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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RFID)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 이러한 RFID 미
들웨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하드웨어 구축비용뿐만 아니라 소 트웨어 개발 비용도 매우 크다. 
 그러나, 이미 화 된, 상 으로 개발비용이 매우 렴한 웹 미들웨어 시스템에 RFID 시스템을 
용을 시킨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웹페이지와 RFID의 데이터 교환을 해 ActiveX를 어떻게 이용하 는지를 살

펴보고, 한 RFID를 웹 환경의 미들웨어 시스템에 실제 용하여 으로써 그 가능성을 논의해보고

자 한다.

1. 서론

   1950년  처음 개발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IT 환경이 발달하면서 두되고 있

는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 RFID는 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나, 도

서   백화 에서 고객 카드를 확인한다거나 심지

어,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에 실용화 되었거나, 

실용화 비단계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사람이 일일

이 수작업 방식으로 직  확인을 거치거나 문서로 

기록을 남겨 보고를 해야 했던 불편함을 제거하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는 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1].

 한, 무선을 이용, 원격에서 감지  인식하여 정

보의 교환을 가능  하는 유비쿼터스 RFID 시스템

은 개인생활  산업 반에 많은 응용서비스가 가

능하며 정보 네트워크와 자통신 기술이 진보하게 

되면서 특정 사물  생물체를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으며, 특히 RFID 카드시스템은 출입통제, 요 징

수, 자화폐  건강카드 분야에 재 응용되고 있

다[2][3].

 그러나, RFID 미들웨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해서

는 하드웨어 구축비용은 물론 소 트웨어 개발비용

도 매우 높다. 

 그러므로 이미 화 되어 있고, 유비쿼터스 시

에 매우 요한 요소인 인터넷에 이 RFID를 용시

킨다면, RFID의 요성은 더욱 더 증가될 것이고, 

이미 몇몇 RFID 미들웨어 시스템은 인터넷을 이용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웹 환경에 RFID 기술을 용

시킬 수 있다면, 고객은 RFID 단말기(RFID기능은 

탑재한 모바일 기기  RFID 리더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RFID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  고객이 RFID 태그(스마트 교통카드, 도

서  이용카드, 병원 고객카드 등)를 단지 소유하고 

이용하는 것을 넘어, 고객이 직  태그의 정보를 능

동 으로 열람, 수정할 수 있게 되어, 그 이용 분야

와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한편, 지 까지의 RFID 시장구성을 살펴보면, 주로 

transponder, reader등 하드웨어 심의 성장이 던 

것으로 분석되며, IDC에 따르면, 2002년 세계 R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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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시장규모에서 transponder, reader등 하드웨

어가 차지하는 시장 유율은 70%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소 트웨어  서비스 부문은 27%에 머물고 

있다. 특히 소 트웨어만으로는 불과 6% 수 이다

[4]. 그러나 최근 기존 솔루션과의 통합  데이터 

수집, 제어, 리 등 미들웨어의 요성에 한 인식

이 확산되면서 RFID 분야에서 소 트웨어가 주목받

고 있으며[4], 이를 ActiveX를 이용하게 된다면 그 

활용도는 매우 높아 소 트웨어의 개발을 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련연구

2.1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는 사물에 태그를 부착하고, RFID 리더기를 

사용하여 태그로부터 라디오 를 이용하여 무선

으로 사물의 정보(Identification)  주변 환경정보

를 인식하여 각각의 정보를 수집, 장,  가공함으

로써 사물에 한 원격처리  리, 정보 교환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5][6][7]. 이러한 

RFID 기술은 1970년  미국에서 탄도미사일 추 을 

한 군사  목 으로 최 로 개발되었다. RFID는 

Transponder라는 태그와 안테나, 그리고 리더기로 

구성된다. 반도체 칩이 들어있는 태그에는 일련의 

정보를 장하고, 안테나는 이 정보를 무선으로 최

 수십미터까지 송하며, 리더기는 이 신호를 받

아 독하거나, 태그에 기록할 수 있다[8]. 이러한 

RFID 기술은 정보화의 범 가 사람이 아닌, 모든 

사물에 이르기까지 확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 으

며,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핵심기술로 각 받고 있다

[9].

