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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일

정교일 박사는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기반그룹장으로 재직중이다. 차세 IC카드 개발 등

으로 RFID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경력으로는 ITU-T SG17 연구위원, 한국전자지불포

럼의 표준화위원장, 과학기술연합 학원 학교 차세 정보보호 트랙의 책임교수, 한전자공학회와

한국정보보호학회 등의 이사 및 논문 편집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고, International Who’s Who

2003년판에 등재되었으며, 한양 학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kyoil@etri.re.kr).

이근호

이근호 박사는 현재 ICT 신기술 관련 전략기획 및 비즈니스 개발 컨설팅 전문업체인 R&BD의 표이

사로 한국산업기술 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경력으로는 KT 기술본부 위촉전문위원, 한국

전자지불포럼 연구위원, (주)한국무선네트워크 연구소장, (주)KMW 연구기획실장, 광운 학교 정보통

신연구원 교수, 정보통신부 연구관, 메사추세츠 학교, 조지아텍 전자공학과 초빙연구원을 역임했으

며 존스 홉킨스 학교에서 Ph.D.를 받았다. 저서로는 차세 무선인터넷 기술, 역서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핸드북, 유비쿼터스 모바일 컴퓨팅이 있다(geunholee@korea.com).

한호현

한호현 기술사는 현재 RFID 관련 컨설던트로 활약하고 있다. 주요 경력으로는 한국사이베이스 컨설

턴트, 정보통신부 전산사무관을 지냈으며 정보통신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등 정보통신 3 분야의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학교를 졸업하고 서강 학교에서

MBA를 받았다. 정보통신기술사협회 부회장겸 변인, 한국전자지불포럼 IC카드진흥분과위원장, 건

설교통부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며 역서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핸드북, 유비쿼터스 모바일 컴퓨

팅이 있다(rhhan@hanmir.com).

강병권

강병권 교수는 1997년 9월부터 현재까지 순천향 학교 정보기술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1993년 2

월 연세 학교에서 공학박사 학위 취득 후 1993년 3월부터 1997년 8월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CDMA 이동통신 기지국 개발에 참여하 다. 1996년 12월 특허기술상 지석 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저서로 정보전송 개론과 역서로 DSP 기초이론이 있다(bgkang@sch.ac.kr).

조 빈

조 빈 박사는 현재 IT 신기술 관련 전략기획 및 분석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RF/마이크로파 회

로, 안테나 설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다수의 유비쿼터스, RFID 관련 기업 프로젝트 수행 경력이

있다. 주요경력으로는 경희 , 부천 학, 림 학 등 강사, 전자부품연구원(KETI) 무선통신연구센터

위촉연구원, JKTiㄜ 기획팀장, 중앙인터빌 개발팀장을 역임했으며 경희 학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알기 쉬운 80196 마이크로컨트롤러가 있으며, 다수의 RFID 및 무선통신 관련 특허

및 실용신안을 출원/등록하 다(ybch0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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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매우 넓은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 중 무엇보다도 이 책은 RFID 기술을 처음 습득

하려는 엔지니어와 학생을 고려하 다. 따라서 이러한 독자들을 위하여 RFID와 관련된 기술 및

정보기술의 기본원리를 몇 개의 장을 통하여 설명하 다. 또 이 책은 RFID 기술의 다양한 분야

및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에 한 자세하고도 심도있는 고찰을 원하는 전문가들도 고려하고 있다.

이 책에서 알 수 있듯이 RFID 분야는 매우 다양하고 현존하는 개별적 참고자료 또한 매우 많

아서,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이 책은 초보

자들이 개별적인 전문 참고문헌들을 이해하기 위한 중간 단계를 제공한다. 이 책의 유용성은 이

미 일본어, 중국어 번역판이 출판되었음이 그 증거이다. RFID 핸드북의 독일어 원판에 한 자

세한 정보는 이 책의 홈페이지인 http://RFID-handbook.de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실감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매우 많은 그림과 도해를 사용하 다. 특히 RFID의

물리적 원리를 설명하는데 그림과 도해를 통하여 강조, 심층적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또 실제

적용분야에 해서도 심도 있는 소개를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다.

