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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경우 공산품과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주위 환경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성분과 품

질이 변한다는 것이다.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성분은 변하여 결국 부패되어 버리고 만다. 김

치를 예로 들면 포장지 내에 들어있는 제품은

포장지를 뜯어보지 않고는 신선도와 안전성을

확인할 수가 없다. 또한 집에 있는 냉장고에는

여러 종류의 식품이 보관되어 있으나 깜빡하고

지나쳐버리면 유통기한이 지나 못먹게 되어 버

려야 하는 식품이 주부들을 귀찮게 하곤 한다.

그런데 포장지를 뜯지 않고도 판매대에 진열되

어 있는 김치의 품질 상태를 파악하고 냉장고

문을 열지 않고도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모든

개별 식품에 대한 신선 상태를 파악할 수는 없

을까? 최근 들어 각광을 받고 있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즉, 유

비쿼터스 기술을 잘 활용할 경우 언제 어디서

나 식품의 품질과 안전상태를 실시간으로 인지

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식품의 손실을 줄이

고 건강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나아가 식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새

롭게 떠오르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RFID/USN

기술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알아봄으로서 식

품 분야에 새로운 유통시스템으로 다양하게 적

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유비쿼터스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인 2019년. 사람들은 최

첨단 설비가 갖춰진 건물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면서 소변만 봐도 몸의 영양상태를 바로 알

수 있고, 식단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

록 철저히 관리된다. 국내에서 2005년에 개봉

되어 300만 명 이상 관람한 ‘아일랜드’라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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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내용 중 일부로 인간복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이 우리 생

활에 가져올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 영화였다.

유비쿼터스라는 생소했던 단어가 요즘은 친

근하게 느껴질 정도로 유비쿼터스 환경, 기술,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비쿼

터스(Ubiquitous)’란 원래 라틴어 Ubique에서 유

래한 말로 ‘물이나 공기처럼 언제 어디서나 존

재한다’를 의미하는데 특히 유비쿼터스 네트워

크 환경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어떤 장치

를 통해서든지 정보를 교환하고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interaction)을 하는 환경을 의미한다. 

유비쿼터스라는 개념은 철학가에 의해서 언

급되기도 했지만 처음으로 그 개념을 명확히

제시한 사람은 미국 제록스(Xerox)사의 Palo

Alto 연구소의 연구원인 마크 와이저(Mark

Weiser) 박사이다. 그는 1991년 ‘21세기의 컴퓨

터(The Computer for the 21st Century)’라는

논문에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개념을 처

음 제안하였고, 이후 일본에서 1999년에 “유비

쿼터스 네트워크”로 그 개념을 확장하였다. 

유비쿼터스는 유비쿼터스 정보기술(ubiquitous

information technology: UIT)을 기반으로 한다.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은 크게 두 유형이다. 첫째

는 컴퓨터 관련 부품을 초소형화하여 일상생활

곳곳에 칩을 내장하는 것이다. 예컨대 자물쇠

대신 지문인식기나 홍채인식기를 쓰는 것이고,

둘째는 인간이 소형 컴퓨터를 휴대하는 것이다.

PDA나 다기능 휴대폰 등이 대표적이다. 한 가

지 더 들자면 이러한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업그레이드된 ‘차세대 초고속 정

보통신망’이 필요하다. 차세대통신망은 유선통신

망과 무선망이 통합되고, 속도가 종래보다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보안이 개선된 망을 말한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모든 곳에 컴퓨터 칩

을 집어넣은 환경을 말한다. 즉, 모든 사물에

칩을 집어넣어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한 컴

퓨팅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다. 즉 신기술 때문

에 소외되는 인간들을 컴퓨팅 환경을 통해 하

나의 인간공동체로서 재활시키는데 이념을 두

고 있다. 컴퓨팅 기기들을 통해 여러 지역 사

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서로에게 접근할 수 있

그림 1.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출처: ETRI-home network trend)



Bulletin of Food Technology

유비쿼터스와 식품유통 -RFID/USN 기술을 중심으로-

3

도록 해주는 컴퓨터 환경이 ‘유비쿼터스’라고

제시하였으므로 인터페이스 자체도 매우 쉽고

편리해야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

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컴퓨팅과 소프트웨어 기

술을 중심으로 유비쿼터스 실현을 위한 연구

및 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다.

반면에 일본에서 주장하는 “유비쿼터스 네트

워크”는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에 연결(네트워

킹)되어 있는 IT환경을 의미한다. 이는 컴퓨터

를 가지고 다니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각종 사

물과 연결하여 그 사물을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확장된 것이다. 예를 들어 휴대폰이나 PDA같

은 휴대용 단말기를 소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무선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되는데 근거리,

원거리 무선 통신망 개념이 더욱 핵심적인 요

소가 되고 있다. 이렇듯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라고 표현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역할과 비중을

좀 더 강조하게 되었다. 이는 유비쿼터스를 통

하여 새로운 국가적 활력소를 찾으려는 일본에

의해 확대된 유비쿼터스 개념이며, 특히 일본은

정부 주도로 네트워킹 중심의 유비쿼터스 전략

을 수립하여 미국 중심의 유비쿼터스 기술을

앞지르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사회의 효

과로는 컴맹도 컴퓨터의 효과를 잘 누릴 수 있

다는 점이다. 유비쿼터스 기술은 입출력방식을

키보드에만 의존하지 않고 누구나 익숙한 방식

을 사용하려 한다. 지문, 음성, 홍채 등 생체정

보를 인식하는 방법을 쓴다든지, 누구나 쉽게

휴대할 수 있는 전자카드를 접촉하는 것이다.

