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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SCM이란 협력업체로부터 고객까지의 공급 체인

상에서 정보, 물자, 그리고 자금의 흐름을 총체적 관

점에서 통합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1]. 이와 

같이 SCM의 사이클은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이를 고객에게 인도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데, SCM 사이클 상에서 배송 형태는 업체와 창고, 

업체와 고객 그리고 업체와 업체 사이의 배송 형태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SCM 사이클 상에서의 화물 운송을 위해서는 물

류센터, 조직 그리고 차량(항공, 배 등)과 같은 기본

적인 인프라를 요구한다. 이중 물류 운송비는 지속

적인 운송비용을 요구하게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

해 업체에서는 물류운송을 별도의 조직으로 아웃소

싱 하는 3PL 전략이 도출되게 되었다. 물류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물류 운송비를 줄이기 위해 3PL 서

비스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3PL 업체는 물류 운송비 절감 및 물류 운송의 효

율화를 위해 수배송 경로 최적화와 차량 운행 및 관

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와 같이 물류 운송비를 절감하고 물류 운송 계획 효

율성 향상을 위해 물류 산업에 적용 가능한 기술들

이 개발되고 있으며, 본 고에서는 물류 운송비 절감

과 물류 운송 계획 효율화를 위한 기술들로 텔레매

틱스 기술을 이용한 물류 산업 적용 및 적용 서비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텔레매틱스 서비스 개요 

1. 텔레매틱스 서비스 개요 

텔레매틱스(Telematics)란 텔레커뮤니케이션(Te-

lecommunication)과 인포매틱스(Informatics)의 합

성어로, 자동차 안의 단말기를 통해서 자동차와 운전

자에게 다양한 종류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을 의미한다[2],[3].  

텔레매틱스 기술은 (그림 1)과 같이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선 액세스 기술, 텔레매

틱스 단말 기술, GIS/GPS 기술, 차량 관리를 위한 

차량 관리 기술이 있다.  

 (그림 1)은 텔레매틱스 서비스 개요에 대해서 나

타낸 그림으로 차량에 탑재된 텔레매틱스 단말기를 

통해 GPS 위성 또는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 텔레매

틱스 서비스 센터와 통신을 하게 된다. 텔레매틱스 

서비스 센터는 차량에 탑재된 단말기를 통해 수집된 
 

원격/헬프 서비스 

차량 정보 관리 서비스 

위치 기반 서비스 

GPS 위성 

위치 정보 

DMB 기지국 
셀룰러 기지국 

DSRC/WLAN 기지국

통신업체

텔레매틱스 
단말기 

텔레매틱스 서비스 센스 

텔레매틱스 서비스 

(그림 1) 텔레매틱스 서비스 개요 

텔레매틱스 서비스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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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분석하여 위치 기반 서비스 안내, 교통/도로 

정보, 차량 진단 및 관리 그리고 안전운전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는 <표 1>과 같다. 

<표 1>은 기술 관점에 따른 텔레매틱스 서비스에 

대한 분류이며, 적용 산업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분

류 방법이 틀려지게 된다.    

<표 1>과 같이 텔레매틱스 기술을 응용한 서비

스 구분은 위치 기반 서비스, 차량 정보 관리 그리고 

원격/헬프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위치 기반 서비

스는 기본적으로 GIS/GPS 기술, 무선 이동통신망

기술과 LBS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로 차량 위치 추

적과 경로 정보 지원 그리고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

스를 제공한다. 차량 정보 관리는 차량에 탑재된 단

말기를 이용하여 차량의 운행상 나타나는 정보를 획

득하여 차량을 통합 관리한다. 원격/헬프 서비스는 

텔레매틱스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차 사고 통보, 긴

급구난/고장신고, 원격 서비스, 생활/여행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이다[2]-[4]. 

