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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칩의 소형화, 태그의 가화를 한 Chipless RFID 기술은 핵심쟁 인 1센트 이하의 상용화 실 까지는 

아직 시간과 투자가 더 필요하다. 소태그업체에서 Chipless 기술의 일종인 표면탄성 (SAW: Surface 

Acoustic Wave)를 이용하는 RFID 태그의 연구개발과  략상품화가 시 하고  련 상세정보의 획득과 

략수립이 필수 인 상황이다. 이에 특정 소기업의 SAW RFID태그 제품개발  시장진입 략, 태그기술 발

을 해 개발  시장정보, 특허정보를 분석 연구한 사례를 제시한다.

  

1. 서론

 업체1)는 Chipless 기술의 일종인 표면탄성

(SAW: Surface Acoustic Wave) RFID 태그의 

략상품화를 추진하면서 기술도입과 개발추진에 

한 부가 인 정보를 실히 필요로 하여 KISTI에 

맞춤식 정보지원을 신청하 다. 이에 업체가 애로

기술 극복, 기술개발목표  략수립, 상품기획 

 개발로드맵을 수립·작성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SAW RFID 태그 기술개발, 시장, 특허 련 정보

를 분석지원하고 컨설  한다. 

2. 개발동향 

  국내는 Chipless RFID기술  SAW RFID기술

에 심이 상 으로 었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역 을 두고 추진해온 기술이다. 최근 NASA에서

도 SAW태그를 유니폼이나 쓰 기 투 식별에서 

우주센터나 우주정거장의 자산 리에까지 용시

1) 닉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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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고려[1]할 정도로 기술 변이 확 되어 가고 

있다. 유럽, 미국은 상용화와 원천 기술 분야, 일본

은 소자설계분야에서 기술  특허를 주도하고 있

다. 기의 SAW RFID태그는 미국 캘리포니아나 

노르웨이 오슬로의 차량요 징수, 독일 뮌헨 지하

철 차량 리, 기타유럽국가의 철도차량확인  차

량 이크 온도감지, 고 압 변압기 증폭 압 

온도 감지, Calvin Klein 등의 item 식별 등에 사

용되며 발 되어 왔다. SAW RFID 태그는  

력 구동, 장거리 인식, 속  액체용 태그, 고온 

작동, 방사 내구성 등의 기술  특성과 가격으로 

장 이 있음에도 불구 기 SAW RFID 태그는 

ID의 유일성, 에러 검출, 태그충돌방지, 데이터 용

량 부족과 수동형 읽기기능의 제한요인 등으로 상

업  측면에서 다른 Chipless RFID 태그보다 심

이 었다. 2000년이후 SAW RFID 태그는 태그소

형화, 인식거리 증가, 데이터 용량의 증가, 유일성

의 부가, 에러검출코딩, 충돌방지 알고리즘 개발, 

태그소자개발 등으로 SAW RFID 태그의 기술 완

성도를 높여왔다. SAW RFID 태그 문업체인 미

국의 RFSAW사는 주로 량의 가격화 SAW 

RFID 태그를 목 으로 사실상의 업계표 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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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GST(Global Saw Tag) 로젝트를 진행시

켜 신제품을 출시 해왔다. 신제품의 주요 개발내용

으로는 첫째, 데이터 그룹 당 다수 펄스와 동시

상을 가진 시간 복 펄스 모듈 이션 하는 데이터 

그룹구조의 설계 구   둘째, 충돌방지를 한  

2.45GHz  역 빔 안테나를 사용과 신호 필터링 

알고리즘과 구조 개발 셋째, 태그인식거리 증가시

키기 해 탄성감쇠, 압  항, 반사손실을 최소

화하는 반사기(reflector) 설계 넷째, 직선형태의 개

방회로(open-circuit) 반사기에서 SAW의 굴곡과 

격한 증폭변화에 의한 상과 진폭의 굴 로 삽

입손실 증가를 발생시키므로 이를 해결하기 한 

굴곡보상 리 터 구조설계를 제시하 다[2~5].

