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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최근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핵심기술로서 RFID 기술이 주목
받고 있으며, 현재 RFID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각계에서 다각도로 연구가 진행중에 있
다. 본 고에서는 다양한 RFID 리더기로부터 대량의 태그 데이터를 수집, 정제하고 이
를 의미있는 정보로 요약하여 기존 응용 시스템에 전달하는 RFID 미들웨어에 대한 기
술동향과 관련하여, RFID 미들웨어 관점에서 EPCglobal 등을 포함한 표준화 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들웨어 관련 표준화 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국내외 RFID 미들웨어 제
품들을 살펴본다. 더불어, RFID 미들웨어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사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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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응용 서비스 동향 및 RFID 미들웨어를 활용한 다양
한 응용 서비스 사례를 소개한다.

21세기의 새로운 혁명이라 불리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기존의 사무공간에서 활용되던 컴퓨터 및
네트워크 환경을 일상 생활의 모든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1]. 유
비쿼터스 컴퓨팅이 가능한 환경 구현을 위해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모든 사물에 컴퓨터를 내
장하여 쉽게 사용자가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사용자가 직접 소형 컴퓨터 등을 몸에 장착하여 사

Ⅱ. RFID 미들웨어 기술 동향
일반적으로 RFID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사물에
부착되고 이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담
고 있는 RFID 태그, 태그에 담겨진 정보를 인식하는
RFID 리더기, 마지막으로 리더기로부터 인식된 태

용하는 방법이 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홈 네트

그정보를 처리하는 호스트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워크나 텔레매틱스, 산업 자동화와 같은 분야에서

호스트 시스템이란 RFID 리더기로부터 인식된 태

다양한 형태의 기술들을 이용하여 개발되고 있으며,

그인식정보를 처리하고 응용 프로그램이 이를 활용

그 중 RFID 기술이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의 도래

하는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지칭하며, 이중

를 앞당기기 위한 차세대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특

에서 RFID 미들웨어는 기존 응용 시스템과 RFID

히, 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RFID 기술을 이용하여 공

하드웨어간의 이음새 없는 연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급망 관리, 재고 관리, 물류 관리, 창고 관리 등의 자

담당한다.

동화를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RFID 기술을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활용을 하기 위

1. RFID 미들웨어

해서는 개별 물체를 식별하기 위해 부착되는 RFID
태그와 이를 인식하기 위한 RFID 리더기, 다수의 리

RFID 미들웨어란 이기종 RFID 환경에서 발생하

더기로부터 인식된 RFID 태그정보를 수집하고 중

는 대량의 태그 데이터를 수집, 필터링하여 의미 있

복된 정보들을 제거하여 의미있는 정보만을 응용

는 정보로 요약하여 응용 시스템에 전달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에 전달해주는 일종의 미들웨어가 필요하

소프트웨어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적어도

게 된다. 이러한 RFID 미들웨어는 단순한 태그 인

다음의 요건들이 만족되어야 한다.

식정보의 전달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형태의 통신
방식 및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리더기들을 일관된

가. 이기종 RFID 리더 시스템 지원 및 관리

형식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
어야 한다.

RFID 미들웨어는 다수의 이기종 RFID 리더 시

본 고에서는 RFID 미들웨어와 관련하여 먼저

스템간의 이질성—예를 들면, 지원하는 태그와 리

RFID 미들웨어의 개괄적인 소개와 미들웨어와 관

더간 프로토콜의 상이함, 리더와 호스트 시스템간

련한 ‘사실상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EPCglobal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다양성 등—이 존재하는 환

의 표준화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 RFID 기반의 응용

경 하에서, RFID 하드웨어 시스템을 상위계층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수의 RFID 리더기로부

일관되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제공해야 한

터 태그정보를 수집, 정제하여 이를 활용하고자 하

다. 이를 통해 리더인식영역에 존재하는 태그정보

는 응용 애플리케이션에 전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수집, 리더기 설정 및 원격 제어, 리더 시스템 모니

대표적인 RFID 미들웨어 제품에 대해 살펴본다. 또

터링 등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능이 제공되

한, RFID 기술을 활용한 국내외 시범사업을 포함한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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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FID 태그 데이터 처리
RFID 태그 데이터가 RFID 리더기로부터 반복적
으로 대량의 정보가 유입됨에 따라서, RFID 미들웨

