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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비즈니스 어 리 이션 개발 방법론：RAM

류옥 *․이재 **․노성호***

A Methodology for Developing RFID Applications：RAM

Ok-Hyun Ryou*․Jae Kwang Lee**․Seong Ho Roh***

Abstract

Most of the known RFID applications are derived from RFID technology and its functionalities not business analysis 

or requirements, so that companies may not obtain real competitive edges by implementing RFID application systems. 

Developing successful RFID applications is one of the key elements for prevailing RFID use by industries. Research 

objective is to propose an effective methodology for developing RFID applications based on analyzing business 

processes. 

The approach is designed to figure out both technical and business requirements related to RFID applications based 

on 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and 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methodologie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our approach, we applied the proposed approach to real field cases. As RFID technologies get flourished, 

the proposed approach is expected to play a meaningful role as an effective tool for developing new RFID applications.

Keywor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Application,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Information Technology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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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RFID의 활용이 주요

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란 마이크로 칩을 내장한 이름표

(Tag), 카드, 동 , 라벨 등에 장된 데이터를 무

선주 수를 이용하여 안테나와 송 수신하는 시스

템을 총칭한다. RFID를 데이터의 인식측면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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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바코드  마그네틱 카드와 비교하면 비

식, 용량 메모리, 이동시 인식가능, 고 신뢰성, 장

애물 투과성, 방향성, 반 구성, 인식의 고속성 등

에서 장 을 갖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장 을 바탕

으로 물류 리, 상황인식 분야 등에서의 새로운 

Killer 어 리 이션으로의 잠재 인 가능성을 갖

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정보기술 선진국들은 

RFID를 차세  정보기술 산업의 핵심 분야로 인

식하고 련 기술과 연구 개발에 지속 인 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며[1], Forrest Research의 연구보고

에 의하면 앞으로의 10년 안에 모든 일상의 사물에 

Network에 연결된 RFID Chip이 부착되어 사물, 

인간, 원격 비즈니스 시스템간의 커뮤니 이션이 

일상화 될 것으로 상하고 있다[19].

국내의 경우에도 정보통신부는 2004년 IT 839 

략의 수립을 통해서 8  서비스  RFID 활용 

서비스, 3  인 라 사업으로 USN(Ubiquitous Sen-

sor Network) 구축을 지정하고 주 수 분배, 핵심

기술 개발, 소형, 가 RFID 개발, 시범사업 추

진, 실생활에 u-Life 본격 활용을 추진하는 등 정

책  육성계획이 발표되고 있으며[7], 산업자원부

는 차세  성장동력으로 RFID 산업의 체계  육

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능형 종합물류시스템 구

축을 목표로 2008년까지 422억원의 투자를 계획하

고 있다[5].

RFID는 미국의 DOD 나 FDA 같은 공공분야  

WallMart와 같은 물류 리 등에의 용되고 있으

며, 국내에서는 정부기 에 의한 련 기술 개발 

 시범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나[3], 정부  선도

인 기 의 RFID에 한 연구  투자 계획에 

비하여 민간 부문에서의 RFID 용 실정은 미미

한 수 이다.

최근 국내의 연구에서는 RFID의 활성화를 한 

연구에서는 정부의 지원, 태그 가격 하락, RFID 기

술 개발  육성,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어 리 이

션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논의되고 있으며[6], 

실제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어 리 이션의 발굴 

 용에 한 연구는 2004년 이후 정보통신부에

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부분 으로 이루

어지고 있으나,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 로세스

의 개선이라기보다는 Auto-ID Center와 같은 선도

인 기 에서 제시한 개략 인 모델을 단순히 채

용하는 수 에 머물러 있어서, 정보기술 도입을 통

한 산업 경쟁력 향상 보다는, RFID 용가능성 시

험의 수 으로 인식되고 있다.

