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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NFC는 10cm 이내의 거리에서 무선기기 간의 통신을 가능케 해주는 기술로 13.56MHz 주파수 대
역을 이용한 비접촉식 근거리 무선통신의 한 종류이다. 이는 RFID의 기술의 하나로 파일전송과 비
접촉식결제와 RFID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NFC기술은 2003년 이미 표준화된 기술이지만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안드로이드 2.3에 NFC를 본격지원 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또한 애플
은 아이폰 5에 NFC 칩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 판도가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삼성전자는 NFC칩을 탑재한 넥서스S를 출시완료 했고, 갤럭시S2에도 NFC를 
탑재한다고 발표했다. LG전자도 올해부터 출시될 스마트폰에 NFC칩을 기본으로 탑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논문은 NFC의 기술에 대한 분석과 최근 동향 및 활용 사례 연구 사항을 발표 하고자 한
다.

ABSTRACT

NFC is enable communication between wireless davice within a distance of 10cm, one type of 

non-contanct short-range wireless communicaton using 13.56MHz frequency band. This is one type of RFID 

technology which include file transfer, contactless payment and RFID. NFC technology is standardized in 

2003 already, it received much attention recently because NFC is announced full support in Android 2.3. 

And as APPLE is announced that have plan to monunt in iphone 5,mobile payment system is expected to 

change. Already SAMSUNG is launched NEXUS S mounted NFC chip and announced NFC chip will be 

mount GALAXY S2 LG Electronics is statemented NFC chip will be mount on smart phone that will realese 

this year. In this study, will announce about analysis for NFC technology and recently trend and used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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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NFC는 Near Field Communication의 약어로 
13.56MHz의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비접촉식 
근거리 무선통신 모듈이다. RFID기술 중 하나에 
속하지만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고, 리더기 기
능이 가능하며, 카드에뮬 기능을 지원하는 점에서
는 차이가 있다. NFC 기술은 2003년 이미 
ISO/IEC에서 표준화된 기술이지만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휴대폰 단말 제조업체나 스마
트폰용 OS를 개발하는 구글 등에서 NFC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2.3부터 NFC
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노키아에서는 2011
년부터 생산하는 휴대폰에 NFC를 탑재한다고 밝
혔다. 구글은 이미 삼성과 손을 잡고 NFC기능이 
탑재된 넥서스S를 시장에 출시하였다. 애플에서도 
후속으로 나올 아이폰5에 NFC기술을 탑재한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으며, 이미 NFC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고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NFC기술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NFC기술에 대한 간략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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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과 활용 및 응용 사례 마지막으로 최근 동향 
및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Ⅱ. NFC 기술 소개

NFC는 13.56MHz 주파수 대역에서 10cm 이내
의 근거리 무선 통신이다. RFID기술 중 하나에 
속하며 데이터 전송 및 수신이 가능 하여 블루투
스와도 비교되기도 한다. 다음은 NFC의 대표적인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NFC 기술은 자료를 읽고, 쓰는 기능을 
지원한다. 기존의 RFID 기술이 리더나 태그기능 
한 가지만 지원했다면 NFC는 리더와 태그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둘째, 카드 에뮬 기능을 지원한다. 외부 리더기
가 단말을 인식하여,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에 
활용 할 수있다. 

셋째, Peer-to-Peer 기술이다. 두 개의 NFC 단
말이 간단한 접촉을 통하여 서로의 장치를 인식
하면 주소록이나 이미지, 문서등을 손쉽게 전송 
할 수 있다. [1]

NFC 기술이 가진 특징으로 인해 다른 단거리 
통신과 많이 비교 되는데 NFC, RFID, 블루투스
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다음 과 같다.

NFC RFID Bluetooth
초기

절차
0.1ms이내 0.1ms이내 6s 이내

범위 약10cm 3m 30m

편리

성

사용자 중심

쉽다

직관적이다

빠른 서비스

아이템 중심, 

편리하다
데이터 중심

사용

처

지불, 

접근허락, 

공유, 

아이템추적

데이터 

교환을 위한 

네트워크

표 1. NFC와 근거리 통신기술 비교 [2]

Ⅲ. NFC 활용 사례

기존의 근거리 무선 통신과 달리 NFC의 활용
은 다양하며 기존의 RFID를 활용한 기술과 더불
어 많은 활용 사례를 들 수 있다.

