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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는산업현장이아닌교육현장에서 RFID에대한개념을이해하고체험을위주로설계한교육용시스템

개발에관한것으로,교육생들의참여와흥미를유도하기위한응용프로그램을설계하고이를기반으로 RFID교육

용시스템을구현하였다.이시스템에는 RFID tag&reader,데이터베이스,영상처리,비주얼프로그램,웹프로그램과

같은 IT 기술등이 이용되었다. 또한 개발 시스템을교육 현장에적용하여 교육생들의 교육만족도를확인하였다.

앞으로이연구가 RFID교육용시스템의한틀로제시되어교육기관이나산업체등에서 RFID이해및활용을위한

기초교육에널리활용되길바란다.

ABSTRACT

This research is about the development of RFID education system which is designed for experience use to understand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RFID not in the industry but in the education field. We implemented the RFID education system on the basis of the design

which is focused to induce the participation and interests of trainees. We applied technologies such as RFID tag reader, database, image

processing, visual program and web program for this system. Also, we applied the system in the education field and checked an education

quality from trainees. Thus, we expect that this study is a framework of RFID education system and is used widely for basic education of

understanding and utilization of RFID in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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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RFID/USN 사회의 도래와 인적자원에 의존하는 우

리나라에서보다많은사람들이첨단기술에대한지식

을습득하고익힐수있는이론과실습두가지를적절

히병행한교육이대학이나산업체교육기관에서이루

어질필요성이있다[1][2].특히,본연구는청소년들에

게과학기술에대한관심을유도하고학교에서는하기

힘든 첨단 연구를 대학 및 연구소의 이공계 실험실을

탐방하여 수행하게 하는 프로그램 일환으로 “전자태

그(RFID)의 활용과 기술” 교육을 맡게 됨으로써 시작

되었다.

기존의 RFID기술교육을수행했던한국전파진흥원

(KORPA)부설정보통신교육원의 “RFID실무기술”교

육등이청소년대상눈높이에는적합하지않고참여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응용 서비스 실습도 미흡하다.

따라서이론강의식수업에서벗어나참여와흥미를유

발할수있도록실습에이용되는전자태그를이용하여

소프트웨어기능을직접활용하게하는방안을고려했

다[3].

RFID는 Radio Frequency와 Identification의 합성어로

무선주파수를이용대상(물건,사람등)을식별할수있

는기술이며정보기술과의융합을통해다양한응용서

비스를제공하며응용용도에따라사용되는주파수가

다르다. 특히 RF는 무선 주파수를 뜻하는 Radio

Frequency의약어로,주파수는수백 kHz부터수 GHz까

지다양한주파수가있다.그러나주로사용되는주파수

대역은 125/135kHz, 13.56MHz, 433MHz, 860/900MHz,

2.45GHz등 5개대역이다[4][5][6][7].

주파수대역을고주파와저주파로분류시,저주파는

짧은 가독 거리로 인해 보안, 자산관리, 정품 식별등에

사용되고,고주파는긴가독거리로철도,물류,유통등

에서이용된다.또한고주파대역은대역폭에여유가있

어서데이터전송및인식속도가높고작은안테나,작

은태그, 긴인식거리 등의이점과 환경변화에민감한

단점이있다.반면,저주파대역은환경변화에둔감하고

인식속도가느리다.따라서각주파수대역별로장단점

이 있어 산업별로 유리한 주파수 대역을 적용한다

[4][5][6][7].

본연구에서는태그와리더의동작원리뿐만아니라

주파수대역에따른 응용서비스이용등다양한 RFID

응용서비스기능을체험하고사용하도록시스템을개

발하여교육현장에적용하고자한다.그리고교육생들

의교육만족도를도출하고자한다.

본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제 2장은참여와흥미

를유발하기위한RFID교육용시스템설계내용에대해

기술한다.제 3장은 RFID교육용시스템구현부분으로

환경설정부터프로그램기능및동작에대해기술한다.

제 4장은 RFID교육용시스템활용교육결과로설문를

통한교육생들의의견을조사하여기술교육효과및개

선사항들을도출한다.마지막으로제5장에서는결론및

향후연구방향을기술한다.

