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biquitous Sensor

Network)의중요한축이라고할수있는RFID(Radio Frequen

cy IDentification). 그 중에서도 태그와 리더는 각종 정보를 수

집하거나, 활용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RFID 시

스템은사용의편의뿐아니라기존의복잡한접근프로세스를간

소화시키기위해여러차례의변화를거듭해왔다. 

공항에서 자신의 짐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자. 신분 확인을 위

해 별도의 티켓 번호를 보여줄 필요 없이, 수속을 밟을 때 이미

RFID에 해당 사용자의 고유 ID 및 짐에 해당하는 번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여러 과정을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머징 테크

놀러지(Emerging Technology), 즉 떠오르는 기술로 예견되었

던RFID의 2005/2006년 유통업계는 상품 코드 체계의 통일 및

이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

다. 때문에 RFID의 표준을 이루는 EPC 로벌의 존재와 함께

새로운 세계 표준을 만들어 내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RFID의

용도와 적용 분야는 특정 분야로 한정되지 않고 무한하다고 말

할수있다. 

RFID 기술 자체를 고차원적인 신기술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부분인데, 이미오랫동안이의사용범위에 한연구가계속되

어 왔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인터넷과 접목되면서 파급효

과가더커졌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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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알아본RFID 기술들이보편화된다면, 우리의생활은한결편리해질것이다. 하지만, RFID에 한꿈이꼭핑크빛인것만은

아니다. 사생활침해나보안과관련된논란은이미오랫동안곪은문제이다. 또, 상황에따라달라질수있는RFID의인식률도문

제이다. 5부에서는RFID가유비쿼터스시 를선도하기위해해결해야할몇가지과제에 해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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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시 로가는장애물

RFID 시스템의
인식률과오차범위

cover story5

정기욱 kiwook@duzonucl.com ｜더존 IT 그룹의 유비쿼

터스 실용화 연구소 소장이다. 현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의 전자분야 협력요원인 필자는 베트남으로 파견되어 교육기관

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또, 미국 뉴저지에 위치한 Wiley Son.

Inter-Science와 유비쿼터스 컴퓨팅 관련 원서를 공동 집필 중

이다. 



RFID 시스템의 용이성 및 필요성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란 태그 내에 칩을 내

장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 주파수를 이용 리더에서 자동인식

하는 기술을 말한다. 기존의 바코드나 자동인식 장치보다 많은

양의정보를저장하고반복해서정보를읽고쓸수있다. 또사용

의편리성향상으로아이템의생산, 유통, 판매의각단계에서활

용되며 유비쿼터스 환경에 이용될 차세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RFID 시스템의 표적인적용사례는다음과같다.

● 2003년 10월 군수 납품업자에게 2005년까지 수동형 RFID 장착 요구

● FDA는 제약업계 RFID도입을 권장, 2007년 의무화 예정

● 농무부 광우병 파동의 여파로 가축 인식에 RFID시스템 도입

● 2006년 까지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에 RFID가 적용된 TPMS 의

무적 탑재 법안 발표

● 미국 관세청 주도로 수출입시 태그 부착 의무화

RFID 태그의 활용 범위

RFID는 자율화된 컴퓨팅(Autonomous Computing)의 일환

으로 노동인력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정보통신 또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기반으로 즉흥적으

로 빠르게 업무 수행을 처리 할 수 있다. RFID, 지그비, UWB

등 다양한 센서 칩이 들어가 상황정보를 수집하여, 프로세스를

간소화시킬 수 있다.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최단경로 등 유용한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이의 전략 때문에 많은 사

람들이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시키려는 노력을 한다. RFID의 활

용도를높이기위해서는기술적인문제도고려되어야하지만, 그

보다중요한것은서비스/비즈니스모델이라고말할수있다. 이

러한 시스템을 통해 어떤 정보를 취합할 것이며, 다양한 기법으

로 데이터를 분석 하여 사용자가 과연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할

지에 한 답안이 나온다면 아마도 성공적인 RFID 모델이 나올

것이라예측된다. 다음은RFID의활용범위이다. 

