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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RFID/USN(RF IDentification/Ubiquitous Sensor Network)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반적으로 
증대되고 있는데, RFID/USN은 BcN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와이브로 등과 더불어 미래 
유비쿼터스 사회로 이끌 정보통신 인프라이다. 이를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같은 
국책연구기관부터 삼성전자, LS산전, SK텔레콤 등 대기업은 물론 수많은 중소기업이나 
벤처들이 칩, 태그, 리더기 등의 제품화에 앞다투어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RFID 기술은 주로 
개별 제품이나 컨테이너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물류 흐름을 제어 하기 위한 기술이지만,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2006년도에 RFID 기반의 보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 비 은 
물론 내부 중요 자료에 대한 임의 유출을 예방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국내 
최초의 CC (Common Criteria) 평가 기관으로, 평가를 위해 고객으로부터 제품 설계서, 구현검증 
명세서 등 중요 비 들을 평가를 위한 제출물로 전달받아 시험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고객의 비 들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평가시험실 출입을 

통제하는데, RFID 기반 보안 관리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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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RFID/USN(RF IDentification/Ubiquitous Sensor Network)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반적으로 증대되고 
있는데, RFID/USN은 BcN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와이브로 등과 더불어 미래 유비쿼터스 사회로 
이끌 정보통신 인프라이다. 이를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같은 국책연구기관부터 삼성전자, 
LS산전, SK텔레콤 등 대기업은 물론 수많은 중소기업이나 벤처들이 칩, 태그, 리더기 등의 제품화에 
앞다투어 투자하고 있다. 시장 규모는 날로 커져, 오는 2010년이면 세계 RFID 시장 규모는 100억달러, 국내 
시장 규모는 12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이 예측한 바 있다. 

 

            
(그림 1)  RFID 국내외 시장 규모 및 전망 (I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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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USN 기술은 물품 등의 사물에 아주 작은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전파를 이용하여 사물의 정보 및 
주변 환경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우리생활의 모든 분야 즉, 식료품으로부터 축산물 관리, 폐기물 관리, 
환경 관리, 물류․유통, 보안 등의 영역까지 정보화를 확산시켜 비즈니스에 대변혁을 가져오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물에 컴퓨팅 및 통신기능을 
부여하여 anytime, anywhere, anything 통신이 가능한 환경을 구현함으로써 이제까지 사람 중심(anyone)의 
정보화에서 사물을 중심(anything)으로 정보화의 지평을 확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RFID 기술은 이제 사물을 중심(anything)으로 정보화가 이루어져 주로 개별 
제품이나 컨테이너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물류 흐름을 제어 하고 있다. 일례로 세계적인 유통업체인 
월마트는 지난 2003년부터 RFID 시스템을 제품 단위까지 적용하여 연간 2억8,000만달러 이상의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도 최근 전사 차원의 전자태그(RFID) 시스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가 구상 중인 프로젝트는 국내 사업장 및 해외 법인을 RFID 
시스템으로 묶어 글로벌 공급망관리를(SCM) 통해 본사에서 전 세계에 유통되는 제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물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현재 RFID는 유통 또는 물류 
절감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RFID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피아식별’에 착안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2006년도에 RFID 
기반의 보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 비 은 물론 내부 중요 자료, 주요 전산 장비에 대한 임의 
유출을 예방이 가능한 보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국내 최초의 CC (Common Criteria) 평가 기관으로, 평가를 위해 평가 신청 고객으로부터 
보안목표명세서(Security Target), 기능명세서, 개발 단계별 설계서, 구현검증 명세서, 보안정책모델서, 
관리자설명서 등 중요 비 들을 평가를 위한 제출물로 전달받아 시험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산업 기  또는 내부 자료 유출이 크게 문제시 되고 있는 현실에서 RFID 기반 보안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고객의 비 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정착하는데 크게 일조 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구축된 RFID 시스템 범위 및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3장에서는 구축되어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4장에서는 실제 
평가시험실에 구축된 하드웨어에 대해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결론과 앞으로 가능한 향후 연구 
방안에 대해서 언급한다. 

 
2. 시스템 범위 및 목표 서비스 

 
이 장에서는 현재 구축 되어 있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RFID 기반 보안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한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구축 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목표 시스템과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 
한다. 또한 이를 개발하기 위해 적용된 ‘ooCBD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2.1 프로젝트 배경 

2006년도에 추진하였던 RFID 기반 보안 관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는, 단순히 수기에 의한 일지 작성 
수준인 평가시험실의 보안 관리 업무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평가시험실을 유비쿼터스 환경이 제공하는 
첨단 시험실인, 이른바 ‘u-Lab’ 으로 전환하는 실험적인 프로젝트였다. 

