 85.0 86.6 72.7 54.1 80.0

Table 30 The use of the equipment for each activity 1(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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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구분 사용장비 소요시간(초) 이동속도

접안확인
생각

서류 300 -

상품/위치 확인 핸드터미널 3 -

결합

행동

오더피커 13.56 -

지게차 4.11 -

삼방향 지게차 0.00 -

전동파렛트 잭 6.90 -

일반파렛트 잭 2.04 -

이동

오더피커 - 1.60m/sec

지게차 - 1.97m/sec

삼방향 지게차 - 1.40m/sec

전동파렛트 잭 - 0.65m/sec

일반파렛트 잭 - 0.55m/sec

리프팅

오더피커 1.0 -

지게차 1.3 -

삼방향 지게차 1.0 -

해체

오더피커 7.80 -

지게차 7.80 -

삼방향 지게차 7.80 -

전동파렛트 잭 3.64 -

일반파렛트 잭 4.30 -

복귀

오더피커 - 1.90m/sec

지게차 - 2.30m/sec

삼방향 지게차 - 1.88m/sec

전동파렛트 잭 - 0.75m/sec

일반파렛트 잭 - 0.62m/sec

Table 31 Work time to unit load cargo

5.3. 소요시간 측정

전게한 물류작업을 가정 2에 의해 생각(서류, 화물, 장소, 바코드 검색과 입력)과 

행동(결합, 이동, 리프팅업 다운, 해체, 복귀)으로 세분화 하고, 물류센터의 실측치와 

문헌자료55)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평균값으로 소요시간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55) 실측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Maida. Napolitano의 ‘The time, space & Cost, Alexander

Communications Group, 2003’에서 제시된 조사결과를 활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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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소요시간 기준 활동모델

물류작업의 모델링을 위해 입하, 보관, 피킹, 출하의 각 작업에 부합하는 표

준적인 장비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입출하 작업은 포크리프트 등의 중장

비보다는 핸드 파렛트 잭의 사용이 적절하다. 이는 중장비가 차량내부로 직접 

진입한다면 차량고장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보관작업은 신속한 작업수행

과 고단적재를 위해 지게차가 적합한 반면, 오더피킹은 오출고의 방지를 위한 

구조로 설계된 오더피커가 적합한 장비라 할 수 있다. 검품은 핸드터미널을 이

용한 바코드 스캔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전체적인 입출고 흐름은 입고작업시 40ft컨테이너 트럭에서 20개의 파렛트 

화물을 입하하여 보관하며, 출고작업은 11톤 카고 트럭에 10개의 파렛트 화물

을 피킹하여 상차한다고 가정하였다.

입출하 작업 : 일반파렛트 잭

결합소요시간 : 2.04sec

해체소요시간 : 4.30sec

이동속도 : 0.55m/sec

복귀속도: 0.62m/sec

입출고 차량

입고 : 40ft컨테이너(파렛트 20개)

출고 : 11ton화물차(파렛트 10개)

입고작업 : 포크리프트

결합소요시간 : 4.11sec

해체소요시간 : 7.80sec

이동속도 : 1.97m/sec

리프팅 : 2.0sec, 복귀속도: 2.30m/sec

출고작업 : 오더피커(리치스태커 형)

결합소요시간 : 13.56sec

해체소요시간 : 7.80sec

이동속도 : 1.60m/sec, 리프팅 : 2.0sec

복귀속도: 1.90m/sec

Table 32 Logistics equipment and time settings



- 91 -

전게한 가정 3에 의해 물류센터(5,000㎡)의 단위 모듈에서 40ft 컨테이너 차량

의 화물(파렛트 20개)을 입고하여, 이중 10개의 파렛트가 피킹되어 11톤 트럭으

로 출고하는데 소요되는 산술적인 작업시간은 약 49분 30초로 추정할 수 있다.

모듈의 입출고 소요시간 = 접안시간+입하시간+검품시간+보관시간+피킹시간+검품시간+출하시간

여기서 20개가 입고되어 10개가 출고된다면

단위 모듈의 입출고 소요시간 

=접안시간 + 30×(입출하시간)+20×(보관시간)+10×(피킹시간)+30×(검품시간)

① 접안확인시간은 5분

② 유닛로드화물 30개의 검품시간은 2분

③ 표준장비(파렛트 잭)을 사용할 경우 입출하작업 소요시간

  

 
÷  

 
÷ 

여기서
  파렛트잭 결합 시간   파렛트잭 해체 시간
 컨테이너 차량의 길이  톤 트럭의 길이
  모듈내 축 기둥 간격

        (5. 6)

④ 표준장비(포크리프트)를 사용할 경우 보관작업 소요시간

  

 





 

   

 
  



 ÷

    
  

 

 
  



 ÷






여기서
  포크리프트 결합 시간   포크리프트 해체 시간
  포크리프트 업다운시간
 모듈내 축 기둥간격  모듈내 축 기둥간격
 단위 모듈내축 기둥의 수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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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파렛트수

(반복횟수)

소요시간 내역

Cycle (소요시간) 이동거리 소요시간(초)

입출하 30

결합 (2.04) 　 61.20

이동속도 (0.55) 7 381.82

해체 (4.3) 　 129.00

복귀속도 (0.62) 7 130.20

보관 20

결합 (4.11) 　 82.20

이동속도 1.97 40 406.09

정보확인3 　 60.00

해체7.8 　 156.00

리프팅2.0 　 40.00

복귀속도2.3 40 347.83

피킹 10

결합13.56 　 135.60

이동1.6 40 250.00

정보확인 3 　 30.00

리프팅2.0 　 40.00

해체7.8 　 78.00

복귀1.9 40 210.53

접안 및 검품소요시간 420

합계 2958.46

Table 33 Work time By Hypothesis 3

⑤ 표준장비를 사용할 경우 피킹작업 소요시간

              

 





 

   

 
  



 ÷

    
  

 

 
  



 ÷






여기서
  오더피커 결합 시간   오더피커 해체 시간
  오더피커 업다운시간
 모듈내 축 기둥간격  모듈내 축 기둥간격
 단위 모듈내축 기둥의 수

  (5. 8)

이상의 수식 전개는 다음의 표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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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활동모델 검증

구축한 3D시뮬레이션 모델로  Fig.52와 같이 3D-애니메이션을 통해 시간대별 

작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입하작업(10분 경과) 입하검품작업(15분 경과)

보관작업(20분 경과) 피킹작업(40분 경과)

출하검품작업(45분 경과) 출하작업(46분 경과)

전체 구현 이미지

Fig. 52 Simulation results show 3D an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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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결과의 소요시간은 약 48분 7초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산술

계산의 경우 작업자가 평균거리(25m)로 이동하는 것에 비해, 시뮬레이션 모델

의 경우 작업자들이 최적 경로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의 결

과가 더욱 현실에 가까운 작업소요시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Worker (All) Simulation End Time Work Start Time　 Work End Time　

검품보관작업자 11/10/2013 00:48:10 11/10/2013 00:14:44 11/10/2013 00:34:35

검품상차작업자 11/10/2013 00:48:10 11/10/2013 00:45:23 11/10/2013 00:48:07

피킹작업자 11/10/2013 00:48:10 11/10/2013 00:34:34 11/10/2013 00:45:24

하차작업자 11/10/2013 00:48:10 11/10/2013 00:00:04 11/10/2013 00:14:45

Table 34 Hours worked per worker

마지막으로 사이클 단위로 세분화된 보관작업자, 상하차작업자, 피킹작업자, 검

품작업자의 작업소요시간을 살펴보면 가정 3에서 제시한 결합, 리프트업다운, 해

체, 이동(복귀포함) 등의 모듈 내 유닛로드 물류작업을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3 Analysis of working time Analysis of work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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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 Concept of Multi level transportation suytem 

제 6 장 수직트레이 컨베이어의 성능모델

6.1 수직트레이 컨베이어의 기본 구상

6.1.1 수직트레이 컨베이어 시스템의 개념

고층화, 자동·첨단화되고 있는 물류시설의 개발방향에 대응하고 다빈도 화

물처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화된 유닛로드용 장비군으로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직트레이 컨베이어는 수직이송장치를 기본으로, 여기에 연결된 

수평이송장치, Volume Checker와 이재기의 조합과 이들을 연계할 수 있는 운

영시스템을 통해 구체화되어질 수 있다.

6.1.2 다층형 연속식 수직 트레이 컨베이어

연속식 수직트레이 컨베이어는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상하 회전 체인은 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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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gears

carrier

cargo tilting system

Fig. 55 Basic Mechanical structure of vertical conveyor

래 각 2set의 체인기어가 체인을 돌려주면서 상하로 회전한다.

