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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00년 에 들어서면서 RFID 기술의 요성이 부각되고 다양한 솔루션이 개발 되었으며 자, 화

폐, 물류 리, 보안시스템 등의 핵심기술로 발 하게 되었다. 우리 생활 반에 걸쳐서 RFID의 애 리

이션이 확산되고 있으며 응용범 나 효과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RFID는 의 제에서 제

시한 것과 같이 유통 물류 부분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의료, 융, 교통, 환경, 소방, 군사, 건설 

등에서 계속 으로 확  응용되어 새로운 가치와 효율성을 창출하게 될 것으로 측된다. 본 연구에서

는 모바일 RFID 소 트웨어 분야의 기반기술  동향을 조사하고 성능시험 시나리오를 구축하여 성능

시험결과를 도출하 다.

1. 서론

2000년 에 들어서면서 RFID 기술의 요성이 부각되

고 다양한 솔루션이 개발 되었으며 자, 화폐, 물류 리, 

보안시스템 등의 핵심기술로 발 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도 2003년부터 기업을 심으로 연구 기단

계에 있으나, 유통산업에 빠르게 용하고 있어 바코드를 

신할 정도로 속히 확산되고 있다. 한 유통산업에 

RFID를 용하게 되면 유통업체의 재고 리 비용이나 

인건비를 감할 수 있으며 제품안내  물품 리에서 많

은 강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조업에 RFID를 용하게 

되면 제조 과정의 단계를 완벽하게 감시  리할 수 

있으며 생산성 향상에 따른 생산비용 감, 불량률의 감소, 

제품의 품질 향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의류나 음식에 RFID를 용하게 되면 냉장고 등이 지능

화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우리 생활 반에 걸쳐서 RFID의 애 리 이션이 

확산되고 있으며 응용범 나 효과는 속도로 증가하

고 있다. RFID는 의 제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유통 

물류 부분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의료, 융, 교통, 환

경, 소방, 군사, 건설 등에서 계속 으로 확  응용되어 새

로운 가치와 효율성을 창출하게 될 것으로 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RFID 소 트웨어 분야의 기반기

술  동향을 조사하고 성능시험 시나리오를 구축하여 성

능시험결과를 도출하 다.

2. 련연구

2.1.1 모바일 RFID의 시장동향

모바일 RFID는 무선통신기술을 사용해 상 물체를 직

 하지 않고 부착된 태그 정보를 자유롭게 식별하고 

기록할 수 있는 자동식별 기술로 태그, 안테나, 리더기  

응용서비스 랫폼으로 구성되며 모바일 RFID는 기존의 

고정형 는 PDA 등 핸드헬스 형태의 RFID 리더기에서, 

휴 폰에 리더기를 탑재하고 인식된 태그와 부합되는 정

보를 이동통신망(CDMA, HSDPA)으로 고객에게 보내주

는 형태로 변형되고 있다.  

모바일 RFID 기술은 우리가 세계 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동통신  휴 폰 컨버 스 기술 인 라를 기반으

로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핵

심 기술로써 모바일 RFID의 조속한 사용과 시장 활성화

를 해서는 범국가 차원의 극 인 활성화 방안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가 차원의 모바일 RFID에 한 비  

 로드맵 등 발  략 수립이 시 하며, 기술개발  표

화, 인력 양성, 시범 사업  Pilot 구축, 서비스  콘텐

츠 개발 측면의 세부 략 수립이 필요하다.

WIPI를 이용한 모바일 RFID 서비스는 휴 폰의 무선

인터넷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컨텐츠 메시지 송수신  

상태 리 로토콜에 따라야 하고 SKT와 LGT는 WAP 

기반의 무선인터넷 통신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KTF는 웹 

 TCP/IP 기반의 통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1.2 모바일 RFID 표 화 동향

ISO 11784, ISO 11785, ISO 14223 표 은 동물용 RFID 

코드의 구조를 정의하고 있으며 ISO 14223은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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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4~11785에 따른 호환성 유지를 기반으로 동물 식별을 

한 송신기 사이에 무선 인터페이스와 련된 표 이라

고 할 수 있다.

 ISO 10536, ISO 14443, ISO 15693 표 은 비 식 

직  회로 카드로 스마트카드라고도 하는 근방형 카드의 

물성, 무선인터페이스, 기화, 충돌방지, 송 로토콜 

등을 정의하는 표 으로 근  식 카드의 주 수 출력

과 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스마트카드에 포함된 

태그에는 다 의 애 리 이션을 담을 수 있어 하나의 카

드로 사무실 출입, 컴퓨터 로그인, 카페테리아에서의 지불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표 이다. 

