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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RFID/USN은 유비쿼터스 사회의 요한 기반 인 라로서 고려되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실용 인 목

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u-마트 시스템에서 물류의 입출 재고와 상태 리를 한 연구가 진행 에 있다. 

이는 물품 보  단 인 렛트에 RFID 태그를 부착하여 입.출고 시의 물품을 식별하고 무선 통신기능을 

가진 센서 모듈에 의해 환경 상태 정보를 악하는 물품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RFID/USN 

기반의 u-마트 상태 리 시스템에서 RFID 칩을 이용한 고객 만족 시스템 구성을 제안하고 상품의 상세

한 정보를 악하여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이동형 리더기를 제안한다. 그리고 소비의 주

체인 고객에게 RFID 칩을 이용한 한 제품 정보의 제공과 제어 정보의 제공을 한 개선 방안을 제안

한다.

 ■ 중심어 :∣이동형리더기∣유비쿼터스∣u-마트∣

Abstract

RFID/USN is considered important basic infra of ubiquitous community and tried practical 

adaption through various research. Specially, there is during researcher progresses for stock and 

state management of logistics to let you get at u-mart systems. It discern thing from warehouse 

to deliver as adhere RFID tag of palette in  keeping unit of article and construct form of thing 

to analyze information of environment status using sence module based on function of wireless 

communication. in the paper, propose composition of customer satisfaction system using RFID chip 

in u-Mart status management system based on RFID/USN and according to analysis specific 

information of commodity, propose movement reader device to offer real-time information from 

customer. And it presents the improvement program for the provision of product information which 

is appropriate uses the RFID chip and the provision of control information in the customer who 

is a core of consu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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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국내외 경쟁 체제가 가

속화됨에 따라 기업의 물류 환경도 속하게 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제품에 한 고객의 선택 폭을 넓

히고 제품에 한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게 된다. 그

리고 u-마트 물류시스템을 제3의 이윤원으로써 요한 

략  수단으로 인식함과 더불어 물류가 기업경쟁의 

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따라서 u-마트는 정보통신 

기술 발 과 함께 물류 정보시스템의 개발과 활용을 통

한 경쟁력 강화에 을 두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u-

마트는 창고 리 시스템(Warehouse Mangement 

System:WMS) 발주, 입고, 수주, 피킹, 출고, 재고 리 

등 로세스 체를 통합 리하여 기업의 물류 리 

로세스 체를 통합 리하고 기업의 물류 리  

운  능력을 극 화하 다[1][7].

최근에 정부  련 기업을 심으로 물류와 기업경

쟁력 강화를 한 유통물류 산업 경쟁력 최고의 핵심 

기술인 무선 인식(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재 창고 리

시스템은 바코드를 인식해야만 하는 큰 약 이 있고 쉽

게 오염 손되어 정보의 인식이 어려울 경우가 많으며 

데이터 장의 한계로 인해 제공되는 정보도 생산 제품

명 이외의 다양한 정보의 제공이 어렵다. 이에 비해 

RFID 기술은 직  스캔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거리에서 

리더기를 통해 인식이 가능하다는 장 과 제품의 사이

즈 형태 특성 등 많은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림 1. 물류 관리 시스템 구성도

[그림 1]은 물류 리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

다. 물류 리 시스템은 매 정보를 입력받아 수주 출

하 처리 시스템, 수/배송 리 시스템, 창고 리 시스

템, 재고 리 시스템의 4개의 서 시스템 과정을 통해 

생산계획과 구매계획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재

의 SCM(supply chin managment)에서는 이러한 흐름

에 따라 RFID의 활용에 한 필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2][8][9].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창고 리 시스템

을 기반으로 RFID 칩을 이용한 고객의 효율 인 쇼핑

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련 연구를 알아보

고 3장에서는 u-마트 시스템 설계를 제안한다. 4장에서

는 기존의 마트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u-마트를 비교 

분석하고 5장에서는 결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Ⅱ. 관련 연구

2.1 RFID 개념과 구성요소
RFID는 무선 주 수를 이용하여 사물에 부착된 태그

의 IC칩에 장되어 있는 고유 정보를 안테나와 리더를 

통해서 비  방식으로 수집하여 상 물체를 독  

수집하여 인식하는 방식이다[3][10]. RFID를 이용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특정 개인 혹은 특정 사물의 치 

악은 물론 련 정보의 실시간 수집  처리가 가능하

다. RFID는 비 형 인식매체라는 특성과 비 속 투

과성, 높은 인식률  도달거리 등의 장 으로 인하여 

어떠한 작업조건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11].