RFID의 본격 인 활용을 해서는 민간 부문에

서 활성화하며, 이를 해서는 민간부문의 가치창

출을 유도 할 수 있는 RFID를 용한 어 리 이

션이 제시/ 용/검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까지 

RFID 어 리 이션은 몇 가지 문제 을 지니고 있다.

첫째, RFID 어 리 이션이 비즈니스 Value Chain 

상에서의 RFID의 필요성에 기인하기보다는, RFID 

시스템의 주요기능(비 식, 장애물 투과성 등) 

 효과(추 성, 상황인식)를 역으로 차용하여 제

안한 아이디어 차원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RFID 시스템의 기능 수 에 정의  

용 효과 분석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실제, RFID

련 기술은 지속 으로 발 되고 있으며, 어 리

이션에 따라서는 RFID의 용이 시기상조인 것

도 있으나, 모두 구  가능한 것처럼 응용 시스템

을 제안하거나, 투자 비 효과에 한 분석 없이 

제안되고 있다.

RFID 응용시스템은 기술  측면, 비즈니스 로

세스 인 측면, 조직 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야 

성공 인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특히 물류시스

템에 용된 어 리 이션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은 을 발견할 수 있다.

•정보기술(RFID 시스템)이 Enabler로 작용 

•채용하려고 하는 RFID 시스템의 기능  요구 

사항이 비즈니스 로세스에서의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함

•공 망 상의 Multi-Enterprise 상에서 용

•기업내 기능 조직간  기업간 비즈니스 로세

스의 연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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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비즈니스 로세스와의 연계  비즈니

스 로세스의 변경 필요

•기존의 정보시스템의 연계/연동/새로운 개발이 

필요

와 같은 RFID 응용시스템의 특징을 고려하면 

성공 인 RFID 용을 한 비즈니스 로세스는, 

로세스, 조직구성에 한 동시 인 재설계를 통

해서 시간, 비용, 품질,  고객의 만족 수 에 

신 인 개선을 이끌어내는 활동[26], 즉, 정보기술

(RFID)을 활용한 비즈니스 로세스 리엔지니어링

(BPR) 인 근 방법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RFID 어 리 이션  정보기술과 비즈니

스 로세스에 한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RFID 

비즈니스 어 리 이션 개발을 한 근 방법론 

(RAM：RFID Application Methodology)을 제시하

다. RAM은 BPR, 정보 략계획수립(ISP) 방법론 

 시스템 개발 방법론을 용도에 맞게 채용하 으

며, 비즈니스 로세스 분석에서부터 시스템 분석 

 설계 까지를 RFID 시스템의 용에 합하도

록 제시하 다. 제시한 방법론을 실제 업에 용

하고 효용성에 하여 토론하 다

2. 문헌 연구

2.1 RFID 어 리 이션 개발

RFID에 연구의 선도 인 역할을 해온 Auto-ID 

센터는 인터넷상에서 RFID를 새로운 네트워크의 

설계/구축/시험에 한 반 인 연구  새로운 

네트워크의 주요한 구성 요소들에 한 설계 등에 

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다양한 어 리

이션의 사용 상황에 한 사용 (Use Case)를 제

시하 다[8, 9, 11, 14-16, 21, 25, 27]. Auto-ID 센터

의 RFID 사용 는 RFID에 한 새로운 비즈니스 

사용 로써 인용되고 있으나[2]. 비즈니스 사례하

는 에서는 개략 인 모델로서 RFID 기술의 

활용 잠재성을 평가 할 수 있을 정도일 뿐이며, 실

제 비즈니스 어 리 이션으로 고려하기에는 실

인 제약이나, 각 비즈니스 운  주체의 상황에 

한 고려가 부족하다. 몇몇의 RFID 련 연구 논

문 들은 Chip 제조나, 태그 부착에 한 기술 인 

연구[20, 28]가 있으나, 응용시스템에 한 분석

이고 실질 인 연구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와 

같이 실제의 비즈니스 로세스에 용과 련된 

연구는 건설 부문의 자재 리의 효율화를 해 

용된 로젝트[29]와 미 국방부의 공 망 문제 의 

분석과 RFID 어 리 이션의 잠재 인 활용 가능

성  효과에 한 연구[24] 등이 있으며 이들 연

구는 RFID 응용시스템이 기존의 업무 분석을 기

반으로 하여 정보 시스템과의 강력한 연계 는 통

합을 통하여 구 됨을 보여 주고 있으며 연구 방법

의 측면에서는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

ing)과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방법론

을 따르고 있으나 공통 인 면을 발견하기는 힘들다.

