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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존의 전산 장비 관리 시스템은 전산실에서 문서로만 관리되던 장비 정보들을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
록 만들어졌다. 하지만 문서로 정리된 장비들을 전산화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 등록할 수 있는 장비에 
한계가 발생하고 필요한 장비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등록된 장비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인
지 확인하는데 불편함을 초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산 장비 관리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구현한다. 이를 위해 기존 전산 장비 관리 시스템을 전반에 걸쳐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시스템을 
사용하는 공무원과 관리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구현하였다. 성능평가
에서는 기존 시스템의 장비 등록 수와 장비 검색 정확도를 비교하여 개선된 시스템의 효율성을 입증하였다.

■ 중심어 :∣장비 관리시스템∣전산화∣재설계∣장비 등록 수∣장비 검색 정확도∣
Abstract

The existing computer equipment management system is designed to computerize and manage 
equipment information that was managed only by documents in the computer room. However, the 
existing system focuses on computerizing the equipment arranged in the document, so there is a limit 
to the equipment that can be registered and it is difficult to find the necessary equipment. In addition, 
it caused inconvenience to confirm whether the registered equipment is currently used. In this paper, 
we redesign and implement the computer equipment management system to solve the problem. For 
this purpose, the existing computer equipment management system was thoroughly analyzed 
throughout, and the system is designed and implemented to improve the system by reflecting the 
opinions of public officials and management companies using the system. In the performance 
evaluation, the efficiency of the improved system is proved by comparing the number of equipment 
registrations and equipment search accuracy of the exis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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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기존 전산실에서는 장비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존
재하지 않아 장비들의 정보들을 정리하여 문서로 관리
하고 있었다. 전산실에 존재하는 장비들을 모두 문서로 
관리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장비를 체
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1-3]. 전산실에서 관리하는 장비 및 시스템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 장비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초창기 방식은 장비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등록 방식에만 중점을 두다보니 
장비를 등록할 때 기본적인 정보만을 입력하고 장비의 
세부적인 정보는 첨부 파일로 올릴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었다[4][5]. 따라서 필요한 장비를 검색할 경우 
기본적인 정보로만 검색을 하게 되어 기본 정보가 비슷
한 장비가 많을 경우 필요 장비를 찾는데 소요되는 시
간이 증가되고 해당 장비가 시스템 상에 등록이 되어있
다 해도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중복된 장비를 
등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장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었다[6-8]. 

장비 등록 시 기본적인 입력사항을 더 추가하여 입력
하고 입력 사항 이외의 내용은 첨부 파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초창기 때 보다는 더 
많은 장비를 등록하고 검색할 수 있게 되었지만 추가된 
입력 사항인 장비 구성 정보들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
하여 값을 불러와 등록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
비를 등록하는 사람에 따라 같은 정보를 입력하더라도 
표현되는 방식이 달라 다른 장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
았다. 어떤 종류의 장비를 등록해도 입력 사항이 고정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과 같이 첨부 파일로만 정보가 
대체되는 장비가 여전히 존재하여 불편함을 초래하였
다. 또한, 여러 사람들이 시스템에 여러 장비를 등록하
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장비를 파악하는 데에도 어려움
이 발생하였다[9][10].

RFID는 소형 전자 칩을 이용해 무선 주파수 인식을 
통한 자동인식 기술로써 전자 태그를 사물에 부착하여, 
사물이 주위상황을 인지하고 기존 IT 시스템과 실시간
으로 정보 교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11]. RFID 시스템은 태그, 안테나, 리더기 등으로 구

성되며 태그와 안테나는 정보를 무선으로 수미터에서 
수십미터까지 보내며 리더기는 이 신호를 받아 상품 정
보를 해독한 후 컴퓨터로 보낸다[12][13]. 보내진 자료
는 인식한 자료를 컴퓨터 시스템으로 보내 처리된다. 
그러므로 태그가 달린 모든 상품은 언제 어디서나 자동
적으로 확인 또는 추적이 가능하며 태그는 메모리를 내
장하여 정보의 갱신 및 수정이 가능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이용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장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시
스템을 재설계하고 구현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용
자에게 장비를 종류별로 등록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장
비 등록 시스템을 제공하고, 입력된 장비의 정보를 모
두 검색할 수 있는 확장검색 시스템을 제공하여 장비 
검색의 정확성을 높였다. 또한, RFID를 도입하여 시스
템에 등록된 장비와 실제 사용 중인 장비를 비교하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사용자는 여러 종류의 장비를 등록하
고 필요한 장비를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며 현재 사용
하고 있는 장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본 논문과 
관련된 기존의 전산 장비 시스템을 분석하고 기존 방식
의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설명한다. Ⅲ장에서는 요구사
항 및 불편사항을 바탕으로 시스템의 구체적인 설계방
향을 게시하였고, Ⅳ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현 
환경과 구현된 결과를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
는 본 논문의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하여 기술한
다.