이를 위해 RFID 기술과 웹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기술을 도입하여 보안 관리 업무를 첨단화하여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으며, 위 프로젝트를 통하여 보안관리 업무 및 자산관리 업무가 전산화되고 
표준화됨으로써 업무 프로세스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리고 보안 관리 대상에 
RFID태그를 부착하여 자동식별 함으로써 실물과 정보시스템의 불일치 문제를 제거하고 RFID 기술의 
특성인 무접촉/일괄인식에 의하여  업무의 정확도와 작업시간의 절약에 의한 업무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아울러 유비쿼터스(Ubiquitous)의 핵심기술인 RFID기술을 업무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향후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 시대를 적극 대비하고 원 업무환경 내에 RFID 시스템을 조기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하였다. 

 
2.2 목표 시스템 범위 및 서비스 

목표 시스템의 범위는 현재 평가제출물에 대한 보안 관리 업무를 전산화하는 것으로 중앙의 
관리서버가 미들웨어를 통해 고정형 또는 휴대형 리더기를 통해 수집된 전자태그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안 관리자가 모니터링하는데 용이하도록 하는데 있다. 목표 시스템은 크게 관리 
서버와 고정형 리더기, 휴대형 리더기, 미들웨어, 웹기반 관리 소프트웨어로 구성되고 이에 대한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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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목표 시스템 (u-Lab) 구성도 
 
또한 목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계약관리 : 의뢰업체에서 보안성평가를 의뢰했을 경우에 보안성평가계약의 내용을 관리하는 화면 
(2) 방문자관리:방문자가 평가시험실에 출입하기 위해 방문자의 신상명세를 등록하는 화면 
(3) 일일보안관리자관리:보안관리를 위해서 일일보안관리자를 지정하기 위한 기능 
(4) 제출물등록:보안성평가를 의뢰한 업체에서 제출한 제출물에 대한 등록을 하는 화면 
(5) 제출물반출목록:제출물에 대해서 반출을 위한 기능 
(6) 제출물상세추가:제출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추가하기 위한 기능 
(7) 평가결과물:평가결과물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8) 평가결과물등록:평가결과물에 대한 등록을 하기 위한 기능 
(9) 평가반구성: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의뢰제품에 대한 보안성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구성하는 화면 
(10) 평가자관리목록:보안성 평가를 수행하는 주체인 평가자에 대한 관리를 하는 화면 
(11) 평가자카드폐기목록:평가자에게 지급되는 RFID 카드형 태그를 폐기하기 위한 기능 
(12) 평가제품관리:보안성평가 대상물인 제품에 대한 관리를 하는 화면 

 
2.3 ooCBD 개발 방법론 

 
ooCBD 방법론이란 세분화된 객체를 사용에 따라 그룹화 하여 구성된 컴포넌트 단위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으로, 개발초기에 시스템구조를 정의하는 안정적인 아키텍처를 확보하고 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개발한다. ooCBD개발 방법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견고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구축(애플리케이션/기술 아키텍처) 
(2) 아키텍트에 의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검증 
(3) 객체지향 개념(추상화, 캡슐화, 일반화) 
(4) 유스케이스 주도형 개발 프로세스 

o 사용자 요구 관리 
o 비즈니스 컴포넌트 도출 
o 비즈니스 개체 및 데이터 모델 정의 
o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 도출 
o 테스트 구현 

(5) 서비스 지향 개념 
o 서비스(Service) 
o SOA(Service-Oriented Architecture) 
o XML 웹 서비스(Web Service) 

 
또한 ooCBD개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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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ooCBD 방법론 산출물 내역 

단계 활동 작업 산출물 

요구사항 기술서 v1.0 
사용자 요구수집 

요구사항 기술서 v1.1 

공통 용어집 v1.0 
요구사항 이해 

공통 용어 파악 
공통 용어집 v1.1 

유스케이스 기술 유스케이스 기술서 v1.0 
요구사항 정의 

유스케이스 우선 순위 기술 유스케이스 기술서 v1.1 

유스케이스 상세 유스케이스 기술서 v2.0 

요구분석 

요구사항 정제 
유스케이스 모델 구조화 유스케이스 기술서 v2.1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정의

