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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컨버전스 트렌드의 한 모습으로
등장한 RFID/USN의 급속한 이용과 향후 발전, 진화되는 동향을 분석 전망한다. 이 추
세를 분석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RFID/USN의 개념, 서비스 특징 및 국내외
산업동향 분석 전망 및 발전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RFID/USN 산업의 발
전 전략에 접근함에 있어 일차적으로는 RFID/USN의 개념과 구조 및 산업적 특성 그
리고 응용분야에 대한 고찰을 통해 USN 구축의 중요성 및 의의를 살펴본다. 또한 국내
외 기술 개발, 정책 동향 및 관련 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국내외 시장 추세를 파악
하여 현 시점에서의 실효성 있는 RFID/USN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전망한다. 나아가
RFID/USN 산업의 육성을 위한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고, 현재 구축되어 있는 정보통신
네트워크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연관 산업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RFID/USN 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방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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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상황
에서 RFID/USN 산업발전 전략을 살펴본다. 즉,
RFID/USN의 개념, 특성 및 응용분야에 대한 고찰
을 통해 RFID/USN 관련 산업전망과 발전방향에 접
근하며 RFID/USN 구축의 중요성 및 의의를 살펴본
다. 또한, 국내외 기술개발, 정책동향, 그리고 기업
동향을 파악하여 현 시점에서의 국가 산업동향을 점
검하고 국가차원의 산업 성장동력으로서 적합한 실
효성 있는 RFID/USN 구축을 위한 비전을 제시한
다. 이를 위해 RFID/USN 산업의 발전 로드맵과 추
진 방향을 제시하여 RFID/USN이라는 다소 추상적
인 개념의 구체화 및 실용적 접근을 도모한다. 나아
가 현재 구축되어 있는 정보통신 네트워크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연관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를 극대
화시킬 수 있는 산업정책을 모색한다.

최근 사물에 RFID를 부착하여 사물 정보를 확인
하고 주변 상황정보를 감지하는 RFID 및 센싱 기술
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바코드를 대체하
여 상품관리를 네트워크화, 지능화함으로써 유통 및
물품 관리뿐만 아니라 의료, 약품, 식품 등의 분야에
서 안전과 보호, 환경관리 등의 혁신을 선도할 것으
로 전망된다. 또한, 이는 기존에 추진되어 온 정보화
정책이 사람 외에도 사물을 이용한 정보화 정책으로
확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보화의 지평을 확대시킬
수 있는 핵심기술로서 부각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RFID의 이러한 특징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하여 RFID 및
센서 기술 개발과 실용화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에는 정부 주도로 집중적으로 추진되
고 있는 IT839 전략의 추진으로 브로드밴드 인프라
의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디지털 컨버전스 기
술발전에 의한 디바이스, 서비스, 네트워크의 진화
및 유무선 통합 환경에서의 다양한 서비스의 통합이
1st Step:
Read Only(~2004)

2nd Step:
Read & Write(~2005)

Ⅱ. RFID/USN의 개념과 특징
1. RFID/USN의 정의
RFID/USN은 모든 사물에 부착된 RFID 또는 센
3rd Step:
Sensing(~2006)

4th Step:
Communicating(~2008)
Broadband Peer to
Peer Communication

Products
Sensing
Tag
Tag with
Memory

Passive
Tag
Identifying Product Code

Tracking the Origin

Sensing & Control
USN

USN

BcN

Sensor

900MHz Passive RFID System

433MHz Active RFID System

(그림 1) RFID/USN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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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기술을 초소형 무선장치에 접목하여 이들 간의 네

기능으로는 리더는 RFID 태그에 읽기와 쓰기가 가

트워킹과 통신으로 실시간 정보를 획득, 처리, 활용

능하도록 하는 장치이고, 안테나는 정의된 주파수와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RFID/USN에서는 사물

프로토콜로 태그에 저장된 데이터를 교환하도록 구

의 이력정보뿐만 아니라 사물을 둘러싸고 변화하는

성되는 장치이며, 태그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RFID

물리 환경계의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여 생산성, 안

의 핵심기능을 담당한다. 리더가 태그로 전파를 송

전성 및 인간 생활 수준의 고도화를 실현한다.

신하면 태그는 수신 전파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활

RFID/USN은 먼저 인식정보를 제공하는 RFID를

성화되며 활성화된 태그는 자신의 정보를 실어서 리

중심으로 발전하고 이에 센싱 기능이 추가되어 이들

더로 송신하게 된다[1].

간의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USN 형태로 발전할 것

따라서 RFID/USN 산업은 RFID/USN 장비 산업

이다((그림 1) 참조)[1]. 즉, 현재의 사람 중심에서

과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산업으로 구성되며 RFID/

사물 중심으로 정보화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광

USN 기업은 크게 칩, 태그, 리더, 안테나를 개발하

대역망(BcN)과 통합해 유비쿼터스 네트워크가 가

는 하드웨어 개발기업과 미들웨어 및 패키지 소프트

능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USN은 초기에

웨어를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시스템통합

RFID를 통해 개체를 식별하는 단계에서 센싱 기능

(SI) 기업, 솔루션 및 통신서비스 기업으로 구분할

을 부과하여 환경 정보를 동시에 취득하는 단계를

수 있다[3].

