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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04년 9월 14일 서강대학교는 국내 대학 최초로 2차원 바코드 시스템을 활용한 유/무선 통합형 

전자도서관을 개통했다. 모든 휴대폰에서 사용이 가능한 국제 표준 모바일 2 차원 바코드 시스템을 접

목하여 기존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라 재학생

들은 휴대폰과 PDA에 2차원 바코드를 내려 받아서 정보 검색, 서비스 조회 및 신청, 설문조사와 같은 

서비스들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휴대폰과 PDA 를 통해 도서관 출입은 물론 도서, 원문, 

동영상 등 다양한 학술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국내외 주요 학술 정보기관의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1]. 

국내외 시장에서 다양한 RFID상품들을 확대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관련 기업의 입장에서 이러

한 사례를 보면, 유비토피아(Ubitopia)의 IT 융합기술문명을 지향한 세계적인 무한 경쟁 속에서 RFID/ 

USN부문의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모바일 IT 비즈니스 모델과 유비쿼터스 IT 서비스의 상관 관

계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 소비자들이 RFID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거나 유사한 서비스에 

의하여 대체되거나 아예 RFID+USN복합 연동 서비스를 배척하는 시장으로 돌변할 가능성에 대하여 미

리미리 냉철하게 분석해야 함을 깨닫게 된다. 

또한, 어떤 RFID 비즈니스 모델이든 국내외 산, 학, 연, 군, 관, 민의 여러 수요자들의 취향과 기업 

내부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수요자들이 도입할 예정인 RFID/USN 시스템과 솔루션을 설계함으로써 

최첨단 기술의 핵심 가치를 소비자들이 미리 체험하도록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세대나 

어떤 직업의 사용자들은 사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문명이 진화해 가도 결코 바꾸지 않는 관습, 관행, 

생활 여건, 사고 방식, 그리고 소비 심리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반성이 있어야만 최첨단 

IT시장의 개척과 보급에 성공할 수 있음도 느끼게 된다. 

어쩌면, 정보통신부가 2004 년 4 월 28 일 공개한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원 구현에 필요한 IT839

전략이 제시하고 있는 비전과 강점 속에 내재되어 있는 약점과 위협적인 사항들도 다시 한번 해당 국내 

기업들은 스스로의 입장에서 분석해야 하고, ‘유비쿼터스 IT 서비스’의 관점에서 ‘모든 곳의 컴퓨터, 모

든 호환성의 IT 기기, 모든 연동성의 네트워크, 그리고 모든 사람의 유비티즌’이 내포하고 있는 결정적

인 단점도 분석해서 대안적 신 비즈니스 모델을 창안해야 하며, 차세대 컴퓨터들이 바로 인체의 의류 

속, RFID 태그 속, 휴대폰 속, 또는 노트북 속에서도 생존하려고 함으로써 기존의 컴퓨터들을 상대로 

치열한 시장 쟁탈전을 벌 인 후에 비로소 맞이하게 될 ‘유비쿼터스 유토피아’시대의 모습을 그려 보면

서 ‘어떻게 하면 서로의 영역을 보호하고 상호 의존하면서 공존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전략과 전

술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바코드 도서관들이 RFID 를 도입하여 더욱 편리하고, 더욱 저렴하며, 더욱 안전한 ‘도서 관

리, 도서 분실 예방, 도서 복사 방지, 또는 도서 훼손 방지, 도서 이동 추적. 도서 우편 배달 관리’ 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도처에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13.56[MHz]의 RFID서비스를 보더라도, 

실제 바코드 도서관에 시도된 RFID/USN의 제한적 서비스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에게 도서, 파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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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기타 기록물 등의 등록, 검색, 조회. 식별, 다운로드, 복사, 인증, 대출, 반납. 그리고 보존 연한을 

검증하도록 지원하는 RFID+USN+휴대폰(2D 바코드)+노트북(2D 바코드)+가정의 홈 서버(사이버 2D 바

코드 도서관)로 이어지는 끊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무선 네트워크들의 연동과 정보보안보

호 능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 출입은 물론 도서, 원문, 동영상 등 다양한 학술 데이터를 검색하고 국내외 주요 학술 정보

기관의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소비자를 지원하는 휴대폰이나 PDA 속의 2차원 바

코드가 도서마다 부착된 RFID 태그와 결합하여 어느 재학생이든 도서 대출이나 열람의 신청자가 요구

하는 미디어 접속에서부터 미래의 고부가 u-IT 서비스 이용과 수반되는 e-Banking/m-Banking 

(BANKON)에 의한 대금 납부까지 일련의 서비스 연동을 통해서 일반 소비자들도 겪어야 하는 IT 시스

템 이용의 수고까지 덜어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와 같은 u-IT 비즈니스의 대거 출현과 융합을 예견하면서, 본 논문은 최근 국내외에서 진행

