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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 폰이 나날이 발 함에 따라 우리 삶은 스마트 폰으로 무엇이든 가능하게 되었다.  

다른 디지털기기의 기능을 흡수한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우리 생활의 여러 부분에서 스마트 

폰을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NFC를 탑재한 스마트 폰이 보 되면서 NFC를 활용한 

서비스가 주목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RFID의 한 방식인 NFC 기술에 해 알아

보고 NFC 기반 서비스의 국내외 사례들과 향후 망에 해 제안하고자 한다.

Ⅰ. 서론

흔히 교통카드에서만 사용되던 근거리무선통신

(NFC) 기술이 개방성과 휴 성이 뛰어난 휴 폰과 

융합되고 있다. 다른 디지털기기의 기능을 흡수한 

것은 물론이고 NFC를 탑재한 스마트 폰이 보 되

면서 NFC를 활용한 서비스가 주목 받고 있다. 지

까지는 상품을 구매하는 지불수단으로 화폐나 카드 

등을 사용하 지만 NFC를 사용함에 따라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상품을 구매  지불수단으로 활용 

할 수 있게 되었다.

NFC(Near Field Communication)는 비 식 근

거리 무선통신 기술로 10cm 이내의 근거리에서 

13.56MHz 주 수 역을 이용하여 최  424kbps 

기기간의 데이터 송을 가능하게 한다.

NFC 기술은 지난 2003년 이미 표 화된 기술이

지만, 기술  성숙도  인 라 구축 등의 문제로 

시장의 외면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모바일 

랫폼 선두 기업들이 해당 기술들을 채택하면서 새

롭게 주목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NFC 기술을 분석하고 NFC 기반

의 서비스의 동향을 간략히 소개한다. , 향후 망

에 해 제안하고자 한다.

Ⅱ. NFC 기술 소개

NFC(Near Field Communication)는 (그림1)과 같

이 비 식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로  RF(Radio 

Frequency) 주 수를 이용하여 NFC 단말기 간 

는  NFC 단말기와 NFC 태그 간에 정보를 송한

다. NFC는 13.56MHz의 주 수 역에서 동작하며, 

약 10cm 이하의 거리에서 통신을 한다. NFC의 

표 인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P2P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NFC 단말

기가 서로 Peer to Peer 모드로 서로 데이터를 교환 

함 으로써 자명함의 교환, P2P  지불,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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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자료 교환 등에 용이 가능하다.

둘째, 읽고 쓰기가 가능한 리더 형태로 NFC 단말

기가 동작하여 NFC 태그 등을 읽을 수 있으며 스

마트 포스터, 안내 등의 서비스에서 용이 가

능하다.

셋째,  NFC 단말기가 NFC 태그 등과 같이 작동

하여 외부의 리더와 데이터 교환을 할 수 있다. 이

로서 교통카드, 모바일 신용카드 등에 용이 가능

하다.

      

 (그림1) NFC 기술 개념도

Ⅲ. NFC 국내·외 동향

3.1 NFC 국내 동향

앞에서 언 한 것처럼 과거 NFC 련 시장은  

기술  성숙도  인 라 구축 등의 문재로 외면 받

았지만 최근 NFC 기반의 스마트 폰이 리 확산됨

에 따라 국내 통신사  은행 카드사 까지 NFC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을 기 으로 국내의 보 되고 있는 삼성, 

LG, 애  등은 출시하는 부분의 스마트 폰에 

NFC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발표하 고 문가들은 

2015년에 NFC가 탑재된 스마트 폰이 체 휴 폰 

시장에 47%인 8억  이상 매가 될 망이라고 밝

혔다.

이에 발맞추어 국내 이동 통신사들도 NFC 련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먼  SK의 NFC 서비스로는 T-Smart Wallet 서

비스가 있다. T-Smart Wallet 서비스는 SK 텔 콤

과 한국 스마트카드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휴 폰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다.

한, KT에서 제공하는  Olleh myWallet 서비스

는 NFC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수단으로 쿠폰, 멤버십, 신용카드가 장되어 NFC 

폰으로 손쉽게 통합결제가 가능한 서비스이다.

마지막으로 LG에서는 U+ SmartWallet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다양한 멤버십카드 발 , 조회, 립과 

다양한 이벤트, 쿠폰 할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2011년 명동을 NFC Zone으로 지정하

여  NFC를 이용하여 할인 쿠폰, 고 동 상등을 

다운로드 받거나 모바일 결제 등 할 수 있도록 하

으며, 2013년 울산  4개 지역에서 NFC를 활용한 

후불 교통카드를 추진함으로써 인 라 구축을 해 

노력하고 있다.

3.2 NFC 국외 동향 

국외에서는 국내보다 NFC 응용서비스 시장이 먼

 형성되었다.

2011년 5월 20일 국의 이동통신사인 오 지

(Orange)UK(United Kingdom)가 신용카드사인 

Banclaycard와 력하여 최 의 NFC 기반의 모바

일 결제 서비스인 ‘Quick Tap'을 출시하 다.

