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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_ RFID/USN
Ⅰ. 개념 및 특성

01

개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은 다양한 위치에 설치된 태그 및 센서노드를 통하여 사람/사물 및
환경 정보를 인식하고, 인식된 정보를 통합·가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지식기반 서비스 인프라

● RFID는 리더가 태그의 정보를 읽어내는 기술이며, USN은 센서 노드들이 형성하는 센서 망에서
노드간 통신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
● 광의의 USN은 RFID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향후 RFID와 USN은 통합되어 미래 지능형 인프라로
발전할 전망
● RFID/USN 기술은 RFID, 센서네트워크, RFID/USN 미들웨어 및 서비스 플랫폼, RFID/USN 망 운용
및 보안, 응용서비스 기술로 구성
▼ RFID/USN 개념 ▼
비즈니스 프로세스 융합

이기종 서비스간 융합

RFID/USN기반
융합 서비스

RFID/USN기반
응용지원

프로세스간
통합개발 지원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 지원

프로세스간
표준 인터페이스

RFID/USN 기반 서비스 플랫폼
Lagacy
Data

RFID
Data

Sensing
Data

Event
& Rule

Context
Knowledge

RFID/USN 지식정보 융합

RFID/USN 미들웨어 플랫폼

RFID/USN
서비스

Network
Reader

RFID/USN
모바일 서비스

Tags
R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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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ID/USN 미래 생활상 ▼

세계시장 및 기술 선점이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
■ 정보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융합기술에 집중 투자시 본격적 기술경쟁이 가능, 특히
모바일 RFID 분야는 세계시장 선도 가능
● 고속·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 무선통신망 활용 능력 등을 바탕으로 New Business창출
* 모바일 RFID(휴대폰+RFID), 원격 의료(의료센터+이동통신), 지능형 자동차(이동통신+자동차+USN)

농작물 생장
모니터링/관리

물류모니터링

수질환경
모니터링

RFID/USN

운전자 정보 제공
재택 환자 모니터링

구조물 상태 모니터링

▼ IT융합로서의 RFID/USN ▼

■ 세계는 IT융합형(Convergence) 지식산업으로 구조 전환 중
● 산업전반에 걸쳐 IT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융합상품 및 서비스가 등장
* GE : 차량센서 이용 안전정보 제공서비스 개시(’
05), 아마존 : 출판+IT → e-북 서비스 제공(’
09)

● 융합에 있어 RFID, MEMS 센서 등 개체 및 환경 인식 IT기술의 활용도는 점차로 증가
* 차량 평균 센서 개수 : 1980(42개) → 2010(160개)
조선

항공

의료

섬유

IT

건설

섬유

자동차

자동차

IT

IT융합화
도소매

건설
조선

에너지

숙박음식

국방
금융보험

운수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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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특성

가. RFID 시스템 구조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약자
사람, 물품 등의 고유정보를 저장한 태그(Tag)와 무선으로 이를
인식하는 리더(Reader)로 구성된 System
활용예) 종래 : 교통카드, 출입통제 ID 카드, 도서관 장서관리
근래 : 유통경로·이력관리, 차량·선박 위치추적

■ RFID는 협의로 Tag Reader 등의 H/W를 지칭하나 광의로는 정보공유, 활용을 위한
S/W 및 서비스를 포괄하는 종합 시스템
▼ RFID System 구조 ▼
RFID 기기 산업

칩
제조

태그

안테나

리더

태그 및
라벨기
제작

안테나
제작

리더 및
컨트
롤러
제작

RFID S/W 및 서비스 산업
프린터
제품
프린팅

S/W

S/W

서비스

시스템
판매 및
통합

시스템
운영 및
시설
관리

■ 기존 바코드 시스템에 비하여 대용량성(수천단어), 인식속도(1회 수백개), 정보최신성
(Rewritable), 원격인식(최대 수십~수백m)등의 장점을 가짐
● 리더 및 정보처리 시스템에 신규 투자가 필요하고, 바코드와는 달리 Tag 구입비용(개당 백원~수천원)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음

■ 전자신분증 용도의 Smart Card로 태동되었으나, 저가·고성능화 진전으로 물류·유통의
가시성(Traceability) 확보의 총아로 기대
● RFID는 제품종류 뿐만 아니라 개별 상품단위 일련번호, 제조일자는 물론 유통·물류이력, 위치정보
등 수록·추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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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USN 시스템 구조
USN
USN 서비스 이용자

싱크노드

게이트웨이 센서노드

Ubiquitous Sensor Network(센서 네트워크)
온도·습도·오염 등의 다양한 센서들의 유·무선 네트워크
활용예) 건물·교량� 등의 안전관리, 기상관측, 화재감지 등

센서노드

■ USN도 RFID와 같이 기기와 S/W 및 서비스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 종합적
System 솔루션 구현이 필요
● USN기기는 칩/모듈, 센서, 센서/싱크노드, 게이트웨이 등으로 구분
- 서비스는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통합, 서비스 제공 등
▼ USN System 구조 ▼
USN 기기 산업
센서노트
칩/
모듈

센서

USN S/W 및 서비스 산업
네트워크

센서/
싱크
노드

게이트
웨이

S/W
네트
워킹/
보안

서비스
미들
웨어

S/W

시스템
통합

서비스
제공

■ 종래의 유선감시망의 설치·유지 비용절감을 위해 무선망으로 전환 및 종래의 기계적
센서를 반도체 공정의 MEMS 센서로 진화
● 센서에 무선(RF)통신모듈, 전원이 통합(무선통신을 이용, 자체 정보 전달)
● 자기고장 진단·보수 기능 등의 무선 Network 기술과 다양한 저가·고신뢰성 센서의 지속적 개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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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USN

센서노드

정보제공서버

＞＞RFID/USN
▼ RFID/USN 기술범위 ▼
1단계(중분류)

2단계(소분류)

RFID 태그 기술

RFID 리더 기술

RFID 기술

RFID 미들웨어 기술

모바일 RFID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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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요소기술)
RFID Tag 안테나 및 RF 기술
고속인식 13.56MHz 대역 태그 기술
900MHz 대역 태그 기술
반능동형 멀티센싱 태그 기술
다량태그 인식 13.56MHz 대역 태그 기술
다기능 자가발전 수동형 RFID 태그 기술
스마트 능동형 RFID 태그 기술
Printed RFID 태그 기술
태그 패키징 기술
태그 정보보호 기술
RFID리더 안테나 및 RF 기술
RFID 리더 안테나 오토 튜닝 기술
고속인식 13.56MHz 대역 리더 기술
900MHz 대역 수동형 리더 기술
반능동형 멀티센싱 리더 기술 개발
다량태그 인식 13.56MHz 대역 리더 기술
다기능 자가발전 수동형 RFID 태그용 리더 기술
지능형 리더 오토 파일럿 기술
스마트 능동형 RFID 리더 기술
운영체제 및 제어 기술
리더 정보보호 기술
수동/능동/센싱형 RFID 리더 통합 제어 기술
수동/능동/센싱형 RFID 이벤트 통합 처리 기술
(센서 데이터, 사용자메모리 데이터)
Legacy 기간 시스템 연동 인터페이스 기술
지능형 RFID 인프라 원격 자율 제어 기술
글로벌 거점간 RFID 정보 동기화 기술
대량의 RFID 이벤트 Visualization 기술
RFID 서비스 보안 관리 기술
모바일 리더 SOC 칩
모바일 기기 연동 기술
내장형 안테나 기술
모바일 RFID MAC 기술
모바일 RFID 태그 데이터 액세스 기술
다중 프로토콜/다중모드기술
모바일 RFID 환경 분석 기술
모바일 플랫폼 확장 기술
서비스 브로커/게이트웨이 기술
코드체계/데이터 인코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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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중분류)

2단계(소분류)

RFID RTLS 기술
RFID 기술
RFID 시스템 기술

센서네트워크 전송 기술
센서 네트워크

센서 네트워킹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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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USN

센서 노드 및 시스템 기술

3단계(요소기술)
위치인식 태그 기술
위치인식 리더 기술
실내외 동기화 기술
실내외 위치추적 알고리즘 기술
위치추적 서버 플랫폼 기술
시스템 통합 및 배치 기술
리더 운용 기술
테스트 베드 및 공통플랫폼 기술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 기술
시스템 통합 및 배치 기술
센서네트워크 시스템 관리 기술
저전력 다기능 프로세서 기술
저전력/고성능 다중 프로세싱 기술
Plug&Play 센서 표준 인터페이스 기술
초소형 센서 노드 및 노드 표준 기술
독립형/멀티부착형/생체형 노드 제작 및 노드 자세제어기술
USN 인프라용 표준 라우터/게이트웨이 기술
초소형, 적응형, 자율제어 안테나 기술
주파수 간섭 및 회피 기술
저전력, 다중 대역 RF 기술
저전력, 다중 대역 가변 Modem 기술
저전력, 적응형, 실시간, 고신뢰, QoS지원 MAC기술
초절전 칩 기술
Cooperative전송 기술
열악 환경 신뢰성 지원 전송 기술
Zero Energy 전송 기술
인체 통신용 전송 기술
수중 통신용 전송 기술
에너지 최적화 및 망연동 주소 체계 가술
센서 노드 동기화 기술
라우팅 기술
자가 망 구성 기술
망 관리 및 신뢰성 향상 기술
IP 기반 USN 기술
Sensor/Actuator 네트워크 기술
네트워크 기반 이동성 관리 기술
Fast Association 기술
광범위 USN 네트워킹 토폴로지 기술
이기종 센서 네트워크 연결 기술
스마티 모빌리티 네트워크 칩셋 기술
기간망-센서네트워크 융합 망 정합 기술

＞＞RFID/USN
1단계(중분류)

2단계(소분류)

센서노드 미들웨어 기술

센서 및 Actuator 기술
센서 네트워크

센서노드 에너지 획득 및
관리 기술

USN 미들웨어 기술

RFID 서비스
플랫폼 기술

RFID/USN
서비스 인프라

USN 서비스
플랫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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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요소기술)
환경기반 멀티 소스 localization 기술
초소형 능동형 자기위치 센서 기술
초경량 저전력 운영체제 기술
실시간 이벤트 처리 및 제어 기술
센서 데이터 통합처리기술
In-network processing 기술
Air Programming 기술
그룹 제어 기술
저전력 단일/복합/오감 센서 기술
Zero Energy 센서 기술
센서 신호처리 기술
센서 표준 인터페이스 기술
초소형 Actuator 기술
Sensor/Actuator 융합 기술
패키징 및 SiP/SoC 기술
초소형 박막형 센서노드 전원 기술
단일/멀티소스 에너지 수집 기술
에너지 충전 및 분배 관리 기술
센서칩, 센서 노드 전력 관리 칩 기술
센서네트워크 표준 인터페이스 기술
센서네트워크 상태정보 모니터링 기술
센싱 데이터 다중 질의 처리 엔진 기술
센서 스트림 데이터 이벤트 처리 기술
XML 기반 USN 메타데이터 처리 엔진 기술
개방형 USN 응용 인터페이스 기술
USN 정보보호 기술
SOA 기반 프로세스 통합 및 기존 서비스 연동 기술
RFID 기반 허위 정보 감사 및 추적기술
실시간 개별물품 이력추적 및 환경정보 처리 기술
USN 이동성 지원 기술
시공간 정보기반 시맨틱 센서정보 자동생성 기술
USN 센서표준 온톨로지 모델링 기술
실감형 센싱정보 기반 USN 자율제어 프레임워크 기술
동적 RFID/USN 서비스 등록 및 Discovery 기술
USN 서비스 AAA/보안 관리 기술
차세대 개방형 USN 서비스 융합 플랫폼 기술
RFID/USN 서비스 표준 프로파일 기술
실시간 지능형 센서웹 서비스 플랫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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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중분류)

2단계(소분류)

3단계(요소기술)
RFID/USN 서비스 Discovery 기술
RFID/USN 서비스간 상호 운용 기술
RFID/USN 응용 표준 프로파일 기술

USN 서비스
플랫폼 기술

RFID/USN 인프라/서비스 표현 표준 기술
SOA 기반 RFID/USN 서비스 융합 기술
자율형 USN 커뮤니티 협업 기술
시맨틱 센서 정보 자동 생성 기술

RFID/센서네트워크 구축 및 망 구성 관리 기술
RFID/USN 인프라 동적 관리 기술
(장치 인식, 초기화,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모니터링, 진단)
RFID/USN서비스
플랫폼 기술

RFID/USN 인프라 자율제어 기술
RFID/센서 QoS 관리 기술
센서네트워크 메타 데이터 관리 기술
RFID 코드체계 및 객체 디렉토리 서비스(ODS, ONS) 기술
RFID/USN 통합 디렉토리 서비스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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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정보 지식서비스 기반 실감형 공간정보 기술

RFID/USN
서비스 인프라

＞＞RFID/USN
Ⅱ. 현황 및 전망

01

국내외 시장현황 및 전망

가. 세계 RFID/USN산업 현황
■’
08년도 세계시장은 약 87억$로서 RFID 전문조사기관들은 향후 연평균 30% 성장 전망
(IDTechEx/VDC/Fuji-Keizai/Frost&Sullivan/ETRI(’
08.8))
* RFID : (’
08)53억$ → (’
13)305억$ → (’
18)665억$
* USN : (’
08)34억$ → (’
13)276억$ → (’
18)610억$

■ 세계 RFID 주요기업은 250개 수준, USN 주요기업은 100여개 업체 정도로 추정되며,
아직은 산업화 초기형성단계로 추정됨
● 기업별 RFID 부문매출이 선도기업의 경우에도 2천만$ 수준이며 임핀지, 에일리언 등을 제외하고는
회사내 사업부문으로 운영
※선도기업 : (기기) 임핀지, 에일리언, (TI) USN 칩, (S/W 및 서비스) IBM

■ 세계 주요국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표준 주도,
보급 활성화 등의 정책 추진 中
* (미국) NITRD 프로그램에 기초한 산학관연간 광범위한 R&D 추진 및 국방부·FDA·국토보안부 등 의무화
기반의 도입 지속 확대
* (일본) [IT 新개혁전략](’
06)에 따라 경제산업성·총무성을 중심으로 이용촉진,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제조기술
개발 정책 추진 中
* (EU) IST(Information Society Technology) 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USN 분야에 ’
07∼’
13년에 걸쳐 20억
유로 투자 계획
* (중국) 11차 5개년 계획의 IT분야 20여개 RFID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개발 및 응용분야(제조, 식품/상품, 금
융 등)의 중점 육성(’
06-’
12년, 128백만 위안)

● 그러나 RFID 설비투자 비용에 대비한 가시적 효과창출 사례 부족으로 전면적 보급확산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
※ 약국, 제약회사 등의 준비 부족으로 ’
08년에 의약품 이력추적제(e-pedigree) 캘리포니아주법 시행이 ’
11
년에서 ’
15년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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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RFID/USN산업 현황
■ 국내 RFID/USN 시장은 ’
08년 매출액 기준, 55백억원으로 세계시장의 5% 수준
* RFID : (’
08)41억원 → (’
13)524억원→ (’
18)1,336억원
* USN : (’
08)14억원→ (’
13)297억원→ (’
18)1,212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
05

’
06

’
07

’
08

연평균성장률

RFID

1,548

2,297

3,368

4,145

39%

USN

569

518

1,149

1,407

35%

합계

2,117

2,815

4,517

5,552

38%

■ RFID/USN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은 약 360여개(’
07년 370개)
● 부품·기기는 LS산전, 삼성테크윈 외에는 대부분 중소기업
● S/W 및 서비스는 SI업체가 집중되고 있으나 RFID/USN에 특화로는 미약
※기업의 평균매출액 : (’
07)18억원 → (’
08) 19억원

▼ 국내 RFID/USN시장 현황 ▼
RFID

LS산전, 삼성테크윈, 알에프캠프, 파이칩스 등 176개

USN

그린센서, 누리텔레콤, 에스엔알, 옥타컴 등 88개

미들웨어·SI

아시아나IDT, 삼성SDS, CJ시스템즈, LG CNS 등 99개

■ 수출입 규모는 아직 미미(수출 701억원, 수입 578억원, ’
08년)
● RFID/USN 수출은 ’
07년 대비 RFID 20%, USN 36%로 상승하였으나, 시장의 15%(633억원),
USN은 5%(68억원)수준으로 아직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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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RFID/USN시장 현황 ▼

＞＞RFID/USN

02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가. 기술개발 추진현황
■ 국내 기술개발 추진현황
<RFID분야>
● 국내의 RFID 기술 개발은 도입 단계이고 물류, 유통 부분과 환경 시설물 등의 분야로 도입 적용 중임
- 2008년 이후에 의료, 전자 그리고 항공선박 등 사업 전반적인 부분으로 확대되어 개화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임
●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 RFID 기술 개발은 135kHz, 13.56MHz 위주였으나, 2004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 각국에서 900MHz, 433MHz, 2.45GHz 대역 Reader 상용화에 힘입어 UHF 및
Microwave 대역의 리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
▼ 국내 RFID기술 도입 현황(자료 : 산업자원부, IDTechEX) ▼
물류유통
환경시설물관리
생활문화

2005

의료약품

2006

농수산식품
보건복지
전자조달
항공선박
국방
인쇄출판
0%

10%

20%

30%

40%

50%

60%

● UHF 대역의 고정형 및 휴대형 리더 기술의 경우 거의 대부분 해외 업체의 상용 리더칩을 사용한
모듈을 사용하여, 리더 주변의 프로세서 모듈, 사용자 인터페이스, 네트워크 모듈, 미들웨어 부분을
국내에서 추가하여 국산화한 상태이며, 업체로는 미네르바, 스마트로, LS산전 등 약 10개 업체
이상에서 Reader를 제조하고, Handheld 리더의 경우 ATRF, 인트정보기술 등이 상용 제품을
판매하여 국내 시장의 약 85% 이상을 점유

1052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IT R&D 발전전략
www.mke.go.kr
www.keit.re.kr

● RFID와 핸드폰을 결합한 모바일 RFID 기술은 2005년부터 국내 기술 표준화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ETRI의 주도하에 ISO 국제표준화 기구에 9건의 표준이 진행되고 있으며, 표준 특허를 보유한
무선규격이 2010년, 나머지는 2011년까지 승인될 예정임
● 일반 RFID Label은 주로 Inlay 반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컨버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반제품의
양산에 주력할 필요가 제기 되고 있음. 알에프링크, LS산전, 알에프캠프 등이 RFID 인레이와 라벨
완제품을 양산하고 있음

