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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RFID는 기존 물류방식의 변화를 가능  하는 요한 정보기술이다. 본 연구는 물류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기 

한 목 으로 국내 식․음료업체를 상으로 RFID 도입의사 결정모형을 개발하 다.

167개 국내 식․음료업체를 상으로 기업 일반 황  RFID 도입에 따른 SCM 부문별 기 효과를 분석한 결과 RFID 

도입에 따른 SCM 부문별 효율성 향상에 한 기 효과에 해 체 으로 정 으로 응답하 다. RFID 도입의사 결정

모형 도출결과 RFID 도입의사에 주요한 향을 미치는 향요인은 “직원수”, “RFID 도입비용”이 도출되었다.

Abstract

RFID is an important information technology that enables changes in existing methods of logistics. In this study, a decision 

making model for the introduction of RFID by domestic food & beverage businesses has been developed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logistics activities.

The general business states and effects expected  from the introduction of RFID by SCM sector of 167 domestic food and 

beverage businesses were surveyed and based on the results, it was identified that generally positive answers were received. A 

decision making model for the introduction of RFID was derived and based on the results, it was identified that major influencing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introduce RFID were “the number of personnel” and “costs to introduce RFID”.

Key words : RFID, Decision making model, logit model, supply chai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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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목

  21세기에 들어 물류기술의 표 개발이 물류산업의 

요한 이슈로 두됨에 따라 이러한 물류기술의 표

화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물류기술의 

표 화는 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하여 포장, 운송, 운

반, 하역, 보   거래 정보 등 물류단계에서 사용되

는 기기, 용기, 설비 등을 상으로 규격․재질․강도 

등을 통일시켜 호환성과 연계성을 확보하는 활동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물류기술의 표 화․자동화, 

일 수송체계 확립을 해 물류기술개발을 체계

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RFID 시스템은 

국내의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확  실시하고 있고, 

물류부문에 있어 기존의 물류방식의 변화를 가능  

하는 요한 정보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물류활동의 효율성제고를 도모

하기 한 목 으로 재 실 가능성이 비교  큰 

식․음료업체를 상으로 RFID 도입의사 결정모형 

개발을 목 으로 한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의 RFID 도입이란, 식․음료업체가 

사용하는 용기(박스, 렛트)에 RFID를 부착함을 

의미하며, 식․음료업체의 기업 황 자료를 토 로 

RFID 도입의사 결정모형을 도출하 다.

  연구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SCM과 RFID, 식․음료업과 RFID의 향 계와 

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RFID 도입의 필요성에 

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RFID 도입에 따른 SCM 

부문별 기 효과 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RFID 

도입의사 결정모형을 도출하 다.

Ⅱ. 선행연구검토

1. SCM과 RFID의 향 계

  SCM(Supply Chain Management)의 목 은 시장 수

요 측의 불확실성을 이고, 통합 인 리를 통하

여 물류/유통상의 가시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자재, 

자 , 정보흐름이 복잡하게 엮인 SCM의 총체  차

원에서 효율 인 리를 하여 RFID 도입과 련

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SCM상의 RFID 도입과 련하여 재의 주요이슈

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의 표 화, 둘째, RFID 도

입에 따른 ROI(Return Of Investment)의 불확실성, 셋

째, 범 한 산업의 용성 부족이다[1]. 한 RFID  

도입은 회사의 재정  운 의 개선을 해 큰 잠재

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2-4]. 반면에 몇몇

의 경험  연구에서는 RFID 도입이 회사운 에 미

치는 효과가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

며[5,6], 이와 같은 상을 “productivity paradox of 

information technology”라고 정의하 다[7].

  하지만 RFID 도입과 련된 부분의 연구에서 

SCM의 IT 기술도입은 회사의 운 상 정 인 향

을 미치고 있다[8].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SCM상에 IT기술의 목은 재료운송, 정보, 

재정,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구매자의 유통

과정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9]. 한 IT

기술의 목은 SC상의 각 력업체들의 기능  통합

과 조정을 통하여 제품의 수요  생산 스 쥴 리

의 효율성 측면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10].