서 v1.0 
초기 아키텍처 개요

정의 
  유스케이스 기술서 v3.0 

유스케이스 분석 유스케이스 기술서 v3.1 

비즈니스 객체 모델 생성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정의

서 v1.1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델

v1.0 

행위분석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델 생성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정의

서 v1.2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정의

서 v2.0 비즈니스 컴포넌트 모델 정의

유스케이스 기술서 v3.1 
어플리케이션 아키텍

처 설계 

비즈니스 컴포넌트 설계 
비즈니스 컴포넌트 설계서

v1.0 

기술 유스케이스 정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정의

서 v3.0 

기술 유스케이스 실현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정의

서 v3.1 

프레임워크 설계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정의

서 v3.2 

기술 아키텍처 설계 

배포 모델 설계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정의

서 v3.3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v1.0 

아키텍처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데이터 논리 모델 설계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정의

서 v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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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설계서 v1.1 

비즈니스 컴포넌트 설계서

v1.1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정의

서 v4.1 

데이터 물리 모델 설계 

테이블 또는 각 객체 스크

립트 화일 

설계 전략 정의   메커니즘 기술서 v1.0 

비즈니스 컴포넌트 설계서

v2.0 
설계 요소 식별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v1.0 

구현 컴포넌트 설계서 v1.0

설계 

컴포넌트 설계 비즈니스 컴포넌트 설계서

v2.1 

1차 반복 

구현 구현 모델 구조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정의

서 v5.0 

비즈니스 컴포넌트 설계서

v2.2 
설계 요소 식별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v1.1 

2차 반복 설계 

컴포넌트 설계 구현 컴포넌트 설계서 v1.1

테스트 구현 

테스트 실행 및 평가  테스트 테스트 실행 

테스트 결과 반영 

테스트 기술서 v1.0(1차반

복) 

테스트 기술서 v1.1(2차반

복)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적용 
 

이 장에서는 보안 관리 업무의 요구 사항과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웹기반 관리 소프트웨어에 대해 
살펴본다.  

 
3.1  아키텍처 설계 

 
사용자 및 관리자가 접근하여 u-Lab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ASP 기반의 웹 관리 시스템이다. 

시스템 개발 단계는 2장에서 설명한 ooCBD개발 방법론에 따라 요구 분석, 아키텍쳐 정의, 구현, 테스트 
단계를 거쳤다. 다음은 보안관리 요구 분석 내용이다. 

 
(1) 신청서 및 제출물 접수 
o 신청서 및 제출물에 대한 접수 기능(신청서정보 및 제출물에 대한 정보 입력)이 있어야 한다. 
o 신청서 입력 시 태그프린터를 이용한 제출물에 대한 RFID 태깅도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 
o 평가시험실의 제출물 보관실에 업체로부터 받은 제출물(문서, CD, H/W 제품) 2부씩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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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물 태깅 
o 제출물에 대한 등록으로 생성된 제출물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여 RFID 태그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출물  부착용 태그를 태깅한다. 
o EPC코드 Write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제출물 인수인계 처리 
o 평가의뢰업체에서 제출한 제출물 중에서 1부를 인증기관에 1부씩 전달하는데 이에 대한 처리가 

가능해야 한다. 
o 인증업체에 전달한 제출물이 반납되는 경우도  있다. 
o 인수인계증을 작성해야 한다. 
 
(4)평가반 구성 기능 
o 제출물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평가반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o 평가담당자를 선정한다. 
 
(5) 제출물 보완 등록 
o 평가 중에 제출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       업체로부터 2부씩 제출물(문서, CD, H/W 

제품)을     접수할 수 있어야 한다. 
o 제출물 보완 시에 RFID 장비를 이용한 태깅도 함께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출물 열람 신청:o 평가자가 제출물에 대한 열람을 위해서는 웹페이지에서 열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o 평가담당자는 승인신청이 필요없다. 
o 평가담당자 이외의 평가자는 열람신청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6) 제출물 열람 승인 
o 평가자가 제출물에 대한 열람 신청을 한 후에 기술책임자가 열람 승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제출물 임시 반출 신청:o 평가자가 평가시험실 밖으로 제출물에 대한 반출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o 평가담당자 및 일반 평가자도 신청해야 한다. 
 