● HF 대역의 리더 칩 분야에서는 쓰리에이로직스사가 ISO 14443, ISO 15693 규격에 맞는 리더칩을
양산하고 있으나, HF 대역의 태그칩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UHF 대역의 리더용 칩의 경우
파이칩스, 삼성전자가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모바일 RFID용 리더나 소량 인식용 리더에 적합하고,
고성능의 고정형이나 휴대형 리더에는 외국업체의 리더칩이 사용되고 있으며, UHF 태그칩은 현재
전량 수입하고 있으나, ETRI와 LS산전에서 2010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앨릭슨, LG CNS 등이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미들웨어를 국내 시범사업에 다수 적용한 바
있으며, 아시아나 IDT, ETRI, 한울(주), 메타비즈, 삼성SDS 등은 EPCglobal의 인증을 획득하여
국내 미들웨어의 우수성을 인정 받으며, 부산대의 MW는 WMS과 연동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900MHz 대역(Alien, Intermec, 키스컴, 머큐리) 등 수동형과 433MHz 대역(SAVI, 하이지텍사)의
능동형 RFID 장비 모두를 지원
● UHF대역의 RFID 보안 기술은 ETRI가 ISO/IEC JTC1 SC31 WG7에서 최초로 표준화를 추진하였으나,
이후 NXP, 임핀지사의 추가 참여로 여러 가지 보안 프로토콜이 표준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모바일
RFID의 보안 기술은 ISO/IEC JTC1 SC31 WG6에서 ETRI가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음
● RFID기술을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리더간 주파수 간섭회피, 인식률 향상, 부착물질에 따른
성능 안정화 등의 기술력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
● ETRI는 2007년에 리더가 밀집된 환경에서 동작하는 수동형 RFID 리더를 개발하여 EPCglobal의
시험인증 획득. 또한 금속 부착 가능한 900MHz 소형/저가 금속 태그 기술을 개발하여 RFID 태그
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금속 인식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
● 알에프링크, 알에프캠프, 손택, 플레닉스 등의 업체 또한 이미 2-3년전에 금속태그와 액체태그를
개발 완료하고, 국내외에 RFID 태그 제품을 판매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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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태그 분야는 해외에 비하여 기술 경쟁력이 높은 상황으로 손택, 플레닉스 등이 액체용/금속용
특수태그 등을 개발하여 산자부 및 정통부 RFID 시범사업에 적용한 바 있으며, 알엘프캠프는
저가의 고속 제조 방법인 프레스 방식을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

＞＞RFID/USN
<USN분야>
● 센서 분야는 온·습도, 광센서 등 일부 범용 센서가 국내 생산되고 있고, 온·습도복합센서 시제품을
개발 중이나 MEMS를 이용한 고성능 센서 등은 외산에 대부분 의존
● 현재 USN 시범서비스 등에 적용중인 센서는 대부분 크기와 소모전력이 큰 고가의 외국산 제품이고,
일부품목에 한해 국산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나, 아직 상용화되지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임
● USN 센서노드의 원천 기술은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뒤처져 있으나, 옥타콤, 맥스포 등은 ETRI나
KETI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 받아 센서 노드를 자체 생산·판매 중
● 현재 USN의 통신 방식은 주로 2.45GHz 대역을 이용하여 저속 WPAN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기반의 ZigBee 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TTA PG304/PG311에서,
국외의 경우 Zigbee Alliance를 중심으로 응용기술 표준화를 추진 중에 있음
● ETRI는 야외 등에서 전파특성이 우수한 IEEE 802.15.4 기반 900MHz 대역 센서노드 PHY/MAC
기술 및 칩 시제품을 개발하였으며, 나노 운영체제 및 ZigBee 기술 등의 네트워크 기술 및 운용
체제와 연계되어 개발되고 있음. 또한 한전KDN과 공동으로 ZigBee 기반의 AMI 기술을 개발하였음
● 2008년부터 KETI에서는 u-City용 PHY/MAC SoC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국가
도시시설물 관제에 활용하고 있음. 또한 국토해양부등과 연계하여 실재 국가 u-City 사업에 적합한
센서네트워크, 연동 게이트웨이등을 개발한바 있음
● 레이디오펄스, 삼성전기, 전자부품연구원 등에서 ZigBee 칩 개발을 완료하였고, RadioPulse는
2007년 음성 전송이 가능한, a/u-law 기반 vocoder engine이 내장된 2.45GHz 대역 ZigBee
단일칩 SoC MG2450 and MG2455를 출시 중에 있음
● ETRI, SAIT, 누리텔레콤, 한국무선네트워크, TSC systems 등에서도 국내외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시제품 개발에 적극적임
● USN 센서 노드용 저전력 보안 기술 및 수동형 RFID용 경량 보안 기술은 ETRI에서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시제품에 적용 중에 있음
● 2007년 ZigBee 프로토콜과 센서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브리지를 개발하였으며, 멀티홉 라우팅,
위치인식, 시각동기 기술을 확보하였음
● 2008년부터 신뢰성 지원 MAC, 자원 보장 링크 기반 multihop 라우팅, 원격 프로그램 배포 기술,
field debugging 기술 등이 연구되고 있음
● 2009년부터 KETI에서는 고신뢰성 지원 차세대 USN통신 기술중 하나인 ISA100기반 QoS지원
표준 기술을 연구 개발중에 있음, ISA100은 특히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산업현장에서 폭넓게 활용이
가능한 원천 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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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N 미들웨어 플랫폼 기술 개발은 ETRI, LG CNS, 가림정보기술, 코리아 컴퓨터, 넥스모어
시스템즈, 비트컴퓨터, 포스코ICT가 공동 참여하여 개발
- USN 미들웨어 플랫폼은 LG CNS, 가림정보기술, 메타빌드 등에서 상용제품 출시하여 u-City
사업 및 테스트베드 구축에 적용
- RFID 미들웨어 플랫폼은 국내 LG CNS, SDS, 가림정보기술, 메타비즈 등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ETRI는 현재 ALE 1.1 및 ISO 24791 표준을 지원하는 RFID 미들웨어를 개발
● USN 기술을 국방 분야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중 센서를 이용하여 적의 침입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기술인 감시정찰 센서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 중
● USN기반 자산추적의 경우 2007년 국내에 병원의 이동성 자산추적에 시범서비스를 거쳐서 현재
실용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단계임

● ETRI는 기존 ZigBee의 실내 근거리 통신에 적합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외의 다양한 간섭
환경에서도 신뢰성 있는 통신기능이 유지되는 새로운 MAC과 물리계층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IEEE802.15-TG4e에 DSME, IEEE802.15-TG4g-SUN에 M-DSSS로 표준화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 2009년 국내에서 가장 큰 센서네트워크 테스트 베드인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에 ETRI, KETI,
삼성전기, 레디오펄스 등이 개발한 센서네트워크 기술이 실증 기술로 도입되고 있는 단계임

■ 국외 기술개발 추진현황
<RFID 분야>
● 전 세계적으로 RFID 칩, 리더 제작 등 산업의 핵심 부문은 미국계 회사인 임핀지, 에일리언
테크놀러지, TI, 인터멕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국가차원의 RFID 확산계획을 수립·
추진 중임
- 미국은 국방부를 중심으로 부처별 RFID 활용사업을 추진하여 주요 군수물자에 RFID 태그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FDA는 약품위조 방지를 위해 제약사에 RFID 태그 부착을 권고, 국토안전부는
외국인 이력관리와 농무부는 질병관리를 위해 RFID를 활용 중
● 태그는 Box 레벨에 부착하는 Label 타입이 주를 이루며, IC정렬, Strap 제조, Bonding에 대한
원천 기술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 업체로는 ImpinJ, Alien, Avery Denisson 등이 있으며, 전 세계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Tag IC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없이 Philips, TI, Alien, ImpinJ가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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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I 분야의 경우 국내의 경우 전력선 통신 (PLC)기반으로 실용화 단계이지만 무선기반의 AMI
기술개발의 경우 기술개발 초기단계임

＞＞RFID/USN
● IBM, Sun, Oracle과 같은 대규모 솔루션 업체가 RFID 미들웨어의 중요성과 경제성으로 인해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
- Software 업체는 OAT Systems, GlobeRanger 등 순수 미들웨어 업체와 Oracle, SAP,
Logility, Manhattan Associate, Red Prairie 등 Application과 관련된 업체, TIBCO,
WebMethods 등의 Web Service업체에서 개발된 미들웨어가 있음. 미들웨어 기술은 분산 시스템
기반으로 Human Readable Data 지원, 표준 리포팅 방식 제공, 독립적 Platform, Plug-andPlay 등의 지능적인 미들웨어로 진화하고 있음
● 일본은‘e-Japan Ⅱ’전략에 따라 경산성(산업), 농림수산성(식품), 총무성(기반기술) 등 부처별로
지원정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경산성은‘5엔 태그’개발을 위한‘히비키 프로젝트’
를
출범시켜 2006년 시제품 생산에 성공. 독자적인 기술 표준의 도입, 오픈 플랫폼 공동 개발 등의
업체간 연구협력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히비키 프로젝트’
와 더불어 RFID의 실제 비즈니스
영역에의 도입 가능성, 다른 통신서비스와의 연계 등 다각적 측면에서의 RFID도입 가능성 검토하고
있음.
● RFID 유럽 컨퍼런스에서는 Metro, BNG, Delhaize Group, DHL, Tesco 등 업종별 선도기업이
참여하여 RFID 도입 현황을 설명. 주요 내용은 RFID/EPC 도입을 통해 연간 850만 유로의 비용을
절감, EPC Gen2의 도입으로 액체성분 제품의 판독 가능, 모든 해양 화물 추적의 기반에는
EPCglobal의 SSCC를 운영하고 있음.
● 유럽은 ETSI, ERO, CEPT 등을 통하여 RFID 주파수 할당 등 전반적인 RFID 규제 및 표준화
활동를 선도하고 있음.
- UHF 대역의 경우 미국이나 동남아의 FHSS 방식이 아닌, LBT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전세계적인
기술 추이에 따라 FHSS 방식도 추가를 고려하고 있으며, EU내의 유럽위원회는 RFID 기술이
지원되는 응용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와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된 권장사항 초안을
마련하고 있음
● 2007년 IDTechEx에 따르면 2016년부터는 Printed RFID Tag의 전 세계 소요 수량(2,210억개)이
칩이 내장된 RFID tag의 소요 수량(1,821억개)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해외업체들의 경우
Printed RFID 기술확보에 적극적임
- 특히 1센트 이하의 태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태그 자체에 IC가 내장되지 않은 Printed RFID
Tag가 주요 기술로 대두되며, 칩리스의 대표적인 기술인 SAW 관련 업체들에는 RF SAW,
AirGate, HID 등을 들 수 있음
● 미국의 레바 시스템즈 신개념의 미들웨어인 TAP를 출시하였는데, 주요 기능으로는 RFID 리더
그룹의 컨트롤, 다중리더 환경에서 인식률 높이기 위한 TDM 리딩 지원, 무선환경 최적화 기술,
인텔리전트한 데이터 처리, 태그 데이터의 스무딩과 필터링 제공으로 네트워크 부하 감소, 외부
시스템으로의 데이터 인터페이스 제공 등이며, 특히 자사 소프트웨어인‘RMM’
을 통해 200개의
미들웨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가 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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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Dallas에 위치한 Daisy Brand는 Sour Cream의 유통과정에 RFID기술을 박스와 팔레트 단에
적용하여 차량적재 시 내부의 청결도 및 온도를 VMC(Vehicle Mounting Computer)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 평균작업시간을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시킴
● 스웨덴에 위치한 Bioett 社는 효모의 반응성과 RFID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의 온도를 관리할 수 있는
Chip-less tag 개발
● Franwell 社는 Semi-active 태그와 센서 기술을 적용한 Enviro Sense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
중에 있음
● 미국의 하바드 대학을 중심으로 CodeBlue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모트 기반의 Vital sign 센서를
이용하여 긴급 의료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이를 위한 비대칭 키 보안 기능을 구현함

● IBM에서는 Clipped Tag라는 수동형 RFID 태그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논란을 하기 방지하기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임(안테나의 길이를 조정하여, 인식률은
동일하나 인식거리를 줄이는 방식)
● EPCglobal에서는 의약품 유통 등 제한적인 분야에 적용 가능한 아이템 단위 RFID 유통 신뢰
기술 규격을 제정함

<USN 분야>
● 미국은 Smart Dust, 오염물질 전파 모니터링 등 국방, 과학, 환경 모니터링 분야에서 다양한 USN
기반기술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일부 상용화함
※ Smart Dust : 온도·빛·진동·성분 등을 감지하고 분석할 수 있는 1㎣내 극초소형의 센서

● TI, 모토로라 사 등은 2.45GHz 대역 ZigBee 칩을 개발 판매 중에 있고, Atmel 사 등은 780/900MHz
대역의 ZigBee 칩을 판매 중에 있으며, 미국은 극초소형의 Smart Dust 노드와 국방, 과학, 환경
모니터링 분야 적용을 위한 다양한 USN 기반기술 연구를 진행 중
● 미국에서는 국립과학재단을 중심으로 센서 네트워크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센서의
자기진단, 최적배치 등 자율제어형 센서 네트워크 관련기술 개발도 진행 중에 있음
● 2006년 완성된 IEEE802.15.4-2006 등 기존의 ZigBee는 실내의 근거리 통신에 적합하여,
실외에서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적용할 수 있었음. 따라서 실외의 다양한 간섭 환경에서도 신뢰성
있는 통신기능이 유지되는 새로운 MAC과 물리계층에 대한 요구로, IEEE802.15-TG4e와
IEEE802.15-TG4g-SUN 표준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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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사의 DST RFID 태그 칩에 자체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보안 기능을 구현함

＞＞RFID/USN
● 저전력 저속의 WPAN 기술로 IEEE802.15.4, ZigBee, Z-Wave, INSTEON, Wavenis 등이 시장에
적용되고 있음
- Z-Wave 는 Zensys, INSTEON 은 SmartLabs, Wavenis 는 Coronis 등 단일 기업 제공 기술
- Atmel, Ember, Freescale, Integration Associates, Jennic, TI 등이 IEEE802.15.4 및
ZigBee 모듈을 제공, Crossbow 와 Dust Networks 는 IEEE802.15.4 제공
● WPAN 기술은 home automation, building automation, industrial automation, utility
monitoring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medical, transportation, agriculture 분야 적용은 2단계로
진행중임
- Dust Networks 는 TSMP 와 channel hopping 기술이, ETRI가 제안한 DSME 등의 기술과 함께
IEEE802.15-TG4e의 후보기술로 결정되었으며, WirelessHART 과 ISA SP100 에 채택되어
industrial automation 분야에서 경쟁력 확보
- Coronis 는 저전력, 장거리 transceiver 특성으로 utility 분야에서 경쟁력 확보
● 오라클, IBM, MS 등은 기존의 자체 솔루션에 센서네트워크를 연동하는 RFID/USN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였음
● Cornell, Rutgers등 대학을 중심으로 센서 네트워크로부터 인식된 대량의 실시간 센싱 데이터를
수집·처리 및 가공하여 DB에 저장하고, 질의 처리 및 정보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WSN 미들웨어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임
● USN기반 자산추적의 경우 미국은 병원의 이동성 자산추적에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태이며
ZigBee Alliance에서는 표준화 진행중임
● AMI 기술의 경우 미국은 2005년 통과된 에너지 정책법안(2005 Energy Policy Act)을 바탕으로
각 주 단위로 입법안이 완료 및 진행되고 있고 2008년부터 상용시스템을 설치하기 시작함
● EU의 7차 FP(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서는 무선 센서네트워크와 관련하여‘Internet of Things’
,
‘Wireless Sensor Networks and Cooperating Objects’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개발 과제
추진
※ FP7(Framework Programme) : EU국가들의 주제별 기술개발 및 사회·문화 연구를 수행하는 프로젝트로
2007~2013년에 걸쳐 7년간 50.5억 유로의 예산으로 7번째 프레임웍 프로그램(FP7)을 수행

● 프랑스의 Coronis Systems사는 Smart Metering 기술 등을 2009년 1월 회의부터 IEEE
802.15.4g 표준에 반영하기 위한 시도를 시작
● 노르웨이 StatoilHydro는 해양 Oil & Gas Platform을 원격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Robots
Operating 시스템을 개발하였음
● 일본은 총무성을 중심으로 센서 네트워크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중에 있으며, 농업, 헬스
케어, 빌딩환경 등 자율형 무선센서 네트워크 기술이 적용가능 한 분야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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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에서는 GIS 관점에서 웹서비스 구조를 기반으로 센서가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SOS, SAS, SCS, SPS, WNS)를 정의하고 SWE(Sensor Web
Enablement) 프레임워크를 표준화
※ SWE는 SensorML과 O&M(Observation & Measurement)를 기반으로 상위 서비스 구현 지원
※ SOS(Sensor Observation Service), SAS(Sensor Alert Service), SCS(Sensor Collection Service),
SPS(Sensor Planning Service), WNS(Web Notification Service)

● W3C의 SSN-XG(Semantic Sensor Network Incubator Group)는 OGC의 SWE와 센서/센서
네트워크 관련 Semantic 연계 기술 개발을 목표로 2010년 9월까지 표준화 활동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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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T Media Lab에서는“Responsive Environment”프로젝트를 통해 초소형 센서노드와 이를
활용한 Cross Reality 구현을 위한 과제를 수행중이며, 일본의 NTT 통신과학연구소에서도
“s-room”프로젝트를 통해 센서네트워크와 사물 태그 정보를 기반으로한 환경과 사물간의 상관
관계 분석과 가상세계 표현 기반 연구 수행 중

＞＞RFID/USN
나. 표준화/특허/정책 추진동향
■ 표준화 추진동향
● RFID 분야
- ISO/IEC JTC 1/SC 31, GS1, ITU-T, EPCglobal가 주요 표준화 기구임.
- 주요 표준화 추진 대상 영역으로는 무선 접속 인터페이스, 모바일RFID, 보안, RTLS, 미들웨어,
코드체계 등이 있음
● USN 분야
- 주요 표준화 기구로는 IEEE 802.15와 ISO/IEC JTC 1/SC 6, ZigBee Alliance, IETF
6LoWPAN, ITU-T 등이 있음
- USN 주요 표준화 추진 분야는 PHY/MAC 분야, 네트워킹 분야, 미들웨어 분야, USN 응용 및
정보보호 분야에서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음
▼ RFID 기술분야별 표준 참여 주요기업 현황 ▼
기술분야

기술동향

주요기업

참여현황
Nedap
NXP

SC31/WG4,
WG6, WG7,
SC17/WG4, SC6

한국

ETRI

SC31/WG4,
WG5, WG6, WG7

프랑스

Pole tracibilite

SC31/WG4

일본

Hitachi

SC31/WG4

이스라엘

Powerpaper

네덜란드

RFID
air interface
(RFID Reader/
Tag/Chip)

HF 대역의 ISO 14443A는 최대
데이터속도 847kbps를 옵션
으로 추가하는 규격이 진행중임

RFID 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오스트레일리아
다양한 응용을 위해서 리더와
오스트리아
태그간의 보안, 2.45GHz 대역
능동형/RTLS RFID 기술에 대한
표준들이 진행되고 있음

미국

Magellan

SC31/WG4

CISC

SC31/WG4, WG5

Savi

SC31/WG4

Impinj

SC31/WG4

QED systems

SC31/WG4

Motorola

SC31/WG4

Intelleflex

SC31/WG4

Intermec

SC31/WG4

Zebra Enterprise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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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기술동향

주요기업
한국

RFID 미들웨어
(S/W)

ETRI

SC31/WG4

Savi

SC31/WG4

EPCglobalTM

SC31/WG4

Reva Systems

SC31/WG4

Wherenet

SC31/WG4

덴마크, 캐나다,
루마니아, 미국

Lyngsoe
systems

SC31/WG4

한국

ETRI

SC31/WG5

Ubisense

SC31/WG5

Time Domain

SC31/WG5

Zebra Enterprise
Solutions

SC31/WG5

독일

Nanotron

SC31/WG5

한국

ETRI

ITU-T/SG16

프랑스

프랑스텔레콤

ITU-T/SG17

일본

u-ID 센터

JTC1/SC6

미국

VeriSign

ITU-T/SG16

IISO/IEC 15961은 4개의 연관
표준으로 현재 개정 중

영국

Praxis
Consultants Co.