  물리, 화학, 기, 기계  센서와 ID가 결합된 형

태의 SAW 센서와 디바이스의 개발은 RFID 문 

업체에서의 SAW RFID 태그로서의 비 보다 주

로 기존 센서업체에서 SAW를 이용하는 무선 원

격감지센서로서 진화되어 왔다. 문 소수업체에서 

SAW RFID 태그 개발진행  기술보유를 발표하

고 있으나 실제 SAW 디바이스와 센서, ID제품개

발과 응용은 기존 센서업체가 더 활발하다고 추측

된다. 미국의 Vectron  다수업체들은 BAW, 

SAW, STW와 Love wave, SH-APM, Lamb- 

Wave를 이용하여 고체, 기체  액체의  감지 센

서를 개발해 왔으며 최근 무선 기술을 목 센서 

용분야를 다양화 해가고 있다[6]. MEMS  패

키징 분야에서 다층구조로 된 필름/코 기 의 역

할이 요하듯이 SAW 센서/디바이스의 성능향상

을 해 압 기  에 유 , 압  혹은 비 압 체 

층의 결합구조에 한 연구개발이 활발하다. 특히 

종  (shear horizontal)형태인 Love wave의 유효

성을 입증하고 특성을 이용한 바이오센서 개발이 

유망분야로 제시되어 왔다 [7-10]. 

  오스트리아의 자동차엔진 련 업체인  AVL은 

고온, 고압, 진동 ,충격에 내구성이 있는 센서와 1

개의 IDT로 구성된 SAW RFID 태그를  엔진 연

소실에 부착하고 온도와 압력을 원격감지 하는 시

스템과 고온소자, 태그소형화에 해 연구 개발해

왔다[11]. 고온 SAW RFID 센서의 크리스탈 소재

로 LiNbO3, Langasite, GaPO4 를 비교분석하고 

용주 수 한계, 감쇠, SH-SAW 사용이  

등을 고려하여 400oC의 고온에서 LiNbO3이 

함을 분석하 다[12]. 기타 유럽의 SAW 련 벤

처들이 지속 으로 소재  소자에 한 연구 활

동을 해가고 있다. AVL에 엔진센서와 툴 추 시

스템을 공 하는 오스트리아의 CTR은 리치움니오

베이트 소재의 SAW 태그와 용해로, 엔진회 부품

과 같이 극한환경 용을 한 태그운  온도범

가 -55
o

C~400
o

C인 태그 하우징을 개발하여 왔으며 

식별(ID)은 에칭방법으로 하 다[13]. SAW RFID 

태그의 량생산을 해 가격을 한 크기 최소

화가 건이며 종래의 태그 크기를 축소하는 방법

으로 양방향 IDT를 단방향 IDT로 하여 기지연

에 필요한 시간간격을 이는 원리로 X축 상에서 

반사기의 Z-path 기하형태를 제시하는 방법도 제

시되고 있다[14]. 일반  셀룰로오스 종이는 이

버가 불규칙하게 배열된 종이지만, 셀룰로오스 마

이크로 이버(micro fiber)가 일정한 배향성을 갖

도록 조작함으로써 SAW RFID 기 으로 셀룰로

오스 종이를 사용하고 종이 에 박막 필름 극으

로 구성된 IDT와 안테나를 구 한 SAW 기반의 

환경 친화 인 SAW RFID 수동형 태그도 개발제

시 되고 있다[15].

  국내경우 연구소  학 심으로 SAW RFID

태그와  센서제 작  특성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2008년  발표한 태그부문 로드맵

에서 태그의 경우 아이템 벨용 가 태그 기술, 

국산 태그용 IC 경쟁력 강화를 한 IC와 인 이 

패키징 기술, 태그 소형화를 한 소재기술 개발 

계획를 밝힌바 있다. 산업 특화 환경용 가 특수

태그 기술과 RTLS 핵심 기술, 유기반도체 기반의 

Chipless 태그기술은 포함돼 있지만 SAW 태그기

술이 직  언 되어 있지는 않다. 