RFID 기술발전은 너무나도 빨라서 이 책에서 최근의 활발한 기술개발에 한 모든 단계를

설명하지 못한다. 특히 최근의 시장, 표준화, 규제정책과 관련된 분야는 더더욱 그러하다. 특히

산업체로부터 많은 조언과 제시를 구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 책이 제공하는 기본 개념과 물리적

개념은 최근의 기술발전을 이해하는데 있어 여전히 좋은 바탕이 될 것이다.

이 책에서는 초판에서의 시장동향 부분은 삭제하 다. 그 이유는 이 분야의 발전(특히 트랜스

폰더)이 너무 빠르고 역동적이어서 그 내용이 이 책이 출판될 무렵이면 이미 정확하지 못할 것이

라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분야인 UHF 역(특히 유럽에서 그 활

용이 증 되고 있는 868 MHz 역의 사용허가에 따라)과 마이크로파 역 관련 분야의 물리적

원리의 소개에 있어서는 더욱 자세히 설명하 다(4.2 절).  또 최근의 표준화 동향에 관한 부분

에는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 다.

끝으로 이 책을 위하여 기술 데이터, 강의 노트, 그림, 사진을 제공한 많은 분들께 감사 드린다.

Klaus Finkenzeller

Munich, Summ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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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컴퓨팅의 주체가 사람에서 사람과 사물을 포함한 모든 것으로 바뀌는 패러

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Ubiquitous)라는 단어의 의미 로 언제 어디서나 존

재하는, 즉 상호 네트워크로 연결∙편재된 컴퓨터의 의미에서 본다면 단순히 컴퓨팅 환경의 확

장 및 확 된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물리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사물, 기계, 식물,

동물, 사람 등)에 컴퓨팅과 통신 능력을 갖는‘유비쿼터스 칩’을 심고,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해

전자공간과 융합되어진‘유비쿼터스 공간(환경)’을 창출한다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개념은 단순

한 컴퓨팅 환경의 확장 그 이상이다. 즉 새로운 공간(환경)의 창조라고 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해 줄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 잡을 것이다. 즉 미래 IT 환경은 바로 유비쿼터스 환경이 될

것이다. 

이러한‘유비쿼터스 환경’의 특성은 전통적 ITT(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비즈니스 시스템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와 현재의 지식경제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

어올리는 유비쿼터스 비즈니스에 기반한‘유비쿼터스 신경제’를 형성할 것이다. 이러한 유비쿼

터스 신경제는 기술, 비즈니스, 산업의 접목과 융합에 의한 새로운 (공간) 가치와 재화의 창출을

그 특성으로 할 것이다. 즉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기반으로 일상생활의 사물들, 어플라이언스,

상품들, 기업의 생산, 물류, 판매, 고객관리 등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기기나 시스템

들이 모두 지능화 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됨으로써 매우 다양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출현시킬 것이

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비즈니스는 단순한 상거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기업경 , 공급망관리,

고객관계관리, 자산관리, 현장인력관리, 지식관리, 유통관리, 안전관리 등 거의 모든 비즈니스

활동에 혁신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이와 관련된 기술과 상품이 미래 IT 시장을 주도 할 것이다. 

이 모든 유비쿼터스 컴퓨팅 혁명의 단초가 되는 핵심이 RFID 이다.

“TV와 전화기가 말을 한다?”