거쳐 태그 상호간 통신으로 Ad-hoc 네트워크를 구
축하고 기능이 적은 다른 태그를 제어하는 것으로

3. 응용서비스 분류 및 효과

발전할 것이다[2].
RFID/USN은 상황, 환경의 인식기술이나 필요한

2. RFID/USN의 개념 및 구성

정보의 추출, 분석기술에 의해 다양한 사회, 경제활
동에 있어 보다 이용자 요구에 가까운 고도화된 서

RFID/USN 시스템은 크게 안테나가 포함된 리더

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행정, 경제산

(reader), 무선자원을 송/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 정

업, 개인생활 분야의 각종 생산, 수요, 공급과정에서

보를 저장하고 프로토콜로 데이터를 교환하는 태그

이용자 상황이나 환경에 입각한 IT 이용의 고도화를

(tag), 서버 및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다. 각 부분의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응용서비스를 특징에 따라

<표 1> RFID/USN 응용서비스 분류 및 효과
분야

부문
재난재해관리

공공
행정

경제
산업

생활
서비스

효과
국가 위기관리 능력 제고, 새로운 유형의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

사회안전

경비의 절감

전자조달

정부물자에 태그를 부착하여 전자적으로 자동처리, 경비절감

비즈니스/상거래

산업생산성 향상, 경영합리화 실현, 신제품 개발, 신규산업 및 서비스 육성

금융

화폐 및 금융권 등의 위조방지

물류/유통

물류비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판매관리 및 재고관리의 효율성 증진

교통운수

교통안전성 증대 및 교통사고 감소, 타 선박과의 충돌방지, 자동차 및 텔레매틱스 산업의 발전 촉진,
육안 또는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자동차 상태를 파악

농축수산

식품안전성 향상, 가축 전염병 예방, 생산성 증가로 업계 소득증대

생활/문화

국민편의 증진, 삶의 질 향상, 국민 여가생활의 다양화, 문화선진국 건설 도모

환경

환경훼손 방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보건복지

신호등, 도로표지판 등 음성 안내 및 인도의 보드블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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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고 그 효과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공공

는 끝내고 실제 응용 분야로의 적용을 중점 방향으

행정분야에서는 재난재해관리, 사회안전, 전자조달

로 전환하고 있다.

등 공공분야의 업무의 효율성 관리에 획기적 전환을

NITRD에서는 무선통신이나 애드혹 네트워크와

가져올 수 있고, 경제산업분야에서는 비즈니스, 상

함께 센서 네트워크도 LSM의 공동연구분야 중 하

거래, 금융, 교통운수, 농축수산 분야에서 다양한 응

나로 인식하여 연구개발을 추진중이며, SII는 저렴

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개인생활분야에서는 생활,

하고 분산화된 무선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문화, 환경, 보건복지 등 개인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제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 아키텍처 개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

발을 목적으로 추진중이다.
산학관(産學官) 연계의 일례인 CENS은 NSF 과

Ⅲ. RFID/USN 산업동향 분석

학기술센터의 한 부문으로 삽입형 센서 넷 개발과
그 응용분야 연구를 전개하고 있으며, 상무성 산하

1. RFID/USN 기술정책 동향

의 전기통신정보국(NTIA)은 주파수 등의 규제 관리
및 표준화 촉진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RFID 도입으로 인해 창조될 막대한

RFID/USN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DARPA와 국

잠재적 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하며 기술의 조기 표준

립표준기술원(NIST)이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화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추

유비쿼터스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하고 이에 HP,

진중에 있으며, 컴퓨팅의 주체가 사람 중심에서 사

IBM, MS 등의 민간기업과 MIT, CMU, 워싱턴 대

람을 포함한 모든 사물 중심으로 전환되는 미래 유

학 등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형태로 유비쿼터스 컴

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퓨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HCI 기술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를 실현할 핵심 기술 가운데

과 그 표준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RFID를 이용한 상

하나로 RFID를 주목하고 있으며 센싱기술도 유비

품관리를 위하여 MIT를 중심으로 북미지역 코드관

쿼터스 컴퓨팅의 기반기술의 하나로 인지하고 연구

리기관(UCC), 국방성, 업체 등의 협력을 통해 Auto

추진하고 있다[1],[4],[5].

ID 센터를 설립(1998년)하여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가. 미국

RFID/USN 관련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DARPA

미국에서는 전미과학재단(NSF), 국방부 산하 고

와 정보처리기술국(IPTO)에서 자금을 지원 받아

등연구 계획국(DARPA)을 중심으로 각 관청, 기관

UC Berkeley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Smart

이 연계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Dust’ 프로젝트와 MIT와 UCC, P&G 등 현재 75개

NSF에서는 민간이 하지 않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Auto ID’ 프로젝트가

10년을 목표로 장기적 시야로 IT를 포함한 과학기

있다. 스마트 먼지는 RFID 칩으로서 1mm2 크기의

술 분야의 기초연구나 교육, 연구기반 정비 등을 전

실리콘 모트(mote)라는 입방체 안에 완전히 “자율

개하고 있으며 나노, 바이오, MEMS, 유비쿼터스 삽

적인 센싱”과 “통신플랫폼”을 갖춘 보이지 않는 컴

입 칩, wireless broadband 등을 10년을 걸쳐 진행

퓨팅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으며, ‘Auto ID’ 프로젝트

해야 할 테마로 생각하고 “새로운 센서용 컨셉 디자

는 “Smart Tag”를 각종 상품에 부착해 사물을 지능

인 개발”, “센서 네트워크” 등 센서 분야의 첨단 개

화하여 사물 간 또는 기업 및 소비자와의 커뮤니케

발을 대표적인 테마로 추진중이다. DARPA에서는

이션을 통해 자동화된 공급 망 관리시스템 개발을

센서 자체 및 센서 네트워크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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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U