ISO/IEC 15961-4에는 센서
데이터와 관련된 인터페이스가
정의되고 있음

미국

Q.E.D. Systems SC31/WG5, WG6

EPCglobal은 독자적인 RFID
Network의 Architecture를
제시, 데이터처리 표준(ALE)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른 제품이
여러 업체에서 개발 사용 중

미국

RFID 디렉터리
(S/W)

RFID
응용인터페이스
(S/W)

2009년 CSS 방식에 기반한 ISO
24730-5는 CD단계

미국

ETRI는 ISO 24730-2 REV1을 위한
NWIP를 2008년 12월에 제출하여
개정표준안을 추진 중
ISO/IEC JTC1/SC6 및 ITU-T/
SG17을 중심으로 OID의 해석에
대한 표준화 시작
ITU-T/SG16은 태그 기반 응용
서비스를 위한 코드 체계 및
코드 해석 프로토콜의 표준화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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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SSS 방식에 기반한 ISO 24730-2
국제표준을 2006년에 완료
RTLS
(RFID Reader
/Tag)

참여현황

＞＞RFID/USN
▼ USN 기술분야별 표준 참여 주요기업 현황 ▼
기술분야

기술동향
한국

PHY/MAC
(H/W, Chip)

ZigBee
(S/W)

6LoWPAN
(S/W)

주요기업

미국

Smart Energy WG은
2007년 결성되어 2008년
Smart Energy 프로파일
표준 개정중

미국

참여현황
ETRI

IEEE 802.15/TG4e

Dust networks IEEE 802.15/TG4e
Ember

ZigBee Alliance/ZARC

Itron

ZigBee Alliance/Smart
Energy

Daintree

ZigBee Alliance/ZARC

한국

ETRI

독일

Schneider
Electric

IETF ROLL WG

프랑스

프랑스텔레콤

IETF ROLL WG

핀란드

Sensinode

IETF 6LoWPAN WG

Archrock

IETF 6LoWPAN WG

PHY/MAC 기반의 센서
네트워크 저전력 장비를
위한 IP 기반 라우팅 기술을
표준화 중

IETF 6LoWPAN WG

Cisco

IETF ROLL WG

DustNetworks

IETF ROLL WG

Zensys

IETF ROLL WG

미국

JohnsonControls IETF ROLL WG

USN 미들웨어
(S/W)

ETRI 주도로 표준화 진행
외국기업은 관망중

한국

Eka Systems

IETF ROLL WG

ETRI

IETF ROLL WG

- ETRI 는 IEEE802.15.4g TG 에 SUN(Smart Untility Network) 용 PHY 방식으로 기존 IEEE
802.15.4-2006의 DSSS 에 전송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M-DSSS(Multiplexed 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 방법을 제안, 표준화 중
- 전기산업진흥회 내 전력IT 표준화 포럼에서 2011년까지 전력IT관련 표준화를 마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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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추진동향
● 최근 5년간 IC card 분야에서 RFID 태그 안테나, 리더/라이터 안테나, RFID를 제품에 부착하여
응용하는 기술, 센서 네트워크 등의 분야로 연구개발방향이 변하였고, 특히, 최근에는 RFID/USN
기반기술분야에서 모바일 RFID, RFID/USN 서비스 플랫폼, 센서 네트워킹 기술 및 RFID/USN
응용서비스 분야에서 식품/의약품산업, 전자/가전산업 응용기술은 미래 유망한 기술분야일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센서네트워크 관련 기술 특히 미들웨어 및 이종망 연동기술 분야는 특허 출원인수 및 출원건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연구개발투자에 의하여 핵심기술의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고
판단됨

● RFID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일반 가정용 가전제품, 유원지 등의 입장관리 시스템, 경비 및
도난방지관련 시스템, 의료기구 및 치료방법 등 적용분야가 확산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짐
● 해외 응용서비스 분야에서는 일본에서는 가전, 문화/관광 산업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서는 농수산
관련 산업 등의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적용이 심화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전기/전자 분야로 적용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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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ID응용서비스 분야에서는 RFID의 대표적인 응용분야인 자동차, 유통, 물류 산업 뿐만 아니라
전자/가전, 문화/관광, 안전, 보건/의료 산업분야도 많이 출원되어 있음

＞＞RFID/USN
■ 정책 추진동향 및 시사점
구 분

Issue

주요내용

확산적용 위한
- 태그 부착 의무화, 인센티브 제공 등 법·제도적 기반 마련
법·제도적
(예 : 감염성폐기물관리, 애완견관리, 항만물류의무화 등)
기반 마련
-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산업 강화

Politics

그린 IT 성장
-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그린산업 강화
정책
·Green IT, IT기반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등 지능형 친환경 서비스
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세계
경제 위기

세계적 경제 위기로 IT 투자 감소 및 도입 지연되고 있으나, ROI
재조명으로 RFID/USN 기술 도입 고려

IT 서비스
산업 확산

서비스(BM) 미 정립 등 단점이 있지만, 서비스 추진 시 확산 가능성
높음

Economics

Society

사회 인프라
측면 요구

- 국민 삶의 질 향상 요구
- 4대강 정비 등 국가 기반 지능화 및 사회 안전망 요구

소비자 요구
- 제도적인 개인정보보호 요구
수준 향상
산업융합
기술 강화

Technology

- 주력산업과 산업 융합 기술 개발 추진
- 다양한 응용서비스 모델 창출

- 국제 표준화 경쟁 심화
global
표준화 추진 - 원천 IPR 확보 필요
- 새로운 정보 패러다임의 변화 가능
New
Intelligence - 신뢰성, 내구성, 상호운용성 문제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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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술발전 및 미래전망

■ RFID 리더/태그기술의 발전전망
● 수동형 RFID 리더 및 태그는 초소형화, 초경량화, 저전력화, 지능화 방향으로 기술 발전이 진행될
전망
- 상용 RFID 리더칩(임핀지, AMS, 파이칩스, 삼성)의 고성능화 예상
- 임핀지, 에일리언사의 auto-pilot기능이 확장되어 향후 리더의 지능화 예상
- 초소형화된 저가 고성능의 RFID 리더가 무선통신 모듈 등과 집적화되어 B2C 서비스에 상용화할
것으로 예상

● 센싱기능을 포함한 BAP(Battery Assisted Passive) RFID 리더와 태그의 ISO 표준이 2010년
중순쯤 완료될 예정에 따라, 신선식품, 혈액관리 등의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센싱 기능을 가진
BAP 리더와 태그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
- 센서는 MEMS 기술을 이용하여 초소형화되고 단일 칩에 여러 종의 센서를 집적한 다기능화 예상
● 태그의 배터리를 오랫동안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H/W, S/W 기술, 에너지 harvesting 기술
및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RFID 리더 및 태그의 인식거리 및 사용기간이 향상되어 태그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센서노드 기술의 발전 전망
● USN 전송 및 센서노드는 언제, 어디서나 산재되어 USN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파적응형 고효율
및 양방향 자율제어 전송기술과 극초소형, 초경량화, 저전력화 및 long-life, 지능화 및 모바일화
방향으로 기술 발전 전망
- 센서는 MEMS 기술을 이용하여 초소형화되고 단일 칩에 여러 종의 센서를 집적한 다기능화,
전자회로 및 무선통신 모듈을 집적한 지능화된 방향으로 발전 예상
- 센서노드의 배터리를 오랫동안 효율적으로 소모하기 위한 H/W, S/W 기술, 에너지 harvesting
기술 및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현재 취약한 센서노드의 전원 문제는 극복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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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의 수동형 RFID 태그가 진화하여 에너지 자가발전 기능을 가지고 센싱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질
것으로 예상

＞＞RFID/USN
▼ RFID 태그 발전 방향 ▼

센서태그
스마트라벨
능동형 RFID
수동형 RFID

읽기·쓰기
+ 배터리

읽기·쓰기

이력관리
·배터리 부착
·수십미터 원거리
·수명제한적

단순정보인식
·1m이내 근거리
·반영구적
Information
Identification

물품 및 주변
상태센싱
+ 센서

환경정보센싱
및 통신
+ 통신모듈
+ 프로세서

물품상태 센싱

원격통신 제어

Home Network

U-Service

Traceability

- 센서노드는 reporting에서 coordinating & controll로, sensing에서 inferring으로, visible에서
invisible, local → global 로 진화

▼ USN 센서노드 발전 방향 ▼

2000년대
초기의 센서노드

동전크기의
센서노드

다양한 센서와 저전력 통신 모듈의 결합

Power

MEMS형
센서노드

-2005년대
소형화

2010년대

1066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Radio

Processor

IT R&D 발전전략
www.mke.go.kr
www.keit.re.kr

● 센서 노드용 Embedded OS는 제한적인 프로세싱과 메모리 자원 환경 하에 수행되며, 대규모
USN 구성을 위한 클러스터링, 자율컴퓨팅 지원 등의 고성능 및 초소형으로 진화
● IP 주소를 갖는 센서 노드 및 MEMS 기술 기반의 초소형 센서 노드가 개발되어 고성능화 지능화,
소형화된 형태로 발전

■ USN 네트워킹 및 망연동 기술의 발전 전망
● USN네트워킹 및 망연동 기술은 센서네트워크 기술을 확장하여 국가적 통신망으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임
●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MAC 및 네트워킹 기술은 LR-WPAN 기술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WLAN, WiBro, 이동망, 위성망 등의 액세스 네트워크를 통해 BcN과 연동 가능

● USN의 MAC 기술은 절전형 메쉬 네트워크에 Parameterized/ Prioritized QoS를 지원하기 위해
비컨 기반 MAC 기술로 진화할 전망
● USN의 네트워크 기술은 기기의 이동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향상된 Short Address 할당 방식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진화 전망.
● 센서 네트워크 구성 및 라우팅의 안전성과 신뢰성,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저전력·지능형·이동형
라우팅 기술 및 네트워크 관리 기술이 개발되어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센서 네트워크 응용 서비스
가능
● 방송통신·인터넷망의 융·복합에 이어 센서 네트워크에 의한 사물간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개인
이동성을 지원하는 센서간 협업 네트워크로 진화가 예측됨

■ 미들웨어 및 서비스 플랫폼의 발전전망
● 미들웨어는 RFID 미들웨어와 USN 미들웨어가 독립적인 기술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궁극적
으로는 두 미들웨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위한 지능형 RFID/USN 서비스 플랫폼으로 발전 전망
- 서비스 플랫폼은 실시간 지능형 센서웹 서비스, 시공간 정보 융합 센서정보 지식서비스, 실감형
USN 콘텐츠 제공 및 관리 플랫폼 등의 단위 기술이 통합된 USN 서비스 플랫폼으로 발전
● USN 미들웨어는 기능적으로 다양한 유무선 현장 장치 간의 표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대용량의
실시간 센서 스트림 데이터의 지능적 처리를 위한 미들웨어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며, 분산형,
경량형 및 모바일 지원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진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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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환경/생태, 유틸리티 관리등은 최대 10Km급 전송 거리를 확보한 DCU (Data Collector
Unit)기반 센서네트워크 데이터 수집 및 연동 기술로 진화할 전망

＞＞RFID/USN
● 또한, RFID/USN 서비스 플랫폼은 센서정보의 지능화를 위해 차세대 웹기술인 시맨틱 기술과의
융합 및 다양한 도메인별 온톨로지를 활용한 상황인지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여 대응하는 기술로 진화 전망.

■ USN 공통기술의 발전전망
● USN 정보보호는 초기 RFID를 위한 초경량 RFID 보안기술에서 능동형 센서태그 정보의 보안을
거쳐 USN 센서노드 및 센서네트워크 보안 기술로 발전
- RFID/USN 프라이버시 보호는 정책 기반 프라이버시 보호에서 인식영역 제어 기반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로 진화할 전망
- 센서 네트워크 침입/공격에 대한 탐지와 이에 대한 대응 기술이 점차적으로 연구될 것으로 전망
- 아이템 단위 RFID 태그 복제 방지를 위해 물리적 복제 방지 기법(Physically Unclonable
Function)을 적용하는 형태로 발전 예상
- USN 센서노드 보안 기술 또한, 초경량화/에너지 고효율화를 위해 H/W 기반의 보안 칩 형태를
지향할 것으로 예상
● USN 서비스 연동 기술은 센서 네트워크 서비스를 탐색, USN상의 각종 센서노드로부터 감지된
센싱 데이터를 다양한 응용서비스가 활용하도록 하는 서비스로 발전

■ USN 응용서비스 기술의 발전전망
● 이동통신과 인터넷이 결합된 무선인터넷 인프라에 RFID/USN 인프라를 융합시켜, 사용자에게
새로운 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인 u-IT융합기술 확산을 통해 신 산업영역 발굴과 시장 활성화가
전망되고 있음
● 2008~2010년 경에는 미들웨어와 애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분야 등
본격적인 RFID/USN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 됨
● RFID/USN 응용기술은 상황, 환경의 인식기술이나 필요한 정보의 추출, 분석기술에 의해 다양한
사회, 경제활동에 있어 보다 이용자 요구에 가까운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RFID/USN 융합기술이 활성화됨에 따라 SI 업계의 사업영역이 가장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시범사업을 계기로 국내 대형 SI 기업을 중심으로 RFID/USN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RFID/USN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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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경쟁력분석 및 핵심발전 동인

01

국내 R&D의 평가 및 경쟁력 분석

가. 추진 성과
■ 2004년부터 RFID/USN 분야 R&D가 착수되어 관련 핵심 특허 확보, RFID 태그 가격 하락,
세계시장 점유율 5% 달성
’
04년

’
06년

’
08년

RFID 특허 출원건수

411건

1,036건

36건

USN 특허 출원건수

117건

596건

30건

RFID 태그 가격

2,000원대

300원대

100원대

RFID 매출액

1,235억원

2,297억원

4,145억원

USN 매출액

-

518억원

1,407억원

※ RFID/USN 협회(’
09.8월)

■ 900MHz 수동형 RFID, 433MHz 능동형 RFID 및 2.45G 센서노드 개발 완료 및 미들웨어
국산화로 기존 2∼3년이던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1년 이내로 단축
● 세계최초로 휴대폰 내장용 900MHz RFID 리더 칩 개발에 성공하고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 센서태그 기술의 핵심특허 5건을 국제표준(ISO/IEC) 표준에 채택되어 RFID 분야의 기술적 위상
제고
● USN 네트워킹 기술의 핵심특허 3건을 국가단체표준(IEEE) 표준에 채택되어 향후 USN 네트워킹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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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RFID/USN
나. 한계점
■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상당히 단축되었으나 여전히 기술격차 존재하고 수요기반 R&D과제
다소 미비
● RFID 태그·리더 칩, USN 센서노드 칩은 현재 일부 국내기업에서 개발·양산할 예정이나 대부분
수입에 의존
* RFID 태그·리더칩 : 삼성전자, LS산전(ETRI), 파이칩스 등 개발·양산 준비 중
* USN 센서노드 칩 : 레이디오펄스, ETRI, KETI에서 시제품 개발·시장진입 준비 중

● RFID/USN 대규모 시장수요 확산을 위해서는 적용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 해결 필요
- RFID 도입을 위해서는 인식률 제고(유통·물류, 철강 등), 기존 제조공정 적용기술 등 세부적인
응용기술 해소가 요구
* 인식률 : 태그 부착 위치, 부착대상(액체, 금속 등)에 따라 인식률이 상이
* 기존 공정 적용 : 제품 제조 속도에 맞출 수 있는 고속 태그부착 기술 등 필요

- USN 분야도 설치 기준 등 각종 기술표준 마련이 시급하고 다양한 센서 기술 확보도 필요
* 설치 기준 : 대표성 있는 측정값을 얻기 위한 위치기준 필요(기상 센서 등)
* 센서 기술 : 기온, 가속도, 진동 등 다양한 정보 획득을 위한 센서 기술 요구

■ RFID/USN업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 중소기업에 불리한 구조
● 관련 기업의 83%는 부품·기기 제조 중심의 중소기업이나, 업계 특성상(IT 시스템 구축) SI 기업이
주도
- 중소기업은 협소한 국내시장 속에서 SI 기업의 하청 형태로 참여하여 적정이윤 확보가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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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수준 평가
● 미국이 모든 기술에서 최상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상위국 대비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살펴본 결과, RFID(88.8%), 센서 네트워크(84.5%),
RFID/USN 인프라(84.4%), 기술 격차는 RFID(1.24년), RFID/USN 인프라(1.50년), 센서 네트워크
(2.10년) 순으로 큰 차이를 보임
▼ 중분류 기준 주요국의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현황 ▼
[RFID/USN 분야 응답자, n=78]

구 분

국가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최고점 : 7점)
미국

대분류

RFID/USN

유럽

한국

88.7

88.7

85.8

인도

74.3

68.9

69.5

1.30

3.34

3.34

93.1

88.7

88.8

0.93

1.14

1.24

67.4

66.6

3.15

3.32

85.1

88.5

84.5

73.2

70.8

72.0

3.73

3.73

3.68

74.4

68.3

69.7

3.11

3.01

2.79

75.5

RFID

2.54

0.00

100.0
중분류

중국

1.62

1.36
0.00

100.0

대만

센서네트워크

1.85

1.57

2.10

0.00

100.0
RFID/USN
인프라

88.2
1.28

88.9
1.17

84.4
1.50

0.00

2.44

※ 최상위 기술국의 기술수준을 100%, 기술격차를 0년으로 환산한 수치임
(출처 :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08.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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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일본

＞＞RFID/USN
● 대분류 차원인 RFDI/USN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단계가 선행개발 단계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48.5%), 중분류 기술별로 살펴보면 RFID, 센서 네트워크는 선행개발 단계라는 의견이
각 45.1%, 60.3%로 많았으나, RFID/USN 인프라의 경우 응용연구단계라는 의견이 39.3%로 많음
● RFID, 센서 네트워크, RFID/USN 인프라 모두에서 한국과 최상위국과의 기술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견이 각 47.9%, 71.2%, 50.0%로 많음
▼ 중분류 기준 주요국의 연구개발 단계 및 기술격차 추이 현황 ▼
[RFID/USN 분야 응답자, n=78]

국가별 연구개발 단계 (%)
구 분

대분류

미국

일본

유럽

한국

대만

중국

인도

기초연구

2.0

1.0

1.5

2.0

20.5

33.5

35.5

응용연구

17.5

32.5

27.0

26.0

47.0

44.0

46.5

선행개발

28.5

34.5

43.0

48.5

24.5

21.5

16.5

상용화개발

52.0

32.0

28.5

23.5

8.0

1.0

1.5

기초연구

4.2

1.4

2.8

0.0

11.3

31.0

31.0

응용연구

15.5

19.7

16.9

12.7

43.7

40.8

47.9

선행개발

15.5

33.8

40.8

45.1

29.6

25.4

18.3

상용화개발

64.8

45.1

39.4

42.3

15.5

2.8

2.8

기초연구

0.0

1.4

0.0

1.4

31.5

30.1

39.7

응용연구

17.8

39.7

26.0

28.8

43.8

50.7

42.5

선행개발

31.5

28.8

50.7

60.3

20.5

19.2

16.4

상용화개발

50.7

30.1

23.3

9.6

4.1

0.0

1.4

기초연구

1.8

0.0

1.8

5.4

17.9

41.1

35.7

응용연구

19.6

39.3

41.1

39.3

55.4

39.3

50.0

선행개발

41.1

42.9

35.7

37.5

23.2

19.6

14.3

상용화개발

37.5

17.9

21.4

17.9

3.6

0.0

0.0

RFID/USN

RFID

중분류 센서네트워크

RFID/USN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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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분류 기준 주요국의 연구개발 단계 및 기술격차 추이 현황 ▼
[RFID/USN 분야 응답자, n=78]