Quick Tap은 결제 기능과 잔액  최근 거래 내

역 조회 기능, 보안 기능 등을 제공하며 소액결제용

도로 사용 이다. 50 운드가 과 되면 본인인증 

후사용이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기존 근거리 통신기술을 이용한 ‘오

사이후 이타이’를 NFC가 탑재된 안드로이드 폰에

서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하

다.

로벌 기업인 구 의 NFC 서비스에는 ‘Google 

Wallet'이 있다. Google Wallet은 신용카드,쿠폰, 수

증,항공권,신분증, 화티켓등을 스마트 폰에 장하

여 사용이 가능하며 소셜커머스인 ‘구  오피스’와 

연동하여 발 받는 쿠폰으로 바로 할인 받는 결제가 

가능하다.

랑스에서 제공하는 NFC 서비스는 'Cityzi'이다. 

이 서비스는 5개의 통신사업자가 의체를 구성하여 

NFC 기반의 모바일결제 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 

이며 랑스 정부, 니스 시의회, 꼬드 다쥐르 지역

의회의 극  조  홍보가 진행  이다.

<표1>에서는 단말제조사, 주요 랫폼  세계 

주요 통신사 사업자의 동향에 해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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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단말 제조사, 주요 랫폼   세계 주요 

통신사 사업자의 동향

사업자 황

Nokia
2011년부터 체 스마트폰 라인업에 NFC 기본 

탑재.

Broadcom
NFC와 RFID 솔루션업체 이노비  인수

자사의 칩셋으로 NFC 지원할 망

Google Android 2.3.1부터 NFC 지원.

삼성 자
KT와 세계최  NFC 용 상용폰 출시(A170K)

Google과 NFC기능탑재 스마트폰 출시(Nexus S)

VISA
NFC를 통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를 스마트폰에 

도입.

GSMA

세계 이동통신사업자의 모임으로 NFC 련 주

요 의 완료

시범 서비스 용 완료 

Orange 

& SFR

랑스 이동통신사업자

랑스 니스 지역에 NFC 서비스 용

AT&T,

버라이존

T모바일

공동 합작사 설립

SK텔 콤
코엑스에 NFC 서비스 존 구축

KDDI, Softbank와 한일 모바일결제 연합체 결성

KT

삼성 자와 세계 최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가

능한 NFC 상용 단말 출시

NTT Docomo와 한일 모바일 결제 연합체 결성

NTT Docomo, China Mobile과 한 일 모바일 

결제 연합체 결성

3.3 NFC 동향 분석  망

 NFC 디바이스는 스마트카드 기능, RFID 태그의 

Reader나 Writer 기능  다른 NFC 디바이스와 상

호작용하는 장치의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

분의 NFC 기술들은 스마트카드 기능, 특히 자 결

제 서비스에 큰 무게를 두고 있다.

 NFC 기술의 P2P 결제방식은 자신의 디바이스에

서 인증정보를 받는 형태로써 외부 단말기에 인증정

보가 달되어 보안 이슈가 존재하는 기존 POS 단

말기 기반의 결제 로세스를 개선하는 결제 패러다

임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한 로, 2011년 명동에서 NFC Zone을 선포하고 

국가 인 차원으로 NFC 자 결제 활성화를 해 

시범사업을 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운 의 미숙과 교육 부족, 사용자

들의 인식부족으로 상용화가 되지 못했다. NFC 기

술  호환성은 보증하지만 서비스 호환성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NFC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자사 편익 심의 기술구 을 심으로 한 

근방식으로 사용자들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이러한 근방식에서 벗어나 고객 

편익, 고객 혜택 심의 서비스 개발에 집 을 하고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에 집

을 해야 할 것이다. 한 자사의 편익 심에서 벗어

나 시장 확 를 해 타 통신 사업자에게도 랫폼

을 개방하고, 단기 인 수익성보다는 장기 인 시장 

성장성을 보고 인 라 구축에 비용을 투자하여 주도

권 다툼보다는 표 을 확립하고 생활서비스 지원에 

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NFC 기술과 국내외 동향을 살펴

보았다. NFC가 탑재된 스마트 폰의 보 에 따라 

NFC 기술도 주목 받게 되었으며 이에 발맞추어 국

내·외에서는 결제 서비스뿐만 아니라 스마트 포스

터, 스마트 가 기기의 용 등 스마트 라이 를 실

시킬 수 있는 핵심기술로 여러 분야에 활용 되고 

있다. 

하지만, NFC는 각 받는 차세  기술임에도 불구

하고 정부와 기업들의 NFC기술 활성화 사업들에 

반하여 운 의 미숙, 교육의 부족 등의 문제 을 남

기며 사용자들에게는 외면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고 NFC를 활용한 다양

한 분야로의 개발과 서비스를 늘려간다면 여러 분야

에서의 차세  기술로 활용이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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