다. 일본

유럽에서는 연구, 기술개발 분야의 종합적인 추

일본은 자국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모

진정책인 ‘제6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입각하여

바일, 광섬유, 가전, IPv6, 정밀가공 기술과 연계시

프로젝트의 계획부터 공모,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킨 ‘포스트 e-Japan’ 전략 및 ‘u-Japan’ 전략차원에

이중에서 정보통신 분야는 사회정보총국이 담당하

서 일본 총무성을 중심으로 꾸준히 유비쿼터스에 대

며, 유럽 각국에서도 각각의 정책에 입각한 연구개

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유비쿼터스 연구

발을 하고 있다. 센서 네트워크관련 프로젝트는 주

는 “어디서나 컴퓨터 환경”, 즉 모든 사물에 초소형

로 “사용자와 친숙한 정보사회 창출”을 겨냥한 정보

칩을 이식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통신이 가능한

화사회 기술 계획(IST)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다. 컴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구축한다는 목표로 추진

퓨터로 의식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구조, 사회 구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비쿼터스 ID 센터를 설립

축을 목표로 한 미래 기술(FET) 분야인 ‘The Dis-

(2003년 3월)하여 동경대학 사카무라 켄 교수의

appearing Computer’, IST 성과의 사회ㆍ경제에

TRON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

대한 대응분야인 ‘Improving Risk Management’,
센서 기술과 애플리케이션 등 분야 횡단적인 연구
개발을 하는 횡단적 프로그램 실시(CPA) 분야인
‘Sensor Technologies & Applications’ 등을 들 수
있다.
RFID/USN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IST의 일환으
로 미래기술계획(FET)의 자금지원을 받아 ‘사라지
는 컴퓨팅 계획(disappearing computing initiative)’ 사업을 중심으로 16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하여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
다. 새로운 컴퓨팅 네트워크 및 구조화와 컴퓨터 객

며, 히타치에서 Mu-Chip을 발표하는 등 많은 관련
기업들이 pilot test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2001년
에는 총무성 산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기술의 장
래 전망에 관한 조사연구회”를 발족하여 관련 기술
에 대한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을 조사 및 분석하고,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의 실현을 위해 대응해야
할 연구개발 과제나 연구개발 추진 대책 등을 검토
하고 있다. 최근에는 위 연구회에서 RFID 보급/확산
에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
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관리 보호가이드 라인
원칙안”을 제정하여 공표한 바 있는데, 주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대책 및 예방책을 포함하고

체들 간의 조합에 따른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 창출

있어 점차 RFID의 응용분야 및 비즈니스 영역에의

을 통해 정보기술을 일상사물과 통합하여 인간생활

확산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을 향상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연구소, 대학,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 RFID 관련 프로젝트로서, TRON
프로젝트는 초기 일본 내의 다양한 내장형 소프트웨

‘Smart-Its’ 프로젝트가 대표적 사례로서, 사물

어의 규격통일을 시도하고 트론 칩 개발과 영역별

에 소형의 내장형 RFID 칩인 “Smart-Its”를 삽입하

특징을 제시하였으며, 지능형 지역분산 시스템을 추

여 감지, 인식, 컴퓨팅 및 무선 통신 등의 기능을 지

구하고 있다. 최근 NTT 도코모의 “i-mode”에

닌 정보 인공물을 개발하며, 나아가 지능화된 사물

“ITRON”이 적용되는 등 활발한 응용이 나타나고

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물간의 연계까지를 목표

있다[4].

로 삼고 있다. Grocer 프로젝트는 위치 기반 RFID

일본 총무성은 USN 애플리케이션의 구체적인

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는 u-커머스를 추구하며,

향후 이미지를 “안전, 안심”, “쾌적, 여유, 오락”,

Paper+++ 프로젝트는 센서와 위치 기반 장치가

“최적, 효율”의 3가지 축으로 정리하고 13가지 응용

내장된 전자교재를 통한 교육 분야의 유비쿼터스화

서비스를 목표로 선정하고 센서 네트워크의 향후 비

를 이끌기 위해 연구되고 있다[4],[5].

전 실현을 위하여 비즈니스 사례를 분석, 단일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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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이용, 정보교환, 기술 우위, 패키지, 공공 지원
을 위한 6개의 구체적 비즈니스 모델을 예시하고,
요소기술 연구개발을 진행중이다. 새로운 센서 네트
워크 기술에 관한 개별 연구도 대학이나 기업에서
홈 시큐리티나 빌딩 관리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활
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요소
기술 연구도 유럽에 비해 활발하다[1].
라. 한국

나. EU
‘사라지는 컴퓨팅 계획’을 중심으로 총 16개의 독
립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유비쿼터스 관련 대응 전
략을 모색하고 있다. EU는 광우병 및 동물 구제역의
확산에 따라 가축사육과 육류 유통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원산지 추적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RFID를 이용하여 가축을 식별하고 신속하게 정보
를 교환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2003년 하반기에 우선적으로 양