(7) 제출물 임시 반출 승인 
o 평가자가 반납 또는 폐기 이외의 예외상황에서 제출물을 평가시험실 밖으로 반출 시에 반출 신청에 

대해서 승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8) 제출물 반출입 이력 저장 
o 모든 제출물 관련 신청/승인, 반출입에 대한 이력을 RFID 장비를 이용하여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9) 제출물 반납 기한 경보 
o 일과시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제출물에 대한 보관실 저장을 음성으로 통보할 수 있어야 한다. 
o 일과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o 일과시간: 문서, CD, H/W 제품은 평가시험실 내 평가셀에 위치해야 한다. 
o 일과시간 후: H/W 제품을 제외한 CD, 문서는 제출물보관실에 위치해야 한다. 
 
(10) 제출물 불법 반출 경보 
o 제출물 열람 승인 또는 제출물 반출 승인이 없이      외부로 제출물에 대한 불법 반출 시 경보통지를 

해야 한다. 
o 평가실 출입구의 RFID 게이트에 스피커를 설치해야 한다. 
 
(11) 제출물 상태 
o 평가대기 : 담당자 지정 되기 전 
o 평가진행 : 평가 중 
o 평가완료 : 정상적인 평가 종료 
o 계약해지 : 의뢰업체의 사정으로 인한 평가 중단 
o 평가중단 : 평가 임시 중단(추후 평가 다시 진행됨) 
o 인증기관인계 : 제출물 1부를 인증용으로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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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출물 반환 처리 
o 제출물 반환 처리 시에 RFID 태그에 대한 폐기 처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13) 출입카드 발급 
o 평가팀의 평가자에 대한 정보 입력 및 출입카드에 대한 태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o 출입카드는 미리 발급해 놓는다(EPC 코드    부여). 
o 출입카드 프린트 내용 : 사번, 이름, 팀명 
 
(14) 평가자 출입 이력 저장 
o 출입카드가 발급된 모든 평가자의 평가시험실  및      제출물보관실에 대한 출입 이력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15)방문자카드 발급 
o 방문자카드를 미리 태깅을 한 이후에 평가시험실에 출입하는 방문자의 기본정보(이름, 주민번호, 

소속, 전화번호, 회사명, 담당자)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15) 방문자 출입 이력 저장 
o 방문자에게 임시출입카드를 발급하여 방문자에 대한 출입이력도 저장 및 조회가 가능해야  한다. 
 
(16) 보안관리 이력 조회 및 출력 
o 모든 보안관련 이력에 해당하는 제출물 반출입 이력, 평가자 및 방문자의 출입이력 등을 검색조건에 

따라서 결과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위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보안관리 프로세스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는 평가제품 테이블을 중심으로 

제출물정보를 위한 여러 개의 테이블과 평가자정보를 위한 테이블, 그리고 다수의 코드 테이블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ERD에 따른 엔티티 목록 및 주요 내요은 다음과 같다. 

 
(1) 평가제품계약마스터:제출물의 계약정보 

(2) 평가제품:제출물의 기초 정보 

(3) 평가제품상태:단계별 평가 상태 

(4) 평가결과물:평가 제품을 평가 완료 후 결과물 정보 

(5) 제출물목록:평가제품을 구성하는 제출물 

(6) 인수인계증:인수/인계증 발급 정보 

(7) 인수인계목록:인수/인계과련 제출물 목록 

(8) 제출물열람반출등록이력:제출물 반출, 열람 등록 이력 정보 

(9) 센싱이력:RFID 시스템 센싱 이력 

(10) 일일보안일지:일일보안 담당자 관리  

(11) 평가자:평가자 등록 정보 

(12) 평가반:평가제품을 담당하는 평가반 정보 

(13) 평가반기본정보:평가제품을 담당하는 평가반 구성원 정보 
 

3.2  웹기반 관리 시스템 구현 
 
이 장에서는 실제 설계된 DB 및 아키텍처에 의해 개발된 관리 시스템을 설명한다. 지면상 웹 관리 

화면, 게이트 응용프로그램 화면, 휴대형 리더기 화면 등을 예시한다. 
 
(1) 평가제품 계약  
  보안관리 프로세스의 첫 단계로서, 보안성평가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정보를 등록하는 

화면이다. 보안성평가의뢰 계약이 완료되면 계약일자 및 의뢰업체명 등의 계약정보를 등록, 수정 할 수 
있으며, 계약목록을 검색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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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가제품 등록  
  계약정보 등록이 완료된 후 보안성평가를 받을 장비를 등록하는 화면이다. 아직까지는 평가반이 

구성이 되어있지는 않은 단계      이며 계약정보등록 후에 구체적으로 평가받을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이다.   평가제품이 등록이 완료된 후에야 평가반을 구성할 수가 있다.  

