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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선 통신을 이용한 RFID기반 지능형 모빌랙
Intelligent Mobile-Rack based on R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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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논문에서는 핸들 조작에 의한 이동식 선반인 

모빌랙(mobile-rack)의 기어비 가변구조와 RFID 기
술을 이용한 문서 정보 취득 및 전력선통신(PLC, 
power line communication) 등의 문서관리시스템을 

제안한다.
모빌랙은 이동식 선반으로 수납공간 효율을 향

상시키고 문서를 한정된 공간에 집중보관 및 관리

를 통해 작업능률을 향상시켜 공공기관 문서고 

및 도서관에 적용되고 있다. 
최근 사물에 태그를 부착하여 무선으로 사물의 

정보를 확인하고 주변 상황정보를 감지하는 전파

식별(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이 

등장하여 인터넷 이후 미래 IT 시장을 선도할 기술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RFID 시스템은 사물에 

부착된 tag로부터 전파를 이용하여 사물의 정보 

및 주변 환경정보를 인식하여 각 사물의 정보를 

수집, 저장, 가공 및 추정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RFID 시스템은 칩, 태그, 리더, 
미들웨어 및 응용서비스 플랫폼으로 구성되고 유

무선 통신망과 연동되어 사용된다. RFID 기술은 

기존 바코드(Bar-code) 기술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비접촉식 인식 가능, tag의 재사용, 여유 있는 데이

터 저장 능력 및 동시에 여러 tag를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상품관리를 네트워크화 및 지능화함

으로써 유동 및 물품관리 뿐만 아니라 보안, 안전, 
환경관리 등에 활동되고 있다.1) RFID 시스템에 

사용되는 주파수는 135 kHz 이하 저주파 대역

(LFID, low-frequency identification), 13.56 MHz 고
주파 대역(HFID, high-frequency identification), 
860~960 MHz 극초단파 대역(UHFID, ultra-

high-frequency identification), 2.45 GHz 마이크로파 

대역으로 구분된다.2) RFID는 사용하는 동력에 따

라, reader의 동력만으로 칩의 정보를 읽고 통신하

는 수동형(passive), tag에 탑재된 건전지 동력으로 

칩 정보를 읽고 통신은 reader 동력을 사용하는 

반수동형(semi-passive), 끝으로 칩 정보와 통신에 

있어 tag 동력만을 이용하는 능동형(active)이 있다. 
기존 모빌랙 RFID 시스템으로는 창고 출입 창구와

의 통신 시스템을 RS-485 같은 유선 시스템을 이용

하고 있어 새로운 설비 비용 지출이나 관리 체계가 

필요하여 이를 간략히 구성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최근 계량기 사업이나 가전업체를 중심으로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중심으로 전력선 통신(PLC, 
power line communication)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3) 이는 기존 전력선 설비를 통신선으로 공용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케이블 설치에 대한 부담이 

적고 관리가 용이한 장점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과도한 적재로 인한 

핸들 조작력 경감을 위해 2단 가변형 모빌랙을 

제안하고 문서나 적재물의 관리를 위해 전력선 

통신을 이용하여 RFID의 정보 관리시스템에 전송

하는4) 지능형 모빌랙을 제안한다.

2. 지능형 모빌랙 시스템 구성

모빌랙은 선반과 이를 지지하는 프레임, 하단 

롤러와 롤러 하우징으로 구성되며, 톱니바퀴와 체

인 등으로 연결된 전면부 핸들의 회전 조작을 통해 

좌우로 이동된다.
2.1. 기어비 가변구조

핸들(hand wheel)과 구동축(whee)과의 기어비를 

식 (1)과 같이 정의할 때, 기존 고정 기어비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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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wo step variable gear ratio

0.4375이며,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은 2단 기어비 

변경 구조를 제안하여 빠른 이동시 1.6571, 과부하

에 대한 핸들 조작력 경감 시 0.4433의 기어비를 

갖는다.
               (1)

2.2. 모빌랙 이동용 roller 및 housing

Fig. 2  Roller and housing

모빌랙은 fig.2와 같이, groove형 베어링을 적용

하여 하우징(housing)에 고정된다. SPCC 소재 적용

한 선반 당 최대 하중 80kgf을 고려하여 총 400kgf의 

수직하중에 대한 유한요소 강성해석 결과, 롤러 

및 하우징의 최대변형량은 0.0719mm, 최대응력 

69.354 MPa로 항복강도 250MPa 이내이며, 선반의 

최대 처짐량은 1.091mm, 최대응력은 10.45MPa를 

나타났다.
2.3. 전력선 통신을 이용한 RFID 기술

Fig. 3  The RFID system configuration

Fig. 4  RFID Host module using PLC
전력선 통신을 이용한 RFID기반 문서 관리시스템

은 fig. 3과 같이, 모빌랙에 부착된 reader모듈, tag 
초기화와 RFID정보를 수신하는 host모듈, 전용관

리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관리PC 등으로 구성되

고 reader-host 모듈 간 정보는 전력선통신을 이용하

여 fig. 4와 같이 제작한다.

3. 결론

본 논문은 핸들 조작력 감소를 위한 기어비 가변

형 구조를 제안하였고 이를 적용한 모빌랙의 롤러/
하우징, 선반 등의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강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문서관리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RFID기반의 문서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무선 통신 대비 공간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전력선 

통신을 적용하였다.

후기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 공정혁신지원사업 ‘RFID
기반 지능형 모빌랙 개발’ 사업의 지원으로 연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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