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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물류업계는 코로나 펜데믹 이후 비대면 활동의 증가로 물류의 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는 인력을 계속해서 투입하고 있지만, 물동량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전알고리즘으로 결정된 최적 배송 순서 기반으로 작동하는 스마트 
자동분류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이 현상을 해결하고자 한다. 해당 시스템은 결정된 배송순서에 맞
게 택배를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근무환경 개선과 물류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한다. 
 

1. 서론 

온라인 시장의 확대와 코로나 펜데믹 이후 비대면 
활동의 증가로 인해 택배 운송은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1]. 또한, 로켓배송, 새벽배송 같이 주문 후 최단 
시간 안에 배송하는 서비스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의 물류를 분류해야 하는 시스템

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물류 업계 측은 인력을 주기

적으로 증원해왔으나 늘어나는 물류량을 따라잡지 못
하는 악순환이 이어졌고 인건비 상승, 인력관리의 어
려움 등과 같은 다른 문제들이 발생했다[2]. 그래서 
최근 업계에서는 휠소터, 영상처리와 같은 스마트 분류 
장비 및 기술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단계인 터미널에서는 아직 택배 분류

와 상차가 사람의 손에 의지하고 있어, 배송기사들의 
근로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 배송을 위한 
최적 경로를 설계하고, 이를 직접 제작한 하드웨어에 
적용해 자동 분류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시스템 개발 

시스템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유전 알고리즘

을 활용한 배송 순서 결정 소프트웨어와 결정된 배송

순서에 맞게 물류 분류 및 상차를 지원하는 하드웨어

로 구성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소프트웨어설계는 
Microsoft 사의 Visual Studio Code 를 사용하여 설계하였

다. 하드웨어설계는 Autodesk 사의 Inventor2022, 
Fusion360, 제어는 Arduino 를 사용하여 설계하였다.  
 
2.1 최적경로 설정  
물류를 배송하기위한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선 배송 

경로를 설정해야 한다. 이는 대표적인 NP-HARD 문제

인 TSP 문제의 단시간 내의 처리를 요구한다. 본 논문

에서는 유전알고리즘[3]을 기반으로 한 경로설정을 제
안한다. 유전 알고리즘의 적합도 점수의 기준으로 택
배기사의 휴리스틱 적 배송경로 설정방식을 사용하였

다. 택배기사들은 배송경로를 설정할 시 현재 위치에

서 가장 가까운 곳을 다음 목적지로 선택하여 배송하

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주목하여 현재 
위치부터 다음 목적지 간의 최단 경로의 거리 합을 
기준점수로 정의한다. 이때 각 후보의 적합도 점수는 
(식 1)과 같다. 

∑ 𝑠𝑖
𝑛
𝑖

∑ 𝑑𝑖
𝑛
𝑖

 (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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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는 현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목적지 까지의 거리의 
합(기준), d 는 후보군에서 다음 목적지 까지의 거리의 
합이다. 이때 적합도 점수가 1 보다 작을 경우 기존보

다 비 효율적인 경로이며 1보다 클 경우 효율적인 경
로라고 정의한다. 

 
(그림 1) 배송경로의 효율성 점수 

(그림 1)는 최적경로 설정의 결과의 예시이다. 세대

당 500 개체수 150 세대로 진행하였을 때 Fitness 

Score가 최대 1.12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유전알고리

즘으로 배송경로를 설정하였을 때 최대 12%의 개선효

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이 데이터를 활

용하여 실제 배송경로의 단축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

로 기대 된다.  
 
2.2. 컨베이어 벨트 

 
 

(그림 2) 컨베이어 벨트의 형태 
 
박스의 이송을 담당 컨베이어 벨트(그림 2)는 전체 

시스템 형상에 적합하게 400mm, 420mm, 520mm, 
600mm, 620mm, 620mm, 960mm 각 7 개의 다른 길이로 
설계했다. 스텝모터와 벨트롤러는 1:56의 감속비로 구
동하고, Arduino 및 스텝모터드라이버로 정지, 이송, 속
도제어를 한다. 
 
2.3. 휠소터 

 
(그림 3) 휠소터의 형태 

분류시스템에서 1차 분류를 담당하는 휠소터(그림 3)
는 BLDC 모터로 상단의 벨트를 구동하고 스텝모터로 
몸체를 회전하도록 설계했다. 분류에 해당하는 박스가 
휠소터 앞 적외선센서에 감지되면 휠소터가 Arduino 를 
통해 스텝모터를 180 도 회전하게 한다. 이로 인해 기
어비가 1:2 인 휠소터 몸체가 90 도 회전한다. 
 