Ⅱ. RFID 교육용 시스템 설계

청소년들에게과학기술인전자태그기술에대한흥

미를유도하기위해리더기,태그등하드웨어를소프트

웨어를통해직접조작사용하고,전자태그로어떤서비

스에응용되는가를체험토록하는데 "RFID교육용시

스템"설계의목표를둔다. RFID는응용용도에따라사

용되는 주파수가 다른 특성으로 이 시스템에서는

13.56MHz 대역, 860/900MHz 대역을 이용한 응용서비

스를설계한다.전자는우리가흔히접하는신용카드나

교통카드,혹은작은단위에서활용이가능한주파수대

역으로가까운거리의태그정보를인식하고후자는일

정반경내에서자동으로태그의정보가인식되며다중

태그인식등물류유통분야에서가장선호한다[7][8].

따라서본장에서는교육생들에게전자태그기술이해

와흥미를고취하기위해주파수대역별응용서비스기

능을제안하고,실습환경을위한시스템을설계한다.이

는교육생들에게응용용도에따라다른주파수대역이

이용됨을인지하게하려는목적이있다.

2.1 13.56Mhz 대역 응용 서비스 설계

이주파수대역에서의응용서비스기능은크게여섯

개 영역이 있다. 첫째, 리더기로부터 태그의 Reading/

Writing/Lock등의조작기능이다.둘째, 태그 UID에사

용자 입력정보인 이름/소속/이메일등 정보 등재기능

이다.셋째,카드형태그를학생증등으로활용토록태그

표지디자인실습기능이다.넷째,추적놀이기능으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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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른컴퓨터에연결된리더기에카드형태그를인식

하고그정보를활용하는응용으로최소 5곳이상인시

하는작업을진행한다.다섯째,태그인식정보를이용하

여 인식 경로를 그래픽 형태로 출력하는 기능, 여섯째,

태그인식자료를 사다리게임의기본정보로이용하여

경품수여여부를결정한다.

13.56Mhz대역의응용서비스기능을교육순서대로

표시하면그림 1과같다.

그림 1. 13.56Mhz 대역 응용서비스 교육 순서
Fig. 1 Education Sequence of Application Service

with 13.56Mhz bandwidth

교육생은 리더와 컴퓨터를 연결한 후 응용프로그램

을통해 태그의정보를 읽고조작해 본다. 그리고태그

아이디에 일치되도록사용자 정보를등재한다. 이것은

태그(카드형)표지디자인을위해카드형태그를학생증

등으로활용할수있도록한것이다.필요한교육생이미

지파일은촬영하여공유폴더에이미지파일을저장하

여프로그램에서이용토록한다.사용자가사진,이름등

의정보를자유롭게배치및구성할수있고카드형태

그표지디자인파일이규격에맞게생성된다.

추적놀이후생성되는태그인식정보를활용하여인

식경로를그래프형태로표시해주는기능과사다리게

임을통해준비한경품을제공하도록하여학생들의참

여와흥미를유도한다.

2.2 900Mhz 대역 응용 서비스 설계

이주파수대역에서는비접촉식으로리더의일정반

경내에서태그정보가자동으로인지되는현상을이용

하여학생들의출입현황을조회할수있는응용서비스

기능을보여주고자하는데목적이있다.

또한 학생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용자 출

입현황이저장되고관리될수있음을상기코자한다.

이주파수대역의응용서비스기능은 900Mhz리더기

에의해명찰태그정보를읽어날짜와시간등의정보

와 함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사용자 또는 날짜

별 조회를 통해 인식 건수, 인식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게한다.

2.3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성

교육용 시스템에 사용되어지는 데이터베이스 테이

블은총 4개이다.각주파수별로각각 2개테이블을사

용한다. 13.56Mhz주파수대역에서그림 2와같이하나

는태그 UID와기본정보들이들어가는테이블이고다

른하나는태그인식이력을위해태그UID와컴퓨터번

호,인식일자및시간이저장된다.그리고 900Mhz주파

수대역에서는명찰태그 UID와사용자기본정보가들

어가는테이블과출입현황조회를위해태그UID,인식

일자,시간등인식정보가 기록되는테이블을생성한다.

또한각기본정보테이블에는태그 UID와사용자이름

값은초기값으로등재한다.

그림 2. 테이블 구성
Fig. 2. Table configuration

2.4 시스템 구성

시스템 구성은 그림 3과 같이 하드웨어 측면에서

13.56Mhz대역의리더와태그,그리고컴퓨터는교육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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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큼 준비한다. 반면 900Mhz 기반 리더는 출입구에

한대를설치하고,실습참가자에게는태그가부착된목

걸이형명찰을실습시작시에배부한다.태그정보와사

용자데이터는데이터베이스에저장한다.프린터및교

육생사진파일들은공유토록구성한다.

그림 3. 시스템 구성도
Fig. 3 System structure

교육을위해리더와태그및컴퓨터를표 1과같이준

비한다.