2. 텔레매틱스 기술 동향 

텔레매틱스 기술은 차량 위치정보가 기반이 되어 

차량의 경로 그리고 차량 관리, 상태 관리, 원격 및 

헬프 서비스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차량 중

심의 텔레매틱스 서비스의 기술 동향에 대해 차량 

위치 추적, 교통 정보 관리 그리고 차량 통합 관리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가. 차량 위치 추적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무선 통신망 및 차

량용 단말기를 이용, 차량의 현재 위치와 진행 방향 

등 운행 현황을 중앙 관제 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음성과 문자로 운전자에게 전달 가능하며, 운송중인 

화물위치 및 배송상태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축척별 전자 지도 제공과 GPS 위성의 

위치 정보를 보정하는 맵 매칭(map matching) 기능

은 정확한 위치 측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특히 화

물 운송 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며 배차 관리나 

공차 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LBS는 휴대폰이나 PDA, 정보 단말기 또는 대중

적으로 사용되는 차내 GIS를 이용하여 활성화되고 

있으며, 대중화되는 추세에 있다. 

나. 교통 정보 관리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의 한 분야로 주요 도로

의 교통량과 소통 상황, 건설 공사 및 보수 공사, 사

고 등 돌발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중앙 교통 정보 센

터에서 수집, 분석하고 이를 전자 지도, 교통 방송, 

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제공함으로써 

출발 전이나 운행중에 운전자가 출발지에서 목적지

까지의 최적 경로를 선택하고 운행 계획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의 ITS는 주로 교통과 도로가 중심영역이었 

<표 1> 기술에 따른 텔레매틱스 서비스 분류 

구분 서비스 내용 

위치 추적 및 경로 정보 지원 차량 위치 추적 및 길안내 서비스 
위치 기반 서비스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해당 지역의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차량 운행 정보 기록 차량 운행 및 주행 관련 정보 기록 

차량 상태 관리 정보 차량 및 차량 부착 설비의 상태 정보 관리 차량 정보 관리 

e정비/진단 서비스  차량 이상 여부 원격 진단 

자동사고통보 차량 사고 자동 통보를 통한 후속조치 실행 

긴급구난/고장신고 긴급상황 발생, 고장시 관련 서비스 제공 

원격 서비스 원격잠금, 원격도난추적 서비스 
원격/헬프 서비스 

생활/여행 정보 제공 생활 및 여행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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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GPS를 활용한 위치 정보 그리고 LBS 서비스

를 활용한 위치 관련 정보와 함께 첨단교통관리시스

템(ATMS), 첨단교통정보시스템(ATIS), 첨단대중교

통시스템(APTS) 그리고 첨단화물운송시스템(CVO)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5],[6]. 

다. 차량 통합 관리  

텔레매틱스 기술을 응용한 상용차 텔레매틱스 기

술(CVT)은 자동차와 이동통신이 결합하여 차량안

전과 운전 편의 정보를 제공하고 차량의 상태를 파

악할 수 있는 텔레매틱스와 접목된 새로운 형태의 

기술로 상용차에 텔레매틱스 기술을 적용하여 물류 

운송시 차량 이동 경로를 최적화하고 운송비를 절감

할 수 있는 기술이다[3],[4].  

물류 산업뿐만이 아닌 다양한 산업에 걸쳐 CVT 

기술을 적용할 수 있으며, CVT의 주요 서비스는 다

음과 같다[7].  

• 차량운행기록 

• 차량위치추적  

• 원격진단/제어 

• 내비게이션/배송경로 최적화 

• 차량상태 모니터링 

• 커뮤니케이션 

• 물류관리 애플리케이션 

• 차량통합관리 

텔레매틱스 정의와 같이 텔레매틱스 기술은 지리

정보시스템(GIS), 위치기반시스템(LBS), 지능형교

통시스템(ITS) 등의 정보시스템과 위성망과 유무선 

통신망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통합 서비스이다. 이와 

같이 텔레매틱스 기술은 RFID, USN 등 다양한 기

술적 융합을 통해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기술 융합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에 따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콘텐츠 관련 

업체가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통합 플랫

폼 개발에 따른 기술 융합 서비스 개발이 중요시 되

고 있다.  

Ⅲ. 물류 산업 적용 방안 및 서비스  

동향 

1. 물류 산업 적용 방안 

SCM의 사이클에 있어서 물류 운송에 관계된 아

웃소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고정비와 유

지비가 지속적으로 투자되고, 물류 운송비의 약 

50%를 차지하는 물류 운송에 관계된 비용을 절감

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3PL 기

반의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업체는 기업

의 물류 운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종합 물류 서비스 

제공업체에 있어 물류 운송비 절감과 운송 계획 최

적화를 통한 운송 효율성 향상은 주된 관심 사항이 

되고 있다. 