2.2 정보기술과 비즈니스 로세스

BPR은 조직내, 조직간 업무흐름(Workflow)과 

로세스를 분석하고 설계[17]하는 것으로 가격, 

품질, 서비스 그리고 작업 속도와 같은 시되는 

평가 지표들을 월등하게 향상시키기 한 비즈니

스 로세스에 한 근본 인 재고  신 인 재

설계를 장려하는 활동이다[22]. BPR 는 신에

서 정보기술이 핵심이라는 것은 일반 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26]. 1990년 이후 정보기술 사용의 

렴화를 통해서 막 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

로 인해 비즈니스 방식에 변화를 일으켰으며, 정보

기술 기반 에서 BPR을 통하여 보다 유연하고, 

 심 이고, 조화로운 업기반의 작업 능력을 

보유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10]. 특히 물류시스템

과 같은 부서, 부문, 기업간 업무 로세스에서는 

RFID와 같은 정보기술이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18]. 그러나 정보기술 략을 

통합  기업의 변화 략으로 인식한 많은 회사의 

BPR 로젝트가 실패한 사례[12]가 있음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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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술은 로세스 신(BPR)을 한 수단으로 이

용 되어야지, 그 기술 자체가 그 목 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RFID 응용시스템 개발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을 깊이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이

다. 정보기술 심의 로세스 BPR이 많은 실패를 

가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BPR을 수행한 많은 기업

에서 정보기술은 로세스 재설계를 가능하게 하

고, 진시켰으며, 실 에 기여한 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경험 으로 인정되고 있다[10]. BPR

을 수행하는 도구나 방법론에 해서는 표 인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다. 로세스의 가시화(Pro-

cess Visualization), 로세스 정의  운 방법 연

구(Process Mapping/Operational Method study), 

변화 리(Change Management), 벤치마킹에 필요

한 다양한 기법 들이 존재하나, 실제의 수행은 

상이 되는 응용 분야에 따라서, 도구  방법론의 

일부를 히 취합하여 목 에 맞는 근법을 사

용하는 것이 일반 이다[10]. 특히 정보기술을 활

용한 업무 재설계의 경우, 기술 발 의 속도  변

화를 수용하기 해서는 용 상황 별 새로운 근

이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13].

본 연구에서도 새로운 정보기술(RFID)를 활용하

는 비즈니스 로세스의 설계를 해서는 그 특성

을 반 한 새로운 방법론의 용이 필요하다는 가

정 하에서, 체계 인 RFID 응용서비스를 발굴/분

석/설계를 하여 RFID 응용 서비스를 한 체계

인 임워크를 제시하 다. 한, 분석의 핵심

이 되는 물류, 업무 로세스  정보 흐름의 분석

을 해서는 UML의 일부 요소를 사용하 다.

3. RFID 어 리 이션 개발 방법 
: RAM

3.1 임워크

RFID 응용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용된 8단

계의 방법론의 임워크를 [그림 1]에 도식화 하

다. 각 단계들은 순환 으로 설계되어 일반 인 

개선 차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제안하 다. 각 단

계별 핵심 수행 업무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RAM 임워크 

1. 비즈니스 환경 분석：RFID를 응용하고자 하는 

서비스 분야의 비즈니스를 명확히 이해하고, 해

당 응용 분야의 핵심 안을 도출하여, RFID를 

용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단계로, 성공 인 어 리

이션 모델을 개발하기 한 방향을 도출하고 향

후 개발된 서비스 모델의 평가의 기   기

효과 악의 기  자료로 활용한다. 