 
(3) 게이트 응용프로그램  
제출물실 게이트를 이용하기 위한 화면. 제출물실 게이트의 기 능은 제출물과 평가자에 대한 출입정보 

인식 및 제출물에 대한 최초 보관기능을 수행한다. 제출물이 등록 및 태깅이 완료되고 난 후 최초에 
제출물실 게이트를 통과할 때 게이트에서 인식된 정보를 확인하고 열람종료 버튼을 누르면 제출물 보관이 
완료된다. 제출물을 열람을 위하여 가지고 나가는 경우에는 열람신청여부를 검색하여 열람신청이 안된 
제출물에 대해서는 경보를 발생한다. 열람이 끝나고 제출물을 반납할 때에는 제출물실 게이트에 인식된 
제출물리스트를 확인하고 열람종료 버튼을 누르면 제출물에 대한 열람이 종료된다.  

 
(4) 평가자산 검색  
  등록된 평가자산에 대한 검색 화면. 등록이 완료된 평가자산은 휴대형 리더를 이용하여 평가자산의 

위치를 검색할 수 있다. 휴대형 리더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평가자산정보를 
휴대형 리더로 다운로드 한 후, 휴대형 리더로 검색조건을 입력하여 평가자산을 찾는다.  

 
3.3  미들웨어 구축 

 
본 시스템에서 적용된 RFID 미들웨어는 EPCglobal 표준을 준수하며 Edge 미들웨어와 ALE(Application 

Level Event) 미들웨어로 구성된다.  
 

Edge 미들웨어는 EPCglobal Reader Protocol(이하 RP) 엔진의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을 담당한다. RP의 관리

를 위해 RP의 구성 모듈에 대한 설정 정보를 파일로 관리하며 이를 쉽게 조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관리 

Tool을 제공한다. 또한 모니터링을 기능을 사용하여 현재 RP엔진의 동작 상태 및 오류보고 사항을 확인 조

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EPCglobal Reader Protocol은 물리적 Reader장치(RFID Reader, BarCode Reader 

등)를 이용해 Tag Data를 읽고 정보를 보고하는 방법 및 범용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o Edge Domain의 리더 컨트롤러에 배치  

o EPCglobal Reader Protocol, Reader Management 표준 구현  

o RFID H/W Reader Adapter 개발 : Symbol, Intermec, SAMSys 등 다수  

o RFID Reader 제어, 센싱이벤트 처리, XML 메시지를 통한 보          고, 모니터링  

o 다양한 H/W 리더 연동 및 제어  

o 다중 코드 지원 : EPC, ISO, UCODE  

o RFID Tag Data 정의 및 Filtering  

o 대량의 Reader Event Data 처리 및 중복 제거  

o Report Data Selection & Notification  

o 다양한 리더 제어 Command Interface 제공  

o 모션 센서, 경광등 등 DIO 연계 지원  

o 내외부 Tag Read 트리거 인터페이스 제공  

o Notification 트리거 인터페이스 제공  

o GUI 운영 환경 및 다양한 모니터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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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Edge 미들웨어 화면 예시 

 

미들웨어 동작방식은 다음과 같다. 

1) Trigger신호에 의해 물리적 Reader장치로부터 Tag Data를 수집하고 Filter를 통해 원하는 Tag Data만을 수집

할 수 있다.  

2) 수집된 Tag Data는 중복 보고 방지 및 Tag Data의 다양한 Sensing Event를 생성하기 위한 Smoothing Event 

Generation 블록의 입력으로 사용되게 된다.  

3) Smoothing Event Generation 블록은 Tag Data의 Sensing 상태 및 주기를 검사하여 지정된 Smoothing Event를 

생성하고 이를 외부에 보고하기 위해 Report Buffer에 저장하게 된다.  

4) 저장된 Tag Data정보는 Trigger 신호에 의해 외부에 보고하게 된다.  

 
(그림 10) Edge 미들웨어 동작방식 

 

4. 하드웨어 구축 
 

이 장에서는 3장의 요구 사항 및 아키텍쳐 설계를 바탕으로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먼저 하드웨어 전체 시스템 구성을 제시하여 하드웨어들간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보여주고 실제 
구축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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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하드웨어 전체 시스템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1) 하드웨어 전체 시스템 구성도 

 
하드웨어는 RFID 장비(태그, 리더, 안테나 등)와 기구물(함체, 경광등 등)로 구성된다. 게이트 장비의 

경우 RFID 장비와 기구물을 조립하여 출입문 위치에 설치하고, 휴대형리더의 경우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며, 라벨 프린트의 경우 운영 PC와 연결하여 사용한다. RFID 태그는 관리 대상물에 태그부착 방안에 
의거하여 부착/태깅한다.  