되고 있는 2.45[GHz]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Tag 활용의 확대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과 국제 표준화 과제들과 관련하여 국내외 산, 학, 연, 관, 민의 기술 및 시장 관련 활동들을 분

석하고 차세대 비즈니스 전략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LG-히다찌가 국내에 공급 중인 Mu(μ)-

chip 의 보급 동향을 소개하고, 2.45[GHz] RFID 시스템의 국내 개발 동향과 2.45[GHz] RFID/USN 

(Ubiquitous Sensor Network)기술의 국내외 표준화 활동들을 살펴 보며, Mu(μ)-chip관련 무선LAN과 

ZigBee 서비스의 도전에 관하여 전망한다. 

 

II. 일본과 국내의 뮤칩(μ-chip) 동향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정방형 1 변의 길이가 0.4mm 라는 세계 최소형 비접촉 IC 칩인 뮤칩(μ-

chip)은 필립스의 UCODE가 가지고 있는 0~8[m]의 무선 판독거리와 공급망 관리, 자산 관리, 컨테이

너 관리 등의 제공 서비스들과 경쟁하면서 2~3[cm] 또는 25[cm]의 무선 판독 거리를 적용하기 쉬운 

지폐, 증권, 상품권과 같은 종이 재질의 금융도구에 부착형이나 내장형의 제공 서비스들을 RFID비즈니

스 모델로 가지고 있다. 히타치제작소는 일본 최대의 종합전기 제조업체이고, 대규모 범용 시스템 개발

에 강점을 갖고 있는데, 계열사인 히타치전선도 2001년부터 비접촉형 IC 태그, IC 카드를 생산하기 시

작했으며, 무선 안테나의 소형화에도 성공하여 무선 판독 거리가 50cm인 비접촉형 IC 칩을 개발하였

다. 히타치 제작소는 2002년 소니(SONY)사의 비접촉 IC 카드기술 ‘페리카(FeliCa)’를 도입하여, 그 기

술에 준하는 IC카드용 OS를 개발하여 현재 카드용 마이크로 컴퓨터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그림 1)

과 같은 뮤칩(μ-chip)은 128 비트의 ROM 을 가지고 있고, 제품의 출고 시마다 μ-ID 가 설정되고, 

2.45[GHz]대역의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여 확장 안테나를 사용할 경우의 최대 무선 판독 거리는 약 

25cm 정도이다. 

원래 뮤칩은 위조방지 용도를 상정하여 지폐나 증권 등에 삽입하는 것을 전제로 개발되었기에 기능

을 읽기 전용으로 제한함으로써 위조의 우려가 없는 동시에 대량생산, 대량소비, 그리고 초소형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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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단가 수십 엔이라는 저가격을 실현하였다. 히타치 제작소의 중앙연구소에서 개발한 이 획기적인 칩

이 최초로 발표된 것은 2001년 6월이었다. 

뮤칩의 조기 사업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1년 7월에 사내 벤처 ‘뮤 솔루션 벤처 컴퍼니’를 설립하

여 부품에서 시스템, 솔루션 등 사내 외의 기술력을 통합한 체제를 구축하고 뮤칩의 라이센스로서 응용 

개발과 시장 개척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초소형 사이즈 0.3mm 비접촉 IC 칩의 개발에도 성공하였다. 

 

 

(그림 1) 뮤칩의 구조와 일본 지폐 적용의 구상 

 

뮤칩은 2005년 일본 아이치(愛知)현에서 개최되는 일본국제박람회의 입장 티켓으로 사용될 예정이

다. 이때, 뮤칩에 의하여 입장 티켓의 위조방지와 발권한 입장권의 유통 상황이나 판매 상황을 간단하

고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입장객의 상황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입장객도 휴대전

화나 인터넷을 통한 사전 예약 등의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히타치제작소는 뮤칩의 이용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이토추(伊蕂忠)상사와 공동으로, 이토추 상사가 

브랜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콤버스사의 운동화에 뮤칩을 삽입하여, 일본 최초로 모조품의 식별을 포

함하는 유통관리 실험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업에서 뮤칩의 실증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히타치제작소는 일반 소비자용 유통 뿐만 아니라 생산재의 공급망(SCM) 에 적용도 고려하고 

있고, 신일본제철, 이토추상사, 마루베니사와 함께 철강재 유통용으로 강재 현품 관리시스템을 개발하

여 2003년부터 발매하고 있으며, 히타치제작소는 2003년 1월에 발표한 중기경영계획에서, 유비쿼터

스 사회의 핵심 장치로서 뮤칩의 응용 솔루션 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2005 년도에 약 150 억엔의 매출 

목표를 발표한 이래 2003 년 9 월 3 일 뮤칩에 안테나를 부착하여 본격적인 RFDI Tag 를 발매하였다

[2]. 