2. As-Is 업무 로세스 분석：해당 비즈니스의 

기능  하부 업무 로세스를 악하고, 분석하

여 RFID를 용하고자 하는 핵심 로세스를 

도출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단계이다. 상 

로세스의 세부 분석을 통하여, 이슈  개선 

방향을 탐색하고, 이에 따른 RFID 용 방법에 

해 개략 인 방향을 도출 한다.

3. As-Is 정보시스템  데이터 분석：As-Is 

로세스 분석 단계에서 선정된 RFID 용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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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로세스와 련한 정보시스템  데이터

의 목록을 확인하고 분석을 목 으로 하는 단계

이다. RFID 용이 H/W  정보시스템과의 

한 계를 갖고 있음으로, 다음 단계인 Infra 

Architecture 분석과 더불어 세 하게 악 하

는 것이 요하다. 정보시스템 련해서는 업무

지원 수 , 사용자 편의성, 외상황, 시스템 통

합 등에 해 악하고, 데이터 련해서는 통

합성  코드체계의 표 화 등을 악하여 

RFID 용의 개선기회를 확인한다.

4. Infra Architecture 분석：RFID를 용하고자 

하는 핵심 로세스가 운 되는 H/W, S/W, 

Network의 구성을 조사하고, 주요 황  고려

사항을 토 로 하여 상  이슈와 그에 따르

는 원인  RFID 용 시 고려해야 할 것을 도

출한다.

5. To-Be 모델 설계：선정된 RFID 상 로세

스를 도출된 As-Is의 문제   개선방향을 수

용할 수 있는 To-Be 모델에 해서 개 으로 

제시하고 로세스 흐름을 설계한다. 기술 인 

문제 심이 아닌, 개선 로세스에 기반을 두

어 수행한다. 

6. 기술요구사항분석：To-Be 모델 설계에서 도

출된 RFID 용 상황에 한 기술 인 요구사

항을 분석한다. 용키로 제안된 된 RFID 서비

스에 하여, RFID 태그 특성, 서비스의 요구 

특성을 조사 한다. 기술요구사항의 분석을 통하

여 제시된 To-Be 모델의 용 타당성을 재의 

기술 수 과의 비교를 통하여 단하는 것이 가

능하다. ISO RFID 련 표  자료(ISO/IEC 

18001)를 참조하여 그 항목을 도출 하 다[23].

7. 어 리 이션 시스템 설계： 형 인 시스템 

분석 설계 단계로 UML을 사용하여 To-Be 모

델에서 제안된 개선된 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

도록 RFID 기술의 용  기존 정보시스템과

의 연계/통합을 고려하여 어 리 이션을 설계

하며, 응용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항목  애로

사항을 도출한다.

8. RFID 용 효과 분석：마지막 단계로 1단계

에서 제시한 서비스 모델의 평가 기 을 바탕으

로 기존의 로세스와 RFID 용 로세스를 

비교하여 효과를 분석한다.

제시된 8단계의 차는 지속 인 개선을 해 

반복 으로 사용될 수 있다.

3.2 각 단계별 과업

각 단계별 과업을 [그림 2]에 UML의 Activity 

Diagram을 활용하여 표시 하 다. 각 단계별 수행 

업무의 결과를 한 템 릿을 제시 하 다[4].