RFID 미들웨어 및 네트워크 시스템과 관련된 소프
트웨어 인터페이스 및 표준제정은 SAG에서 진행되
고 있으며, 이들이 다루고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어는 이러한 중복된 정보 및 응용 시스템 계층에 불

• Reader Protocol

필요한 정보들을 필터링하고 요약하는 기능을 제공

리더와 호스트간의 명령 수행/응답 및 태그정보

해야 한다.
다. 응용 시스템과의 연동

의 교환과 관련된 표준을 정의한다.
• Reader Management
개별 RFID 리더기에 대한 환경설정, 모니터링 및

RFID 미들웨어는 정제, 요약된 태그데이터를 데
이터 수요자인 기존 응용 시스템에 신뢰성있게 전송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상의 정제, 요약 과정을 최종 인식된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알람과 같은 RFID 리더기 관리
에 관한 표준적인 기능목록을 정의한다.
• Filtering and Collection

RFID 태그 정보를 이용하여 태그가 부착된 개별사

응용 프로그램이 복수 개의 태그인식 기기(RFID

물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또한

리더기 포함)로부터 정제 및 요약된 태그인식 데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으며, RFID 미들웨어 시스

터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

템의 고려 대상이 된다.

2. RFID 미들웨어 표준화 동향
RFID 미들웨어와 관련된 국제표준화는 사실상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EPCglobal을 중심으로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EPCglobal에서 제
시하고 있는 RFID 미들웨어를 포함한 네트워크 모
델인 EPC Network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PCglobal[2]은 기존 MIT Auto-ID 센터에서
개발한 RF 기반의 자동인식 시스템 기술을 표준화
하고 상용화하기 위해 2003년 10월에 설립된 비영
리기구로서 Auto-ID 센터에서 개발한 기술의 표준
화, 상용화 및 EPC 코드의 보급과 관리 등을 목적으
로 활동하고 있다.
EPCglobal은 개별물체의 유일식별자인 EPC 기
반의 ‘Internet of Physical Objects’를 구성하기 위
한 기술집합을 EPC Network라 정의하고, EPC

터 표현 규격 및 리포팅 방식을 정의한 일련의 소프
트웨어 API를 정의한다.
• EPCIS
EPC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고, 관리하며 이를
공유하기 위한 외부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 이는
BAG으로부터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여 다양한 유스
케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추상화된 데이터 모델 정의
도 포함한다.
• ONS
EPC와 관련한 EPCIS 위치 정보 검색서비스를 제
공하는 ONS에 대한 구조 및 질의 API를 정의한다.
• Tag Data Translation
Tag data standards에 정의된 EPC 인코딩/디코
딩 규칙을 표현하고, 그 규칙에 근거하여 EPC 코드
변환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규격을 도출, 정의
한다.

Network의 구현에 따른 기술요소 분야를 하드웨어,

• Security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사용자정보 보호, 데이터 암호화 등 EPC Net-

action group을 구성, EPCglobal 가입 업체 중심으

work 전반에 걸친 보안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한

로 기술규격 및 표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정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한다.
83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0권 제3호 2005년 6월

이상과 같이 SAG는 총 7개의 주제에 대해 분야

타 EPC discovery service는 EPC와 관련된 데이

별 WG 활동을 통해 EPC Network를 구성하기 위

터의 검색엔진으로서 특정 EPC와 연관된 데이터를

한 표준규격을 제시하고 있다.

저장하고 있는 EPCIS의 위치정보 목록을 질의의 응

(그림 1)[3]은 EPCglobal에서 제안한 EPC Net-

답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자이다.

work 구조 및 구성요소를 나타내고 있다. 각 구성요

지금까지 EPCglobal에서 정의한 EPC Network

소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eader는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림 2)[4]는 EPC Net-

리더 인식공간에 존재하는 복수 개의 태그를 인지한

work 상에서 EPCglobal의 표준화 대상을 나타내고

다. 이렇게 인식된 태그데이터는 reader protocol을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EPCglobal에서는