현재 국내 RFID 관련 기술개발은 정부와 국책연

과 염소에 RFID 태그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

구기관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제 공동연구를

표하였으며, 그 외 가축에 대해서도 태그 사용을 권

통해 기술력 차이를 극복하고, 상용화를 위해 산업체

장하여 2008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와 공동개발을 추진한다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은 위조방지를 위해 비접촉식

세계 IT 시장에서 선구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RFID 칩을 지폐에 내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고,

2004년에 ‘IT839 전략’을 책정하여 8대 신규 서비스

독일 뮌헨시가 교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혼잡 통행

의 도입, 3대 인프라의 구축, 9대 신성장 분야 육성을

료 부과를 위해 차량 등록 때 RFID를 사용하는 방안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센서 네트워크 연구와 관

을 검토하는 등 RFID 적용 확산을 위한 정책을 펴고

련해서는 RFID/USN 기술의 연구개발, 표준화, 보급,

있다. 영국에서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TRI-MAX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6].

International, Nokia, DHL 등이 협력하여 능동형
및 수동형 RFID 태그와 RFID 기반시설을 통하여 공

2. RFID/USN 산업정책 동향

급 사슬과 전자거래 운영의 효율성 증진 및 범죄 예

가. 미국

방 차원에서 휴대폰 추적 시스템을 시행하였다[5].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테러리스트들이

다. 일본

미국 항만이나 철로를 통해 폭발물이나 화학무기를
밀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으로 반입되는 컨테

일본 총무성은 일본에서 RFID의 각 분야별 실용

이너에 RFID 태그 부착을 사실상 강제하는 규정을

화를 위한 산ㆍ학ㆍ관 추진 조직인 “RFID 고도이용

만들어 2005년 초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히고 현

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RFID 관련 200여 개 업체

재 신고 양식과 절차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가 참가하고 있다. 이 조직은 950MHz 대역을 활용

있다. 미 국방부의 경우 2005년 1월부터 주요 군수

한 무선 통신기술의 상용화 실험을 맡아 추진할 목

물자 관리에 RFID를 도입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적으로 2005년에는 기술 개발을 마친다는 계획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시비상식량(MRE)과 보

함께 차세대 인터넷 표준인 IPv6와 RFID의 연결 기

호용 특수 의류를 대상으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

술도 연구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의 자문기관

중에 있다. 또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제약 회

으로서 국토 교통성, 농림수산성과 함께 “상품

사들에게 약품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traceability 향상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하고, 코드

RFID 기술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병원 환자

체계,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표준화, 이를 실장할 수

들에게 RFID 칩 이식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있는 데이터 모델이나 기술규격 등에 상품 trace-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5].

ability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업종별 검토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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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또한, RFID 태그 상품 코드체계의 통일화

있으며, 한국전산원과 한국물류진흥원은 정부, 공공

안을 책정하고, RFID 제조업체 회의를 주관하여 표

부문의 RFID 조기 도입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준 기술을 만들고 있다.

정부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보

RFID 시장의 확산을 위해서는 값싼 태그가 필수

통신기술협회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RFID 표

적이라고 인식하여 최근 일본정부는 오는 2006년

준화 관련 통합 포럼 구성을 추진하는 등 국제 표준

중반까지 5엔(약 50원) 이하의 RFID 칩을 민관 공

화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한국 RFID/USN 협회와

동으로 개발해 전세계 보급에 나서는 것을 골자로

한국전자거래협회는 연구기관과 표준화 기관의 연

하는 ‘HIBIKI 프로젝트’를 2004년 6월부터 추진하

구 결과를 산업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

고 있으며, 이는 일본 경제산업성 주도로 RFID 기

내 RFID 관련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제

술개발 업체 및 의류ㆍ도서ㆍ물류 등 잠재 RFID 사

협력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5].

용 업계 등 100여 사 가량이 컨소시엄으로 참가하
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향후 RFID 도입 가능성을 보
다 확장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5].

3. RFID/USN 기업 동향
가. 하드웨어 기업 동향
칩, 태그, 리더 개발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라. 한국

칩 개발 분야는 Phillips, Intermec, Matrices,
Alien Tech, EM Micro, TI, Hitachi 등 대부분 해

국내 RFID 육성정책과 관련하여 활발히 추진하

외 기업이 이미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상용화된 제품

고 있는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각 부

을 공급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가 최근

처들은 RFID에 대한 인식 확산, 산업활성화 및 초기

에 13.56MHz 칩을 개발하였을 뿐 900MHz 대역

시장 창출 등을 위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RFID

칩은 현재 개발중에 있다.

관련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 등 정부지원 정책을 펴

태그 개발 분야는 13.56MHz의 경우 RAFSEC,

고 있다. 향후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을 위하여 한국

Intermec, Hitachi, Alien, Matrices 등 다양한 업체

도로공사 주도의 ‘지능형 도로구축을 위한 Smart

가 있으며, UHF 대역은 Alien, Matrices, Inter-

way’ 프로젝트,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의 ‘차세대

mec, SAVI 등 4개 업체에서 생산하여 해외 시장에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개발 프로젝트’ 등을 포함하

공급하고 있다. 제품 설계에서부터 최종 제작까지

여 정보통신부는 2004년 2월 ‘u-센서네트워크 구

전 과정에 걸쳐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은 극소

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USN을 유비쿼터스 사회

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기업은 태그 제작 시 일부

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로 규정하고 핵심 기

공정만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

술 개발 및 시범 서비스를 실시해 관련 시장 및 서비

로 보이나 최근 삼성테크윈이 900MHz 대역 RFID

스를 조기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차세대 IT 핵심부

태그 양산을 위한 설비를 도입하여 스마트라벨과 단

품 개발에 RFID를 신 성장 사업을 이끄는 중심 기술

말기 분야 진출에 나서고 있다.