● 자동 인식기술 (Automatic identification technology)

● 자동 data수집기술 (Automatic data collection technology)

● 개별 사물의 추적, 통제

● 바코드, 마그네틱(MSR), IC-CARD등의 자동인식의 한 분야

● 사물의 상태 인식

RFID 시스템의 태그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UFID

UFID(Unique Feature IDentifier)는 건물, 도로, 교량, 하천

등 인공 및 자연 지형지물에 부여될 전자식별자는 쉽게 말해 사

람의 주민등록번호같은 것이다. 가령‘부산시 금정구 장전동에

새로운 공장이 들어선다면’다음과 같은 UFID가 부여될 수 있

다. ‘2 21 11061 4611 3591300300 00099007652 7’와 같은

UFID 숫자에는 정확한 행정구역(2 21 11061)과 공장의 지형지

물분류코드(4611), 도면번호(3591300300), 각 기관별 지형지물

식별자(0009907652), 오류확인(7) 등 다양한 정보들이 수록된

다. 또 이 32자리의 UFID는 아스키(ASCII) 또는 이진(Binary)

형태로 저장할 수 있다. 더욱이 건물, 문화재, 철도, 도로, 하천,

호수, 해안, 행정경계, 측량기준점, 지적, 등고선 등 국가 기본지

리정보에 포함되는 모든 지형지물에는 UFID가 부여된다. 따라

서UFID 활용체계가구축되면항목, 위치, 행정구역, 지도도엽,

관리기관 등 개별 식별자만으로도 원하는 종류의 각종 속성정보

를검색하고출력할수있게된다.

실제로 UFID는 좌표가 아닌 지리적 식별자로서 위치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위치 기반 서비스(LBS)를 위한 필수적

인위치식별자로도활용된다. 사람의주민등록번호처럼모든사

물과지형지물에도조만간숫자코드가부여되고결국이전자식

별자가 유비쿼터스 혁명 속에서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의 융합

을이끌어내는중요한코드로활용될것이다.

RFID의 오차범위와 인식거리를 높이기 위한 시도

현재까지 RFID 태그 및 리더기의 사용에 있어서 보안도 중요

한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이를필드테스트에서사용했을때에

나타나는문제점의해결이보다시급하다. 

micro software ���

<그림 1> UFID의 로고

오차범의와인식거리를높이기위한시도로는다음과같은부분을고려

하게된다.

●인식거리 : UHF 역에서의 인식거리 및 금속 재질과 마찰이 있을

경우의거리

●측면인식: 금속성물품이가리는경우와같은저해요소가존재할경

우각도확보의중요성

●프로토콜: IATA의메모리스팩요구사항수용등UHF 역의ISO

와 EPC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ISO1800-6 Type C/EPC

Class1 Gen2를수용하는칩

오차범위와 인식거리 향상시키기



부분의태그는부착되는재질(금속일경우주파수의혼선이

일어날수있으며, 물에취약하다는부분이다)에큰 향을받는

다. 또, 태그를읽는리더기의위치에따라주파수송수신의강도

차이도생긴다. 때문에이론적인RFID 시스템과실제필드테스

트에서의 인식률에 차이가 나고 예상치 못한 오류들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RFID를 사용할 때에 특정 목적에 맞게 태그

를제작/부착해야하므로세심한고려도필요하다. 

부분 RFID 리더의 방사파워를 받기 위한 각도 확보를 위해

RFID 안테나를 사선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사

선으로 삽입한 RFID 안테나의 시범 테스트 결과 충돌 방지

(Anti-Colision)의확보가쉽지않다.

RFID의 보안 기술 처 방안

RFID 관련 보안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RFID는 사생활 침해

와직접적으로연결되기때문에 중화에앞서이문제를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은 최근 제시되고 있는

RFID의새로운보안기술표준이다.

● MIT의 Silent Tree Walking : 리더에서 태그로 가는 전방향

(Forward) 채널의 강인한 신호에 한 도청자를 차단하는 방법

이다. 이 정보보호 기술을 통해 리더가 태그로 보내는 정보의 유

출을막을수있다.

●AUTO-ID센터의Kill Tag : 일정한사용용도를마친태그의기

능을 정지시키는 방법이다. 태그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추적이나

기타사생활침해와관련된문제들을해결할수있다.

● Faraday Cage : 라디오 신호가 투과되지 않도록 하는 금속

등의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신호가 투과되지 않기 때

문에 인가를 받지 않은 리더기가 데이터를 읽어 가는 것을 막을

수있다.

●Active Jamming : 리더와태그가통신하는동안근처에있는

다른 RFID 리더의 기능을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태그와 리더 사이에 전송되는 데이터 유

출을막을수있다.

●MIT의랜덤화된해시/락기술 : 이방법은기존의해시-락방법

을확장한것이다. 해시함수이외에의사난수생성기가있는태

그를사용하여해시-락의문제점인개인추적문제를해결한다.