3.2.1 비즈니스 환경 분석

주요 조사 방법은 경 자 해당 비즈니스 분야의 

문가  업 담당자와의 인터뷰  련분야의

참고 문헌의 조사를 통하여 수행하며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비즈니스 역의 이해：사업범 , 사업의 핵심 

요소, 업종 동향, 정보기술 활용의 요성에 

해 조사

•고객  시장 분석：고객 특성, 고객의 니즈, 시

장의 요구 사항, 고객별 거래량, 거래방식, 시장 

증감, 벤치마킹 상, 고객  시장 측면에서의 

RFID 는 정보기술의 활용

• 트   Supply Chain：사업 트  역할

악, 거래 규모/방식/특징, 공 망(Supply Chain) 

측면에서 RFID 는 정보기술의 활용 기회 

탐색

•핵심 안 도출：정보공유체계, 자료 리, 업무

조 기능, 로세스 효율, 원가 리 측면에서의 

핵심 안의 발굴

•개선기회 도출：핵심 안 별 RFID 용 가능

성, 개선효과, 유사 사례, RFID 용 시 고려사

항(기술 , 로세스 변경, 정책 등) 측면에서 

개선 기회의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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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RAM 단계별 수행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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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As-Is 업무 로세스 분석

업무 로세스를 분석을 하여 체 로세스

로부터 Top-Down방식의 근법을 통하여 개

으로부터 세부 인 것까지 재의 업무 과정을 분

석한다. 이와 같은 근을 통하여 단순히 RFID의 

가시 인 효과에 기인한 즉흥 인 근방법을 통

한 부분 최 화 보다는 체 인 업무 로세스에

서 RFID의 용이 가져다  수 있는 개선 효과를 

명확히 도출하는 것이 요하다. 이 단계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체 로세스 악： 상 비즈니스의 체 

로세스를 악을 하여 가치사슬 상의 주요기

능과 지원기능을 구분하여 Functional Process 

모델을 작성한다.

•RFID 용 상 로세스 선정  분석： 체 

로세스 상에서 RFID가 용 가능하거나, 

용 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Cross Func-

tional Process를 선정하고, 업무의 세부 사항을 

악한다. 로세스 모델링을 한 Diagram  

용어의 정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RFID 용 상 로세스 이슈 정리： 로세

스 Map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 과 원인 

 개선기회를 포함하여 정리한다. 

•RFID 용 상 역 선정：RFID 용 상 

로세스에 해서 이슈분석의 원인  개선기

회를 참조하여 RFID가 용 가능한 단계  업

무를 추출하여 개선을 한 로세스 설계 시 

참고 할 수 있도록 한다. 

3.2.3 As-Is 정보시스템  데이터 분석

RFID 응용서비스의 속성상 기존의 정보시스템

과의 한 연동  통합 필요하다. 재의 정보

시스템을 RFID 용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단계로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정보시스템 Profile 분석： 련 정보시스템의 

계층  구조  기능을 악하고, 상 계를 

악하는 단계로 시스템 구성(기능  분석)  

시스템 상 계(연계성)를 악한다. 

•정보시스템 별 련 데이터 악：시스템 상

계를 통해 악된 데이터 흐름을 조사하고 구

체화하는 단계로 시스템간의 데이터 흐름  그 

내용을 악한다.

•RFID 용 련 정보시스템  데이터 련 이

슈 분석：RFID 용 상 로세스와 련하여 

정보시스템 별 문제 (정보시스템  데이터 흐

름의 수정/추가)을 악하고, 원인분석을 통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한다.

3.2.4 Infra Architecture 분석

H/W 구성도, S/W 목록, N/W 구성 황의 악 

 RFID 용 로세스와 련하여 Infra Archi-

tecture의 개선과제 도출을 포함한다.

3.2.5 To-Be 모델 설계

RFID 응용서비스가 포함된 비즈니스 로세스

에서 정보 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변경  요구 사

항을 도출하여 정리 하는 단계로, RFID를 용할 

때 발생하는 비즈니스 로세스에 한 변화를 반

하여 비즈니스 로세스를 재설계, RFID 응용 

정보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추가되는 정보시스템의 

명세, 기존 정보 시스템과의 상 계 설계  정

보 시스템간의 교환되는 데이터를 정의하는 신

단계이다. RFID 용이 정보기술과의 연동에 크게 

좌우되므로 시스템 측면에서의 고려 사항을 간과

해서는 안 된다. 이 단계에서 도출해야 하는 결과

는 다음과 같다. 