  SC(Supply Chain)내의 IT기술의 목은 자동송장, 

재고추 과 같은 직 인 편익을 발생시켜 거래량

과 생산비용을 낮추게 한다[11]. 이외에도 IT 기술

의 도입을 통하여 력 비용을 감하고[12, 13], 

력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14].

2. 식․음료업과 RFID 향 계

  재 식료품(Grocery)업의 SCM에 RFID를 용함

에 있어 발생하는 두 가지 논쟁거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RFID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체 인 편

익의 모호성[15-19], 둘째, RFID 도입시 발생하는 

비용문제이다[20, 21].

  이 듯 식료품의 RFID 도입에 따른 효과의 불명

확성과 비용문제와 련된 다양한 논쟁이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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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식료품업의 RFID 도입에 따른 효과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식료품업 SCM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

법은 RFID 기술의 용이다[22]. 식품업의 RFID 도

입은 추 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공 자와 생산

자는 안 한 식품을 제공받게 된다. 식료품업의 

RFID 도입은 식품생산에 한 정보를 SCM상에 있

는 공 자, 운송자, 생산자, 유통업자에게 제공되며, 

이는 추 리를 통하여 식품생산, 원료조달, 생산, 

유통과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23]. 미국의 식품

의약청에 따르면 1999~2003년 동안 총 1,307건의 

식품 recall이 발생하 고[22], 일본의 경우 2002년에 

거 한 식품 recall이 발생하고 있다[24].

  이 듯 재는 식품의 생과 안 에 한 요구가 

사회 으로 증 되고 있는 추세이며[25], 이탈리아 치

즈로 유명한 Parmigiano Reggiano업체는 추 리 시

스템의 도입으로 인하여 제조업자들은 상 에서의 

매 황  문제에 한 신속 응을 통한 상품 recall 

 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 소비자들은 상품의 

유통과정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받음으로써 

신뢰를 얻게 된다. 식료품업의 RFID 도입은 상하기 

쉬운 음식의 리, 많은 수량의 제품 추 가능, 생산

품 recall 리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다. 반면에 

기도입비용과 장비의 표 화문제가 발생한다[23].

   Ⅲ. RFID 도입에 따른 SCM 부문별

기 효과 분석

1. 설문조사의 개요

  설문조사는 SCM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식․음료

업체를 상으로 실시하 으며, 조사 상 업체에서 

취 하고 있는 품목은 주류, 음료, 제과류, 육가공

품, 수산가공품, 장류, 분말류, 냉동식품 등이다.

  조사기간은 2008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설

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조사방법은 해당 식․음료제

조업체의 담당자(실무경력 5년 이상) Contact 후 FAX 

 e-mail을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 으며, 총 167부의 

설문이 회수되었다. 설문응답자의 직 별 분포는 과

장  64명(38%), 부장․실장  80명(48%), 이사  23

명(14%)로 조사되어 해당 업체의 SCM 운 에 한 

이해도가 비교  높은 담당자가 응답하 다.

  설문조사의 목 은 식․음료업체의 수송용기(

렛트, 박스)에 RFID를 부착하 을 때 발생하는 기

효과를 악하고, RFID 도입의사 결정모형 도출

시 활용하기 함이다.

  식․음료업체를 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내용은 크

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 첫째, 기업일반 황

  - 둘째, RFID 도입에 따른 SCM 부분별 기 효과 

  - 셋째, RFID 도입의사

2. 기업일반 황

1) 직원수

  167개 식․음료업체의 직원수 규모를 조사한 결

과, 체의 약 77%에 해당하는 101개 기업체 직원

수가 100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01명 이상 

500명 이하인 기업체가 33개(20%), 500명 이상인 

기업이 7개(4%)로 조사 되었다.

종사자수 빈  도 비  율

10명 이하 45 27%

11~50명 61 37%

51~100명 21 13%

101~500명 33 20%

501명 이상 7 4%

합  계 167 100%

<표 1> 직원수 분석결과

<Table 1> Results of analysis of the numbers of

businesses

2) 연간 매출액

  167개 기업체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업체가 47개(28%)로 가장 많았고, 11~50억 원인 업

체가 38개(23%), 101~500억 원인 업체가 32개(19%)

로 나타났다. 한 매출액이 비교  높은 500억 원 

이상인 업체는 40개(24%)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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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빈  도 비  율