또, 경제적으로 경쟁이 촉진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이다. 종래 진입장벽이나 경쟁을

억제하는 장벽들이 유비쿼터스로 인해 점차 붕

괴되어 가고 있다. 예컨대 거리에 관계없이 어

디서나 전자적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집 근처의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수백km 떨어

진 곳의 병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근에는 여러 선진국들에서 유비쿼터스 IT

기술을 식품에 접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특히 식품의 유통 기술은 현재 일반

산업과 결합하여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식품의 물류관리는 WMS(창고

관리 시스템, warehouse management system),

TMS(운송 관리 시스템, transportation manage-

ment system)가 도입되어 RFID 기술을 이용한

물류시스템에 적용하고 있다. 최근 유비쿼터스

(Ubiquitous)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식품의 유통

및 물류관리에 RFID/USN기술을 활용하여 많

은 실증사업(유럽과 미국은 식품의 유통 및 물

류관리의 최적화, 일본은 이력추적관리를 주목

적으로 진행)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와 관련

된 기술은 개념정립단계를 벗어나 2006년부터

는 기업화 단계로 진입했다.

RFID/USN 개념과 활용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인

식)는 리더-태그(reader-tag) 기술, 주파수 관리

기술, 미들웨어 개발에 해당하는 자동 인식 기

술(automatic identification technology), 그리고,

Data Transferring, Data Warehouse Filtering,

Data Sorting 등 인식기 간의 데이터 통신을 연

구하는 ADC(automatic data collection) Tech-

nology, 보안(security) 기술, 코드 식별 기술,

MDS(multi-code directory service) 객체정보검색

기술, 인증, 통신 기술의 Networking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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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logy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RFID 기술,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MOBION(mobile RFID, mobile iden-

tification on) 분야로 세분되어 3개 분야로 확장

발전되고 있으며, 향후 RFID, USN, MOBION

기술의 융합으로 인하여 식품의 유통시스템도

혁신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인식)

1. 개념

RFID는 안테나와 태그에 내장된 정보를 무

선 주파수(radio frequency)를 이용하여 제품, 가

축, 사람 등 특정 대상을 리더가 비접촉식으로

인식하여 처리·활용하는 IT 기술 및 시스템을

의미한다. 태그(안테나 포함), 리더(안테나 포함),

호스트 컴퓨터로 구성되며 제조공정, 재고관리,

유통 및 물류, 이력관리, 출입통제용 카드 등에

응용되고 있다.

2. 동작원리

칩과 안테나로 구성된 태그에 활용 목적에 맞

는 정보를 입력하여 제품, 박스, 팔레트, 자동

차 등에 부착한다. 게이트, 계산대, 톨게이트 등

에 부착된 리더에서 안테나를 통해 발사된 주

파수가 태그에 반응하면 태그는 입력된 데이터

를 안테나로 전송하고 안테나는 전송받은 데이

터를 변조하여 리더로 전달한다. 리더는 전달받

은 데이터를 해독하여 호스트 컴퓨터로 전달하

여 정보를 식별하게 된다.

그림 2. RFID / USN 개념(출처: 한국정보사회진흥원-RFID 기술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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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FID 주파수 대역별 특성

RFID의 산업 간, 국가 간 호환을 위한 주

파수, 코드, 통신방법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이

루어지고 있다. RFID 국제 표준화 작업은 ISO

와 IEC가 공동으로 구성한 JTC1 산하 SC31의

3. 구성요소

그림 3. RFID 작동 원리(출처: 한국전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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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4 (Working Group 4)가 중심이 되어 진행

되고 있다. 그중 주파수와 관련된 air interface을

정의한 것은 ISO 18000 시리즈로 표 1과 같다.

RFID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는 ISO 18000

시리즈에서도 나타나듯이 크게 저주파 대역의

125,134 kHz, 고주파 대역의 13.56 MHz, UHF

대역의 433.92 MHz와 860~960 MHz, 마이크로

파 대역의 2.45 GHz가 사용되고 있다. 표 2는

RFID 주파수 대역별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국

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물류, 유통 및 SCM 분

야에서는 860~960 MHz의 UHF대역이 표준으로

적용되는 추세이다.