II. 관련 연구

1. 기존 전산 장비 관리 시스템
[14]에서는 권리자를 통해 소프트웨어 및 전산 장비

의 각종 사항을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
안하였다. 제안 시스템에서는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PC 관련 기기들에 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
고 웹을 통해 신속한 검색 및 수리 조치를 가능하게 한
다. 각 소프트웨어 열람 시 설치된 장비와 대여 가능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장비 이력 대장을 통해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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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및 수리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15]에서는 RFID를 이용하여 재물 조사를 실시하고 

물품의 변동 사항을 실시간 추적하기 위한 자산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관리 대상 물품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PC 운용 프로그램을 통해 재물 조사를 수행
한다. 고정형 리더를 이동시킬 수 있는 운송체를 개발
하여 물품 관리를 수행한다. 

[16]에서는 학교 단위로 RFID를 활용하여 기자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제안 시스템은 
모든 기자재와 비품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RFID 리
더기를 통해 자산 이동, 자산 처분, 재물 조사, 자산 현
황, 재물 조사 등을 수행한다. 관리자가 기자재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자재 파악 및 구매, 반
출, 반입 등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17]에서는 QR 코드(Quick Response Code)를 이
용한 웹 기반의 IT 자신 관리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스
마트폰과 태블릿에서는 QR 코드 스캔 응용을 이용하
여 IT 자산 정보를 전송하고 PC에서는 직접 자산 코드
를 선택하여 IT 자산 정보의 변경 이력을 등록하고 관
리한다. IT 자산 고유 번호를 QR 코드를 통해 입력 받
아 웹 브라우저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 조회 및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18]에서는 예산 및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자산 관리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소규모 사업장 
특성에 맞도록 자산 관리 규모를 간략화하여 기존 시스
템과의 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CMDB(Configuration Management Database)를 
사용하여 자산 관리 정보를 등록하고 대여, 반납, 회수, 
계약 관리,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산과 변경 내역을 통
제한다. 

2.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 및 보완 요구사항
전산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산 장비와 프로그램들

은 문서로만 정리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의 
정보를 찾으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산 장비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전산 장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용함으로써 
장비의 정보를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
다. 하지만 몇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첫째, 장비 등

록 시 입력하는 사항이 고정되어 있다. 전산실에는 서
버, 소프트웨어, 기타 장비 등 여러 시설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입력사항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 입력사항과 성
격이 맞지 않는 장비 및 시스템들은 등록을 할 수 없어 
여전히 문서로 관리하거나 정리된 자료를 첨부 파일로
만 등록하여 검색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장비의 간단
한 정보만 입력하도록 설계하여 구성 정보들이 단순 입
력방식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장비를 입력하는 사람에 
따라 같은 정보를 입력하더라도 다른 정보로 인식되어 
장비검색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셋째, 장비의 구성 정보
를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여 찾아 입력하는 것이 아니
라 단순히 입력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장비의 구성 정보
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장비가 많다 보
니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장비와 사용하지 않는 장비, 없
는 장비의 구분이 어렵다.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 등록해 둔 정보를 출력하여 실
제 장비와 비교해가며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처음 전산 장비 관리시스템을 도입 하였을 때 전산 
장비와 프로그램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
하는데 소요되던 시간이 줄어든 것은 확실하지만, 장비
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 기본
적인 부분들만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다. 이로 인하
여 입력한 장비를 찾지 못해 장비를 중복 입력하게 되
고 장비 검색 시 정확도가 떨어진다. 또한, 장비의 위치 
정보나 사용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서버 실에 
들어가 장비들을 살펴봐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이런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선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시스템 개선을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할 것은 전산 장
비와 시스템들을 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부분을 정의
하고 효율적으로 시스템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도
출하는 것이다. 핵심 데이터인 장비 정보를 저장하는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저장된 장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과 장비를 관리하는 방법을 도출하여 시스
템으로 구현해야한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본적
으로 보완되어야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비 특
성에 따른 입력사항 다양화이다. 장비의 특성에 맞게 
입력하는 사항에 변화를 주어 보다 많은 장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장비 구성 사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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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화이다. 장비의 구성 사항 중 공통적으로 
입력되는 부분이라면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구성사항에 
대한 관리도 이루어져야한다. 셋째, 장비 입력사항 다양
화에 따른 확장 검색 도입이다. 장비 검색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비에 입력된 사항들이 모두 검색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확장검색을 도입하여 검색의 정
확성을 높인다. 넷째, 담당업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
입한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여러 업체들이 담당하
고 있는 장비가 무엇인지 업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담당업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
당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서 업체들의 담당업무를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장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다. RFID를 도입하여 장비를 등록
할 때 해당 장비의 태그 값을 입력해 준다면 장비 사용
여부 및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
로, 기존 데이터 손실 없이 장비 데이터베이스 재구성
하는 것이다. 시스템을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구성한다
고 해도 기존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전산 
장비 관리 시스템 사용을 다시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 데이터의 손실 없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재구성해야한다.