ISO 10374 표 은 철도나 해운과 같은 화물 운송 컨테

이 에 사용되는 RFID에 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정의하

며 컨테이  ID 시스템, 데이터 코딩 시스템, 데이터 설

명, 성능 기 , 보안 등에 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ISO 15961, ISO 15962, ISO 15963 표 은 물품 리를 

한 자동식별  데이터 수집 기술을 정의하고 데이터 

로토콜, 애 리 이션 인터페이스, 데이터 인코딩 규칙, 

논리  메모리 기능, 태그의 개별 식별 등으로 구성된 물

품 리를 한 RFID 가이드 라인을 담고 있는 표 이다.

 ISO 18000 시리즈 표 은 물품 리를 한 RFID에 

을 맞추어 135kHz, 13.56MHz, UHF 역, 2.45GHz, 

5.5GHz와 같이  세계 으로 인정된 주 수 역에서 사

용될 무선 인터페이스 통신용 매개변수를 정의하고 ISO 

18046은 RFID 태그와 리더기의 성능 테스트 방법을 정의

하고 18047은 RFID 기기 합성 테스트 방법을 정의하며 

EFC 표 과 유사하여 앞으로 두개의 표 이 연계될 것으

로 보여진다.

2.1.3 소 트웨어 품질 평가 표 화 동향

재 국내 소 트웨어의 외부 품질에 한 평가는 

ISO/IEC 9126에 의해서 평가 기 을 설정하고 있으며 

ISO/IEC 9126에 하여 소 트웨어 품질 평가를 한 국

내 표 이 제정되어져 있다. 재 ISO/IEC 25000시리즈가 

발표되면서 국내에서도 소 트웨어 품질 평가를 한 표

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ISO/IEC JTC1/SC7/WG6는 

소 트웨어 품질 평가와 품질 특성별 평가 메트릭에 한 

표 을 개발하고 있으며 기존의 국제 표 인 소 트웨어 

제품의 품질 평가 모델인 ISO/IEC 9126과 소 트웨어 평

가 차에 한 국제표  ISO/IEC 14598을 새롭게 통합하

여 내용을 보강하는 소 트웨어 품질 평가 모델에 한 

연구를 SQuaRE(Software Quality Requirement and 

Evaluation)라는 이름으로 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재 ISO/IEC 25000시리즈는 국제표  ISO/IEC 9126

과 ISO/IEC 14598을 합치기 한 작업이며 두 개의 표

에서 불일치하는 부분들을 정리하기 한 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ISO/IEC 25000의 구성

SQuaRE 로젝트의 내용  가장 큰 변화는 소 트웨

어 품질 평가를 해 정량 인 평가 방안을 제시하기 

하여 소 트웨어 품질 평가 메트릭스를 구성하면서 측정

개념을 명확히 하고 측정 리미티 를 정의하고 기능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품질 메트릭을 구성하고 있다. 

SQuaRE 메트릭스에서도 ISO/IEC 9126과 같이  6가지 품

질특성인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

식성의 품질요구사항을 그 로 반 하고 있다.

2.2 모바일 RFID의 특성

유비쿼터스 컴퓨 의 특징  하나는 사용자가 언제 어

디에나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인터넷에 연결하여 필

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써 특히 모바일의 경

우는 휴 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제시하고 있는 RFID 시스템은 가장 일반 인 형태

로써  태그, 리더기, 게이트웨이, 서버  응용서버로 구성

되어진다. 첫째, 태그는 객체를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가

지고 객체상에 치하며 둘째, 리더는 객체의 정보를 수집

하여 처리하게 되고 셋째, RFID는 리더기로부터 읽은 데

이터를 응용서버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달하게 된

다. 이와 같은 구성을 통해서 각 물품에 한 정보를 쉽게 

악할 수 있게 된다.

태그의 종류로는 수동형과 능동형 태그와 함께 반능동

형 RFID 태그를 개발하여 활용되고 있으며 반능동형은 

수동형 RFID에서 가장 큰 문제 으로 두되었던 인식률

을 개선한 것으로 부착물체의 향을 보완하여 인식거리

를 2배 이상 향상 시킬 수 있는 기술로 제작된 것이다. 