이 말은 최근에 매체에 오르내리는 M2M(machine to machine) 혹은 T2T(thing to thing)

에 관한 비유적 표현이다. SF 화에나 나올 법한 이러한 상황이 최근 IT비즈니스의 새로운 이

역자 서문



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관한 개념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세

부적 사항들에 관한 내용들이 속속 알려지고 있는데, 그 변혁의 핵심에 놓여 있는 것이 M2M 혹

은 T2T 개념이다. M2M은 기계들과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 널리 퍼져있는 기기들의 네트워킹

에 관한 것으로써 M2M 통신은 컴퓨터의 본체에서부터 일상의 물건들까지 모두 연결하고 사용

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이며 새로운 차원의 스마트 서비스와 유비쿼터스 상거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RFID는 비접촉식(Contact-less)이고 비가시선(non-line-of-sight)의 데이터 수취

기술로써 초소형 IC 칩에 식별정보를 입력하고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이 칩을 지닌 물체, 동

물, 사람 등을 판독, 추적,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M2M에서 위치추적 및 상황인식을 가능케 하

는 역할을 하게 되어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비즈니스 개념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핵심이 되는 것

이다.

본서는 RFID에 관한 핵심 기술 및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설명하는 전세계적으로 유일한 책

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2004년 2월 20일

역자일동



RFID는 말 그 로 무선을 이용한 ID인식 기술로, 그 개념은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RFID

Handbook은 RFID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한 책으로 2002년도에 발간된 2차 개정판이

다. 이 책은 RFID의 기본 이론부터 주파수 규정, 부호화 및 변복조 방법, 무결성과 정보 보호,

국제 표준, 단말기와 응용 서비스 등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그 동안의 산업화는 우리의 생활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이제는 그러한 발전보다 더 큰 변

화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야기되었으며, 이는 더더욱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킬 것이다.

과거 수동적인 형태로 하나하나 확인을 했던 것에 하여 RFID라는 자동화 툴에 의하여 이루어

질 것이다. 예를 들면, 회사의 출입통제, 교통카드, 학교의 강의 출석 확인 등 우리가 소유하고

다니면서 활용하는 경우와 공장에서의 물품 관리, 도서관에서의 서적 관리, 우편물 분리 등 사물

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응용이 존재한다. RFID는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가까이 존재하는 기술이다. 

이 책은 교통 또는 티켓 발매 등 금 지불과 관련하여 정보 보호에 한 필요성도 언급하여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또, 세계적으로도 RFID에 관한 표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

을 알려주고 있다. 세계적으로 ISO를 중심으로 많은 부분의 표준화가 진행되었고, 일부 진행중

인 부분도 있다. 

우리가 RFID 관련되는 기술을 보다 많이 보유하여야 하는 점과 이제는 국내 시장만을 보고

개발할 것이 아니라 세계 시장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보다 큰 의지가 필요하다. 기술개

발과 함께 국제 표준화 활동 등은 더 큰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여겨지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이 책의 숙독을 권하고 싶다. 향후, 우리의 기술 확보와 시장 확보를 위해서 RFID를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 도래하게 될 유비쿼터스 사회를

기약하기 위함이다.

이 책의 번역을 위하여 고생하신 이근호 박사님을 비롯한 한호현 기술사님, 강병권 교수님,

조 빈 박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여러 어려운 업무를 매끄럽게 처

리해주신 진닷컴 사장님과 사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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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인식(Auto-ID)은 서비스 산업, 구매 및 유통∙재고관리 산업분야, 제조사 및 자재 유

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편화 되고 있다. 자동인식은 사람, 동물, 상품 및 운송중에 있는 제품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 

이전에는 어디에서나 사용되는 바코드 라벨이 자동인식 시스템의 혁명을 일으키는 촉매가 되

었으나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바코드는 가격이 매우 싼 반면,  장애 요소

로는 저장 능력이 낮고 다시 프로그래밍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최적의 방법은 실리콘 칩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다. 일상 생활 속에서 사용되

는 전자 정보 처리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접촉 스마트 카드(전화용 스마트 카드, 은행 카드)이

다.  그러나 스마트 카드에서 사용되는 기계적인 접촉은 가끔 실용적이지 못할 때가 있다. 

데이터 전송 매체와 리더 사이를 비접촉 방법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훨씬 유연하다.