(그림 1) RFID의 시스템 구성요소[5]

2.2 ActiveX

 ActiveX는 MicroSoft사가 략  객체지향 로그

래  기술  도구모음에 해 붙인 이름이며, 그 

주요 기술은 COM(Component Object Model)이다

[10]. ActiveX 환경에서 운 되는 로그램을 개발

할 때 생성하게 되는 요한 것은 component이며, 

이것은 ActiveX 네트웍에서 실행되는 하나의 로

그램이며, 이를 ActiveX Control이라 한다. ActiveX

는 SUN MicroSystems의 JAVA 기술에 항하기 

해 MicroSoft가 내놓은 기술이며, 따라서 ActiveX 

control은 JAVA Applet와 동등한 치에 있다[10]. 

ActiveX는 웹상에서 사용자에게 단순히 정보를 제

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내용(executable 

content)를 제공함으로써 통신, 정보, 상호작용이 특

성이 매우 풍부하게 된다[11].

 한 ActiveX control는 많은 응용 로그램에서 재

사용 될 수 있으며, C++, VB, 워빌더뿐만 아니라 

VB Script와 같은 스크립트 도구 등을 포함, 여러 

가지 언어나 개발툴을 사용해 만들 수 있다[10].

 

3. RFID를 용한 웹기반 미들웨어 시스템 구축

 최근의 UBS 등을 이용하는 일부 RFID 리더기를 

제외하고는 부분의 RFID 리더기는 RC-232C라는 

시리얼 통신을 이용한다. 따라서 ActiveX에 RFID 

리더기에서 이용하는 통신 로토콜에 알맞게 

RC-232C 통신 기능을 추가한다면, 간단하게 

ActiveX를 통해 RFID에 읽기/쓰기가 가능하도록 만

들 수 있다.

 ActiveX 기반의 RFID를 활용한 웹 미들웨어 시스

템은 이러한 방법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RC-232C

가 아니더라도, UBS를 이용한 RFID 리더기 역시 

ActiveX control에 RFID를 제어하는 부분을 추가하

면 가능하다.

(그림 2) ActiveX기반에서 RFID 리더기의 제어

 (그림 2)는 MFC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ActiveX를  

웹 페이지에 용하여 RFID에 직  읽고/쓰는 모습

이다. 즉 OPEN, CLOSE 버튼을 통해 RFID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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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하며, BLOCK READ, BLOCK WRITE 버튼을 

통해 RFID 태그에 데이터를 읽고 기록하게 된다.

 한 ActiveX를 통한 RFID의 제어를 어느 기능까

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활용도와 장단 이 달라진다.

첫 번째 방법은, ActiveX는 웹페이지로부터 받은 데

이터 혹은 명령어를 RS-232C를 통해 RFID 리더기

에게 데이터 혹은 명령어를 달하고, 그 결과를 받

아 웹페이지에 리턴하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웹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ActiveX가 모두 분석한 뒤 RFID 리더기에게 명령

을 달하고, 그 결과를 받아 분석/처리한 후 처리

결과만을 웹페이지에 리턴하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데이터의 장/처리등의 기능은 비

교  쉽고 간단한 웹솔루션에서 처리함으로 개발 비

용이 매우 감될 수 있으나, 웹기반 미들웨어가 

부분 그러하듯 보안이 취약할 수 있다. 한 RFID 

리더기의 로토콜이 동일하다면 ActiveX를 그 로 

재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방법은 개발 비

용이 조  높을 수 있으나 정보보안의 측면에서는 

첫 번째 방법보다 뛰어나다.

 UBS를 이용하는 RFID 리더기 역시 로토콜만 

RS-232C에서 UBS로 변경시켜주면 되므로 ActiveX  

용에는  문제가 없다.

4. 웹기반 RFID의 용모델

4.1 운 시스템 체 구성도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ActiveX에 RFID를 

제어할 수 있는 모듈을 웹과 PDA환경에 용하여

하여, 회사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 

운 시스템을 구성했다.