Ⅲ. RFID기반 전산 장비 관리시스템 설계

1. 전산 장비 관리 시스템 개요
전산 장비 관리 시스템은 이용자에게 주어진 계정으

로 접속하여 장비의 특성에 따라 입력 사항을 세분화하
여 저장하고 장비의 구성 요소도 데이터베이스화되어 
관리할 수 있어야한다. 그리고 등록된 장비를 점검하거
나 업그레이드 기록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등록된 
장비의 사용 여부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전산 
장비를 관리하는 담당업체들의 정보와 어떤 업무를 맡
고 있는지 저장할 수 있어야 업무에 혼선이 일어나지 
않는다. 필요사항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존 시스
템에 장비 등록 프로세스를 세분화하고 자산을 관리하
는 인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장비의 변동사
항을 추적 할 수 있도록 자산현황 관리 프로세스를 재
설계한다.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산실에서는 서버,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 등 사
용하고 관리하는 장비들이 많다. 그러나 시스템에 장비
를 등록 할 시 입력하는 사항들이 고정되어 있다면 등
록할 수 있는 장비에는 한계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장
비의 종류가 다를 지라도 구성 요소는 같은 경우가 있
고 장비를 등록하는 사람마다 입력하는 방식이 달라 같
은 구성 요소에 대한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본 
시스템은 오류를 보완하기 위해 장비의 종류에 구애 받
지 않고 모두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 사항을 세분화하
였고, 장비 구성 요소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직접 입력
하지 않고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다.

전산 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장비들을 업그레
이드하거나 구성 요소 교체 등의 작업이 이루어 졌을 시
의 현황을 관리할 수 있다. 작업을 한 담당자를 입력하
고 해당 장비를 검색하여 작업한 내역을 기록할 수 있
다.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시 장애가 언제 발생하였
는지,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도 기록할 수 있다. 그리고 
작업한 내역을 보고서로 출력할 수 있도록 보고서 관리 
기능도 제공한다. 보고서 관리에서는 주간별, 월별로 작
업 현황과 장애 조치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기
존 시스템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장비를 등록하고 정확
히 관리가 되지 않다보니 시스템에 등록된 장비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전산실 장비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장비의 정보를 담아 시스템에서 관리



