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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기술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유통, 이력관리, 물품관리, 프로세스 관리 그리고 센서네트워크 관리 등의 분야에서 적용, 실용

화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RFID의 기본 기

술을 분석하고 국내외 실용화 적용 사례를 분석함으로서 그 기반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서론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ID정보

를 내장한 RF태그로부터 전파를 이용한 근거리 무

선통신에 의해 정보를 취하는 제반기술로 정의 된

다. RFID는 최근에 새롭게 출현한 것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경부터 존재하는 기술인데, 인터넷을 기반

으로 한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유비쿼터

스 사회가 실현됨으로서 그 가능성이 크게 부각되

어, 제조업자나 기술 벤더들이 그 시장성을 인식하

고 기술개발을 서두루고 있다. 특히, 최근 유통, 이

력관리, 물품관리, 프로세스 관리 그리고 센서네트워

크 관리 등의 분야에서 RFID의 실용화가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RFID의 사용 주파수

대역 및 그 특징을 분석하고 국내외 실용화 적용 사

례를 분석함으로서 그 기반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2. RFID의 특징

RFID는 기존의 객체 인식 방법들에 비해 인증 방

법에서는 동일하게 비접촉 인증방식에 해당하나 복

수개의 객체를 동시에 인증할 수 있으며, 오염에 강

하고 정보전송량이 최대 8Kbyte까지 가능하다는 장

점을 가진다. 단, 실장 비용이 다소 높다는 단점을

가딘다. 표 1은 RFID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RFID 2차원 코드 바- 코드

비접촉인증 ◯ ◯ ◯

복수동시인증 ◯ △ ˟
오염에 대한 내성 ◯ △ ˟

쓰기읽기기능 ◯ ˟ ˟
정보량 수-8Kbyte 수-3Kbyte 수-2Kbyte

실장 비용 약간 높다 낮다 낮다

[표 1] RFID 기술의 특징[2]

3. RFID 시스템의 구성

기본적으로, RFID 시스템은 IC 태그와 리더 그리

고 상위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상위 컴퓨터
시스템

리더-데이터IC 태그 상위 컴퓨터
시스템

리더-데이터IC 태그

[그림 1] RFID 시스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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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특징

130-135kHz

▪전자유도방식에 의해 통신을 행한다.

▪135kHz의 태그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 사용되고 있으며, 규격도 통일되어 있지만 통신 가능한 정보량이 적고, 패

시브 타입의 전자유도방식이기 때문에 통신 거리도 수십 cm전후로 짧고 안테나도 커지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전

파의 성질 상 주파수가 낮아 수분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회전초밥, 회사식당의 자동정산, 스키장의 리프트 승

차관련 레져 시설에 우수성을 보인다.

▪131kHz를 이용한 액티브 타입도 2009년에 IEEE 규격화가 이루어졌으며, 5m이상의 통신거리를 가지는 것도 존재

할 뿐만 아니라 수중이나 지중의 통신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였다.

13.56MHz

▪전자유도방식으로 통신을 행한다.

▪전파방식의 도난방지시스템은 13.56MHz에 가까운 8.2MHz대역이 주류이고 패시브 타입으로 시작된 기술이다.

Felica는 이 기술로부터 발생한 13.56MHz를 사용하고 있고 일반적인 비접촉식 IC 카드로서 폭 넓게 사용되며 무

엇보다도 최근에도 존재하는 기술이다. 통신가능 거리는 최대 1m정도이다.

▪일본에서는 1998년에 무선카드시스템이라는 무선국으로 법제화되었다. 리더는 적합표시의 무선설비를 요하고, 출

력 10mW이하에서는 면허를 면제하지만 1W이하에서는 간이 무선국 또는 구내무선국의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였

다. 그러나 2002년부터 유도식 독서 통신설비라는 고주파 이용설비로되어, 형식승인을 요하지만 허가는 받지 않도

록 하였다.

▪ISM 밴드중에 있어, 고주파가열장치등에 의한 혼신을 용인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433MHz

▪구미에서는 433MHz가 주로 해상수송 콘테이너 등의 국제물류용으로 액티브 타입이 사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433MHz가 아마추어 무선 주파수대의 1개 430MHz 대역 중에 있고 호출 및 비상통신 주파수로서 자

주 이용되고 있어, 면허를 요구하는 무선국에 있는 아마추어 무선국에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무선국이 혼신을

줄 우려가 있어, 주파수 할당이 어려웠다. 2006년에 면허를 요하지 않는 무선국에 있는 국제 수송용 데이터송신용

특정 소전력 무선국으로서 433.92 MHz가 할당되었다. 구미의 경우, 430MHz대의 아마추어 무선주파수는

420-450MHz로 일본의 3배의 주파수 대역폭을 가지기 때문에, 혼신 등의 문제를 표면화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900MHz

현재, IC태그를 말하면, 이 900MHz대와 2.45GHz가 주목받고 있는데, 소위 UHF대의 IC태그이다. 파장이 몸 주변

의 물품 크기와 가깝기 때문에 전파의 회전포함이 가능하다. 따라서 다소의 장애물이 있어도 통신이 가능하고 패

시브 타입 중에서는 일반거리를 늘릴 수 있는 주파수도 있어 대량보급의 최 유력 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통신가능

거리는 2-3m정도, 최고로 5m정도가 기대된다.

