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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 기반 교량 자산관리 시스템

NFC-Based Bridge Asset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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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교량 유지 보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거리 통신 기술인 NFC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NFC기반

교량유지관리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시스템은 관리자용 웹 프로그램과 점검자용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웹 프로그램은 객체 지향 언어인 자바를 사용하여 개발하였고,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은 하이브리드 앱을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NFC기반 교량 유지관리 시스템은 사용자 편의성과 현장 적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GUI기반으로 화면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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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교량의 디자인 측면이 강조되고 대형화 추세로 그 형태와 기능이 매우 복잡해지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그럼에 따라, 교량의 장수명화를 위한 유지관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

로 부각되고 있다[1-2]. 현 교량의 점검은 대부분 점검자의 육안검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부재로 이루어진 교량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비파괴방법이기 때문이다[6].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전산화시키는 과정에서 점검 자료의 입력오류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정리를 위

한 이중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등 실무자들에게 매우 번거롭고, 점검과 데이터 정리를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어 비효율적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산관리 업무 전체의 효율

화를 위해서 NFC기술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NFC기반 교량 자산관리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2. NFC(Near Field Communication)기술 개요

본 논문에서 교량 시설물의 정보를 읽어 들이고 현장에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

하기 위하여 사용한 NFC 기술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기반의 기술이다. NFC는 RFID와

mobile phone과의 결합기술로서 기존 RFID의 경우 PDA와 같은 별도의 리더기가 필요한 반면에, NFC는 현

재 출시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도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리더기가 필요 없는 장점이 있다[3].

3. NFC기반 교량자산관리시스템

3.1 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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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기반 교량자산관리시스템은 관리자용 웹 시스템, 현장점검자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NFC 기술이

결합된 시스템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웹 시스템 간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휴대가

간편하고 이동이 편리한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점검 정보를 현장점검자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할 수 있고, Wifi, 3G, 4G, 인터넷망을 통해 서버에 전송되어 관리자용 웹 시스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1는 본 시스템을 이용한 교량구조물 점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메인화면을 나타

낸다.

표 1. 모듈의 주요기능
Classificatio

n Category Main contents

Work
Managemen
t

Schedu le
check

Check the Date of Inspection,
Type of
Inspection(Occasional/Periodic/Preci
sion/Emergency), Checklist and so
on.

N F C
Tagging

Verification and tracking of
information from NFC Tag ID that
is attached on each member of
framework in bridge structures

Input result
o f
inspection

Input the inspection data of each
section after the examination

P h o t o
shoot and
upload

Upload and take the photo by
syncing the smartphone camera

C h e c k
results

Check
result of
inspection

Possible to verify and edit the
inspection results that written by
an inspector

Network
M a n a g e r
interworkin
g

Check manager contact and
interworking

Managemen
t
Guideline

C h e c k
manual of
inspection

Verification of each sections
specification, inspection method,
repairing method and management
guideline for specialty improvement
of inspector

3.2 Mobile Application

현장점검자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점검자가 현장에서 실시

간으로 점검결과 및 손상내역을 NFC 교량 유지관리 시스템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사용자의

입력 사항을 최소화하고 사용이 편리한 GUI(Graphic User Interface) 환경으로 설계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향

상시켰다. 본 어플리케이션은 작업관리, 결과확인, 연락망과 관리지침 총 4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모듈별 주요 기능은 표 1.와 같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사회기반시설물 중 교통과 물류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량 유지관리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ICT 기술의 하나인 NFC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량 유지관리 시스템을 제시하

였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시스템은 유지관리 업무에 NFC 기술과 모바일 기기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

으며, 본 시스템은 건축물, 터널, 소방시설 등 다양한 시설물 관리에 응용이 가능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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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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