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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RFID기술은 이미 신분증, 교통카드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 UHF 대역의 RFID 기술은

물류, 유통, 보안 분야에서 많은 시스템들이 개발되어 왔다. 또한, 사람에 의해서 관리되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총기, 보석과 의약품과 같은 특수자산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

스템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하게 관리되어져야 하는 특수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하며, 자산의 유통 경로 및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특수자산 관리 시스템을 개발

하고자 한다.

시스템의 형태는 캐비닛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캐비닛이라고 한다. 스마트 캐비닛은

RFID, 다양한 센서, 지문 인식, 스마트카드 등의 기술을 통합하여 특수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관리 서

버와의 통신을 통하여 자산의 실시간 감시, 이력 관리, 유통 경로, 보안로그 등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자산 관리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총기 및 의약품 관리 스마트 캐비닛을 개발하였으며, 이에 대한

효용성 및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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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FID technology is already used in the various application fields such as identification card,

traffic card and etc. Many RFID application systems using UHF have been developed in the field

of asset management, logistics and security. Because a human being can make mistakes, we

need the system that can efficiently manage the special assets such as small arms, jewelry and

medicine and can monitor them in real time. In this paper, we proposed a special assets

management system to keep assets in safe custody, to monitor their safety status in real time

and to manage distribution channels and history of those assets.

The developed system is called Smart Cabinet because it has cabinet's form. Smart Cabinet

integrates such technologies as RFID, smart card, fingerprint recognition, several sensors and

LCD display in order to provide the functions for special asset management. Those functions

include condition monitoring of assets, traceability management, distribution channels and

security logs, which are to interact with a management server. The article demonstrated the

potentiality of RFID by presenting special asset management solutions dedicated to guns and

medicine management, and also showed the effectiveness and possibility of those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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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은 모든

사물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객체인식이라 할 수

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무선인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하여 물품에 부착된 전자 태그

(RFID Tag)를 식별할 수 있는 무선통신 기술로 자동인

식 기술 중의 하나이다. RFID는 차세대 유비쿼터스 사

회의 핵심기술이며, 최근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와 함께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술이

다. 또한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기반으로 일상생활의 사

물들, 어플라이언스, 상품들, 기업의 생산, 물류, 판매,

고객 관리 등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기기나

시스템들이 모두 지능화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됨으로써

매우 다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타나고 있다.

RFID는 자동차, 화물, 가축 등에 개체를 식별하는 전

자 태그 정보를 부착하게 하고, 이렇게 부착된 정보를

비 접촉으로 해독하며, 기존의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자

동화하게 한다[1-3].

RFID 시스템을 이용한 응용은 매우 다양하게 적용되

고 있으며, 대규모 서비스 측면에서 적용되고 있다. 적

용되는 분야를 살펴보면, 우정공사에서 네트워크간의

우편물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 월마트

(WalMart)에서 바코드를 대신하여 케이스 및 팔레트에

RFID 태그 부착외에항만, 화물 유통망에 이용하고 있

다. 또한 축산, 의료분야, 도서 관리 분야 등 다양한 분

야에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관리 서비스 측면에서의

적용은 RFID 태그 및 칩 가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태그 가격

이떨어지고 있어빠르게확산되고 있는것은 사실이다

[4-7].

RFID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박스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진행되고 있다. 특히산업사회에서 자산이나 물품

에 대한 점검은 항상 일어나는데 이에 따른 노력과 비

용은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 특히 단순 반복적인 일을

사람이 하다보면 에러도발생하고, 실수로빠트리는 경

우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많은 노력과 비용

을줄이고, 에러없이조용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

는 방법이 스마트박스(Smart Box)의 개념이다[11].

본 연구에서는 총기 및 무기류와 같은 금속 제품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의약품 및 귀금속 등 다양한 특

수 자산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스마트 캐비닛을 개

발하는데 있다. 또한 기존의 개발된 모형들이 13.56Mhz

에서 동작하는 RFID TAG를 주로 사용해 왔으나 본 연

구에서는 900Mhz에서 동작하는 TAG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은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스마트 박스에 대

한 관련연구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3장에서는 스마트

캐비닛에 대한소개, 4장에서는 개발 결과 및 분석을 하

였으며,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스마트박스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응

용들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런응용들은 서로의 공통점

이 있으며, 사용자 및 관리하는 물품에따라 서로가 다

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기본적인 특징은 내부의 물품

에 대한 사항을직접열어보지않고 자동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지 즉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각각의

응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eb Luggage는 수화물 가방에 있는 자신의 물품을