한편, 국내에서는 광운대학교와 전자부품연구원가 2003년 말까지 공동으로 2.45[GHz]대역 수동형 

태그의 RFID 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그 시제품의 RFID Tag 는 Zero Bias Schottky Diode 를 사용한 

정류기, ID 칩, ASK(Amplitude Shift Keying)변조회로, 그리고 이득이 2.38 [dBi]인 Backscatter Slot 

Antenna 로 구성되어 있고, RFID Reader 는 RF 송수신기 전단에 Circulator 를 사용하여 단일 Mi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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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p Patch Array Antenna와 Single-balanced Mixer를 사용함으로써 회로의 복잡성을 개선하고 전체

적인 단말기 크기를 소형화하였다. 또한, 동작 주 파수 2.45[[GHz]]에서 출력이 27[dBm]=0.5[W]로

서 MMIC(Microwave Monorithic IC)에 의하여 판독거리 1[m]가 확보되었고, 변조신호는 –

46.76[dBm]@57.2[[MHz]]의 값이 회로 의 내부에서 측정되었다[3]. 

2004년 6월 14일 일본 히타치제작소가 2.45[[GHz]]의 고주파에서 30[m]이상의 판독 거리로써  

철도, 물류, 유통 등에서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 10 종류의 시스템을 발표했는데, 그 제품 은 모든 종류

의 시스템을 매뉴얼화 하여 구체적인 활용법을 제시한 통합 제품으로서 ‘뮤칩 응용 솔루션’의 대표가 

되어 있다. 이와 함께 전자태그(RFID)의 보급을 활성화 함과 동시에 국내외에서 독자적으로 RFID시스

템을 개발하려는 고객들을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RFID 시스템 개발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뮤 칩 매

니저’도 동시 판매에 들어갔다. 그 가격 은 53만 5500엔이다[4]. 

또한, 일본 기업들은 새로운 기능의 전자태그를 직접 개발하여 출시하는가 하면 이를 응용한 가전 

제품까지 광범위한 연구 개발에도 몰입하고 있다. 2004년 9월 17일 히타치제작소와 후지 쯔는 IC칩

을 장착한 전자태그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고, 다이닛폰인쇄는 전자태그 기능을 접목한 세탁기를 

최근 개발했는데, 일본 정부의 경제산업성이 주도하는 전자태그의 기술 규격의 표준화와 함께 주로 서

로 다른 업체간 거래를 지원하거나 개당 가격을 1개당 5엔 정도로 인하 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그림 2) 뮤칩의 Evaluation Kit 사진 

히타치제작소는 최근 정방형 한 변의 길이가0.3[㎜] 인 초소형 전자 태그 ‘뮤칩(Mu-chip)’과 얇고 

고효율의 안테나를 얇은 수지 필름으로 감싼 전자태그 4종을 2004년10월 중에 출시할 예정이다. 그

것들은 1) 옷과 같은 의류에 장착할 수 있고 세탁을 해도 고장이 나지 않는 ‘내구성’전자태그, 2) 금속

에 첨가할 수 있는 ‘박막형 전자태그’, 3) 한 면에 점착 테이프를 붙인 전자태그 등이고 가격은 개당 20

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다. 

또한, 후지쯔는 기억용량이 큰 고기능성 제품의 개량에 착수했다. 전자태그에 들어가 있는 안테나의 

부착 방법을 달리해서 전파를 쉽게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고 있다. 또한, 2005년 후반에는 온도

와 습도를 감지하는 초소형 전자태그를 음식물 등에 넣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그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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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오는 2007년까지 매출 300억엔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실시간 마케팅 및 연구개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 밖에 다이닛폰인쇄는 전자태그와 냉장고 를 접목한 제품을 발표할 예정인데, 최근 전자태그를 사

용해 사용자들에게 적절한 세탁 방법을 알려주는 세탁기 ‘스마트 워셔’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전자태

그가 장착된 의류를 집어넣으면 소재나 과거의 세탁회수 등을 인식해 가장 적절한 세탁방법을 패널 화

면에 내보낸다[5]. 