그림 2. RFID 작동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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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RFID의 작동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리더

기가 특정 제품의 태그로부터 EPC 데이터를 읽어오면 

해당 EPC 데이터는 서버를 통해 네트워크로 송되고 

서버는 해당 EPC 데이터를 가지고 Root ons에 질의 한

다. Root ons는 해당 EPC 데이터에 제조업체 Local ons

를 제공하고 서버는 PML서버에서 IP를 가져온다. 

PML에 속한 EPC 데이터와 매칭 되는 실제 제품 정

보를 받아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한다. 

RFID의 장 RFID의 단

비접촉식으로 오염에 강함 IC칩 파손 가능성이 있음
다양한 형태로 기록 가능 금속에 대한 영향을 받음

여러 개의 태그 해독이 가능 기존의 바코드에 비해 고가
데이터의 기록이 가능

표 1. RFID 장.단점 비교

[표 1]은 RFID의 장.단 을 비교 분석 하 다. RFID

의 가장 큰 특징은 비 식으로 오염에 강하고 정확한 

인식률을 가진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개의 태그 해독

이 가능하여 처리 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바코드에 비

해 고가이며 칩 손이 자주 발생한다.

력/ 가격 도달거리 특징

수동형
태그

전지가 없음
저가 수mm ~

수m

소형 경량
자가 전파를
보내지 않음

반영구적
ID 정보 저장

능동형
태그

전지 또는
전력 공급을
받아 인식

고가 수십m ~
수백m

전지수명
(1~10년)
리더/타전자
태그 등에 
액세스 가능
센서가 붙은
고기능 제품

표 2. RFID 태그 분류

[표 2]는 RFID 태그 분류를 나타낸 것이다. RFID 시

스템에서는 태그와 리더의 통신에서 능동형(active) 태

그와 수동형(passive) 태그로 분류된다. 능동형 태그는 

태그 내 자체 배터리로 동작하는 형태로써 태그에서 

송된 데이터는 리더에게 달되고 리더는 태그정보를 

확인하기 해 백엔드 서버 시스템에게 태그 정보를 넘

긴다. 리더로부터 받은 태그 정보와 백엔드 서버 시스

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장되어 있는 태그 ID와 비교하

여 올바른 태그인지 검사하는 역할을 한다[12]. 

Bar code Smart Card RFID

주 수 /
통신방식

적외선 13.56MHz 12MHz ~
2.5GHz

인식거리 0~50cm 50cm 0~100m
인식속도 1초 ~ 4초 1초 0.01~0.1초
가격 1c 3~5$ 25c~1$
용 역 사물 사람 모든 객체
형태

특수 프린팅
용지 카드 Label, Stick,

Card

표 3. 인식 식별기 비교

[표 3]은 개체별 인식 식별기를 비교 분석하 다. 

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바코드는 가격이 1센트에 

불과한 반면 인식 거리  인식 속도가 히 떨어진

다. 스마트 카드는 바코드에 비해 인식 속도  인식 거

리가 짧으나 주 수 역폭이 으며 가격이 고가이다. 

그러나 RFID는 넓은 역폭과 인식 거리의 확장  인

식 속도가 뛰어나다. 그리고 모든 객체에 해 용이 

가능하며 카드뿐만 아니라 라벨  스틱에도 합하여 

차세  인식기로 사용되고 있다.

     

2.2 EPC 개념과 구성요소
EPC(Electronic Product Code)는 모든 종류의 물체

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메타 코드를 사용하는 

식별체계로써 미국의 Auto ID 센터에 의해 제안되었다.

그림 3. EPC 구조

[그림 3]은 EPC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헤드는 EPC

의 길이  식별 형식 등을 결정하며, 필터 값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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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PC의 독이 필요할 경우 사용된다. 도메인 식별

자는 다양한 코드체계인 특정 산업 련 도메인 내의 물

체 식별을 한 식별 체계를 나타낸다. 이 구조는 크게 

태그, 리더, EPC 미들웨어, EPC 정보서비스, ONS의 다

섯 가지 컴포 트로 구성된다.

그림 4. EPN 네트워크 구성도

[그림 4]는 EPC 네트워크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태그는 반도체 칩과 안테나가 결합된 것으로 물리  데

이터들을 얻기 해 객체들에 부착된다. 리더는 RFID 

태그들이 주어진 역 안에 들어 왔을 때 이를 검출할 

수 있는 장치이다.