관찰하는 것으로 외부의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서 물

품을볼 수 있다. 물품의 정보를 통해서 사용자가 필요

로 하는 물품이 정확히 들어있는지 알 수 있다. Magic

Wardrobe는옷장에 있는옷에 대한 정보를알수 있으

며, 계절에 따라 필요한 옷이 있는지 파악하고, 사용자

의 스케쥴에따라입어야 할 적당한옷이 있는지알수

있다. Smart Shelf는 선반에 있는 부품을 모니터하여

채워야 할 물품 있는지, 무엇을채워야 하는지알수 있

다. 조립 라인에서 조립하는 상황에 따라서 부품이 사

용됨에 따라없어진부품의 정보를알 수 있으며, 부품

이 없는 경우에 경고 메시지를 주어 미리 부품을 채워

넣을 수 있도록 한다. Magic Medicine Cabinet은 캐비

닛 안에 있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필요한

의약품이 있는지 판단한다. 혈압측정기 등이 부착되어

있어혈압에따라 의사를불러야 할것인지, 캐비닛 안



RFID를 이용한 특수 자산 관리 시스템 개발 35

에 있는 약품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Smart Surgical Kit는 외과의사가 수술을 하기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수술을 시작하

기 전에 수술도구가없는 경우를없앨수 있다. Smart

Toolbox는 툴박스에 있는 도구들을 점검하여 주고, 만

일 공구가없다면없는 공구를알려주어 공구함이항상

적정한 상태로 유지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이

Smart ToolBox의 사진이다.

그림 1. Smart ToolBox

Smart Fridge는냉장고 안에 있는내용물에 대한 모

니터링을 기본으로 하며, 냉장고 안에 있는 식품의 유

효기간을 체크하고, 식품의 성분 중에알러지 가능성이

있는 성분을 파악하여 사용자에게 경고하여 준다

[4][10-14].

이런스마트박스들의 공통점은먼저, 응용에 대한 정

의가명확하다는것이다. 모든 물체는 스마트박스의내

부 혹은 외부에 존재하며, 내부에 있다면 시스템에 의

하여 자동으로검색된다. 두번 째는 시스템 근처에 있

는 사용자에 의하여 운용된다는 점이다. 사람에 의해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을 해야 하는데 스마트박스

가 자동으로 대신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사용자는

시스템의 근처에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상황

(온도와 같은 정보)을 센싱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관리

물품의 특성과 서비스에따라 다르지만센서를 통해 스

마트박스의 상태를 파악한다.

스마트박스들의 다른 점은 박스의 형태나 컨테이너

의 구조가 다르다는 것이고, 센서의 종류, 물건의 특성

과 역할이 다르며, 각각의 스마트박스에추가적인 서비

스들이 있다는 것이다[13][15].

기존 스마트 박스는 사용자의 편의성만을 고려하였

으며, 보안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저속의

13.56Mhz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소량의 물품을 위주로

하고 있다. 또한 통신 기능을 통한원거리 제어 및 모니

터링 기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8].

본 연구에서는 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도난, 분실

을막기 위한 스마트카드 및 지문인식 시스템을도입하

였으며, 파손을막기 위하여온도, 습도, 진동 센서를 이

용하여 상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RFID TAG 정보를

이용하여 보안, 물품의 이력관리 및 입출력 관리가 자

동으로 이루어지며, 원거리에서 모니터링 가능한 고도

화된 스마트 캐비닛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RFID 전자태그는 IC칩과 안테나로 구성되는데 사용

주파수별로 태그의 인식거리 및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전자태그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1. RFID 태그의 특성

주파수

저주파 고주파 극초단파 마이크로파

125.134M
Hz

13.56
MHz

433.92
MHz

860-960
MHz

2.45GHz

인식
거리

60Cm 
미만 60Cm이하 50~100m 3.5~10m 1m이내

특성 고가
저속

중저가
짧은 

인식거리
저속

긴 인식거리
최저가

다중태그인
식

성능우수
환경에 

영향이 큼

방식 수동 수동 능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RFID Tag의 주파수에따

라 인식거리 및 인식 특성이달라지기 때문에 적용되는

주파수를 적절히 선택해야 한다. 전자태그는 다중태그

인식 능력이뛰어나며, 성능이 우수한 900Mhz 대의 주

파수를 사용하는 전자태그를 이용하여 캐비닛 안에서

신뢰성 있는 인식률을 갖도록 한다. 이때 특수 자산들

의 특징에따라서금속및액체에 대한 영향을 많이받

기 때문에 TAG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금속 및 액체에

영향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스마트 박스형태의 서비스를 보면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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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MHz에서 동작을 하도록 개발되었지만 본 연구에

서는 900MHz대의 TAG를 사용하여 한번에 많은량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안테나의 형태도 단순화

시킬 수 있었다.