3. 특허동향

  2006~2007년까지의 일반 RFID 태그  패키징

에 한 특허 황을 분석한 결과는 <표2-1>[16]와 

같으며 검토결과 태그형태, 기능개선 등 일반 인 

특허 출원이 가장 많았다. 한국과 유럽은 태그 패

키징 로세스  제조방법과 련된  특허 출원

이 많은 반면, 미국과 일본은 칩의 실링, 라미네이

트 처리, 이징 등으로 성형처리 련 특허출원이 

많았다. 국은 일본에 비해 출원이  열세이며 

성형처리와 태그간 충돌회피 분야에서 뒤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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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국 미국 유럽 일본

태그일반 130 198 104 318

칩/안테나 본딩 29 20 9 44

성형처리 38 62 19 191

패키징 로세스 40 51 21 67

 패키징 테스트 - 25 7 30

태그간 충돌회피 27 47 18 50

계 264 403 178 700

어 태그 생산공정과 가공공정 기술, 이싱, 하우

징, 성형, 몰딩, 실링 등 2차 가공기술, 태그 충돌

회피 알고리즘의 개발이 시 하다고 분석된다.     

                               [단  : 건수]

<표2-1>RFID 태그  패키징 특허 황(2006~2007)[16]   

                                               

 2006.12-2008.7월까지 SAW 핵심기술의 일부인 

IDT (Interdigital Transducer)에 한 PCT 특허 

60여건  40건이 일본(Murata Mfg. Co. LTD 36

건, Kyocera 4건)에 집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향후 SAW 태그 IDT 련 기술의 시장 향

력이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17]. 최근의 1년간 

SAW 련 PCT특허내용은 IDT, 바이오 생성물 감

지, 바이오 resonator, 미세유동장치, 박스골 지 

태그, 탬퍼태그, 러그센서, 피부상처치료, 향기센

서, 겔 상태측정, 의료센서, 코닝 래스 용해로 측

정, 합성기 , 필름센서소자 등 실용  특허가 다

양하게 출원되고 있다. SAW 디바이스의 기계  

온도 특성의 안정화를 구 하기 해 주 수온도계

수의 민감도를 조정하는 방법을 출원했다[18]. 생

체계측 도구로서의 SAW 디바이스/센서가 출원되

어 장치료 의료용도로 기술 확 [19]가 진행되고 

있음과 용가능 바이오분야가 강조되고 있다. 부

정한 변경  조정 방지를 해 tamper 태그 기능

과 태그의 가격화를 동시에 고려한 기술출원[17]

은 정보보안이외에 물리 보안의 상업  가치를 

부가시키고 있다.

4. 시장동향

  국내시장 규모는 알려진바 없으나 2008년 세

계 상 태그매출 비 린  태그매출 비율 

0.8%나 국내 태그매출액 비율 6.3% 를 가정하면 

국내 린  방식의 RFID태그매출은 2008년 

12~17억 정도로 거의 Zero-base이나 2015년은 

2268억, 2017년 7600억 정도로 증가할 것이다. 그

러나 2012년 이후로 Chipless RFID 태그가 격히 

증가해 가더라도 기존 칩에 의한 태그가 완 히 

체되지는 않을 것이며 체도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요한 것은 수량 유율이 업체의 

