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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IT와 정보기술의 발달로 삶의 환경은 더욱 편리해지고 첨단화 되어가고 있다. 그중 RFID 기술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응용분야는 다양하다. 
최근 군에서는 이 RFID를 활용하여 탄약관리와 주둔지 경계, SCM등 단계를 설정하고 군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RFID를 군 유통분

야의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해결책으로 적용방안과 필요성을 분석한다.

1. 서론

최근 정보통신 분야의 최대 화두는 단연 유비쿼터

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이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21세기 새로운 IT혁명으로 부리며,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물이

지능화 되고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

물과 사람, 나아가 사물과 사물간 의사소통이 가능

한 유비쿼터스 사회(Ubiquitous Society)로 발전될

것이다.[1]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핵심기술 중 하나

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이고

RFID의 적용분야는 물류와 교통, 국방등 다양한 분

야에서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유니레버 헝가리(Unilever Hungary)가

아이스크림 콜드체인에 RFID 시스템 도입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유니레버 헝가리는 아이스크림이

생산되어 고객에게 전달되는 동안 여러 유통경로를

거치기 때문에 저장이나 취급되는 상태를 추적하는

것이 아이스크림 질을 높이는데 해결해야 할 숙제였

다. 아이스크림의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하 4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니레

버 헝가리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온도 센서가 내

장된 배터리 타입의 RFID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처럼 RFID 온도 테그를 부착하여 콜드체인 시

스템을 적용하는 노력이 다방면에서 이루어 지고있다.

민간부분에서는 소비자의 소비 성향이 고급화·다

양화 되면서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콜드체인 시스템

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2]

서울우유와 풀무원등에서는 콜드체인 시스템을 적

용해서 기업의 이미지 재고와 상품품질 개선등 소비

자 만족을 위해 다방면으 개선을 하고있다. 군도 마

찮가지로 전투력의 핵심인 장병의 건강과 안전한 먹

거리 제공을 위해서 콜드체인 시스템의 적용이 필요

하고 RFID를 통해서 체계화된 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콜드체인이 국방분야에서 적용되어

야 할 분야와 문제점 그리고 RFID를 통한 효과적인

운용방안과 필요성에 대해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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