표 1. 실습 기자재
Table. 1 Lab equipment

13.56Mhz기반
리더 교육참가인원수

태그 교육참가인원수

900Mhz기반
리더 1대

태그 교육참가인원수

프린터 레이저프린터 1대

컴퓨터
교육생 PC 교육참가인원수

강사용 PC 1대

노트북 1대(900Mhz리더연결용호스트)

Ⅲ. RFID 교육용 시스템 구현

본장에서는 2장의설계안에맞추어교육환경구성,

응용서비스의주요기능을기술한다.

3.1 교육환경 구성

1) 13.56Mhz기반리더및태그

그림 4와 같은 리더기와 태그를 교육용으로 준비했

다.이리더기는안테나와일체형으로구성되었고리더

와데이터처리용컴퓨터간통신을위해 UART to USB

보드를조립하여구성했다.이보드는 PC의USB포트를

이용 RFID Reader와 UART통신이가능하도록하는변

환보드이다.이로써 RFID Reader의별도 Power[+5V]가

필요없이 PC에의해전원을공급받을수있다.실습용

컴퓨터각각에리더기를연결한다.또한각컴퓨터에리

더 제조사에서 제공되는 UART to USB Board Driver를

설치하여 리더와 컴퓨터 간 통신을 원활하게 한다

[9][10].

그림 4. 13.56Mhz 기반 리더 및 태그
Fig. 4 13.56Mhz-based reader and tag

2) 900Mhz기반리더및태그

Handheld용 RFID Reader Module HRID-m900은

900M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Reader로서 PDA 및

PC와연동하여사용이가능하며,제품등에부착된 Tag

의 정보를 비 접촉으로 판독하는 기기로 RFID Reader

Module(HRID-m900)과 External Cable(Serial Cable)로구

성된다[11].

그림 5. 900Mhz 기반 리더 및 태그
Fig. 5. 900Mhz-based reader and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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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900MHz대 전자태그 리더 모듈인

‘HRID-m900'의 개발 키트를 활용하여 그림 5의 왼쪽

과같이출입관리실험용리더를제작하였다.이는출

입구 쪽에 컴퓨터와 리더가 연결되어 설치되어 목걸

이형명찰태그정보를자동인지할수있도록하는데

사용된다.

3.2 13.56Mhz 기반 응용프로그램

설계 단계에서 이 주파수 대역 응용 서비스 기능을

크게여섯개영역으로분류하였지만프로그램은크게

네개의모듈로개발했다.이는태그정보조작,사용자

정보관리,추적놀이기능을하나로통합하였기때문이

다. 개발환경요소는표 2와같고웹서버로 Apache를

DBMS로는 Mysql을 사용했다. 13.56Mhz 기반 응용서

비스를위한소프트웨어개발과 900Mhz리더의태그인

식및저장등의기능은 Visual 2005 .net환경하에서제

작했다.

표 2.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Table. 2 Software Development Environment

소프트웨어

개발언어

Visual 2005 MFC, C#

PHP, JavaScript, CSS

DBMS Mysql

웹서버 Apache

교육생들을위한컴퓨터에는전자태그정보관리및

응용프로그램과카드형태그표지디자인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강사용컴퓨터에는 교육생컴퓨터에 설치

된프로그램외에인식경로확인프로그램과사다리게

임프로그램을추가로설치하였다．

1)전자태그정보관리및응용

사용자가리더에태그를인식시키면그림 6의 [시작]

탭의기능이활성화되고암호를입력하여다음단계로

진행한다. [RFID실습]탭을클릭하여태그읽기및조작

테스트로리더가태그를 1회읽기,여러개태그동시에

읽기기능및 Lock기능등을시험한다. 그림 6은 [사용

자관리]탭이선택된경우로태그UID를읽어와사용자

가입력한이메일정보등을입력또는수정할수있다.

이정보들은데이터베이스에저장된다.

추적놀이를 위해사용자들은다른사람의리더기에

연결된컴퓨터에서 [추적놀이]탭을클릭하고해당리더

기에태그를인식시킨다.인식여부는화면에사용자의

정보를 알려주면 인식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

었음을의미한다.인식정보데이터는추후인식경로를

그래픽형태로표현하거나경품추첨을위한사다리게

임에서이용된다.