5. RFID UHF주파수 대역 표준과 규정

ISO/IEC 18000-6에서 정의한 860~960 MHz

주파수 Air interface를 기준 및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각 국가에서 제정한 860~960 MHz 주파수

표 1. RFID 기술 표준 ISO 18000

Related IS Item management air interface

ISO/IEC 18000-1 Generic parameters - Air interface

ISO/IEC 18000-2 Parameters for air interface below 135 khz

ISO/IEC 18000-3 Parameters for air interface at 13.56 MHz

    · includes Mode 1(15693), Mode 2(PJM), 

    · includes Mode 3(13,56 physical - Gen 2 logical)

ISO/IEC 18000-4 Parameters for air interface at 2.45 GHz

ISO/IEC 18000-6 Parameters for air interface at 860-960 MHz

    · include Type A(BTG) and B(Intermac/Philips)

    · include Type C(EPCglobal Gen2)

ISO/IEC 18000-7 Parameters for active air interface at 433.92 MHz

(출처: ISO/IEC Joint technical committee 1(JTC1)/Subcommittee 31(SC31))

표 2. 주파수 대역별 특성

항 목 저주파(LF) 고주파(HF) 극초단파(UHF) 마이크로파

125, 134 kHz 13.56 MHz 433.92 MHz 860~960 MHz 2.45 GHz

인식거리 60 cm 이하 약 0.6~1.5 m 50~1,500 m

(active 경우)

8 m

(Passive 경우)

15 m

(Passive 경우)

일반특성 ⋅비교적 고가

⋅환경에 의한 

성능저하 거의 

없음

⋅저주파보다 저가

⋅적정 인식거리와 

다중태그 인식이 

필요한  응용분야에 

적합

⋅긴 인식거리

⋅실시간 추적 및 컨

테이너 내부습도, 

충격 등 환경

⋅태그 인식 속도가 

빠름

⋅상대적으로 

긴 인식 거리

⋅ 900대역 태그와 

유사한 특성

⋅환경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음

주동작방식 ⋅ Passive ⋅ Passive ⋅ Active ⋅ Active/Passive ⋅ Active/Passive

적용분야 ⋅출입통제/보안
⋅동물관리

⋅수화물 관리

⋅대여물품 관리

⋅교통카드

⋅컨테이너 관리

⋅실시간 위치추적

⋅물류, 유통관리

⋅식품 및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위조방지

⋅톨게이트 관리

인식속도 저속                         고속

환경영향 강인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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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RFID UHF 주파수 대역의 표준 및 규정

항목 ISO/IEC 미국 유럽 일본 한국

Reader frequency(MHz) 860~960 902~928

(26MHz)

856~868

(3MHz)

950~956

(6MHz)

908.5~914

(5.5MHz)

Tag frequency(MHz) 860~960 860~960 860~960 860~960 860~960

Modulation ASK ASK ASK - ASK

Data rate(kbps) 40 40~80 40 - 40

Power(W EIRP) local

regulation

4 0.16,0.8,3.2 - 4

Bandwidth(kHz) 250, 500 200 - 200

Frequency selection FHSS AFA+LBT - FHSS,AFA+LBT 

그림 4. RFID 주파수 대역별 활용사례(출처: RFID 산업활성화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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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을 표 3에 나타내었다. 국내 RFID 관련 표

준화 기구는 기술표준원, 한국 표준협회, 한국

유통물류진흥원으로서 ISO/IEC 18000-6과 관련

된 국내 리더기의 사용 주파수는 908.5~914

MHz로 규정되어 있다.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1. 개념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biquitous Sensor

Network/USN)는 주변 환경 및 물리계에서 감

지된 정보가 인간생활에 활용되도록 센서 노드

간에 형성되는 유무선 통신기술 기반의 네트워

크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수의 센서들이 유무선

으로 연결되어 사물, 환경정보 등 각종 정보를

수집·통합·가공하고 이를 다양한 분야에 활

용하는 자율형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사물의 상

태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일정수준 이상

의 관리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분야(상·

하수도관 누수관리, 교량 안전관리, 재난관리,

기상관측 등)에 사용한다.

2. 구성요소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는 그림 5와 같이

센서노드, 싱크노드, 게이트웨이 및 서버로 구

성된다. 

3. 동작원리

센서노드는 센서, 컴퓨팅, 통신 모듈로 구성

되며 센서 네트워크로 전달된 서비스요구 또는

이미 설정한 조건에 따라 생성된 정보를 싱크

노드로 전달하고 해당정보는 감지된 초기데이

터 또는 주변 센서 노드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가공된 형태로서 저전력을 소모하는 경로

그림 5. USN의 구성요소(출처: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그림 6. 유비쿼터스 센서를 이용한 스마트 마이크로시스템(출처: sungwoong.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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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고, 싱크노드로 전달된 정보는 사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응답으로 사용되거나 통계적 자

료로 활용된다.