체인은 파렛트의 상․하차에 관계없이 구동된다. 파렛트의 이송을 담당하는 캐

리어는 상하 회전 체인에 총 6set의 파렛트 테이블이 매달려 체인과 같이 상하

로 움직인다. 메인기어 부는 구조면에서 정밀 가공된 지름 1.6m의 기어와 샤프

트 그리고 유닛베어링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메인기어는 고하중을 분산하

여 지탱하고 회전시킬 수 있는 안전율을 가지게 하였다.

캐리어(Carrier)는 파렛트를 운반해주는 받침대로 양쪽에서 틸팅 포크가 들어갈 

수 있는 홈이 있는 구조로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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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싣기와 내리기는 상기의 Tilting System을 통해 수행된다. 틸팅시스템

은 틸딩포크가 접힘과 펴짐을 통해 화물의 인입을 실현시킨다. Tilting Fork는 

수평 컨베이어에서 수직 컨베이어로 진입하는 화물이 수직 컨베이어 앞에 이르

면 90도 회전하며 펴짐으로서 화물을 진입시킨다. 그리고 Tilting Fork의 롤러가 

구동하여 파렛트를 캐리어에 싣는다.

Fig. 56 Basic moving mechanism of vertical conveyor

파렛트가 캐리어에 실린 이후에 틸팅포크는 90도로 회전하여 접힘으로서 다

음 파렛트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캐리어와 그 화물이 지나갈 수 있게 한다.

메인 구동은 30HP의 AC모터이며, 모터의 회전수는 기어박스에서 900:1로 감

속하여 메인 체인 기어는 1분에 약 2회전을 하도록 하였다.

기어박스에서 나온 축은 체인 및 사프트를 통해 2개의 메인 체인기어로 동력

을 전달하며, 서로 연결되어 같은 회전수를 갖게 되며, 수직 컨베이어에는 총 4

개의 메인 체인기어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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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프레임과 크로스 프레임은 캐리어가 상하로 파렛트를 이송할 때 정상 궤

도의 유지를 위한 가이드 역할을 해주며, 흔들림을 최소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Tilting fork의 다른 기능은 캐리어의 파렛트 화물을 내려받는 작업을 수행하

는 것으로 이는 적출부의 Tilting fork가 90도로 펴짐으로서 실현된다.

그리고 컨베이어의 롤러와 포크의 체인이 함께 구동하면서 파렛트 화물이 포

크 출구부의 끝부분까지 밀어준다. 

포크의 상․하강은 샤프트와 유닛베어링을 축으로 하여 유압 실린더의 전․후진

으로 인해 이루어진다. 이상 수직컨베이어의 기동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6.1.3 연계 H/W

가. 수평컨베이어

파렛트의 수평이송용 컨베이어는 양측면 파렛트 이송부의 롤러가 구동되어 

파렛트 화물을 이송하며, 가운데 파렛트/박스 이송부 롤러는 무구동상태가 되는 

복합기능으로 컨셉설계를 진행하였다.

Fig. 57 Basic structure of horizontal convey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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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8 Basic function of horizontal conveyor

박스 이송은 가운데 파렛트/박스 이송부 롤러가 구동되어 박스 화물을 이송하

며, 이송부 아래쪽에서 롤러 구동을 위한 벨트가 상승하여 구동력을 전달한다.

또한 컨셉설계물은 프리 롤러 하면에 좁은 폭의 띠벨트를 구동시켜 띠벨트 

상면과 롤러 하면의 접촉 마찰력에 의해 롤러를 구동시켜 물체를 이송하는 방

식의 컨베이어이다.

나. 볼륨체커

볼륨체커는 수평이송되는 화물이 통과하는 측정부 컨베이어와 부피측정을 위

한 센서, 중량측정을 위한 센서로 구성된다.

볼륨체커는 이동하는 화물의 부피 및 중량을 측정해야 하므로 측정부에서 정

속 주행을 유지하고 진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터의 

회전력을 직접 롤러에 전달하는 구동방식을 사용하며 정밀한 속도 제어가 중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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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9 Basic function of volume checker

다. 버퍼

버퍼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컨베이어, 디버팅 컨베이어, 게이트 컨베이

로 구성된다.

Fig. 60 Basic function of volume che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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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퍼의 수평 컨베이어부는 파렛트 이송을 위한 수평 컨베이어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단, 다음의 그림에서와 같이 이송라인에서 제외할 화물을 양 옆으로 

빼내기 위해 디버팅 컨베이어가 동작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즉, 화물의 방향을 

90도로 전환시키기 위해 디버팅 컨베이어의 이송부가 동작할 수 있도록 해당 

부분의 롤러가 존재하지 않는다.

버퍼중 디버팅부는 수평 컨베이어에 화물이송라인에서 제외할 화물이 존재할 

경우 방향전환 및 이송을 위해 다음의 그림에서와 같이 이송부가 상승하여 화

물을 라인에서 빼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버퍼의 게이트 컨베이어부는 디버팅 컨베이어에 의해 화물이송라

인에서 제외된 화물은 게이트 컨베이어로 이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불

필요한 경우 다음의 그림의 오른쪽과 같이 세워져 있으며 필요시 아래 그림의 

왼쪽과 같이 설치되어 동작한다.

Fig. 61 Basic function of bu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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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수직트레이 컨베이어 시스템의 구동부 제원치 분석

6.2.1 다층형 연속식 수직컨베이어

본 연구에서 제안한 ‘트레이 형태의 수직 컨베이어 동작 구조’ 그림에서와 

같이 체인의 이송속도는 메인 체인기어의 회전 속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V = 모터 rpm / 모터감속비율 × 3.14 × 메인기어체인지름       (6. 1)

Fig. 62 Overview of the drive system(vertical conveyor)

따라서 컨셉 설계품의 구체적인 사양을 고려한 수직 컨베이어의 이송속도는 메

인 체인기어의 회전 속도와 같다. 

부품 스펙

기어드 모터 2HP 30:1

체인 RS100 Double

가이드 레일 140*160*9T

AC 모터 30HP

기어박스 800:1

체인 기어 RS80 Double

Table 35 Spec of the drive system(vertical conveyor) 

∴  ××
 min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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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3)

                여기에서,  : 컨베이어 속도

                           : 드럼회전속도(rpm)

                           : 컨베이어 위의 무게

                           : 드럼 외경

6.2.2 연결H/W (수평컨베이어와 볼륨체커)

수평 컨베이어는 다음의 그림과 같은 형태로 구동되며 이에 따라 그 속도는 

다음의 식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수평컨베이어는 파렛트 화물과 박스 화물을 한 이송라인에서 이송하고 파렛

트 구동부와 박스 구동부가 분리되어 파렛트 이송시 박스 이송부는 무구동 상

태가 되며 박스 이송 시 박스 이송부는 구동 상태가 되는 특징을 갖는다.

파렛트 이송부의 구동 구조는 모터 회전력을 모터 스프로킷에서 드럼 스프로

킷으로 전달하고 드럼 스프로킷에서 메인 롤러로 구동력을 전달하는 구조로서 

메인롤러와 프리롤러는 Ribstar벨트로 연결되어 구동력을 전달한다.

Fig. 63 Overview of the drive system(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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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이송부의 구동 구조는 모터 회전력을 모터 스프로킷에서 드럼 스프로킷

으로 전달하고 드럼과 아이들 롤러간 띠벨트로 연결하여 구동한다. 상부의 프

리롤러는 띠벨트의 마찰력을 받아 회전하는 구조를 갖는다.

Fig. 64 Overview of the drive system(pallet)

파렛트 이송용 수평 컨베이어는 모터의 회전력을 모터 스프로킷에서 드럼 스프로

킷으로 전달, 드럼 스프로킷에서 메인 롤러에 구동력이 전달되며, 메인롤러와 프리롤

러간 Ribstar 벨트 연결로 구동되는 시스템이다.

구동부 주요 부품 스펙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부품 스펙

모터 1HP*1/30*3PH* B/K

모터 스프로킷 #60-20T*φ38*KEY10x3

드럼 스프로킷 #60-18T*φ45*KEY10x5

롤러 φ89.1*PJ-80-12(#6004ZZ)

Table 36 Spec of the drive system(horizontal conveyor-pallet) 

V = 모터 rpm / 모터감속비율 × 3.14 × 롤러직경 × 모터 스프로킷 잇수 

/ 드럼 스프로킷 잇수

∴  ×××
 min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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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이송용 수평 컨베이어는 모터의 구동력을 모터 스프로킷에서 드럼 스프

로킷으로 전달, 드럼과 아이들 롤러간을 띠벨트로 연결하여 구동되며, 상부의 

프리롤러는 띠벨트의 마찰력을 받아 회전하는 방식이다.

파렛트와 박스의 결합을 위해서는 파렛트 이송 시 하부 구동부가 하강하여 

상부 프리롤러에는 동력이 전달되지 않으며, 박스 이송 시 하부 구동부가 상부 

프리롤러로 상승하여 구동되는 방식이 필요하다.