통해 reader로부터 middleware로 데이터가 전달

계층적 구조상에서 인접한 두 계층간의 인터페이스

되게 된다. Middleware는 리더로부터 전달된 복수

를 표준화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본 절에서는 다수

개의 중복된 태그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역할을 수행

의 표준화 대상 중 RFID 미들웨어와 관련된 appli-

하게 되고, ALE 인터페이스를 통해 통합/정제된 태

cation level events와 EPC information service와

그데이터 목록이 middleware에서 EPC capturing

관련한 개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application으로 전달되게 된다. EPC capturing

먼저 ALE은 일종의 인터페이스로서 RFID 리더

application은 middleware로부터 전달 받은 태그인

로부터 전달된 EPC 데이터를 일정기간 동안 수집한

식정보와 기타 비즈니스적 관련정보를 EPCIS에 공

후, 중복 혹은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한 최종 EPC 목

급하게 되고, 이러한 정보들은 EPCIS-enabled

록 및 개수 정보를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하여 리포

repository에 저장/관리되어 향후 질의에 대응할 수

팅하는 일련의 과정을 API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있도록 한다. EPCIS accessing application 및

[5]. ALE 규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개념인

partner application은 EPCIS에서 제공하는 인터페

event cycle은 RFID 미들웨어와 응용 애플리케이

이스를 통해 EPCIS에서 관리하고 있는 EPC와 관

션간의 최소 연동단위로서, 매 event cycle 종료 시

련된 정보를 질의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활용하여

점에 해당 cycle 동안 수집된 EPC 목록을 응용 애

비즈니스적으로 의미있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기

플리케이션에 전달한다. ALE 인터페이스는 event

Internal
EPCIS
Accessing
App

External
EPCIS
Enabled
Repository

ERP

Partner
Accessing
App

EPCIS

EPC Discovery
Service

EPC Capturing App
ERP

ERP

ALE
EPC Business
Logic
Management and
Provisioning

Middleware
Reader Protocol
RFID Tag

Reader

(그림 1) EPC Network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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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e을 정의하기 위한 API를 제공하는데, 이 API

록 등 EPC의 인식정보 이외에 이와 관련된 비즈니

를 통해서 event cycle의 시/종점, 수집된 EPC 목

스적 정보 또한 등록할 수 있도록 API가 정의되어

록에 대한 필터링 및 그루핑 조건, 리포팅 형식 등을

있다. 반면, 후자는 기업 내/외부에 존재하는 응용

설정하게 된다. ALE의 클라이언트인 응용 애플리케

애플리케이션이 EPC를 통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질

이션은 원하는 형태의 event cycle을 정의하여 API

의하기 위한 표준화된 API를 정의하고 있다.

를 통해 등록하고, 이를 반복 호출 혹은 구독/발행
방식을 지원하는 API를 통해서 응용 애플리케이션

3. RFID 미들웨어 솔루션 동향

에서 원하는 EPC 목록을 전달받게 된다.
EPCIS는 기업 내/외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애플

현재 RFID 미들웨어 시장은 중소 RFID 소프트

리케이션 간에 EPC를 매개로 EPC 관련 정보를 공

웨어 벤더들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RFID 태그 데이

유하고 정보이력을 관리함으로써 태그가 부착된 객

터 처리에 치중하였으나, IBM, SAP, Sun Micro-

체에 대한 정보에 공통된 시각을 갖도록 하는 데 그

systems, Oracle 등 대형 IT 솔루션 벤더들의 시장

목적이 있다[4].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개

진입으로 RFID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통합 플

의 EPCIS와 관련된 인터페이스가 존재하는데, 하나

랫폼 시장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향후 시장의

는 EPCIS capturing interface이고 다른 하나는

확대에 따른 업체간 경쟁이 한층 가열될 것이라 예

EPCIS query interface이다. 전자는 EPC 인식 정

상된다.