이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이다. 핵심소재의 

수명 문제, 낮은 인식 속도  최  인식 거리가 

수 cm라는 사실 등 재의 낮은 기술 수 과 느린 

기술 개발 속도 등 부정  면에서 상보다 시장 

진입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으나 개발의 기 단

계인 지 부터 기술  시장 선 이 반드시 필요

하다. 2006년 3월 보스턴에서 열린 RFID Smart 

Labels USA 2006에서 삼성은 량생산 경우 실리

콘칩 태그가격이 개당 12센트 정도까지 다운 될 

것에 비해서 SAW chipless RFID 태그를 개발

하는 로그램을 발표하 다. 하이닉스는 2009년 

하반기 8인치 양산라인에서 유통 물류에 사용하는 

900㎒ 역의 RFID칩을 양산, 개당 1센트에 공

함으로써 태그 완제품 가격을 5센트 이하로 낮춘

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 같은 칩 가격은 NXP반

도체 등 이미 양산 인 업체 제품의 5분의 1 수

(태그는 3분의 1)이어서 치열한 가격 경쟁을 불

러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량생산에 의한 

Chip의 가격화는 국내 소 RFID 태그 제조업체

에게 기회와 기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 기존 

Chip의 가격화와  Chipless 개발에 의한  가격

화 태그는 체 시장을 격히 확 시킬 것이나 

치열한 경쟁으로 형 칩 제조사  련 트  

태그업체, 기술력 있는 맞춤형 특수태그  센서 

제조업체 기 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산 

칩 의존 이던 업체에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해

도 성장의 한계가 있어 일부업체들은 이미 라벨 

태그의 다품종 소량 생산에서 방수용, 액체 응용, 

지하매설용, 세탁물 용, 반도체 공정 리용, 내열

성, 내화학성, 내약품성, 극한환경 응용, 정 기 

방지용, 볼트  자 형, 단추  로고 형, 특수고

무 이용, 세라믹 용 태그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태그와 특수태그로 역을 확 장해가고 있다. 태그

업체와 센서업체간의 략  병합시도도 활발해질 

것 같다. 따라서 범용 라벨태그의 가격화 경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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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리 특수태그 분야는 틈새시장의 이 이 있어 

기존 칩이나 Chipless RFID 태그를 기반으로 한 

특수태그 제조의 방향으로 략을 수립할 수 있다.  

  2008년 재 국내에서 Chipless RFID 태그  

SAW RFID 태그 제조를 공개 으로 표방한 업체

는 없으나 소수업체에서 연구  시험 제작이 진

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시장선 이 요

하다.  

5. 결론  제언

  상업  측면에서 향후 2-3년 동안 기존 칩과 가

격경쟁이 치열 하겠지만 범용 passive SAW RFID 

태그의 수입유통이나 2차 가공 매와 병행하여 반 

수동/능동 형의 산업용 SAW RFID 태그분야와 다

양한 SAW 센서디바이스 특화기술 선 을 한 

연구개발이 바람직하다. 기존 SAW RFID 태그의 

몰딩, 이싱, 하우징, 재포장을 통해 산업용 특화

태그로 제조하는 경우의 태그설계는 2차 가공 소

재, 구조, 구조변경과 가공 후 태그 성능을 유지

하도록 하는 설계가 건이다. 태그를 자체설계 제

작하는 경우 보다 공정 수는 으나 균일품질 

라미터 조정유지가 어려워 구조나 Air gap 등

의 경험요소가 기술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

  SAW RFID 태그를 자체설계 제작하고 2차 가

공까지 하는 경우는 제작가공 공정이 반도체와 유

사하고 경제  수율을 기 하기 어려워 소기업

에겐 힘든 과제이다. 실험실수 에서 제조하고 

량생산 투자유치나 OEM /ODM 개발 목 이라면 

도 해볼 가치가 있다. 실험실수 에서의 제작에서

도 데이터 용량구조, 태그의 체구조, noise 없는 

IDT간격, 안테나 이득을 높이는 소재, 충돌방지방

법, 손실최소화 리 터 설계와 소자가공 등이 

요하다. SAW RFID태그의 제조는 실험실 수 의 

성공도 의미 있지만 상용화 량생산 기술이 핵심

이므로 장기간 개발하려는 목 이 아니라면 해외

선도제품을 벤치마킹하여 2차 가공된 SAW RFID 

특수태그의 생산 시 품질검증  성능개선의 포인

트로 이용하여 제조기술로 축 해가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 과제수행  다수 정보 획득결과 국내 SAW 

RFID 태그  센서 연구는 상용화 연구보다 주로 

기 기술구 의 시험  연구가 소수의 기업, 연

구기 , 학을 심으로 소극 으로 진행되고 있

다. 일부 소기업이 정부과제나 공공자 에 의한 

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나 신기술 개발측면보다 기

존 특허제품이나 개발품의 이싱, 하우징의 2차 

가공 수 이다. 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략

이 부재하여 략상품으로의 개발이 부진하고 특

허로 진 시키지 않으며, 단발성 해외 OEM 수주

나 종속  기술 매, 기술도입을 시도하는 경우와 

업체이미지를 한 정부지원과제로 포장된 장기

술인 경우가 있다. 이에 소기업 기술을 보호하기 

한 실  지원방안과 문성 있는 기술발  유

도지원정책, 장기  략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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