국가별 연구개발 단계 (%)
구 분
미국

일본

축소

현행유지

20.5
대분류

RFID/USN

39.5

48.0

47.0

38.0

19.7

현행유지

14.1
36.6

RFID
64.8

49.3
15.5
축소

13.7

현행유지

9.6

대만

중국

인도

19.5

19.5

21.5

19.5

39.5

30.0

41.0

48.5

21.1

16.9

25.4

31.0

33.8

19.7

23.5

57.0

15.5
52.1

32.4

47.9

49.3

확대

6.8

46.6

47.9

43.8

45.2

30.4
RFID/USN
인프라

현행유지

17.9
33.9

48.2
48.2
21.4

54.9
29.6

12.3

16.9
43.8

71.2

축소

22.5
47.9

64.4
21.9

30.5

확대

16.4
중분류 센서네트워크

50.0

25.0

19.6

28.8
50.7
56.2

37.0

32.9

확대

21.4
42.9

35.7

26.8

23.2

25.0

23.2

41.1

44.6

35.7

30.4

50.0

19.6

51.8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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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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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13.5

60.0

축소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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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분석 및 Supply chain상 경쟁현황

■ SWOT 분석
강 점

약 점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대비 국내 요소기술
축적이 미흡

Ubiquitous 기술적용이 용이한 세계수준의 이동통
신기술 관련 인프라 보유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등 풍부한 IT 관련 전문
인력 보유
국책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활발한 기술개발 추진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 및 RFID/USN 관련
사업의 적극적 추진
단말, 유무선통합네트워크, 컨텐츠, 접속망, 대형
포털 등 세계적 수준의 기업을 보유, 기술 및 상
품 경쟁력이 매우 큼
관련 기업 및 학계의 USN에 대한 관심 고조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기술표준 주도권 확보
빈약(UHF 대역)
무선 기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파 간섭/인식률
등의 기술적 한계
서비스관점에서 산업별 RFID/USN 도입을 위한
기술 분석이 미흡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시장 인식 부족 및
비즈니스 모델 부족
관련 기술표준에 대한 주도권 확보 미흡
관련 전문가 및 기업 부족
센서 노드 가격의 완만한 하락 가능성
성공적인 구축사례의 부재

기 회
선진 각국 역시 정부 주도의 기술개발 단계로서
상대적으로 기술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잠재성
존재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관련분야 기술표준 제정이
활발히 추진 중
일부 분야의 경우, 기술격차가 비교적 좁은 편이며,
u-City와 같이 기존 인프라와 결합된 일부 분야는
기술 경쟁력이 높음 - USN 관련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의 수요 증가

위 협

선진국의 주도적인 표준화 진행
개발 기술의 산업화 및 표준화 미흡
USN 서비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상응하는 각종
인프라 고도화가 필요
국내외적으로 아직 가시적인 성공사례가 도출된
바 없음

RFID/USN관련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의 수요 증가

국내 개발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해외
기술의존도가 높음

선진 각국에서 RFID/USN에 대한 다양한 시범
서비스 실시 중

RFID/USN 응용서비스에 대한 선진국의 공격적인
기술개발 추진

RFID/USN기술의 고도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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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ply chain상 경쟁현황
▼ RFID/USN분야 Supply Chain변화 ▼

현재
SI(MW, Application/Service)
정부 및 지차제 사업, SI
(KT, SK, SDS,
Network 중소USN기업)

RFID/USN Chipset
(외국기업위주-TI, Ember등 )

Network 이용
단말 판매

새로운 시장
서비스(센서명)
판매/공급

유무선인프라이용

Service Portal
MW, 서비스플랫폼, 센서앱
(포털, 대형 SI, 서비스(센서형)
프로슈머)
Wire-Wireless Infra
인증, 연결/접속, 과금 등
(유무선사업자-KT, SKT, LGT)
Installation
구축, 운영, 유지보수 등

구축/운영 수익
칩셋 판매
단말 판매

Device
(Device 제공 기업)
RFID/USN Chipset
국내외 기업
(TI, 삼성, LG 및 중소 업체)

칩셋 판매

● RFID 분야 부품 제조 산업은 리더칩, 태그칩, 그리고 리더칩 주변 부품을 생산하며, 모바일RFID용
리더칩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품은 해외 기업체의 공급에 의존함
- 국내 부품 제조 산업은 HF 대역 리더칩, UHF 대역 모바일RFID 리더칩으로 국내 서비스 산업에
성장에 따라 꾸준한 증가 예상
- UHF 대역 고정형과 휴대형 리더칩은 해외 기업체 의존이 100%이며, 국내 수요는 계속 증가 예상
- RFID 산업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UHF 대역 태그칩은 해외 두 개 기업(임핀지, 에일리언)
에서 생산하며, 수요 기업은 경쟁전략을 사용하여 가격을 낮추는 추세임
● RFID 분야 제품 제조 산업은 리더, 태그, 모바일RFID 단말을 생산하며, 국내 기업체에서 공급함
- UHF 수동형 RFID 분야의 국내 RFID 제품 제조사가 생산·판매하는 RFID 리더와 태그의 성능은
세계적 수준으로 국내 기업간의 제품 경쟁이 치열하며, 수요자의 편리성과 저가화를 중심으로 시장
경쟁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
● RFID 시스템 구축 산업은 다양한 수용에 맞춰서 적합한 RFID 제품을 사용하여 응용 구축함
- UHF 대역의 전파 특성상 인식률 등의 기술적 한계를 배치, 스케쥴링등의 방식으로 해결한 구축
경험을 가진 기업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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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USN Device
Gateway, Node, Reader,
Tag(중소 USN기업)

구축/운영
수익

가까운 미래

＞＞RFID/USN
● 서비스 및 사용자 중심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갖는 공급 사슬 형성
- USN은 센서 및 센서 솔루션 시장, USN 칩셋 시장, USN 디바이스 시장, 구축·운영·유지보수
사업자, 유무선망사업자, 서비스 판매 및 공급 시장, 사용자 단말 등 매우 복잡하게 구성
- 초기 USN은 WSN을 중심으로 저전력 통신 기술이 중심이 되어 센서 및 칩셋, 센서 디바이스,
관련 응용 등 단순한 구조로 시작되었으나 서비스 및 사용자 중심의 명확한 가치사슬의 확립을
통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
● 전통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RFID/USN 기술
- 건설, 농업, 환경, 교통, 안전, 산업자동화, 헬스, 에너지, 문화, 엔터테인먼트 등 기존 산업의 가치
사슬의 적용을 통한 생산성 증진, 산업 경쟁력 증대 등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시장 지배력
강화의 역할
● 새로운 수요 창출을 퉁한 미래 산업의 중심 역할
- 2차원적 IT중심에서 센서 및 태그가 중심이 되는 3차원, 4차원적 다양한 미래 기술의 선도
- 최근의 Smart폰의 열풍 중심에도 센서가 있으며, 센서 및 응용의 확대를 중심으로 진화 예상
- 다양한 RFID/USN응용을 위한 新단말, 사용자 중심의 RFID/USN서비스 인프라, 기존 유무선
통합망과의 연계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망 연동을 통한 수익 창출 예상
- 미국, 일본, EU 등은 USN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표준
주도 및 보급 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 중임
* 미국 : NITRD 프로그램에 기초한 산학관연간 광범위한 R&D 추진 및 국방부·FDA·국토보안부 등 의무화
기반의 도입 지속 확대
* 일본 : [IT 新개혁전략](’
06)에 따라 경제 산업성·총무성을 중심으로 이용촉진,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제조기술개발 정책 추진 중
* EU : IST(Information Society Technology) 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USN 분야에 ’
07 ’
13년에 걸쳐
20억 유로 투자 계획
* 중국 : 11차 5개년 계획의 IT분야 20여개 RFID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개발 및 응용분야(제조, 식품/상품,
금융 등)의 중점 육성(’
06 ’
12년, 128백만 위안)

- 정부는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를 이끌 6대 분야의 신성장동력 22개를 선정, 발표
(’
08.09.22), RFID/USN은 22개 분야 중 하나로 선정됨
- 지식경제부는 USN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2017년까지 세계 3강 목표를 달성하고자 USN 요소
기술 및 융합기술 개발, 산업화기술에 중점 투자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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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산 중심의 센서 및 센서 솔루션에서 벋어나 독자적 공급 능력 강화
- 기술은 있으나 시장성이 부족하여 활성화 되지 못하는 국내 현실에서 벋어나 국산 센서 및 센서
솔루션 시장에 활성화의 핵심역할
* 세계 센서 시장은 2007년 529억 달러로 추정되며, 5.21%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2010년에는 625억달러, 2015년에는 785억 달러로 전망(The Freedonia Group, Inc, Sensors in
the US to 2010, Frost and Sullivan)

● 다양한 USN 칩셋 및 USN 디바이스 개발을 통한 새로운 시장 형성
- USN 시장 활성화는 센서 노드의 수요 확대를 의미하며, 이는 관련 칩셋 및 다양한 형태의 센서
노드 공급을 위한 기반이 됨. 중소 기업 중심의 소량 생산, 소량 공급 위주에서 다양한 기업의
대량 생산, 대량 공급 형태의 점진적 확산

● 센서 네트워크 구축·운영·유지보수를 위한 신규 사업자를 통한 고용 효과 증대, 관련 산업의 공급
능력 강화
- 센서 네트워크를 일반 사용자가 쉽게 설치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망 구축, 운영, 유지 보수를
위한 새로운 사업자 등장이 예상
- 공공 서비스, 기업 서비스, 개인 사용자 등 다양한 형태의 구축 및 운영 형태가 예상
● 기존 유무선망 사업자를 위한 새로운 수익 모델 확산
- 한국은 유선, 무선 통신 사업자의 통합을 통한 대형 사업자 위주의 네트워크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망 접속 기술(이동통신, WiFi, Wibro 등) 및 인프라를 소유하고 있음
- 한계점에 다다른 망 수익 모델의 전환점이 됨
● 다양한 계층의 사용자 흡수를 통한 서비스 판매 및 공급 시장 창출
- SNS(Social Network Service), 스마트폰용 앱 등을 활용한 서비스 판매를 통해 센서 및 센서
네트워크 활용에 둔감했던 일반 사용자 흡수
- 기존 전화 및 단순 컨텐츠 중심의 단말에서 센서 네트워크 활용을 위한 신규 단말 개발을 통한
국내외 새로운 시장 개척
- 전자책, 음악, 비디오 등 단순 멀티미디어 중심에서 센서네트워크가 포함된 다차원 멀티미디어
시장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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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N 칩셋은 미국이 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소량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센서 노드 등의 USN 디바이스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독립적 공급이 이뤄지고 있음

＞＞RFID/USN

03

핵심발전 동인분석

가. RFID/USN 산업의 정치적 변화
(1) 확산 적용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태그부착 의무화, 인센티브 제공 등 법·제도적 기반 마련
-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정부 조달물품, 컨테이너 등 주요 분야에 RFID 도입 의무화 추진
- EU는 WEEE(전기전자장비폐기지침) 발효하여 폐기·재활용 과정에서의 RFID 활용 전기를 마련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의료폐기물 분야에 RFID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시장이 급성장
※ 폐기물관리법 개정(’
07.7월) : 의료폐기물 운반 용기에 RFID를 적용하여 실시간 추적·회수

▼ RFID 관련 주요 규정 및 법령 및 내용 ▼
구 분

관련법령

주요 내용

추진 일정

비 고

의료폐기물 운반용기에 RFID
의무 적용

폐기물
관리법

의료폐기물 운방용기에 RFID를
적용하여 실시간 추적·회수

개정 완료
(’
07.7)

환경부

국가 물품 납품시 조달 RFID
태그 부착 후 납품

내부 규정

’
08년 4개 물품군을 시작으로
’
10년까지 총189개 전 물품군
확대

일부 개정
(’
08.2)

조달청

항만 컨테이너에 대한 RFID
부착 의무화

내부 규정

항만용 컨테이너에 태그 부착을
통해 식별률·인식시간 개선

’
08년 하반기

국토부

의약품 이력관리체계 및 RFID
사용규정 마련

약사법
시행규칙

전문의약품 대상 바코드 또는
RFID 사용 의무화

’
09년 이후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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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린 IT 환경 구축
■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CO2 배출 국가로(증가율은 OECD 국가 중 1위)향후 탄소배출 감소
의무국 지정 및 강도 높은 감축 요구가 예상되며 이에 정부는 IT기반 저탄소 녹색성장을 가속화하여
그린IT가 환경규제를 넘어 신 성장 동력으로 추진을 하고 있음
● RFID/USN을 활용한 환경 모니터링 및 기후변화 예측, 정책 의사결정지원과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기초통계 및 지식베이스 등은 저탄소 사회의 핵심 인프라
● RFID/USN 신기술을 에너지절약 및 저탄소 녹색도시와 녹색산업단지 건설에 적용

● RFID 태그를 부착하여 중고품의 회수·폐기·재활용에 이르는 역물류 분야의 공급망을 관리

■ 주요국가들의 정책 방향
● 정부 주도 산업 활성화 정책 강화
- 세계 각국은 정부 주도하에 물류,교통,전력,의료 분야와 같은 파급 효과가 큰 산업에 RFID/USN
기술을 도입하는 정책 강화
● 미국은 유통.물류 분야의 Wal-Mart와 같이 민간 분야의 투자가 RFID 도입을 주도하고 있으며
전력과 USN 기술을 융합한‘스마트 그리드’프로젝트를 추진 중
● EU는 주로 정부 주도하에 RFID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비 유지.보수 분야의 다이너마이트
프로젝트에 372만 유로, EPC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BRIDGE 프로젝트 등에 610만 유로를 투자
● 일본은 e-Japan II 전략을 중심으로 각 관련 부처별로 지원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크게 이용
촉진, 네트워크, 제조 기술 측면으로 분류하여 추진되고 있음
● 중국은 국가 제11차 5개년 (’
06~’
10년) 계획 기간에‘국가 첨단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
를 통해
‘RFID 기술 및 응용 연구’
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있으나 아직 실적은 미미함
● 식품, 의약품 물류 등의 분야에 추적성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움직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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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ID/USN기반 저비용 물류 및 지능형 교통 시스템 기술개발을 통한 에너지 비용절감

＞＞RFID/USN
나. RFID/USN 산업의 경제적 변화
■ 세계 경제 위기
● 세계적 경제 위기로 IT 투자 감소 및 도입 지연되고 있으나, ROI 재조명으로 RFID/USN 기술
도입 고려
- 세계적 경제 위기로 미국, EU 등에서는 RFID/USN 투자 감소 및 도입 지연되고 있음
- 소유형 IT 환경에서 유틸리티 서비스 가입형 IT 환경으로 전환이 확산되고 있음 (클라우드
컴퓨팅, SaaS)
- IBM. MS, Oracle 등의 대기업도 기존의 제품 판매 중심에서 서비스 판매 중심의 경영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대규모 IDC 구축)

■ IT 서비스 산업 확산
● 서비스(BM) 미 정립 등 단점이 있지만, 서비스 추진 시 확산 가능성 높음
- 융합기반 신사업 및 신서비스 창출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노력
- IT 뉴딜 등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존 사업과 IT산업의 융합 및 시너지 창출 기대
● 세계 RFID 시장규모는 2007년 약 38억불 수준에서 연평균 성장률(CAGR) 23.9% 성장추세로
2014년에는 233억불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시장확산이 지연되고 있으며지연되업계는 재정적 위기에 봉착
하고 있음
● 아직 자체적인 재원으로 RFID에 투자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직접
투자에 의한 ROI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기업간 협업에 의한 공동투자 등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 국내 RFID산업은 정보 유통의 혁신적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지능형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지식경제부는 신 성장동력 과제의‘뉴 IT산업’
으로 육성할 계획을 추진함.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정기술과 IT 생산력을 기반으로, 세계적 RFID 생산, 공급 기지로 도약이 가능함
● 표준코드 사용 또는 공용인프라사용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저항이 있음
● 세계 IT 산업의 성장정체 및 투자감소
- 세계적 경제 위기로 미국, EU 등에서는 RFID/USN 투자 감소 및 도입 지연되고 있음
● 소유형 IT 환경에서 유틸리티 서비스 가입형 IT 환경으로 전환이 확산되고 있음 (클라우드 컴퓨팅,
SaaS)
● IBM. MS, Oracle 등의 대기업도 기존의 제품 판매 중심에서 서비스 판매 중심의 경영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대규모 IDC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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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FID/USN 산업의 사회적 변화
■ 국민 삶의 질 향상 요구
● 식품안전, 환경관리, 교통제어 등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요구
● 4대강 정비 등 국가 기반 지능화 및 사회 안정망 요구
● 재난·재해의 대형화, 집중화, 다양화되고 사회안전망의 부족으로 소모적 사회 비용 지속 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모색 노력
● 환경오염감시, 재난·재해 관리 분야 등 전 국토 사회안전망 지능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전국규모
인프라 구축
RFID/USN

■ 소비자 권리 강화
● 제도적인 개인정보보호 요구
- RFID/USN 기술의 편리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프라이버시 침해 및 범죄 악용에 대한
우려도 크게 증가
- RFID/USN 기술로 인한 인간존엄 및 위치정보 관련 법률 등의 기존 제도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인식제고 필요성 증가
※ 예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 품질에 대한 소비자 요구 수준 향상
- 고품질의 다양한 정보에 대한 소비자 요구 수준 향상
- 무한한 센싱정보, 지능형 IT환경, 인간 친화적 IT환경 등 풍요로운 삶을 위한 요구 증대
· 상품, 환경, 먹거리, 교통, 육아 등과 관련한 안심생활정보에 대한 열람요구가 조금씩 커지고 있음
· 사용자적 요구는 아직 성숙되었다고 하기 힘들며 공급자 위주의 사업에 치중되어 왔음
· 생활안전, 식품, 에너지, 교통, 환경, 교육 등의 분야에서 잠재적 요구가 매우 큼

-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대두
· RFID/USN 기술의 편리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프라이버시 침해및 범죄 악용에 대한 우려도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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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USN
라. RFID/USN 산업의 기술적 변화
(1) 산업융합 기술 강화
■ 주력산업과 산업 융합 기술 개발 추진
● 기존산업에 신기술 적용을 적용하여 신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제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 다양한 응용서비스 모델 창출

(2) Global 표준화 추진
■ 국제 표준화 경쟁 심화
● 국제 표준 선점 및 핵심 특허/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 심화
-’
08년 IPSO(IP over Smart Object) 컨소시엄 구성으로 미국 업계의 무선 센서기반 산업의
주도력 강화
- IETF ROLL(Routing over Low Power & Lossy Networks) 워킹그룹에서는 홈, 팩토리, 환경,
도시 공간, 헬스케어, 빌딩 자동화의 6대 응용분야 검토
● 원천 IPR 확보 필요
- RFID/USN 분야의 원천 기술 확보 부족

(3) New Intelligence
■ 새로운 정보 패러다임의 변화 가능
● 센서네트워크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새로운 데이타를 통하여 상황 인식 기능과 예측 기능이 활용된
새로운 정보 파라다임을 생성하여 프로세스의 혁신을 가져옴
● 유통분야의 세계적 기업인 월마트는 개별상품에 RFID를 적용, 전 세계 유통업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유발
● 미국 FDA는 부정의약품관리를 위하여 유통 정보 문서를 제공을 의무화 함. 기술적으론 유통관리를
위해 EPC 정보시스템에 기반한 ePedigree 시스템 도입.
● RFID 센서 정보를 활용한 제조 기반의 프로세스의 개선과 혁신은 공급망관리의 Visibility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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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성, 내구성, 상호운용성 문제 대두
● 모든 산업에서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제품 개발 후 온습도, 열충결, 파괴, 이상기후, 엽수, 전자파,
압력 등의 신뢰성 테스트는 상업용 제품에 대한 필수적 과정임에도 국내 RFID 산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환경요인에 의해 적용되지 않았음
● 이러한 환경요인은 기업의 영세성, 기술력 부족, 법/제도의 부재 등으로 유추할 수 있음