보 및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로서,

Sun Microsystems는 2004년 6월에 RFID 미들

태그의 발급과 폐기, 태그간의 관계(부착된 객체의

웨어 솔루션인 ‘Sun Java System RFID Software’

모자관계 등), 특정 지점에서 인식된 EPC 목록의 등

플랫폼을 발표하였다[6].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들웨어 솔루션이 크게 EPC event manager

Firewall
EPCIS Accessing
Application

와 EPC information server로 구성되어 있다. EPC
Partner Accessing
Application

EPCIS Query Interface

event manager는 다수의 리더와의 연결 및 관리를
지원하며 이들로부터 전달되는 RFID 태그 혹은 센
서정보들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JINI 기반 Rio 플

EPCIS Capturing Interface

랫폼 위에 구현됨으로써 경량이면서 동시에 faulttolerant한 구조를 지원한다. 그리고, EPC inforSun Services
Warehouse
Management
Systems

Application Level Events(ALE)
F&C Middleware
Reader Protocol/
Management Interface
Reader

Java Enterprise System

Security

EPCIS Capturing
Application

Enterprise
Information
Systems

Other
Legacy
Systems
ONS and
PML
Services

Trading
Partners
Sun’s EPC Information
Server
Sun’s EPC Event Manager
(Savant)

Tag Protocol(Gen 2)/
Tag Data Std.

Reader and Tag Partners

Tag

Sun Hardware(Solaris and Linux)

(그림 2) EPCglobal 표준화 대상

System Integrator & Partners

EPCIS
Repository

(그림 3) Sun Java System RFID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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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ion server는 EPC event manager로부터 전달

담당하는 RIC, 리더로부터 전달된 RFID 태그데이터

받은 데이터를 관리하고 차후 해당 데이터를 질의하

를 정제, 요약한 후 이를 응용 프로그램에 전달하는

는 외부 애플리케이션에게 일관된 형식으로 데이터

기능을 제공하는 EMC, 리더로부터 수집된 정보에

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한 이력관리 및 일괄처리 기능 등을 제공하는

Oracle은 ‘Sensor-based Service’란 명명 하에

TMC, 응용 프로그램과의 통신을 담당하는 AIC로

RFID를 포함한 센서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성된다. 또한, REMS 외에도 레거시 시스템(ERP,

통합 플랫폼을 제시하고 기존 솔루션인 Oracle

SCM, CRM)과의 연동을 위해 수집된 RFID 태그정

Application Server 10g 및 Oracle Database 10g

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기 정의한 규칙정보와 비교

에 이와 같은 기능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통합 솔

하여 semantic event를 생성하는 RBPTS, 마지막

루션을 시장에 선보였다[7]. Oracle은 이를 기반으

으로 인식된 태그 정보를 이용하여 태그가 부착된

로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business solution

객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위치 정보를 제

suite와의 연동을 지원함으로써 RFID를 기반으로

공하는 ONS로 구성되어 있다.

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된

REMS를 통해 현재 지원되고 있는 RFID 리더 시
스템으로는 Alien, Matrics 등 상용 RFID 리더기를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국산 RFID 미들웨어 솔루션은 아직 출시되지 않

포함, ETRI에서 개발한 EPC Class 0 및 1 리더기,

고 있으며 개발된 연구시제품으로는 ETRI의 자동

ETRI ISO 리더기 등을 지원한다. 또한, 추가적인 리

식별 미들웨어가 있다.

더 시스템을 지원하기 용이한 컴포넌트 기반 구조로

자동식별 미들웨어는 (그림 4)와 같은 계층 구조

설계되어 있다. Event management system에서는

를 가진다. REMS라고 부르는 미들웨어 코어는 최

기본적으로 필터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다수의

하단부터 다수의 RFID 리더기와의 인터페이스를

build-in 필터를 구비하였으며, 응용 도메인에 적합

Enterprise Applications
Real-time Business Process Triggering System

Object Naming Server

Task Management

Rule Management

Configuration Utility

Client Resolver

Task Database

Rule Database

Static ONS Service

Mapping Database

Application Interface Component
Message Processor

Service Listener

Message Transport Binder
Task Management Component

Event Management Component
Processing Unit Manager

Event Flow Designer

TMC Administrator

Task Class Server

Task Scheduler

Task Repository

Event Flow Manager

Reader Interface Component
Reader Profiler

Protocol Processor

Event Generator

Command Processor

Reader Monitor

Diverse RFID Readers
Alien Reader

Matrics Reader

ETRI EPC Class 0/1 Reader

(그림 4) ETRI 자동식별 미들웨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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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터를 Java 언어를 통해 구현하여 이를 손쉽게

accenture 등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컨설팅 부문이

등록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이 용이한 구조를 제

나 dust의 군사 분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비

공한다. 또한, 응용 시스템과의 연동을 지원하기 위

즈니스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해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의 영속적인