여기서 센서노드란 환경 물리계에서 감지된

정보를 통합적으로 처리한 결과 또는 초기데이

터를 유무선 통신기술로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데이터처리, 통신경로설정, 미들웨어처리 등을

수행하는 프로세서와 통신모듈을 포함하며, 싱

크노드란 IP주소를 갖지 않는 센서태그 또는 센

서노드가 외부 네트워크와 통신하기 위해 접속

하는 중계노드이며 베이스노드로 불리기도 한

다. 게이트웨이는 외부 네트워크와 통신하기 위

그림 7. RFID/USN 네트워크(출처: 한국정보사회진흥원-USN시범사업)

그림 8. 정보처리 관점에서 본 대표적 소자산업(출처: sungwoong.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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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며, 서버는 다양한 분야에 각종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USN 소자

1980년대에는 정보저장산업인 DRAM, 1990

년대에는 정보출력산업인TFT-LCD에 이어 2000

년대부터는 정보생성산업으로서 USN용 소자산

업이 태동되기 시작하여 21세기 기술의 한 축

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USN용 소자는 그림 9와 같이 물류·유통, 교

통, 환경, 건강 등 사회 제반산업에 응용될 것

이며 관련 핵심 소자기술로는 RFID, u센서,

MEMS, Bio칩, SiP 등이 있다.

핵심소자 중의 하나인 u센서는 물리 또는 환

경계의 현상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소자로서

센서인터페이스에 따라 다양하게 정보화되며 반

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3차원 미세가공기술인

MEMS기술이 종래의 크고 복잡한 구조의 기계

식센서를 일괄생산 공정이 가능한 초소형, 초경

량 전자식 반도체 센서로 대체되고 있으며 USN

의 다양한 응용 영역에 따라 조도, 열, 습도, 가

그림 9. 유비쿼터스 산업분야 및 핵심소자(출처: sungwoong.egloos.com)

표 4. USN 적용사례

분야 적 용 사 례 내 용

농축산 식물원 환경

관리 시스템
(Huntington 

Botanical Gardens )

- 2000년 5월 Sensor web 2 실증실험의 일환으로 식물원(Huntington)의 온실 내

부, 실외 종묘원, 수분 온실의 4곳, 온실의 지붕(날씨 감지)에 센서를 설치

- 센서를 통해 기온, 토양 온도, 습도, 토양 수분, 일사량 수준, 산소량 측정, 이때 

사용되는 Sensor Pod은 태양열로 전력을 자동 충전

Eco-Sensor네트워

크 및 학습

- 이산화탄소/산소 센서, 광센서를 갖춘 mote를 아일랜드 듀블린에 있는 국립 

식물원에 설치

- Eco-Sensor 네트워크는 이산화탄소, 산소, 빛 등의 정보를 웹사이트에 전송, 다

양한 환경의 상태와 연관관계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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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적 용 사 례 내 용

유통물류 청과류 

유통환경

- 일본에서 청과류(딸기) 유통과정상의 온도변화 등을 센싱하기 위해 딸기 포

장박스 내에 초소형 액티브 센서를 설치

- 포장에서 유통, 도착까지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청과류의 유통과정

상의 변화를 측정·관리하여 최상의 제품을 공급

신선 생선 

유통 과정

- 생선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박스 단위로 온도센서를 부착하여 유통과정의 온

도 변화를 실시간 측정 관리

- 일본 총무성 실증실험의 일환으로 2004년 실행

도로교통 지능교통시스템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 ITS는 진보된 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운송 안전과 이동성을 개선하고 생산성

을 향상시킴

- ITS는 유무선 기반의 통신기술을 사용하여 넓은 범위를 관할

트래픽펄스기술
(Traffic Pulse 

Technology)

- Digital Traffic Pulse Sensor Network를 사용하여 가용성 있는 데이터(속도, 여행

시간, 교통혼잡)의 실시간 보고를 토대로 전화를 통한 실시간 도로 상황을 제

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속도, 여행시간, 사건과 이벤트를 제공하며 관련제품은 

Automated Voice Product와 Data Feed Product이 있음

산업건설 빌딩위험감지
(Building Risk 

Monitoring)

- 지진으로 인한 진동, 충격 및 화재에 인한 온도상승 등을 감지하여 건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조치

- 센서가 건물의 빔이나 기둥에 설치되어 건물 내의 server /base 노드에 신호를 

전달하고 이 전달된 위험 신호는 인터넷을 통해 외부로 전달

산업현장 

유해가스 감지

- 산업 현장에서 가스 누출은 심각한 재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빠르고 정확하

게 센서노드를 통하여 가스 감지 및 안전성 보장, 신속한 대응 가능

정보가전 빌딩환경제어

자동화

- Intelligent 빌딩 곳곳에 설치된 센서노드들은 실시간으로 연기, 화재 발생위치, 

공기의 환풍, 빛의 세기, 온도 등을 센싱하여 빌딩의 환경을 보다 더 쾌적하게 

하고 안전하게 유지시킴

홈 네트워크 및 

환경 자동화

- 홈 네트워크를 통하여 가정에서 주변 환경에 따라 집의 온도 또는 빛을 조정

- 화재 감시와 도난경보에 대해 홈 네트워크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접근을 제어

- 긴급 상황을 바로 네트워크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소방서나 경찰서에 알림

- 가전제품의 상태를 실시간 파악하여 전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편리하게 가

