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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기술은 전파 신호, 즉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한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물의 

정보를 원격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기술로서, 기존 바코드의 단점을 보완하여 사물의 

정보화를 촉진함으로써 향후 USN 환경의 핵심 기술로 활용될 것이다. 특히 RFID 기술

은 기존의 자동식별 매체에 비해 인식거리 및 제작가격 등에서 서비스 창출과 시장 활

성화에 유리한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현재 물류 및 유통 업계를 중심으로 테스트베드 

구축과 실증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국제 표준화기구인 ISO/IEC 

및 RFID 기술 규격화 단체인 EPCglobal, 그리고 국내 표준화 그룹을 중심으로, RFID 

기술의 표준화 및 관련 기술 동향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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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물류 업계를 중심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RFID 기술은, RFID 태그와 리더 간의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기존의 바코드, 스마트 카드(smart cards)처럼, 특

정 매체가 담고 있는 정보를 자동으로 식별하여 데

이터 수집(AIDC)을 목적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

다[1]. 특히, RFID 태그는 라디오 주파수의 특성에 

의해 인식거리도 길고 동시에 다수의 태그 인식이 

가능하며 데이터 변경과 추가가 자유롭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RFID 태그가 점차 소형화ㆍ저가

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물 인식 및 응용 환경

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림 1)은 

RFID 기술을 비롯하여 자동식별 및 데이터 수집에 

관련된 기술들을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RFID 기술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레이더에 대

한 개념이 정의되면서, 아군과 적군 군용 비행체를 

구별하기 위한 IFF 프로그램으로 개발되기 시작하

였으며, 1960년대 후반부터는 방사능 및 기타 위험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비롯하여 가축관리, 철도차

량 식별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990년대 후

반부터는 수백만 개의 RFID 태그가 고속도로 이용

료 정산, 출입/보안 카드, 컨테이너 추적 등에 활발

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국내외에서 IPv6 및 브

로드밴드 인터넷과 더불어 미래 IT 시장을 선도할 

기술로서 주목 받고 있다.  

한편, RFID 시스템은 칩과 태그, 리더, 미들웨어 

및 응용서비스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처럼 RFID 기

술 및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집된 데이터 및 정보들

은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와 연동된다. 따라서, RFID 

기술이 현실 세계의 사물에 적용될 경우, 사물의 네

트워크 및 디지털 정보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사물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및 관리 작업에 혁신을 선도하

고 향후 USN 환경의 핵심 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전

망된다.  

본 고에서는 RFID 기술에 대한 국제 및 국내 표준

화 그룹들의 표준화와 관련 기술 동향을 설명한다. 

먼저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IEC, 그리고 산업계의 

RFID 규격 단체인 EPCglobal, Inc. (이하 EPC-

global이라고 표기한다), 한국 내의 표준화 활동에 

대해 각각 소개하고, 이러한 표준화 활동에 따른 

RFID 기술의 세부 핵심 요소들의 기술 현황 및 전망

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Ⅱ. RFID 표준화 활동 동향 

현재 RFID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화는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국제 표준화기구인 ISO/IEC와 

사실상의 표준화 규격을 제시하고 있는 EPC-

global, 두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한, RFID 기술이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개념의 실현

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RFID를 이용

한 정보의 활용과 연동 측면에서 ITU, IETF 등 다

른 국제 기구에서도 관련 기초연구를 시작한 상태이

며, 이 밖에도 일본 UID 센터 및 유럽의 ETSI, 미국 

중심의 AIM, Inc. 등에서도 RFID 관련 연구 및 가이

드라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역시 국내에

서도 2003년 이후 RFID 기술 도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관련 기술의 표준화 및 활성 보급을 위

한 기구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현재 국내 표준화

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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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O/IEC JTC1/SC31 

국제 표준화 단체인 ISO/IEC에서 진행하고 있는 

RFID 기술 표준화 작업은 ISO/IEC JTC1의 SC31

에서 담당하고 있다[2]. ISO/IEC JTC1은 국제 표

준화 기구인 ISO와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인 IEC의 

합동 기술 위원회(JTC1)로서, 정보 기술 분야에 대

한 국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SC31은 JTC1의 

31번째 위원회(Sub-Committee)로서,1) 바코드 및 

RFID를 포함하여 자동 식별 및 데이터 수집 기술

(automatic identification and data capture tech-

niques)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

한민국을 포함하여 28개 회원국들이 정식 참여 회

원(participating member)으로 활동하고 있고,2) 특

히 대한민국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2001년부터 참여하고 있다.  