10억 원 이하 47 28%

11~50억 원 38 23%

51~100억 원 10 6%

101~500억 원 32 19%

501~1,000억 원 22 13%

1,000억 원 이상 18 11%

합  계 167 100%

<표 2> 연간매출액 분석결과

<Table 2> Results of analysis of sales amounts

물류비 빈  도 비  율

5천만 원 이하 90 54%

5천만 원~1억 원 41 24%

1억~5억 원 24 14%

5억~10억 원 6 4%

10억~100억 원 5 3%

100억 원 이상 1 1%

합  계 167 100%

<표 3> 물류비 분석결과

<Table 3> Results of analysis of logistics expenses

구  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구매
원자재 소요량 주문의 정확성 확보 17(10%) 18(11%) 59(35%) 59(35%) 14(8%)

원자재 소요 시기 정확성 확보 16(10%) 18(11%) 64(38%) 58(35%) 11(7%)

생산

제품 수요 측의 정확성 향상 14(8%) 23(14%) 69(41%) 55(33%) 6(4%)

제품생산 공정 수작업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 15(9%) 37(22%) 68(41%) 41(25%) 6(4%)

제품생산 공정과정의 수작업감소에 따른 결품/ 조/분실/방지 14(8%) 26(16%) 61(36%) 51(31%) 15(9%)

정확한 생산  재고 리가능 10(6%) 17(10%) 43(26%) 71(43%) 26(16%)

실시간 원자재 재고 악가능 10(6%) 18(11%) 42(25%) 68(41%) 29(17%)

제품 유통기한 리 효율성 개선 9(5%) 18(11%) 50(30%) 71(43%) 19(11%)

수․배송

제품수/배송횟수 감소(수/배송비용 감) 15(9%) 39(23%) 71(43%) 36(22%) 6(4%)

제품수/배송의 정확성 개선 11(7%) 20(12%) 61(36%) 57(34%) 18(11%)

제품수/배송의 추 리 가시성 확보 11(7%) 21(13%) 52(31%) 63(38%) 20(12%)

매

제품 매 후 서비스(반품) 발생건수 감소 16(10%) 38(23%) 60(36%) 46(28%) 7(4%)

제품 매 후 서비스(반품) 사후 리(recall)용이 13(8%) 20(12%) 61(37%) 60(36%) 13(8%)

고객소비형태 악을 통한 수요에 응한 매 략  수립용이 17(10%) 31(19%) 66(39%) 47(28%) 6(4%)

입․출고

원자재입․출고시검수( 는picking)처리시간감소 8(5%) 28(17%) 59(35%) 58(35%) 14(8%)

원자재입․출고시 상․하역시간감소 11(7%) 37(22%) 61(36%) 50(30%) 8(5%)

제품입․출 시검수( 는picking)처리시간감소 9(5%) 31(19%) 55(33%) 60(36%) 12(7%)

제품입․출고시 상․하역시간감소 11(7%) 32(19%) 59(35%) 57(34%) 8(5%)

물류경

체 인 업무 로세스 개선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효율성) 증가 9(5%) 18(11%) 68(41%) 63(38%) 9(5%)

실시간 정확한 정보수집을 통한 의사결정 능력제고  응방안 수립가능 8(5%) 18(11%) 60(36%) 67(40%) 14(8%)

이해 계자들 사이의 의사소통 능력향상을 통한 력 계 강화  시장 응력 

향상
8(5%) 18(11%) 71(43%) 59(35%) 11(7%)

고객서비스 수  향상 8(5%) 19(11%) 66(40%) 64(38%) 10(6%)

불필요한 행정비용감소 13(8%) 19(11%) 67(40%) 57(34%) 11(7%)

<표 4> RFID 도입에 따른 SCM 부문별 기 효과 분석

<Table 4> Analysis of effects expected from the introduction of RFID by SCM sector 

3) 물류비

  물류비는 167개 기업체  5천만 원 이하인 업체

가 90개(54%)로 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5천

만~1억 원인 업체가 41개(25%), 1억~5억 원인 업체

가 24개(14%)로 나타났다. 한 5억 원 이상의 물류

비를 소요하고 있는 업체는 12개(8%)로 분석되었다.