 구동부 주요 부품 스펙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부품 스펙

드라이브 드럼 φ120*100L

벨트 TC-35ER/80W*4,960L

기어드 모터 0.4kw*1/15*3PH

모터 타이밍 풀리 32T-S8M0250*φ22*7x3

드럼 타이밍 풀리 24T-S8M0250*φ25*8x4

타이밍 벨트 S8M-25W*760L

Table 37 Spec of the drive system(horizontal conveyor - Box)  

V = 모터 rpm / 모터감속비율 × 3.14 × (드럼직경 + 벨트두께 × 2) × 모

터 풀리 잇수 / 드럼 풀리 잇수

∴  ×××
 min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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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볼륨체커

볼륨체커는 수평 이송되는 화물이 통과하는 측정부 컨베이어와 부피측정을 

위한 센서, 중량측정을 위한 센서로 구성된다. 이동하는 화물의 부피 및 중량을 

측정해야 하므로 측정부에서 정속 주행을 유지하고 진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

요하다.

구동부의 구조는 모터의 회전력을 직접 롤러에 전달하는 구동방식을 사용하

여 정밀한 속도 제어가 중요하며, 또한 진동 최소화를 위해 롤러간 동력 전달

을 위해 체인 대신 RIBSTAR 벨트를 사용하였다.

구동 속도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  × 
 min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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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상세스펙

MOTOR 1HP*1/60*3HP* B/K

MOTOR Sprocket 2-#60 15T*φ32,10*3.5 Key

Drive Sprocket 2-#60 19T*φ40,10*5 Key

Drive Chain #80

Table 39 Spec of the drive system(buffer - divert parts)

6.2.4 버퍼

버퍼의 수평이송부는 모터의 회전력을 모터 풀리에서 메인 롤러에 구동력이 

전달되며 메인롤러와 프리롤러간의 벨트 연결로 구동되는 시스템으로 다음의 

그림과 같다.

부품 스펙

MOTOR 1HP*1/30*3PH* BK

MOTOR PULLEY PJ-90-12*φ32, 10*3.5 Key

ROLLER φ89.1*PJ-80-12(#6004ZZ)

Table 38 Spec of the drive system(buffer - horizontal conveyor)  

V = 모터 rpm / 모터감속비 × π × 롤러 직경 × 모터 풀리 / 롤러 풀리

     ∴ ×××
 min        (6. 7)

버퍼의 디버터부는 모터의 회전력을 모터 스프로킷에서 드라이브 스프로킷으

로 구동력이 전달되며 체인 연결로 구동되는 시스템이다.

V = 모터 rpm / 모터감속비 × 드라이브 스프로켓 잇수 × 체인 피치 × 모

터 스프로켓 잇수 / 드라이브 스프로켓 잇수

     ∴   ×  ×  × 
 min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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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상세 스펙

MOTOR 1HP*1/60*3HP* B/K

MOTOR Sprocket 2-#60 15T*φ32,10*3.5 Key

Drive Sprocket 2-#60 19T*φ40,10*5 Key

Drive Chain #80

Table 40 Spec of the drive system(buffer - gate parts)

게이터부는 모터의 회전력을 모터 스프로킷에서 드라이브 스프로킷으로 구동

력이 전달되며 체인 연결로 구동되는 시스템으로 주요 구성품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속도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V = 모터 rpm / 모터감속비 × 드라이브 스프로켓 잇수 × 체인 피치 × 모

터 스프로켓 잇수 / 드라이브 스프로켓 잇수

     ∴   ×  ×  × 
 min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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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수직트레이 컨베이어 시스템의 성능모델

6.3.1 입력 파라메터 설정

수직트레이 컨베이어시스템의 성능모델은 일반 승강기 형태의 층간 이동 반

송기가 아닌 다층형 수직이송이 동시에 진행 가능한 형태로 모델링하였다.

일반 승강기의 하나의 반송기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수직트레이 컨베이어는

여러개의 캐리어가(모델에서는12 Stage)가 동시에 입고 및 출고가 되도록 모델

링하였다. 화물승강의 속도는 6.2에서 제시한 9m/min로 설정하였다. 시뮬레이션 

모델은 캐리어를 층별로 2개씩 할당하는 모형과 4개씩 할당하는 모형으로 구현

하였다. 입력파라메터는 아래와 같다.

VERTICAL SPPED 9m/min

연결H/WL  SPPED 18m/min

3층 수직반송기 입출고 (12 Stage)

1층 입고(지게차1)/1층 출고

2층 입고(지게차2)/2층출고

3층 입고(지게차3)/3층 출고

화물 Flow

입고→연결H/W→수직트레이컨베이어  
  →연결H/W→출고

Fig. 65 Input parameters for modeling the vertical tray convey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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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er Start Time End Time Work Start Time　 Work End Time　

지게차1_1 04/13/2013 00:00:00 04/13/2013 08:00:00 04/13/2013 00:00:35 04/13/2013 08:00:00

지게차2_1 04/13/2013 00:00:00 04/13/2013 08:00:00 04/13/2013 00:00:11 04/13/2013 08:00:00

지게차3_1 04/13/2013 00:00:00 04/13/2013 08:00:00 04/13/2013 00:00:11 04/13/2013 08:00:00

Table 41 Simulation results (total work time)

1층에서 입고되는 화물은 2,3층을 목적층으로 한다. 2층과 3층에서 출고될 화

물은 1층을 목적층으로 한다. 따라서 수직트레이 컨베이어의 입출고 화물의 발

생 로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Fig. 66 Simplification of the simulation model

6.2.2 성능모델 검증

수직트레이 컨베이어를 1일 근무시간인 8시간 가동했을 경우 입고량은 1F : 

311, 2F : 309, 3F : 310M으로 나타났고 출고량 1F:300개,  2F:300개,  3F:302개

로 나타났다. 2개씩 혹은 4개씩 배정했을 때의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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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층에 배치된 지게차는 출고작업을 입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수행하고 

있으며 1층에 배치된 지게차는 다른 층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이동거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67 Forklift based on workload of Shipping &
Receiving amount of floor

각 층 이송의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작업량이 가장 많은 1층에서의 입고와 출

고하는 거리가 가장 긴 3층으로의 입고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Fig. 68 Shipping & Receiving amount of floor

이상의 분석결과들은 구현한 성능모델이 실제의 수직트레이 컨베이어의 작업

성능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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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다층형 물류센터와 수직트레이컨베이어의 

적정계획을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 

7.1 시뮬레이션 기법 및 분석범위

7.1.1 시뮬레이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툴로 RaLC를 사용하였다. RaLC는 3D 애니메이션

을 이용하여 가상의 레이아웃과 작업환경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누구나 알

기 쉬운형태로 구현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툴이다. 

RaLC는 특히 물류센터에 특화된 시뮬레이션 툴로서 설비와 함께 정밀한 인

원 배치 계획이나 수작업 분석까지를 실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활용 방법으로는 먼저 필요 정보로서 현재 상황의 레이아웃, 작업원 수, 작업

마다의 평균 투입량, 시간, 작업 순서, 작업 표준시간 등을 입력한다. 표면에 나

타난 현상을 수치화하여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나서, 몇 가지의 개선안을 바

탕으로 레이아웃 변경이나 동선변경, 작업원 수, 투입량을 시뮬레이션하여 어떤 

안이 최적인가를 판단한다. 정량적 분석도 가능하며, ABC분석· EIQ분석 등도 

수행할 수 있다.. 

이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溝口豪는 “物流ABC分析手順へのRaLCの活用(물류 

ABC 분석 단계에 RaLC의 활용)”에서 RaLC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ABC분석

을 하였으며, 중국의 Ling Zhang et al.(2010)외는 “A RaLC-based Simulation 

Experiment on Logistics and Warehousing”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물류유통

센터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RaLC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장비와 인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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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당 작업 병목현상을 파악했다. Mao Hai-jun et al.(2007)는 “Research on 

Remanufacturing Reverse Logistics Network Facility Location Projects 

Simulation Evaluation”에서 불확실한 회수물류 네트워크 내에서의 시설 로케

이션 계획에 RaLC시뮬레이션 툴을 이용하여 모델을 제안하고 효과 분석 및 사

례 증명을 하였다. 

RaLC시뮬레이션은 기존에 이용하던 시뮬레이션 툴보다 물류분야에 최적화되

었으며, 쉽고, 신속하게 모델링을 작성하여 물류현장에서 즉시 제안하고 개선할 

수 있으며, 작업자까지 포함된 최적의 물류시뮬레이션을 구축할 수 있다.

RaLC시뮬레이션는 현재 가장 범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AutoMod와 비교하

면 다음과 같은 장ㆍ단점이 있다.