RFID 기반 전산 장비 관리 시스템 설계 및 구현 83

할 수 있는 관리 도구를 필요로 한다. 사용의 편리성과 
관리자가 장비를 관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바코드, 
RFID를 이용한 장비 관리 시스템을 생각해볼 수 있다. 
바코드와 RFID의 경우 장비의 정보를 저장하는 칩, 바
코드를 리더기로 읽어 정보를 가져오는 것은 같다. 하지
만 바코드의 경우 개별 스캐닝 방식으로 인식하여 여러 
개의 장비정보를 한 번에 저장할 수 없다. 따라서 여러 
장비 정보를 읽어 들여 시스템에 저장 후 자재를 파악하
는 것에는 적합하지 않다. RFID의 경우 장비에 RF 태그
를 부착한 후 태그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을 장비 등
록, 수정 시 같이 등록한다. 이렇게 장비에 부착한 RF 
태그를 리더로 읽어 들이면 정보가 텍스트(.txt) 파일로 
리더에 저장된다. 해당 정보를 본 시스템의 장비 현황에 
등록하게 되면 현재 등록된 장비들과 비교하여 장비의 
사용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시스템 관리에서는 전산 장비 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관리하는 계정 관리, 담당 업체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업체 관리, 담당 업체 및 담당 공무원
들의 업무를 관리하는 업무관리 세 가지로 나뉜다. 전
산 장비 관리 시스템은 전산실의 있는 모든 장비들의 
정보가 담겨 있는 만큼 보안이 중요한 시스템이다. 따
라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주어
진 계정으로만 로그인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계정 
관리에서는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등록, 수
정할 수 있으며 사용, 정지, 탈퇴로 상태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계정마다 레벨을 두어 메뉴별 접속 권한을 
설정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업무관리가 있다. 업무의 
특징별로 사용하는 장비를 선택하여 업무를 등록할 수 
있다. 해당 업무 관리에 등록된 업무는 업체들이 선택
하여 자신의 업체 직원들에게 할당해 줄 수 있으며 한 
업무를 여러 업체에서 같이 선택할 수 있다. 마지막으
로 업무 관리에 등록된 업무를 선택하고 시스템을 사용
하는 담당 업체를 관리하는 업체 관리가 있다. 기존 시
스템에서는 업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작업 현황이나 장애 현황에 등록된 작업자가 어
떤 업체의 누구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담당 업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우선 업체의 정보를 입력 후 업체가 작업하
는 업무를 검색하여 등록한다. 업체를 등록하고 나면 

해당 업체의 직원을 등록할 수 있으며 직원별로 업체에
서 관리하는 업무 중 담당하는 장비를 선택 할 수 있다.

 
2. 전산 장비 관리시스템 기능 

전산 장비 관리시스템의 목적은 전산실에서 사용되
고 있는 장비들을 종류별로 모두 등록할 수 있도록 하
여 담당 공무원과 담당 업체들이 장비를 보다 효율적으
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시스템은 전산실
에 있는 모든 종류의 장비를 등록 관리하는 장비 등록 
관리, 등록된 장비의 작업, 장애조치 등 현황을 관리하
는 장비 현황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관리
하는 시스템 관리 기능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장비
를 등록하는 장비등록관리 기능은 [표 1]과 같다.

표 1. 장비 등록 관리 기능
기능 내용 설명
장비 
등록

· 장비의 종류를 선택하여 장비의 종류에 맞게 장비 등록 가능
· 장비의 구성요소들을 검색 또는 선택하여 등록

장비 
구성
요소 
등록

· 기본으로 등록된 구성요소를 선택하여 구성요소 종류 입력 가능
 (기본으로 등록되는 구성요소에는 cpu, o/s, 제조사, 제품명 등이 있음)

장비 
확장 
검색

· 모든 장비가 공통입력사항으로 간편 검색 가능
· 장비 등록 시 입력한 세부사항을 이용하여 확장검색 가능

장비 등록 관리의 특징은 장비의 종류에 따라 입력사
항이 변동되어 사용하는 모든 장비를 등록할 수 있는 
것이고, 장비의 구성요소를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입력함으로 단순 입력을 최소화하여 장비 검색의 정확
도를 높이는 것이다. 장비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장비의 
종류와 입력하는 구성요소들의 종류가 기초자료로 데
이터베이스에 등록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초 자
료로 등록된 타입별로 구성 요소들을 등록하여 장비 등
록에 필요한 구성 정보를 구성한다. 필요한 구성 정보
를 등록한 후, 장비 등록 시 장비의 특징에 따라 장비 
타입을 선택한다. 기초 자료로 등록해 두었던 장비 타
입을 선택하면 해당 타입에 맞추어 세부 입력 사항이 
표시된다. 추가된 입력 사항에는 구성 요소로 등록된 정
보를 검색하거나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어 장비 검색의 
오차를 감소시킨다.

본 시스템은 모든 장비에 공통으로 입력되는 사항으
로 검색 할 수 있는 간편 검색, 공통 입력 사항과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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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세부 사항으로 입력한 것까지 같이 검색할 수 있는 
확장 검색을 제공한다. 확장 검색에서는 구성요소 데이
터베이스와 연계하여 등록된 장비를 검색하기 때문에 
검색의 정확도를 높여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수월해진
다. 다음으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관리하는 시
스템 관리 기능은 [표 2]와 같다.