■ 기술의 플랫폼화, 융합화 시대 도래
● RFID 시장 주도권 선점을 위한 원천 IPR 확보 및 국제표준화 경쟁 심화
● 단위 기술을 통합하여 특화된 Total 솔루션 제공을 위한 플랫폼 기술 개발 추세
● 에너지 절감/친환경 실현을 위한 기술의 융합화(AMI, 수자원 관리) 추세
▼ RFID/USN 산업의 거시환경 분석 ▼
구분
Politics

Economics

Issue
법 제도적 기반 마련

세계 경제 위기

사회 인프라 요구
소비자 요구수준 향상
산업융합기술 강화

Technology

산업 Trend

인간친화

유무선 센서
네트워크

그린 IT 성장 정책

USN서비스 산업 확산
Society

Trend Keyword

산업의 지능화
Cost Innovation
친환경화
융복합화

Global 표준화 추진
New Intelligence

Open 센서
네트워크

상황인지 센서
네트워크

기술의 보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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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이 확산되고 활성화되면서 제품의 신뢰성, 내구성, 상호운용성의 필요성이 당연히 대두되기
시작하고 중요하게 부각됨
- 공개형 플랫폼 기술의 개발 추세
- 친환경 USN 기술의 개발
- RFID/USN 체제가 기존의 바코드 및 레거시와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issue
- USN 기반의 워크 플로우 등 새로운 비즈니스 Application 기술

＞＞RFID/USN
Ⅳ. 비전 및 전략

01

비전 및 목표

2018
비전

RFID/USN산업 세계 3강 실현

목 표
1단계(’
08~’
12)

2단계(’
13~’
18)

세계 시장 10% 점유

세계 시장 20% 점유

전문기업(100억 매출) 25개 육성

전문기업(100억 매출) 50개 육성

고용 창출 : 5,500명

고용 창출 : 12,000명

추진전략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
선도적 시장창출형 기술개발
중점 지원
체계적 수요 Pool 구축 및
분석을 통한 맞춤형 R&D 기획
과제 도출
기술개발 상용화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시험·인증 기능
강화
해외시장 시점 유망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및 특허 선도

1084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선도적 시장수요 창출
지속가능한 RFID/USN 시장
수요 창출
수요기업의 원활한 도입 환경
지원
소비자영역의 대중적 RFID
수요시장 창출
선도적 해외시장 창출
추진 사업간 연계를 통해 도입
효과 극대화

성장 기반 조성

의약품, 주류 등 업종별 전면
도입 대책 마련
맞춤형 실무인력 및 전문 연구
인력 양성
수요자 및 대국민 인식 제고
국내 전문기업 특허 대응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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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구분

실현
목표

전개
시나
리오

2010~2012
RFID산업적용을 위한 산업특화 핵심기술
및 현장애로해소기술 개발
RFID 산업계 확산을 위한 단위 산업별
공급망 체인 구축 기술
환경정보를 센싱하여 저전력으로 사물~
사물간 통신이 가능한 형태의 수만 개
노드 간 네트워크 구성
USN 기반의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기반 서비스 제공
– 한국형 RFID 체계 및 플랫폼
– 다양한 표준 RFID 코드 체계의 통합 운용
–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산업별 플랫폼 기술
– 산업 적용을 확신할 수준의 리더/태그 생산
기술
– 상용 수준의 RTLS 기술
– 전파환경 적응형 고효율 USN 전송 및
초경량 노드 기술
– 초저전력/고신뢰/이동성 지원 USN 전송
및 노드 기술
– 지능형 상황인식 USN 미들웨어 및
RFID/USN 통합 서비스 플랫폼 기술
– USN 기반 Green서비스기술
– USN 기반 사회 안전 서비스 시스템 기술
– 개방형 센서정보 서비스 플랫폼 기술
– RFID 조기확산에 저해가 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기술 및
서비스 제공
– RFID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제조/유통/
물류/항만 등에 조기 적용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 제공
– 대중소기업 간의 RFID 데이터 동기화
플랫폼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연동
– USN기반기술접목을통하여사회유틸리티
자율제어 및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 하고
도시 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u-Green
City 구현
– USN 기반 안전한 사회 건설을 통해 사회
안전 서비스 제공

2013~2015
보안성강화 및 개별부품용 Item level RFID
기술개발을 통한 RFID 응용모델 확산
컴포넌트 기반 개방형 RFID 리더와
plug&play등 스마트 리더 개발을 통한
서비스 확산
친환경·스마트 센서형태의 지능형 USN
기술개발 및 자율 제어 서비스 제공
구성원 중심의 서비스 인프라 제공을 통한
개인형 USN 서비스 및 다양한 융합서비스
제공
– Naming Service, Information
Service, Discovery Service 등의 기술
표준 구현기술
– Class 3 이상의 Tag 생산 기술
– RFID/센서 통합 Tag 생산 기술
– 국내 산업별 RFID 통합 연동 플랫폼 및
네트워킹 기술
– 국제 표준 제안/채택 등 국제 표준화
– 이동성 및 QoS 지원 센서 네트워크 기술
– 상황인지 기반의 데이터 융합 및 이동성
표적 추적 기술
– 이동형/품질 보장형 USN 미들웨어 및
비즈니스 연계 서비스 플랫폼 기술
– USN기반안전및효율성향상시스템기술
– RFID/USN 서비스 융합 지원 기술
– 산업계 전반에 구축되어 있는 RFID
인프라를 기반으로 공급망 전체를 통합
할 수 있는 글로벌 선도형 서비스 구축
– 대규모 고신뢰 이동성 지원 센서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글로벌 USN 서비스 제공
– 차별화된 USN 핵심 응용 기술개발로
기술경쟁력 우위 확보 및 국제 표준화
선점
– USN 핵심 응용기술 개발을 통해 개인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개인 안전 서비스
제공
– USN 기술과 기존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산업안전, 생산효율성 향상 및
다양한 융합서비스 제공

2015~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의 기술확보
RFID 기반의 글로벌 산업화 및 세계 시장
선도 기술 확보
오감정보 센싱 및 극초소형 센서를 통한
실세계 자연, 환경 현상정보 실시간 수집
및 상황인식
USN 기반 Global Community 구축을
통한 감성인지 지원 사용자 서비스 기술
– 양방향통신기반능동형태그칩/리더 기술
– 수출입 주력 상품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간
RFID 시스템 통합 연동 기술
– 광역/고정밀 환경인식 RTLS 기술
– 지능형 자율센싱/제어네트워크 기술
– 모바일 환경 지원 지능형 센싱 데이터 처리
미들웨어 기술
– 지능형 개인화 서비스 플랫폼 기술
– RFID/센서 통합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및 운용기술
– RFID/USN 지식 기반 서비스 기술
– 실시간 지능형 센서웹 서비스 기술
– USN 기반 맞춤형 감성 서비스 시스템 기술
– 실세계 센서웹 및 고신뢰성 상황인지
추론 기술
– 글로벌 로밍 지원 유비쿼터스 모바일
RFID 인프라 구축
– 동종·이종 산업간 서비스 연계 개방형
테스트베드 플랫폼 구축
– 주변 환경정보를 스스로 인식하고
제어하는 지능형 USN 서비스 제공
– 자율적 에너지 생산, 환경·오감 정보
센싱 서비스 제공
– USN 기반 Global Community 구축을
통해 사물과 사물, 인간~사물간 감성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과
감성인지 기반 사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
– 실세계와 가상세계간 유연한 연동 및
제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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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서비스 Milestone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RFID 태그/리더

제품

반능동형 센서태그/리더
휴대형/모바일 RFID 리더

서비스

RFID
핵심
기술

소형 센서 노드

스마트 태그
(fully-active SAL)

Printed RFID 태그

국초소형 초저가
센서노드 태그

RFID 기반 개방형 물류정보 서비스
USN 기반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서비스

RFID 기반 산업별 공급망 고도화 서비스
USN 기반 실시간 에너지 제어 서비스

RFID 기반 공급망 통합 서비스
USN 기반 에너지 자율 제어 및 예측 서비스

USN 기반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USN 기반 생장환경 모니터링/제어 서비스

USN 기반 쾌적 환경 제어 서비스
USN 기반 생장환경 실시간 제어 서비스

USN 기반 재난/오염 예방 서비스
USN 기반 생산량 예측 서비스

USN 기반 SOC시설물 안전관리 서비스

USN 기반 자연재해 모니터링 서비스

USN 기반 무인감시 고도화 서비스

현장적응형 고효율 특수 태그 및 안테나기술

초소형 고효율 특수 태그 및 안테나 기술

스마트형 특수 태그 및 안테나 기술

13.56MHz Printed 태그소재 및 공정기술
개별물품단위용 HF/UHF 수동형
RFID 태그/리더 기술
Gen2 기반 보안 태그 칩/리더 기술

13.56MHz 산업용 Printed 태그기술
개별물품단위용 HF/UHF Higher Class용
RFID 태그/리더 기술
장거리 보안 센싱 태그 칩/리더 기술

433MHz/2.45GHz 능동형 RFID 기술
반수동/반능동형 RFID 기술
모바일 RFID 국제 표준 [ISO/IEC 29143]RFID기술

90MHz Printed 태그기술
자율형 통합 RFID시스템 및 운용 기술
양방향 통신 기반 능동형 태그 칩/리더 기술

저전력 능동형 태그/리더 기술
HF/UHF 겸용 모바일 RFID 기술

유비쿼터스 모바일 RFID 기술

저속 이동체 환경인식 RTLS 기술
고속이동체 위치추적 RTLS 기술
광역/고정밀 환경 인식 RTLS 기술
RFID인프라 실시간 통합
지능형 RFID인프라 원격
커뮤니티 컴퓨팅 기반 자율형 AIDC 장치 제어 기술
모니터링/제어기술
자율 제어 기술
글로벌 물류 정보 등기화
개별 물품 단위 물류 정보 등기화
RFID 기반 다자간 협업 네트워크 프레임워크 기술
장애추적 및 가시화 기술
오차 자율 보정 기술

센세
네트
워크

RFID/USN
서비스
인프라

저전력 센서/Actuator인터페이스 기술

Zero Energy 센서/Actuator 기술

Sensor/Actuator 융합 기술

전송거리 확장 고 신뢰 PHY/MAC 기술
에너지 및 환경 적응형 PHY/MAC기술

고신뢰 차세대 스마트 USN 전송기술
Zero Energy 전송 기술

스마트 유틸리티용 고신뢰 USN 칩 개발
Zero Energy USN 칩 개발

이동성/신뢰성 지원센서 네트워크 기술개발
협업 통신/실시간 센서 네트워크 기술개발

다품질 지원센세 네트워크/망관리 기술개발
양방향 자율 센싱/체어 네트워크 기술개발

Self-organizing 기술
차세대 스마트 USN 네트워크 기술

USN응용 분류기반 표준 센서노드 기술

초저전력 지능형/모바일 센서노드 기술개발

USN인프라용 표준 라우터/게이트웨이 기술
초소형 에너지 Harvesting/전송 기술

기기/유틸리티 융합 센서노드 기술
스마트 에너지 충전 및 분배 관리기술

다중 에너지 획득기반 Zero Energy센서노드 전원기술

동적모듈기반 개방형 USN 미들웨어 기술
대규모 실시간 센서스트림 이벤트 처리 기술

실시간 지원 임베디드 USN 미들웨어 기술
대규모 분산 USN 미들웨어 플랫폼 기술

고신뢰성 초소형 USN 미들웨어 기술
XTP기반 고성능 자율 USN 미들웨어 기술

개방형 센서정보 서비스 플랫폼 기술
U-IMS 및 u-Broker 기술

RFID/USN 서비스 융합 및 개발 지원 기술

개인화 지원 맞춤형 센서정보 지식서비스 제공 기술

차세대 Zero Energy센서노드 기술

지능형 USN 지식정보 고도화 기술
시맨틱웹 기반 RFID/USN 온톨로지 연동 프레임워크 기술 개인화 지원 맞춤형 센서정보 지식서비스 제공 기술
실감형 USN 자율제어 플랫폼 기술
CODA기반 지능형 서비스 지원 플랫폼
RFID 기반 허위정보 감사 및 추적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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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A 기반 프로세스 통합 및 연동 기술

글로벌 마스터 데이터 최적화 관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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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확보 전략

■ RFID분야
● RFID 리더 기술
- BiCMOS 공정을 사용한 임핀지사의 UHF 대역 리더칩은 가격은 높으나, 성능이 우수하여 이를
사용한 국내 산업체의 고정형 및 휴대형 RFID 리더의 자체 개발하여 산업 활성화
- 다양한 RFID 리더를 관리·제어할 수 있는 미들웨어와 리더에 포함되는 미들웨어 어댑터, 그리고
사용자 친화적이고 안정성 있는 리더 소프트웨어의 자체 개발
- 고객 지향적이고 향후 경쟁 리더간의 중요한 기능 요소인 안테나 오토 튜닝, 리더의 Plug & play
기능, 지능형 RFID 리더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경쟁력 확보

- 국내 기술 주도로 ISO/IEC 18000-6REV1에 포함된 센서 태그와 보안 태그의 자체 개발
- 센서 태그칩의 자체 개발을 통한 cold chain 서비스 활성화
- 2020년까지 RFID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少慕�H F 대역 태그의 자체 개발
- 고가의 Battery Assisted Passive -RFID나 센서노드를 대신할 수 있는 다기능의 저가 스마트
수동형 RFID 태그를 자체 생산하여 산업 활성화
- 태그 가격 문제를 해결할 대안인 프린팅 RFID기술과 성능향상을 위한 3D 프린팅 RFID 공정
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RFID 산업 활성화
● 모바일 RFID 기술
- 국내 기술 주도로 2010년 표준화 예정인 ISO/IEC 29143을 적용한 리더 SoC의 조기에 개발하여
해외 시장 선점 및 편리한 서비스 제공
- 모바일 RFID 단말의 상용화를 통한 서비스 인프라 구축
- 개방형 플랫폼 기반 모바일 RFID 앱스토어 구축 및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산업체 주도로 개발
● RFID 응용 기술
- UHF 대역 리더 한 대로 다량의 리더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RF 스위칭 장치의 자체 개발을 통해
저가의 구축비용으로 산업 확산
- 옥외의 실시간 위치 정보 시스템(RTLS)과 연동하여 옥내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Indoor RTLS
시스템의 자체 개발 및 국제 표준화 주도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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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ID 태그 기술

＞＞RFID/USN

■ USN분야
● USN 전송 및 센서노드 기술
- USN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주파수 대역 및 전송기술 등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IPR 확보로
ZigBee, IEEE 802.15.4c/d/e/g/h 등의 국제 표준화 선점 및 주도 추진
- 다양한 USN 응용 기술 발굴 및 그린 IT 융합 기술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시장 기술을 선도하고,
센서노드 및 관련 부품/소자를 중점 연계 개발하여 USN 관련 산업 시너지 극대화와 국제경쟁력
확보 추진
● USN 네트워킹 및 망연동 기술
- 광역/밀집구조형, 이동성 지원, 이종 센싱정보 지원 무선센서네트워크의 기술적 한계 조건을 극복
하는 실용적 요소기술 확보와 국제 표준화 주도에 의한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 사업자 중심 기술 개발 및 서비스 모델 발굴을 통해 기간망 중심 센서 네트워크의 연동과 융합망
구축을 통한 스마트 스페이스 인프라 확보와 국내외 표준화 추진
● USN 미들웨어 및 서비스 플랫폼 기술
-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원전, 고위험 산업현장, 사회기반 SOC, 국방 등의 분야에 적용 가능한 실시간
지원 USN 미들웨어 및 서비스 플랫폼 핵심 원천 기술 확보와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 센서의 위치, 시간, 공간, 주변환경, 사물등의 정보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USN 지식정보 고도화로
언제, 어디서, 누구나 USN 인프라에 접근, 활용, 개발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개방하고 참여를 유도
하여 새로운 신규 서비스 창출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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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세부 추진계획

01

기본 추진방향

●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등 보건 안전 등의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문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업종별 전면도입 대책을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RFID/USN 수요확산 추진
● 주류, 쇠고기 등 식료품, 고가 소비재의 이력·진위여부 확인 서비스를 제조기업과 유무선 통신
사업자의 협력을 통한 제공으로 소비자 사용영역(B2C)의 대중적 RFID 수요기반 마련

● 특정 기기에 관계없이 동작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호환가능한 공통 오픈 플랫폼 및 태그 인식을
통해 획득한 정보의 교환·공유를 지원하는 S/W 시스템 원천기술개발
● 차세대 RFID, USN 요소기술, RFID/USN 융합기술(응용서비스) 등 3대 분야 중점 추진으로 미래
대규모 수요가 예상되는 핵심 원천기술 선점
- 개별물품 단위로까지 확대적용하기 위한 value-chain 단계별 低비용, 高신뢰성 RFID 기술
- 無전원·이동형·초소형 센서노드, 고속전송 네트워크를 위한 단계별 USN 요소기술
-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RFID/USN 공통인프라 및 RFID와 USN간 융합기술
- 4대강 살리기, 에너지 절감(AMI), 재난·재해 예방 등 국가·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RFID/USN 융합 서비스 기술
● 국제 표준화 추세에 대응하여 국내외 표준 선점
- 주파수 기술기준, 센서 설치기준 등 USN 관련 국내표준 제정, 모바일 RFID, 센서태그 등 유망
분야에 대한 국내외 표준 주도
● 인천 송도를 RFID/USN 산업의 메카로 육성
- 국내 RFID/USN 기업을 지원하고, 연구개발에서 제품화까지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 RFID/USN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 전문지원 시설 연계·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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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분야별 인식률 개선, 저가 부품·기기 개발 등 RFID/ USN 현장애로 해소 기술개발

＞＞RFID/USN

02

세부 기술개발계획

1

RFID 태그 분야 기술개발 계획

■ 목표
● 태그 신뢰성 향상 및 양산성 확보 기반 기술 확보
–개별물품 단위로까지 확대적용이 가능한 수준의 태그를 실현하기 위한 태그 value-chain 단계별
저비용, 고신뢰성 Testabilility 기술
–고속 연속공정(R2R : Roll-to-Roll) RFID 태그 안테나 패터닝 기술 개발
● 특수태그 및 패키징기술 개발
–특수 환경에서도 산업적용이 가능한 RFID 특수 태그, 패키징 및 응용시스템 개발과 상용화
–적용 환경(철강/화학(위험물)/수산/항만(물류)/의류 산업분야)에 기반한 특수태그 표준 플랫폼 및
제조 기술 개발
● 스마트 수동형 RFID 태그 개발
- 제품정보 표시용 기능집적 수동형 태그 개발
- EAS용 레지스터 처리 기능 개발
- UHF/HF 대역 겸용 자동 스위칭 수동형 태그 개발
- 고속, 다량, 정밀범위 인식 태그 개발
- 빛, 전파 소스 에너지하베스트 기능 태그 개발
- 인식거리/메모리 확장 및 고속읽기 기능 개발
- 수동형 태그 센싱 기능 개발
- 응용 맞춤형 실환경 적용 태그 기술 개발
- 초전형 프린티드 CMOS 태그 개발
- 에너지하베스트 프린티드 CMOS 기술 개발
● 스마트 능동형 RFID 태그 개발
- 능동형 태그 암호화 기술 개발
- 태그간 데이터 통신 기술 개발
- 환경 인지 및 데이터 저장 기술 개발
- 저저전력 고효율 안테나 기술 개발
- 소형 저전력 능동형 e-seal 태그 개발
- 소형 고효율 능동형 태그 배터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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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 RFID 태그 표준화 및 칩기술 개발
- 모바일RFID 태그(ISO/IEC 29143, ISO/IEC 29173)
- RFID 보안 태그(ISO/IEC 29167)
- BAP(Battery Assisted Passive) RFID 태그(ISO/IEC18000-6REV)
- HF 다량인식 태그(ISO/IEC 18000-3REV)
● 저가 Printed RFID 태그 개발
- 친환경, 개별물품 부착을 위한 저가 Printed RFID 태그기술 개발
- 개별단위물품에 적용을 위한 저가 프린팅 태그 기술 개발
2014년 기술개발 목표