 (그림 2)는 ISO 및 IEC 산하의 RFID 관련 표준

화를 담당하는 위원회들을 보여주고 있다[3]. 1990

년대부터 가축관리(ISO TC23)와 컨테이너(ISO 

TC104), IC 카드(ISO/IEC JTC1/SC17) 등 특정 분

야에서 RFID 기술을 도입한 표준화가 진행되기 시

작하였으나, RFID 기술 자체를 중심으로 한 표준화 

작업은 ISO/IEC JTC1/SC31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 4월 현재, SC31은 (그림 3)에서처럼 5개

의 워킹그룹(WG)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WG

은 세분화된 자동 식별 기술에 대해 표준화를 진행

하고 있다. 즉, WG1, WG2, WG3, WG4는 자동 식

별 및 데이터 수집 기술 중에서도 데이터 캐리어

(data carrier), 데이터 구조(data structure), 적합

성(conformance), 사물 관리를 위한 RFID 기술

(RFID for item management)을 위한 표준화 작업

을 각각 진행하고 있고, 2004년에는 실시간 위치 시

                                              
1) 1987년 설립 이후 총 37개의 SC를 설립해 왔고 현재 18개 
기술별 SC가 활동중에 있으며 SC31은 1996년 설립되었다, 
JTC1에서는 약 1800여 건의 국제표준이 제정되었고, JTC1
에서 제정된 표준은 ISO와 IEC 두 기관이 표준으로 함께 채
택한다. 

2) 참고로 ‘P’ 회원국 외에 observer 자격인 ‘O’ 회원국 6개가 
참여하고 있다. 

스템(RTLS)에 대한 표준화를 위한 WG5를 설치하

였다. 또한, SC31에는 의장과 간사를 비롯하여, 자

동 식별 기술에 대한 공통적인 어휘를 정리하는 역

할을 담당하는 라포처(rapporteur)를 두고 있다.  

다시 WG4는 (그림 4)와 같이 5개의 서브 그룹

(SG)으로 구성되어, 세분화된 부분의 표준화를 진행

한다. SG1에서는 RFID 시스템 구성 요소들 상호간

에 주고 받는 데이터 및 관리 프로토콜의 표준화를, 

SG2는 RFID 칩 또는 태그의 유일한 식별을 위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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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화를, 그리고 SG3는 RFID 주파수 대역별 air 

interface의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RFID가 라디오 주파수에 관련된 사항인 만

큼 국가 및 지역에 따른 규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SG4가 있으며, RFID 활용을 위한 요구사항을 마련

하기 위해 별도의 리포트 그룹인 ARP가 WG4의 각 

서브 그룹에서 제정된 표준의 응용방안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SG2와 SG4는, 표준화 작업 종료 및 

당분간 수행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각 2004

년과 2001년 해산되었으므로, 현재는 3개의 하위 

그룹(SG1, SG3, ARP)만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

다. 특히 ARP의 경우, 앞으로 RFID 시스템의 구현

에 대한 가이드라인 표준화를 활발히 진행하기 위

해, 2005년 내 정식 서브그룹인 ‘SG5’로 승격될 것

으로 예상된다. 한편, SC31/WG4에서의 RFID 표준

화가 ‘Item Management’라는 포괄적인 목표를 지

향하고 있으므로, 실제 구체적인 적용 분야에 대한 

표준화를 위하여, ISO의 다른 해당 기술위원회(TC)

에 속한 표준화 그룹들 및 기타 기관의 표준화 조직

과 상호협력관계(liaison)를 맺고 표준화 추진에 협

력관계를 조성하고 있다.  

2005년 4월 현재 SC31/WG4에서는 2건의 TR

를 포함하여 모두 11건의 국제 표준(IS)을 발간하였

으며, 개정 작업을 포함하여 모두 12건의 관련 표준

화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표 1>에서는 SC31/ 

 

<표 1> ISO/IEC JTC1/SC31/WG4의 표준화 작업 현황 

Sub 
Group 

Area (Information Technology – Radio Frequency for Item 
Identification) 

Project Number Status Date Note 

Data Protocol: Application Interface ISO/IEC 15961:2004 IS 2004. 10. 
개정 작업 
추진 예정

Data Protocol: Data Encoding Rules and Logical Memory 
Functions 

ISO/IEC 15962:2004 IS 2004. 10.   SG1 

System Management Protocol - NP 현재 
2007년 
완료 예상

SG2 Unique Identification for RF Tag ISO/IEC 15963:2004 IS 2004. 9.   

