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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기존의 전산실에서는 장비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존

재하지 않아 장비들의 정보들을 정리하여 문서로 관리하

고 있었다. 전산실에 존재하는 장비들을 모두 문서로 관

리하다 보니 원하는 장비를 관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

요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졌고,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1, 2]. 전산실

에서 관리하는 장비 및 시스템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

리하기 위하여 전산 장비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문

서로 관리되던 장비들의 정보를 전산화 시킨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 간단한 장비 정보만 입력 후 세부사항은 첨

부파일로 올리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 정보를 

검색하기 어려웠으며 등록한 장비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였다. 

  RFID는 소형 전자 칩을 이용해 무선 주파수 인식을 통

한 자동인식 기술로써 전자 태그를 사물에 부착하여, 사

물이 주위상황을 인지하고 기존 IT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정보 교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3]. RFID 

시스템은 태그, 안테나, 리더기 등으로 구성되는데, 태그

와 안테나는 정보를 무선으로 보내며 리더기는 이 신호

를 받아 상품 정보를 해독한 후 컴퓨터로 보낸다. 보내진 

자료는 인식한 자료를 컴퓨터 시스템으로 보내 처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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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태그가 달린 모든 상품은 언제 어디서나 자

동적으로 확인 또는 추적이 가능하며 태그는 메모리를 

내장하여 정보의 갱신 및 수정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이

용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장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

템을 재설계하고 구현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용자에

게 장비를 종류별로 등록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장비 등

록 시스템을 제공하고, 입력된 장비의 정보를 모두 검색

할 수 있는 확장검색 시스템을 제공하여 장비 검색의 정

확성을 높였다. 또한 RFID을 도입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장비와 실제 사용 중인 장비를 비교하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사용자는 여러 종류의 장비를 등록할 수 있고, 필요한 장

비를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

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Ⅱ. 전산장비관리 시스템 설계

  전산장비관리 시스템은 전산실의 있는 모든 장비들의 

정보가 담겨 있는 만큼 보안이 중요한 시스템이다. 계정 

관리에서는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등록, 수정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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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관리에 등록된 업무는 업체들이 선택하여 자신의 업

체 직원들에게 할당해 줄 수 있으며, 한 업무를 여러 업

체에서 같이 선택 할 수 있다. 업무관리에 등록된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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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기존의 전산 장비 관리시스템은 장비 및 시스템을 관리하는 전산실에서 문서로만 관리되던 장비 정보들을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하지만 입력정보가 고정되어 있어 등록할 수 있는 장비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산 장비 관리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구현한다. 기존 시스템의 장비 등록 수와 장비 검색 정확

도를 비교하여 개선된 시스템의 효율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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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고, 시스템을 사용하는 담당업체를 관리하는 업체

관리가 있다.

▶▶ 그림 1. 전산장비관리 시스템 전체 구성도

  본 시스템을 사용하는 담당 공무원과 관리업체들은 기

초자료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장비 종류를 선택한다. 

그림 2는 장비 등록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장비 종류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입력되는 사항들을 입력하고, 장비

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한다. 장비 검색 시 

입력한 사항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장비의 세부정보 입

력하는 것도 장비 구성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여 검

색 및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다. 또한 장비현황 파악이 

필요한 장비 등록 시 RFID 태그 값을 입력하여 장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 그림 2. 장비 등록 처리 단계

  장비 현황 파악이 필요한 장비를 등록 할 때 RFID의 

태그에 저장된 값을 입력하여 등록한다. RF 태그 당 고

유한 값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태그가 부착 될 장비마

다 정확한 값을 입력해 두어야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Ⅲ. 성능평가

  본 시스템에서는 장비 등록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여러 

종류의 장비 및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등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

으로 장비 등록 시스템을 재설계하여 개선 후 등록 장비 

수의 변화를 나타낸다. 등록된 장비의 수는 2014년 286

건에서 현재 1,109건으로 증가하였다. 표 1은 기존 장비

관리 시스템과 본 시스템에서 같은 장비를 검색 시 검색

되는 장비 수를 나타내어 장비 검색의 정확도를 보여준

다.

▶▶ 그림 3. 장비 등록 수 변화

  
표 1. 기존 시스템과 본 시스템의 장비검색 수

검색 장비
검색된 장비 수

시스템 장비 수(개)

장비 A
기존 시스템 99
본 시스템 4

장비 B
기존 시스템 35
본 시스템 1

장비 C
기존 시스템 91
본 시스템 5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장비의 종류마다 입력사항을 세분화하

여 여러 종류의 장비를 등록하고 RFID를 이용하여 장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입력방식의 

변화로 등록된 장비의 수가 증가 하였고, 확장검색 도입

으로 검색의 정확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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