Ⅲ. 스마트 캐비닛 시스템
1. 스마트 캐비닛 시스템 개요

본 시스템은 RFID TAG를 이용하여 특수자산을 관

리하기 위한 스마트 캐비닛을 개발하는것으로 전체 시

스템을 보면 [그림 2]와 같다. 스마트 캐비닛과 관리 서

버로 구성되며, 스마트 캐비닛은 특수 자산을 RFID 태

그를 이용하여 관리하며 물품의 제고, 입출고, 사용권한

인증, 경고, 로그의저장 등의 기능을갖는 지능형 캐비

닛이다. 스마트 캐비닛은 보관된 물품에 대한 이력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관리

서버는 스마트 캐비닛의 상태 및 관리, 캐비닛들 간의

물품 보관 현황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2. 스마트 캐비닛
스마트 캐비닛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하드웨

어인 캐비닛 케이스, 제어장치(통합보드), 실시간 모니

터링과 스마트 캐비닛 관리를 담당하게 될 관리서버로

나누어진다.

그림 2. 스마트 캐비닛 시스템 전체 구성도

2.1 캐비닛 케이스
캐비닛 케이스는 철제 캐비닛을 사용하며, 특수자산

인 총기 및 의료 시약, 보석 등을 수납할 수 있도록 내

부 구조를 제작하였다. 총기인 경우에는 크기에따라서

5~20대의 총기를 보관할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하며 화재

및도난에충분히견딜수 있도록 제작한다. 의료시약

과 보석인 경우에는 100~200여 개의 시료들이 저장되

도록한다. RFID 태그를금속표면 상에설치하는 경우

에는 안테나와 태그에 영향을 주나[9] 보안상의 이유로

철제로 제작된 만큼 태그가 철제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바닥 면과 총기 받침재료는목제와 플라스틱으로 제작

하였다. [그림 3]과 같이 통합모듈을 문에 부착하여

LCD를 통해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였다. [그

림 3]의 오른쪽부분은 통합보드와외부 인터페이스 보

드가 실제 설치된 것을 보여주며, 왼쪽 부분은 LCD

Screen, 스마트카드, 지문인식장치, 외부 제어 인터페이

스를 장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스마트 캐비닛 케이스

2.2 통합모듈
스마트 캐비닛의 제어모듈인 통합모듈은 RFID 모듈,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듈, 통신 모듈, 센서 모듈, 인증 모

듈로 나뉜다.

RFID 모듈은 900MHz 주파수 대역으로 스마트 캐비

닛내에 존재하는 RFID TAG를 무선으로읽어내는 모

듈이다. RFID 모듈에서 중요한 부분은 캐비닛에 있는

자산에 부착되어 있는 TAG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

어야 한다. 이때 안테나의 특성과 안테나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TAG에 대한 정보를 신뢰할 수 있게읽고, 중

복해서읽은 TAG에 대한처리, TAG Reading 속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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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안하여 설계하였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내장형 OS인 Win-CE 기반으

로작동하는윈도우환경에서 적은량의메모리내에서

동작하며, LCD 화면을 통해 그래픽환경에서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입력 장치

로는 터치스크린을 이용한다.

센서모듈은 온도센서, 습도 센서, 충격센서가 있다.

온도센서는 스마트 캐비닛내의온도를 실시간으로 체

크하여 캐비닛내에 있는 보드 및 여러장비의 동작가

능 범위 내에서 동작토록 하고, 내부에서 발생되는 발

열량을 체크한다. 습도센서도 보드 및 물품의 가용 저

장 습도를 체크한다. 충격 센서는 캐비닛의 급격한 움

직임 정보를 체크함으로써 캐비닛의 움직임, 기울어짐

등을 체크한다. 센서 모듈에서는 허용 가능한 범위를

지정하여 그 범위를 벗어나면 관리자에게 경고를 하도

록 한다.

인증모듈은 캐비닛에 접근하기 위한 제어장치로써

디지털도어락, 스마트카드, 지문 인식 장치가 있다. 캐

비닛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카드, 지문인식, 비밀

번호 와 같이 여러인증 장치들을 통과해야만한다. 디

지털도어락은도어의열림과닫힘이벤트를 통해 보드

의 로그인, 로그아웃의 상태를만들어내고 인증이 완료

된 경우 자동으로 열리게 된다.

