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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발전설비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화 시스템 구현에 관한 논문으로, 일반적인 관리항목에는 
자재의 입고 및 출고관리, 구매발주관리, 도면관리, 설비규격관리, 운전자 조작 관리, 수주정보관리, 재
고관리, 생산실적관리, 시스템 관리 정보 등으로 구성된다. 제안된 논문에서는 발전설비 고장진단을 
위한 모니터링 서비스를 RFID 기반으로 지원하는 이벤트 관리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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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GDP 기  세계13 , 

에 지 소비량은 세계10 를 차지하는 수 이다.  

에 지 수  불안에 따른 자원의 고갈 문제가 두

되는 가운데 발 설비, 에 지  환경 산업에 한 

패러다임 설정에 한 연구가 이슈화되고 있다 

[1-2]. 

기존 연구에서, 이병록은 발 설비의 신뢰도를 유지

하기 한 품질 비용 구조에 한 연구가 수행한 바 

있으며[3], 김범신 등은 발 설비 이벤트 리를 한 

시스템 개발에 한 연구한 바 있다[4]. 발 시설의 

이벤트 리 개념은 생산성 하와 련된 방 이

벤트 개념으로 발 되어 왔으며, 정보시스템 보 으

로 컴퓨터 기반의 유지보수 리시스템의 요성이 

증가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리시스템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기반의 진단 련 민감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스템 리, 리의 편이성, 효율성 

등의 증 를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발 설

비 이벤트를 한 리시스템을 개발하 으며, 발

설비 장비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이

벤 트 자 가 

RFID 태그 

정보를 인식

함으로써 이

벤트이력을 

통한 최 의 

이벤트가 가능하도록 RFID 기반 발 설비 이벤트 

리시스템을 설계하고 구 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 발 설비 이벤트 시스템의 

구성을 살펴보고, 3장에서 RFID 기반의 발 설비 

이벤트시스템을 제시하 으며, 4장에서 결론을 맺었

다. 

 

2. 발 설비 이벤트 시스템

  일반 으로 발 설비 이벤트는 고장 발생에 따른 

일상정보로 구분되는 경상이벤트 정비, 고장 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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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상 이벤트 정비 개념의 계획 방이벤트 정

비, 일정한 주기에 따른 이벤트 정비로 구분된다. 이

벤트 정비 활동을 해서는 상 설비의 분류, 설비

의 식별에 한 정보 리가 요구되며 이를 한 기

 정보 리, BOM(bills of material) 리 체계가 

된다. 그림 1에서 발 설비의 이벤트 정비 시스템의 

리를 한 구성도를 나타내었다. 설계된 상  이

벤트 정비 시스템은 자재의 입고  출고 리, 구매

발주 리, 도면 리, 설비규격 리, 운 자 조작 

리, 수주정보 리, 재고 리, 생산실 리, 시스템 

리 정보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1] 발 설비 이벤트 리시스템의 구성도

    3. RFID 기반의 발 설비 이벤트 시스템 

발 설비 이벤트시스템은 오라클DB를 지원하는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연동되며, DB에서는 기 정보

리를 포함한 이벤트 리를 포함한 제반 리항목

이 리되도록 설계되었다. 사용된 RFID 리더는 

MercuryOS 2.3이 용되었으며, GEN2 모드는 태그

와 리더간 역방향 링크 송율이 320Kbps를 제공된

다[5].    

그림 2에서는 RFID 리더와 태그간 송 메시지 

형식  송 데이터 사례를 나타내었다. RFID에서 

제공되는 로토콜 명령에는 ID Read, ID Write, 

Set Password, ID Lock, ID Kill, Data Read, Data 

Write, Data Lock 가 있다. 

[그림 2] RFID 리더와 태그간 송 메시지 형식

RFID 리더를 장착한 모니터링 PC와 클라이언트 

소 트웨어는 이벤트  질의 로세스는 다음과 같

다. 

먼  클라이언트 소 트에어와 리더간 질의를 

해 송되는 정보에는 ID, protocol_ID, antenna_ID, 

read_count, frequency, timestamp 값이 되고 응답 

값으로 0x1|EPC0|1|3|915000|45.3322, 0x2|EP 

C1|2|2|928000|48.2992 값이 반환된다.  

설계된 시스템의 일부 로세스 구성도는 Fig.3에

서 제시하 다. 로세스는 수주입고 등록/조회, 입

고검사 등록/조회, 출하등록/조회, 단가 약 마감, 계

산서발행/조회 리를 포함한 자재 리, 생산 리 

품목이 포함되며, RFID ID 식별체계에 따라 분류되

어 등록 리되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3] 설계된 시스템 로세스 구성도

그림 4에서 설계된 이벤트 리시스템의 메인 메

뉴를 제시하 다.  

 [그림 4] 발 설비 리시스템의 메인 메뉴 

그림 5에서는 고장진단을 한 기기이력 리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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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를 구성한 것으로 RFID ID 식별체계와 상 설비

가 연동되도록 구성하고 ID 식별체계는 모니터링PC

와 서버 오라클 DB가 연동되도록 설계  구 되었

다.  

[그림 5] 고장진단을 한 기기이력 리 메뉴

그림 6에서는 RFID 기반으로 인식되는 상설비

가 특정한 치에서 리될 때 해당 치로부터 이

탈되는 경우 경고를 포함한 리하기 한 모듈을 

설계하여 구 한 메뉴이다. 치 리의 주목 은 

RFID 태그가 설비  장비에 장착되어 불법 인 의

도나 비허가 상태에서 이동 되거나 차단될 경우 

리자에게 경고하거나 알려주는 기능으로 구 되었

다.   

 (a) 구 된 RFID 치 리 화면

(b)실제 용된 RFID 치 리 화면

[그림 6] RFID 연동된 상설비의 치 리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발 설비를 리하기 한 정보화 시

스템 구 에 한 논문으로, 자재의 입고  출고

리, 구매발주 리, 도면 리, 설비규격 리, 운 자 

조작 리, 수주정보 리, 재고 리, 생산실 리, 

시스템 리 정보 등의 정보를 모니터링하기 해 

RFID 기반으로 설계  구 하 다. 구 된 리시

스템은 산학 연구측면에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기반

의 진단 련 주요 정보를 효율 으로 제공함으로써 

시스템 리, 리의 편이성, 성능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유용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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