전제품 이용

환경보전 남극지역 

원격탐사 및 

데이터수집 

시스템

- 남극의 원격지역 운석 탐사 프로젝트로 노출된 기반암과 모레인 물질반응이 

일어나는 곳에서 온도 변화 측정 목적으로 실행

- 각 센서 Pod에는 2개의 토양 온도측정 센서, 기온, 습도, 빛 센서가 있으며 총 

14개의 Pod을 2평방킬로미터 이상 넓게 분표 시켜 두었으며 일정시간 간격으

로 데이터를 수집

Great Duck Island

생태계 감지

- 미국 메인 주 앞바다의 작은 섬(Great Duck Island)에서 서식하고 있는 바다제

비의 생태를 원격지에서 모니터링

- 대규모의 센서노드를 바탕으로 바다제비의 생태환경의 파악 가능 5만 마일 

떨어진 곳에서 센서노드의 정보 수집

의료보건 생체신호 감지 - 환자의 몸에 착용하여 심장 박동수·산소포화 심전도 체크

- 이상이 있을 경우 100m이내의 sensor network에 전달하여 PDA나 laptop 등으

로 수신한 후 근처의 보건소나 의사에게 위험신호 보냄 

SARS

제어 시스템

- 대만 정부에서 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지역 및 감염 인원에 대한 추적 관

리를 위한 서비스로 병원 의료진에게 RFID를 부착, 병원의 중요지점 및 출입

구에 리더기를 장착해 의료진의 행동경로를 추적

- 사스 의심 환자는 입국이 불가능하고, 국내 환자도 격리 관리되고 있으므로 

사스의 전염 가능성을 의료진에게 둠



식품기술

김 병 삼

12

속도·지진강도, 음향, 지자기, 위치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센서를 필요로 한다.

5. USN 적용사례 및 내용

USN 서비스는 유통물류, 도로교통, 산업건설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응용되기 시작했으며

관련 내용은 표 4와 같다.

식품 및 농산품 적용 RFID/USN 

기술 현황

RFID 관련 연구는 미국, 유럽, 일본은 관련

하드웨어 개발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기술력

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과 기존 IT 인프라를 이용한 실증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RFID 관련 기술은 선진

국 모든 국가에서 핵심기술로 선정하여 매우

빠른 기술력 향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모든 분

야에 관련기술이 접목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

나 식품 및 농산품 분야의 경우 생산 형태 및

지역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생산, 저장, 가공,

물류,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고 온도, 수분의

함유량 등 유통과정 중 품질변화가 일어나므로

정형화된 RFID 시스템 도입이 쉽지 않다. 따

라서 주어진 환경에 사용되는 RFID/USN 기

술의 최적조합을 찾아내는 연구는 무선태그 기

술을 식품에 적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1. 국외

해외 농식품 분야에서 RFID 기술은 주로 모

니터링, 생산이력제, 생산물 물류추적 등의 분

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RFID 기술 도입초기에

는 기술적 한계와 비즈니스 모델 부재로 인해

생산이력제와 관련된 연구와 활용이 대부분을

표 4. USN 적용사례(continue)

분야 적 용 사 례 내 용

방재재해 건축구조물 

위험관리 및 

모니터링

- UC Berkeley의 CITRIS 프로그램의 하나로 도시환경공학과 컴퓨터공학과가 

공동으로 건물 및 다리 등 건축 구조물 상태 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목적

으로 기술 개발

- Smart Dust Motes의 작고 저렴한 센서가 기술구현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실시

간으로 스트리밍 데이터를 받아 필요한 보수 공사의 우선순위를 알려주도록 

하는데 목적

교량 붕괴감지 - 다리에 센서를 달아 다리 붕괴 조짐 시에 충격을 검사하여 센서가 충격을 기

록한 후 센서네트워크에 이를 전송

- 센서 네트워크는 이를 통하여 상부에 보고함으로서 큰 재해를 예방

건강복지 노인 보호 - 2000년 9월, 미국 오리건 주 밀워키에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Elite Care’라는 

Smart Home설립

- 노인들은 상의에 위치추적배지를 달고, Elite Care내의 센서들은 노인의 배지

를 추적하며 특정지역을 이탈하거나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간호사에게 알림

교도소 수감자

움직임 감지

- 캘리포니아 주립 Calipatria 교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감자의 탈출 및 폭력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적용

- 수감자들은 900MHz RFID 전송기를 팔찌 형태로 착용하고, 교도관들은 벨트

에 전송기를 착용해 중앙통제소에서 수감자들과 교도관들의 움직임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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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타 산업분야와 같

이 유통물류분야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시작되

고 있으며, 최근에는 청과물, 치즈 등의 신선

농산물과 가공농산물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1.1.미국의 곡물 RFID 식품 안전추적시스템

미국 일리노이대학은 “RFID 농산물 및 식품

안전추적시스템(RFID Agriculture Product and

Food Security Tracking System)”에 관한 연구

에서 RFID 태그를 곡물과 혼합한 이후 GPS와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추적하는 구조를 설