Part 1: Reference Architecture and Definition of Parame-
ters to be Standardized 

ISO/IEC 18000-1:2004 IS 2004. 9. 
개정 추진 
예정 

Part 2: Parameters for Air Interface Communications 
below 135kHz  

ISO/IEC 18000-2:2004 IS 2004. 9. 
개정 추진 
예정 

Part 3: Parameters for Air Interface Communications at 
13.56MHz  

ISO/IEC 18000-3:2004 IS 2004. 9. 
개정 추진 
예정 

Part 4: Parameters for Air Interface Communications at 
2.45GHz  

ISO/IEC 18000-4:2004 IS 2004. 8. 
개정 추진 
예정 

Part 6: Parameters for Air Interface Communications at 
860MHz to 960MHz  

ISO/IEC 18000-6:2004 IS 2004. 8. 
개정 추진 
예정 

Part 6: Parameters for Air Interface Communications at 
860MHz to 960MHz 

ISO/IEC 18000-6 PDAM 현재 
18000-
6C를 추가

Part 7: Parameters for Active Air Interface Communications 
at 433MHz  

ISO/IEC 18000-7:2004 IS 2004. 8. 
개정 추진 
예정 

SG3 

Elementary Tag License Plate Functionality for ISO/IEC 
18000 Air Interface Definitions 

ISO/IEC 24710 IS(TR) 2005. 1.   

Application Requirements Profiles ISO/IEC TR 18001:2004 IS(TR) 2004. 10.   

Implementation Guidelines – Part 1: RFID-Enabled Labels ISO/IEC 24729-1 WD 현재 신규 작업

Implementation Guidelines – Part 2: Recyclability of RF Tags ISO/IEC 24729-2 WD 현재 신규 작업ARP 

Implementation Guidelines – Part 3: RFID Interrogator/ 
Antenna Installation 

ISO/IEC 24729-3 WD 현재 신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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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4에서 다루고 있는 표준안의 제목 및 현황을 정

리하고 있다. 

2. EPCglobal, Inc. 

산업계의 자발적인 RFID 규격 단체로서 EPC-

global이 사실상의 산업계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의 MIT를 중심으로, 북미지역코드관리기관

(UCC), 미 국방성(DoD), Gillette, P&G 등 100여 

개 기관들이 협력하여, 1999년 Auto-ID 센터를 설

립하였고 RFID 기술연구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후 Auto-ID 센터는 2003년 9월 EANㆍUCC(현재 

GS1으로 명칭 변경함)의 통합단체로 흡수되면서 

RFID 기술 보급 및 활성화 중심의 현 체제로 전환되

었다. 현재 월마트(Walmart)를 비롯한 유통업체들

과 미 국방성, 그리고 다수의 리더와 태그 제조업체

들이 EPCglobal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4].  

EPCglobal은 EAN과 UCC의 기존 이사회 회원

을 중심으로 한 이사회(BOG)를 가장 상위 조직으로 

하여, EPCglobal 대표직 및 아키텍처 검토 위원회

(ARC)와 4개의 분야별 추진 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가지고 있다. (그림 5)는 EPCglobal

의 구조를 보여준다.  

먼저, 비즈니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

스 추진 위원회(BSC)에서는 소비재 상품, 의약품의 

물류ㆍ유통에 관한 비즈니스 모델 및 요구사항을 정

리하고 있다. 기술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 추

진 위원회(TSC)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세부 구성요소에 대한 규격을 제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Auto-ID Labs에서는 Auto-ID 센

터에서 수행하던 기반 핵심 기술 및 기초 기술에 대

한 100여 개의 연구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및 공공정책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공공정책 추진 위원회

(PPSC)가 활동중에 있다.  