대표적인 응용 사례로는 Ford 자동차의 공장 내

저장소 혹은 HTTP, SOAP 등 개방형 표준에 따르

의 부품재고관리, GAP의 실시간 재고관리, 월마트

는 다양한 연동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응용 시

의 RFID 물류관리/제품추적/주문관리 등이 있으며,

스템별로 상이한 데이터 형식 및 프로토콜을 지원하

SI 업체로서 Infosys Tech., Accenture, Oracle 등

기 위해 커스텀 어댑터를 구현하여 미들웨어 시스템

이 RFID 컨설팅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8].

에 등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나. 일본

Ⅲ. RFID 미들웨어 응용

일본은 180개 기업이 참여하는 ‘유비쿼터스 ID
센터’를 설립, RFID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를 지

지금까지 EPCglobal의 EPC Network를 중심으

원하고 128비트 길이의 uID를 일본 독자 산업 표준

로 RFID 미들웨어 표준화 동향과 현재 시장에 출시

으로 제안하였으며, 자국의 강점인 제조업과 정밀

된 RFID 미들웨어 솔루션들을 살펴보았다. 본 절에

가공기술 등을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서는 RFID 미들웨어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 서비스

있는 기기 산업에 중점을 두어 최근에는 이러한 기

에 대한 동향을 살펴본다.

기 산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기술 표준의
도입, 오픈 플랫폼 공동 개발 등의 업체들간 연구 협

1. RFID 응용 서비스 동향

력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비즈니스 영역에의
확산 측면에 있어서도 신원조회 및 보안, 물류, 운송

가. 미국
1999년 EAN/UCC와 MIT가 Auto-ID 센터를
설립하여 EPC 프로젝트를 통해 코드 표준안을 마련
하였으며, 본 프로젝트는 전 상품에 UHF 대역
RFID 태그를 부착하여 RFID를 바코드와 같이 사용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였으
며, 현재 이 결과물을 바탕으로 EPCglobal은 EPC
Network란 RFID 기반 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표준
화 및 상용화에 힘쓰고 있다.

등의 영역에서 활발한 적용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응용사례로는 uID 센터의 농작물 추적
을 통한 유통과정 및 생산과정 정보 관리, JR 화물의
화물 컨테이너 관리, JR 동일본의 비접촉형 IC 카드,
큐슈대의 도서관 관리, 나리타 공항의 항공 화물 관
리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8].
다. 유럽
유럽각국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개발중

미국은 RFID와 관련하여 기술 개발 및 비즈니스

인 ISO-IC 코드를 제안하고, RFID를 활용하여 물류

영역에의 적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례와 테러의 위협이 증

특히 각 기술영역의 표준화 및 선도화, 보안 및 프라

대됨에 따라 신원조회 및 보안에 대한 적용 사례가

이버시 보호 모듈의 개발 등 기술개발의 방향이 원

진행중에 있다. 응용사례로는 질레트의 유통 재고관

천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요 기술의

리, Benetton의 공급사슬에서의 재고관리 등이 있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으며, 대표적인 SI 업체인 SAP은 자사 비즈니스 솔

주로 물류/ 운송, 건강관리 및 식품분야에 있어서
RFID 기술이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루션을 기반으로 RFID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수행
하고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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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FID 활용 국내외 응용서비스
가. 월마트

금액, 수량 등 물품관리 정보의 취득과 확인에 투여
되는 인력과 시간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의 수출입 국가물류 인프라 지원

월마트는 2004년 현재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

사업에서는 RFID를 이용한 자동차 부품의 수출물

고 있으며, 2005년부터 100대 공급업체에 대해 상

류에 대해, 표준화된 물류단위별로 UHF 주파수대

품박스와 팔레트 단위에 태그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역의 RFID를 부착하고 CKD 출하 업무를 수행하도

하였고, 2006년부터 모든 공급업체에 RFID 도입을

록 할 계획이며, 컨테이너 반출입 업무의 RFID 자동

확대해야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공

화 및 산업자원부 수출입 무역망 정보와 연계할 계

급망 관리에 RFID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제품과

획을 갖고 있다. 국방부는 특별관리가 요구되는 탄

관련된 많은 정보를 추적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경

약관리 업무에 우선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미

영상의 의사결정, 공급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군과의 업무연계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 미 국방성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RFID

이 2005년부터 도입물자에 대한 RFID 태그를 의무

시스템 도입 비용은 수 년간 약 30억 달러로 추정되

화하기로 결정한 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립

나, 공급망 관리의 비용 절감효과는 최소 연간 15억

수의과학 검역원의 수입 쇠고기 추적서비스는 수입

달러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다.