RFID 시스템의 효율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칩의 선정 부분에 있어서는 IATA가 권고하고 현재 적용되어

있는 프로세스에서 요구하는 메모리 사이즈를 지원하는 칩을 활

용하는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안테나 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리

벳(Rivet)이나 볼트(Volt)를 이용하여 견착이 필요할 시 외관에

구멍을 뚫거나 태그와 안테나 사이에 금속성 견착물을 활용하여

도 향이없게설계해야한다. 또외부온도, 습도, 자외선, 외부

충격 등과 같은 환경의 내성을 가져야 하므로 그에 적절한 소재

를 활용해야 한다. 더불어 세라믹 소재(분자구조)나 FR4(적층

구조)를이용한Tag Packaging이필요하다. 

RFID의 오작동을 보완하는 기술, RFID/2D 혼합코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인하 학교, 더존 IT 그룹에서는 최근

‘유비쿼터스 시 에 위치정보제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텔리전

트기준점’을개발하 다. 이로 인해RFID와2D 코드의 유용성

이 부각되었다. 부분 RFID 그 자체가 기존 1D 또는 2D보다

우월한 기술이므로 기존 바코드를 체한다는 이론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RFID와 2D는 상호보완적인 기술이라고 말 할 수

있다. 특정 사물에 해당하는 RFID 정보가 읽히지 않는다면, 반

드시다른방법을통해정보를얻을수있어야한다.

본프로젝트가추진된이유는현재전국적으로국가기준점(삼

각점:16,452, 수준점:5,179)이 설치되어 운 되고 있는데 이 기

준점에 가독 가능한 장치를 하기 위해서 다. 주로 도심 이외의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되어 운 되는 국가 기준점은 지도제

작, 측량등의특수한분야에사용된다. 

기준점은 아직 한정된 분야에만 사용되고 있지만 모바일

RFID가 보다 활성화 된다면 일반인들도 현재 자신이 있는 위치

에 한다양한정보를얻을수있다. 또자신이이동하고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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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시스템을구성할때에는다음요소를고려하여, 목적에맞는시스

템구성을해야한다.

●초당여러개의태그동시인식: Anti-collision

●다양한정보의업데이트가능: Read / Write 기능을제공

●각 태그마다 개별의 ID를 가지므로 개별상품 관리/추적 가능 :

Unique ID

●제품의인식코드이외부가정보저장가능: User Memory

●플라스틱, 나무, 유리,박스등을투과하여정보전달가능: 장애물투

과기능

●별도의마그네틱해지생성의과정없이도난방지의기능: EAS (인

식률의향상, 오작동율없앰)

●이동중인식가능/ 원거리인식가능

●특정정보만획득가능

●높은안정성: 위조, 변조가실질적으로불가능

목적에 맞는 시스템 구성하기



지역까지의 안내를 받거나 다양한 관광정보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준점이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문제가 덜하지만 보

편화될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일반인들이 인식하기 어렵다는 문제

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방법이 바로

RFID와2D 혼합형바코드이다. 

기준점설계방법론

전자기준점은 주물형식의 일회용 태그와는 다르다. 태그와 코

드를쉽게교체할수있도록기본틀안에원형의나사탭을넣은

홀을 파서 뚜껑을 덮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는 기준점을 철

거한 이후에 기준점을 재활용하거나 위치를 이동할 경우를 비

한것이다. 이런구조를통해방수만잘되도록관리하면쉽게유

지보수가가능해진다. 

본프로젝트는2차원바코드와RFID를혼합한형태의태그

기 때문에 이 두가지 기술의 접목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제시했

다. 기준점을 설치할 때에는 사용 편의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조건들에맞춰설치해야한다.

● 구 또는 고정 시설물, 망실되거나 파손될 염려가 없는 시설물에 설

치해야 한다.

● 설치와 철거가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 전류, 전파 등에 의한 수신 장애를 회피하기 위해 RFID 리더기의 동작

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장소에 기준점을 설치해야 한다.

● 기준점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 인근 등 접근이 용이한 시설

물에 설치한다.

● 전류, 전파 등에 의한 수신 장애를 회피하기 위해 시야가 뛰어난 시설

물에 설치해야 하며, 눈높이 보다 낮게 설치해야 한다. 

RFID+2D 혼합코드의특성

혼합 RFID+2D 코드의 장점은 각 기술의 다음과 같은 기술

사항에 있다. RFID의 정보량은 512 바이트이며 2D 바코드는

79,089문자가저장된다. 또한정보입력의경우RFID 태그는

문, 숫자 등이지만, 2D 바코드의 경우 문, 한 , 숫자, 한자 등

이입력되므로데이터의유연성을지니고있다. 