▪일본에서는 휴대전화나 업무무선 등에서 사용되고 있고 RFID에 할당되지 않은 주파수 대였지만 2005년에 이동체

식별용으로서 950-956MHz가 할당되고, 2006년부터 일반 업무용 963MHz는 구내무선국으로 등록을 요하고, 소전

력업무용 953.5MHz는 특정소전력무선국으로서 면허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였다.

2.45GHz

▪전파로서는 마이크로파의 대역이되며, 파장이 짧기 때문에 전파의 회전포함이 어렵고, 900MHz대에 비해서 거리를

늘릴 수 없다. 통신가능거리가 2-3m정도이다. 그러나 금속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테나가 최소형으로

될 수 있어, 그러한 요구가 높은 어플리케이션에서 보급된다.

▪일본에서는 1986년 이동체 식별용 구내무선국으로 할당된 것을 시작으로 2005년까지 2400- 2483.5MHz까지가 할

당되었다. 일반 업무용으로 핫핑크 주파수 이외의 방식 2448.875MHz는 구내무선국으로서 면허를 요한다. 일반 업

무용으로 핫핑크 주파수 방식 2441.75MHz는 구내무선국으로서 면허를 요한다. 소전력업무용 2448.875 MHz는 특

정소전력무선국으로서 면허를 요하지 않는다.

▪JR화물 등에서는 급속 컨테이너의 소재관리에 이용되고 있다.

▪ISM 밴드중에 있어, 전자레인지, 마이크로 가열장치 등에 의한 혼신을 용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표 2] RFID의 주파수 대역 및 그 특징[1]

IC 태그는 바코드 대신에 물품정보를 기록하고 있으

며, 리더는 IC태그로부터 그 물품정보를 읽어 들여

상위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역항을 한다. 그리고 상

위 시스템은 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 관리

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1은

RFID 시스템의 구성을 보인다[2].

4. 사용 주파수 대역

RFID를 위한 사용 주파수 대역은 5개 대역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의 특징은 표 2에 보인다.

5. 무선 IC 태그 사용자 의식변화 분석[3]

2004년과 2005년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무선 IC 태

그 실용화에 대한 사용자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인다. 그림 2는 IC 태그에 대한 기법 전반의 의식

변화를 보인다. 그림 2에서 a는 전체 응답자 들 중

완전히 실용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

의 백분율 값이며, b는 폭넓은 분야에서 실용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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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워지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백분율 값, c

는 제한된 분야에서 실용화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응

답한 응답자들의 백분율 값, d는 실용화까지는 시간

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백분율

값, e는 실용화는 아지 앞의 일로 지금은 과열된 상

태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백분율 값, f는 일과성의

일로 보급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백분율 값,

g는 모르겠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백분율 값를 각

각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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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C태그에 대한 기업전반의 의식변화 분석

특히, 그림 2를 통해, IC태그는 완전히 실용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13.6%에서 23.1%

로 증가하였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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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IC태그 시스템의 도입현황

그림 3은 IC 태그 시스템의 도입현황을 보인다.

그림 3에서 a는 전체 응답자 들 중 완전히 실제 운

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백분율 값이며, b

는 실제 운용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응

답한 응답자들의 백분율 값, c는 실험 중에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백분율 값, d는 실험을 준비 중

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백분율 값, e는 실험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백분율

값, f는 기타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의 백분율 값을 보

인다. 그림 3에서, IC태그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제

운전 중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3.2%에서 13%로

조금 후퇴하고 있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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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IC태그 적용업무의 확실성 정도

그림 4는 1년 전에 비해 IC 태그 적용업무의 확실

성 정도를 보인다. 그림 4에서 a는 전체 응답자 들

중 적용업무가 꽤 확실해 졌다는 응답자들의 백분율

값이며, b는 약간 확실해 졌다는 응답자, c는 점점

확실해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자, d는 결코 확실해지

지 않고 있다는 응답자, e는 어느 업무에도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임을 알았다는 응답자들의 백분율

값, f는 모르겠다는 응답자들의 백분율 값을 보인다.

그림 4에서, IC태그의 적용업무의 확실성이 아직 실

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는 층 4.1%에 비해

실제 운용중이거나 실제 운용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

하고 있는 층이 18.3%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유통, 이력관리, 물품관리, 프

로세스 관리 그리고 센서네트워크 관리 등의 분야에

서 RFID의 실용화가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RFID의 사용 주파수

대역 및 그 특징을 분석하고 일본의 실용화 적용 사

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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