•RFID 용방향：As-Is 분석 단계에서 도출된 

RFID 용 로세스에 하여 개략 인 용지

침을 제시하는 활동으로, RFID 용 단계별 고

려 사항  To-Be 모델에 용하기 한 지침

을 정리한다.

•To-Be 개념도：RFID가 용 된 경우의 운용 

 활용 에서의 이미지를 도식화하고 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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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단계로 개선 효과  

편의성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RFID 용 방향 

설정  To-Be 개념도가 추후의 To-Be 로세

스의 신의 개념 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작

성되어야 한다. 

•To-Be 로세스 설계：As-Is 로세스의 변경 

사항에 을 두어 기존의 로세스와의 차별

화 입장에서 To-Be 업무 로세스를 설계한다. 

로세스간 정보의 교환 특히 RFID가 용되는 

세부 스텝에 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추가한다. 

UML의 Activity Diagram과 같은 표  로세

스 모델링 방법이 활용 될 수 있다.

•어 리 이션 Architecture(시스템 구성도(기능 

분할도), 시스템 상 도, 정보의 흐름, 정보의 내

용), Infra Architecture(H/W 구성, S/W 목록, 

N/W 구성) 등을 As-Is와 비하여 추가 는 

변경 되는 사항에 해서 정리한다. 

3.2.6 기술요구사항분석

To-Be 모델에서 제안된 RFID 응용서비스의 

RFID 용 각 단계에 해서 요구 되는 RFID의 

기술 인 요구 사항에 해서 조사하는 단계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 명확히 함으로써 용 

가능한 RFID 응용 서비스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RFID 태그 메모리 크기, 읽기/쓰기 필요성, 태

그 재사용성, RFID 주 수 역, 인식거리, 동시 

인식  간섭, 암호화 필요성

이와 같은 기술요구사항의 분석을 통하여, 용 

가능한 RFID 시스템 구성요소(Tag, Reader, Mid-

dleware 등)의 선택이 가능해 질 수 있다. 

3.2.7 어 리 이션 시스템 설계

설계된 To-Be 모델을 기반으로 시스템 분석/설

계를 수행하는 단계로 추후 실제 개발에 활용에 용

이하도록 UML의 핵심인 Use Case, Class, Activ-

ity, Sequence Diagram 등을 각 단계 마다 요구되

는 필요에 의해서만 작성토록 하여, 소모 인 분석 

설계 과정을 피하고자 하 다. 어 리 이션 시스

템 설계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유즈 이스 모델：시스템 분석 설계의 첫 단계

로 개발하려는 RFID 응용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을 개념화 하기 해 수행한다. 구성 요소

는 사용자 정의, 유즈 이스 다이어그램, 업무 

유즈 이스 목록, 유즈 이스 명세서 등이다. 

•UI 설계：유즈 이스 모델에서 도출된 사용자 

을 근간으로 UI 설계과정을 수행한다. UI

가 필요한 단계를 찾아내고 각각의 화면을 구

성하고, 사용자의 작업 과정(UI 흐름도)를 구체

화 한다. 

•시 스 설계：개선된 업무의 작업 시 스를 시

스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필요한 만큼 작성

한다. 각각의 업무에 시 스 다이어그램과 시

스 다이어그램 명세서를 작성한다.

•객체 모델：유즈 이스  시 스 설계를 통하

여 시스템 개발의 기 가 되는 객체(Class)를 

도출하고 각각의 객체에 하여 클래스 다이어

그램  클래스 명세서를 작성한다.  

•데이터베이스 설계：정보 처리시 데이터베이스 

활용되는 부분을 해서 개체 계 다이어그램

(ERD), 테이블 명세서, 코드 설계를 수행한다. 