리더는 물리  치에 고정되거나 이동하면서 사용

할 수도 있다. 리더들은 EPC 네트워크 구조의 EPC 미

들웨어에 연결되어 있다. EPC 미들웨어(Savant)는 리

더들로부터 유입되는 태그 는 센서 데이터(이벤트 데

이터)들의 스트림을 처리하기 한 컴포 트이다. 이 

미들웨어는 리더가 읽은 데이터들을 기업 응용 로그

램들에게 보내기 에필터링(filtering), 집계

(aggregation), 카운 (counting) 등의 처리를 거쳐 데

이터의 양을 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EPC 정보서비스

는 다른 컴포 트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을 XML 

포맷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서 

데이터는 태그 데이터, 객체 벨 데이터, 제품 벨데

이터 등이다. 마지막으로 ONS는 ObjectName Service

의 임말로, EPC를 해당 객체에 한 추가 정보를 가

지고 있는 EPC 정보서비스 서버에 한 URL(Uniform 

Reference Locator)로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3 국내 현황
재 국내의 u-마트는 신세계 이마트, 롯데 마트, 테

스코사의 삼성 홈 러스 등이 있다. 롯데마트는 유비쿼

터스 시 의 유통환경 변화에 극 으로 응경쟁 우

를 확보하기 해‘퓨처 스토어(Future Store) 시범 매

장을 오  하 다[5]. 롯데 마트는 롯데정보통신, MS, 

LS산 , KTF가 공동으로 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무인정보시스템인 키오

스크에 상품을 가져가면 조리법과 매장 진열 치를 실

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퓨처 스토어는 미래 로세스 

신 비의 일환으로 재고 자동 인식, 결품 방, 로

세스 신 등이 강조 으며 다양한 고객 서비스를 해 

PDP, 키오스크, 휴 폰 등을 통한 다양한 제품 정보 확

인이 제공된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최 로 RF(radio 

frequency)기반의 자 가격 표시기 시스템까지 도입해 

서울역 을 고객에게 유비쿼터스 첨단 매장으로 제공

된다. 이를 통해 롯데마트는 유비쿼터스 유통을 선도하

며 재고조사업무 등이 필요 없는 환경과 손실의 즉각

인 악 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매장내의 키오스크
 

그림 6. 와인 매장 내에서 활용

[그림 5]와 [그림 6]은 재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

는 u-마트에서의 키오스크가 활용되고 있는 모습과 와

인 매장 내의 RFID 활용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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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기존 u-마트 시스템은 UNS 기반의 u-마트는 

상용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UNS 기

반의 u-마트 시스템을 제안한다.

2.4 국외 현황
로벌 유통업체인 월마트, 질 트, P&G, 베네통 등

의 로벌 기업들은 RFID 도입을 통해 유통  물류환

경의 개선에 을 맞추고 있다[6].

세계 최  유통업체인 월마트는 지난 6월 상  100개 

공 업체에 해 오는 2005년까지 납품 물품에 기존 바

코드 신 RFID를 부착할 것을 권고했다[7][17]. 한 

월마트는 질 트와 공동으로 "스마트 선반(Smart 

Shelf)"이라는 질 트 제품에 스마트 태그를 부착하여 

데이터를 수신해 정보를 제공 하는 로젝트를 시험 운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림 7. 스마트 선반 구성도

[그림 7]은 스마트 선반을 나타낸 것이다. 스마트 선

반은 선반에 고정되어있는 리더기로 재고 수량을 무인 

 자동으로 검지, 재고 수량이 일정 수 이하로 어들

었을 때 자동으로 발주 지시 데이터를 작성한다. RFID

의 기술특성인 무인 복수 일 로 특정 상품의 재고 수

량을 검지함으로써 종업원 수를 늘리거나 인  비용을 

늘이는 일 없이 정 재고를 보유할 수 있다.

반면 스마트선반은 리더에서의 일  독해 성능이 낮

고, 상품 단품에 태그를 붙 을 때 아직은 비용이 높다. 

한 소비자의 라이버시를 보호하기 한 운용 룰이 

미정비인하여 재 잠정 단상태에 놓여 있다.