그림 6. RFID 태그 사용자 관리
Fig. 6. User management of RFID Tag

2)카드형태그표지디자인

카드형태그표지디자인프로그램은카드형태그를

학생증등의용도로이용될수있도록태그표지디자인

을위한기능으로구성하였다.실습시카드형태그표지

디자인을 위해 사용되는 사진 파일폴더와 레이저프린

터를여러대의교육실컴퓨터에서사용하도록공유로

설정했다.표지디자인을위해먼저배경이미지를선택

후사용자사진은공유폴더에서,기본사용자정보는데

이터베이스에서읽어와처리된다.이미지와정보를배

치하고꾸밀수있도록폰트,색상,명도조절등의기능

을제공하여사용자가자유롭게카드형태그표지를디

자인할수있다.그림 7은배치와꾸미기작업이완료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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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태그 표지 디자인
Fig. 7. Cover Design of RFID Tag

그림 7에서 [저장하기]버튼을누르면그림 8과같은

형태의이미지파일이생성된다.

그림 8. 태그 표지 디자인 예
Fig. 8. Example of card tag design

교육참가자가해당이미지를프린트한후카드형태

그에붙이면카드형태그가자신만의고유한아이디태

그카드로완성된다.

3)인식경로확인

인식경로확인프로그램은 태그인식정보로그림9

와같은실습실컴퓨터배치형태에의해인식경로를경

로그래프형태로출력하는기능을가진다.

그림 9. 실습실의 컴퓨터 ID 명명
Fig. 9. Computer ID naming of Lab

그림 9는실습실컴퓨터배치도이다.각컴퓨터에 리

더기를부착하여교육에이용하고추적놀이를위해컴

퓨터에 PC-01과같은형태로번호를부여한다.

추적놀이를 통해 생성된 인식정보 데이터를 활용하

여사용자별로조회하면인식경로를그림 10과같이그

래프형태로표시하여준다.

그림 10. 태그 인식 경로
Fig. 10. Recognition path of tag

4)상품추첨을위한사다리게임

사다리게임을위해선인식경로확인프로그램을통

해 모든 사용자들이 자신이 가진 전자태그를 최대 4대

이상의다른컴퓨터에연결된리더에태그를인식시키

는과정이필요하다.이는사용자의전자태그인식정보

를단순히확인하기위한용도이외에도,이를게임의기

본정보로활용하여이용자들의관심도를높이고자하

는목적으로개발되었다.사다리게임의단계는두단계

로구성되는데, 1단계는게임참여인원중에서한명을

선택하기 위한단계이며,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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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사람의전자정보태그로접속한컴퓨터들에대한정

보를가지고그림 11과같이사다리게임을진행하여경

품당첨여부를가리게된다.

그림 11. 경품 추첨을 위한 사다리 게임
Fig. 11 Ladder game of winning prizes

3.3 900Mhz 기반 응용프로그램

이 부분은 900Mhz 리더의 반경 내에서 이름표 명찰

태그 UID 정보를 읽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기능

과사용자별인식정보를확인하는부분으로구성되어

있다.

1)태그정보인식및전송

리더기가연결된컴퓨터에그림 12와같은프로그램

을구동하면교육생의입출입시 900Mhz기반리더에서

명찰태그아이디를읽어태그아이디,날짜,시간정보

를데이터베이스의해당테이블에저장하는기능을수

행한다.

그림 12. 태그 인식
Fig. 12 Recognition of Tag

2)사용자출입조회

태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 출입 조회 및 태그 별

인식건수와최근태그인식내역등을출력해준다.기

능은그림 13과같이웹을통해서서비스된다.

그림 13. 사용자 출입 조회
Fig. 13 Access log view of users

3.4 퀴즈 테스트

학생들의수업이해도를측정하도록그림 14와같은

퀴즈문제를제공한다.이부분을활용하면학생들이잘

못이해하는 부분, 설명이 보강되어져야 할부분등을

체크할수있어수업의질을향상시킬수있다.

그림 14. 퀴즈 테스트
Fig. 14 Quiz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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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1

처음에는 전자 태그를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는

데실생활에꼭필요하다는것을알았다.신기한

것은마그네틱,바코드와달리멀리서도읽을수

있다는점이다. 그리고실습을해보니까전자태

그가 읽히는 원리도 쉽게 알 수 있었다. 태그를

읽는리더의내부가저렇게생겼다는것을보고

사람의기술이대단하다고생각했다.그리고추

적놀이도신기했다.전자태그를많은곳에활용

할수있을거라생각한다.

학생2

버스탈때나포인터적립같은거할때좀더관

심을가지고보게될것같다. 카드형태그에내

정보가 들어갔으나 리더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는 것을 알았다. 전자 태그는 앞으로 꼭 필요한

기술이며나도빨리마트등에서카드를사용하

여결제할수있는날이오면좋겠다.