물류 운송 단계에서의 물류 운송비 절감은 차량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과 경로 

최적화를 통한 유류비 절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운

송 경로에 따른 운송 비용, 차량 관리에 들어가는 차

량 비용 그리고 혼적 운송, 차량 공차율의 감소, 효

율적인 배차를 통한 유휴 차량의 감소가 운송단계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물류 산업에 있어서 차량과 운송 화물의 가시성 

확보를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차

량과 화물의 가시성 확보를 통해 물류 운송상 발생

하는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 설명할 지능형 운송 관리 시스템은 차

량과 화물 가시성 확보를 통한 운송 및 운송망 혁신

을 위한 시스템이다. 현재 새로운 이슈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부 핵심 기술에 대해 연구 개발이 진행되

고 있다. 또한 이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텔레매틱스 

기술을 이용하여 서비스되고 있다. 

(그림 2)는 지능형 운송 관리 시스템의 개념도를 

나타낸 것으로, 가시성, 차량 관리 그리고 운송 계획 

수립을 통해 지능형 운송 관리를 구현한다. 지능형 

운송 관리 시스템의 핵심 기술은 차량 정보와 화물 

정보의 가시성부터 시작한다. 다음은 지능형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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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시스템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이고, 이에 대한 

개념 및 기능에 대해 살펴 본다.  

• 차량/화물 통합 정보 관리  

• 차량 운송/운송망 계획 관리  

• 차량/운송 통합 관제  

가. 차량/화물 통합 정보 관리  

차량/화물 통합 정보 관리는 차량 및 화물에 대한 

운행 그리고 상태 정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다. 차량에 탑재된 통합 단말기로부터 차량 운행, 차

량 상태, 차량 입출고/유휴 정보, 그리고 화물 운송 

적재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차량/화물의 위

치 정보와 상태 정보는 위성망과 이동통신망을 이용

하며, 텔레매틱스 기술과 함께 RFID, USN 기술 등

을 활용한다. (그림 3)은 차량/화물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의 개념 및 기능도이다. 

나. 차량/운송 통합 관제 

차량/운송 통합 관제는 차량/화물 통합 정보 관리

를 통해 획득된 정보를 통합 관제 모니터링 화면에 

나타내는 기술이다. 통합된 화면에 운행중이거나 배

차준비중인 차량에 대해 차량 위치 추적 정보와 차

량 상태 정보, 차량 입출고 유휴에 따른 배차 대기 

정보 그리고 화물 및 화물 상태 정보를 표시한다. 차

량/운송 통합 관제는 차량 운송/운송망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정보를 통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이다. 

(그림 4)는 차량/운송 통합 관제의 개념 및 기능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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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량 운송/운송망 계획 관리 

차량 운송/운송망 계획 관리는 차량에 탑재된 단

말기를 통해 획득된 정보를 이용하여 차량 운송과 

운송망 경로에 관계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지

능형 운송 관리 시스템의 핵심 엔진에 해당하며, 최

적화 알고리듬을 통해 차량 배차, 운송망 경로, 차량 

혼적 운송 계획을 수립한다. 차량 운송/운송망 계획 

관리 기술은 차량/화물 통합 정보 관리에서 관리되

는 정보와 차량/운송 통합 관제 기술에서 관리되는 

통계적인 정보를 활용한다. (그림 5)는 차량 운송/운

송망 계획 관리의 개념 및 기능도이다. 

위에서 설명한 차량/화물 통합 정보 관리, 차량/

운송 통합 관제 그리고 차량 운송/운송망 계획 관리 

기술은 지능형 운송 관리 시스템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핵심 기술들은 설명된 

기능 외 기능에 따른 부가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  

기 설명된 세 가지 핵심기술을 통한 지능형 운송 

관리 시스템의 개념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와 같이 지능형 운송 관리 시스템은 가시성, 차량 관

리 그리고 운송 계획 관리를 통해 물류 운송비 절감

과 화물 운송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위에서는 텔레매틱스 기술과 RFID, USN 등의 