쇠고기의 수입통관 시점부터 가공ㆍ유통 및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RFID 태그를 통해 검역ㆍ

나. 미국 관세청, 국방부

소재지ㆍ유통과정을 추적, 관리하고 관련 행정기관
및 소비자에게 원산지 및 검역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미 관세청은 2005년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컨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공항공사의 항공수하물

테이너에 RFID 칩을 부착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추적통제시스템으로 김포공항과 제주공항 구간의

이에 따라 2006년부터 RFID를 이용한 컨테이너 통

국내노선을 중심으로 승객의 수하물을 추적, 통제하

관을 시행할 예정이며, 부착되는 RFID 규격은

는 RFID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본 시스템 구축

433MHz 대역의 능동형 태그를 채택하였고, 현재

으로 수하물의 분실, 배달오류, 위험수하물에 대한

RFID 태그 부착이 의무는 아니지만 태그를 부착하

승객정보 확인 등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

지 않을 경우 선별적으로 컨테이너 전수검사를 실시

상된다[9].

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반강제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내 해운물류 업계는 물론 정

3. RFID 미들웨어 응용 서비스 구축사례

부 차원에서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고, 미
국방부도 2005년 1월부터 주요 군수물자 납품업체

ETRI에서 개발한 RFID 미들웨어를 이용하여 공

를 대상으로 RFID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동연구업체와 항공 수하물 관리, 항만 게이트 반출입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SCM과 업무처리

관리, 의료관리 응용서비스 등을 시험 구축하였다.

과정이 능률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 항공 수하물 관리
다. 국내 시범사업 추진 현황
먼저 조달청의 물품관리시스템은, 바코드 중심으

항공 고객의 수하물 분실, miss-load 방지, cross
pickup, 수하물 관리 시스템의 오분류 방지와 수하

로 이루어진 물품관리시스템을 RFID를 통해 전자

물과 탑승자의 비교 시간을 줄임으로써 항공기 정시

화ㆍ지능화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으

율 향상 및 고객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하여 탑승 수

며, 본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급된 물품에 대한 품명,

속 시 RFID 태그를 발급 수하물에 부착하고 수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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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만 게이트 반출입 관리

분류 시 수하물 정보 모니터링과 수하물 탑재 시 탑
승 승객과 수하물 탑재를 체크하여 miss-load 방지
및 도착 수하물에 대한 정보를 claim area에 표시하

항만 게이트를 통과하는 컨테이너의 반출입 정보

는 시스템을 ㈜아시아나IDT와 공동 구축하였다((그

를 컨테이너에 부착된 RFID 태그정보와 운송사의

림 5) 참조).

반출입 컨테이너 정보를 자동 체크하여 컨테이너의
RFID 리더(900MHz 수동형, 인식거리: 2~5m)
태그정보 판독

RFID 태그부착
컨베이어
운송시스템

SCP
운항시스템

BHS

수하물

ULD

수하물정보
미들웨어(실시간 데이터 수집, 필터링 교환)
승객과 수하물
탑재비교

BGR

BRS

승객

오도착
수하물
Alert

전광판
Carousel

수하물

ULD

항공기 편명, 승객명,
수하물 도착시간, 게이트번호

(그림 5) 항공수하물 관리 시스템
GMS(Gate Management System)
일반게이트

Tag

YMS(Yard Management System)

자동게이트

SMS(Shipment Management System)
e-Seal

Reader
야드 트랙터, 컨테이너
위치 인식
트레일러, 컨테이너 번호
자동인식

e-Seal 정보
미들웨어(REMS)

RBPTS
룰에 의한
이벤트 생성

LAN

EPCIS
차량, 컨테이너,
이력, 위치 정보

인터넷/
웹서비스

(그림 6) 항만 게이트 반출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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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실시간으로 GMS으로 전송하고, 게이트의

하고 환자가 병원에 입원 시 RFID 태그를 발행하여

개폐기를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시스템을 ㈜코리아

환자에게 부착하여 의사 및 간호사가 환자 진료 및

컴퓨터와 공동 구축하였다((그림 6) 참조).