학생3

오늘여기에서많은것을배웠다.전자태그의기

술도알았고활용법도익혔다.나의RFID카드를

만들어리더에인식해보고조작했다.처음접하

는것이어서신기하고재미있었다.

학생4

이제는 인터넷 시대가 아니라 유비쿼터스 시대

이다.과학이이렇게발전했다는게너무신기하

고놀랍다.카드만들기를했는데나의정보가이

카드한장에담길수있다는것이놀랍다. 비록

집에는리더가없어이카드를사용할수없겠지

만이런경험을할수있어기쁘다.

학생5

전자 태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는데 배우면서

우리 주위에 많이 무의식중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알게되었다.내이름으로저장된카드를만

들어보았는데매우신선한소재인것같다.재미

있었다.

Ⅳ. RFID 교육용 시스템 활용

교육 결과

전자태그교육용시스템활용교육에는여수개도중,

광영중등전남동부권 6개중학교 20여명학생이교육

에참여하였다.학생들은전자태그 표지디자인을위해

열심히응용프로그램을사용하여자신만의레이아웃을

꾸미는데관심을보였고완성된이미지를출력하여태

그에붙이는등자신만의고유한학생증용카드형태그

를소유하는데즐거워했다.특히추적놀이를통해자신

들의태그를다른사용자의리더기에인식시킨후인식

된경로가리더기에연결된컴퓨터위치별로표시할때

와경품추첨을위한사다리게임을진행시에는큰관심

을표시하고환호성을질렀다.

학생들이인지하지못하는사이에착용하고있는명

찰에부착된태그정보가 900Mhz 주파수기반 RFID시

스템에서 출입 시 자동으로 인지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관리될수있음을웹프로그램을통해보여주

었다.이로써학생들은본인들이인지하지못하는사이

에태그가부착된대상의이동성이체크되고기록될수

있음을경험할수있었다.그리고간단한퀴즈로지금까

지배운내용을체크해보았으며정규과정의과목에서

는이부분을활용하여평가에이용할수있다.

실습 중에 응용 프로그램의 오작동 현상 등 약간의

문제점은대두되었지만교육후실습목적인전자태그

활용과기술에대해보다친숙한학습체험을유도한다

는취지에는이교육프로그램이잘부합되었음을파악

할수있었다.이는표 3과같이교육후학생들이자유

롭게교육소감을적은내용을통해알수있다.

표 3. 교육 소감
Table. 3 Training impression

표 3은학생들눈높이에서나오는언어를그대로발

췌하여 표기하였다. 또한 교육 후 만족감에 대한 설문

결과,그림 15에서와같이학생들의 80%가만족감이높

다는의견을개진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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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

10

12

매우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높다

설문) 실습을마친후교육에대한만족감은?

학생수

그림 15. 만족도 설문
Fig. 15 Satisfaction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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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향후 연구

이 연구의 의미는 산업현장이 아닌 교육 현장에서

RFID에대한 이론적개념에서 벗어나 RFID 활용프로

그램을도출하고설계하여정보통신기술등과융합하

여교육용시스템을개발한것이다.또한실교육현장에

사용하여교육만족도를확인하여본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

다.첫째,참여와흥미유발을이끌수있는교육용 RFID

시스템을설계한부분이다.둘째, RFID기술과 IT기술

을 융합하여 설계안대로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을 구

현한부분이다.이곳에는영상처리기술,정보통신기술

등여러 IT기술이조합되어소프트웨어가완성되었다.

셋째,교육환경을구축한부분이다.여기에는컴퓨터에

연결하기위해개발키트인리더기의조립및연결,그리

고개발프로그램의설치등을들수있다.넷째,중학생

들을대상으로개발시스템을실제적용하여본것이다.

이를통해전자태그가읽히는원리와태그를읽는리더

의내부모습을직접보고느낌으로써미래의과학자들

에게흥미와동기를부여했다는점이다.이연구는RFID

교육용시스템의한틀을제시하였기에대학이나산업

체교육기관에서RFID기술습득을위한교육에활용하

여보다많은교육생들에게기술교육의효과를배가시

킬수있기를희망한다.

향후연구에서는 RFID기술의약점에해당하는태그

의간섭,투과문제등도교육프로그램으로개발할계획

이다.또한세계적인이동통신인프라를바탕으로발전

해온국내휴대폰기술이휴대폰에 RFID를탑재하여사

람과사물사이의직접적인컨버전스를제공하는모바

일 RFID서비스로발전해가려는추세에발맞추어모바

일 RFID교육용시스템을개발하여기술습득의토대를

마련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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