(그림 3) 셔틀버스 운 시스템 체 구성도

Mobile Client는 셔틀버스로서 PDA 기반에서 RFID

를 제어하고 데이터를 TCP/IP로 무선랜이나 

CDMA를 이용하여 서버로 송한다. Automated 

Filling Machine는 무인충 시스템으로서 WinCE 기

반의 Embedded가 RFID를 제어하며, 데이터는 

TCP/IP로 서버에 송한다. 그 외 운 센터나 충

소, 태그를 가진 일반이용자까지 모두 인터넷 익스

로러를 통해 시스템에 속하며, 태그로의 정보를 

ActiveX를 통해 RFID를 제어함으로서 처리한다. 그 

외 데이터의 처리를 비롯한 RFID에 근하는 부분

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웹 로그래 으로 솔루션을 

개발했다.

4.2 ActiveX에 의한 RFID의 Read/Write

 ActiveX를 이용하여 RFID를 제어하기 해 RFID

와 ActiveX가 유기 으로 데이터를 교환해야 하고, 

한 ActiveX와 웹페이지 역시 유기 으로 데이터

를 교환해야 한다. 이로써, 웹페이지와 RFID 태그가 

서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다.

 웹 페이지에서 ActiveX로 데이터를 달하는 방법

은 HTML의 Object 태그의 PARAM이라는 것 이용

하여 할 수 있다. 

<OBJECT ID="RFID" CODEBASE="RFID.ocx" WIDTH=0 

HEIGHT=0 CLASSID="CLSID:365311B3-35F7-4B72-AD33

-DCEA48D81062">

    <PARAM NAME="MODE" VALUE="READ">

    <PARAM NAME="UID" VALUE="">

    <PARAM NAME="Block01" VALUE="">

</OBJECT>

(그림 4) Object의 PARAM 이용 

(그림4)와 같은 방법으로 웹페이지에서 ActiveX로 

데이터를 보내게 된다. 즉 ActiveX는 “MODE”라는 

변수에 “READ"라는 값을 받고, 각각 "UID"와 

"Block01"을 태그로부터 읽어오라고 명령을 받는다. 

명령을 받은 ActiveX는 RFID 리더기로부터 데이터

를 읽어온 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웹 페이지에 값

을 리턴한다.

<SCRIPT FOR="ReturnRFID" EVENT="RFIDResult(TagN

ame,result,)" LANGUAGE="javascript">

</script>

(그림 5) ActiveX에서 Return값 받기

(그림5)의 방법을 통해 웹페이지가 ActiveX와 RFID 

리더기를 이용하여 RFID 태크의 정보를 읽고, 정보

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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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RFID가 웹페이지에서 실행 화면

(그림6)은 실제 웹페이지에 RFID를 제어할 수 있도

록 ActiveX가 삽입된 모습니다. 이 페이지를 익스

로러가 읽어올 때, ActiveX가 RFID 태그의 Product 

ID (태그 생산시 부여된 고유ID)를 읽어와 값을 리

턴하고, 웹페이지는 이 값을 받아 "TAG ID"란 항목

에 보여 다.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이 페이지의 

정보를 ActiveX에 보내고 RFID 태그에 기록한다.

 이 듯 기존의 RFID 미들웨어 시스템보다 간단하

며 모듈만 복사함으로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 

사용성이 매우 높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차세  IT 기반 환경인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다양한 기술의 용을 해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RFID 시스템에 해  

다른 활용 를 제시하 다. 특히 기존의 높은 비용

을 요구하던 RFID 솔루션에 비해 매우 간단하고 

렴한 비용으로 RFID 솔루션을 개발한 것은 매우 의

미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로토콜이 동일할 경

우 웹솔루션만 개발하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의 

감은 매우 크다.

 기업의 입장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솔루션을 

은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다면 이는 획기 인 비용 

감 방법이 된다. 한 재 몇몇 통신사에서 개발

인 RFID 리더기가 탑재된 모바일 시스템이  향후 

몇 년 뒤 출시된다면, 개개인이 각각의 RFID 리더

기를 소지하게 되고, 그 다면 웹을 통한 RFID의 

제어는 그 가치와 활용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

다.

 그러나, 일반 으로 보안이 취약한 웹은 RFID에도 

용되므로, 기존의 솔루션보다 보안이 취약해 질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암호화 방법을 통해 어느정도 

극복할 수 있으며, 한 앞으로도 지속 으로 연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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