 
 
 

 

(그림 12) 고정형 리더기 설치 결과 

 
[표 2] 하드웨어 주요 내용 

구분 사양 

고정형 
리더기 

o Operating Frequency : FHSS, 910 ~ 914MHz  
o RF Output Power : 1W, 4W EIRP 
o 사이즈 : 135 x 194 x 75(mm) 
o 안테나 포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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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통신 포트 : RS-232C, Ethernet 
o I/O 포트 : VGA Graphics, PS/2, DIO, USB, Audio Out 
o 지원 프로토콜 : EPCglobal Class1 Gen2(18000-6C), ISO 18000-6B, Philips Version 1.19,

Philips I-CODE HSL, Intellitag G1 
o Edge Middleware 및  Reader MMI  운영 가능 
o CPU : Embedded Intel ULV Celeron M 600MHz 
o Memory : C/F 1GB, RAM 512MB 
o O/S : Microsoft Windows XP Embedded 
o MIC 인증 제품(RF모듈 : 형식등록, 리더기 : 전자파적합) 

리더기 
안테나 

o Frequency Range : 902 ~ 928MHz 
o Gain : 7dBi 
o Impedance : 50Ohms 
o Polarization : Circular 
o Maximum Input Power : 1W 
o Connector : SMA Reverse Polarity 
o Cable Length : 3.8m 
o Dimension : 25.9 x 25.9 x 3.8cm 

휴대형 
리더기 

o Operating Frequency : FHSS, 910 ~ 914MHz 
o RF Output Power : 1W Maximum 
o 최대인식거리 : 90cm 
o 안테나 : 1개(내장, Circular Polarized) 
o WLAN(802.11b)지원 
o Power : Removable Lithium-ion battery pack 
o 지원 프로토콜 : EPCglobal Class1 Gen2(18000-6C), ISO 18000-6B, Philips Version 1.19, 

Philips I-CODE HSL, Intellitag G1 
o O/S : Microsoft Pocket PC 

태그 프린터 

o Operating Frequency : FHSS, 910 ~ 914MHz 
o RF Output Power : 1W Maximum 
o 사이즈 : 54.3 x 26.1 x 29.8cm 
o 지원 프로토콜 : EPCglobal Class1 Gen2(18000-6C), ISO18000-6B 
o Print Speed : 최대 76 label/minute(4x6인치) 
o Print 해상도 : 203dpi/300dpi 
o 최대 인쇄 넓이 : 104/105.7mm 
o 통신포트 : RS-232C, USB 1.1, Ethernet 

카드 프린터 

o 프린트방식 : 열전사/염료승화 
o 프린트속도 : 140매/시간(컬러), 1000매 이상/시간(단색) 
o 해상도 : 300dpi 
o 인터페이스 : USB, Parallel 
o 사이즈 : 19.2 x 39.6 x 23.5 cm 

금속형 태그 

o 지원 프로토콜 : EPC Class1 Gen2, ISO 18000-6B/Ucode 1.19 
o 동작 주파수 : 915 MHz 
o 메모리 : 96, 128 or 256 bit 
o 사이즈 : 137 x 27 x 6 mm 
o 인식거리 : 6 ~ 7m 
o 10만회 읽기/쓰기 가능 
o Face Material : ABS Plastic 
o Application : Metals, Electronic goods, Corrugated cases, Plastic trays and containers 

라벨형 태그 

o 지원 프로토콜 : EPC Class 1 Gen2  
o 동작주파수 : 860 ~ 960 MHz  
o 메모리 : 96bit  
o 태그 수명 : Read(10만회 이상), Write(1만회 이상)  
o 인식거리 : 고정형 리더로 3m 이상  
o 전송속도 : 640Kbps  
o 10만회 읽기/쓰기 가능 
o Operational Temperature : -40℃ ~ 65℃  

카드형 태그 o 지원 프로토콜 : EPC Class1 Gen2, ISO 18000-6 A, o ISO18000-6B, EPC Class 0, EPC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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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작 주파수 : 860 ~ 960MHz 
o 인식거리 : 1 ~ 5m 
o 사이즈 : 85 x 54 mm 
o 10만회 읽기/쓰기 가능 
o Application : Case tag, Baggage tag, Price tag, Inventory tag, Apparel tag, Logistics, Library 

 
5. 실험 및 고찰 

 
3장과 4장을 통해서 RFID 기반 보안 관리 시스템이 어떠한 소프트웨어, 미들웨어 및 하드웨어로 

구축되었는가를 알수 있다. 5장에서는 구축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실험 및 고찰을 통해 RFID 기반 보안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해서 논하겠다. 
 