2.3 관리 서버
관리 서버는 스마트 캐비닛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

며, 네트워크 상태에서 캐비닛과의 동기화, 캐비닛의 상

태를 분석하여 관리자에게 통보한다. 또한 캐비닛과 통

신을 통해 캐비닛에서 필요한 정보를 전송하여 주고,

캐비닛에서 전송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정보를갱신하고, 로그 데이터를저장한다. 관리 서버의

모듈은 [그림 4]와 같이 이루어져 있다.

관리 서버는 Smart cabinet Manager와 Database

Manager에 의해 캐비닛과 물품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

지며, Integrated management에 의해 캐비닛과의 동기

화, 실시간 모니터링, 상태 분석,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을 지원한다.

그림 4. 관리 서버 구조도

Ⅳ. 스마트 캐비닛의 개발 및 분석
스마트 캐비닛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MP2530F

개발 보드를 사용하였으며, windows CE 5.0버전을 탑

재하였다. 내장형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개발

도구는 Visual Studio 2005버전에서 제공하는 내장형

플랫폼을 이용하였고, RFID Reader는 ThingMagic사

의 MERCURY5e를 사용하였다. 본 시스템에 적용된

RFID Reader에는 2개의 안테나를설치하였다. 또한 지

문인식장치는 슈프리머사의 SFM300시리즈를 사용하

였으며, RFID TAG는 900MHz(UHF) TAG를 사용하

였다. 관리 서버는 Microsoft MFC를 이용하였으며, 데

이터베이스는 MS-SQL을 이용하였다.

통합 보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CDMA 모듈, 3개의

센서, RFID 리더, 지문 인식기, 스마트카드 리더 등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리얼분배 장치가 필요하

여 주변장치제어보드는 별도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1. 스마트 캐비닛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캐비닛 양쪽에 2대의 안테나

의 장착하였다. 총기, 의료 및 귀금속과 같은 물품들이

철제 캐비닛 안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식의 신뢰성

을 높이기 위하여 2대의 안테나를 적용하였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 Vol. 11 No. 638

그림 5. 스마트 캐비닛

통합보드는 ARM기반 CPU를 장착하고 있으며, 7인

치 LCD 모니터, 랜을 지원하는 보드를 기본으로 지문

인식장치, 자산 관리를 위한 RFID Reader, 스마트카드

인식을 위한 RFID Reader, Sensor 보드, 전원장치를 연

결하여 사용하였다. 각 센서 및 Reader 장치는 시리얼

포트를 이용하였다.

[그림 5]는왼쪽은 총기형 스마트 캐비닛이며, 오른쪽

은 의료용 스마트 캐비닛을 나타낸다. 자산에 따라 내

부 구조를 달리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6]은 통합보드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왼쪽은 주 보드와 스마트카드 인식 장치, 지문

인식 장치 연결모습이며, 오른쪽은 센서연결 보드와

RFID Reader, 전원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

준다. 스마트 캐비닛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각 장치들의

디바이스와 다중 시리얼 연결을 사용하기 위한 부분이

난제였으나 시리얼연결 보드를 제작하여 해결하였다.

그림 6. 통합보드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스마트카드, 지문인식, 비밀번

호의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 상태가 되도록 하며, 디지

털도어가닫히는 시점을 로그아웃의 상태로처리한다.

사용자는 일반 사용자와 관리자로 구분되며 일반사용

자는 자산조회, 입출고 기능을 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자산 조회, 입출고 기능 외에 로그 조회, 센서 정보 변

경, 스마트 캐비닛의 설정 변경, 자산 변경을 할 수 있

다. 로그 조회는 네트워크 모드인 경우에는 관리 서버

로부터 로그 정보를 수신하고, 독립 모드인 경우에는

자체 저장된 로그 정보를 보여준다. [그림 7]은 스마트

캐비닛의 LCD 화면을 나타낸 것이며, [그림 8]은 스마

트 캐비닛의 문을열지않고 자산의 상태를조회하는 화면

이다.