로 판단하여 RFID에 필요한 핵심부품 개발에 투자
하고 있다.

리더 개발 분야는 AWID, Matrices, Alien,
SAMsys, Intermec, SAVI Tech. 등의 업체가 있으

RFID 관련 기관들도 정책추진을 활발히 수행하

며, 이중 AWID는 국내 Wal-Mart 납품 관련 프로

고 있는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정보보호진

젝트에 사용되고 있고, Intermec의 경우 TESCO

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향후 RFID 관련 필요 기

시범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UHF 대역 기기를 중심

술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 직접 기술개발에 나서고

으로 MatricesㆍHiTRAX, Savi Technologyㆍ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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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S, Alienㆍ이림테크, Texas Instruments 등 외

을 이용한 유비쿼터스 뱅킹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

국기업과 국내 협력사들이 이미 상용화를 위한 시험

다. KT도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미들웨어 및 단말

을 마치고 국내 시장공략이 시작된 상황이다. 국내

기 기술 확보와 함께 수익모델을 개발해 나간다는

기업으로는 크레디패스와 키스컴이 UHF 대역 리더

계획이다. KTF와 LG 텔레콤은 2005년까지 비즈니

기를 개발 완료하였고, 코리아센서닷컴과 RFID

스 모델 연구 및 개발, 2006년에는 RFID 시범서비

LAB 등은 13.56MHz 리더 개발을 마치고 국내 시

스를 목표로 테스트베드 운영과 망 연동을 위한 장

장 선점을 노리고 있다[1],[3],[5].

비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3],[5].

나. 소프트웨어 기업 동향

마. 외국 기업 동향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기업들은 기존 ERP 시스템

미국, 유럽, 일본 등의 다국적 기업은 이미 수 년

등 기간시스템에 전달하는 미들웨어나 다양한 활용

전부터 RFID 관련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수백

을 가능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관심을 갖고

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해오고 있으며, EPCglobal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세테크, 휴민테크,

협의체를 결성하여 RFID 관련 표준과 기술개발을

한도하이테크, 코리아컴퓨터, 서경시스템 등이 한국

주도하고 있다.

전자통신연구원과 공동 기술개발을 수행중이며, 한

미국의 RFID 솔루션 전문업체인 EPC Solution

국후지쯔, 한국 IBM,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 EXE

사는 2004년 7월 국내 내수시장의 공략에 적극 나

컨설팅, 티맥스소프트, SAP 코리아, EPC Solution,

서기 위하여, 티맥스 소프트와 RFID 파트너십 계약

SAVI 등도 본사에서 개발한 제품이나 기존 애플리

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RFID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케이션과의 연계모듈을 자체 개발하여 국내 시장 진

양사는 EPC 솔루션사의 RFID 솔루션 “Things-

출을 모색중이다[3],[5].

Net”과 티맥스 소프트의 미들웨어 “JEUS”를 결합
하여 국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영업에 나서고

다. 시스템통합(SI) 기업 동향

있다. 2004년 8월 한국 IBM은 생산자와 유통업체

RFID가 활성화됨에 따라 SI 업계의 사업영역이

간 기업간거래(B2B)의 기반이 되는 통합제품 정보

가장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시범사업

관리를 위한 솔루션인 “IBM 웹스피어 프로덕트 센

을 계기로 국내 대형 SI 기업인 삼성 SDS, LG

터 V5”를 선보였다. 세계적으로 제조, 유통업체에

CNS, SK C&C, 신세계 I&C, CJ 시스템즈, 대상정

서 이 제품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보기술 등이 RFID 관련 조직을 신설하거나 투자를

도 시장 선점을 위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확대하는 등 RFID 산업에 본격 진입할 추세이다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5].

[1],[3],[5].
바. USN 관련 기업 동향
라. 통신서비스 기업 동향

먼저, 센서 노드 및 네트워킹 기술과 관련해서는

국내 최대 이동통신서비스 기업인 SK 텔레콤을

센서 노드 제어 전용 컨트롤러, IEEE 802.15.4/

비롯 KTF, LG 텔레콤과 KT 등도 RFID 서비스 개

ZigBee용 무선 칩, 센서 노드를 제품화하는 업체들

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SK 텔레콤은 핸드폰과

과 더불어, 개발된 센서 노드 간을 네트워킹하여 가

RFID를 접목해 물자관리나 물류 트래킹과 관련된

시적인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개발환경을 지원하

서비스 모델개발과 RFID와 이동통신 망 연동을 위

는 툴킷을 제공하는 업체들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

한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에 있고 휴대폰

다. 특히, MICA 계열은 가장 널리 알려지고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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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센서 노드 하드웨어로 함께 개발된 센서 노드용

가전, 제약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RFID 도입이 확산

초소형 운영체제인 TinyOS도 함께 패키지로 널리

되고 있다.

사용되고 있다.