3.2.8 RFID 용 효과 분석

용 효과  개선에 한 평가는 상이 되는 

비즈니스 역에 따라서 달라 질 수밖에 없으므로 

일반 인 지표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방법론의 1단계에서 도출한 지

표를 심으로 평가하며, 이와 같은 평가의 상은 

고객  시장에 한 니즈의 충족, 업무의 효율성

(정보공유체계, 자료 리, 업무 조 기능, 로세

스 효율, 원가 리), 투자 효율성 등을 기반으로 

RFID 응용서비스에 한 평가하는 과정을 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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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AM의 효용성

본 연구에서 제시된 RFID 어 리 이션 개발을 

한 방법론은 실제 국내 기업의 RFID 서비스 모

델의 개발에 용 되었으며 용 시 제기된 문제

을 수정하여 보완하 다. 7개 기업의 독특한 분야

의 RFID 서비스 모델 개발에 5단계까지 용 되었

으며, 해운 물류 RFID 서비스 모델 개발에 해서

는 체 8단계까지 수행 되었으며, 실제의 RFID 

서비스 모델을 한 시험 시스템 개발까지 수행

되었다(류옥 , 2004). 본 방법론의 용 과정에서

의 참여 기업의 로세스  시스템 설계 담당자

들의 RAM에 평가를 바탕으로 효용성을 설명하

고자 한다.

• 로세스 지향 (Process Oriented)：RFID의 

용을 기존의 Idea 차원에서 기업 핵심 로세스에 

용할 수 있도록 로세스 지향 인 을 제공

•원천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 (Problem Solv-

ing)：비즈니스 환경 분석에서부터 문제  도출, 

신 로세스 제안, 시스템 분석 설계까지 일

된 방향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음

•표 화된 의사소통의 도구 제공(Communica-

tion)：정보, 물류, 로세스 등의 분석에 일반

으로 사용되는 도구(UML 등)를 채용함으로써, 

참여 인력의 도구 학습을 해 투자되는 시간을 

최소화 시켰으며, 효율 인 의사소통의 도구로 

활용 될 수 있었음

•RFID 요구사항의 표 (Representation)：고려 

사항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음(RFID Oriented) 

：RFID 용 시 고려해야 할 기술  요구사항 

 서비스 모델의 요구사항을 명시 으로 포함

한 유일한 근 방법으로 방법론의 활용만으로 

새로운 RFID 서비스 모델 개발에 효과 이었음

•어 리 이션 개발  과정 지원(Support)：비

즈니스 분석가  어 리 이션 개발자에게 체

계 으로 RFID 어 리 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

록 개발의  과정을 일 된 차와 과업을 정

의하여 지원함

•활용의 간편성(Simplicity)：목  지향 으로 RFID 

서비스 모델을 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차만

을 포함하고 있음으로 본 근법을 용하는데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 음

5. 결  론

본 연구는 우선 국내의 RFID의 활용이 두되

고 있는 시 에서, 제시된 RFID의 서비스 모델이 

RFID의 기능에 기반을 둔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

제시 되고 있는 실  RFID의 활용의 장려를 

해서는 성공 인 서비스 모델의 개발이 요하다

는 것을 지 하고, 개별 기업 상황에 용하여 기

업의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RFID가 활용 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한 방법론을 제

시하 다. 

RAM 방법론은 기존의 BPR 방법론과 정보 략

계획에서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여 RFID의 기술  

특성  서비스 모델의 요구 사항을 악 할 수 있

도록 제안하 다. 본 방법론은 장에서의 용을 

통하여 그 효용성에 한 검증을 수행하 으며, 

RFID의 본격 인 활용이 상되는  시 에서 

성공 인 서비스 모델의 개발의 도구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RAM 방법론은 주로 물류

의 추 성에 용하 으며, 이와 같은 방법론이 다

양한 역에 제공되기 해서는 RFID 용 분야

에 한 분류  체계에 한 연구가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속한 RFID의 기술개

발에 따라 상황인식과 같은 새로운 역으로 확  

될 것으로 상되므로 새로운 기술의 용에 따른 

가능성 있는 서비스 역의 도출도 추가 인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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