구 분 RaLC AutoMod

개발원 주식회사 CEC AutoSimulations

３차원표시 ○ ○

타 시스템 연계 ○ △

일반사항 VisualC++
C언어（시뮬레이터 본체

커스터마이즈）

장점

에뮬레이션의 응용 및 변경이 용이함

자체개발을 위한 사용자

커스터마이즈도 대응

기존 디바이스장비들을 제품 안에

통합가능

제조시뮬레이터로서 많은 유저에게

사용됨

여러 모델간의 통신도 가능

AGV 로직 컨트롤러의 제어 로직을

그대로 사용 가능함

모

델

링

기

능

모델기능 3D 표면모형(Surface Model)

CAD연계 DXF,3DS,각종CAD（CATIA,Pro/E、

Inventor、IGES、STEP、ACIS）
IGES

모델화가능분야 컨베이어, 자동창고, 운송설비 등 컨베이어, AGV, 자동창고

로직 이산계 이산계

시

뮬

레

이

션

프로그래밍언어 XML AutoMod언어

사이클타임

정밀도 수 sec～0.001sec

현실조건을 모두 취득은 불가능함에

따라 사이클 타임의 정밀도는

입력데이터의 정확도에 의거됨

대응가능

셀의 규모
소프트웨어적인 제한은 없음 소프트웨어적인 제한은 없음

시뮬레이션

속도변경
가능 가능

평 가

쉽고, 신속하게 모델링을 작성하여

물류현장에서 즉시 제안하고 개선할

수 있으며,작업자까지 포함된 최적의

물류시뮬레이션을 구축 함

산업전반에 시뮬레이션 툴로 이용되고

있으며, 전문화된 프로그램 기술이

필요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변경이 쉽지 않음

Table 42 Comparison RaLC a and AutoM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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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시뮬레이션 분석범위

시뮬레이션 분석은 제품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현장 적용을 위한 시뮬레

이션으로 구분된다.

제품검증용 시뮬레이션이란 컨셉검증, 운영모드 설정, 캐리어수 결정 등을 통

해 상세설계로 구체화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이다. 현장적용을 위한 시뮬레

이션이란 전게한 물류센터모형, 활동모형, 성능모형을 적용하여 시제품을 위한 

테스트 베드의 구축 및 다층형 물류센터에 적정대수를 설치하여 그 활용 가능

성을 사전 파악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이다.

컨셉검증은 기존 화물엘리베이터와 제안한 컨셉설계물과 비교하여 검증하였

다. 운영모드 설정은 제안한 화물이송시스템이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상황별 가이드 라인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

이다. 캐리어 수 설정이란 상세설계를 위해 수직컨베이어의 캐리어를 몇 개로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현장 적용을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 중 테스트 베드 구축은 시제품

테스트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게한 물류센터 레이아웃, 활동모형, 성능모형을 종합한 가상물류센터에서 적

정 설치대수 및 미래 물류센터에 활용가능성 등을 파악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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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컨셉검증을 위한 시뮬래이션 분석(기존제품과의 성능 비교)

7.2.1 성능비교 모델

다층형 물류센터에서 1층에 입고된 파렛트 화물을 2층과 3층으로 운반하는데 

있어서 화물엘리베이터와 수직트레이 컨베이어를 이용하는 경우에 지정된 시간 

내 작업량을 RaLC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성하여 검증하였다. 작업량에 대한 모

델 검증을 위해 파렛트 화물을 동시에 한 시간 동안 운반 작업을 한 것으로 가

정하여 이때 작업량을 기준으로 하였다.

시뮬레이션 모델의 구성과 결과 검증을 위한 기본적인 성능 6장의 성능모델

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구 분 항목 단위

작업

조건

작업시간
화물승강기작업시간

다층형 연속식 수직컨베이어 작업시간
1시간

이송속도
엘리베이터 속도

수직트레이 컨베이어 속도

60m/min

18m/min

운반속도 지게차 66m/min

물류센터

제원
층간 높이 9m

평가

기준
작업량 입고 작업량 Pallet/hour

Table 43 Input parameter of performance Comparison Model

시뮬레이션 분석대상이 되는 물류센터는 3층으로, 층고는 9m로 설정하였다.

비교대상이 되는 화물엘리베이터의 이송속도는 60m/min56)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층형 물류센터에 적합한 수직트레이 컨베이어 기술에 대한 

도입효과 분석을 위해 1층에서 2층과 3층으로 운반하는 입고작업만을 대상으로 

56)화물승강기속도는 KSBISO4190-2:1012 엘리베이터 설비-제2부:화물엘리베이터에서 A계열의 최고속도

로 하였으며, 실제 시중에 화물엘리베이터는 30m/min, 45m/min, 60m/min을 기준으로 판매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최고 속도로 수직트레이 컨베이어와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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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9 Result of performance Comparison

하였다. 이는 물류센터의 전체 활동을 분석할 때 다양한 요인(작업방법, 레이아

웃, 운영시스템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입고작업만을 한정한 것이다.

차량에서 내려놓은 동일한 파렛트 화물을 동일한 지게차가 층간 운반을 위해 

화물엘리베이터와 수직트레이 컨베이어의 입고라인에 놓으면, 화물엘리베이터

와 수직트레이 컨베이어로 2층과 3층으로 50%씩 이송하며, 각 층에 대기하고 

있는 지게차가 파렛트 화물을 보관지역에 놓는 작업을 기준으로 하였다.

7.2.2 성능비교 결과

시뮬레이션 한 결과, 기존 화물승강기처리량은 1시간에 74파렛트, 수직트레이 

컨베이어의 처리량은 115파렛트로 동일조건 속에서 컨셉설계한 다층형 연속식 

수직컨베이어가 41파렛트를 더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차시간을 PICK UP 시간, 파렛트 화물이 화물엘리베이터와 다층형 연속식 

수직컨베이어 입구라인에 내려놓는 작업시간을 DELIVER시간, 작업자가 전체 1

시간동안 움직인 작업시간을 MOVE시간, 작업자가 처음에 파렛타이징 작업을 

위해 대기한 시간을 WAIT FOR WORK시간이라 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화물엘리베이터의 DELIVER시간은 지게차에 실린 채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

짐에 영향을 받는다. 수직트레이 컨베이어는 입구라인에서 적체 현상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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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식으로 운반이 가능하여 PICK UP시간과 DELIVER시간이 9분 25초로 동일

하게 분석되었다. 작업자 역시 작업시간을 100% 활용하여 작업을 한 것으로 분

석된다. 화물엘리베이터는 입구라인에서의 적체현상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발생

하여 DELIVER시간이 28분 9초로 실제 작업자는 PICK UP시간을 제외한 25분 

47초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Sum Sum(Min.) WORKER 1 WORKER 2

화물엘리베이터-PICKUP 0: 06 : 00 6.0 0. 06 : 00 0: 00 : 00

화물엘리베이터-DELIVER 0: 28 : 09 28.2 0: 28 : 09 0: 00 : 00

다층형연속식-PICKUP 0: 09 : 25 9.4 0: 00 : 00 0: 09 : 25

다층형연속식-DELIVER 0: 09 : 25 9.4 0: 00 : 00 0: 09 : 25

MOVE 1: 06 : 53 66.9 0: 25 : 47 0: 41 : 06

WAIT FOR WORK 0: 00 : 08 0.1 0: 00 : 04 0: 00 : 04

Table 44 Time based Analysis of performance Comparison model

결론적으로, 컨셉설계 결과는 기존의 수직운반기기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안한 수직트레이 컨베이어는 화물엘리베이터에 비해 연속적으로 화물을 처

리할 수 있어 시간당 처리량이 많고, 설치 면적도 작게 사용하면서 작업공간도 

최소로 할 수 있다. 입구라인에서의 적체 현상이 사라지다 보니 작업자가 기다

리는 시간이 없어 1인 작업자의 작업시간 효율이 100% 달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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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물류작업 상황을 감안한 캐리어 할당

7.3.1 작업상황별 캐리어 할당모형의 개요

수직트레이 컨베이어를 이용하는 화물 발생의 유형은 대기형 화물과 분산형 

화물로 구분할 수 있다.

대기형 화물 유형은 수평 컨베이어에 싣기 위한 화물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

태라던가 지게차 상하역 작업이 빨리 이루어져 수직 컨베이어 전에 대기하는 

화물이 나열되어 있을 경우를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분산형 화물 유형은 수평 

컨베이어에 화물이 실리는 빈도가 적거나 지게차 상하역 작업이 늦어져 수직 

컨베이어 전에 대기하는 화물 발생 빈도가 띄엄띄엄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

라서 본 분석에서는 화물 발생 유형에 따른 최적의 층별 캐리어 할당 분석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Fig. 70 Transport mode of vertical conveyors on this study

수직트레이 컨베이어 시뮬레이션 분석은 물류센터의 Layout 및 작업 Process 

등 기타 외부 요인들과 수직트레이 컨베이어 사양이 분석 결과 값에 중요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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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작용된다.

파렛트 화물의 상하역 시간 및 지게차 작업 속도 등에 대한 전제 사항이 필

요하다.