기술을 이용한 지능형 운송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지능형 운송 관리 시스템은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개발되거나 서비스되고 

있는 기술은 텔레매틱스 기능 범주 안에서 개별적으

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그림 2)와 같은 

지능형 운송 관리 시스템 개념 안에서 연구 개발되

어야 한다. 다음은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서비스 동

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2. 물류 산업 적용 서비스 동향 

가. 차량 정보 통합 관리 

차량 정보 통합 관리는 각종 차량센서들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수집, 관리함으로써 다양한 차량 관

리를 가능하게 하는 차량 통합 관리 서비스는 차량

의 주행경로 및 주행거리, 평균시간 등의 차량 운행 

정보관리와 차량에서 전송되는 실시간 차량 상태 정

보관리, 운행정보와 상태정보로 차량 이상 여부를 

진단하고 통보하는 원격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8].  

센터의 서버에 전송된 차량의 정보에서 고장 징

후와 정도가 검출되면 내비게이션 등의 시스템을 통

해 차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적절히 안

내하는 등의 원격 관리 서비스는 차량 통합 관리 서

비스 중에서도 매우 효용성 높은 서비스에 속한다.  

또한 차량 통합 정보 관리 서비스는 보험연계 서

비스, 차량으로부터 얻은 차량 상태 정보, 이동 궤적 

정보, 운전자의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특정 

규칙과 패턴을 추출하여 이에 알맞은 차량 관리, 안

전 관리, 다양한 정보콘텐츠 서비스 및 마케팅 전략

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차량기반 고객관리기술

(vehicle relationship management)과 같은 융합 

서비스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4].  

물류기업에서는 전자운행일지를 분석하여 비용 

정산에서 차량 정비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고 효율적

인 차량 관리와 적정 차량대수 산출 등에 응용할 수 

있다. 

나. 교통 정보 관리 

도로, 차량 신호 시스템 등 기존 교통체계의 구성 

요소에 GPS, 무선통신망 등의 기술을 접목시켜 제

공되는 실시간 교통 정보는 목적지까지 최적 경로 

선택, 운행계획 조정에 응용되어 물류비를 효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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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물류 운영 시스템과 지능형 

텔레매틱스가 결합되어 실시간 교통정보 정도가 아

니라 일기예보처럼 일간, 주간, 연 단위의 물류 교통

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을 통해 물류 운송 계획을 미

리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가능하다[8],[9]. 

다. 차량 위치 추적 

차량 위치 추적은 운송중인 화물위치 및 배송상

태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최근 택

배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상파 LBS 망을 활용, 위치

정보 단말기를 통해 배차관리나 공차관리 외에, 사

전에 배송 차량의 도난을 방지하고 고객에게 배송 

신뢰도를 높이는 안전 시스템 구축에 응용되고 있

다. 증가하고 있는 배송차량 도난 및 사고 발생의 위

험률 하에서, 배송 차량 분실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

과 고객 클레임에 따른 기업 이미지 손상 등을 미연

에 방지하는 데 적용되고 있다[8]-[10]. (그림 6)은 

LBC SOFT사의 위치추적시스템으로 GPS를 활용

한 물류거점관리와 물류업무별 실적관리가 가능하

며, SK에너지 주유차량관제시스템, 대한통운 차량

관제시스템((그림 7) 참조), 농협물류 차량관제시스

템((그림 8) 참조) 등에 적용되고 있다[11].   

라. 배송 경로 최적화 

배송 경로 최적화는 특히 운송회사에서 인건비 

다음으로 큰 연료비를 효과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공간정보 서비스의 하나로, 이를 위한 많은 시스템

이 GIS, GPS, GNSS 등의 기술과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다[9],[12].  