RFID의 경우 유통물류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으며, 표

적인 통신수단으로 부각된다는 것이 예상이다. 하지만, 태그가

파손될경우해당제품에 한정보를잃어버리게된다는문제가

발생한다. 보안을위해서는태그에별도의하드웨어적암호알고

리즘이필요하다. 다만2D 바코드의경우고속원격리딩이가능

하며, 오염 및 파손에 강하고, 가격이 저렴하므로 사용에 용이하

다. 이러한 두 기술을 접목 할 때에 가장 유용한 기술로 사용 될

수있게되는것이다..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의

항공 시스템 적용 사례

IATA는국제운송업을전담하는기관이다. RFID의용이성을

판단하고 항공 시스템에 도입시키자는 전략을 통해 이를 성공적

으로이끈곳이기도하다.

이들은 공항에서의 수화물을 식별하기 위해 13.56Mhz와

2.45Ghz 시스템 시범사업을 하 다. 하지만 이러한 시범사업에

큰 골칫거리가 있었다. 국제 공항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운 할

경우 국가마다 RF 주파수 역이 다른 탓에 표준 시스템으로 사

용할수없다는정책적인문제가발생하기때문이다.

1부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UHF 역은 902~928Mhz

의 송신 시그널을 허용한다. 또한 유럽의 경우 865.6~867.6

Mhz 주파수 역을 사용하며, 일본은 950Mhz-956Mhz를 사용

한다. 그리고 아시아 무역의 핵심 본거지인 싱가폴은 866Mhz에

서 869Mhz 주파수 역을 사용한다. 때문에 IATA에서는 시범

적으로 주파수 역을 인코딩해서 중주파수와 고주파수 역에

서 태그가 인식하도록 하 다. 하지만, 세 가지의 주파수 역을

모두 커버하는 태그 개발은 힘들었다. RFID 기술만으로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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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RFID와 2D 혼합형 바코드

<그림 3> 2D 바코드가 부착된 기준점

<그림 4> 2D 바코드의 모양과 구성

정보를 가짐

정
보
를

가
짐

(2차원 바코드)



해결할 수 없었던 IATA는 바코드를 함께 탑재하는 것으로 문제

를보완했다.

2005 IATA 운송물 태그 인식 테스트

다중주파수 역태그의사용을위해United Airline의운송물

품에 태그를 부착하 다. 각 10 digit의 탑승자 이름을 포함한 15

개의 태그를 가방에 붙여 테스트했다. 그 결과 네덜란드, 암스테

르담에서 일본 Narita 공항으로 환승 된 화물 태그의 인식도는

100% 지만다시귀환된화물의인식도는99.2%에불과했다. 

이때 귀환된 화물의 인식률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운송 과

정의리더기위치에있었다. RFID 태그가안테나가인식하기어

려운방향으로놓여있을경우에러가발생한것이었다. IATA는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화물이이동되는라인의좌우와위쪽에

서 태그를 인식할 수 있도록 안테나의 수를 늘려서 인식률이 저

하되는문제를해결하 다.

RFID는프로세스혁신(Process Innovation)의 혁명

RFID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 용이하게 사용하는 것은 모든

��� micro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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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화물 이동 라인의 좌우와 윗면에 안테나가 설치된 모습

<그림 6> 안테나의 수를

늘린 뒤에 인식률을

99.56%까지

올릴 수 있었다

RFID 리더와 디바이스, 서버 사이에서 통신하며 관련 데이

터들을효과적으로관리하고 애플리케이션까지 통합해야 하는

RFID 미들웨어.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다 보니 미들웨

어는RFID 시스템의심장과같은존재로인식되고있다.

업계뿐 아니라 이제 일반인들까지 RFID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리더십을 가진 업체들 사이에서 미

들웨어 경쟁이 붙는 것은 당연한 일 일 것이다. IBM, 오라클,

BEA 등의 여러 기업들이 자사의 미들웨어를 내놓고 있으며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두 회사는 바로 썬마이크로시스템즈(이

하썬)와MS다.

RFID 미들웨어의 명가, 썬

썬은EPC 로벌의창립멤버이자기술분과회장사로있을

만큼 현 RFID와 역사를 함께한 원로이다. 또, 세계 최초의

표준 사용 RFID 미들웨어를 개발한 이후 세계 유수의 기업들

이사용되며리더십을확인시키기도했다.

썬 RFID 미들웨어의 가장 큰 특징은 EPC 네트워크 아키텍

처와 관련 표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RFID 시스템을 기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접목시키기 쉽다는데 있다. 또, WAS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미들웨어라는 사실

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 중 하나이다. 미들웨어 엔진이 비즈니

스프로세스와분리되어있다보니시스템구성이간편하고여

러규모의애플리케이션을지원할수있는확장성까지가진다.