특히 Auto-ID Labs는 미국의 MIT를 중심으로 

영국, 호주 등 전세계 6개 유명 대학에 설치돼 있으

며 RFID 분야의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주도하고 관

련 인재를 배출하는 세계 최고의 연구 네트워크로 

알려져 있다. 2005년 4월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

가 7번째로 Auto-ID Lab을 유치함에 따라 향후 

‘Auto-ID Lab ICU’가 대한민국에 설립되면, Auto-

ID Lab들과 공동연구 협력사업에 참여하면서, 국내 

RFID 산학연과도 협조하면서 기술 개발 및 보급에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2>는 기존 

Auto-ID Lab의 현황을 보여준다.  

한편, EPCglobal에서 규격을 제정하고 있는 분

야를 살펴보면, UHF 대역의 air-interface, EPC 태

그 데이터 규격, RFID 리더에서 수집된 이벤트의 처

 

(그림 5) EPCglobal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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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Auto-ID Labs 현황 

대학교 기술 분야 지역 

MIT 
Head-quarter, 핵심 인프라 
http://web.mit.edu/auto-id/www 

미국 

Cambridge
데이터 처리, 공장 자동화 
http://www.autoidlabs.org.uk 

영국 

Adelaide 
RFID 인식 및 프로토콜 
http://autoidlab.eleceng.adelaide. 
edu.au 

호주 

Keio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http://www.auto-id.jp 

일본 

Fudan 
칩 설계 및 생산 기술 
http://www.autoidcenter.cn/english 

중국 

St. Gallen 
비즈니스 모델 및 경제성 평가 
http://www.m-lab.ch/auto-id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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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ONS 및 EPCIS라 불리는 디렉토리 서비스와 정

보 저장소, 그리고 보안과 API 등에 대한 규격 작업

을 수행하고 있다[5]. (그림 6)은 EPCglobal에서 

수행하고 있는 관련 표준화 활동을 보여준다.  

3. 한국 RFID 표준화 활동 기구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

국 RFID/USN 협회, RFID 산업화 협의회를 중심으

 

<표 3> 한국의 RFID 표준화 활동 

단체 RFID 관련 표준화 그룹 세부 분과 

RFID/USN 프로젝트 그룹(PG311)

RFID 무선접속 실무반(WG3111) 
RFID 네트워크 연동 실무반(WG3112) 
RFID 응용 및 정보보호 실무반(WG3113) 
USN 실무반(WG3114)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http://www.tta.or.kr 

USN 표준화 포럼 
http://forum.rfid-usn.or.kr 

기술분과(시스템, 미들웨어, 시험인증, USN) 
응용분과(물류ㆍ유통, 사회문화, 교통ㆍ환경) 
네트워크분과(ONS, ONS 연동) 
정보보호분과(RFID 보안, USN 보안) 

RFID/USN 발전협의회 

하드웨어분과 
네트워크분과 
소프트웨어분과 
SI 분과 
애플리케이션분과(건설ㆍ교통, 물류ㆍ유통, 제조) 한국 RFID/USN 협회 

http://www.karus.or.kr 

Mobile RFID 포럼 

단말분과 
네트워크분과 
응용서비스분과 
정보보호분과 
시험/인증분과 

RFID 산업화 협의회 & 
한국표준협회  
http://www.ksa.or.kr 

RFID 표준화분과위원회 
SG1(로드맵, 용어표준화 소분과) 
SG2(무선인터페이스 표준화 소분과) 
SG3(응용산업 표준화 소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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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EPCglobal Network 규격작업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0권 제3호 2005년 6월 

 62 

로 RFID 관련 표준화 그룹이 구성되어 RFID 기술

의 다양한 방면에서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표 3>

은 각 표준화 그룹의 활동을 정리하고 있다.  

각각의 표준화 그룹은 RFID 관련 하드웨어 및 소

프트웨어, 네트워크와 응용 및 보안 관련 분야 등 세

분화된 요소 기술별로 소분과를 설치하여 표준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USN 표준화 포럼의 경우 창립 첫

해인 2004년 8건의 포럼 규격이 완성되었고, 2005 

년 2월 창립된 Mobile RFID 포럼에서도 2005년 내 

약 15건 이상의 포럼 규격을 완성할 계획이다. 각각

의 포럼 규격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상정되어 

관련 프로젝트 그룹의 심의를 거쳐 TTA 단체 규격

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RFID 산업화 협의회

의 RFID 표준화분과위원회에서도 ISO/IEC 국제 

표준을 바탕으로 국가표준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

된다. 