그림 7. 스마트 캐비닛 LCD화면

그림 8. 스마트 캐비닛 자산조회화면

RFID Protocol은 EPCglobal class 1 Gen 2를 지원하

며, TAG의 인식거리는 안테나의강도가 6 dBi에서 9m

정도까지 인식이 가능하다. 또한 최대 TAG를 읽는 속

도는 1초당 100여개 정도이며, 보통 3초간 100개의

TAG를읽을 수 있다. 특히 RFID TAG를 인식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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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리더기가 중복으로 TAG를 인식

하기 때문에 중복된 TAG의 인식이 반복되어 원하는

시간내에 태그를 인식하지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2. 관리 서버
관리 서버는 네트워크 상에서 대기 모드로 스마트 캐

비닛의 연결을 기다린다. 스마트 캐비닛과의 연결이 이

루어지면 세션을열고 캐비닛과의 동기화를 통해 스마

트 캐비닛과 자산정보를 일관성 있게 유지한다. 세션이

열려 통신이 시작되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관리 서버는 초기 화면으로 [그림 9]와 같이 캐비닛

리스트와 캐비닛 상태를 보여주며, 실시간 데이터로갱

신한다. 캐비닛 리스트에서는 2대의 스마트 캐비닛을

관리하고 있으며, 첫캐비닛이 네트워크 모드로 동작하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두 번째 캐비닛은 독립모

드로 실행됨을 알 수 있다. Cabinet Status는 캐비닛의

센서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총기의 관리 상태를 보

여준다. 현재는 8대의 총기 중에서 7대의 총기가 반출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런상황은 로그 데이터에

기록되어 있다.

그림 9. 관리 서버 화면

[그림 10]은 관리 서버에서 스마트 캐비닛의 정보를

관리하는 화면으로 캐비닛의 리스트를 보여주며, 캐비

닛의 자산 목록을 보여준다. 또한 캐비닛의 자산들에

대한 관리를 원격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림 10. 관리서버 캐비닛 관리

3. 실험 및 분석
실험은 RFID 태그를 부착하여 스마트 캐비닛에서 물

품의 입출고를 반복하면서 인식률을 측정하였다. 총기

관리인 경우에 많은 수의 데이터 보다는 적은 수의 태

그를 얼마나 확실히 읽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총기

및 무기류에 대한 실험으로 본 실험에서는 [표 2]에서

와 같이 8~30개의 태그를 1000회 이상 인식실험을 한

결과 100%의 인식률을 보였다. 의료용 캐비닛인 경우

에는 100개의 태그를 1000회 이상 실험하였다.

태그의 수 8 10 15 20 25 30

인식율
(%) 100 100 100 100 100 100

표 2. 총기 캐비닛의 인식률

많은 수의 태그를 인식하는 과정에서는 1초당 100 ～

200개 이상의 태그를 인식하고 있으나 서로 다른 태그

를 인식하는데 있어서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 [표

3]에서 와같이 3초의 지연시간을 두었을 때는 93%의

인식률을 보이다가 지연시간을좀더두었을 때 99.7%

까지 인식됨을 보인다.

인식시간
(초)

3 4 5 6 7 8 9 10

태그인식율
(%) 93.0 94.0 96.6 98.7 99.1 99.4 99.6 99.7

표 3. 의료 시약용 캐비닛의 인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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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상의 문제점은 캐비닛의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입고와 출고가 이루어지는데 디지털 도어록에서 들어

오는 문닫힘이벤트가 발생한뒤에잠시 지연시간을 두

고 RFID 태그를읽는 과정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스마트 캐비닛의 관리 측면에서 100%의 인식률

이 되어야 상용화가 가능하리라 본다. 현재 100%의 인

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UHF 주파수를 이용하여 대

량의 태그를 읽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태그의 진열 상

태 및 사각 지대의 존재 등이 있는것으로 보인다. 현재

실험에서는 물품의 각도, 안테나의방향을 한방향에서

만 실험하였으나, 실제 물품에 따라서 각도 및 안테나

의 감도 등을 보완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본다.

또한 보안 측면에서는 스마트카드와 지문 인식기를

이용하여 문을열기 때문에행위자를 정확히파악할 수

있으며, 입출고에 대한 이력이 정확히 남기 때문에 현

재 물품의 재고 및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서 보안

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Ⅴ.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RFID 기술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스마트 캐비닛을 개발하였다. 인

간에 의하여 처리되는 물품에 대한 점검 및 로깅은 에

러의 발생가능성과 실수 유발성이 높다. 하지만 RFID

무선 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항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캐비닛의 개발로 인해 자산의 안전한 관리

와 보안 관리의 고도화를 높일 수 있었다.

900MHz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 많은 량의 태그를

한번에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입/출고에 대한

이벤트처리를 통하여 자산 관리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RFID Reader의 성능과 안테나의 위치 및 특성에 따라

태그의 위치들을조정한다면 인식결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본다. 특히상용화단계에서는철제 캐비닛에서

의 태그 인식에 대한 문제를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연구로는 여러가지 특수자산에 대한 관리 서비

스 및 본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들을 보

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웹 환경에서 스마트 캐비닛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원격관리에 필요한

모델 및 대량의 태그를 인식할 수 있는 기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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