5.1 실험 환경 
 
    평가시험실 및 제출물 보관실에서 사용되는 제품에 RFID 태그를 부착했을 때의 태그 인식률을 
점검하여 인식 성능 향상 및 오인식 방지를 위한 안테나 위치 및 수량을 확정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제출물 및 평가자산의 형태와 재질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제출물 및 평가자산에 태그를 부착했을 
경우의 인식률을 조사하여 태깅작업 시 반영한다.  RFID 시스템이 설치되는 평가시험실의 특성상 일과 중의 
테스트는 불가능하므로 18시 이후에 테스트를 실시한다. 먼저 평가시험실 출입문에서 인식테스트를 실시한 
후, 보관실 출입구에서 테스트를 실시한다. 평가실 내에서의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테스트 진행 
과정 및 테스트 결과는 스케치와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표 3] 실험 장비 목록 
장비명 설명 장비이미지 

RFID 리더 900MHz 고정형 리더  

안테나 900MHz 고정형 리더 안테나 
 

안테나 케이블 리더와 안테나 간의 연결  
RS-232C 케이블 RFID Reader와 Control PC 연결  

RFID 태그 900MHz Passive Tag  
계측장비 RF 주파수 분석용 계측 장치  

RFID Reader 
Control PC RFID 리더와 연결하여 데이터 수집 처리  

안테나 고정용 
삼각대 안테나의 설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삼각대  

 
5.2 실험 항목 
 

분야 구분 세부항목 테스트 방안 

크기 및 모양에 따른 제약

성 검증 

일반적인 구조물 설치 시 외형적으로 예상되는 문제

점을 파악 구조물 설치 

방안 
동선 면적 확보 

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은 최소한의 동선을 담당자와

함계 확인 

I/O 인터페이스 Input 연결

장비 확인 

리더에서 사용되는 센서 설치를 위한 공간적 최적의

위치를 결정 

설치 환경 

I/O 인터페이

스 연결 방안 I/O 인터페이스 Output 연결

장비 확인 

리더에서 사용되는 외부출력장치를 위한 공간적 최적

의 위치를 결정 

인식 최적 안테나 방향 
가로 안테나를 가로방향으로 위치시킨 후 태그가 인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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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Zone을 확인 

세로 
안테나를 세로방향으로 위치시킨 후 태그가 인식되는

RF-Field를 확인 

Circular의 성능 확인 Circular 안테나의 태그의 최대 인식 거리를 확인 
안테나 Type 

Linear의 성능 확인 Linear 안테나의 태그 최대 인식 거리를 확인 

안테나 2개 사용하여 목표

인식률 확보 
안테나 2개를 설치하고 인식되는 태그의 개수를 확인

안테나 개수 
안테나 4개 사용하여 목표

인식률 확보 
안테나 4개를 설치하고 인식되는 태그의 개수를 확인

화 

안테나 위치 최적의 안테나 위치 찾기 
Gate 크기를 고려하여 3곳을 선정하여 가장 인식성이

좋은 위치를 선정 

가로 
태그를 가로 방향으로 위치시킨 후 태그의 인식 거리

확인 

세로 
태그를 세로 방향으로 위치시킨 후 태그의 인식 거리

확인 
태그 방향 

대각선 
태그를 대각선 방향으로 위치 시킨 후 태그의 인식거

리 확인 

CD 케이스 
실제 아이템에 태그를 부착 후 인식 가능 여부를 확

인 

클리어 파일 
실제 아이템에 태그를 부착 후 인식 가능 여부를 확

인 
라벨태그 

책 
실제 아이템에 태그를 부착 후 인식 가능 여부를 확

인 

카드태그 사람 
사람에게 Card형 태그를 착용한 후 인식가능 여부를

확인 

노트북 
실제 아이템에 금속 태그를 부착 후 인식가능 여부를

확인 

데스크탑 PC 
실제 아이템에 금속 태그를 부착 후 동시에 인식 가

능 여부를 확인 

태그 부착 

메탈태그 

혼합 
실제 아이템에 태그를 부착 후 동시에 인식 가능여부

를 확인 

노출 시간 측

정 

인식 가능한 이동 속도 확

인 
안정된 태그의 이동 속도를 확인 

인식 프로

세스 동시 인식 개

수 
최대 인식 개수 확인 인식되어지는 최대 태그의 개수를 확인 

오인식 방

지 
출력 조절 

최소 인식 가능한 출력 확

인 

인식거리를 안테나 출력을 조정하여 RF 필드를 최소

한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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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 간 간섭 
성능 저하, 장비 오동작 확