이상적인 경우에, 전자 데이터 처리 장치의 동작에 필요한 전원은 비접촉 기술을 이용하여 리더

로부터 전달된다. 전력전달과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절차 때문에 비접촉 ID 시스템을 RFID

시스템(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Systems)이라 부른다.

많은 회사들의 개발 참여와 RFID 시스템의 판매 실적은 이 시장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준다.

2000년 전세계 RFID 시스템 판매는 약 9억 US$에 이르며 2005년에는 26억 5천만 US$에 이

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Krebs, n.d.). 이것으로 볼 때 RFID 시장은 이동전화기 및 무선전화

기 시장을 포함한 무선기술 분야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분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그림

1.1).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비접촉 인식은 기존의 정확하게 분리되는 학문이 아닌, 다른 학문과 연

관관계가 있는 분야로 발전해 오고 있다. 이 분야는 지극히 다른 분야: HF 기술과 EMC, 반도체

기술, 데이터 보호 및 암호화, 통신, 제조 기술 및 많은 관련 분야로부터의 요소들을 종합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다음 장부터 설명되는 RFID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자동인식

시스템에 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그림 1.2). 

개요

1



그림 1.1 2000년부터 2005년까지 RFID 시스템의 금액($US)별, 애플리케이션 분야별 성장 예상 도표

그림 1.2 자동인식의 중요한 시스템들간의 관계

1.1  자동 인식 시스템

1.1.1  바코드 시스템

바코드는 지난 20년간 다른 인식시스템에 비해 성공적으로 고유한 역을 확보해 왔다.  전문가

에 따르면, 바코드 시스템은 서부 유럽에서 1990년 초기에 총 30억 독일 마르크의 매출을 올

렸다(Virnich and Posten, 1992). 

1.  개요2

출입통제 시스템

자산 관리

교통

공급 채널 관리

판매

여장비 추적관리

통행료 징수

자동차 도난방지

수하물 처리

동물 추적

실시간 위치 확인 시스템

기타

년도

세
계

시
장
(백

만
불
)



바코드는 검은색 바와 흰색 간격이 평행으로 배열된 이진 코드이다. 이 바의 그룹은 미리 정

해진 패턴에 따라 배열되며, 지정된 기호로 된 데이터 형태로 표현된다. 넓고 좁은 바가 간격을

두고 있는 연속적인 형태는 숫자와 알파벳으로 해석된다. 바코드는 광학 레이저 스캐너로 판독

할 수 있다. 즉, 검은 색 바와 흰색 간격에서 반사되는 레이저 빔이 다른 것을 이용하여 판독된

다(ident, 1996). 그러나 물리적인 설계는 분명하지만 현재 사용되는 약 10개의 다른 바코드의

코드 배열 사이에는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다. 

약간의 한계가 있는 가장 중적인 바코드는 EAN(European Article Number) 코드이며,

이는 1976년에 식품산업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고안되었다.  EAN 코드는

1973년 초반에 미국에 도입된 UPC(Universal Product Code)의 개발을 재연한 것이다. 오늘

날 UPC는 EAN의 일부가 되었으며 EAN과 호환성이 있다(Virnich and Posten, 1992). 

EAN 코드는 국가 식별 코드, 회사 식별 코드 , 제조사 제품 번호와 확인번호(check digit)를

포함하여 13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3).

EAN 뿐만 아니라, 아래의 바코드 역시 다른 산업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그림 1.4 참

조).

�코드 코다바(Code Codabar) : 의학/치료 분야, 고도의 안전을 요하는 분야

�코드 2/5 겹침(Code 2/5 interleaved) : 자동차 분야, 제품 저장, 팔레트, 쇼핑 컨테이너와

중공업 분야

�코드 39(Code 39) : 제조 분야, 물류, 학교 및 도서관

1.1.2  광학 문자 인식

광학 문자 인식(OCR: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은 1960년 최초로 개발되었다. 특수

자체가 이 분야를 위해 개발되었으며, 규격화된 문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람이 읽을 수 있

는 것은 물론, 기계로 자동으로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 1.3 EAN 바코드 코딩 구조의 예

31.1  자동인식 시스템

그림 1.4 이 바코드는 이 책의 뒷면에 인쇄되어 있으며, 

ISBN 번호를 포함하고 있다. 