 

III. 2.45[GHz] 뮤칩(μ-chip) RFID 시스템 

 

LF(125/135KHz)/HF(13.56[MHz])/UHF(433[MHz],900[MHz],2450[MHz]) 대역의 반송파를 사용

하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은 전통적인 자동인식(AIDC: Automatic 

Identification and Data Capture)기술의 한 종류로서 마이크로 칩을 내장한 태그, 카드, 라벨 등에 저장

된 데이터를 허용 대역 주파수의 무선 전파에 실어서 비접촉 방식으로 읽어 낸 다음, 그 읽힌 ID 정보

들을 지정 컴퓨터로 처리하여 물품들의 진위 여부를 식별하고, 해당 물품의 이력을 자동으로 관리할 목

적으로 생산시점에서 해당 물품에 부착되거나 내장되는 반도체 칩 Tag 들, 관리하는 공간에 설치된 

Reader(ID판독기), 그리고 Reader들의 데이터를 수집 처리하는 호스트 서버로 구성된다. 

히타치제작소가 개발한 무선자동인식 IC 태그용 ‘뮤칩(μ-chip)’은 아래의 (그림 3)과 같이 가로, 세

로 0.4mm의 집적회로(IC) 칩과 안테나가 연결된 뮤칩 태그를 Reader와 호스트 서버 또는 유/무선 인

터넷을 경유한 u-ID서버를 구성하여 활용한다. 지금까지 뮤칩은 2.45[GHz] 대역의 무선주파수를 사용

하고, 뮤칩은 제조공정 시에 128비트의 ROM(Read Only Memory) 영역에 고유의 ‘뮤ID(μID)’ 데이터

를 내장시켜, 데이터를 변조하거나 임의의 데이터를 재기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완벽한 보안성을 보장

한다. 

뮤칩에 사용하는 고유식별자인 128비트의 뮤ID는 헤드ㆍ서비스 IDㆍ실행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히타치사의 뮤ID는 독자적인 체계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극소성ㆍ진정성ㆍ비접촉형 등의 

특징을 살리고, 현품관리 태그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종이에 내장시켜 이용하는 서비스도 가능하다. 

초소형 크기를 강점으로 물류ㆍ유통ㆍ자산ㆍ위조ㆍ의료 등의 각종 관리 시스템 외에 농수산물 유통 

관리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양산효과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기존 제품의 50엔에서 수백 엔

보다 월등히 저렴한 가격의 뮤칩을 2004년 현재 히타치사는 월 1,000만 개 정도를 10∼20엔 가격으

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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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뮤칩의 적용 시스템 구성과 업무 흐름 

 

 향후,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의 노드로서 RFID Reader들이 진화하고 네트워크 구성에 채용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의 유비쿼터스ID 센터는 물품을 자동인식하기 위한 기반기술의 개발과 보급, 

최종적으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주요 활동 내용은 물품에 부여하는 ID 체계(Ubiquitous ID : uID)의 구축, uID를 이용하기 위한 기반기

술의 확립, 그리고 uID와 연결된 정보를 유통시키는 정보 보호된 광역분산시스템 기반기술의 확립이다. 

유비쿼터스 ID 센터는 일본 T-Engine포럼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아래의 (그림 4)는 유비쿼터스ID 센

터의 uCode 솔루션 개념을 나타낸다. 

한편, 유비쿼터스 ID 센터의 기술요소로서 uID 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기본이 되는 물품에 부여하

는 ID 체계를 제공한다. uID는 128비트 코드로서 128비트 단위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ISBN이나 

바코드, MIT Auto-ID센터의 ePC와 같은 기존 각종 ID 코드를 흡수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이며, 센터로

부터 uID의 할당을 받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한 코드 영역도 구비되어 있다. 

또한, uID는 정보보호를 중시하는 동시에 메모리나 CPU의 존재 여부에 무관하게 적용이 가능하고, 

기존 RFID에서부터 스마트카드의 모든 초소형 칩까지를 수용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만 인터넷과 연

동되므로 지역적 처리로 충분한 경우는 통신하지 않고 자체에서 처리를 완료한다. 특히, 사용 주파수가 국

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13.56[[MHz]]와 2.45[[GHz]] 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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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유비쿼터스 ID센터의 uCODE 솔루션 개념과 업무 흐름 

 

IV. 관련 국제 표준화 동향 

 

뮤칩과 관련되어 있는 ISO/IEC JTC1/SC31 의 18000-4로서 2003년 12월 현재 국제표준(IS)단계

에 도달하였다. 여러 종류의 단순 바코드 수준의 수동형 RFID 태그도 물류 유통은 물론, B2B/B2C 전자

상거래를 위한 기본적 정보 처리 단위로서 기존 바코드 수준의 기본적인 정보 인식만 가능한 초저가형 

RFID 기술 규격들인 18000시리즈 각 주파수 대역에 대하여 정합이 추진되고 있다. 