표 2. 시스템 관리 기능
기능 내용 설명
계정
관리

· 전산 장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계정 관리
· 계정에 권한을 두어 메뉴 접근 제한 가능

업무
관리

· 전산 장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는 업무 등록
·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검색하여 등록

업체
관리

· 담당업체 정보, 업체 직원 정보를 등록 가능
· 업체들이 담당하는 업무 검색하여 등록 및 직원마다 할당
  가능

전산 장비 관리 시스템은 모든 장비의 정보가 등록되
어 있어 보안이 우선시 된다. 인가된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 관리 기능을 필요로 한다. 최고 관리자 
아이디로 전산 장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계정을 등록할 수 있다. 그리고 계정 등록 시 계정마다 
권한을 줄 수 있어 시스템의 메뉴별로 접근 권한을 설
정할 수 있다. 기존 시스템과는 달리 시스템을 사용하
고 있는 업체들과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
록 업무 관리와 업체 관리 기능이 추가되는데 업무 관
리에서는 전산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등록할 수 
있다. 업무 등록 시 해당 업무에 사용하는 장비를 검색
하여 등록하므로 업무에 필요한 장비 현황을 알 수 있
다.

기존 시스템에서도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담당 업체
들이 로그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기록해 왔으나 업체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은 없었기 때문에 업체별로 어떤 
업무를 하며 사용하는 장비가 무엇인지 확인이 어려웠
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업체 관리 기능에서는 업체 
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업체의 직원들을 등록할 수 있
다. 업무 관리와 연계하여 해당 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업체별로 수행하는 업무를 등
록하면 해당 업체의 직원에게 업무를 할당할 수 있다. 
하나의 업무를 여러 직원에게 동시에 할당할 수 있고 
업체가 수행하는 업무가 다수라면 직원들에게 업무를 
할당할 수 있다. 업체에 수행하는 업무를 등록해 주었

다면 업무 관리에서는 해당업무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업체의 업무를 파악할 수 있다. 장비 
현황 관리 기능은 [표 3]과 같다.

표 3. 장비 현황 관리 기능
기능 내용설명

작업
현황

· 장비, 작업자를 검색하여 선택
· 작업사항 작성
· 작업현황 검색하여 엑셀 다운로드 가능

장애
현황

· 장비, 담당업체 검색하여 등록
· 장애현황 및 조치내역 작성
· 장애현황 검색하여 엑셀 다운로드 가능

장비
현황

· 태그를 리더로 읽어 텍스트파일(.txt파일)로 리더에 저장 
  후 시스템에 등록
· 장비에 입력된 태그 값과 리더로 읽은 값 비교하여 현황 
 파악

장비 현황 관리 기능은 담당 공무원과 업체들이 사용 
및 관리하는 현황들을 온라인상에 기록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된다. 기존 시스템에서도 사용하고 있었던 
작업 현황과 장애 현황은 작업자 및 담당업체 선택 기
능을 업체 관리에 등록된 정보를 연계하여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다. 작업 현황에서는 작업자 검색 시 업체 
정보와 연계되어야하기 때문에 업체를 먼저 선택하게 
된다. 업체를 선택하면 해당 업체에 등록된 작업자 목
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작업에 필요한 직원을 선택할 
수 있다. 같은 업체의 직원이라면 여러 명도 선택 가능
하다. 작업자가 선택되면 작업자의 업체 정보를 이용하
여 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장비를 검색하여 작업
현황을 등록할 수 있다. 따라서, 작업자가 선택되지 않
는다면 할당되어 있는 장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므로 
장비 검색 시 작업자를 먼저 선택하라는 안내 메시지를 
전달한다. 장애 현황도 작업 현황과 마찬가지로 대상 
업체를 검색하여 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할당된 장비
만을 검색할 수 있다. 하지만 작업 현황과는 달리 장애 
현황은 대상 업체가 담당하는 장비의 장애 발생 현황을 
먼저 기록하고 후에 조치 현황을 적을 수 있도록 두 가
지 기능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처음 장애 현황 등록 
시에는 담당 업체만 등록을 하고 조치 현황을 입력 할 
때 해당업체의 직원을 검색하여 조치한 사람을 입력할 
수 있다.