Ⅲ. RFID 기술 동향  

RFID 기술의 구성요소는 RFID 시스템을 구성하

는 각각의 기능 단위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

로 RFID 태그, 리더, 미들웨어, 응용 서비스 시스템

으로 구분된다.3) 따라서 본 고에서는 각각의 기능 

단위 및 인터페이스들을 중심으로 기술 동향 및 표

준화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의 인터페이스

라 함은 태그와 리더 간의 무선 인터페이스(또는 

air-protocol), 리더와 미들웨어 간의 리더-호스트 

인터페이스(또는 reader protocol), 미들웨어와 응

용 서비스 시스템 간의 호스트-응용 인터페이스

(또는 application interface) 등으로 구분될 수 있

다. (그림 7)은 RFID 기술의 구성 요소 및 각 기술의 

표준화 현황을 간략히 표현하고 있다.  

1. 무선 인터페이스  

현재 RFID 기술로 사용이 가능한 주파수4)는 

125kHz, 135kHz, 13.56MHz, 433MHz, 860~960 

MHz, 2.45GHz, 5.8GHz 등이 알려져 있으며, 현재 

ISO/IEC에서는 135kHz 이하(ISO/IEC 18000-2), 

13.56MHz(ISO/IEC 18000-3), 433MHz(ISO/IEC 

                                              
3) 각각의 기능들은 하나의 기기로서 구현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지능형 리더기기(‘smart’ reader)의 경우 단일 기기에 
미들웨어의 기능을 내장할 수도 있으며, 또는 미들웨어에 응
용 서비스 시스템이 통합될 수도 있을 것이다. 

4) 물론 각 나라마다 관련 기관에서 제한된 범위의 특정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만 일부 허가된 지역에서만 사용하라는 제약 
및 규제 사항을 마련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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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RFID 기술 구성 요소 및 표준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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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7), 860~960MHz(ISO/IEC 18000-6), 2.45 

GHz(ISO/IEC 18000-4) 대역에 대한 표준화가 이

루어지고 있다. 특히, 13.56MHz와 2.45GHz의 경

우는 smart cards 및 통신 분야에서도 활용되었던 

주파수 대역으로 수 년간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에 

비해 UHF 대역(433과 860~960MHz)의 무선 인터

페이스 규격은 산업계의 강한 요구에 부응하여 급속

도로 표준화 및 규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6]. 

ISO/IEC에서는 무선 인터페이스와 관련하여, 주

파수 대역별로 ISO/IEC 18000-1, 2, 3, 4, 6, 7의 

여섯 부분의 파트로 구성된 국제 표준을 2004년 9

월 발간하였다. 또한 각각의 ISO/IEC 18000 파트들

에 호환할 수 있는 성능(performance) 및 일치성

(conformance)에 대한 TR로서 ISO/IEC 18046과 

18047을 마련하고 있다.5) 또한 현재 무선 인터페이

스 규격에 배터리 지원과 센서 기능6)에 대한 변수들

을 일부 추가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ISO/IEC 

18000에 대한 개정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한편 EPCglobal에서는 물류ㆍ유통 분야에 상대

적으로 유리한 860~960MHz 주파수 대역에 대해, 

Class 0, Class1, Class 1 Gen2의 세 가지 tag 

                                              
5) ISO/IEC 18046은 RFID Device Performance Test 
Methods에 대한 TR로서 2005년 1월 완료되었으며, ISO/ 
IEC 18047은 RFID Device Conformance Test Methods
로서 18047-3,4는 이미 IS 완료가 되었으나, 18047-2,6,7
의 경우 2005년 말에 IS가 발간될 것으로 예상된다.   

6) Battery Assist and Sensor Functionality 

protocol을 규격화하고 있는데, 특히 UHF Gen2라 

불리는 Class 1 Gen2의 경우, 리더 간의 간섭 문제 

해결 및 보안, 데이터 전송 속도 등에서 다른 어느 

규격보다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평가된다. 