2019년 기술개발 목표

범용태그 양산율

불량률 100 Sigma(100개 수준/100만개)

불량률 10 Sigma(10개 수준/100만개)

산업용 특수태그

내환경성 고성능 금속/액체/의류부착용

센서기반 지능형 특수태그

Printed RFID 태그

아이템 유무 확인용 태그

ID 구분 기능 태그

센서 지원수

4개 센서 임베디드

8개 센서 임베디드

보안 수준

ID 및 데이터 보안

태그 복제 방지

■ 중점 연구분야
구 분

주요내용

추진기간

양산성 확보기술개발
- 저가격 Tag 실현을 위한 안정적 Chip 제조 기술
- 생산 Chip의 고속검증 기술
- ANT와의 조립을 통해 생산된 Inlay의 균일한 특성분포를 위한 반도체 후
공정 안정화 기술
태그 칩 기술

범용태그의 불량률 100Sigma 미만확보를 위한 공정간 상호연관 검증기술 개발
- RFID 태그제조공정에 대한 Design for Testability 기술 개발
- 전체 태그제조 전후공정 등에서의 사용가능한 칩신뢰성 확보기술개발

’
08~’
10

2.4GHz 능동형 태그칩 기술개발
- ISO 24730-2 표준기반 BPSK 모뎀설계기술
- 2.4GHz RF변조 설계기술
- 2.4GHz VCO 설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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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능지표

＞＞RFID/USN
구 분

태그 칩 기술

주요내용

추진기간

반능동형 멀티센싱 보안 태그 칩 기술개발
- 멀티 센싱 인터페이스 설계 기술
- 저 전력 소비 보안 및 인증 알고리즘 설계 기술
- 고 전력 공급 아날로그 회로 설계 기술
- 16K NVRAM 메모리 설계 기술
- 하드웨어 복제방지 물리적 보안 기술
- 메모리 확장 및 고속읽기 기능 개발
- 맞춤형 태그 복제방지 및 데이터 암호화 기능 개발

’
10~’
14

스마트 수동형 RFID 태그 칩 개발
- 제품정보 표시용 기능집적 수동형 태그 개발
- EAS용 레지스터 처리 기능 개발
- UHF/HF 대역 겸용 자동 스위칭 수동형 태그 개발
- 고속, 다량, 정밀범위 인식 태그 개발
- 빛, 전파 소스 에너지하베스트 기능 태그 개발
- 인식거리/메모리 확장 및 고속읽기 기능 개발
- 수동형 태그 센싱 기능 개발
- 응용 맞춤형 실환경 적용 태그 기술 개발
- 초절전형 프린티드 CMOS 태그 개발
- 에너지하베스트 프린티드 CMOS 기술 개발

’
11~’
15

신 국제 표준 RFID 태그 표준화 및 칩 기술 개발
- 모바일RFID 태그(ISO/IEC 29143, ISO/IEC 29173) 기술
- RFID 보안 태그(ISO/IEC 29167) 기술
- BAP(Battery Assisted Passive) RFID 태그(ISO/IEC18000-6REV) 기술
- HF 다량인식 태그(ISO/IEC 18000-3REV) 기술

’
11~’
15

스마트 능동형 RFID 태그 칩 개발
- 능동형 태그 암호화 기술 개발
- 태그간 양방향 데이터 통신 기술 개발
- 환경 인지 및 데이터 저장 기술 개발
- 저전력 고효율 안테나 기술 개발
- 소형 저전력 능동형 e-seal 태그 개발
- 소형 고효율 능동형 태그 배터리 개발

’
11~’
15

양산 신뢰성 확보기술개발
- 적용물품의 다양한 물류유통기간에 따른 Chip 품질보증기간 내 신뢰성 보증
기술
- 다수 물품에 대한 100% 동시판별능력 실현을 위한 인식율 개선 설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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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내용

추진기간

내환경성 고성능 금속 부착 및 매설용 태그 개발
- 내압/내열/수밀/기밀성 태그 및 패키징 재료/공정 기술개발
액체용기 응용을 위한 액체태그 개발
- 액체 환경 응용을 위한 라벨형 안테나 개발 및 소형안테나 기술

’
09~’
11

가변 곡면 응용을 위한 곡면 부착용 태그 개발
- 태그 유연성에 따른 칩 본딩 보호를 위한 패키징 기술
태그 성능시험 표준화 기술
산업군별 전파환경 분석 기술개발
환경적응형 광대역 금속태그 개발
- 다양한 환경에 적합한 표준 플랫폼 개발
- 다중대역/광대역 안테나 설계 기술

’
11~’
13

내환경성 고성능 액체태그
- 주류/음료/기름등 다양한 액체 성분에 응용 가능한 안테나 개발
- 내화학성/극저온/극고온 태그 및 패키징 재료/공정 기술개발
스마트 금속태그 기술 개발
- 부식/산화 센싱 기능의 복합형 금속태그 기술개발
- 친환경 소재 개발

’
14~’
17

인식정보 전달이 가능한 감지형 액체태그
- 오염/변질 센싱 기능의 복합형 액체태그 기술개발
아이템 레벨 유무 확인용 프린팅 태그 기술 개발
- RFID 태그용 프린팅 소재 및 공정 기술 개발
- 고속 연속공정을 위한 프린팅 재료 및 핵심공정기술개발
- Organic Transistor 소자 개발

’
09~’
13

프린팅 태그 요소 기술 개발
- HF대역 RFID 태그 프린팅용 소재/소자(메모리/로직/회로)/공정 개발
- UHF대역 RFID 태그 프린팅용 소재 연구 개발
Printed RFID
태그 기술

’
11~’
13

프링팅 RFID 리더-태그 최적 프로토콜
SAW 태그 기술
- 고온 환경에 부착 가능한 태그 개발
- 저가 소형화 기술 개발
SAW 센서태그 개발
- 센서고도화(-100+200C)
- 석유화학, 기계 등 2-3차 산업특화 태그 개발

’
14~’
17

10원미만 저가형 SAW 태그 개발
모바일용 SAW 리더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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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태그 및
패키징 기술

＞＞RFID/USN
■ 추진전략
● 수동형 태그 칩 기술은 선진 외국에 뒤진 상태이지만 보안 센싱태그 칩 부분의 조기 개발 및 국제
표준화 주도를 통해 시장 확대 및 경쟁력 확보를 적극적인 추진
● 병원 내부 시설의 HF 대역 RFID 사용 등 외국의 추세 및 전파 특성상 HF 대역을 사용한 다량 태그
인식의 필요성에 따라, HF Gen2 태그 기술의 확보 및 국외 기업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추진
● 저가의 수동형 RFID 태그의 기능을 제품정보 표시 기능, EAS 기능을 포함시켜 외산 태그보다 기능
및 성능 경쟁력을 확보하여, 시장에 적용 추진
● 능동형 태그, 센서노드의 역할을 저가로 수행할 수 있는 고성능 다기능 수동형 RFID 태그(다양한
에너지수집 기능과 센싱 기능, 메모리 확장 및 고속읽기 기능을 추가) 기술 및 경쟁력을 확보하여,
고성능 저가 태그 제품의 국내외 시장 진출
● 바코드를 대체 가능하고 1센트 수준의 초저가 태그 생산이 가능한 프린팅 태그 기술 및 관련 원천
기술 지적 재산권 확보
● 잉크젯 기반 고속 연속공정(R2R)가능한 프린팅 기술 조기 확보를 위한 관련 소재, 공정, 장비를
산학연관 협력 추진
● UHF대역 프린팅 태그 기술 개발을 위한 소재의 조기 개발을 통한 원천 기술 선점
● 개별물품단위의 RFID 태킹을 요하는 시장수요 증대 및 사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RFID핵심 요소
기술을 도출하고 반영하여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을 개발/제조 가능한 기술 방안 제시
● RFID Tag chip분야에서는 후발 국가나, 앞선 IT응용 산업 환경을 활용한 산업간 협력 및 공동개발
환경을 구성하여 응용산업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제조하고, 선발국가 대비 차별화된 Total Solution
제시 시장을 선도
● 우수한 미세 반도체 공정 및 생산능력, IT설계능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암호화, Sensor등)의
Solution을 개발하여 시장 개척 및 시장 선도
● 수동형 RFID 태그용 저전력, 초경량 암호화 엔진을 탑재하고, 인증 및 복제방지가 가능한 보안
태그를 칩으로 제작하는 기술은 보안태그를 저가화한 초소형/대용량 메모리/저전력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다중센서와의 인터페이스를 통한 부가서비스 적용 실증기술 개발
● RTLS 관련 ISO 24730-2 국제표준을 개정함과 동시에 관련 국제특허를 기반으로 한 능동형 태그
관련기술을 칩화하여 저전력/저가화하여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또한 차세대에는 양방향, 주파수
대역 간섭제어 및 회피기술을 반영하여 Non-LOS환경기반의 RTLS 기술 개발
● 실제적용환경에서 물품의 판독율을 시험, 검증(verification)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공인시험
기관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업체가 신뢰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
● 산업분야 RFID 응용 표준화를 통한 국제산업표준 규격화를 진행
● RFID 국제 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서 표준 적용 RFID 태그를 적기에 개발하여 국내 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의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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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리더 분야 기술개발 계획

■ 목표
● 응용 맞춤형 개별 물품단위 인식 수동형 RFID 기술 개발
- 응용 맞춤형 리더 안테나 개발
- 응용 맞춤형 RFID 전자 선반 시스템 개발
- 응용 맞춤형 리더API 프레임 포맷 기술
- 리더 안테나 스위칭 기술 개발
- 무선통신 기능의 소형 저가 리더 기술

RFID/USN

● 반능동형 RFID 리더 기술 개발
- 멀티센싱 RFID 리더 기술 개발
- 반능동형 보안 기술 개발
- 배터리 관리 및 제어 기술 개발
● 스마트 수동형 RFID 리더 기술 개발
- UHF/HF 멀티밴드 리더 개발
- 멀티 프로토콜 리더 개발
- 리더 안테나 오토 튜닝 기술 개발
- Plug & Play 기술 개발
- 지능형 RFID 오토파일럿 기술 개발
- 수동형 RFID 태그 정보 보안 인증 기술 개발
- 네트워크 기반 자율적인 리더 운용 기술 개발
- 사용자 메모리, 센서데이터 고속 액세스 기술 개발
● 스마트 능동형 RFID 리더 기술 개발
- 태그 통신을 위한 변복조 기술 개발
- 능동형 RFID 태그 정보 보안 인증 기술 개발
- 태그의 측위 정보 처리 기술 개발
- 전송신호 MAC 기술 개발
● HF 대역 수동형 RFID 리더 기술 개발
- ISO/IEC 14443, 15693 신규격 적합 고속인식 리더 개발
- 고속 다량 태그 인식 고성능 HF Gen2 리더 개발
- 멀티 부채널 변/복조 모뎀 기술
- HF대역 Printed RFID 태그 인식 경량 리더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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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추적 RTLS 기술 개발
- Non-LOS 장거리 전송을 위한 리더 변복조 기술 개발
- 고속 이동에 위치인식 및 보정 알고리즘 기술 개발
- 양방향 실내/외 통합 Multo solution RTLS 기술
● 국제 표준 RFID 리더 표준화 및 기술 개발
- 모바일RFID 리더(ISO/IEC 29143, ISO/IEC 29173)
- UHF 대역 RFID 보안 리더(ISO/IEC 29167-1, -6)
- BAP(Battery Assisted Passive) RFID 리더(ISO/IEC18000-6REV)
- HF 대역 다량인식, 보안 리더(ISO/IEC 18000-3REV, ISO/IEC 29167-3)
- RTLS 리더(ISO/IEc 24730-22)
주요 성능지표

개별물품 인식

2014년 기술개발 목표

2019년 기술개발 목표

저가 개별 물품 인식, Higher-class
중고가 개별 물품 인식, HF/UHF Gen2,
RFID 시스템 기술
Higher-class RFID 핵심기술
- 이동속도 : 20m/s 태그인식

- 인식률(저가 개별 물품) : 99.98%
- 인식속도 : 1.2Mbps

위치 정확도

위치인식 오차범위를
1m 수준으로 위치추적

위치인식 오차범위를
0.5m 수준으로 위치추적

모바일 서비스

휴대 단말에서 물품 정보검색, 지불,
간단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가능

휴대 단말에서 센서와 RFID
기능을 사용하여 의료, 홈오토메이션,
구급, 재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어 가능

모바일 RFID
글로벌 로밍

부분적 모바일 RFID
서비스 국제 로밍 가능

글로벌 모바일 RFID 서비스 로밍 가능

관리 및 운용

로컬 네트워크 RFID 리더 운용

All networked RFID 리더운용
자율적인 Plug & Play 기능

■ 중점 연구분야
구 분

RFID 리더
기술

주요내용

추진기간

지능형 edgeware 시스템 기술 개발
- 경량형의 미들웨어가 리더에 통합된 저가 edgeware 개발
- 응용 정합이 용이한 개방형 API 기술개발

’
08~’
10

응용 맞춤형 개별 물품단위 인식 수동형 RFID 기술 개발
- 응용 맞춤형 리더 안테나 개발
- 응용 맞춤형 RFID 전자 선반 시스템 개발
- 응용 맞춤형 리더API 프레임 포맷 기술
- 리더 안테나 스위칭 기술 개발
- 무선통신 기능의 소형 저가 리더 기술

’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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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모바일 RFID
기술

추진기간

’
10~’
13

’
10~’
13

’
11~’
15

’
11~’
15

국제 표준 RFID 리더 표준화 및 기술 개발
- 모바일RFID 리더(ISO/IEC 29143, ISO/IEC 29173)
- UHF RFID 보안 리더(ISO/IEC 29167-1, -6)
- BAP(Battery Assisted Passive) RFID 리더 (ISO/IEC18000-6REV)
- HF 다량인식, 보안 리더(ISO/IEC 18000-3REV, ISO/IEC 29167-3)
- RTLS 리더(ISO/IEc 24730-22)

’
11~’
17

모바일 RFID 리더 RFID 기술 개발
- 모바일 RFID 리더 무선접속 프로토콜 칩 기술 개발
- 모바일 RFID 보안 기술 개발
- 모바일 송수신분리 기술 개발
- 모바일 RFID 파워앰프 모듈 개발

’
09~’
13

HF/UHF 겸용 모바일 RFID 기술 개발
- HF/UHF 다중대역 리더 기술 개발
- 다중 대역 지원 단말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
- 다중 대역 지원 모바일 RFID 응용 서비스 개발

’
09~’
13

유비쿼터스 모바일 RFID 기술 개발
- 지능형 개인 모바일 RFID 단말 기술 개발
- B2C응용 모바일 서비스 기술 개발
- 스마트홈 응용 모바일 RFID 기술 개발
- Global 로밍 기술 개발 및 표준화

’
1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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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리더
기술

주요내용
HF 대역 수동형 RFID 리더 기술 개발
- ISO/IEC 14443, 15693 신규격 적합 고속인식 리더 개발
- 고속 다량 태그 인식 고성능 HF Gen2 리더 개발
- 멀티 부채널 변/복조 모뎀 기술
- HF대역 Printed RFID 태그 인식 경량 리더 기술 개발
반능동형 RFID 리더 기술 개발
- 멀티센싱 RFID 리더 기술 개발
- 반능동형 보안 기술 개발
- 배터리 관리 및 제어 기술 개발
스마트 수동형 RFID 리더 기술 개발
- UHF/HF 멀티밴드 리더 개발
- 멀티 프로토콜 리더 개발
- 리더 안테나 오토 튜닝 기술 개발
- Plug & Play 기술 개발
- 지능형 RFID 오토파일럿 기술 개발
- 수동형 RFID 태그 정보 보안 인증 기술 개발
- 네트워크 기반 자율적인 리더 운용 기술 개발
- 사용자 메모리, 센서데이터 고속 액세스 기술 개발
스마트 능동형 RFID 리더 기술 개발
- 태그 통신을 위한 변복조 기술 개발
- 능동형 RFID 태그 정보 보안 인증 기술 개발
- 태그의 측위 정보 처리 기술 개발
- 전송신호 MAC 기술 개발

＞＞RFID/USN

구 분

RFID 기반
RTLS 기술

주요내용

추진기간

저속 이동체의 환경인식 및 위치추적을 위한 RTLS 기술 개발
- LOS 장거리 전송을 위한 태그 및 리더 변복조 기술 개발
- 저속 이동체 위치 인식 및 보정 알고리즘 기술개발
- 환경 인지 및 제어를 위한 저 전력 센싱 제어 기술
- LOS 환경 이동체의 주파수 대역 간섭 제어 및 회피 기술

’
08~’
10

실내외 Non-LOS 환경의 고속 이동체의 위치추적을 위한 RTLS 기술 개발
- Non-LOS 장거리 전송을 위한 태그 및 리더 변복조 기술 개발
- 고속 이동체 위치 인식 및 보정 알고리즘 기술개발
- 유기적 주변 환경 인지 및 제어를 위한 저 전력 센싱 제어 기술
- Non-LOS 금속물체 환경 주파수 대역 간섭 제어 및 회피 기술
- 양방향 실내/외 통합 및 Multi Solution RTLS 기술

’
11~’
13

■ 추진전략
● 다양한 현장에서 본격적인 RFID 도입을 위해 시급히 필요로 하고 있는 이종 장치 관리에 대한
해결방안을 개발하여 산업계에 적용·확산
● 국가간 물류 체계 및 상호 운영에 적극 참여 및 국산 장비의 기술 고도화를 통한 수출 증대
● HF 대역의 고속화와 다량인식 기술의 국제 표준 변경에 따라, 외산 제품과 경쟁력 있는 HF 대역
리더칩과 안테나, 소프트웨어 기술 확보 추진
● 리더 기능의 고도화 추세에 따라,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컨포넌트 기반 개방형 RFID 리더,
plug & play 기능 및 자동 관리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수동형/능동형 RFID 리더를 개발하여
산업화 및 서비스 확산
● 초고속 인터넷, 풍부한 IT 기술을 바탕으로 RFID 전자 선반 시스템, EAS 시스템, ELS시스템, 실
내외 RTLS 시스템 등 RFID 토탈 솔루션 시스템 산업 기술 개발 및 서비스 확산
● 개방형 플랫폼 모바일 RFID 단말은 아이폰에 비해 더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경쟁력있는
단말로써 모바일RFID 리더칩의 고성능화, 국제 표준규격 적용의 단말기 개발을 통해 세계 일류 신
기술 확보 및 일자리 창출, 국내외 시장 신규 창출을 추진함
● RFID 리더, RTLS, 보안 기술의 최근 국내외 표준 제정/개정 및 떠오르는 기술에 대한 조기 개발
및 IPR 확보를 통해 해외 시장 선점
● 국내 표준특허가 반영된 국제 표준은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동시에 진행하여, 표준화의 성공과
기술 선점을 통한 국내외 시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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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FID 미들웨어 및 S/W 분야 기술개발 계획

■ 목표
● 이기종 RFID 장비의 원격지 접속, 모니터링, 제어 등의 관리를 통한 인프라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
시키고, 리더의 내부 블록별 상태 제어로 고신뢰성 확보
● 스마트폰 기반 물류 추적 및 관리 응용 S/W 개발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원하는 물류정보 상태를 접근하고, 처리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이기종 RFID 장비로부터 발생하는 복합적인 이벤트에 대한 통합 처리, 리더에 대한 태스크 스케쥴링
및 전파간섭 제어를 통한 인식률 향상을 할 수 있는 대용량 분산구조의 범용 RFID 미들웨어 기술
개발