현재 배송경로 최적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인 시스템은 고객이 실시간으로 원하는 배송시간을 

지정하는 배송관리시스템(TMS)이다. 배송관리시스

템은 전자지도를 이용하여 각 배송지의 정확한 위, 

경도를 산출하고, 이에 대한 도달 경로를 도로의 특

성, 가용 차량의 용적, 그리고 배송지의 위치에 따라 

최적 경로와 스케줄을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전세계적으로 전문 물류관리 기업들이 운송비 절감

과 주문접수부터 배송까지 프로세스의 최적화를 위
 

Cell 단말 

GPS 단말 

SMS Server 

Cell 단말 
Gateway 

GPS 단말 
Gateway 

Buffer Module 

DB Connection 
Module 

통신서버 

위치, 부가 데이터 

이동통신 
사업자 

DB 

Map Data 

Map Server 

행정 구역 모듈 

관제 Client 
관제 Server 

좌표변환 모듈 

SMS Client 

Web Page 

Web Client 

Web Server 

(그림 6) LBC SOFT사의 위치추적시스템 

(그림 7) 대한통운 (그림 8) 농협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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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수배송 관리 솔루션을 중심으로 TMS 구축을 검

토하고 있는 추세이다[13]. 

우정물류 역시 우편 배달, 운영을 위한 경로 생성 

및 최적화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다. 캐나다 우정

(Canada Post)은 GIS 기반의 주소관리시스템(AMS)

을 통하여 순로 관리, 배달 네트워크 관리, 배달 스

케줄링 및 예측 등을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Geo 

Route’는 ‘GIRO Inc.’에서 개발한 우편 배달, 운영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로 우편 배달 및 수집과 같은 

point-to-point 경로 계획이 가능하다. 또한 우편물

량에 따른 최적화된 배달 경로 생성, 운송수단 속력, 

도로 속성을 반영한 경로 생성 기능을 제공한다

[14]. 국내의 경우, GIS/GPS를 기반으로 운송차량

의 출발, 지연, 운행 및 장애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우편물류 통합정보 시스템(PostNet)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우편물 흐름 및 자원 운영

을 최적화하고, 각종 장애로 인한 위기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차량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15]. 

Ⅳ. 결론 

물류 산업이 가격 싸움의 늪에서 벗어나 경쟁력

을 확보할 방법은 여러 가지 IT 기술과 접목하여 진

입 장벽을 높이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물류 산업에 

텔레매틱스 기술을 접목하여 물류 프로세스 혁신과 

함께 진입 장벽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

법에 대해 물류 운송 단계에서의 텔레매틱스 기술 

적용 방안을 설명하였다.  

물류 운송단계에서의 운송비 절감과 운송 계획 

효율화 향상을 위해 텔레매틱스 서비스인 차량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한 차량경로 관리 서비스, 차량정

보 관리 서비스, 원격 및 헬프 서비스의 형태로 분류

하여 적용 방안을 설명하였다. 텔레매틱스 기술을 

적용한 차량 위치 추적, 교통 정보 관리, 배송 경로 

최적화, 차량 통합 관리 등의 서비스를 통해 물류 거

점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화물, 정보의 흐름관리로 

물류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물류 운송비 절감이 가

능해질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텔레매틱스 기술 연구를 물류 산업

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물류 산업의 다양성과 프로세

스 복잡성을 고려한 프로세스 혁신부터 수립되어야 

한다. 3PL 서비스의 등장과 함께 3PL에서 제공하

는 서비스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

른 기술 적용 방안이 선행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물류 산업 혁신을 위한 물류 운송 단

계에서의 텔레매틱스 기술 적용 방안을 지능형 운송 

관리 시스템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

능형 운송 관리 시스템 구현을 위해서는 텔레매틱스 

기술, RFID, USN 등의 IT 기술 용합을 통한 통합적

인 프로세스 설계와 기능 구성 그리고 이에 따른 애

플리케이션 기술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  

약 어 정 리 

3PL   3rd Party Logistics 

AMS  Address Management System 

APTS Advanced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ATIS Advanced Traveler Information System 

ATMS Advanced Traffic Management System 

CVO  Commercial Vehicle Operations 

CVT  Commercial Vehicle Telematics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LBS  Location-Based Service 

SCM  Supply Chain Management 

TMS  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 

VRM  Vehicle Relationship Management 

 

지능형 운송관리 시스템:  물류 프로세스, 차량, 적재 

화물에 대한 가시성 확보를 통해 차량 통합 관리 및 

운송 계획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 

텔레매틱스: 텔레커뮤니케이션(Telecommunication)과 

인포매틱스(Informatics)의 합성어로, 자동차 안의 단

말기를 통해서 자동차와 운전자에게 다양한 종류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술 

 용 어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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