III. 시스템 설계

마트를 방문하는 고객의 상품에 한 정보를 제공하

기 해 카트에 달린 이동형리더기 내지는 soC칩이 삽

입된 휴 폰을 활용하여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3.1 u-마트 시스템

그림 8. u-마트 시스템 구성도

[그림 8]은 개선된 u-마트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gen2 태그의 사용으로 태그 의 

간섭을 최소하여 인식률을 높일 수 있다.본 시스템은 

구매를 결정한 구매부서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장단

인 팔렛트 별로 발송된 제품을 수취하게 된다. 태그

가 부착 된 팔랏트에서는 epc코드를 수시로 송하고 

수시로 송되는 ecp코드는 창고 입고시 리더를 통해 

제품의 정보를 epc코드를 통해 epc software로 송을 

하게 된다.미들웨어와 서버로 구성된 소 트웨어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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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웨어에서는 데이터를 필터링하여 서버로 송하고 

서버에서는 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리자는 데이터를 확인하

고 입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입고된 제품은 제품별 

태그를 부착하게 되고 매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매장으

로 이동하는 제품의 태그도 수시로 ecp코드를 송한

다. back room으로 입고된 제품을 보 하고 매장 진열

장으로 출고된 제품은 매장으로 반입이 된다. 매장에서

는 이동형리더기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수시로 

제공 받고 리자는 리자 용 리더기로 제품의 세부

내용을 재공 받는다. 매장에서 반출되는 제품은 제품에 

부착된 태그에 의해 제품의 정보를 수시로 송하고 계

산 시에는 계산 가 필요 없이 이동형리더기를 이용하

여 계산을 하게 된다. 계산이 완료된 제품의 태그는 제

품이 매를 서버에 알리고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에 

속하여 재고를 이고 더 이상 태그가 리더기에 정보를 

송하지 않도록 한다. 한 본 u-마트는 mRFID를 이

용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서버와 연결되

어 원하는 정보를 수시로 송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

의 서버와도 연결이 되어있다.

RFID 소 트웨어는  RFID Event Manager와 RFID 

Information Server 두 종류의 소 트웨어인 라 컴포

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9. 미들웨어 구성도

[그림 9]는 RFID Event Manager인 미들웨어 구성도

를 나타낸 것이다. 미들웨어 구성도는 한 개 이상의 

독 장치에서 나온 태그 스트림이나 센서 데이터(이벤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해당 애

리 이션으로 데이터를 송하기 에 데이터를 필터

링하고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련 데이터를 비즈니스 애 리 이션으로 달하기만 

하므로 불필요한 외부 네트워크 트래픽을 차단하게 된

다.

그림 10. RFID 정보 구성도

[그림 10]은 RFID Information Server인 RFID 정보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RFID 정보 구성도는 RFID 

EventManager에 의해 제공된 비즈니스 이벤트에 한 

외부액세스  컨텍스트 룩업 서비스(context lookup 

service)를 제공하고 일종의 통합 이어의 역할을 수

행하여 기존의 EIS(기업 정보 시스템) 는 맞춤형 엔

터 라이즈애 리 이션을 RFID Event Manager에 통

합 시키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3.2 카트 이동형 리더기
본 논문에서는 상품의 상세한 정보를 악하여 고객

에게 모바일과 리더기에 달려 있는 스크린으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형 리더기를 제안한다. 

member ship 방안은 RFID 형 할인 에서 개별 회원

카드 안에 RFID 칩을 삽입하여 구매자가 선호 하는 물

건을 악하고 제품의 행사시 SMS를 발송한다. 한 

개인이 원하는 제품의 치나 재고 등을 질문하여 빠른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 한다. 이 서비스는 일방 인 정

보의 달이 아닌 방향통신으로 보다 편리한 서비스

를 제공하고 모바일 자 쿠폰은 쇼핑 카트에 RFID 리

더가 장착되어 개인 모바일과 인증 번호를 통해 개인 

정보를 인식하고 모바일 안에서는 인증 받은 자 쿠폰

이 리더기를 통해 인식된다. 쿠폰을 인식한 카트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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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는 할인 가능한 제품을 고객에게 안내하고 할인 

액과 제품에 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결제 시 그에 

한 모든 내역을 제공한다. 모바일 액정에는 개인이 

원하는 상품의 상세한 정보가 나와 있고 원하는 상품의 

구매와 동시에 구매한 상품은 배달 서비스를 통해 집이

나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배송을 해주고 배송 완료시 

고객의 모바일에 SMS를 발송 확인한다.    

그림 11. 이동형 리더기 구성도

그림 12. 다중 접속
  

[그림 11]과 [그림 12]는 이동형 리더기과 다  속

의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동형 리더기는 RFID 칩

이 장착된 리더기를 통해 각 구역별 이동시 변화된 구

역별 정보를 실시간으로 서버에게 송하며 서버는 변

경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장하며 사

용자는 해당 이동 정보를 요청 시 서버는 요청된 정보

를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질의하여 최신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구역별 이동시 신호 장애

에 따른 에러율 감소를 해 신호 증폭 라우터를 설치

하여 데이터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다  속은 리더

가 태그의 정보를 입력받을 때 하나의 정보만을 송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태그의 정보를 송 받는다. 

