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51

RFID 가상 태그를 활용한 개인화된 고  

정보 응용 서비스 개발*

박 남 제**

Implementation of Personalized Advertisement and Information 

Application Services Using RFID Virtual Tag* 

Namje Park**

Abstract

In this paper, we design and develop a personalized advertisement and information services system based on mobile 

RFID using RFID virtual tag. It is a system to perform the use of the contents information or the commercial transaction 

on the contents products through internet server connection by using RFID tag information with a mobile according 

as transmitting immediately to a cell phone after a tag generator derived RFID tag information to be substituted for 

the contents information being output at present, after being transmitted from a cell phone the information request 

signal on the contents information being output from video media. This service system provides a mechanism for 

gathering advertisement information left behind by many clients visiting advertisement sites for analysis of customers 

property, service model for selecting personalized services, and mechanism for providing them to customers who visited 

in a advertisement mall joined to the shopping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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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시장은 모바일 서비스와 별개의 시장으로 보

더라도 그 규모가 동등할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 시장을 모바일 기술을 통해서 확장하는 

방법은 매출이 정체되고 있는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측면에서 매우 요한 분야이다. 모바일 고는 

국내에서는 이미 SMS(Short Message Service)를 

통해서 범 하게 행하여지고 있고, 스팸 SMS 

등에 의해 이미 그 폐해를 걱정하는 단계에 이르

고 있다. 하지만, 정작 모바일 고의 실질 인 기

술 인 기능규격제정이나 이를 통한 모바일 고 

시장의 효율성 고려  성장성 제고 등의 기술  

근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발맞춰 본 연구에서는 유비쿼

터스 환경의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모바일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기반의 RFID 가상 태그를 이용한 개인화된 고 

 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 다. 이는 가상 

RFID 태그 정보를 이용한 정보서비스 제공에 

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키오스크, 상매체 등

에 출력된 상 정보에 응되는 RFID 태그 정보

를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 정보 단말기로 

즉시 송함에 따라, 정보 단말기에서는 RFID 태

그 정보를 이용하여 서버 속을 통해서 콘텐츠 

정보를 제공받아 콘텐츠의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

는 RFID를 이용한 맞춤형 정보서비스 시스템이다.

일반 으로 RFID 태그는 물품이나 상물의 각

종 정보가 내장된 것으로서 기존의 바코드와 같이 

물품 는 상물에 부착되며, 내장된 정보는 RFID 

리더기에 의해 독출되어 물품의 식별 는 물품의 

정보 취득에 이용된다. 이러한 종래의 경우 상물

이나 RFID 태그가 직  부착되어야하므로 RFID 

태그 부착에 따른 설치비용이 증 되고, RFID 태

그의 유실시에는 RFID 태그를 새로 부착해야하는 

등의 유지 리가 용이하지 못함은 물론이며, RFID 

태그의 인식을 한 별도의 리더기의 구성이 단말

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문제 이 있다. 물론, 

RFID 태그가 부착된 지  는 시 에서만 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시간 , 공간  제약 한 따

른다[4, 9-11].

이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개인화된 고  정

보 서비스는 키오스크, 상매체로부터 출력되는 콘

텐츠 정보에 한 정보요청 신호를 휴 폰으로부

터 송받는 경우, 재 출력 인 콘텐츠 정보에 

응되는 RFID 태그정보를 태그생성기[7]가 독출

하여 휴 폰에 즉시 송함에 따라 모바일로 RFID 

태그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서버의 속을 통하

여 해당 콘텐츠 정보의 이용 는 해당 콘텐츠 물

품에 한 상거래를 언제 어디서든 용이하게 실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키

오스크, 상매체 등 정보출력장치에서 재 출력

인 상 정보에 한 정보요청신호를 휴 폰 등

의 정보 단말로부터 송받는 경우, RFID 가상태

그 생성기가 재 출력 인 콘텐츠 정보에 응되

는 RFID 가상 태그 정보를 송출하고, 정보 단말기

에 즉시 송하여 RFID 태그정보를 이용한 콘텐

츠 서버의 인터넷 속을 통하여 해당 콘텐츠 정

보의 이용 는 해당 콘텐츠 물품에 한 상거래

를 용이하게 실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 단말에서는 송받은 RFID 정보만 있으면 해

당 콘텐츠에 한 정보의 이용, 구매 등이 언제 어

디서든 용이하고 치에 구애받지 않는 유비쿼터

스 인 정보의 제공  구매 쇼핑이 실  가능하

고, 최근 정보의 실시간 습득을 통해 시간 , 공간

인 정보 활용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 즉, 콘

텐츠 정보별로 콘텐츠 정보에 응되는 RFID 태

그 정보를 입력받아 장가능하고, 입력된 RFID 

태그정보의 조회, 수정 는 삭제 설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개인화된 고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통

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키오스크, 상매체를 이용

한 쇼핑몰, 방송 고, 지역 고의 효과, 특구

의 쇼핑 시스템 등의 다양한 응용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6]에 유연하게 활용 가능하고 그에 따른 수익 

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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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 연구

2.1 개인화된 정보 달의 주요 기술 

개인화된 정보 달의 주요 기술로는 푸쉬(Push) 

기술, 원투원(One-to-One) 마 ,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기법, 지능형 에이 트 기술 등이 있다[12]. 