계하였다. 이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식품안전,

원산지표시 및 생산이력제 그리고 유통경로 모

니터링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각 개별농장의 수확 위치정보와

함께 종자, 시비, 질병, 품질정보 등을 시스템

에 입력하여 곡물 RFID 태그 위치와 연동하여

유통경로를 추적하는데 활용한다(그림 10). 곡

물 RFID 태그는 옥수수, 대두, 밀 등과 비슷한

형태로 캡슐처리를 하여 곡물에 투입한 후 위

치추적에도 이용되며, 투입된 곡물 RFID 태그

는 컨베이어벨트를 통과하면서 자력에 의해 곡

물로부터 분리된다(그림 11). 미국의 RFID 농

산물 및 식품안전추적시스템의 목적은 수확된

그림 10. RFID 농산물 및 식품안전추적시스템(출처: R. Hornbaker, 2007)

그림 11. RFID 태그 투입 및 회수(출처: R. Hornbak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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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특정 공급망 시점까지의 곡물을 추적함으

로써 경제적 측면과 식품안전성 측면에서 생

산·유통업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1.2. 캐나다의 생산-소매단계 RFID 활용

2005년 캐나다 전국소매상연합회(National

Grocery Associations, NGA)는 RFID 업체와

EPCglobal 캐나다와 함께 캐나다 RFID 센터를

설립하였다. RFID 센터는 유통업체의 본격적인

RFID 태그 도입에 앞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

에 이르는 물류단계별로 고습·저온상태에서

RFID 태그가 얼마만큼 내구성을 지니는지를 확

인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공급망 관리 차원에

서 생산이력제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RFID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EPC코드

활용의 잠재적 이점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특

히 농산물과 같은 부패성이 있는 상품에 대한

EPC 네트워크 구축이 주요 과제였다. 

캐나다 RFID 센터는 농산물과 같은 냉동, 신

선, 건조식품의 생산이력제를 위한 정확하고, 비

용대비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RFID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습도에 약한 전

파를 사용하는 RFID 태그를 이용해 습도가 많

은 냉동 환경에서 부패 가능한 식품관리 솔루

션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캐나

다 농식품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Agri-Food), 소매상 연합체(Canadian Council of

Grocery Distributors, 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Grocers, Produce Marketing Asso-

ciation, Food and Consumer Products of

Canada)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170만 캐나다

달러를 투자하였다. 

캐나다 내에는 RFID 기술을 요구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없으나 미국과의 긴밀한 경제적 관

계와 캐나다 정부의 생산이력제에 대한 관심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1.3.스페인 치즈 유통과정에서의 RFID 활용

도르트먼트대학(The University of Dortmund)

물류학과의 관리로 실시된 프로젝트인 “스페인

치즈 Queso Cabrales(Cave-ripened blue cheese)

산지-소매 추적 시스템 연구”는 RFID기술을 활

용해 최종 소매단계까지 농산물을 추적하여 유

통단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농가에서 소량으로

만 생산되는 Queso Cabrales 치즈는 타 대량생

산 치즈와 차별화된 상품으로 RFID 기술을 이

용한 제품인증과 추적을 실시하였다. RFID 시

스템에는 각각 치즈의 모든 생산과정을 기록하

고, 소비자에게 신선한 상태로 판매될 수 있도

록 생산일자 및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식

품안전과 관련된 리콜 수행 등에도 활용된다.

2006년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시범 사업은

125 kHz RFID 태그를 활용하여 농가번호, 치즈

성분 등에 대한 정보를 시스템에 저장하게 하

였다. 농민은 생산단계별 일자 및 성분 등 생

산이력정보를 휴대형 RFID 리더기를 이용하여

입력한다. 최종 포장 시에 부착되는 RFID 태그

는 소매상 도착 시 제거된다. 이렇게 수집된 소

매상 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되어 Queso Cabrales

치즈에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소

비자에 대한 정보도 함께 수집하게 된다.

1.4.이탈리아 체리 유통과정에서 온도센서

RFID태그 활용

2007년 Parma대학과 Conad사는 Apo Coner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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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으로부터 소비지 판매점에 이르는 과정에

온도 관리상태 확인을 목적으로 온도센서 RFID

태그를 이용하였다. 물류유통센터 2곳과 6개 판

매점을 대상으로 체리 수확기 1개월 동안 120

개의 플라스틱 컨테이너와 200여개의 온도센서

RFID 태그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플라스틱 컨

테이너와 체리박스사이에 부착되어 농장에서 작

동된 이후 주기적으로 온도데이터를 기록하였

다. 이 때 사용된 태그는 ISO 15639 표준 배

터리 내장형 13.56 MHz 반수동 태그이며, 매일

소비지 판매점으로 이동하는 평균 6박스의 체

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RFID 리더기는 포

장 후 태그 작동, 온도 데이터 다운로드, 판매

점 도착 후 태그 정지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생산자는 유통파트너에 대해 냉장보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유통업자는 생산자와 판매자

에게 농산물 유통에 대한 확신을 제공할 수 있

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칠레의 아보카도 생

산업체인 Rio Blanco사 사례가 있으며, 사용된

태그는 위와 동일한 ISO 15639 표준 배터리 내

장형 13.56 MHz 반수동 태그이다. 사업이 수행

된 유통경로는 칠레 북부 Serena Valley에서 미

국 롱비치 항만에 이르는 과정이었다. 이와 같

이 온도센서를 이용한 RFID 태그의 응용은 현

재 델몬트, Capespan 등의 거대 농산물 유통업

체에 의해서도 활용 중이다.

