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022. 7. 13 ~ 16

로컬 물류 거점 기반 자율주행 배송을 위한 최적 물류 배정 알고리즘 연구
하영호*, 송영은*
호서대*

Optimal Logistics Allocation Algorithm for Autonomous Delivery
for Local Logistics Hub System
Yeong-Ho Ha*, Young-Eun Song*
Hoseo University*

– 택배 배송의 전체시간 중 전달 시간은 26%에서
3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공원형 아파트의 일반화로 택배
배송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로컬 물류 거점과 연계된 자율주행 배송 로
봇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부분의 자율주행 배송
로봇은 한 번의 배송에 하나의 물건만 배송이 가능하나 여러 물
건을 배송이 가능한 로봇을 개발함으로써 배송 로봇의 효율적인
배송을 위해서는 최적 물류 배정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형태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물류 거점에
서 물건을 배송할 때 VRPTW (Vehicle Routing Problem with
Time Window)를 사용하여 효율적인 배송 방법을 제시하고 있
다.
Abstract

1. 서

론

현대 배송 시스템이 발달함에 따라 택배 배송의 경우 자율주
행 배송 로봇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상에 차량
이동을 없앤 공원형 아파트와 같이 택배 차량이 지상으로 출입
할 수 없는 공간에서 배송 로봇을 이용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택배기사가 각 배송 물량을 차에 실어 하루 배송 물량을 모두
전달한 시간 중 이동 시간을 제외한 전달 시간은 배송 전체시간
중 26%에서 32%까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1].
본 논문에서는 전달 시간을 해결하기 위해 그림1과 같이 로컬
물류 거점과 연계된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이용하여 해결한다.
로컬 물류 거점이란 택배기사가 문 앞까지 배송했던 기존 방식
에서 각 지역마다 하나의 거점을 만들어 그 지역의 배송 물품을
배송 로봇이 문 앞 배송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송 로봇은 경
로 설정을 통해 효율적인 배송을 할 수 있다.
경로 설정은 Dantzing et al. [2]에 의해 1959년에 차량 경로
문제 (VRP: Vehicle Routing Problem)가 처음 제안되었다. VRP
는 외판원 문제(TSP: Travelling Salesman Problem)에 여러 제
약이 반영되면서 VRP가 제안되었다. 이 VRP은 많은 변형된
VRP가 나오게 되었다. 그중 VRPTW(Vehicle Routing Problem
with Time Window)를 적용한다. VRPTW는 차량이 운반하는
총 상품 수량을 용량과 함께 고려하며 시간 제약을 통해 하루에
모든 배송을 완료해야 하는 현재의 택배 배송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VRPTW를 사용하여 다양한 배송지 유형에
적용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론

2.1 VRPTW(Vehicle Routing Problem with Time
Window)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VRPTW는 전통적인 VRP 그림2에서
시간 제약을 통하여 주어진 시간 내에 배송을 완료할 수 있게
한다. A. Gupta 와 S. Saini (2017)은 VRPTW를 구성하기 위해
4가지 가정을 하고 있다.
- 클라이언트는 한 번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 각 차량의 경로는 차고에서 시작하고 도착하여야 한다.
- 모든 차량 경로에 대한 수요의 합계는 최대 용량을 초과해서
는 안 된다.
- 클라이언트는 주어진 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
VRPTW의 수학적 모델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if the vehicle k travels from i to j
 
 else
(2.1)
여기서  는 결정 매개변수이다. VRPTW의 목표는
min      
(2.2)
조건은 다음과 같다.
 ≤ ≤
(2.3)
(2.4)
     i∈N 
(2.5)
     i∈N 
(2.6)
     i   k∈K 
(2.7)
    ≤ 
VRPTW의 주요 목적은 총 여행 비용  을 최소화하는 것이
며, 방정식 2.2에 의해 제공된다. 차량이 적절한 시간 간격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는 시간 제약은 2.3에
의해 주어진다. 여기서 [  , ]는 고객 i가 요구한 시간대이
고  는 고객 i와 j사이의 이동 시간이다. 2.4와 2.5는 고객에게
한 대의 차량만 방문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6은 모든 차량 투
어가 depot에서 출발하고 도착하는 것을 의미한다. 2.7에서는 용
량 제한을 제공한다. 즉, 차량이 운반하는 총 상품 수량은 용량
Q보다 작아야 한다[3].








      


 













 









 





 





    













<그림 1> 물류 거점기반 자율주행 배송 로봇 순서도
<그림 2> 전통적인 VRP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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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양한 배송지 유형의 VRPTW

본 논문에서는 앞서 설명한 VRPTW를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형태에 적용해보았다. 승강기가 있는 대형 사무실,
대형 병원과 같은 형태, 한 층에 여러 호실이 있는 복도식 아파
트, 같은 층의 2가구가 승강기를 중심으로 배치된 형태인 계단
식 아파트, 3가구 이상이 승강기를 중심으로 배치된 형태인 복
합식 아파트와 같이 배송지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
다.
대형 사무실, 대형 병원의 경우 그림3과 같이 한 층에 많은
배송지가 있다. 이러한 형태에는 가까운 배송지의 물품을 우선
으로 하여 로봇의 효율적인 이동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복도식 아파트는 대형 사무실의 형태와 비슷하나 그림4와 같
이 각 층에 여러 가구가 있으며, 대형 사무실은 평면 형태이고
복도식 아파트는 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때에 용량이 적은
로봇의 경우 한 층에 여러 대의 로봇이 배송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에는 각 층에 배송해야 하는 물품 중 로봇의 최대
용량을 우선으로 하여 로봇의 수를 줄여야 한다.
계단식 아파트 대부분은 그림5와 같이 1대의 승강기를 중심으
로 2가구가 배치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조로 인해 하나의 동에
여러 층에 배송해야 하는 경우 한 층에 승강기가 머무르는 시간
이 길어지게 된다. 이때에는 승강기의 사용 시간을 고려하여 이
용하거나, 인접해 있는 층을 우선으로 하여 배송을 해야 한다.
복합식 아파트는 승강기를 중심으로 3가구 이상이 모여 있어
서 한 층에 여러 배송지가 있을 경우 복도식 아파트와 같이 최
대 용량을 우선으로 하고 계단식 아파트와 같이 여러 층에 배송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인접해 있는 층을 우선으로 하여 배
송을 해야 한다.
네 가지 형태의 배송지 유형은 공통적으로 로봇이 움직이기
위해서 승강기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승강기의 이용 시간이 적
은 시간대를 고려하여 로봇의 구동과 계획이 필요하다.

<그림 4> 복도식 아파트

<그림 5> 계단식 아파트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물류 거점과 한 번의 배송에 여러 개의 적재가
가능한 배송 로봇을 효율적인 배송을 하기 위해 VRPTW를 다
양한 배송지 유형에 적용하면서 택배 배송에 많은 시간을 차지
하는 전달 시간을 택배기사가 depot까지 배송하고 depot에서 각
배송지에 자율주행 로봇이 배송하여 택배기사의 전체적인 배송
시간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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