인 

현장에서의 RF필드를 모양을 유추하여, 인식되지 않

아야 할 태그의 위치를 선정 

형광등 리더 간 간섭으로 인한 성능을 확인 

전화기 현장 테스트 중 주변 발광 장치에 대한 변화를 관찰 

타 대역 RFID 장비 
현장 테스트 중 주변 900MHz 대역 이 외의 RFID 시

스템 장치에 대한 변화를 관찰 

장비 간섭 
타 장비와 간

섭 영향 

기타 
현장 테스트 중 주변 장치 중 RFID를 사용함으로써

오동작을 하는 장비에 대해 관찰 
 

5.3 실험 결과 및 고찰 
 

RFID 게이트 시스템의 실증실험 결과 RFID 리더에서 발산되는 전파의 불규칙성과 RFID 태그가 부착된 

대상물의 이동 속도, 안테나와의 방향, 개수, 인체 영향 등에 의하여 동일한 RF 신호에서도 RFID 태그의 

인식이 항상 보장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RFID 태그를 인식하지 못하는 미 인식 상황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 미 인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시스템에서는 RFID 게이트(리더)에 추가적으로 

터치스크린을 추가하여 사용자가 태그의 인식여부를 모니터를 통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RF 신호의 인식범위가 원하지 않는 범위까지 전파되어 오인식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게이트와 태그 사이에 전파를 차단 할 수 있는 차단막을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본 게이트 시스템의 경우 금속재질의 함체가 차단막 역할을 하므로 오인식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RFID 리더가 2대 이상이 같은 공간에 설치가 되면 서로간의 전파간섭에 의하여 태그 인식률이 하락한다. 

이러한 간섭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각각의 리더 동작시간을 분배하여 사용하거나, 센서 등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물건 이 움직이거나 출입문이 열렸을 때만 리더가 동작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본 

게이트 시스템의 경우 포토센서를 이용하여 RF 출력 시간을 최소화하였으므로 RFID 리더가 간섭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실증실험 결과 현재 RFID 기술의 한계에 따라 다양한 개수와 이동속도, 안테나와의 각도, 인체영향 

등에 의하여 100% 인식률에 도달할 수 없음이 도출되었다. 향후 RFID 장비의 펌웨어 업그레이드 및 장비 

개선에 따른 인식률 실험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일부 업무 프로세스 변경이나 사용자 교육에 의하여 

인식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축된 RFID 게이트 시스템의 현재 상태에서 100% 인식률을 도출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표 4] 인식률 100%이 되기 위한 조건 

테스트조건 구분 태그수량 테스트방법 인식률 비고 

5 바로 통과 100%   
도서 

10 RF구역에서 3초 정지 후 통과 100%   

10 바로 통과 100%   
CD 

15 RF구역에서 3초 정지 후 통과 100%   

리더 : ER9501 

안테나 :  

   옆 - Circular 

   위 - Linear 출입 

카드 
1 바로 통과 100% 허리에 부착

 

6.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현재 RFID 시스템은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이보다 1년 정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이를 도입하는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아직 적용되어져야 할 분야가 그리 많지 않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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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기술이 물류 정보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물류에만 가둬 두기엔 활용 가치가 아주 
큰 기술이라 여겨진 까닭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RFID 기술을 보안 관리에 적용하여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물론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는 않다. 

 
이를 테면, 테그 기술은 여전히 제한된 재질과 고유 특성에 따라 활용 범위가 좁으며 리더 기술은 

전파 차폐 및 우회에 대해 정 한 조정이 필요하다. 더욱이 데이터가 무선네트워크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 
정보보호 측면에서 취약한 면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수 많은 제품들은 개선될 여지가 많다. 

 
언제나 그렇듯, 인류는 기술적인 제약 사항을 너무나도 쉽게 극복한 경향이 있으므로 RFID 기술의 

제약 사항도 조만간 해결되리라 믿는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본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RFID 기반 보안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존의 지문인식, DVR, 자료 유출 방지 시스템 등을 통합하여 명실상부한 통합 
보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의 시스템에서 산업 기 이나 내부 자료 유출 방지를 
통합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검색하여 유출 경로를 밝혀 낼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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