재 gen2 태그의 경우 한번에 200개의 다  속이 가능

하다[4]. 이동형 리더기는 기존의 고정형 리더기의 계산 

시 기다려야 하는 고객의 불편함을 이고 리자가 제

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도록 제안되었다. 다  

속  해당 epc코드 정보를 서버로 송하는데 송 

과정에서 신호가 약해짐으로 간에 증폭기를 설치하

여 신호를 증폭하여 이동형 용리더기 용 소 트웨

어로 송하고 소 트웨어에서는 데이터를 필터링하여 

해당 자료를 련 데이터에 연결하여 리자나 고객 인

터페이스에 정보를 제공한다.

3.3 모바일 이동리더기
 

그림 13. 모바일 이동리더기 

[그림 13]은 모바일 이동리더기에 한 구성도이다. 

모바일 이동리더기는 매장일 경우와 비매장일 경우로 

나 어 사용된다. 매장일 경우에는 제품과 직 인 스

캔을 통하여 태그 정보를 제공받고 제공된 정보는 모바

일 용 소 트웨어를 통해 데이터 마트와 하게 된

다. 모바일의 경우 해킹의 우려가 있음으로 직  데이

터베이스로 속하지 않고 데이터마트로 속하여 해

당 자료를 모바일로 송하고 비매장일 경우 RFID 소

트웨어와 속하여 련 자료를 찾는다. RFID 소

트웨어는 직  모바일과 속이 불가능하므로 모바일 

어 리 이션을 통하여 모바일과 속하여 데이터마트

를 통해 모바일로 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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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비교 분석

재 마트 u-마트

재고 리
재고품 관리에서의 
손실 발생 

재고품 손실은 RFID 도입으로 
정확한 예측 가능

분류센터 
흐름량

정적인 공정으로 배
송시간의 지연

RFID데이터에의 다이나믹 공정
으로 배송시간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실시간event manager
에서 얻음

상품 계획  
공정

반자동화 공정에 따
른 인건비 발생

RFID도입으로 인해 자동화 공
정이 실행되어 에러율과 인건비
를 줄임

장 리 
직 인 RF 
사용

바코드 사용 RFID 칩 사용에 따른 효율성 
향상

잔고량 대량 발생 정확도 향상에 따른 소규모 발
생

배송 과정과 
추

배송 과정의 불투명
성과 추적 불가

RFID에 의해 향상된 정확도와 
실시간 정보 제공

공 의
스 쥴 리

수작업을 통한 수시 
체크

JIT보충체를 제공하며 소비레
벨이 변할때의 즉각반응을 제공 

mRFID 사용
전용 리더기와 시스
템의 부족으로 사용 
지연

전용 리더기와 시스템의 최적화
로 효율성향상

표 4. 기존 마트와 u-마트 비교

[표 4]는 기존 마트와 u-마트를 비교 분석하 다. 기

존 마트의 재고 리는 재고품 리에서 다량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u-마트에서는 RFID 칩 도입으로 정

확한 측이 가능하여 손실 발생을 감소시킨다. 기존 

마트에서는 인건비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고 u-마

트는 처음 시스템 구축 시 소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기존 마트는 잔고량이 량 발생할 수 있으며 

데이터 인식율이 낮은 바코드를 사용하여 처리량이 지

연된다. u-마트는 RFID 칩 사용에 따른 효율성 향상과 

소량의 잔고량이 발생하며 실시간 정보 리로 처리량

이 높다. 

V. 결론 및 향후 과제 

RFID는 정보사회에 부합되는 새로운 도구이다. 사람

이 일일이 비춰야만 인식되는  방식에서 인식 거리

가 길어지고 인식 속도가 빨라지는 무선 방식으로의 

환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그리고 RFID 기반의 

u-마트 시스템의 활용으로  기업의 정확한 물류 악과 

보안 용 한 고객의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 으

며 단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고객과 RFID의 데이터 

교환으로 구매자는 만족을 높이고 기업은 이익을 최

화 하 다. 본 논문의 향후 과제로는 RFID칩 사용에 따

른 고객의 보안이 더욱 요시 되었으며 이를 해 보

안에 련한 사업 모델의 세분화와 용 연구 등이 필

요하다. 그리고 기술의 한계에 따른 RFID 태그의 

인식률 하  태그의 가격, 식별코드의 표 화에 따

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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