1.5. 세계 최대의 팔레트 공급회사 CHEP의

RFID 활용

Bistar의 UHF 태그를 냉동식품에 실험적으로

적용하여 자동 영수증 발급 및 발송, 행정 및

송장 불일치와 장비 관리비 감소 및 제품 손실

분과 배송 부족분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두었다.

1.6. 중국의 올림픽 식품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식품 안전에 대한 불신이 높았던 베이징 올

림픽에서 중국은 ‘올림픽 식품 이력추적관리시

스템’을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 올림

픽조직위원회가 지정한 생산자는 생산 단계에

서 돼지 등 축산물의 사육 상황 데이터, 과일·

야채의 재배상황 데이터를 RFID에 입력하고 공

상관리국(정부기관) 서버에도 전송한다. 식품은

GPS 장치가 있는 전용차량으로 선수촌에 운송

되고, 이동 상황데이터는 GPS에 의해 실시간으

로 공상관리국과 선수촌에 전송되며, 선수촌에

서는 식당이나 매점에서 RFID 데이터를 인식

해 생산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1.7. 일본의 RFID/USN 활용

안전한 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

하는 일본에서는 다양하고 신중한 실증실험을

통해 이력관리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하며 확

산하고 있다.

YRP 유비쿼터스 네트워킹연구소(UNL)는 청과

류의 포장에서 유통·판매 유통과정상의 온도 변

화를 실시간으로 센싱·관리하여 최상의 상품을

제공하는 USN 기반의 청과류 유통환경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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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사업을 실시했다. 일본의 식품 이력 추적시스

템은 식품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기업 이미지

마케팅 차별화의 필수요건으로 정착되는 추세이

며 일본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안전한 식품을 위

해서 10% 이상의 가격을 더 지불할 용의가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자료: www.uidcenter.org).

1.8. EU국가의 RFID/USN 활용

유럽에서 이력추적제도는 물류 혁신을 통한

기업 이익 극대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새롭게

활용되고 있다. EU는 ‘농장에서 식탁까지’를 위

해 요소 예방 등 안전 강화에 주력하고, '06년

1월부터 전체 식품과 사료에 이력추적제도 의

무화하였다. 프랑스와 벨기에에서는 출생한 모

든 소에 개체식별번호 부여 및 Passport를 발부

하여 이력정보를 관리하는 쇠고기이력추적시스

템을 운영하고 있다(그림 12).

그림 12. 벨기에의 소 패스포트 및 기재 내용(출처: u-Farm 해외 적용 사례집)

표 5. 기타 국외 RFID 적용 사례

사업주체 적용 내용 비고

Paramount

Farm
트레일러에 RFID 태그를 부착하여 파스타치오 입고시 다수의 

공급자 정보를 자동인식하고, 품질등급에 따라 자동관리

EC, Procter & Gamble, 

Nokia, Unisys
MyGrocer 시스템을 활용하여 슈퍼마켓 고객의 쇼핑 및 가정 내 식

료품 관리의 자동화 및 개별관리를 가능하게 함

McDonald 메뉴조정 및 성분/영양 관리 시스템에 RFID 태그를 적용하여 자동 

계산시스템 도입

호주, NLIS National Livestock Identification Sheme을 통해 가축사육 및 유통관리 

4년간 시범적용

의무적용 고려 중

EU 가축의 출생시점에 RFID 태그 부착을 권장하여 사육과정 및 도살 

후 유통 과정의 정보를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향후 의무화 예정

(출처: 한국전산원, 2004, 한국RFID/USN협회, 2007, ETRI,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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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2006년 이전 RFID 기술은 축산물을 대상으

로 생산이력에 대한 시범사업이 진행되었다.

2007년부터는 농업분야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분야의 생산·유통 등 전 단계에 u-

IT (유비쿼터스 IT)를 적용하는 다양한 u-Farm

사업도 추진하여 농가와 어민들의 소득 증대

표 6. RFID/USN 적용 사례

지 역 적 용 내 용

CJ시스템즈 CJ 시스템즈 ‘식품이력추적관리 적합성 검증시스템’ 

RFID를 이용한 자동 이력관리를 통해 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제품 추적관리

SK텔레콤 정관장 고려인삼 적용 국내외 인삼 진품관리 서비스 

SK텔레콤은 한국인삼공사, 신세계 I&C와 RFID 시범사업 MOU를 체결하고 정관장 제품

을 대상으로 RFID를 활용 인삼진품관리 서비스 시범 추진

식품공업협회 식품공업협회 RFID 기반 식품안전정보관리 공통시스템 구축

식품가공업체 4곳에서 생산되는 완제품 박스에 RFID를 부착, 생산·물류·유통 등 전 과

정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RFID 기반 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수의과학검역원 수입쇠고기 추적 서비스