자바의 지니(Jini)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이 미들웨어는

자바시스템RFID 이벤트매니저와자바시스템RFID 인포메

이션 서버로 구성되어 다이나믹하고 뛰어난 가용성을 제공한

다. 이 중 이벤트 매니저는 주로 리더기로부터 전송받은 데이

터를 필터링 한 뒤에 해당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다른 장비로

전달해주는역할을하고, 인포메이션서버는저장된데이터를

백앤드애플리케이션이사용할수있도록한다.

RF I D  미들웨어 시장의 두 축

썬미들웨어
vs

MS 미들웨어

cover story plus



사업자들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시스템이 완벽

하게 구현된다는 것을 전제 했을 때 가능한 일이다. RFID의 세

계 시장 규모는 연평균 25~40%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

다. 현재RFID의시장규모는2003년에는13억달러이며, 태그

와 솔루션 부분을 합해서 2008년에는 9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예측하고있다. 

하지만더큰시장을만들고, 보다편리한생활을누릴수있게

되려면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태그와 리더기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갖춘다 해도 실질적으로 환경에 적용 시켰

을 때는 매우 큰 오차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때문에

RFID 분야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RFID 시스템을 응용한 비즈

니스 모델 그리고 적용을 상으로 한 환경적 요소이다. 현재 국

내의 많은 업체들은 RFID를 응용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진행하

고있다. 시스템을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해서이다. 

새로운시스템에RFID를접목하려고준비하고있다면보안적

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까지의 법률로는 분명하게 개인

프라이버시를보호하기어려운상태다. 이미여러국가에서개인

의프라이버시강화를위한법률을재정하기위하여활발히움직

이고있다. 

인터넷 란이 일어난 이유는 양적인 팽창만을 지향한 정책의

문제점때문이다. RFID 사업이활성화된다면인터넷 란과같

은 것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심각한 개인 프라이버시에 한 문

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너무 강력한 보안정책으로 인하여

RFID 운용에문제가발생되는것도지양해야할것이다. 본문에

서제시한프라이버시보안정책은매우단순한정책이다. 그러나

제시한정책만잘지켜도개인의프라이버시침해에 한상당수

의 문제는 제거될 것이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시스템 분야에서

신규기술을도입하는양적확산의정책이아니라개개인의프라

이버시를 중요시하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시스템

운 및보안정책에중점을맞추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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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썬은 RFID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바코드 및

RFID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서 미들웨어와 하드웨어를

통합한패키지형태의상품을제공하고있다. 또, 부산 , 제주

한라 등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한국 RFID 전문 인력을 양성

하는한편, 자사의미들웨어품질을홍보하고있다.

OS에서 애플리케이션까지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MS

썬 RFID 미들웨어의 전통과 권위에 도전장을 내민 회사는

바로 MS. MS는 RFID 시스템 간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톡 RFID 인프라스트럭처(BizTalk RFID infrastructure,

이하비즈톡)을주력으로RFID 시장을공략할계획이다.

비즈톡의 가장 큰 장점은 임베디드 운 체제부터 애플리케

이션 단에 이르는 RFID 시스템 전반의 인프라를 제공한 다는

데있다. 끊임없이RFID 애플리케이션및솔루션을지원할핵

심 인프라 구성 요소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곧 비즈톡의

지원시스템으로적용된다. 또다른특징은MS가여타의다른

기업들과 달리 다른 RFID 솔루션을 보유하지 않은 채 비즈톡

만을 만든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곧 어느 시스템에나

적용할 수 있는 범용성과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비즈톡은 계층형 접근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여러 벤드의

EPC 리더와 기타 장치들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는 비즈톡의

인프라에포함된DSPI(Device Service Provider Interface)를

통해 처리된다. 이 과정에서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벤더 및 시

스템 통합자가 하드웨어를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통합된 RFID 솔

루션을구축할수있다.

한국MS는 비즈톡의 적용사례를 소개하는‘RFID 전략 및

구축사례’세미나를개최하는등비즈톡의홍보를위해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표적인 것이 바로 지난 6월에 개장한

‘퓨처 스토어’이다. 퓨처 스토어는 한국MS와 롯데정보통신이

비즈톡을 기반으로 개발한 RFID 시범마트이다. 롯데마트 서

울역점의상품전시장에오픈된시범마트에서제품의가격, 조

리법등상품의정보를 RFID로확인할수있다.

오랜전통과노하우를갖춘썬과OS부터각종애플리케이션

까지 소프트웨어적 리더십을 가진 MS의 미들웨어. 두 기업의

장점을살린미들웨어경쟁의행보가기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