파렛트 화물의 유형은 크게 2분에 하나씩 수직 컨베이어에 실리는 분산형과 

약 15초 내외로 발생하여 수직트레이 컨베이어에 탑승을 대기하는 대기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지게차의 작업 속도와 수평 컨베이어 속도는 5장의 활동모형을 참고하여 

66m/min로 설정하였다.

수직트레이 컨베이어 기기의 높이 및 속도 사양 역시 전제 사항이 필요하다.

수직트레이 컨베이어의 높이는 3층짜리 물류센터에 설치 가능한 23m로 설정

하였고, 폭은 설계재원치를 반영하여 1.3m로 설정하였다. 파렛트 화물을 수직트

레이 컨베이어에 적재하는 캐리어 수는 12개로 설정하였다. 수직트레이 컨베이

어의 속도는 9m/min과 18m/min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구분 항목 단위

작
업
조
건

이송속도
▪ 수직트레이 컨베이어 속도
▪ 수평 컨베이어 속도

▪ 18m/min, 9m/min
▪ 66m/min

운반속도 ▪ 지게차 ▪ 66m/min

파렛트 화물 
발생빈도

▪ 대기형 화물
▪ 분산형 화물

▪ 1Pallet/2min(120sec)
▪ 1Pallet/15sec

수직 컨베이어 
사양

▪ 높이
▪ 폭
▪ 캐리어 수

▪ 23m
▪ 1.3m
▪ 3개, 6개, 9개, 12개, 15개

평
가
기
준

작업량 ▪ 입고 작업량 ▪ Pallet/hour
작업시간

▪ 수직트레이 컨베이어 파렛트 입출고 
평균 처리 시간

▪ Sec/30개

기기 효용 ▪ 수직트레이 컨베이어 가동률 ▪ 캐리어 회전수☓

Table 45 Input parameter for Transport mode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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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층 상황

1

1층 대기

2층 대기

3층 대기

2

1층 대기

2층 대기

3층 분산

9

1층 분산

2층 화물X

3층 대기

10

1층 대기

2층 대기

3층 화물X

3

1층 대기

2층 분산

3층 대기

4

1층 대기

2층 분산

3층 분산

11

1층 대기

2층 화물X

3층 분산

12

1층 대기

2층 분산

3층 화물X

5

1층 분산

2층 대기

3층 대기

6

1층 분산

2층 대기

3층 분산

13

1층 분산

2층 화물X

3층 대기

14

1층 분산

2층 대기

3층 화물X

7

1층 분산

2층 분산

3층 분산

8

1층 분산

2층 분산

3층 분산

15

1층 분산

2층 화물X

3층 분산

16

1층 분산

2층 분산

3층 화물X

Table 46 Case of carrier divide

7.3.2 시뮬레이션 경우의 수 가정

실시간 변화하는 층별 화물 발생 패턴에 효과적으로 기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는 작업자가 수동으로 층별 캐리어를 할당하는 방식들이 고려되어져야한다.

이에 따라 캐리어 할당의 조합은 다음과 같이 36가지로 구성될 수 있다.

각 층의 화물발생 유형에 따라 16가지의 조합을 설정하였다.

기본적으로 작업 유형은 입출고 동시 이송모드이며, 이는 1층에서 2층, 3층으

로 화물이 운반되는 입고와 2층 또는 3층에서 1층으로 운반되는 출고모드가 동

시에 진행되는 상태이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경우의 수는 캐리어 할당 조합 36가지와 화물발생 유형 

및 작업 이송 모드 16개를 모두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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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구분 내용

입출고 
동시이송모드

1
1층 대기형
2층 대기형
3층 대기형

2
1층 대기형
2층 대기형
3층 분산형

3
1층 대기형
2층 분산형
3층 대기형

4
1층 대기형
2층 분산형
3층 분산형

5
1층 분산형
2층 대기형
3층 대기형

6
1층 분산형
2층 대기형
3층 분산형

7
1층 분산형
2층 분산형
3층 대기형

8
1층 분산형
2층 분산형
3층 분산형

9
1층 대기형
2층 화물X
3층 대기형

10
1층 대기형
2층 대기형
3층 화물X

11
1층 대기형
2층 화물X
3층 분산형

12
1층 대기형
2층 분산형
3층 화물X

13
1층 분산형
2층 화물X
3층 대기형

14
1층 분산형
2층 대기형
3층 화물X

15
1층 분산형
2층 화물X
3층 분산형

16
1층 분산형
2층 분산형
3층 화물X

층간 
이송모드

17
1층 화물X
2층 대기형
3층 대기형

18
1층 화물X
2층 분산형
3층 대기형

19
1층 화물X
2층 대기형
3층 분산형

20
1층 화물X
2층 분산형
3층 분산형

단일 
이송
모드

입고
모드

21
1층 대기형
2층 화물X
3층 화물X

22
1층 분산형
2층 화물X
3층 화물X

출고
모드

23
1층 화물X
2층 대기형
3층 화물X

24
1층 화물X
2층 분산형
3층 화물X

25
1층 화물X
2층 화물X
3층 대기형

26
1층 화물X
2층 화물X
3층 분산형

27
1층 화물X
2층 대기형
3층 대기형

28
1층 화물X
2층 분산형
3층 대기형

29
1층 화물X
2층 대기형
3층 분산형

30
1층 화물X
2층 분산형
3층 분산형

Table 47 Case of working situation per each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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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이송모드별 캐리어 할당

입출고 동시 이송모드는 1층에서 2층, 3층으로 화물이 운반되는 입고와 2층 

또는 3층에서 1층으로 운반되는 출고모드가 동시에 진행되는 작업상태이다. 층

간 이송모드는 물류센터의 작업공간의 변화에 따라 2층의 화물이 3층으로 운반

되거나 3층의 화물이 2층으로 운반되는 작업상태를 의미한다.

단일 이송모드는 입고 작업과 출고 작업 중 한가지 작업만 진행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수직트레이 컨베이어의 생산량은 1층, 2층, 3층의 파렛트 화물 입고

량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함. 이때 생산량은 층간 화물 이송량 비율이 산정되지 

않은 결과이다. 실제 수직트레이 컨베이어를 운영될 때에는 아래의 가이드 라

인을 참고하여 최적의 캐리어 할당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Fig. 71 Simulation for manual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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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고 동시모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A 　 　 　 　 　 193 　 193 　 　 　 　 　 49 　 49

B 　 　 　 　 193 　 193 　 　 　 　 　 49 　 49 　

C 193 193 193 193 　 　 　 　 68 68 68 68 　 　 　 　

D 　 　 　 　 　 193 　 192 　 　 　 　 　 68 　 59

E 　 　 　 　 193 　 190 　 　 　 　 　 68 　 60 　

F 193 189 191 191 　 　 　 　 100 95 96 88 　 　 　 　

G 　 　 　 　 　 193 　 165 　 　 　 　 　 101 　 59

H 　 　 　 　 192 　 166 　 　 　 　 　 102 　 60 　

I 192 161 178 180 　 　 　 　 133 111 113 89 　 　 　 　

J 193 161 190 165 　 　 　 　 144 129 96 89 　 　 　 　

K 192 161 164 190 　 　 　 　 133 95 130 89 　 　 　 　

L 　 　 　 　 193 　 135 　 　 　 　 　 134 　 60

M 　 　 　 191 　 135 　 　 　 　 　 132 　 60 　

N 192 130 169 165 　 　 　 　 163 129 129 90 　 　 　 　

O 193 132 191 135 　 　 　 　 162 158 96 89 　 　 　 　

P 191 132 135 189 　 　 　 　 162 96 160 90 　 　 　 　

Q 　 　 　 　 194 　 102 　 　 　 　 　 162 　 60

R 　 　 　 190 　 102 　 　 　 　 　 162 　 60 　

S 191 95 148 148 　 　 　 　 189 143 144 90 　 　 　 　

T 191 95 191 102 　 　 　 　 189 187 96 89 　 　 　 　

U 190 96 102 189 　 　 　 　 188 96 185 89 　 　 　 　

V 192 95 163 135 　 　 　 　 190 160 130 90 　 　 　 　

W 190 96 134 164 　 　 　 　 198 128 160 90 　 　 　 　

X 194 67 194 67 　 　 　 　 194 194 67 67 　 　 　 　

Y 190 68 82 190 　 　 　 　 190 68 190 68 　 　 　 　

Z 　 　 　 　 　 194 　 68 　 　 　 　 　 191 　 60

AA 　 　 　 　 189 　 68 　 　 　 　 　 188 　 60 　

BB 　 　 　 　 　 194 　 49 　 　 　 　 　 194 　 49

CC 　 　 　 　 189 　 49 　 　 　 　 　 189 　 49 　

　 : 최적 　 : 양호 　 : 보통 　 : 비효율

Table 48 Guide of selection (Assignment of Carrier on the same time Movement 

mode) 

단위 : Pallet/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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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층간 이송모드

