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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신호를 이용하여 사물의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기

술로서, 기존 바코드의 느린 인식속도, 인식율, 장능력의 한계를 극복하여 사물의 정보화를 진함으

로서 물류․유통분야에 신 인 변화를 가져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핵심기

술로 활용될 것이다.[1]

  2004년부터 효과가 큰 국방, 조달, 환경 등 12개 분야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한

국 산원을 심으로 USN 응용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기 하여 총 8개 과제를 추진하는 등 차세  

국가 기간 기술의 요소 기술로서 공 기반을 확충하고 수요활성화 기반을 구축함으로서 세계  수

의 RFID/USN 인 라를 조기에 구축하기 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2]

  본 연구에서는 력산업을 상으로 RFID의 용가능 상을 분석하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RFID의 용 가능성을 단하고자 한다.

1. 서론

  기존의 바코드를 신하여 물류․유통 분야에 

한 변화를 가져올 핵심 기술로서 RFID가 정부․

련업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 기 RFID가 

유통․물류 분야에 합한 기술로만 인식되었던 것

에 비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로 응용하려는 연구 

활동이 진행 이다.

  RFID는 그 자체의 시장 잠재력도 크지만 타 산업

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큰 기간 산업 인 성격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RFID가 본격화될 경우 

용 기업의 비용을 감시키는 등 효율성 제고에 크

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제품이나 산업, 나아가 사회

의 모습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 

  력산업에서도 이러한 RFID 기술에 의한 효

과가 측되어 RFID를 장의 력설비 리에 용

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이다. RFID는 먼 거

리에서 인식할 수 있다는 장 뿐만 아니라 자체에 

정보를 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장에서 리하고 

있는 력설비에 부착하여 설비의 정보를 자체 으

로 보유  할 수 있다. 한,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을 이용하면 력설비의 상태 정

보, 를 들어 속개소의 온도, 선로의 부하 등을 

실시간으로 취득할 수 있어 력설비 리의 효율성

을 제고하고 력설비의 고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력을 안정 으로 공 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력설비 리에 RFID/USN 

을 최 으로 용하기 하여 용 가능한 상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 인 특

성을 악한다. 한, 테스트베드 시스템으로 실제 

배   송 의 순시 검, 송 선로 실시간 감시, 출

입통제 리, 창고 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의  

수 을 악하며, 향후 구축할 유비쿼터스 통합 시

스템을 한 시험환경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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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특성

리 

상물 

인식

- 리 상물 인식을 통한 존재여부 확인  

설비정보 인식

- 소 공간, 미세부  등 복잡한 설비 인식

설비정보

자체보유

- 임시설치 시설물의 정보 리

- 통신 취약지역 시설물의 정보 리

- 리 상물의 주 환경(송 선로 인근의 

수목 등)

작업여부 

확인
- 용역업체의 실제 작업여부 확인

실시간 

설비계측

- 해도가 높은 설비의 실시간 상태 리

- 상시 계측에 따른 비용이 높은 설비 리

<표 1> 력설비 리 용 상업무 유형  특성

2. 력설비 리 RFID/USN 기술 용 분야 정립

  력설비 리에 RFID/USN을 용하기 하여 

용 가능한 상업무의 유형을 표 1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하고 특성을 악하 다. 한, 각 유형에 해당

하는 세부업무를 표2와 같이 정리하 다.

유형 해당 업무

필요기능

태그
특성

리
정보

주 수
(최
거리)

상물 

인식

- 지하매설물탐사

- 공기구 리

- 유설비 검

수동형

태그
EPC

900MHz

(5~10m)

설비정보

자체보유

- 지장수목 리

- 애자 검출이력 리

능동형

태그

EPC,

이력

900MHz

(5~10m)

작업여부

확인

- 송 선로순시 검

- 지 선로 순시 검

- 력구  맨홀 검

수동형

태그

EPC,

암호

코드

900MHz

(5~10m)

실시간

설비계측

- 변 설비 속 과열개소

- 퍼, 선 속개소 검

- 지  이블 유압 측정

- 력구  맨홀 가스탐지

- 이블 속함 검

- 방식층 연 항 측정

USN
센싱

데이터

철탑

(300~

500m)

주

(50~

100m)

<표 2> 용 업무 분석

3. 력설비 리 테스트베드 구축

3.1 테스트베드 설계

  테스트베드는 고정식  이동식 리더기, 센서 네

트워크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앙의 미들웨어를 통하여 체 시

스템의 메시지 흐름을 통제하도록 구성된다. ONS는 

태그 는 센서노드의 EPC와 설비정보를 연 시키

기는 역할을 담당한다.[3][4] Sync서비스는 장에서 

입력된 검내역을 EPC-IS에 장해주는 기능을 한

다.