기존 시스템은 여러 사람이 장비를 등록하기 때문에 
자신이 등록한 장비 정보에 관하여 관리를 하지 않는다
면 사용하고 있는 장비인지 현황을 알 수 없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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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떤 사용자가 장비를 등록하더라도 장비의 사용 현
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
였다. 제안 시스템에서는 RFID를 도입하여 장비 등록 
시 RF 태그가 담고 있는 정보인 고유 값을 등록해 놓고 
리더로 태그들을 읽어 텍스트(.txt) 파일로 리더에 저장
시킨다. 그리고 리더에 저장된 정보를 시스템으로 가져
와 등록된 장비의 태그 값들과 비교하여 장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여 장비를 등록 후 장비
를 관리하고 있지만 입력되는 정보가 한정적이고 장비
의 간편 검색만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의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장비 등록 세분화, 확장 
검색 도입, 장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RFID 도입을 제
안하며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으로의 개선을 제시하고
자 한다.

3. 전산 장비 관리시스템 처리 단계
전산 장비 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회원 

정보, 장비 관리 구성 정보, 장비 등록, 업무 관리, 업체 
관리, 작업 현황, 장애 현황, 장비 현황으로 구성된다. 
[그림 2-그림 5]은 전산 장비 관리 시스템의 주요 데이
터베이스의 ER 구조이다. 기존의 전산관리 시스템의 문
제점 및 보완사항을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재설계 하
였으며 기존 자료를 최대한 살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
계한다.

 

그림 2. 회원정보 ER다이어그램

그림 3. 장비관리 구성정보 ER다이어그램 

그림 4. 장비등록관리 ER다이어그램

그림 5. 업무관리 ER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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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장비 등록 기능의 처
리 단계를 나타낸다. 본 시스템을 사용하는 담당 공무
원과 관리 업체들은 기초 자료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된 장비 종류를 선택한다. 장비 종류에 상관없이 공통
적으로 입력되는 사항들을 입력하고, 장비의 종류에 따
라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한다. 장비 검색 시 입력한 사
항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장비의 세부정보 입력하는 것
도 장비 구성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여 검색 및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다. 또한, 장비 현황 파악이 필요
한 장비 등록 시 RF 태그 값을 입력하여 장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6. 장비 등록 처리 단계

[그림 7]은 제안하는 시스템의 장비 현황 관리 기능
의 처리 단계를 보여준다. 장비 현황 파악이 필요한 장
비를 등록 할 때 RFID 태그에 저장된 값을 입력하여 
등록한다. RF 태그에 고유한 값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
에 부착될 장비마다 정확한 값을 입력해 두어야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장비에 부착된 RF태그를 RF 리더로 
읽어 들여 리더에 텍스트(.txt) 파일로 태그 값을 저장
한다. 리더에 저장된 텍스트(.txt) 파일을 본 시스템의 
장비 현황 관리에 등록하면 현재 시스템에 등록된 장비
들의 값과 텍스트(.txt) 파일의 값을 비교하여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7. 장비현황 관리 처리단계

IV. 구현 및 평가

1. 구현
기존의 전산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의 의

견과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전반적인 시스템을 재설계
하였고, 구현환경은 기존 시스템의 환경과 똑같이 맞추
어 구현하였다. 서버 OS는 Linux이며 WEB과 DB는 
APACHE와 MYSQL로 구성하였고 웹 개발 언어는 
PHP를 사용하였다. 

본 시스템은 기존의 전산 관리 시스템을 재설계한 것
을 바탕으로 구현한 결과이다. 장비 등록 시 입력하는 
장비 정보들을 입력하지 않고 검색 및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타입 관리이다. 
[그림 8]은 기초 자료로 등록 해 둔 구성정보 코드를 이
용하여 구성 정보를 등록하는 화면이다. 추가할 타입을 
선택하여 입력 후 확인을 누르면 해당 타입의 구성 정
보를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사용하는 장비에 입력되는 
품목들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 자료로 구성한 후 
실제 장비 등록 시 선택하여 등록하는 항목들을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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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장비 관리 구성정보 등록

제안 시스템은 장비의 종류에 따라 장비 입력 사항들
을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다. [그림 8]에서 등록한 장비 
구성정보를 이용하여 장비를 등록할 수 있다. [그림 9]
는 장비의 종류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입력하는 사항을 
나타낸다. [그림 10][그림 11]는 선택한 장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입력 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장비의 타
입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입력되는 사항으로 장비 구
성 정보로 등록된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용도 및 제
조사 등을 입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9. 장비 등록 공통 입력사항 