OCR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보의 고 도, 긴급상황 및 단순 확인 시 데이터를 시각

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Virnich and Posten, 1992).

오늘날 OCR은 제조, 서비스 및 행정적인 분야에 사용되며 또한 은행에서 수표(이름 및 구좌

번호 등의 개인 데이터가 OCR 형태로 수표 하단에 인쇄되어 있다)를 등록할 때도 사용된다.

그러나 OCR 시스템은 고가이고 다른 인식 절차와 비교했을 때 리더가 복잡하여 보편화 되는

데는 실패 했다.

1.1.3  생체 인식

생체인식(Biometrics)은 살아 있는 생명의 신체 측정 절차 혹은 셈(counting)의 과학으로 정의

되고 있다. 인식 시스템 맥락으로 볼 때, 생체 인식은 비교적 확실하고 개인별 물리적 특성을 확

인하는 일반적인 절차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지문(fingerprinting) 및 장문( ,

handprinting), 음성인식 그리고 비교적 덜 알려진 망막(혹은 홍채) 인식이 이에 해당한다.

1.1.3.1  음성 인식

최근, 개인별 화자 확인(화자 인식)을 하는 특수 시스템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시스템에서 사용

자는 컴퓨터에 연결된 마이크를 통하여 말하게 된다. 이 장비는 말한 단어를 인식 소프트웨어에

서 구분할 수 있는 디지털 신호로 전환한다.

화자 확인의 목적은 음성에 따라 정해진 사람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저장되어 있는 참고

내용과 비교하여 화자의 말투를 확인하는 것이다.  화자의 말투가 저장된 내용과 동일할 경우,

반응이 시작된다(예, ‘문을 열어라’). 

1.1.3.2  지문 인식

21세기 초부터 범죄학에서는 범죄자 확인용으로 지문인식 절차를 사용해 왔다. 이 절차는 손가

락 자체에서 뿐만 아니라 혐의자의 흔적에서 얻을 수 있는 손끝 피부의 돌기와 융기의 조화를 근

거로 하고 있다. 

지문 인식(dactyloscopy)은 보통 입실할 때 손끝을 특수 리더에 접촉하여 개인을 확인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저장된 패턴과 읽혀진 패턴 데이터를 계산한다. 현 의 지문 인식

시스템은 지문 인식 후 확인하는데 0.5초 미만이 걸린다. 폭력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시스

템은 리더에 위치한 지문이 살아 있는 사람의 것인지도 확인한다(Schmidhausler,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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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스마트 카드

스마트 카드는 보조의 컴퓨팅 용량을 가질 수 있는 전자적 저장 장치이며, 편의상 신용카드 크기

의 플라스틱 카드에 제작된다. 최초의 스마트 카드는 1984년 선불 전화카드의 형태로 출시되었

다.  스마트 카드는 접촉 스프링에 의해 스마트 카드의 접촉면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리더에 가

까이 접촉시킨다.  스마트 카드는 접촉 면을 통하여 리더로부터 에너지와 클럭 펄스를 공급 받는

다. 리더와 카드 사이의 데이터 이동은 양방향 병렬 인터페이스(I/O port)를 사용한다. 스마트

카드 내부의 기능에 따라 두 개의 다른 스마트 카드로 나눌 수 있다. : 메모리 카드, 마이크로프

로세서 카드

스마트 카드의 가장 큰 장점은 데이터를 카드 내에 저장하고 의도하지 않은 접근이나 조작되

는 것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스마트 카드는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 혹은 금융거래

를 단순하며, 안전하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2억 장의 스마트 카드가 1992

년에 전세계적으로 발급되었다. 1995년에는 이 숫자가 6억으로 증가하 고 이중 5억 장은 메모

리 카드이고, 1억 장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카드이다. 따라서 스마트 카드 시장은 마이크로 전자

공학 산업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시장부문이다. 