강원도 U-IT신기술 기반의 백두대간 농특산물 생산유통지원시스템

GPS/GIS 활용 재배정보 수집관리, 재배의사 결정 및 수급조절 관리, RFID활용 이력추적

관리

강원도 대관령 한우 RFID시스템

경기도 평택시 RFID 기반의 쌀 이력추적관리시스템

(평택시/원삼농협 평택 안중/송탄/원삼농협RPC)

경기도 평택시 U-BIT 정밀농업 A-Z 시스템 구축

경남 하동군 U-IT신기술 융복합을 통한 녹차 웰빙 밸리 통합 시스템

USN활용 재배환경 모니터링 제어, 원료 주문 생산 출하 정보관리, RFID활용 이력추적관리

경남도농업기술원 USN 시설하우스 모니터링

경상북도 U-IT기술을 활용한 농산물관리체계 실용화

USN 활용, 재배환경 모니터링 제어, RFID 활용 이력추적관리, 모바일 영농일지 관리

경상북도 전자태그(RFID)를 이용한 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 시범구축

경북 문경시 IT신기술 기반 오미자 생육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

전남 고흥군 친환경 특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USN 활용 생장환경관리, 저장고 모니터링 및 자동제어, RFID 활용 이력추적관리

전북 장수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통합ERP 구축

전라북도 시설관리 기반의 적응형 생장환경 최적화 시스템

제주시 RFID/USN을 활용한 양식지능화 시스템 개발(2006년 6월~12월)

- 양식장 사료 팔레트 및 수조에 태그를 부착하여 RFID 기반 먹이공급체

제주특별자치도 U-IT기반 양돈 HACCP 시스템 

모든 단계 HACCP 관리, RFID 활용 개체관리, RFID 활용 도축-가공-판매관리

충남 진천군 U-IT를 활용한 U-포크 안전·안심 시스템 구축

USN활용 돈사 환경관리, RFID활용 개체별 사양관리, 모든 단계의 이력추적관리

충청남도 가축 방역체계 및 돼지 이력정보 추적시스템 구축

(출처: 지식경제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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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

물·양돈·수산물 분야의 질병 조기 발견, 최

적 생장환경 구현, 이력관리 등에 USN 센서,

RFID, GIS/GPS 등 신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2.1. 식품이력추적 RFID 활용

2004년부터 국민의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하여 원부자재 반입부터 생산·유통·

표 7. 식품이력추적 RFID 활용

구분 사업명 주관기관

2004 수입쇠고기 추적 시스템(농협무역으로 수입된 쇠고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05 대관령 한우 RFID 시스템 구축(강원도 대관령 지역 축산농가) 강원도

2006 식품안전정보관리 공통시스템 구축(라면, 녹차 등 4개 제품) 한국식품공업협회

2007 안전안심 u-먹거리 구축(빵류, 케익류, 분유 등 10개 제품) 한국식품공업협회

2008 안전안심 u-먹거리 환경 조성(영·유아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청

그림 13. 삼각김밥용 미니 태그 그림 14. 라벨 Type 태그 그림 15. 휴대폰 식품이력정보
조회

(출처: CIO리포트 제4호)

그림 16. U-포크 안전·안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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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2.2. 안전안심 u-먹거리 구축에서 RFID 활용

‘안심안전 u-먹거리 구축’ 사업은 빵류·케익

류 등에 RFID 태그를 부착하여 제조에서 유통

까지의 이력을 RFID 리더기를 활용하여 추적

하는 것으로, 소비자는 매장에서 키오스크나 스

마트선반(Smart Shelf 제품 진열 선반에 RFID

리더기와 LCD 모니터를 장착한 것으로 선반에

서 제품을 꺼내면 RFID 태그를 인식하여 화면

에 제품 이력정보를 제공)을 통해 이력정보를

확인 가능하도록 하였다.

2.3. u-포크 안전안심시스템 구축에서 RFID

활용

‘u-포크 안전·안심시스템’은 돼지 콜레라 등

전염병 예방 및 발생시 즉각 대응을 위해, 돼

지 귀에 RFID 이표를 부착하여 급이량·급이

횟수·체중 등을 모니터링하고, USN 센서를 이

용하여 온도·습도·이산화탄소 등을 지능적으

로 제어하여 최적의 생장환경 조성하였다.

결 언

식품 분야에 있어서 유비쿼터스 적용 기술은 앞

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아직 초기 진입 단계이다.

향후 바코드를 전면 대체하면서 식품 유통 신모

델로서 자리잡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리겠지만

확실한 것은 RFID/USN 기술을 활용한 유비쿼터

스형 식품유통 기술은 선진국에서 서로 시장을

선점하고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직까

지는 해결할 문제가 여러 가지 남아 있다. 기술

적인 문제, 비용적인 문제, 시장 시스템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내외에서 식품분야의 활용

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기술개발을 그동안 IT 분

야 전문가가 주도해왔다는 점과 식품의 품질과

안전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와 논

리 개발이 부족한 점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아무

튼 유비쿼터스 기술은 식품 분야의 떠오르는 새

로운 융합기술로서 기술개발 초기 단계이기에 전

문가들이 머리를 함께 해야 할 분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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