ISO/IEC JTC1/SC31의 WG4에서 심의 중인 ISO/IEC 18000은 18000-1에서 표준화에 필요한 파

라미터와 연관 파라미터에 대하여 정의를 제안하고 있는데, 18000-2~7에서는 18000-1의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각 주파수 대역에 대한 Air Interface의 규격을 제안하고 있고, 아래의 <표 1>은 바로 그러한 

각 심의안에 대한 국제표준화의 진척상황을 보여 준다. 

또한, ISO/IEC JTC1/SC31은 자동인식 및 데이터 취득기술에 관한 분과위원회로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고, JTC1/SC31은 바코드, RFID 태그, 그리고 금융 용도 이외의 Magnetic Stripe Card, 생체 관련 인

식 기술인 BioMatrix가 구체적인 검토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들 중에서 RFID Tag 표준화 작업의 

핵심은 Air Interface(Reader/Writer와 RFID Tag간 통신방식)로서 주파수, 변조방식, 부호화, Protocol

이나 Host Server와 Reader간 Command, Syntax, Application, 고유 ID, 성능, 일치성 등이 규격화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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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그림 5)와 같이, SC31/WG4 에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규격 대상의 무선주파수는 135kHz, 

13.56[MHz], 2.45[GHz], 5.8[GHz], 860~930[MHz](UHF), 433[MHz](UHF)의 6가지이다. RFID 태그

에서 이용하는 6가지 주파수의 규격 중 5.8[GHz]를 제외한 심의가 ISO/IEC 18000 파트2, 3, 4, 6, 7

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림 5) RFID 표준 기술별 무선 주파수 대역의 통신거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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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파수 가운데 135kHz 이하는 주로 FA 용도로, 13.56.[MHz]는 근방형 IC카드로서 신분증

이나 전자승차권의 용도로, 433.92[MHz]는 컨테이너관리 용도로, 860~930MH와 2,45[GHz]는 유통/

물류 전반에 대한 용도로 지정되어 있고, 5.8[GHz]는 지능형교통제어시스템(ITS) 용도로 지정되어 있

으나 표준에서 철회되었다. 

아래의 <표 2>와 같이 ISO/IEC 18000-4(2.45[GHz])는 마이크로파형으로 통신하며 2 가지 모드의 

규격을 제안하고 있다. Intermec사가 제안한 모드1은 전원이 없는 수동형 RFID 태그이고, 모드2는 전

원이 있는 능동형 RFID 태그로 제안되어 있다. 모드1은 FHSS(Frequency Hop ping Spread Spectrum, 

주파수 호핑 방식-일정시간마다 주파수를 변경하면서 송신 시에 주파수 성분을 일정한 범위로 확산시

키는 통신방식)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모드 1 은 무전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거리는 수

10cm~1m 정도이다. 이 대역의 모드1의 제품으로 히타치제작소의 뮤칩이 있다. 한편, Siemens사와 

Nedap사가 제안한 모드2는 FHSS를 채용하고 있다는 점은 모드1과 같지만, 전원부착을 전제로 하

기 때문에 통신거리는 수m~10m 정도이다. 

 

따라서, 바코드 및 RFID 등의 자동인식 및 데이터 획득 시스템에 대한 AIDC(Automatic Identification 

and Data Capture) 기술은 상품 공급망 활동에서 사람의 작업이나 판단을 궁극적으로 배제하고 상품이 

갖는 정보를 자동적으로 취득하여 온라인으로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자동처리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국제적으로 AIDC 기술 표준화를 주도하는 양대 공적표준화기구인 ISO 와 IEC 는 1996 년 3 월 JTC 

(Joint Technical Committee, 합동기술위원회) 1 내에 AIDC 기술표준화를 위한 31 번째 분과위원회

(Sub―Committee)를 설립하고 바코드 및 물품관리용 RFID에 대한 국제표준화 활동에 착수하였다. 

현재 물품관리용 RFID 표준화는 ISO 를 주축으로 국제표준화 기구인 IEC, ANSI 등의 지역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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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와 AIM Global Network, EAN International(국제EAN협회), UCC(Uniform Code Council Inc., 미국

ㆍ캐나다 상품관리기구), MIT Auto―ID 센터 등의 민간표준화 추진협의회가 협력하여, 물리 계층/무선 

접속/통신 프로토콜 등 무선시스템에 대한 논의 뿐만 아니라 사용 주파수 대역의 전세계적 통일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보전달의 고속화를 위해서는 컴퓨터에 대한 정보입력 수단의 자동화가 불가결하다. 또한 물품입

수의 고도화는 발주ㆍ생산ㆍ물류ㆍ납입 등의 모든 생산활동 자동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생산활동의 고