단일 이송모드

입고모

드
출고모드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DD 189 130 132 60 0 0 0 0 0 0 191 131 132 60

EE 189 46 189 46 0 0 0 0 0 0 192 49 192 49

FF 186 186 49 49 0 0 0 0 0 0 189 189 49 49

GG 189 68 186 60 0 0 0 0 0 0 192 67 189 60

HH 186 185 68 60 0 0 0 0 0 0 190 186 68 60

II 190 101 160 60 0 0 0 0 0 0 192 102 163 60

JJ 188 160 102 60 0 0 0 0 0 0 190 162 102 60

　 : 최적 　 : 양호 　 : 보통 　 : 비효율

Table 49 Guide of selection(Assignment of Carrier on special Movement mode)

단위 : Pallet/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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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적정 캐리어 대수 산정

7.4.1 입력 파라메터 및 적정캐리어 대수 산정방법 설정

수직트레이 컨베이어 시뮬레이션 분석은 물류센터의 Layout 및 작업 Process, 

층별 화물 입출고량, 보관 위치(Rack의 위치) 등 외부적인 요인이 중요한 변수

로 작용한다. 외부 요인에 대한 수많은 설정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은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므로 수직트레이 컨베이어의 시뮬레이션 분석 전 전제조건이 필요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렛트 화물의 상하역 시간 및 지게차 작업 속도는 5장의 실측 결과값을 사

용하였다.

파렛트 화물의 유형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분산형 화물과 대기형 화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의 화물 발생 유형에 따라 30개 화물의 처리 속도를 측

정하였다. 이때 화물 30개는 1층(입고 10개 : 2층으로 5개, 3층으로 5개), 2층(1

층으로 출고 10개), 3층(1층으로 출고 10개) 각 층별 10개씩 연속식 수직컨베이

어를 이용한 개수이다. 지게차의 작업 속도와 수평 컨베이어 속도는 물류센터

에서 5장에서 제시한  2.13m/sec로 산정하였다.

수직트레이 컨베이어의 높이 및 속도 사양 역시 전제 사항이 필요하다. 연속

식 수직컨베이어의 높이는 물류센터의 4장에서 제시한 3층 높이를 기준으로 

23m로 산정하였다.

수직트레이 컨베이어의 속도는 6장의 성능모델을 근거로 최대 속도인 

18m/min와 안전속도 9m/min로 2가지 경우에 대한 화물발생 유형별 적정 캐리

어 수와 속도를 분석하였다. 

캐리어 수는 1층, 2층, 3층 동시 작업을 고려하여 각각 1:1:1의 비율로 할당하

여 산정하였다. 연속식 수직컨베이어 캐리어 개수는 3, 6, 9, 12, 15개로 산정하

여 각각의 상태에 대한 시뮬레이션 상황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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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기형 화물 유형의 시뮬레이션(캐리어 개수 3개)

(b) 분산형 화물 유형의 시뮬레이션(캐리어 개수 15개)

Fig. 72 Simulation for the proper carrier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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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단위

작
업
조
건

이송속도
▪ 수직트레이 컨베이어 속도
▪ 수평 컨베이어 속도

▪ 18m/min, 9m/min
▪ 66m/min

운반속도 ▪ 지게차 ▪ 2.13m/sec

파렛트 화물 
발생빈도

▪ 대기형 화물
▪ 분산형 화물

▪ 1Pallet/2min(120sec)
▪ 1Pallet/15sec

수직 
컨베이어 

사양

▪ 높이
▪ 폭
▪ 캐리어 수

▪ 23m
▪ 1.3m
▪ 3개, 6개, 9개, 12개, 15개

평
가
기
준

작업량 ▪ 입고 작업량 ▪ Pallet/hour
작업시간

▪ 수직트레이 컨베이어 파렛트 입출고 평
균 처리 시간

▪ Sec/30개

기기 효용 ▪ 수직트레이 컨베이어 가동률 ▪ 캐리어 회전수X

Table 50 Input parameter for proper carrier planning

우선 수직트레이 컨베이어의 속도별, 화물 유형별, 캐리어 개수에 따른 각각

의 화물처리 시간을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측정한 시간 데이터를 그래프로 분

석하여 함수식을 산정하였다.

측정한 시간 데이터와 회전수로 캐리어의 가동률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캐리

어 개수에 따른 효용을 파악할 수 있다.

가동률은 1, 2, 3층의 파렛트 화물처리 개수의 합인 30개를 다 처리하는데 가

동한 수직트레이 컨베이어의 개별 캐리어 기동 총 합계로 30을 나누어 산정하

였다.(가동률=30÷개별 기동 총 횟수, 개별 캐리어 기동 총 합계=회전수×캐리

어 개수)

따라서 회전수가 작으면서 캐리어 개수가 작을수록 가동률은 높아진다. 이는 

화물을 캐리어에 싣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는 공캐리어가 적을수록 가동률은 높

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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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3 Floor cargo transfer measurements

7.4.2 적정 캐리어 수

캐리어 개수와 화물처리 속도는 S자 형태의 변곡점을 가지는 (-)형 3차 방정

식의 형태를 지닌다. 대기형 화물과 분산형 화물에 따라 0.15m/s, 0.3m/s 결과

값을 비교 분석하여 3차 방정식을 분석한 결과 모든 식이 R스퀘어 99%의 높은 

유의성을 보인다. 각각의 식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였을 때 대기형 화물의 경우 

캐리어 수가 많을 수록 기기의 효용은 떨어지지만 화물 처리 시간은 빠른 것으

로 나타났다.

캐리어 제작 개수에 따른 비용과 처리시간을 고려한 대기형 화물의 적정 캐

리어 수는 속도(0.15m/s, 0.3m/s)에 상관없이 12대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산형 화물은 캐리어의 수가 많을수록 화물처리시간이 빠르지 않다. 즉 일

정 수준의 캐리어 수가 되면 분산형 화물을 수직트레이 컨베이어에 싣기 위한 

대기시간이 발생하므로 캐리어의 개수는 화물처리시간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효용을 고려한 분산형 화물 발생 유형에서 수직 컨베이어의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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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 수는 수직트레이 컨베이어의 속도 0.15m/s 일 때 12대, 0.3m/s 일 때 6

대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물류센터의 화물 발생 유형과 수직트레이 컨베이어의 속도에 따라 이

들 적정 캐리어 수도 달라질 수 있다.

캐리

어 

개수

화물 처리 시간(초) 캐리어 가동률(%) 수직 컨베이어 회전수(회)

0.15m/s 속도 

적용

0.3m/s 속도 

적용

0.15m/s 속도 

적용

0.3m/s 속도 

적용

0.15m/s 속도 

적용

0.3m/s 속도 

적용

3 3,870 2,004 93.8 93.8 10.7 10.7

6 2,273 1,394 88.2 75.0 5.7 6.7

9 1,935 1,405 73.2 50.0 4.6 6.7

12 1,638 1,408 71.4 38.5 3.5 6.5

15 1,589 1,288 58.8 34.9 3.4 5.7

Table 51 Cargo handling time of wanting occu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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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 

개수

화물 처리 시간(초) 캐리어 가동률(%) 수직 컨베이어 회전수(회)

0.15m/s 속도 

적용

0.3m/s 속도 

적용

0.15m/s 속도 

적용

0.3m/s 속도 

적용

0.15m/s 속도 

적용

0.3m/s 속도 

적용

3 3,870 2,004 93.8 93.8 10.7 10.7

6 2,273 1,394 88.2 75.0 5.7 6.7

9 1,935 1,405 73.2 50.0 4.6 6.7

12 1,638 1,408 71.4 38.5 3.5 6.5

15 1,589 1,288 58.8 34.9 3.4 5.7

Table 52 Cargo handling time of dispersal occurrence

캐리어 

개수

대기형 화물 발생 분산형 화물 발생

파렛트 개당 평균 처리 

시간(s/per)
기기효용

파렛트 개당 평균 처리 

시간(s/per)
기기효용

0.15m/s 

속도 적용

0.3m/s 

속도 적용

0.15m/s 

속도 적용

0.3m/s 

속도 적용

0.15m/s 

속도 적용

0.3m/s 

속도 적용

0.15m/s 

속도 적용

0.3m/s 

속도 적용

3 66.8 128.8 11.4 11.4 129.0 66.8 11.4 11.4

6 40.2 75.6 6.1 6.1 75.8 46.5 6.4 8.9

9 34.0 63.0 5.9 5.9 64.5 46.8 6.2 13.3

12 30.1 54.9 5.1 5.1 54.6 46.9 4.9 16.9

15 26.6 46.3 4.3 3.9 53.0 42.9 5.8 16.4

Table 53 Cargo handling time & Utility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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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테스트 베드 구축

7.5.1 입력파라메터 설정

테스트베드는 시제품의 성능검증을 위한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테스트 

베드는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므로 본 시뮬레이션 분석은 공간의 구성과 테스

트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장비들의 표현에 초점을 두었다.