공공부문인 경우 국가 물류망 고도화를 위해 공

USN을 위한 센서 기술은 다양한 응용 서비스의

항ㆍ항만ㆍ내륙 물류 및 track & traceability 분야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센서 종류의 다양화뿐만 아니

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 개선ㆍ관

라 감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여러 종류의 센서를 고

리 분야에는 폐기물 관리 및 환경오염 관리 분야 등

도로 집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일본 등 국외에

에 수요가 집중될 전망이다. 교통부문에서는 도로요

서는 고감도화뿐만 아니라 각 센서 제조 기술에 기

금 자동징수, 텔레매틱스, 차량이력 및 교통정보 등

반, 각종 센서를 신호회로와 집적하여 시스템에 연

에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국방분

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회로 일체형 센서 개발에

야에서는 군수 조달ㆍ관리, 보안 시설 관리분야 등

1980년대부터 집중 개발하고 있다. 또한, USN에서

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는 다양한 종류의 센서들이 소형의 센서 노드에 집
적되어 다양한 물리 및 환경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
므로 동종 및 이종 센서 간, 신호 회로와의 집적화에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ETRI 등 연구소에서 정부 주도의 연
구개발을 추진하는 단계이며 삼성, LG 등의 대기업
도 ZigBee, IEEE802.15와 같은 표준화에 적극 참
여하고 있다. 센서 기술로는 국내 중소기업, 대기업
의 MEMS 센서의 다품종 소량 생산, 시장의 미성숙
등으로 장기적 연구 개발과 대규모 시설 투자가 저
조하며 주로 휴대 기기, 자동차, 건물 안전 등에 관
련된 센서 개발에 집중되고 있다. 배터리 기술로는

민간부문은 SCM 영역을 둘러싸고, 일반 제조 및
소비재 제조, 유통분야 등에서 재고ㆍ창고ㆍ운송비
용 절감 및 판매 기회 확대를 위해 RFID 적용이 활
발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자산 관리 부문에서는 고
가ㆍ기밀 자산관리라든지, 의료ㆍ저장시설, 장애관
리 분야에 응용이 확대되는 한편 보안ㆍ통제 분야에
서 활용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5].
USN 서비스와 관련해서 CENS에서는 오염물질
전파, 해양의 미생물 및 동물 서식지를 모니터링하
고 지진 감시 및 구조물의 반응을 주요 응용 서비스
로 연구 개발중이다. NIST에서는 네트워크 접속/수

대표적으로 로케트전기와 벡셀(구 서통)에서 1차전

중 동작 가능한 센서의 개발로 환경, 산업 공정 제

지를 생산하고 있고, 2차전지는 삼성 SDI, LG 화학,

어, 방범 등의 응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3차원 가속

SKC 등의 업체가 리튬이온전지와 리튬폴리머전지

도, 자이로, 자기, 기압 센서를 구비한 모트로 지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 일본 업체들과 경쟁하고

파 관측이 시도되고 있다. 표준화 단체인 ZigBee에

있다. 특히, USN용 미들웨어 및 네트워킹 기술은

서는 자유로운 제어, 에너지 및 비용 절감, 신축적인

국내에서는 학, 연에서 연구 및 개발 시작단계이고

구조변경, 안정성을 보장하는 주택 제어, 빌딩 및 공

관련 업체의 활동은 전무한 상태이다[1].

장 자동화를 초기의 응용 서비스로 설정하였다. 일
본에서는 총무성을 주축으로 의료, 건강, 방범, 방

4. RFID/USN 수요자 동향

재, 교육, 시설제어, 농산물 등의 각종 생산과정, 환
경문제 등 사회의 안전, 생활의 쾌적성, 여유로움,

가. 국외

생산/업무의 효율화 등에 대한 응용 서비스를 추진

세계적인 유통업체인 Wal-Mart의 RFID 도입을

중에 있으며, 옴론사의 ‘하고로모 무선 웹센서’ 프로

시작으로, 9.11 테러 이후 세계적으로 보안문제가

젝트는 LA 항과 롱비치항의 화물 하역에서 화물 컨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해운, 항공 물류 분야에

테이너에 센서 노드를 장착하여 움직임이나 침입을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의류 및 식음료,

감지하는 서비스를 개발중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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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1) 정부ㆍ공공부문
RFID 분야는 서비스 환경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

통신분야에서는 SK 텔레콤이 2004년 하반기부
터 2005년까지 물류, 택배 등 시범서비스 개발을 추
진할 계획이고, 2006년 이후 상용화 서비스 발굴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KT는 2005년에 정부 시범

고, 기술 적용분야의 상황이 매우 상이함에 따라 각

사업에 참여해 초기 사업에 유무선 통합서비스의 모

분야별로 RFID를 효과적ㆍ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

델 발굴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농축산

한 시범서비스가 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

물 분야에서는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우 trace-

가 된다. 한국전산원에서는 파급효과 및 성공가능성

ability 추진 계획 등 RFID/USN 시범사업이 활발히

등을 고려하여 RFID 시범사업으로 물품관리시스템,

추진되고 있다[5],[8].