그림 10. 장비 타입 별 등록화면(A타입)

그림 11. 장비 타입 별 등록화면(B타입)

등록한 장비들을 확인하고 검색할 경우 구동되는 목
록 화면이다. 본 시스템에 등록된 장비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장비를 검색할 수 있다. [그림 12]는 
장비 목록 화면으로 입력한 장비의 타입(분류), 장비명, 
관리번호, 작성자, 첨부 파일, 등록일, 수정일 등이 표시
되며 확장 검색을 이용하지 않아도 공통 입력 사항 부
분으로 검색할 수 있다. [그림 13]은 확장 검색으로 구
현된 검색 필터 화면이다. 확장 검색을 통해 기본 정보, 
속성 정보, 이력 정보 검색이 가능하여 보다 정확한 정
보를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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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장비 목록화면

그림 13. 장비 목록확장검색 필터화면

업무별로 장비를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업무 관
리 기능 제공한다. 업무 성격별로 장비를 선택하여 등
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장비들의 정
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업체 등록 시 업무 관리에 등록
된 업무와 연계하여 업체가 관리하는 장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은 장비를 검색하여 등록한 업무 목록이
며 해당 업무를 사용하는 업체들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업무를 사용하는 업체들을 이용 사항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5][그림 16]는 업무 등록 및 상세보기 화
면으로 [그림 16]는 업무관리 목록화면에서 업무 선택 
시 업무명과 해당 업무에 등록 된 장비 목록을 제공한
다.

그림 14. 업무관리 목록화면

그림 15. 업무관리 등록화면

그림 16. 업무관리 상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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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장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담당 업체들을 등
록 및 관리하는 기능으로 담당 업체를 등록한 후 등록
한 업무를 선택하여 수행 업무를 등록한다. 그리고 담
당 업체의 직원을 등록하여 직원마다 업무를 할당해 줄 
수 있다. [그림 17]은 업무 관리에 등록된 업무를 검색
하여 나오는 목록 중 해당 업무를 선택하고 담당업체를 
등록한다. [그림 18]은 등록된 업체의 직원을 등록하는 
화면이며, 업체에 할당된 업무를 선택하여 담당 업무로 
지정한다. [그림 19]는 업체관리 목록화면으로 업체명, 
업무명, 등록일,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행 인력 
등록 버튼을 선택하여 업체 직원을 등록할 수 있다.

그림 17. 업체관리 등록화면

그림 18. 업체 직원 등록화면

그림 19. 업체 목록화면

2. 평가
전산 장비 관리 시스템의 프로세스와 데이터베이스

를 재설계하여 구현한 결과 많은 기능을 개선하였다. 
담당 공무원이나 업체들이 장비를 등록 할 때 입력사항
이 고정되지 않고 장비의 종류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
되어 기존의 시스템보다 많은 장비를 등록할 수 있다. 
입력한 사항을 세분화하여 등록한 장비를 검색할 수 있
어 필요한 장비를 찾는데 정확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담당 업체 정보와 업무를 등록할 수 있어 어떤 업체에
서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파악이 수월하고 RFID
를 이용하여 실제 장비와 등록된 장비를 비교하여 시간
이 단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4]은 구현한 시스템
을 기능별로 비교한 내용이다.