Class 1 Gen2 규격은 2004년 12월 EPCglobal의 

최종 승인 후 2005년 1월 ISO/IEC에 상정되어, 현

재 ISO/IEC 18000-6의 mode C로 추가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Class 1 

Gen2는 UHF 대역의 passive 방식 RFID 매체에 대

한 단일 통합 표준으로서 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8)은 주파수 대역에 따른 특성들을 간략하

게 보여준다. ISO/IEC 18000에서는 주파수 대역별

로 무선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에 대해 다루지만, 세

부 주파수 대역 및 전파의 세기 등은 CEPT, ETSI, 

ITU 등의 권고 수준을 반영하되 각국의 자율적인 

전파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특히, 국내의 경우 

RFID/USN을 위한 주파수 대역으로서 2004년 

433.67~434.17MHz, 908.5~914MHz 대역이 정

통부 고시에 의해 할당되었으며, 각각 화물 컨테이

너 관리, 물류ㆍ유통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실증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2. 리더-호스트 인터페이스  

리더-호스트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화 작업은, 

RFID 리더와 RFID 미들웨어 간의 데이터 및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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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ISO/IEC 

15961과 15962는 리더기기에서 처리해야 할 작업

들7)과 함께 각 작업에 대한 명령 및 응답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신규 작업으로서8) 리더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토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다.  

EPCglobal의 경우, Class 0와 Class 1에 대한

reader protocol 초안 규격(LCWD)9)이 완료되었으

며, reader 관리를 위한 규격10)도 초안이 작성되고 

있으므로, 2005년 말까지 두 규격에 대한 EPC-

global의 최종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EPCglobal에서는, 기존 ‘Savant’로 불리던 

미들웨어 개념에서 진화하여, 응용 레벨 이벤트

(ALE)라는 규격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RFID 

리더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이벤트 형태로 처리하여 

상위 응용 서비스에 전달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 다

루고 있으며, 2005년 상반기까지 최종 승인이 완료

될 것이다.  

3. 응용 및 정보 네트워크  

ISO/IEC에서는 ISO/IEC TR 18001을 통해, 

ISO/IEC 18000에서 정의된 여러 주파수 대역의 무

선 인터페이스 규격들이 실제 응용 환경에서는 어떻

게 활용되며, 어떤 특징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의 요구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또한 신규 표준화의 대상으

로서 ISO/IEC 24710에서는 RFID 시스템을 실제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표준화하기로 결

정한 상태이며, 현재 다음 세 가지 분야11)를 선행 표

준화 대상 분야로 정하였다.  

                                              
7) Data Formatting, Encoding, Compacting 등에 대한 작업
과 RFID 태그의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요구사
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8) ISO/IEC 24752 
9) 현재 Version 1.0 초안 규격에서는 Class 1 Gen2에 대한 
지원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추후 다른 버전에서 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 Reader Management 
11) 점차 산업계의 요구가 생기게 되면 관련 분야를 추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 RFID-enabled labels 

• Recyclability12) of RF tags 

• RFID interrogator/antenna installation 

EPCglobal에서는 비즈니스 추진 위원회에 두 개

의 분야, 즉 소비재 상품과 의약품에 대한 작업 그룹

을 마련하여 비즈니스 요구사항, 관련 업무 시나리

오 및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있다. 또한 EPCglobal

은, RFID 기술이 기존 인터넷 인프라와의 연동을 통

해 ‘EPCglobal Network’로 진화할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는데, 앞서 언급된 (그림 6)에서처럼 RFID 

태그에 담긴 식별자인 ‘EPC’에 대한 관련 정보를 찾

기 위해서는, 인터넷 상의 디렉토리 역할을 수행하

는 ONS와 정보 저장소 역할을 하는 EPCIS를 활용

하는 구조이다. 현재 ONS와 EPCIS는 모두 초안 작

업 상태이며, 특히 EPCIS는 Class 1 Gen2를 지원

하는 여부에 따라 Phase I과 Phase II의 두 단계 규

격이 순차적으로 작성될 예정으로, Phase I의 

EPCIS는 2005년 가을까지 최종 승인을 목표로 하

고 있다.  

4. 코드 체계 

RFID 태그는 기존 바코드에 비해 데이터 저장량

의 제약이 적지만, RFID 태그의 제작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식별자만을 담을 수 있

는 코드 체계가 필수적이다. 특히 EPCglobal은 

RFID 기술이 산업계의 파급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태그의 저가격화가 중요한 문제라고 파악하여, 지금

까지 64bits, 96bits, 256bits에 대한 EPC 코드 체

계를 제안해 왔었고, 현재 64bits와 96bits에 대한 

규격13)을 완성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승인된 

Class 1 Gen2에서는, RFID 태그의 메모리에 EPC 

영역뿐만 아니라 보안 관련 영역14) 및 태그 식별자 

영역, 사용자 사용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앞으

                                              
12) 여기서의 ‘재활용’은 RFID 태그의 재사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자원 재활용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13) EPC
TM
 Tag Data Standards Version 1.1 Rev.1.27, 