도화를 실현하는 기술인 AIDC 기술에는 바코드ㆍ2차원 심볼ㆍRFIDㆍ자기카드ㆍIC카드ㆍ바이오매트

릭스 등이 있다. SCM(Supply Chain Management)의 물품 관리에 사용되는 AIDC 기술의 표준화를 

ISO/IEC JTC1가 담당하고 있는데, ISO/IEC JTC1/SC31에서는 WG (Working Group, 작업그룹) 1~3

이 리니어 심볼과 2차원 심볼의 표준화를, WG4가 물품 관리용 RFID의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다. 즉, 

WG4에서는 물품 관리용 RFID의 경우도 기존 AIDC 기술인 바코드와 2차원 심볼의 데이터와 같이 취

급할 수 있도록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장에서는 OCR ㆍ바코드ㆍ2 차원 심볼ㆍ자기카드ㆍ IC 카드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RFID 의 통신방법이 기기 제조 업체별로 다르면 사용하기 어렵다. 때문에, OCR ㆍ바코드ㆍ 2 차원 

Symbol/자기카드/IC 카드 등에 대한 여러 종류의 데이터 캐리어의 Reader 또는 Reader /Writer 와 호

스트 컴퓨터 사이에서 데이터 교환이 가능해야 한다. 이와 같이 주어진 시장 환경을 수용하기 위한 물

품관리용 RFID 기술은 RFID 태그와 판독에 이용하는 기기의 규격과 태그에 입력되는 정보의 코드 체

계, 혹은 데이터 정의와 데이터의 운용  측면에서 표준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범용적 기술 요건과 더불어 시스템 전반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ISO/ IEC 

JTC1/SC31 WG4는 RFID 태그 활용에 대한 포괄적 표준화의 대상을 응용(Application 혹은 Host)ㆍ질문

기(Interrogator, Reader/Writer)ㆍ RFID 태그로 구성되는 시스템적 프레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구체적

으로, ISO/IEC JTC1/SC31 WG4는 물품 관리용도의 RFID Tag에 대한  응용 요구 프로파일, 응용 명령/

응답, Logic Memory/태그 드라이버, Air Interface, 성능 시험 방법, 일치성 시험 방법, 고유 식별자 등을 

아래의 (그림 6)과 같이 대응되어 있는 기구의 체계대로 소관 분과에서 국제 표준화의 심의 대상으로 정

하여 수행하고 있다. 

한편, 국내의 한국전산원은 2004 년 8 월 29 일부터 정보통신부의 `2004 년도 RFID 기반기술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산업 환경에 RFID를 적용해 효율성을 검증하는 응용분야 실증실험을 실시하

고, 그 결과를 ISOㆍ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전산원은 2004년 8월 

초 RFID 기반의 △유치원 원아관리(LG이노텍) △의료포털(위즈정보기술) △수출입물류집하장(CFS) 관

리(코리아컴퓨터)등 세 개의 실증실험 과제와 사업자를 선정해 시스템 구성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는 

RFID와 USN 분야에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2∼3년 가량 뒤져 있는데, 특히 RFID를 다양한 

산업ㆍ업종 환경에 적용할 때 필요한 표준 가이드 라인인 ARP(Application Require-ment Profile) 분야

가 취약했다. 일본의 경우 2002 년부터 물류ㆍ유통ㆍ도로ㆍ식품ㆍ금융ㆍ의료ㆍ환경ㆍ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실험을 실시했으며 ISOㆍIEC를 통해 ARP에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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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ISO/IEC JTC1/SC31 WG4의 RFID Tag System 표준화 프레임과 대상체 

 

실증실험 과제 중에서 유치원 원아관리는 돌발상황이 많은 유아들에게 RFID 태그를 부착해 사고를 

방지하고 관리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태그가 부착된 유아들의 이동경로에 리더기와 카메라를 

설치해 이를 차세대 인터넷주소체계인 IPv6 네트워크로 연계하고, 학부모들이 실시간 웹카메라로 자녀

들의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인식율이 높은 RFID 부착 부위와 리더ㆍ안테나 설

치구역 등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LG이노텍은 영등포의 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할 예

정이다. 

의료포털은 환자와 의료장비의 위치를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가령 응급환자나 만

성질환자의 경우 위급상황 발생시 환자나 보호자의 간단한 동작만으로 담당의사와 간호사에게 신호가 

전달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실수로 환자 신체에 삽입되거나 분실되는 메스ㆍ가위 등의 수술장비에도 

RFID 태그를 부착해 관리하겠다는 것. 이 경우 장비 부착 위치와 함께 주파수에 민감한 병원 환경도 

검증의 대상이 된다. 