국방탄약시스템, 수출입국가물류시스템, 수입쇠고
기추적, 항공수하물 추적통제, 항만물류 효율화 사
업 등 6개 과제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
으며, 2005년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부처의 시

Ⅳ. RFID/USN 시장동향 및 전망
1. 세계 RFID/USN 시장

범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
은 정부ㆍ공공부문 RFID 시범사업을 계기로 중앙

ETRI와 IDTechEX가 2004년 1월에 공동 조사

정부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까지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RFID 시장규모는 2006

RFID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거나 확산이 활발히 추

년 40억 달러 규모에서 2010년 100억 달러에 이르

진되고 있다[5],[7].

러 2배 이상 증가하고, USN 분야는 77억 달러에서
668억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RFID/USN 전

2) 민간 산업부문
유통, 물류, 제조, 의료 등 각 분야에서 RFID 도
입 및 적용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중이다. 유통
분야는 신세계 백화점, 롯데쇼핑과 이마트 등 국내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2005년까지 RFID 도입을 위
한 자체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는 실제 적용해 나가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물
류분야는 다른 업종에 비해 RFID 도입 적용이 가장
앞서가는 분야 중 하나로서, 특히 육상물류, 해운물
류, 항공물류 각 분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
여 추진중에 있으며 창고관리, 화물추적 및 물류센
터에서도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 제조분야는 현대
자동자, 쌍용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에서 자동차 생산
공정에 RFID를 적용하고자 추진하고 있고, 의료ㆍ
제약 부문은 삼성의료원, 분당 서울대병원 등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중에 있다. LG 산전은 모듈 제
품 생산 후, 컨베이어 검사 공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
해 라인에 RFID를 적용하였으며, 제조 공정 라인에
RFID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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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시장은 2006년 117억 달러에서 2010년 768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RFID/USN의 애플
리케이션/서비스 시장은 초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로 펌웨어나 미들웨어에 중점 투자되다가 2008년
이후 미들웨어, 애플리케이션 관리,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킹이 증가하여 후반으로 갈수록 증가율이 커
질 전망이다[4]. 한편 일본 총무성에선 일본의 USN
시장규모를 2007년 8,621억 엔에서 2010년 1조
2,389억 엔으로 예측하고, 향후 주요 애플리케이션
분야로 1. 방재/재해대책, 2. 방범/보안, 3. 식/농업,
4. 환경보전, 5. 의료/복지, 6. 시설제어, 7. 사무/업
무, 8. 교통, 9. 구조물 관리, 10. 물류마케팅 등 10개
분야로 나누고 2010년 방범/보안이 4,234억 엔, 교
통이 3,985억 엔, 방재재해대책 시장이 2,629억 엔
으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2. 국내 RFID/USN 시장 전망
ETRI와 IDTechEX가 2004년 1월에 공동 조사
추정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IT 시장규모가 세계 IT

김선진 외 / RFID/USN 산업동향 및 발전전망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 5.2%를 감안하면,

예상된다[1].

국내 RFID 시장규모는 2006년 2.13억 달러에서

또한 현재까지 RFID/USN 기술/산업에서의 주요

2010년 5.2억 달러로 증가하고, RFID/USN 전체

관심은 태그에 관련된 분야에 집중되었으나, 향후

시장규모는 6.1억 달러에서 2010년 39.9억 달러에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면 태그로부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4].

터 수집된 정보들을 관리하는 인프라 구축에 많은

RFID/USN 시장은 네트워크 구성 설비 및 기기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소프트웨어

시장, 서비스 시장, 관련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시장은 2007~2008년 이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

사업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RFID/USN 시장

된다. 시장 초기의 투자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

은 태그 관련 시장 외에도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및

방화벽, 미들웨어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시

상거래 시장으로까지 확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이 팽창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2008~2010년

가능한 응용서비스들을 <표 2>에 설명하였다.

경에는 미들웨어와 애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 데이

따라서, RFID/USN 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수

터베이스, 네트워킹 분야 등 본격적인 RFID/USN

있다. 이러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RFID/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 질 것으로

USN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태그 원가의 많은 부

전망된다.

분을 차지하고 있는 칩 가격의 인하가 필수적이며

특히 RFID/USN은 이동통신과의 결합으로 mo-

궁극적으로는 chipless 기술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bile RFID(mRFID)라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발

따라서, 1센트 이하의 태그 가격을 구현하고 태그기

전할 예정이다. mRFID란 이동통신과 인터넷이 결

술의 실질적인 도입을 위해 chipless 기술을 사용한

합된 무선인터넷 인프라에 RFID/USN 인프라를 융

태그의 점유율이 2007년 이후부터는 크게 높아질

합시켜, 사용자에게 새로운 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관련기술의 개발 및 표준의

기술로서 mRFID 기술확산을 통한 신 산업영역 발

제정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이

굴과 시장 활성화가 전망된다. 이렇게 국내에서는

<표 2> 분야별 응용서비스
분야

공공
행정

응용서비스

재난재해
관리

자동감시/경보(자연, 주택)/소방/구조활동
지원, 피난경로 유도, 헬스모니터링(빌딩,
도시 인프라)

규 수요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신규 서비

사회안전

부정침입, 도난검지/위험물 검지/공사중의
방범

스로서 RFID/USN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함에 따라

전자조달

온디맨드 물류 조달

국내에서의 RFID/USN 도입 및 시장 분위기는 형성

금융

도 도입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9]. 정부는 IT839 전
략을 발표하여 IT 산업의 새로운 서비스 도입과 신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10].