앞서 7.4까지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테스트를 위해서는 적어도 3대 이상의 지

게차가 필요하며 5인 이상의 인원이 투입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테스트베드의 구축을 위해서는 축소모형을 설치하고 각 층이 방향전환용 디버

터를 활용하여 최소인원으로 테스트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테스트베드용 수직컨베이어

방향전환용 디버터 컨베이어 파렛타이징 로봇

Fig. 74 Additional equipment for the test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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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검증용 테스트 베드 건축물 

1F 라인 구성 메자닌 라인 구성

Fig. 75 Cargo flow for the test bed

테스트베드의 시뮬레이션을 위한 다른 입력 파레메터들은 건축물, 1층의 소

터라인, 연계용 H/W 등으로 세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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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테스트 베드와 시제품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테스트 베드에서 각 장비들이 원활히 연결되어 목적

한 성능검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1대의 지게차를 활용하여 소터와 파렛타이저용 로봇, 

랩핑기, 수직트레이 컨베이어의 연결과 성능 평가가 가능하며, 테스트 1회에는 

54개의 박스, 5개의 파렛트가 필요하며, 총 3명의 인원이 26분 동안 투입된다는 

사실을 사전적으로 확인하였다.

Fig. 76 Animation for simulation analysis(Test-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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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Device

Date &

Time
데이터

1FI

N

1FO

UT

2FI

N

2FO

UT

3FI

N

3FO

UT

Vert

i_Co

n

합

계

00:00

Work count on inflow 0 0 0 0 0 0 0 0

Real work count on inflow 0 0 0 0 0 0 0 0

Piece count on inflow 0 0 0 0 0 0 0 0

Volume on inflow 0 0 0 0 0 0 0 0

00:05

Work count on inflow 0 0 0 0 0 0 0 0

Real work count on inflow 0 0 0 0 0 0 0 0

Piece count on inflow 0 0 0 0 0 0 0 0

Volume on inflow 0 0 0 0 0 0 0 0

00:10

Work count on inflow 2 0 1 1 0 0 3 7

Real work count on inflow 2 0 1 1 0 0 3 7

Piece count on inflow 36 0 18 18 0 0 54 126

Volume on inflow 0 0 0 0 0 0 0 0

00:15

Work count on inflow 2 0 1 1 1 1 4 10

Real work count on inflow 2 0 1 1 1 1 4 10

Piece count on inflow 36 0 18 18 18 18 72 180

Volume on inflow 0 0 0 0 0 0 0 0

00:20

Work count on inflow 1 0 0 0 1 1 2 5

Real work count on inflow 1 0 0 0 1 1 2 5

Piece count on inflow 18 0 0 0 18 18 36 90

Volume on inflow 0 0 0 0 0 0 0 0

00:25

Work count on inflow 1 0 1 1 1 1 3 8

Real work count on inflow 1 0 1 1 1 1 3 8

Piece count on inflow 18 0 18 18 18 18 54 144

Volume on inflow 0 0 0 0 0 0 0 0

00:26

Work count on inflow 0 0 0 0 0 0 0 0

Real work count on inflow 0 0 0 0 0 0 0 0

Piece count on inflow 0 0 0 0 0 0 0 0

Volume on inflow 0 0 0 0 0 0 0 0

Work count on inflow 0 3 3 3 3 12 30

Real work count on inflow 0 3 3 3 3 12 30

Piece count on inflow 0 54 54 54 54 216 540

Volume on inflow　 0 0 0 0 0 0 0 0

Table 54 Simulation results (test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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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층형 물류센터내 도입

7.6.1 입력파라메터 설정

도입방안 분석은 물류센터의 현황을 반영하여 운영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

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물류센터와 물류활동을 모형화 하고 여기

에 수직트레이 컨베이어를 설치하여 그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물류센터의 Layout 중 5,000㎡형은 전게한 4장의 다층형 물류센터 모델을 활용

하였다.

다층형 기계식 물류센터

내부 모듈설정

Fig. 77 Multi-Lever warehouse fot the simulation

다음으로 물류활동모형 5장에서 제시한 입출고 작업시간 실측치를 반영한 모

델을활용 하였고, 성능모형은 6장에서 제시한 수직트레이컨베이어의 성능모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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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활동 모형

수직트레이 컨베이어 시스템 성능모형

Fig. 78 Activity model and performan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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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본 분석에서는 가상의 3D 표준형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수직트레이 컨베이어를 설

치하여 물류활동을 실행시켜 보았다. 그 결과 본 다층형 화물시스템은 분류활동을 중

심으로 하는 수평이송구간과 저장을 위한 수직이송구간으로 구분되는데 수직트레이 

컨베이어는 이러한 물류작업들을 원활히 연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5,000㎡ 물류센터

(a) 활동모델(비 협동) (b) 활동모델(협동)

© 다층형 화물 시스템 성능 모델

(d) 다층형 물류센터에 적용

Fig. 79 Simulation for proper planning of the Vertical Tray convey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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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상의 5,000㎡급 다층형 기계식 물류센터는 1시간에 30개의 파렛트를 

처리 할 수 있는 모듈 7개로 구성된다. 이 중 1모듈은 2～3층의 입출고 작업을 위

한 수직 트레이 컨베이어의 설치를 위해 사용되어지므로 6개의 모듈을 가진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1층의 최대 처리량이 시간당 180파렛트이다. 여기서 각 

층이 공평한 입출고 작업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3층이 시간당 180개의 파

렛트를 처리할 수 있는 만큼의 연속식 수직컨베이어를 설치해야 한다. 컨셉 설

계된 수직트레이 컨베이어는 시간당 55개의 파렛트를 각 층에 운송하므로, 시

뮬레이션 분석한 5,000㎡급 다층형 기계식 물류센터는 수직트레이 컨베이어 3

대와 수직엘리베이터 1대를 설치할 경우 상층의 램프웨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Fig. 80 Simulation result for 5,000㎡ ware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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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미래형 물류센터에 도입

7.7.1 입력 파라메터

수직트레이 컨베이어 시스템은 개발의 초기 단계로 현장적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존 관련 규격에 대한 기준도 정비되어 있지 않아 

향후 실용화와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TC와 DC가 결합된 미래형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수직트

레이 컨베이어를 설치하여 물류활동을 수행시켜 보았다. 

CC형 물류센터의 복층구조는 1층은 TC형, 2층은 DC형으로 가정하여 설계하

였다. 운영 컨셉은 단층이나 복층이나 동일하지만, 제한된 입지를 선택해야 하

는 경우나 DC 기능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 복층구조로 건축한

다. 2층 DC형태의 보관공간은 1층의 분류기와 연결된 컨베이어가 설치되어 있

다고 가정하였다.

기둥 간격은 2층 DC형 공간의 랙설비를 기준으로 설계하였으며, 1층 층고는 

분류기를 기준으로 2층의 층고는 랙 설비 5단 적재를 기준으로 설계하였다. 세

부적인 적용치수는 개발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결과는 아래 표

와 같다.

적용 설비 및 공간 적용 대상 적용치수

입출고 대기장 폭과 길이 가로: 3.25m, 세로: 14.00m

접차공간
전면길이 컨베이어 출고구역: 26.84m

차량간 간격 1.00m (최소 0.75m)

차양
높이 4.48m

길이 6.00m

작업장 바닥 높이 1.38m

층고 보의 높이
1층 - 6.00m

2층 - 10.00m (파렛트 5단 적재)

건물 내 기둥 기둥 간격 정면: 9.740m / 측면: 8.40m

Table 55 Input parameter for Warehouse(10,000㎡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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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일반상온 CC형 시설의 평면도이며, 치수가 기입된 배치도와 평

면도 및 횡단면도는 아래와 같다.

Fig. 81 Warehouse(10,000㎡ CC 1F)

Fig. 82 Warehouse(10,000㎡ CC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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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분석결과

CC형 물류센터는 분류작업을 중심으로 하는 수평이송구간과 저장을 위한 수

직이송구간으로 구분되는데 수직트레이 컨베이어는 이러한 물류작업들을 원활

히 연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0,000㎡ CC형 기계식 물류센터

Fig. 83 Simulation Result of Warehouse(10,000㎡ CC)

그러나 수직트레이 컨베이어 시스템의 최종적인 성능은 화물의 원활한 진입

과 진출을 위한 다른 물류기기와 장비간의 연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며, 작업

자들에게 공평한 작업배분을 위해 물동량에 따른 설치기준(댓수, 위치, 다른 장

비들의 대수, 수평이송기기의 속도) 등도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버퍼 등

은 현재 정의된 기능설계 사양을 기본으로 화물의 입출입과 지게차 등을 위한 

스테이션 등이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 142 -

제 8 장  결 론

8.1 결론

본 연구는 날로 다층화 되어가고 있는 물류센터의 공간효용과 물류활동의 속

도를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개선된 수직트레이 컨베이어 시스템을 제안하고 3

차원 산업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그 활용가능성을 미리 파악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3차원 산업시뮬레이션 기법은 물리모델들의 동적 시뮬레

이션으로 물류센터, 물류기기, 그리고 물류 작업자를 포괄적으로 모델링하여  

조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Fig. 84 Research procedures and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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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의 모델링은 모듈(기둥과 기둥사이)을 기준으로 물류센터의 물리적인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방법과 규칙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설정된 규칙들을 바

탕으로 3D 건축설계용 툴을 활용하여 다층형 기계식 및 자주식 물류센터를 구

현하였다. 완성된 5,000CC 물류센터 모형은 11m 모듈이 7개가 적용된 형태이

며, 단층으로는 최대 3,920파렛트, 3층까지는 최대 11,760파렛트가 일시 보관 가

능하다. 