물류분야인 CFS 관리는 중국 등 생산국에서 온 컨테이너 상품이 다시 일본과 미국으로 발송되기 

전 경유하는 CFS에 IPv6 기반의 RFID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수출입 물류처리를 보다 용이하게 하겠

다는 목적이다. 각 국마다 달리 적용되는 ISO의 화물분류코드를 RFID 태그에 접목시켜 한중일 3국간 

물자 교류에 어려움이 없도록 매칭하는 방안이 중점 연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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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산원은 현재 진행되는 RFID 시범사업은 각 업종에 RFID를 이른 시일내 적용하기 위한 시스

템 구성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반면, 실증실험은 다양한 RFID 기술을 개별 산업 환경에 다각도로 접목

해 적용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비중을 두고 있는데, 9월 30일까지 실증실험을 위한 시스템 환경을 마

련하고 12 월 31 일까지 실증실험을 실시해 ARP 를 작성, 연말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ISO ㆍ IEC 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05 년부터는 적정예산을 확보해 실증실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7]. 

 

V. 블루투스, UWB, 그리고 ZigBee의 도전 

 

불과 3~4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블루투스(Bluetooth) 또는 UWB(Ultra Wide Band)보다 관심을 덜 

받고 있었던 ZigBee가 그 후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RFID의 표준화와 함께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의 개념에 연동 서비스의 접점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ZigBee는 저전력 ZigBee 송수신기를 

센서(동작, 빛, 압력, 기온, 습도)와 결합하여 대,중,소규모의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기

술로서 산업ㆍ가정ㆍ의료ㆍ군사 등 다양한 응용으로 활용될 목적이었다. 실제,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는 대용량 정보 전달이 요구되지 않는 반면에, 긴 배터리 시간과 일정 거리 이상의 전송 커버리지 확보

가 오히려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IEEE는 지난 2003년 5월 저렴한 저전력 무선 PAN 기

술을 정의하는 802.15.4 규격을 발표하였으며, 마케팅과 제품 인증 등 산업 촉진을 위해 설립된 

ZigBee Alliance에서는 IEEE에서 정의하는 PHY와 MAC에 네트워크/보안 계층을 추가로 정의하는 작

업을 진행하고 있다. IEEE 802.15.4 표준 규격에서는 868[MHz](BPSK/1 채널/유럽), 902~928 

[MHz](BPSK/10채널/미국). 2.4[GHz](OQPSK/16채널/전세계) 등 3개의 주파수 대역에서 DSSS 변

조 방식으로 최대 100[m]까지 20~250[Kbps]의 전송 속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다. 

또한, 주소에 64비트를 할당함으로써 최대 65,000개의 노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액세스 방법으로 

무선 LAN 과 비슷한 CSMA-CA 를 사용하며 QoS(Quality-Of-Service)를 위해 GTS(Go-To-Site)매커

니즘을 도입하고 있다. 802.15.4에 네트워크/보안 계층과 토폴로지를 확장한 ZigBee는 중계기를 사용

해 네트워크를 수 [km] 이상으로 확장 가능하게 함은 물론, Ad-hoc/ Star/Mesh 등 다양한 토폴로지로 

망을 구성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ZigBee/802.15.4 의 가장 큰 특징은 초저전력 소비에 있다. 송수신시 ZigBee 의 평균 

전력 소비 수준은 50[mW] 정도로, UWB(200mW)/무선 LAN(1W)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게다

가 ZigBee 슬레이브 장치는 마스터 장치로부터 호출이 왔을 경우에만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번 

배터리를 장착하면 최대 2~3 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따라서 데이터 송수신 빈도가 

많지 않은 가정 내 냉난방/환기 시스템, 가스/화재 탐지기, 도난 방지기 등에 적합하다. 

시장 초기 센서를 제외한 ZigBee 칩셋은 블루투스와 비슷한 4~6 달러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

된다. 현재 ZigBee 솔루션은 Baseband, RF, MCU(MAC, 센서 제어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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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블루투스ㆍUWB와 마찬가지로 Baseband, MAC, RF, 플래시 메모리 등이 하나로 통합된 Single 

Chip으로 진화하며 개당 가격을 3~4달러 선까지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Point-to-Point방식 ZigBee 

제품은 2004 년 1/4 분기에 출시되었으며, Mesh 방식 제품은 2005 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ZigBee 반도체 업체로는 Motorola, Texas Instruments, ST Microelectronics, Ember 등이 있다. 