표 4. 기존 시스템과 개선된 시스템 비교
기능 기존 시스템 개선된 시스템

장비 
등록

· 획일화된 정보 입력
· 입력하지 못한 정보는 
  첨부파일로 등록

· 장비 종류별 입력 세분화
· 구성정보 데이터베이스 
  연계

장비 
검색 · 간단한 검색 기능 · 간편 검색 제공

· 장비 정보 확장 검색 제공

장비현
황확인 · 직접 찾아서 확인

· RFID 리더로 읽어 들인 
  값과 장비 등록 시 저장한 
 RF태그 값 비교

제안 시스템에서는 장비 등록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여러 종류의 장비 및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
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처음 전산 장비 관리 시스
템이 도입 되었을 때 문서로 정리된 장비들을 등록하는 
것에만 급급하여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고 세부적인 장
비 정보는 첨부파일로 등록하였다. 이로 인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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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정보를 정확히 검색하지 못하여 장비 등록의 효율
성이 떨어졌다. 개선 시스템은 장비 입력 사항을 세분
화하여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그러나 장비의 구성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지 않고 등록하기 때문
에 입력하는 사람마다 같은 정보를 입력해도 다르게 입
력할 수 있어 검색의 정확도가 저하되었다. 또한, 입력 
장비의 종류에 상관없이 입력 사항이 고정되어있었기 
때문에 상세 정보는 여전히 첨부 파일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 제안 시스템은 여러 종류의 장비를 등록할 수 
있고 검색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선택한 장비의 
종류에 따라 입력하는 정보가 변동될 수 있도록 재설계
하고 장비 구성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보를 단
순 입력하는 방식을 최소화하였다. [표 5]은 기존 장비
관리 시스템의 특징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5. 장비 관리 시스템 비교
구분 내용

초기 시스템
· 장비 종류 선택 없음
·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
· 상세내용은 파일 첨부

개선 시스템 · DB와 연동하지 · 않은 상세정보 입력
· 장비 입력사항 고정

제안 시스템
· 장비 종류별 입력사항 세분화
· DB 연동하여 상세정보 입력
· 확장검색 도입

기존 시스템의 경우 장비 등록 프로세스가 단순화 되
어 있었고, 입력할 수 있는 정보도 한정되어 있었다. 따
라서 서버 등의 장비를 제외하고는 부대시설이나 프로
그램들은 등록할 수 없어 본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
지 못하였다. 제안 시스템에서는 장비 종류별로 입력되
는 사항을 세분화함으로써 기존에는 등록하지 못한 장
비 및 프로그램들을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등
록된 장비의 수는 2014년 286건에서 현재 1,109건으
로 증가하였다. 해당 사항은 [그림 20]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0. 장비 등록 수 변화

장비 검색의 확장 검색 도입으로 같은 정보의 장비를 
검색 시 장비에 등록된 정보를 확장하여 검색할 수 있
어 검색의 정확도가 향상되었다. 예를 들어, 특정 날짜
까지 등록된 장비들 중 업무와 서비스가 ‘나이스’이며 
용도가 DB(서버)인 장비를 검색한다. 기존 시스템의 장
비 검색의 경우 업무만 선택하여 검색하고 서비스 및 
용도는 검색 자가 직접 입력하여 검색하였다. 검색 시 
사용자가 검색 조건을 직접 입력할 경우 사용자마다 입
력하는 방식이 상이할 것이다. 서비스를 나이스, NICE, 
nice, 용도는 DB, 데이터베이스, db 등 여러 입력 값으
로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된 장비의 서
비스명과 용도 값은 사용자가 입력한 방식과 다를 수 
있어 장비 검색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하지만 제안 시
스템의 경우 장비를 등록할 때 서비스와 용도는 데이터
베이스화된 장비의 구성 요소를 이용하여 입력하기 때
문에 표준화된 값으로 등록되어 있다. 또한, 확장 검색 
시에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서비스와 용도 값을 
불러와 검색할 수 있어 장비의 정확성이 높아졌다. 이
로 인해 기존 시스템에서는 같은 장비를 검색 시 91건
이 검색 되었고, 본 시스템에서는 11건의 장비가 검색
되었다. [그림 21]와 [그림 22]는 기존 시스템에서 장비 
검색 시와 제안 시스템에서 장비 검색 시 나온 결과를 
나타낸다. 동일한 장비를 검색하였어도 검색된 장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  기존 전산 장비 관리시스템 장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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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개선된 전산 장비 관리시스템 장비 검색

장비를 검색하는 테스트 결과 [표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검색된 장비의 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같은 장비
를 검색하더라도 검색의 정확도가 높아져 검색된 장비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V. 결론 및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기존 전산관리 시스템의 장비 등록 프
로세스를 재설계 하여 장비의 종류마다 입력사항을 세
분화하여 여러 종류의 장비를 등록할 수 있는 방안과 
RFID를 이용하여 장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성능평가 결과 기존 시스템에 비해 등록 
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가 많아져 등록된 장비의 수가 
증가하였고 장비 검색의 정확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 시스템은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 개선한 것으로 서버나 개발 언어의 버전
을 그대로 차용하여 개발하였기 때문에 보안적인 위험
이 있으며 현재 사용되지 않는 함수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향후 연구로 개발 기능에 대한 호환성을 향상시
키고 보안 기능을 추가하여 개발된 시스템의 기능을 향
상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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