 

2.4. 공압회전분류기 
 

 
 

(그림 4) 공압회전분류기의 형태 
 
분류시스템에서 2차 분류를 담당하는 공압회전분류기

(그림 3)는 삽입부, 회전부, 공압부로 나누어져 있다. 
삽입부는 액추에이터를 이용해 박스를 회전부로 밀어 
넣는다. 회전부는 DC 모터와 제네바 기어를 이용해 
60 도씩 회전동작하고, 넣어진 박스들을 정해진 배송

순서에 맞게 정렬한다. 공압부는 석션패드로 회전부

에 있는 박스를 진공으로 흡착한 뒤 출구 컨베이어 
벨트로 이송한다. 진공을 해제한 뒤 출구 컨베이어 
벨트에 박스를 놓음으로 분류가 종료된다. 
 

2.5. 회전분류기의 최적설계 및 안전성 검토 
 
전체 시스템 내의 최대 부하 및 중량은 공압회전분

류기에 작용한다. 분류기 내 회전부 및 공압부의 안
정적인 작동과 신뢰성 있는 동작을 위해서는 하중계

산, 토크 측정, 안전율 분석 및 경량화가 필요하기에, 
INVENTOR2022 에서 제공하는 응력 해석과 동역학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였다. 
 

 
 

(그림 5) 기존 제네바 기어 회전동작의 시뮬레이션 토
크 값 

 

 
(그림 6) 설계 수정 후 제네바 기어 회전동작의 시뮬

레이션 토크 값 

  
(그림 7) 응력해석을 통한 변형률 및 안전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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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회전부의 경우 작동 시 하중 8.45kg, 토크 
8.7[N-M]가 가해지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그림 5) 최적 
형상으로 재설계 후 회전부에 가해지는 토크를 시뮬

레이션한 결과, 하중은 7.09kg, 토크는 4.7[N-M]으로 
도출되었다. (그림 6) 형상의 변형량과 안전율을 계산

하기 위해, 70N 의 하중과 동역학 시뮬레이션으로 도
출된 토크 값 4.7[N-M]를 부여하였다. 해석 결과(그림

7) 최소안전계수가 4 이상으로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최적설계를 통하여 기존대비 전체하

중은 16.10% 감소, 부하 토크는 46.55% 감소하였다. 
공압부의 최대 부하 및 중량은 진공압과 석션패드

의 지름에 의해 정해진다.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충격하중계수 3.57, 박스의 무게 1kg, 진공압 -75Kpa, 
석션패드 지름 40mm 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최대로 
발생하는 하중은 35N, 셕션패드의 흡입력은 94.2N 로 
도출되었고, 안전계수 2.69 로 진공 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해도 안전하게 이송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2.6. 시스템 제어 
해당 시스템을 제어하기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그림 7). MASTER 로서 Raspberry pi, 노트

북을 사용하며 SLAVE 로 Arduino 를 사용한다. 
MASTER에서 SLAVE로 UART 시리얼 통신을 통하여 
동작할 데이터를 전송하고 Arduino 가 동작을 통해 수
행하는 제어시스템이다. MASTER에서 SLAVE로 Serial 
통신을 전송하기 위하여 QR 코드를 인식하여야 한다. 
이 QR 코드를 인식하기 위하여 Pyzbar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으며, 웹캠과 Python 의 연동 및 전처리를 위
하여 OpenCV 를 사용하였다.  

 

 
(그림 8) master slave간의 제어시스템 구성 

MASTER 간의 통신 및 웹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서버를 다음과 같이 구축하였다. (그림 8) Node.js 를 
통해 MongoDB 데이터베이스 프레임워크를 구축하

였으며 이를 Heroku 를 통하여 호스팅 하였다.  

 
(그림 9) 서버구축 도식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유전알고리즘으로 계산된 최적 배송 

순서에 따라 택배를 분류해주는 스마트 자동 분류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시스템에 

필요한 배송순서를 설정하기 위해 유전알고리즘으로 

물류 최적경로 계산을 수행하였고, 최적설계를 통해  

토크와 하중을 계산하여 컨베이어벨트, 휠소터, 

공압회전분류기를 제작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분류 

시스템을 통해 기존에 사람이 직접 하던 택배 분류를 

대신하게 되고, 상차 과정을 도와줌으로써 업계의 

근무환경 개선 및 물류효율성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선 택배 박스의 크기 및 무게 별 

분류 또한 가능하게 개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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