첫째,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다. 지갑안의 현금
과 신용카드를 대신할 수 있는 모바일 지불 결제 
시스템을 활용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할 것이라 
보고 있다. NFC의 리더/태그 기술은 기존의 스
마트카드와 달리 양방향적인 특성과 메모리 공간
의 크기가 기존의 스마트카드보다 크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의 활용이 가능하다. 일본의 NTT도
코모사는 2004년 ‘오사이후케이타이’라는 자체 

NFC 결제 모델(Felica)을 개발하여 일본 내에서 
상용화 하였으며 일본 모바일 E-Money 시장 규
모 중 5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NTT도코모 사
는 Felica 기능을 단말에서 SIM카드에 탑재하여 
NFC와 융합하여 해외 결제도 가능하도록 모델을 
개발하였다.[3] 미국의 Speedpass는 RFID기반의 
토큰기반 결제 서비스를 1997년부터 서비스 해왔
고, VISA나 MasterCard등의 카드 사업자들도 
ISO 14443 기반의 비접촉식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홍콩의 경우도 Octopus라는 서비스로 
홍콩의 버스, 택시, 지하철, 기차, 페리, 트램 등의 
대중 교통수단용 비접촉식 스마트카드 결제를 지
원한다.[4]

둘째, 다양한 사회 공헌 서비스 활용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LG전자의 NFC기술을 활용한 책 
읽어주는 도서관 서비스를 선보였다. 시각장애인
들이 NFC가 탑재된 휴대폰이나 동글을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 후 오디오북을 다운로드하거나 책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셋째, 광고 및 홍보의 활용이다. NFC가 내장된 
휴대폰으로 포스터에 있는 태그를 읽어오면 공연
이나 박람회의 정보를 얻어 올수 있으며, 주변에 
있는 상점의 할인 쿠폰이나 적립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넷째, 개인 간 금전 거래 및 데이터 공유에 관
한 활용이 있다. NFC 단말이 가지고 있는 공개키
와 개인키를 기반으로 타원곡선 암호 알고리즘 
보안 프로토콜을 지원한다. 이는 양방향 통신과 
사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액결제 서비스나 티켓팅과 같은 금융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강령한 보안 프로
토콜을 적용한 것이다.[5] 

위에서 NFC를 활용한 사례의 예시는 NFC기능
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미 오래전에 표준화된 
기술이 최근 급격히 주목받는 이유는 스마트폰과 
NFC의 결합된 서비스가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라
는 전망이 있기 때문이다. 손안의 PC라 불리는 
스마트폰이 지갑을 대신하고, 웹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태그를 통한 접속으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NFC가 
스마트폰 결합을 통해 라이프 스타일, 건강, 금융, 

교육, 미용, 교통, 게임, 취미등 다양하게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Ⅳ. NFC의 최근 동향

현재 NFC관련 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 곳은 구글이다. 안드로이드 2.3에 
NFC를 지원한다고 밝혔고, 삼성과 합작하여 
NFC를 지원하는 넥서스S를 출시하였다. 이처럼 
단말기 업체에서는 NFC칩을 내장하여 출시하고 
2014년에는 휴대폰 5대중 1대가 NFC기능을 지원
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통신 사업자들은 NFC 
USIM을 보급하여 NFC가 내재되어있지 않은 단
말기들도 NFC를 활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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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이러한 단말기 
보급의 증가와 응용서비스의 출현은 NFC의 발전
을 가속화 하고 있고, visiongain은 NFC의 전체 
시장 규모가 2015년에는 17억 3800만 달러로 늘
어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NFC기술이 시장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성공하
기 위해서는 다양한 응용서비스 보급과 적극적인 
홍보 및 장비의 보급을 통하여 대중화를 하는 것
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Ⅴ. 결  론

지금까지 NFC의 간략한 소개와 활용사례 및 
최근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NFC는 양방향성 
및 다양한 서비스로의 확장성이라는 장점을 가지
고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이다. 이러한 NFC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고 있고, 파
생되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통신사업자와 카드 
사업자들의 결합을 통하여 준비 되어있지만 현금
과 신용카드에 익숙한 사용자들에게 대중화 시키
는 것은 과제로 남아 있다. 

전 세계를 스마트폰 열풍으로 이끈 주역은 애
플사 이다. 사용자에게 익숙함과 편리함으로 많은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손안의 PC를 외치며 스마트
폰을 출시하였고,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입자
가 천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기술이 외면 받지 
않으려면 시장에서 성공하고, 사용자들이 많이 사
용해야 한다. 현재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NFC가 
기본적으로 내장된 단말기의 출시를 선언하였고 
통신사업자들은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홍보를 통
하여 NFC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모바일 서비스 
공급업체나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체 등에서도 
NFC를 활용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많은 사용자들이 NFC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 및 활용 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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