접촉 기반의 스마트 카드의 단점은 접촉 부분이 마모되고 부식되며 오염되기 쉽다는 점이다.

자주 사용되는 리더는 장애가 생기는 경향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높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공공장소 리더(전화 부스)의 훼손을 막을 수 없다.

1.1.4.1  메모리 카드

메모리 카드의 메모리- 주로 EEPROM-는 순차논리(state machine)로 접속된다(그림 1.5).

이 메모리를 이용하여 단순한 보안 알고리즘, 즉 문자열 암호화(stream ciphering)과 같은 알

고리즘을 탑재할 수 있다. 메모리 카드에서 문제시 되는 점은 기능이 특정 애플리케이션 분야에

최적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애플리케이션 분야가 매우 제한되지만 긍정적인 면으로 볼 때 메모

리 카드는 가격이 저렴하다. 이러한 이유로 메모리 카드는 가격이 민감하거나 규모 애플리케

이션 분야에 널리 사용된다(Rankl and Effing, 1996). 예를 들면, 독일에서 국민연금 시스템

으로 사용되는 국민 보험 카드를 들 수 있다(Lemme, 1993).

그림 1.5 보안 로직이 있는 메모리 카드의 일반적인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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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 마이크로프로세서 카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이크로프로세서 카드는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접속되는 메모리(ROM,

RAM, EEPROM 부분)로 구성된다. 

마스크 프로그램된 ROM은 마이크로프로세서용 운 체제(상위 프로그램 코드)을 탑재하고,

칩 제조 시에 삽입된다. ROM의 내용은 제조 시에 결정되며 모든 마이크로 칩은 같은 생산 군에

서는 중복되지 않는다. 

칩의 EEPROM은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 분야와 관련된 프로그램 코드로 구성

되어 있다. 이 메모리의 읽기 및 쓰기 역은 운 체제에 의해 관리된다.

RAM은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메모리이다. RAM에 저장된 데이터는 전

원이 차단되면 사라진다(그림 1.6). 

마이크로프로세서 카드는 매우 융통성이 있다. 최근의 스마트 카드 시스템에서 단일 카드(복

수 애플리케이션 분야)에 다른 애플리케이션 분야를 탑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부 애플리케이

션 프로그램은 제조 후에 EEPROM에 탑재되며 운 체제에 의해 초기화 된다. 

마이크로프로세서 카드는 처음에 보안이 민감한 애플리케이션 분야에 사용되었다. GSM 이

동전화기에 사용되는 스마트 카드가 그 예이며, 새로운 EC(전화화폐, electronic cash)카드도

해당된다. 마이크로프로세서의 프로그래밍 선택 가능성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분야에 적용하

는 것을 촉진한다(Rankl and Effing, 1996).

1.1.5  RFID 시스템

RFID 시스템은 앞서 설명된 스마트 카드와 매우 접한 관련이 있다. 스마트 카드 시스템과 같

이 데이터는 데이터 운반 장치인 트랜스폰더(transponder)에 저장된다. 그러나 데이터 운반 장

치에 전원 공급 및 데이터 운반 장치와 리더 사이의 데이터 교환이 전기적 접촉 없이 자계 또는

전자계 역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 스마트 카드와 다르다. 기본 기술은 무선 및 데이터

공학 역에서 발전하 다. RFID는 주파수에 의해 정보가 전달되는 무선 주파수 인식의 약어이

그림 1.6 마이크로프로세서 카드의 일반적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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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른 인식 시스템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는 RFID 시스템은 새로운 량 생산 시장을 장

악하기 시작했다. 그 예로 단거리 중교통 티켓으로 사용되는 비접촉 스마트 카드를 들 수

있다.