2004. 12. 
14) Access Password와 Kill Pas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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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Class 1 Gen2를 반영한 EPC 코드 체계가 다시 

정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ISO/IEC 15963은, RFID 태그 자체를 식별

하기 위한 식별 번호 체계15)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 

표준으로서, 그 내용은 EPCglobal의 Class 1 Gen2

에서도 수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ISO/IEC 15459는 사물에 대한 유일 식별자 

(UII)16)를 부여하기 위한 번호 체계에 대해 표준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Ⅳ. 맺음말 

본 고에서는 RFID 기술의 표준화 동향과 각 세부

기술들의 최신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RFID 기술

은 ISO/IEC와 EPCglobal을 중심으로 국제 표준화

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유비쿼터스 네트

워크 사회의 핵심 요소라는 측면에서 ITU 및 IETF 

등에서도 RFID와 관련된 표준화 작업에 관심을 보

이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RFID 기술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RFID 관련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실증 

실험 활동 등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어, 점차 국내외 

IT 시장의 대표적 선도 기술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

망된다.  

한편, RFID 기술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는, 표준화 및 공공 정책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초기 시장의 지나친 세분화와 불필요한 

소모비용을 피할 수 있으며, 둘째,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한 특정업체의 상업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기술 개발과 함께 정보 보안 및 개인 생

활에 대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슈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적, 기술적 이슈와 더불어 문화ㆍ사

회적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함으로써 인간애의 본질

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15) Chip ID와 Tag ID에 대한 코드 체계 
16) An identification that uniquely identifies a specific 
entity during its life – may be used with qualifier:  
UII-Returnable, UII-Container, UII-Transport, etc. 

약어 정리 

AIDC Automatic Identification and Data Capture 

AIM       Association for Automatic Identification and 

Mobility 

ALE      Application Level Events 

ARC         Architectural Review Committee 

ARP     Application Requirement Profile 

BOG     Board of Governors 

BSC     Business Steering Committee 

CEPT     European Conference of Postal and  

Telecommunications Administration 

DoD         US Department of Defense  

EAN         European Article Number 

EPC      Electronic Product Code 

EPCIS     EPC Information Service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FF         the Identification of Friend or Foe 

IS      International Standards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s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t 

JTC     Joint Technical Committee 

LCWD Last Call Working Draft 

ONS     Object Name Service 

P&G     Proter & Gamble 

PPSC    Public Policy Steering Committee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TLS     Real Time Locating System 

SC           Sub-Committee 

SG      Sub-Group 

TC      Technical Committee 

TR     Technical Report 

TSC      Technical Steering Committee 

UCC    Uniform Code Council 

UHF        Ultra-High Frequency 

UID          Ubiquitous Identification 

UII       Unique Item Identifier 

USN        Ubiquitous Sensor Network 

WG     Working Group 

참 고 문 헌 

[1] K. Finkenzeller, “RFID Handbook: Fundamentals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0권 제3호 2005년 6월 

 66 

and Applications in Contactless Smart Card Identi-

fication(2nd Ed.),” John Wiley & Sons, 2003. 

[2] ISO/IEC JTC1/SC31, http://usnet03.uc-council.org/ 

sc31, 2005. 

[3] 김완석, “RFID 표준화 동향,” IITA ITFIND 주간기술동

향 통권 1150호, 2004. 6., pp.1-13. 

 

 

 

 

 

 

 

 

 

 

 

 

 

 

 

 

 

 

 

 

 

 

 

 

 

 

 

 

 

 

 

 

 

 

 

 

 

 

 

[4] EPCglobal, Inc., http://www.epcglobalinc.org/ 

[5] Chris Adcock, “Supply Chain Visibility – The EPC- 

global Network,” RFID/EPCglobal 네트워크 컨퍼런

스, Mar. 2005. 

[6] 표철식, 채종석, “RFID 기술 및 표준화 동향,” TTA 저

널, 제95호, Oct. 2004, pp.37-47. 


	I. 서론
	II. RFID 표준화 활동 동향
	III. RFID 기술 동향
	IV. 맺음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