● 소규모 사업장 혹은 리더 장치에 직접 장착 가능한 edgeware 기술 개발
● RFID 응용서비스의 프로세스 및 데이터 융합을 위한 RFID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
● 물리계층부터 응용계층까지 전체 RFID 네트워크 계층의 구축 및 표준 네트워크 모델을 통한 RFID
기반 정보 감사 및 추적 기술 개발
주요 성능지표

2014년 기술개발 목표

2019년 기술개발 목표

리더

이종/복수 리더 제어
원격 리더 모니터링 및 장애 복구

지능형 제어/Chipless 태그 리더 지원
Class 5(태그=리더) 장치 지원

프로세스 처리

상황정보 기반 프로세스 융합

서비스 융합 기술

데이터 처리

이종 복합 이벤트 통합 처리 및
상황정보 질의 처리

복수 도메인상의 데이터 동기화 및 질의

모바일 서비스

휴대폰에서 다양한 상태 모니터링 및
제어 가능

스마트폰에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동작 운용

Open Testbed
Platform

실환경 시뮬레이션을 통한
설치운용 최적화

산업간 연동을 위한 글로벌
운용환경 사전테스트 및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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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환경 RFID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앞서 동일 환경을 가상으로 구현하여, 태깅위치, 성능테스트,
발생트래픽 예측 등의 모의실험을 통해 RFID 최적운용환경을 검증하는 Open Testbed 감성형
시뮬레이터 개발

＞＞RFID/USN
■ 중점 연구분야
구 분

주요내용
단일 산업 특화형 RFID 미들웨어 기술 개발
- 인식률 향상을 위한 전파간섭제어 및 리더 Job Scheduling 기술
- 이기종 RFID 장치 통합 관리 및 복합 이종 RFID 이벤트 통합 처리 기술
(ISO/IEC 24791 SSI 플랫폼 기술)
- 개별물품 단위 RFID 센싱 데이터 처리 기술
- 에지웨어(edgeware) 기술 개발
대규모 스케일 RFID 시스템상의 데이터 트래픽 처리 기술 개발
- 데이터 포맷 및 시스템 계층별 데이터 처리가공기술 개발
- 대규모 RFID 시스템에서의 네트워크 구성방식 및 전달기법 연구

RFID 미들웨어
플랫폼 기술

추진기간

’
08~’
10

원격 리더 모니터링 및 장애 복구 기술 개발
- 원격지에 산재된 리더 장치 오류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기술
- 장애 발생에 대한 가시화 및 자동 복구 및 대응 기술

이종 산업 연계형 RFID 서비스 플랫폼
- 광역 RFID 데이터 동기화 네트워크(GDSN) 연동 기술
- 실시간 개별 물품 이력추적 및 실시간 환경정보 처리 기술
- SOA 기반 프로세스 통합 및 기존 서비스 연동 기술
-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및 RFID 정보보호 관리 기술 개발
서비스 업데이트, 배포 자동화 등을 위한 개방형 미들웨어 구조 연구
- 동적모듈 시스템구조 및 서비스 번들에 대한 라이트 싸이클 관리기술
- 대규모 RFID 시스템 확장을 위한 Enterprise Framework기술개발

’
11~’
13

RFID 기반 정보 감사 및 추적 기술 개발
- 물류 체인에서 RFID 기반 허위 정보 감사 기술
- 허위 정보에 대한 발생, 유통, 제품 회수 결과 추적 기술

RFID 응용
S/W 기술

RFID 태그 양산성 개선을 위한 테스트 장비 S/W 개발
- RFID 태그 제조 Value-Chain 별 테스트 장비 운용 및 데이터 처리 S/W
개발
산업 설치테스트용 Open Testbed Platform 구축기술
- RFID 최적운용을 위한 주변전파영향 분석기술
- 실환경 적용을 위한 설치환경 시뮬레이션기술
- 시뮬레이션기반 최적설치환경 가이드라인 제공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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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내용

추진기간

개별물품단위 사물 관리 응용 S/W 기술
- 개별물품단위 사물 이력 관리 응용 S/W 기술
- 개별물품단위 비즈니스 프로세스 연동 S/W 기술
ILT용 RFID Open Testbed 시뮬레이터 기술
- ILT 태그/리더/소프트웨어별 트래픽 예측기술
- 실적용환경 시뮬레이션 및 트래픽병목해소기술

’
11~’
13

스마트 폰 기반 실시간 물류 트래킹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처리 기술
- 스마트 폰 기반 실시간 물류 Visualization 및 Map Mapping기술
- 멀티 모달 비즈니스 프로세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술
모바일 RFID 응용 서비스 컨텐츠 개발
- 시범사업 서비스(와인정보, 택시안심) 연동 기술 개발
- 유통, 엔터테인먼트, 관광 연계 컨텐츠 기술 개발

’
11~’
13

보안 센싱용 장거리 기반 응용 S/W 기술
- 개별물품단위 실시간 사물 추적 응용 S/W 기술
- RFID/센싱 통합 정보 기반 환경 감시 응용 S/W 기술
- RFID 기반 모바일 결제 응용 S/W 기술
- RFID 기반 사물 네트워킹 응용 S/W 기술

’
14~’
17

Global Open Test Platform 구축기술
- 동종·이종 산업간 서비스 연계를 위한 Open Testbed Platform 구축기술

■ 추진전략
● 다양한 현장에서 본격적인 RFID 도입을 위해 시급히 필요로 하고 있는 인식률 향상, 이종 장치 관리,
대량 복합 데이터 처리, 원격 장치 관리, 물류 정보 감사 및 추적 등의 핵심 기술을 조기에 해결하여
산업계에 적용·확산
● 현재의 물류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최근 급격히 확산되는 스마트 폰 기반으로 전이하여, 다양한
HCI 및 네트워크 환경에 최적화되어 업무 처리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 연구개발은 현재의 기업 수요를 반영한 현장 적용형 RFID 미들웨어와 미래 수요를 예측한 차세대
RFID 서비스 플랫폼으로 이원화하여 추진함으로써, 중기·장기 적인 성과 및 활용 체계 가시화
● 현장 적용형 RFID 미들웨어는 민·관 공동으로 선도 개발을 추진하여 조기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산업계 수요를 만족하는 성공적인 상용화 기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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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응용
S/W 기술

＞＞RFID/U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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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N 전송 및 센서노드 분야 기술개발 계획

■ 목표
● 다양한 환경에서의 센서 및 인지 정보의 수집, 전달, 제어를 위해 언제, 어느 곳이나 설치가 가능
하고 장시간 운영이 가능한 센서 노드 기술 개발
● 환경별로 특화된 여러기술이 필요할수 있음(단계별 접근) 기타 등등 추가.
●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사이의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제어를 위한 실시간, 신뢰성, 이동성, 양방향,
초절전 전송 기술 및 초소형 센서 노드 기술 개발
● 센서, 전원 및 통신 기능이 하나로 집적화되고 물리적 실제 세계와 실감 디지털 세계의 연결이
가능한 서비스 맞춤형 품질 보장 전송 기술 개발
● 주변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동작하고, 환경·오감정보를 센싱 할 수 있으며, 센서
노드 간 자율적 통신 및 지능적 제어가 가능한 지능형 자율제어 센서노드 기술 개발
● 누구나 쉽게 USN 서비스를 개발·설치·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 네트워크에 쉽게 연결
가능하고, 주변의 무선 자원에 제한을 받지 않는 사용자 중심의 핵심 전송 기술 개발
● 저밀도 원거리와 고밀도 대량 노드가 공존하며, 열악한 수신환경에서 생존성이 강한 통신망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은 Link budget, 낮은 수신감도 특성의 물리계층과 대용량 상향 통신 및 제어용
하향통신용 전송 기술 개발
주요 성능지표

2014년 기술개발 목표

2019년 기술개발 목표

센싱 정보 수준

환경 등 단순/복합 센서

오감정보

전송방식

실시간/지능형/다중대역 통신

Zero Energy

이동성

시속 4km/h 이동속도 지원

시속 60km/h 이동속도 지원

센싱 정보 전달 범위

로컬, 고정인터넷망

장거리, 4G/5G 통신망

센서노드 수준

소형(2x2cm내외)
단말 탑재/사물 부착수준

극초소형(수mm수준) 이동체 탑재

전원 공급 및 수명

1차/2차전지
단일 환경 에너지 추출 제어 동작

다중 환경 에너지 추출 제어자율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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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연구분야
구 분

센서노드
시스템 기술

추진기간

환경 적응형 고효율 USN 전송기술 개발
- USN 주파수 대역의 간섭 및 회피 기술개발
- USN 주파수 확보를 위한 전파환경 분석 및 연구
- Smart Utility Network 지원 USN RF/변복조/MAC 및 칩 기술개발

’
10~’
18

초절전/실시간/양방향지원 USN 전송 기술개발
- 전계층 최적화(Cross-Layer)기반 최적화 기술 개발
- 초절전 적응형 PHY 기술 개발
- 초절전 실시간 전송(MAC 및 Network)기술 개발
- 초절전 SoC 핵심 기술 개발

’
10~’
13

극초소형 자율제어 USN 전송 기술개발
- 환경 적응형 자율제어 RF/안테나 기술개발
- 자율제어 USN 전송 및 칩 기술개발
- 센서노드 간 Cooperative 전송 기술개발
- 제로 에너지 USN 전송 기술 개발

’
14~’
17

기타 USN 전송 기술개발
- 인체통신용 주파수 간섭 및 회피 기술 개발
- 인체통신용 모뎀 및 MAC 기술개발
- 수중 음향 통신용 주파수 간섭 및 회피 기술 개발
- 저전력 초소형 저속 수중 통신 모뎀 및 MAC 기술개발

’
11~’
17

서비스 레벨 품질 보장형 전송 기술 개발
- ISM 대역 주파수 간섭 및 회피 기술 개발
- 다중 대역 가변형 저전력 모뎀 기술 개발
- 서비스 레벨 만족형 다 기능 MAC 기술개발
- 서비스 레벨 품질 보장형 SoC 기술 개발

’
11~’
15

열악 환경을 위한 신뢰성 보장 전송 기술 개발
- Critical Infrastructure 모니터링을 위한 전송 기술 개발
- 배터리 동작이 가능한 저전력 옥외 통신 기술개발
- 저밀도 원거리와 고밀도 대량 분포 환경과 열악한 수신환경에서도 생존력이
강한, 높은 Link budget, 낮은 수신감도 기술 개발
- 대용량 상향 통신 및 broadcast/multicast 하향통신 MAC 및 Simplified
Networking기술개발

’
11~’
14

자기유지 지원 USN 센서노드 SoC 및 플랫폼 기술 개발
- 자기유지 지원 초저전력 센서노드 및 SoC 기술개발
- 고효율 Long-life 센서노드 전원공급 기술개발
- Plug&Play 센서 인터페이스 및 표준화 기술개발

’
09~’
12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1103

RFID/USN

센서네트워크
전송 기술

주요내용

＞＞RFID/USN

구 분

센서노드
시스템 기술

주요내용

추진기간

초저전력 지능형/모바일 센서노드 기술개발
- 다중센싱 모바일 USN 센서노드 기술개발
- 생체주입형 SoC 및 부착형 센서노드 기술개발
- 수중 음향 통신용 고신뢰 저전력 USN 센서노드 기술개발

’
11~’
13

극초소형 자율제어 USN 센서노드 기술개발
- 극초소형 초경량 자율제어 센서노드 SoC/SoP 기술개발
- 다중 환경에너지 자가발전/재생 고효율 초경량 센서노드 기술개발
- MEMS/바이오 기반 USN용 저전력 복합센서 및 인터페이스 기술개발

’
13~’
17

■ 추진전략
● 시장 수요 및 사용자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핵심 요소기술을 도출하고 최적의 기술 대안을 선택
할 수 있는 시장지향(Market-driven)적인 기술개발 추진
- USN 산업 활성화 및 조기 확산을 위한 국내 USN 기술기준안 조기 제정과 서비스·시장 맞춤형
초절전 경량·보급형·소형 센서노드 기술개발 및 보급 추진
● 핵심 원천기술의 IPR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국제적으로 기술 선도 및 시장 선점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 표준화 중점 추진
- USN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주파수 대역 및 전송기술 확보로 ZigBee, IEEE 802.15.4c/d/e/g/h
등 국제 표준화 선점 및 주도 추진
● USN 기술 및 가격 경쟁력 확보의 관건인 센서노드 및 관련 부품/소자를 중점 연계 개발하여
USN 관련 산업 시너지 극대화와 및 국제 경쟁력 확보 추진
● 다양한 USN 응용 기술 발굴 및 핵심 서비스 기술 개발을 위한 바이오, 건설, 국방, 환경, 에너지,
농업, 항공, 조선 등 친환경 그린 IT융합 및 기존 IT기술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시장 기술 선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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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N 네트워킹 및 망연동 분야 기술개발 계획

■ 목표
●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사이의 자율적 통신 및 지능적 제어가 가능한 수십~수백만 이상의 센서
노드들의 네트워크 구성, 에너지 절약형 멀티홉 데이터 전송, 확장형 USN은 O2N (ObjectObject Network)네트워크 구성
● 센서 네트워크를 국가 생태/환경 모니터링, u-안전망, 시설물 관리 기술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확장성, 품질보장성이 증대된 고도의 DCU (Data Collector Unit) 기반 전송기술 및 네트워크 기술
개발이 요구됨

주요 성능지표

2014년 기술개발 목표

2019년 기술개발 목표

O2N 네트워크의
확장성

O2N 통신이 가능한 형태의
수 만개 노드 간 망 구성

O2N 기반의 전국 커버리지 수준의
자율적 통신 및 지능적 제어가 가능한
형태의 수 십만개 이상 노드간
네트워크 구성

다중 품질 망

4km/h 이동속도 지원 센서망 구성

자율 센싱/제어망 구성 및 60km/h
이동속도 지원 센서망 구성

전송거리

저전력형 2km급 전송거리 확보

저전력형 10km급 전송거리 확보

망연동

유무선 기간망

장거리, Future Internet 통합망 구성

■ 중점 연구분야
구 분

센서
네트워킹
기술

주요내용

추진기간

Fading 환경에 강건한 실외 저전력 무선통신 기술개발
- 다중경로 Fading에 강건한 동기기술
- 동일 대역폭 대비 확산이득 증대위한 정진폭 다중 전송기술
- 수신 성능 향상을 위한 반복복호 기술(Turbo Product Code)

’
11~’
13

이동성 및 QoS 지원 센서 네트워크 기술개발
- 이동성 지원 동적 망 적응 기술
- 센서 노드 이동성 지원 fast association, 라우팅 기술
- 이동성 노드를 포함한 센서 네트워크의 자율 망구성 기술
- 품질보장형 센서 네트워크 구성 기술

’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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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RFID/USN 서비스 및 요소 기술 들을 개인, 기업, 정부 등 모든 사용자가 서비스를 구축,
제공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망 연동 인프라 기술 개발 및 이를 위한 핵심 원천 요소 기술 개발

＞＞RFID/USN
구 분
센서
네트워킹
기술

센서노드
미들웨어 기술
(O2N 통신)

센서네트워크
망 연동 및
통합망 기술

주요내용

추진기간

지능형 자율 센싱/제어 네트워크 기술개발
- 자율 센싱/제어 망 구성 기술
- 자율 센싱/제어 Multi-Hop 라우팅 기술
- 자율 네트워킹, 협업 지원 라우팅 기술

’
12~’
15

센서 데이터처리/신호처리/식별/융합 기술 개발
- 미들웨어 프레임워크 기술
- 오보율 줄이기 위한 센서 데이터 처리 기술
- 복합센서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 및 신호처리 기술
- 센싱정보에 대한 데이터 융합 및 aggregation 기술
- 실시간 위치인식 알고리듬

’
10~’
14

지능형/자율형 센서 데이터처리/신호처리/식별/융합 기술 개발
- 지능형/자율형 미들웨어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 QoS 지원 노드 미들웨어 기술 개발
- 저전력 DSP 기반의 분산 신호처리 기술
- 센서노드간 협업통신에 의한 상황 식별 및 판단 기술
- 지능형 센싱 정보 데이터 처리 및 자율 판단 기술
- 상황인지 기반의 지능형 데이터 융합 기술
- 모바일 이벤트에 대한 동적 데이터 aggregation 기술
- 실내외 복합 환경 seamless한 위치인식 기술

’
12~’
17

센서 네트워크 관리 및 IP 망 연동 기술 개발
- 실시간 센서 네트워크 데이터 무결성 검증, 장애 감시 기술
- 이기종 센서 네트워크 관리 및 연동 기술 개발
- 기간망-센서네트워크 융합 망 관리 기술 개발
- 무선 센서네트워크 대규모 개체 지원 IDE 개발
- 차세대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구조 연구
- IPv4/6 기반 센서네트워킹 기술

’
11~’
15

융합형 기간망 접속 기술 개발
- 스마트 모빌리티 네트워크 칩셋 기술
- 개발, 측정, 테스트 장비(SW 및 하드웨어) 기술
- 응용별 코어 엔진 처리 시스템 기술
- 이기종 망 접속, 제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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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
● USN네트워킹 및 망연동 기술은 센서네트워크 기술을 확장하여 국가적 통신망으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임
- 한국형 스마트 그리드 비전 선포(지경부, 2009. 6. 5.)에 따르면, 2030년까지 법·제조 인프라
조기정비 및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적용을 통해 68조원 규모의 스마트 그리드 내수시장이 창출될
전망임. 특히 스마트 그리드에서는 O2N기반 센서네트워크 기술 활용이 중요함
● 광역/밀집구조형, 이동성 지원, 이종 센싱정보 지원 무선센서네트워크의 기술적 한계 조건을 극복
하는 실용적 요소기술 확보와 국제 표준화 주도에 의한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 신뢰성 지원 MAC 기술의 IEEE 802.15 산하 MAC enhancement TG, Neighborhood Area
Network TG, ISO/JTC1 SC6 표준화

● RFID/USN 서비스 수용을 위한 기간망 중심 센서 네트워크의 연동과 융합망 구축을 통한 스마트
스페이스 인프라 확보
- 대형 유무선 이통사, 유무선 포털 시스템과 이동/고정형 센서 네트워크 연동을 통한 사용자 중심
기술 개발 및 서비스 모델 발굴
- 기간망 연동,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이동망, 유선망, 차세대 네트워크표준 기술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국내외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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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신뢰성 센서네트워크 통신기술인 ISA(International Society of Automation)100 기반
차세대USN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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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N 미들웨어 분야 기술개발 계획

■ 목표
● 대규모 실시간 센서 스트림 데이터 이벤트 처리를 위한 센서 스트림 데이터베이스 및 질의 처리
언어, 최적화 엔진 기술 개발
● 대규모의 광역 USN 응용서비스 지원을 위해, 다수의 분산된 환경에서의 미들웨어간 상호연동 및
협업, USN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분산 자율형 USN 미들웨어 플랫폼 기술 개발
● 모바일 RFID 및 다양한 개인화 서비스 지원 USN, 차량용 USN, CPS 시스템 등 임베디드 기기
탑재를 위해 최적의 성능과 안정성, 실시간성을 보장하는 임베디드 USN 미들웨어 플랫폼 기술
개발
주요 성능지표

2015년 기술개발 목표

2020년 기술개발 목표

센서 스트림 데이터
질의 처리

대규모 센서 스트림 이벤트 처리
(2.5K events/sec, 100msec latency)