3. SCM 부문별 기 효과 분석

  식․음료업체 RFID 도입에 따른 SCM 부문별 

기 효과 분석은 SCM을 구성하는 “구매”, “생산”, 

“수․배송”, “입․출고”, “물류경 ”에 하여 실

시하 고,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보통”이상을 응

답한 비율이 체의 약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RFID 도입에 따른 SCM 부문별 기 효과

에 해 체 으로 정 인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생산”에 해당하는 세부항목들

의 기 효과가 타 부분에 비해 기 효과가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인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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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내용 측정단

종속

변수

RFID 도입의사

(비도입:0, 도입:1)
Dummy

독립

변수

직원수 명

매출액 억 원/년

물류비 억 원/년

RFID 도입비용 억 원

<표 6> 변수의 구성

<Table 6> Composition of variables

구  분 Model 1 Model 2 Model 3

변수명 계수값 t-값 P-값 계수값 t-값 P-값 계수값 t-값 P-값

상수 -1.121 -5.66 .000 -1.119 -5.59 .000 -1.151 -3.81 .000

직원수 .002 2.028 .043 .002 2.004 .045 .003 2.031 .042

물류비 - - - - - - .299 .130 .896

RFID 도입비용 -.022 -2.637 .024 - - - -.023 -2.640 .022

Log Likelihood function -95.232 -95.418 -95.223

Restricted log likelihood -101.929 -101.929 -101.929

 0.06571 0.06388 0.06579

<표 8> RFID 도입의사 결정모형 분석결과

<Table 8> Results of analysis of the decision making model for the introduction of RFID

4. RFID 도입의사 분석

  RFID 도입에 따른 식․음료업체 SCM 효율성 향상

에 따른 RFID 도입의사에 한 분석결과 정 인 

응답이 30%, 부정 인 응답이 70%인 것으로 도출되

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언 한 것과 같이 RFID 도

입에 따른 효과의 불확실성  RFID 도입비용이 과

다하게 소요되는 단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구  분 빈도 비율

RFID 도입의사
50 30%

아니오 117 70%

<표 5> RFID 도입의사 분석결과

<Table 5> Results of analysis of intentions to

introduce RFID

   Ⅳ. 식․음료업체의 RFID 도입의사

결정모형

1. 모형 도출의 개요

  본 분석에서는 앞서 실시한 식․음료업체 설문조

사결과를 이용하여 RFID 도입의사 결정모형을 도

출하 다. 모형 도출시 이항확률선택모형인 로짓모

형(Logit Model)을 용하 으며, 모형 도출과정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2. 변수의 구성

  RFID 도입의사 결정모형 도출을 하여 용한 변

수의 내용  측정단 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는 

식․음료업체의 RFID 도입의사이며, 독립변수는 조사

상 식․음료업체의 기업일반 황인 “직원수”, “매

출액”, “물류비”, “RFID 도입비용”[26]1)을 용하 다. 

3. 변수의 기술통계분석

  RFID 도입의사 결정모형 도출시 용한 독립변

수의 기술통계분석을 통하여 자료의 분포특성을 살

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구 분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직원수 10.00 6,000 162.21 583.32

매출액 .60 66,000 1051.96 5434.95

물류비 .10 13,200 128.34 1027.58

RFID 도입비용 .30 122.2 2.35 10.52

<표 7> 기술통계분석 결과

<Table 7> Results of descriptive analysis

4. RFID 도입의사 결정모형

  식․음료업체의 RFID 도입의사 결정모형은 총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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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형을 도출하 다. Model 1, 2는 선행연구를 기

반으로 구축한 것으로 RFID 도입을 통하여 가장 큰 

효과가 발생하는 인건비 감부분을 반 한 “직원수”

와 RFID 도입시 발생하는 막 한 비용을 반 한 

“RFID 도입비용”을 용하 다. Model 3은 “직원수”, 

“RFID 도입비용”과 함께 해당 기업의 물류비특성을 

반 할 수 있는 “물류비”를 함께 고려한 모형이다.

  모형도출 결과는 <표 8>과 같으며, 분석결과에 따

르면 모형의 합도를 나타내는 우도비()는 일반

인 용기 인 0.2보다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델링시 용한 샘 수와 다양한 향변수를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단되나 모형 

개발 시 반  가능한 향변수를 최 한 반 하 다.