물류활동의 모델링은 모듈에서 수행되는 물류작업의 표준적인 ‘작업 속

도’57)를 구체화 하는 것으로 구현하였다. 이를 위해 물류작업을 ① 생각(서류, 

물건, 위치, 장비 등의 확인)과  ②행동(장비결합, 리프트업, 이동, 리프트다운, 

장비해체, 복귀이동)으로 구분하여 그 소요시간을 실측하였다.

다층형 수직트레이컨베이어의 모델링은 구동부의 설계 재원으로 구동속도를 

산출하는 과정을 규칙화하였다. 제안한 수직트레이 컨베이어의 최대 속도는 

18m/min이며 적정 속도는 9m/min이다.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는 가상의 다층형 물류센터, 물류활동 모형, 수직트레이 

컨베이어의 성능모형 등을 이용하여 컨셉제품의 성능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현장 적용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화물 엘리베이트와 비교한 컨셉검증용 시뮬레이션에서는 화물엘리베이터가 1시

간에 74파렛트, 다층형 연속식 수직컨베이어가 115파렛트로 처리하여 컨셉설계한 

다층형 연속식 수직컨베이어가 41파렛트를 더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동모드로 운영할 경우를 대비한 적정캐리어 수 할당 분석에서는 화물발생 

유형에 따른 정적 캐리어수 배분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나아

가 대기형으로 화물이 발생할 경우 적정 캐리어 수는 12대가 적정하고 분산하여 

발생할 경우 캐리어의 수가 많을수록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

서 분산형 화물 발생시 적정 캐리어 수는 수직 컨베이어 속도가 0.15m/s 일 때

는 12대, 0.3m/s 일 때는 6대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시뮬레이션 결

57) 여기서 표준속도란 저자가 실측한 2개 물류센터의 작업속도 평균치라는 의미로 품질 혹은 표준의 인증 

등과는 무관하다



- 144 -

과들은 테스트를 위해서 많은 수의 인원과 장비가 소요됨을 또한 보여준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상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방향전환용 디버터를 활용

하여 최소인원으로 테스트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층형 기계식 물류센터(5,000DC

형)에 제안한 수직트레이 컨베이어시스템의 적정 도입대수를 파악해 보았고 수

직트레이 컨베이어 3대와 화물승강기1대의 설치가 램프웨이를 대체할 수 있음

을 사전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제안한 수직트레이 컨베이어 시스템은 심플한 

구조로 동시, 무인, 연속, 다층작업 지원하여 특정층 반송기 독점으로 인한 입

주사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는 날로 고층화되어 각 

층에 서로 다른 화주가 입주하는 최근의 물류센터에 적합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수직트레이 컨베이어 시스템의 도입과 활용은 기존 

다층형 물류센터의 화물차 통행로와 접안공간을 최소화하여, 건축비 절감과 보

관공간 극대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 기대된다.

Fig. 85 Benefits of vertical tray convey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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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본 연구는 물류센터를 구성하는 공간, 작업, 설비의 요소를 3차원 시뮬레이션 

으로 모델링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와 그 예시를 제시한 것에 다른 연구와 차별

성이 있다. 연구수행의 기법이라는 측면에서는 건축 설계용 프로그램으로 물류

센터와 작업동선을 구현하고, 산업용 시뮬레이터로 물류작업과 수직트레이컨베

이어를 모델링하여 실제에 가까운 물류센터와 물류작업을 구현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가 설명하는 내용과 결과를 바로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다음과 같

은 한계점들이 있다.

먼저, 제시한 가상의 다층형 물류센터는 시뮬레이션 분석시 화물과 작업자의 

이동 동선을 정밀하게 제약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더욱 보완될 사항들이 있다. 

우선, 한국의 경우 많은 물류센터들이 산지(山地)에 조성되어 산의 경사면을 이

용한 진입로를 갖는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물류센터가 갖는 고

유의 여건들이 고려된 물류센터의 레이아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물류활동 모형은 모든 작업자가 단독으로 작업할 경우를 가정하였

고 화물은 유닛로드만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협동작업과 

박스화물에 대한 추가적 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시한 작업의 소요시간은 

특정물류센터의 측정치로 이후의 연구에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능모형과 시뮬레이션 분석은 컨셉설계 결과물을 활용한 점, 물

류센터를 3층으로 한정한 점 등으로 인해 최종제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힘들며, 

4층 이상의 물류센터의 도입에 대한 효율성을 증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형 물류센터 모형, 협동작업 모형, 시제품의 제작과 테스트 등을 

통해 갈수록 다층화·지능화 되는 물류센터의 작업과 설비에 대한 과학적인 시

뮬레이션과 적정계획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향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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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 구조설계 사양서

부록1에서는 수직트레이 컨베이어 시스템의 구조설계를 기능전개 하여 제품컨셉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제시된 제품들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다층형화물이

송시스템 기술개발)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2012년부터 개발에 착

수하였으며 관련 특허권은 덕평물류와 보우시스템이 보유하고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1) 수직트레이 컨베이어 컨셉

(1) 지능형 이송모드

• 수직형 컨베이어 내부의 메인 프레임 및 도르래 등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각 층 동시작업 가능

• 층간 공평한 작업배분 가능

• 물류센터 전체하역 시스템의 자동화가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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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모드는 아래와 같이 구분됨

- 저층에서 고층으로의 이송 - 고층에서 저층으로의 이송

- 각 층의 이송 - 각 층 복합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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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어기 컨셉

• 제어장치

• 터치스크린 제어부를 활용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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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동부 컨셉

• New type carrier : MAIN CHAIN GEAR, 수직형 컨베이어 내부 프레임 및 

도르래, 작동모터의 모습

• 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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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draulic Tilting Fork

• 캐리어 및 IN & OUT FEEDER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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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정성을 확보를 위한 이중 도르레

총 4개의 가이드 레인 세트는 파렛트 테이블이 상하로 파렛트를 이송할 때  이송궤

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부탁된 롤러와 가이드 레일을 통해 전후, 좌우에서 파렛트 테이

블이 정상 궤도를 지킬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주며, 파렛트 테이블의 흔들림도 

최소화시켜 주는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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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감처리 및 Safety

• 안전가드 혹은 안전알람 등을 배치하여 중량물 작업에 따른 인원과 화물을 보호

• 각종 알람, 현재 위치와 이송 층수를 나타내어주는 디스플레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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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하드웨어 컨셉

(1) 수평컨베이어

• (듀얼표준 지원) 듀얼모드(T11형과 T12형)가 사용가능한 스펙을 가짐

• (Energy efficiency) 박스 전용 이송시 파렛트 이송 멈춤, 파렛트전용 이송시 박

스 이송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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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ule) 롤러와 박스용 롤러가 분리될 수 있는 구조

• (User friendly) 끝단부의 마감처리(라운드화)를 통한 작업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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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볼륨체커

• (Multi check) 화물정보+짐상태+무게의 동시 파악이 가능한 구조와 인식

장치들을 가짐, 이를 위해 탈 부착이 용이한 랙형 구조물에 짐상태 파악을 위

한 레이저센서, 화물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바코드리더기를 설치하고 로드셀로  

화물의 무게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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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ctical) 랙형 프레임을 분리시킬 경우 일반 컨베이어로 사용가능

• (Emergency system) 문제화물 검색시 자동으로 제어실 혹은 작업자들에

게 상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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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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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변형 구조) 임시적치 화물의 개수에 따른 확장 및 접힘이 원활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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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재시 알림기능) 2파렛트 이상 적치시 알람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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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 특허출원서

부록2에서는 특허출원의 상세내용을 밝히고자 한다. 특허는 출원명칭이 ‘수직반송기 

및 이를 포함하는 수직반송시스템’이며 2013년 11월에 등록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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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구원 첨단물류시스템 연구단의 여러 박사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말하지 않는 속에서도 자신을 희생해 준 사랑하는 나의 아내 김효정과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리고 부모님! 그 분들의 사랑과 희생

을 양분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한없는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논문으로 많은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쉼 없이 가다듬으며 정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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