1.2  다른 인식 시스템과의 비교

위에서 언급되었던 인식 시스템과의 비교는 다른 시스템과 관련하여 RFID 시스템의 장점과 단

점을 조명하고 있다(표 1.1). 물론 접촉 스마트 카드와 RFID 시스템 사이에는 접한 관계가 있

다. 그러나 RFID 시스템은 오접촉(훼손, 오염, 단방향 삽입, 삽입시간 지체 등)에 의한 단점을

보완한다. 

1.3  RFID 시스템의 구성요소

RFID 시스템은 언제나 두 개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그림 1.7):

● 인식되어야 할 상인 트랜스폰더

● 설계 및 기술방법에 따라 읽기 또는 쓰기/읽기 장치로 구분되는 송신부 또는 리더(이 책에서

는 일반 용법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치는 읽기 전용 또는 쓰기/읽기 장치에 상관 없이

리더라고 표기한다.)

실제 예는 그림 1.8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리더는 제어 기능과 트랜스폰더와 연결 기능을 하는 무선 주파수 모듈(송신기와

수신기)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부분의 리더는 추가적 인터페이스(RS 232, RS 485 등)가 있어

서 수신된 데이터를 다른 시스템으로 송신한다(PC, 로봇 제어장치 등).

RFID 시스템의 실제 데이터 운반장치 인 트랜스폰더는 결합 장치(coupling element)와 전

자 마이크로칩(그림 1.9)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7 리더와 트랜스폰더는 RFID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이다.

71.3  RFID 시스템의 구성요소

RFID 리더

비접촉
데이터 반송파 =

트랜스폰더

데이터

클럭

에너지

애플리케이션
결합 장치
(코일, 마이크로파 안테나)



시스템 파라메터 바코드 OCR
음성
인식

생체
인식

스마트
카드

RFID
시스템

전형적인 데이터
크기(byte)

1-100 1-100 — — 16-64k 16-64k

데이터 도 낮음 낮음 높음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기계적 인식률 좋음 좋음 낮음 낮음 좋음 좋음

사람에 의한
인식

제한적 간단함 간단함 어려움 불가능 불가능

오염물질에 의한
향

매우 높음 매우 높음 — —
접촉식의
경우 가능함

향이 없음

시야 가림에
한 향

완전 차단 완전 차단 — 가능 — 향이 없음

방향과 위치에
의한 향

낮음 낮음 — — 단방향성 향이 없음

마모성 제한적 제한적 — — 접촉에 의함 향이 없음

가격 매우 낮음 중간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낮음 중간

운 비용
(예, 프린터)

낮음 낮음 없음 없음
중간
(접촉식)

없음

비인가 복사/
수정 가능성

약간 약간
가능*
(오디오 테이프)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인식 속도(데이
터 운반 포함)

낮음
�4초

낮음
�3초

매우 낮음
�5초

매우 낮음
�5-10초

낮음
�4초

매우 빠름
�0.5초

최 인식거리 0-50cm
�1cm
스캐너

0-50cm 직접 접촉** 직접 접촉
0-5m,
마이크로파

* 발성되는 단어는 미리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무작위로 발성되는 단어를 선택하여 음성‘재생’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지문인식에만 적용된다. 망막 혹은 홍채 인식의 경우 직접 접촉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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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실제 사용되는 RFID 리더와 비접촉 스마트 카드

(Kaba Benzing GmbH의 자료 인용)

그림 1.9 RFID 데이터 운반 장치인 트랜스폰더의 기본적인 설계

왼쪽: 안테나 코일이 유도성 결합(inductively coupled)된 트랜스폰더

오른쪽: 극성의 안테나가 있는 마이크로웨이브 트랜스폰더

자체 내에 전원 공급 장치가 없는 트랜스폰더가 리더 역에 있지 않으면 수동(Passive) 상태

이며 리더 역 안에 있을 때에만 동작한다. 트랜스폰더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전원이 필요하

며, 이는 결합 유닛(coupling unit, 비접촉)을 통해서 타이밍 펄스와 데이터가 공급된다.

91.3  RFID 시스템의 구성요소

연결장치(코일, 안테나)

하우징

Ch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