한편, 블루투스는 이동 통신 단말기 업체였던 Ericsson(현재 SonyEricsson)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

으며, 유선 케이블 대체 기술로서 10[m]내외의 단거리에서 최대 4[Mbps]를 전송할 수 있다. 기술의 

시발점이 이동 통신 단말기 업체였던 영향으로 블루투스는 현재 이동 통신 단말기에서 가장 많이 도입

되고 있다. Nokia, SonyEricsson, QUALCOMM 등은 최근 단말기 칩-셋에 블루투스 기능을 적극 도입

하고 있다. 2007 년에는 2.3 달러까지 하락하게 되면, 블루투스는 이동 통신 단말기뿐만 아니라 헤드 

셋, PC, PC주변 기기(키보드, 마우스, 프린터, 스캐너), 가전  제품 등에서도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렇지만, 대용량 무선 멀티미디어 영역은 앞으로 UWB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저렴한 저속 저전

력 네트워킹 영역에서는 ZigBee 가 블루투스를 위협할 것으로 보이므로, 2.45[GHz]대역의 Mu-chip 

RFID 는 그러한 무선 LAN(Local Area Network)의 블루투스와 무선 PAN (Personal Area Network)의 

ZigBee 가 가지고 있는 인접 주파수 적용 공간 영역 속에서 공존해야 할 서비스로서 물품의 제조기업

과 유통 물류기업이 부착한 태그 속의 ID정보(EPC, uID)에 행정 당국이나 각 가정의 관리자가 부여하

는 ID 정보를 더하여 종합적으로 생산-유통-구입-신고-소비-폐기의 전체 생명주기를 일관성 있게 관

리하는 목적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VI. 결론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2.45[GHz] RFID(Radio Frequency Identifi- 

cation) Tag 활용의 확대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과 국제 표준화 과제들과 관련하여 국내외 산, 

학, 연, 관, 민의 기술 및 시장의 활동들을 분석하면서 차세대 비즈니스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를 위하여, LG-히다찌가 공급 중인 Mu-Chip의 동향을 소개하고, 2.45 [GHz] RFID시스템의 국내 개

발 동향과 2.45[GHz] RFID/USN(Ubiquitous Sensor Network)기술의 국내외 표준화 활동들을 살펴 보

며, Mu-chip관련 무선LAN과 ZigBee 서비스의 도전에 관하여 전망하였다. 

이제부터 가까운 장래에 국내외 시장에서 휴대 인터넷이 등장하고, 가정의 Desk Top PC가 벽 속으

로 사라지며, 모든 사물에 RF-ID 태그와 유비쿼터스 센서SoC가 내장되거나 부착되어 어느 곳을 가던

지 분실, 도난, 그리고 파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물류시스템과 같이, ‘인간과 인간’사이에도 단절과 오

해와 불신의 손해가 최소화되는 복지 국가의 모델과 빈부의 격차가 적은 사회적 시스템이 정착되어 나

아갈 것이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IT 기술은 인류 이상향의 근간이 될 것이고, 스마트 홈과 스마트 단말

기들에 의하여 인류가 창조한 모든 기계들의 추론과 학습 알고리즘 속에 주인과 주인의 관계인들에 대

한 예절과 배려가 내장될 것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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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영화 ‘i로봇’에 등장하는 로봇들의 반란이 없는 미래 사회, 결코 한 사람의 수퍼맨이나 스파

이더맨에 의해서 범죄 없는 세상이 유지되지 않아도 될 만큼 인간의 원초적 범죄본능을 미리 통제하거

나 교화하는 미래 사회가 바로 유비토피아(Ubitopia)이다. 따라서, 2030년 이후의 시대에는 누구나 마

음이 허락하는 순간, 사용자나 주인의 의지가 주위의 물리적 공간 속에 내장되거나 부착된 u-센서 네

트워크에 의하여 감지되고, 모든 물품들의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의 이력 과정과 중간의 위조나 범죄가 

RFID 에 의하여 감시 관리되며, 그 요구 사항들이 유/무선 광대역 복합망(BcN)으로 진화하는 과정에 

등장하는 모든 정보, 지식, 예술, 창작, 감상 등의 활동 속에서 유비쿼터스 IT의 융합연동 서비스에 의

하여 지원될 것이다. 

비록 지면의 제약으로 EPC표준화 부문은 다루지 못했으나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정하고, 본 논문

에서는 기존의 바코드 대체적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RFID Tag와 Reader시스템이 향후 유비쿼터스 모

바일 컴퓨팅의 EPC(uID)서버와 연동함으로써 모든 곳의 물품 위치와 모든 물품의 정체에 관한 정보들

을 담아서 초고속/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고 IPv6기반의 유/무선 인터넷 네트워킹과 상호 연동을 

통하여 원격지에서 자동 관리하면서 범죄를 예방하거나 적발하는 사례는 물론 모든 상거래들이 전자은

행, 전자행정, 그리고 전자세금 체계와 결합하도록 지원하는 RFID/USN의 유비토피아 비즈니스 전략을 

예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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