약품 투약 시 진료 내역 및 투약 정보를 검색하여 정

본 시스템에서는 (그림 4)의 real-time business
process triggering system에 게이트 반출입과 관

확한 진료 및 투약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휴민텍과
공동 구축하였다.

련하여 규칙을 사전에 정의하고, REMS로부터 전달
된 RFID 태그정보를 기본으로 기 정의된 규칙에 근

Ⅳ. 결론

거하여 ㈜코리아컴퓨터의 기존 레거시 시스템과의
연동을 하고, 해당 규칙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이에
따른 관련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수행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구현하였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기
술로 등장한 RFID는 태그, 리더를 포함한 하드웨어
및 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산업에 이르기까지 활발
한 기술개발, 산업적용에 관한 연구 및 실증실험이

다. POC 의료관리

진행중에 있다. 또한, RFID 기술의 도입은 단순히

POC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환자진료가 가능하

IT 산업뿐만 아니라 금융, 유통, 군수산업 등 IT 외

도록 무선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의료진이 진료현장

의 산업에도 그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치리라 예상하

에서 실시간으로 진료기록, 처방, 검사결과, 투약기

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에 RFID 기술을 적용함에

록 등 임상정보를 등록 및 조회할 수 있는 의료정보

있어, 핵심은 사물에 부착되는 RFID 태그와 이를 자

시스템이다((그림 7) 참조).

동인식하는 RFID 리더 기술에 있음을 누구도 부인

병원에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입고 시 약품에

할 수 없다. 그러나, RFID 기술의 도입을 통해 궁극

RFID 태그를 부착하여 약품의 입출고를 모니터링

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자동화를 통한 비용

EPC

IP Address
ONS

Alarming
System
Tracing
System

Management
System

M/W
EPC Interface
Layer

RFID
Data

RFID
Data

Database

RFID
Tag 정보

Application Data

Monitoring
System
POC Service
Framework

EPC Manager

간호사

Private
RFID Reader RFID
Tag

RFID
R/W

Terminal
RFID
Tag 부여

약제과 RFID Reader
Patient

Medicine

HL7/DICOM Interface Layer

OCS

LIS

PACS

- POC Service Framework: 여러 POC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대칭형 오픈 서비스
프레임워크
- Management System: 각종 서비스와 미들웨어와의 연계 및 POC 애플리케이션의 입출력
데이터 관리를 위한 시스템
- HL7/DICOM Interface Layer: 기존 병원 정보시스템(OCS, LIS, PACS 등)의 연계를 통해
POC에서 활용되어질 정보를 실시간 가공 및 데이터 처리를 위한 모듈

(그림 7) POC 의료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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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 및 업무 자율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에 있다. 이
러한 목적 뒤에는 이를 가능케 하는 RFID 미들웨어
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OCS
ONS
PACS
POC
RBPTS

본 고에서는 RFID 미들웨어에 관련하여 EPC
Network 중심의 표준화 동향 및 이를 구성하는 개
별요소에 대해 논하였으며, RFID 기반 응용 서비스
를 용이하게 구축하기 위해 개발된 RFID 미들웨어
제품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RFID 기반 산업을 활성
화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 및 국내 시범사업의 동향
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으며, ETRI의 RFID 미들
웨어를 활용한 응용서비스의 구축 사례를 소개하였
다. 이와 같은 다양한 RFID 응용 사례를 바탕으로
RFID 미들웨어 및 관련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요구
사항 반영과 같은 선순환 구조를 통해 향후 미들웨
어 시스템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

REMS
RFID
RIC
SAG
SCM
SCP
SI
SMS
SOAP
TMC
UHF
ULD
YMS

Order Communication System
Object Naming Service
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
Point of Care
Real-time Business Process Triggering
System
Reader Event Management System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eader Interface Component
Software Action Group
Supply Chain Management
Security Check Point
System Integration
Shipment Management System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Task Management Component
Ultrahigh Frequency
Unit Load Device
Yard Management System

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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