분산 지원 대규모/대용량 센서
스트림 이벤트 처리
(1.5M events/sec, 수msec latency)

모바일지원 및 경량화

모바일 플랫폼 기반 경량형
USN 미들웨어

실시간 지원 자율형 USN 미들웨어

USN 미들웨어 분산화

통합 메시지 버스 기반 협업 지원

NGN 및 차세대웹 기반
자율 서비스 연동

■ 중점 연구분야
구 분

대규모
클라우딩
USN 미들웨어
플랫폼

주요내용

추진기간

대규모 실시간 센서 스트림 이벤트 처리 기술 개발
- 실시간 연속 센서 스트림 데이터베이스 처리 기술 개발
- 대규모 병렬 질의 처리 프로세스 최적화 기술 개발

’
11~’
13

동적모듈기반의 조립형 USN 미들웨어 플랫폼 기술 개발
- 핵심기능의 모듈화 및 Runtime Plug-n-Play 지원 기술 개발

’
11~’
13

USN 미들웨어 분산 처리 지원 기술 개발
- 분산 미들웨어간 메시지 변환 기술 개발 및 표준화
- 분산 미들웨어간 통합 질의 처리 기술 개발
- 비즈니스 서비스 연계를 위한 통합 메시지 버스 및 인터페이스 개발
- USN의 이동성 지원을 위한 동적 디렉토리 서비스 기술 개발

’
1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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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실시간성 보장
임베디드
USN 미들웨어
플랫폼

주요내용

추진기간

’
11~’
13

실시간 지원 극초소형 USN 미들웨어 기술
- 메모리(MMDB) 기반 질의 처리 기술 개발
- 경성 실시간성 지원 이벤트 스케줄링 기술 개발
- QoS 보장형 구동기 자율제어 기술 개발
- 고신뢰성 분산 자율형 CPS 지원 기술 개발

’
14~’
20
RFID/USN

임베디드 USN 미들웨어 표준 S/W 플랫폼 기술 개발
- 위치기반 센서데이터 지능화 처리 기술 개발
- 경량형 센서 스트림 데이터 질의처리 기술 개발
- 가상머신 기반 모듈형 인터페이스 탑재 기술 개발

■ 추진전략
● NGN환경에서의 다양한 USN 서비스 및 사용자의 요구 등을 고려한 유연하고 기밀성이 보장되는
센서네트워크 미들웨어 표준 인터페이스 개발 및 TTA, ISO, ITU-T를 통한 관련 기술의 국내외
표준화 추진
● 대규모의 분산 USN 환경의 지원을 위한 분산 미들웨어간 메시지 전송 및 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인터페이스 및 메시지규격의 표준화를 추진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서비스와의 유연한 연계를
지원
● 분산 대규모 센서 스트림 데이터에 대한 질의 처리 기술에 대한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관련
IPR을 확보하고, 미들웨어 핵심기술의 모듈화 및 조립형 미들웨어 프레임워크 개발을 통해 다양한
USN 서비스에 적용 및 확산 지원
● 절대적인 안정성 확보와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원전, 고위험 산업현장, 사회기반 SOC, 국방등의
분야에 적용가능한 실시간 지원 USN 미들웨어의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 경쟁력
확산에 기여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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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USN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 계획

■ 목표
● 언제, 어디서, 누구나 RFID/USN 서비스를 구축, 개발, 제공하고 사용하는 인프라를 제공하고, 다양한
서비스간 융복합을 지원하는 차세대 웹 기반의 개방형 USN 서비스 융합 플랫폼 기술 개발
● 시공간 정보기반의 고부가가치 센서 지식서비스와 다양한 도메인/환경/개인별 온톨로지에 기반한
상황인식 및 사물간 자율적 통신을 통해 실세계 현상을 반영하는 실시간 지능형 센서웹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
주요 성능지표

2015년 기술개발 목표

2019년 기술개발 목표

서비스 융합

SOA/WOA 기반 서비스 융합

CoDA(Context Delivery Architecture)
기반 서비스

서비스 개방 및 공유

Web2.0 기반

차세대웹(Web3.0, Semantic Web) 기반

센서정보 지능화

STT(Spatial, Time, Thematic)
중심의 개별 센서정보 지능화

Semantic 정보 기반의 센서간
자율협업을 통한 상황정보 추론

융복합 서비스지원

모바일/위치기반/증강현실 지원
센서 서비스 플랫폼

개인화/Cross-Reality/실감형/자율형
센서 서비스플랫폼

■ 중점 연구분야
구 분

주요내용
개방형 센서정보 서비스 플랫폼 개발
- RFID/USN 기기/서비스 표준 프로파일 기술
- 동적 RFID/USN 서비스 등록 및 Discovery 프로토콜 기술
- OpenAPI 및 Cloud Computing 기반 서비스 개발 환경 기술 개발

차세대 개방형
USN 서비스
융합 플랫폼

추진기간

’
11~’
13

USN 서비스를 위한 통합 AAA 플랫폼 기술 개발
USN 수용을 위한 u-IMS 및 u-Broker 플랫폼 기술 개발
RFID/USN 서비스 융합 지원 기술 개발
- RFID/USN 서비스 상호 운용 기술
- SOA 기반 RFID/USN 서비스 Orchestration 기술
USN 이동성 지원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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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추진기간

지능형 센서정보 제공을 통한 USN 지식정보 고도화 기술 개발
- 시공간 정보 기반 시맨틱 센서정보 서비스 description 및 자동
Annotation 기술
- 시맨틱 기반 센서정보 Service Discovery 기술

’
11~’
13

시맨틱웹 기반 RFID/USN 서비스 온톨로지 연동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 RFID/USN 센서 표준 온톨로지 모델링 기술 개발
- 도메인/환경/개인별 온톨로지 모델링 및 연동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
14~’
16

실감형 센싱정보 기반 USN 자율제어 플랫폼 기술 개발
- 자율제어형 USN 기반 Cross-Reality 연동 플랫폼 기술
- 실세계-가상세계간 메시지 변환 및 실시간 이벤트 동기화 기술 개발

’
11~’
14

CoDA(Context Delivery Architecture)기반 지능형 서비스 플랫폼 개발
- SNS와 USN 간의 융합을 통한 Context 인식 자동화 기술 개발
- 실시간 센서웹을 위한 이벤트 및 상황추론 기술 개발

’
15~’
18

■ 추진전략
● ISO, ITU-T, W3C, OGC 등 국제 표준화 동향, 관련기술의 발전 트랜드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핵심 원천 기술의 IRP 확보 및 국제표준화 추진
● 공공성/공익성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기관 소유의 센서 인프라의 개방화 및 공유를 통해 다양한
개인 및 이익집단, 연구 및 교육기관의 참여와 활용을 유도하여 RFID/USN 서비스 활성화를 도모
하고 관련 S/W 기업의 신규 서비스 창출을 유도
● 단순 센싱정보의 제공이 아니라 센서의 위치, 시간, 공간, 주변 환경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USN 지식정보의 고도화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USN 인프라를 구축, 제공, 개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과 공유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서비스의 창출을 도모
● 일반인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여러 타 산업과의 융합을 지원할 수 있는 센서정보 서비스를 위해
실감형 및 모바일 RFID/USN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보급하여 홈네트워크, 헬스케어, 환경관리,
스마트그리드 등 다양한 융합 서비스에 적용하여 기술 검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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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지능형
센서웹 서비스
플랫폼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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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RFID/USN 네트워크 운용 기술 개발

■ 목표
● RFID/USN 시스템ㆍ서비스간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OID기반 RFID 코드체계, USN 코드체계 및
적용기술 개발
- OID기반 RFID 코드체계란 ITU-T 및 ISO/IEC에서 정의한 OID를 할당받아 RFID 서비스에
적용하는 코드체계로 RFID 코드는 RFID 코드 종류를 판별하기 위해 OID와 함께 사용됨
- USN 코드체계란 사물, 센서노드, 센서 네트워크, USN 자원정보, 센싱 정보 및 위치 정보 등을
중복되지 않게 구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ID 체계
● RFID/USN 코드체계가 적용된 시스템ㆍ서비스간 정보공유, 공동 활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RFID/USN 서비스 연동기술 개발
- OID기반 RFID 코드체계 및 RFID/USN 서비스 연동기술을 기반으로 모바일 RFID 코드,
EPC코드, 자체정의 코드 등 RFID 응용 영역에서 적용되는 모든 코드가 수용 되어 시스템 및
서비스간 상호 연동될 수 있는 기술 연구
- USN 코드체계를 기반으로 USN 미들웨어, 응용서비스 정보와 USN 메타데이터, 센싱정보, 위치
정보 등의 정보 검색을 지원하는 디렉터리 시스템 개발
●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USN 서비스의 경우 사용자에 의한 서비스 검색 지원은 필수적이어야
하며, 이러한 서비스 검색을 지원하는 USN 디렉토리 서비스에 필요한 플랫폼 기술 개발

■ 중점 연구분야
구 분

RFID/USN
코드체계 및
적용기술 개발

RFID/USN
서비스
연동기술 개발

주요내용

추진기간

RFID 태그가 부착된 사물을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한 RFID 식별체계 개발
및 RFID 태그/미들웨어/응용 적용기술 개발
USN 노드, 자원 정보, 센싱 정보 및 위치 정보 식별(Identification)을 위한
USN 코드체계 및 적용기술 정립

’
09~’
15

USN 노드간 통신(Communication)을 위한 USN 주소(Address)체계 및
적용기술 개발
RFID/USN 코드체계 기반 시스템ㆍ서비스간 정보 공유를 위해 RFID 객체
정보, 센서노드, 센서네트워크, USN 미들웨어, 응용서비스 정보와 USN 메타
데이터, 센싱정보, 위치정보 등의 정보 검색을 지원하는 디렉터리 시스템 개발
코드체계 할당ㆍ관리를 위한 RFID/USN 코드체계 관리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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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USN 응용을
위한 디렉토리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

주요내용
USN 서비스의 등록과 검색을 지원하는 디렉토리 서비스 기술 개발
- USN 서비스 프로파일 기술 개발
- USN 서비스 등록. 검색. 이용 모델 개발
- USN 서비스 등록.검색 프로토콜 기술 개발

추진기간

’
09~’
13

■ 추진전략

● 다양한 USN 응용간 연동을 위한 공통 메세지, 프로토콜 및 메터데이터 관리 표준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다양한 시범 사업 및 응용 적용에 따른 표준 기술의 확산 추진
● USN 정보의 공유, 교환 및 유통 체계의 정립을 위해 법, 제도 정비를 통해 관련 기반을 조성하고,
개발 핵심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업자 및 인프라 제공 기관과의 원활한 협력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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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ID/USN 응용, 네트워크, 시스템 등에서의 상호연동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RFID/USN 코드체계
기술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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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도 중점추진 계획

■ 중점방향
● 철저한 상용화 관점의 RFID/USN 기술 개발

■ 전략목표
● 범용으로 활용 가능한 차세대 RFID 기술 분야
● 국제 표준 선도를 위한 USN 핵심요소 기술 분야
● Green IT, 맑은물 관리, IT기반인프라, 에너지절감, 재난·재해 예방, 기존산업 경쟁력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RFID/USN기반 서비스 기술

■ 사업추진 계획
구분 중점 연구분야

연구과제명

연구내용(요약)

100%인쇄방식을 이용한 초저가 13.56MHz 이상 구동가능한 16bit이상의 읽기전용
메모리를 지닌 Tag 당 40원 이하의 RFID Tag
플라스틱 RFID Tag제조
상용화 기술개발
인쇄를 위한 Roll-to-Roll 인쇄 스템 구축

1

2

개별물품 단위 응용을 위한
차세대 RFID 기술개발

13.56MHz Printed RFID 핵심기술 개발 및 개별
단위 물품 인식을 위한 HF/UHF 수동형 RFID
기술 개발

고 신뢰성 글로벌 물류 정보
동기화 기술 개발

전 세계 물류 거점에 구축된 RFID 기반 물류
인프라 설비의 장애와 오류 상태를 실시간으로 원격
감지하여, 오차 보정 및 인프라 복구를 자율적
으로 수행하는 RFID 기반 물류 순환 정보 동기화
기술 개발

초경량 저전력 RFID 보안
플랫폼 기술

수동형 RFID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여 물품의
보안을 유지하고, 유통경로에서 발생하는 RFID의
위/변조를 방지하여 물품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RFID 보안 기술 개발

차세대 RFID

USN 조기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경량화 되고,
원격 에너지 공급 Chain 기반
보급이 쉬운, 원격 에너지 공급 Chain 기반 자
센서네트워킹 자기유지 지원 SoC 및 센서노드
기유지 지원 SoC 및 센서노드 플랫폼 기술 및
플랫폼 기술 개발
국내·외 표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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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점 연구분야

2

연구내용(요약)

초절전 센서네트워크
핵심기술개발

전 계층(Cross-Layer) 전송기술, 실시간 상황인지
및 실시간 제어 기반 센서네트워크 활용하기위해
초절전, 초소형으로 개발

안전필수 결함허용 USN
시스템개발 및 검증체계 구축

제어, 진단, 환경 모니터링, 물류관리 등을 목적
으로 적용되는 USN기술을 결함허용 및 안전필
수구조로 설계하고 검증하는 체계 개발

USN기반 융합서비스 기술개발

국내 기업 중심형 R&D를 통한 4대 USN 융합
기술의 기술력 확보

WBAN In-body시스템 및
On-body 시스템 개발

인체 내부에서 생체센서와 연동되는 저전력,
초소형 인체내 WBAN 무선 시스템 및 인체외
WBAN 무선 시스템 개발

센서네트워킹

USN융합
서비스

국가의 주요 사회간접시설물 및 고위험 안전
차세대 USN기반의 스마트
시설물을 관리를 위한 USN기반의 재난/재해 예방
사회안전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및 안전 고도화 기술개발
u-City의 핵심요소인 u-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U-TSD(Traffic Surveillance &
저비용, 저전력, 고신뢰성의 USN 기반 Traffic
Detection) 기술개발
Surveillance & Detection 시스템 개발
RFID/USN코드체계연동기반구축

4

현장적응형
기술

RFID 상호운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및 관리체계 마련

H/W, S/W에 관계없이 동작할 수 있는 공통 오픈
현장적응형 인텔리전트 S/W
플랫폼 및 효용성 증대를 위한 지능형 미들웨어
기술 및 공통 표준 플랫폼 개발
개발

* 연구과제명(계속과제포함)은 예산심의결과 및 분야별 예산 등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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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과제명

＞＞RFID/USN
Ⅵ. 기대효과

01

기술적 기대효과

■ 기술개발·표준화 주도
● USN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USN 기술 선점 및 세계적인 기술경쟁력 확보
- 표준화 참여 및 IPR 조기 확보를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시범 사업 등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통
한 국가 산업 활성화
● 개방형 센서노드 기술, 센서네트워킹 기술, 위치인식 기술 등 관련기술의 국제 표준화 선도

■ 미래기술 및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기반 조기 확보
● USN 기반 구축을 통해 IT 신성장 동력 등 국가 전략산업 발전의 기본 인프라 제공
● USN과 결합될 수 있는 NT, BT 등 관련 산업기술과의 연계발전 도모

■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IT융합 핵심 기술 확보
● 자동차(주행상황인지 스마트 자동차), 조선(디지털선박), 건설(지능형능동SoC), 기계(지식기반 실시
간 생산), 섬유(디지털 지능형 섬유), 의류(상황인지기반 고령친화 퍼스널 케어) 등

■ u-IT 허브 구축에 기여
● 첨단 IT기술 및 서비스가 세계 최초로 구현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 구축으로 u-IT 허브
구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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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제적 기대효과
2018에는 RFID/USN분야의 총 생산유발효과 28조9천억원, 고용 창출효과
12만명, GDP 기여도 0.92% 달성 기대

● 2013년에는 RFID/USN 분야에서 총 9조 9천억의 총생산 유발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며, 부고용
유발은 4만 4천여명 정도로 예상되고, GDP 기여도는 0.48%에 이를 것으로 기대

:

일자리 창출

:

GDP 기여도

:

(2008년)

(2013년)

(2018년)

5,500억원

9조9천억원

28조9천억원

(2008년)

(2013년)

(2018년)

3천5백개

4만4천개

12만개

(2008년)

(2013년)

(2018년)

0.05%

0.48%

0.92%

* GDP 기여도 : (RFID/USN산업 국내생산) / (국내 총 생산)

03

사회·문화적 기대효과

■ 국민 삶의 질 향상
● 언제, 어느 곳에서나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정보통신 환경의 구축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지능형 교통시스템, 텔레메틱스 등 융·복합 기술의 조기 실현을 앞당겨 생활의 다양화 및 편리성 증대

■ USN을 통한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
● 생산 공정에 USN을 적용함으로써 생산 자동화 및 상품 이력 관리의 효율화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
● 병원에서의 의료 용품, 약품 정보 관리 및 환자상태 실시간 원격 관리로 대국민 의료서비스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 환경, 안전관리 등 공공분야 서비스의 지능화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행정서비스 구현
● 실시간 물품관리, 통관서비스 체계 구축 등 공공행정 관리 및 민간 서비스의 수준 향상 및 이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 u-Gov 구현의 핵심기반을 제공하여 이용자 중심의 대민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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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생산

＞＞RFID/USN
[붙 임] 참여 전문가 명단
구분

소속

직위(급)

성명

비고

1

KEIT

PD

강민수

관

2

KISA

팀장

백종현

관

3

IBM Korea

상무

이강윤

산

4

아시아나 IDT

부장

정의봉

산

5

LS 산전

부장

서석기

산

6

SKT

부장

윤진희

산

7

코리아컴퓨터

상무

석창부

산

8

CJ GLS

부장

권구포

산

9

부산대

교수

김호원

학

10

KAIST

교수

유종원

학

11

제주대

교수

박경린

학

12

고려대

교수

김대기

학

13

경기대

교수

김현수

학

14

ETRI

그룹장

표철식

연

15

KETI

센터장

이형수

연

16

ETRI

팀장

김형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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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주요용어 및 약어해설
[A]
● AAA :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 AMI :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B]
● BAP : Battery Assisted Passive
● BcN :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C]
● CODA : Context Delivery Architecture
RFID/USN

[D]
● DCU : Data Collector Unit
● DSME : Distributed Synchronous Multichannel Extension

[E]
● EAS : Electronic Article Surveillance

[F]
● FHSS : Frequency Hopping Spread Spectrum

[I]
● ILT : Item Level Tagging
● IMS : IP Multimedia Subsystem
● ISA : International Society of Automation
● ISM :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L]
● LBT : Listen Before Talk
● LoS : Line of Sight
● LR-WPAN : Low Rate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M]
● MAC : Medium Access Control
● M-DSSS : Multiplexed 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
● MEMS :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 Modem : modulator-demod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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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DS : Object Directory Service
● ONS : Object Name Service
● O2N : Object-Object Network
● QoS : Quality of Service

[P]
● PLC : Power Line Communication

[R]
● RF : Radio Frequency
● 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RTLS : RealTime Location System

[S]
● SAS : Sensor Alert Service
● SiP : System in Package
● SNS : Social Network Service
● SOA :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 SoC : System on a Package
● SCS :Sensor Collection Service
● SOS : Sensor Observation Service
● SPS : Sensor Planning Service
● STT : Spatial, Time, Thematic
● SUN : Smart Utility Network

[T]
● TDM : Time Division Multiplexing

[U]
● UHF : Ultra High Frequency
● USN : Ubiquitous Sensor Network

[V]
● VMC : Vehicle Mounting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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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 WPAN :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 WLAN : Wireless Local Area Network
● WNS : Web Notification Service
● WSN : Wireless Sensor Network

RFID/U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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