ETag

Sensor Node

PDA

Reader Protocol

Sensor Service

Sync Service

Middleware

ONS

EPC-IS

Web Application 
System

Sensor Network
Control System

Reader Control
System

ETag

Sensor Node

PDA

Reader Protocol

Sensor Service

Sync Service

Middleware

ONS

EPC-IS

Web Application 
System

Sensor Network
Control System

Reader Control
System

(그림 1) 시스템 메시지 흐름도

  그림 2와 같이 EPC객체는 PowerFacility객체와 

연 계를 가지는데, PowerFacility객체는 사내에 

기 구축된 DB(NDIS, TGIS)에서 추출이 된다. 구축

된 시스템은 설비의 제원 정보와 순시 검이력, 센

싱 이력을 주 심 정보로 하여 설계 되었다.

Power Facility

+ Facility_ID

Power Facility

+ Facility_ID

EPC

+ EPC

EPC

+ EPC

Steel tower

Sensor
Node

ETag

Pole

*

Transformer

Inspection 
History

*

Sensing
History

*

(그림 2) 테스트베드 주요 클래스 다이어그램

3.2 수동형 RFID 로토타입 시스템

3.2.1 시스템 구성

  900Mhz 역의 메탈 태그(ISO 18006-B)를 주에 

부착하고, 출입통제  창고물품 리에는 라벨 태그

를 용하 다.

전주 속성조회
순시점검 업무 수행

고정식
전자태그 리더기

점검자료 Upload TagTag

EPC-IS

출입통제관리
창고물품관리

이동식
전자태그 리더기

순시점검내역 조회

EPC NetworkONS

(그림 3) 수동형 RFID 로토타입 시스템 구성도

3.2.2 시스템 활용

 ○ 배  순시 검 시스템

  이 시스템은 배 선로 순시 검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그림 4와 같은 로세스로 활

용이 된다. 그림 5는 이동식 리더기의 PDA 시스템

의 실행화면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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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시점검자
현장 도착

이동식 
리더기로
전주 인식

인식된 전주의
제원정보 조회

점검결과 입력

태그에 
점검일자가

Write됨

당일 순시점검
완료후

사무실 복귀

당일 순시점검
내역을

서버로 전송

사무실에서
순시점검내역
조회 및 활용

(그림 4) 배  순시 검업무 로세스 

전주 기본정보 조회 순시점검 입력 적출결과 입력전주 기본정보 조회전주 기본정보 조회 순시점검 입력순시점검 입력 적출결과 입력적출결과 입력

(그림 5) 배 선로 순시 검업무 PDA 시스템 화면

 ○ 실험실 출입통제  물품창고 리 시스템

  실험실의 출입문 안쪽과 간이 물품 리창고의 입

구에 고정식 태그 리더기를 설치하고, 리더기에 인

식되는 태그의 정보를 읽어 출입통제와 물품의 입출

이력을 실시간으로 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림 6과 

같이 시스템에 출입허가 등록된 라벨태그를 가진 사

람이 실험실에 출입하게 되면 그에 따른 메시지를 

알리며, 출입시간과 함께 이력을 기록한다.

(그림 6) 실험실 출입통제 리 시스템 활용도

3.3 USN 테스트베드 시스템

3.3.1 시스템 구성

  고창 력시험센터의 765kV 철탑 4기에 온도를 

센싱하는 센서노드를 각각 설치하 다. 특히 그림 7

과 같이 철탑 2호기에만 풍속, 풍향 센서를 부착하

고, 철탑 주변상황을 육안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웹

카메라를 설치하 다. 센서노드는 ZigBee(2.45GHz) 

통신모듈과 4.2V, 2.1A 리튬폴리머 배터리, solar 

cell(최  12V, 360mA)로 구성된다. 

수집 노드

철탑#1

철탑#2

웹 카메라

철탑#3

철탑#4센서노드

풍향/풍속 센서 온도센서

철탑 및 센싱정보 확인
순시점검 수행

이동식
센서노드 리더기

EPC Network

수집 노드

철탑#1

철탑#2

웹 카메라

철탑#3철탑#3

철탑#4철탑#4철탑#4센서노드

풍향/풍속 센서 온도센서

철탑 및 센싱정보 확인
순시점검 수행

이동식
센서노드 리더기

철탑 및 센싱정보 확인
순시점검 수행

이동식
센서노드 리더기

EPC NetworkEPC Network

(그림 7) 센서태그 테스트베드 구성도

  

3.3.2 센서노드간의 네트워크 구성

 

  철탑에 설치된 센서 노드들은 Ad-hoc 네트워킹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통신한다. 그림 8처럼 철탑 4