2.2.1 모바일 RFID의 주요기능

모바일 RFID의 주요기능은 단말과의 인터페이스를 

한 Code Receiver, 단말로부터 달받은 태그의 바이 리 

코드를 ODS에 질의 가능한 FQDN의 형태로 변형하고, 

OIS로부터 이벤트 등록을 한 URN으로의 변환기능, 

ODS 콘텐츠 장 치 정보를 질의하는 기능, OIS 태그 

이벤트 정보를 등록하는 기능, 태그와 매핑되는 서비스응

용 서버의 콘텐츠 치 정보를 단말에서 표  가능한 

WML 형태로 변환하여 내려주는 Rende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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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oding의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여기에서 서

비스 제공자가 사용자 인증 기능과 단말이 서비스가 가능

한지의 여부를 단하는 기능도 필요하고 서비스 제공자

의 인증 방식과 보안 정책에 따라 구 방식이 상이하므로 

서비스 제공자의 정책에 따른다.

3. 모바일 RFID의 성능시험

3.1 시험 환경 구축

시험 상 모바일 RFID 소 트웨어는 무선 AP와 유선 

DB서버 간 데이터 송을 가능하게 하는 유무선 연동 미

들웨어 로그램으로 주요 기능으로는 모바일 서버: 포트 

설정, 로그/자동종료 설정, 보안 설정 등, 모바일 서버 

리는 자동 실행 설정, 서버 리 등이 있다.

(그림 2) 모바일 RFID 시험환경 구축

모바일 RFID의 시험환경은 그림 2와 같이 구축하 으

며 성능시험을 측정하기 한 성능측정도구로는 자원사용

률을 측정하기 해 Performance Logs and Alerts을 [2]번 

모바일서버에 설치하여 성능시험을 하 다.

3.2 성능시험 시나리오  측정항목

모바일 RFID의 성능을 측정하기 해 <표 1>과 같이 

시나리오 1에서 쿼리 100개를 업로드하고 시나리오 2에서 

쿼리 1000개를 업로드 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하 다. 

<표 1> 성능시험 시나리오

시나리오ID 설명 

SC_1 쿼리 100개 업로드

SC_2 쿼리 1000개 업로드

비유류 스 드를 실행하는데 소비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CPU사용률을 백분율로 나타내었으며 해당 로세스가 사

용하는 실제 메모리 크기를 메모리 사용량으로 나타내었

고 응답을 요청한 시 으로부터 응답이 완료될 때까지 시

간을 응답시간으로 측정하 다.

<표 2> 측정항목

항목 단 내용

CPU
사용률 % Processor Time: 비유휴 스 드를 실

행하는데 소비하는 시간의 백분율

메모리 
사용량 MB Working Set: 해당 로세스가 사용하

는 실제 메모리 크기

응답시간
응답을 요청한 시 부터 응답이 완료
될 때까지 소요된 시간

3.3 측정 결과

시험 상 모바일 RFID 소 트웨어의 성능 시험은 자원

효율성과 시간효율성을 측정하 다.

3.3.1 자원효율성

(1) CPU 사용률

100개의 쿼리를 업로드할 경우 모바일서버의 CPU 사용

률은 최  25.8%까지 증가하나 실행 완료 후 이  상태로 

유지되었다.

(그림 3) 100개 쿼리 업로드시 모바일서버 CPU사용률

1000개의 쿼리를 업로드할 경우 모바일서버의 CPU 사

용률은 최  30.0%까지 증가하나 실행 완료 후 이  상태

로 유지되었다.

(그림 4) 1000개 쿼리 업로드시 모바일서버 CPU사용률

(2) 메모리 사용량

100개의 쿼리를 업로드할 경우 모바일서버는 평균 

33.8MB의 메모리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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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00개의 쿼리 업로드시 모바일서버 메모리사용률

1000개의 쿼리를 업로드할 경우 모바일서버는 평균 

34.4MB의 메모리를 사용함

(그림 6) 1000개의 쿼리 업로드시 모바일서버 메모리사용률

3.3.2 시간효율성

(1) 응답시간

100개의 쿼리를 업로드할 경우 평균 0.6 의 시간이 소

요되었으며 1000개의 쿼리를 업로드할 경우 평균 1.2 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4. 결 론

소 트웨어 제품의 품질이 요한 건으로 두된 지 

오래이며 소 트웨어 제품 품질에 한 인증의 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소 트웨어 유형에 따른 품질시험 

 인증 방법에 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RFID 소 트웨어의 시장동향과 

표 화 동향  모바일 RFID의 특성  주요기능을 분석

하 고 모바일 RFID의 성능시험을 자원효율성과 시간효

율성으로 시험하여 결과를 분석하 다. 향후 실질 인 활

용을 통해 고품질 모바일 RFID 소 트웨어의 개발을 

진함으로써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갖춘 제

품의 개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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