서비스 시스템통합/지역 인프라 통합

물류/유통

스마트 셀프/보관상태의 최적화/온디맨드
물류/마케팅

교통운수

교통제어(정체해소, 환경개선)/사고회피/
긴급차량의 우선화/주차장 정보 제공

Ⅴ.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지금까지 RFID/USN과 관련해서 국내외 기업,

육성환경의 최적화/생산이력의 제공

정책 및 시장 동향을 살펴 본 결과, 앞으로 RFID/

생활/
문화

가전의 원격조작, 지적 서적, 가정 내 서
비스 통합

USN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 걸

환경

환경모니터링/기상관측/CO2의 가시화/산
업폐기물 맵

재력은 무한해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RFID/USN

보건복지

원격건강관리, 보호/관찰/생활지원 로봇

산업을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세계 시장은 국방ㆍ군

농축수산

생활
서비스

스템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에서

부문

비즈니스/ 생산공정 자동화에 도입, U-커머스에
상거래 이용
경제
산업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부차원에서 RFID/USN 시

쳐 혁신기술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면서 그 응용의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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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유통, 물류, 제조 등 다방면에서 RFID/USN 도

이 될 RFID/USN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입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아직 정부 기관의

최근의 정보통신 이용 추세와 실질적인 시장 상황,

시범 사업 외에는 현재 RFID/USN 관련 이렇다 할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시장 전망을 통해 정확한 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킬러 애플리케이션을 제

요 예측 및 이에 따른 시장 대응이 필수적이다. 따라

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내 수요자들의 RFID/

서, 다양한 시범서비스의 추진을 통한 이용자 의견

USN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도입 효과의

수렴 및 시장 활성화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

이다.

히 국내 상황은 리더십을 갖고 RFID를 도입하려는

하지만, RFID/USN의 구축에 필요한 기반 기술

기업이 없고, RFID를 도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

이나 인프라가 무조건적인 신규투자를 의미하지는

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도 아

않으므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유, 무선 통신망과 관

직 없는 실정이다[3],[5].

련 기술의 보급 정도를 고려한 효과성의 극대화라는

따라서 향후 RFID/USN 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관
련 기술개발과 함께 산업 분야에 실제로 적용하여 업

측면이 강조된 일관성 있는 RFID/USN의 추진이 무
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무를 효율화하고 국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응

따라서, 정부 주도로 지금까지 이루어낸 초고속

용서비스와 그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어야

정보 통신 강국의 입지를 이어가고 새로이 등장하고

하고 여러 각도의 심도 있는 실증 실험 및 시범 서비

있는 디지털 컨버전스라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있어

스를 통해서 서비스의 보급, 확산을 지원해야 한다.

서 한국이 신기술 수용의 시험장만이 아닌 실질적인

또한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중소기

수익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근원

업을 적극 활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을 아끼

지가 될 수 있도록 산학연 모두의 노력이 결집될 필

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응용 분야를 발굴할 때에는 지

요가 있는 것이다. 즉, 한국 IT 산업의 재도약을 위

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지역 특성과 연계한 사업

한 기반이 되는 효율적인 RFID/USN의 구축 및 기

을 지원하는 등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존 인프라의 최적 활용이라는 과제는 동시에 추진되

특히, RFID/USN 산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중재자이자 조정자

는 새로운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 고가의 도입 비

로서의 역할이 다시 한번 강조될 필요가 있다. 나아

용, 표준화, 프라이버시 침해 및 기술적ㆍ제도적인

가, 주파수 이용 방법의 일관성과 효율성도 향후 무

문제점 등을 정부와 민간이 상호 협력과 보완을 통

선 망간 연계성을 고려한 국가 통신 경쟁력의 확보

해 해결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계에 대

라는 측면에서 중요시 되고 있다.

한 정부의 지원을 더욱 확대하며 기업정부 시범 사

효과적인 RFID/USN 기반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업과 민간 시범 사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이 필

추진 전략은 산학연 합동의 사업 추진체계의 마련에

요하다. 이와 함께 RFID/USN 수요 기업들이 RFID/

서 시작되며 이를 기반으로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USN 도입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RFID/USN 적용

및 국민 생활에 가장 영향이 큰 부문에서 시범사업

가능성을 보다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

을 추진하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발전시켜 나갈 수

및 필요한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있다. 이를 추가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경쟁
력 강화가 가능한 기술 부문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

Ⅵ. 결론

을 통한 핵심 기술 조기 확보와 국제표준화의 추진
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선진국에 비하

현재의 급변하는 디지털 컨버전스, 디지털 홈으

여 일부 뒤쳐져 있는 RFID, 리더, 미들웨어 소프트

로의 발전추세를 뒷받침하고 새로운 IT 성장 동력원

웨어 분야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세대 R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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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N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
을 때, 한국은 IT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재확인하고
현재 정체되어 있는 IT 산업을 활성화시켜 궁극적으
로는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약어 정리
BcN
CENS
CPA
DARPA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Center for Embedded Networked Sensing
Cross Programme Actions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ET
Future and Emerging Technologies
HCI
Human Computer Interface
IPTO
Information Processing Technology Office
IST
Information Society Technologies
LSM
Large Scale Networking
MEMS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MRE
Meals, Ready to Eat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TIA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SCM
Supply Chain Management
SI
System Integration

TRON
SII
UCC
UHF
USN

The Real-time Operating System Nucleus
Scalable Information Infrastructure
Uniform Code Council
Ultra High Frequency
Ubiquitous Sensor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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