호기로부터 수집노드까지 취득된 센싱 데이터가 

송이 되고, 최종 으로 수집노드가 철탑 1호기로부

터 수신한 센싱 데이터를 EPC Network에 송하여 

센싱 데이터를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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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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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tery

Solar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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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탑철탑44

ZigbeeMCU

Battery

Solar Cell

온도

[ Sensor ]

철탑철탑33

ZigbeeMCU

Battery

Solar Cell

온도

[ Sensor ]

철탑철탑33

ZigbeeMCU

Battery

Solar Cell

온도

[ Sensor ]

철탑철탑11

ZigbeeMCU

Battery

Solar Cell

온도

[ Sensor ]

철탑철탑11

약500m

EPC NetworkEPC Network

ONS

EPC IS

ONS 질의

ONS 응답

센싱데이터 처리

센싱데이터

(그림 8) 센서노드간의 네트워크 구성도

3.3.3 시스템 활용

○ 철탑 상태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EPC-IS DB에 장된 철탑의 센싱데이터를 실시

간으로 조회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그림 9처럼 

센싱데이터를 조회하고, 그래 를 통한 변화량을 분

석할 수 있다.

(그림 9) 센싱이력 조회 시스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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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식 센서노드 리더기 활용

  철탑을 순시할 때 이동식 센서노드 리더기를 이용

하여 그림 10의 PDA화면과 같이 철탑의 기본정보

를 조회하고, 15분 간격으로 취득되어 센서노드에 

장된 6시간 분량의 센싱 데이터를 취득한다. 그림 

11은 순시 검원이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순서를 보

여 다.

철탑 기본정보 조회철탑 기본정보 조회 센싱이력 조회센싱이력 조회 점검결과 기록점검결과 기록

(그림 10) 이동식 센서노드 리더기 활용 화면

순시점검자
현장 도착

이동식 
리더기로
철탑 인식

인식된 철탑의
제원정보 조회

센싱이력 수신
및 조회

철탑 점검결과 
입력

당일 순시점검
완료후

사무실 복귀

수집된 센싱이력 
및 순시점검내역
을 서버로 전송

사무실에서
센싱 및 점검이
력 조회 및 활용

(그림 11) 이동식 센서노드 활용 로세스

4. 시험결과

4.1 수동형 RFID 로토타입 시스템

  시험 결과, 고정식 리더기는 5m, 이동식은 1m의 

인식거리를 보 다. User Memory 역에 Write는 

이동식 리더기의 경우 안테나의 크기에 따른 제약으

로 인해 성공률이 매우 조하 다. 이동식의 인식

거리가 최소 5m이상으로 확보되고, Write성공률이 

95%이상이 되어야 장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4.2 센서태그 테스트베드 시스템

  철탑에 센서노드를 설치하고 철탑 간에 통신이 가

능하려면 통신거리가 최소 300m이상이 되어야 한

다. 이번 테스트베드에서는 통신거리가 500m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센서노드로부터 수집

된 센싱데이터는 서버로 수집되어 장되었으며 어

디서나 사용 가능하게 웹 시스템으로 조회 가능하

다. 한, 센서 노드 자체 으로 15분주기, 6시간 분

량의 센싱 데이터를 장 가능한 것을 확인하 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력설비 리업무 반에 RFID/ 

USN을 용하여 유비쿼터스 통합 컴퓨  체제를 

구축하고자 용모델  시스템화 방안을 정립하고, 

이 기술의 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험환경을 구축

하기 하여 테스트베드를 구축하 다.

  재 력산업의 장에서의 력설비 리 업무에

는 모바일 기술이 용되어 불필요한 작업을 이고 

업무를 효율화 하는 등 많은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설비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

하기 때문에 오입력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RFID/USN을 용하게 되면 이러한 오입력 등을 

일 수 있게 되고, 설비의 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취

득할 수 있게 되어 장업무 처리능률을 획기 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 업무 로세스의 개선과 비용

감효과로 력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

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 결과인 테스트베드를 통하여 RFID 기술

이 설비의 인식  자체 정보 장에 용될 수 있

으며, USN 기술은 실시간으로 력설비의 상태 정

보 취득이 필요한 선 속개소나 변압기 열화 측정 

등에 용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 다. 하지만, 아

직 RFID 기술의 인식거리와 인식성공률이 실제 업

무에 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단되며, 지속 인 

기술발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 이러한 

문제는 본 연구의 력산업에 용을 한 비즈니스 

모델 도출에 많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 다. 

  RFID/USN의 력산업에의 용은 아직 걸음마 

단계임을 인지하고, 사내로는 실무 문가들과 의사

소통을 통하여 력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외 으로는 정부  산학연 등과 력하여 RFID 기

술의 발 을 해 앞장서서, 경제  성과가 큰 용

모델을 도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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