  Model1, 2, 3에서 용한 독립변수들의 계수값에 

한 t-value는 “물류비”를 제외하고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식․음료업체의 RFID 도

입시 주요한 향을 미치는 향요인은 “직원수”와 

“RFID 도입비용”으로 분석되었다.

  RFID 도입시 발생하는 가장 큰 효과는 유통과정

상의 수작업에 한 자동화를 통하여 인건비를 

감할 수 있는 큰 이 이 있다. 물류산업이 타 산업

에 비해 노동집약  특성이 비교  강함을 감안할 

때 RFID 도입을 통하여 물류 리에 소요되는 인건

비를 부분 으로 일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이

러한 이유로 “직원수”가 RFID 도입의사에 정

인 향을 미치는 향요인으로 도출된 것이다.

  “RFID 도입비용”의 경우 도입의사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재 부분의 

기업들은 식․음료품의 유통 리를 해 바코드를 

이용하고 있고, 체 유통 시스템을 RFID로 교체할 

경우 막 한 비용이 소요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도 제시된 바와 같이 재 RFID 도입과 련된 여

러 가지 이슈  막 한 비용의 소요에 한 문제

와 직 인 연 성이 있다. 한 막 한 비용을 들

1) RFID 도입비용 산정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식․
음료업체의 렛트  용기보유갯수와 창고수를 용하
고, RFID 도입비용 산정 수식은 “하오근 외(2009), 일

수송용 렛트의 RFID 도입에 따른 경제  효과분석, 
한국ITS학회논문집, 제8호, 제4권, pp.73~83”에서 제
시한 RFID 도입비용 추정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하 음.

여 RFID를 도입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SCM(Supply 

Chain Management)상에서 발생하는 효과에 한 불

확실성에 한 심리  요인이 반 된 결과이다.

  “물류비”는 도입의사 결정모형 도출결과 계수값

의 유의수 이 신뢰수  95%내에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계수값의 부호가 +로 도출되

었다. 이는 해당 기업의 물류비가 높을수록 RFID 

도입의사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RFID 도입과 련된 선행연구에서 제시

한 물류비 감소효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물류비를 구성하는 포장, 입고  하역, 보 , 수․

배송비용을 세분화하여 분석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Ⅴ. 결론  향후연구

1. 결  론

  본 연구는 물류활동의 효율성제고를 도모하기 

한 목 으로 재 실 가능성이 비교  큰 식․

음료업체를 상으로 RFID 도입의사 결정모형을 

개발하 고, 기존 RFID 련 연구는 RFID 도입 사

례연구  정성 인 기 효과 제시에 머무르고 있

는 시 에서 RFID 도입에 향을 미치는 향요인

을 도출하 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음료업체의 RFID 도입에 따른 SCM 부문별 기

효과에 있어 “보통”이상을 응답한 비율이 체의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체 으로 정

인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RFID 도

입의사에 한 설문결과 체의 30%에 해당하는 기

업만이 RFID를 도입하겠다고 응답하여 RFID 도입

시 발생하는 도입비용  효과에 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RFID 도입의사 결정모형 

도출결과 RFID 도입에 향을 미치는 향요인으로  

“직원수”와 “RFID 도입비용”이 도출되었다.

  이 듯 RFID 도입시 발생하는 막 한 도입비용

에 하여 정부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일반기업의 

RFID 도입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보다 효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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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환경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2. 향후연구

  본 연구에서는 시간 ,  한계로 인하여 국

내 다양한 물류업체  식․음료업체를 상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RFID 도입은 취 하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가 상이함에 따라 우리

나라 물류업체들의 RFID 도입의사 결정시 향을 

미치는 향요인으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 RFID 도입의사 모형도축시 167개의 표본수를 

용하 는데 모집단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함

으로 향후 보다 많은 표본수 확보를 통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류비를 구성하는 포장, 입고  하역, 수송, 보

에 소요되는 물류비를 세부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품목을 취 하는 물류기업들을 상

으로 연구의 범 를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

다 요한 것은 RFID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효

과에 한 실질 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

막으로 RFID 보 정책 수립을 한 도입비용 지원

방안에 한 책을 마련하여 RFID 보 이 활성활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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