먼  푸쉬기술이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능동

으로 달하는 기술이다. 이는 특정 고객에 

한 로 일을 유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고객이 미

리 지정한 정보나 심정보를 보냄으로써 이루어

진다. 원투원 마  기술은 고객맞춤, 고객지향의 

핵심이다. 즉, 사용자의 신상명세와 구매행동을 바

탕으로 타켓 고, 인센티  제공 등의 기법을 사

용하여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을 

유도하고, 궁극 으로 제품 매를 진하는 것이 

원투원 마 의 핵심이다. 데이터마이닝 기법은 

용량의 데이터에 숨겨져 있는 데이터간의 계, 

패턴을 탐색하고 이를 모형화하여 업무에 용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정보로 변환함으로써 기업의 

의사결정에 용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상거래의 

연 성 규칙을 추출하여 활용된다. 지능형 에이

트 기술은 고객이 작업을 임하면, 지능을 갖고 

스스로 검색, 조정하여 처리하는 역할을 하며, 다

른 지능형에이 트와의 상호 교류가 가능하다. 특

히, 자상거래와 같은 분야에서 재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정보 추출이나 검색, 개인화된 환

경제공, 로커역할 등 매우 다양하다.

2.2 주요 개인화 고 사례 

고성장을 이어온 인터넷 고 시장이 계속해서 높

은 성장률을 유지하기 해서는 CTR(Click-Thro-

ugh Rate)과 고 단가를 모두 올려  타겟  

고가 필수 이다. 인터넷이 활성화된 이후 사용자

와 평균 이용 시간이 모두 폭발 으로 증가하면서, 

련 이슈의 크기도  커져왔다. 동시에 유의미

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온라인상의 ‘행동’ 역시 비

례하여 속도로 늘어났다. 사용자들의 행동 데이

터를 가장 많이 수집할 수 있는 서비스인 SNS(So-

cial Network Service)가 화되면서 가장 표

인 SNS인 MySpace와 Facebook은 속속 행동 

기반 고 랫폼을 도입하 지만 커다란 이슈가 

되지 못했다. 이에, 구 은 수집된 개인 정보들을 

이용하여 심 기반 고(Interest-based adver-

tising)라고 부르는 행동 기반 타겟  고 랫폼

을 도입하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구 의 Ad 

Sense 검색 고 서비스는 Ads Preferences Mana-

ger를 통해 개별 심사를 악하여 능동 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야후의 스마트애즈 고도구는 사용자들이 최근 

검색한 물품이나 거주지․나이․가계수입 등 사용

자 정보와 심에 따라 맞춤화한 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만약 사용자가 로스

앤젤 스에서 자동차 정보를 검색하면, 스마트애

즈 랫폼은 사용자의 화면에 주요 차 랜드와 

로스앤젤 스 지역 딜러 정보를 함께 노출시켜 

다. 스마트애즈는 소비자들이 찾으려는 정보와 

고를 연결시켜 으로써 고주와 소비자의 만족도

를 모두 높일 수 있는 개인화 고서비스 랫폼

이다. 

3. Virtual RFID 기반 정보서비스 
시스템

기존 개인화된 고는 온라인 혹은 오 라인의 

개별 심의 방법이지만, 본 논문의 방안은 모바일 

RFID 기술을 활용한 오 라인의 정보를 온라인 

서비스에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

법이다. 이 개인화된 고  정보 서비스는 상

매체로부터 출력되는 Virtual RFID 정보를 모바일 

RFID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당 콘텐츠 정보의 이

용 는 해당 콘텐츠 물품에 한 상거래를 언제 

어디서든 용이하게 실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본 장에서는 개발한 정보서비스 시스

템의 체 구성도와 장비(단말기  서버)의 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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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  소 트웨어, 서비스 로토콜 등에 해 

설명한다. 

3.1 체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정보 서비스는 Virtual RF 

ID를 내장한 디지털 콘텐츠와 무선 자동인식 기술

을 이용하는 개인 맞춤형 인터 티  하이퍼미디

어형 서비스로서 서비스 객체인식, 다이나믹 하이

퍼링크 내장 동 상 메타데이터, 무선 자동인식의 

u-디바이스 랫폼, 한 상황 인지형 개인 맞춤 

미디어 제공이 가능한 차세  S/W 콘텐츠 응용 서

비스형태를 뜻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주요 응

용 솔루션을 설명하면, 길거리나 버스정류장, 지하

철 내부 등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

나 디스 이 작용을 할 수 있는 상 매체를 통

하여 고 콘텐츠에 부여된 가상의 RFID 태그데

이터를 생성하는 RFID 태그 생성기[7]를 설치하

여 사용자가 어디에서든지 이동 정보 단말기기( , 

모바일 RFID 리더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실시간으로 쇼핑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RFID 가상태그를 활용한 개인화된 고  

정보서비스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

템은 [그림 1]에서와 같이 디지털 상매체기기, 

RFID 가상태그 생성기, 이동정보 단말기기, 고 

응용서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1] 체 서비스 시스템 구성도 

디지털 상매체인 동 상 기기와 RFID 가상태

그생성기의 연동으로 태그 생성기의 멀티태그 정

보가 정보의 상태를 동 상 기기로 알려주는 메시

지를 주기 으로 발생시키고, 동 상 기기에서 이

를 수신하면, 해당 RFID 가상태그 정보가 활성화

되어 송출하게 된다. 이에 동 상 기기에서 제공

되어지는 여러 고 동 상 정보들  개인형 맞

춤 정보를 원하는 소비자가 이동 정보 단말기기를 

이용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솔루션에서 원하는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된

다. 디지털 상매체와 태그생성기의 로토콜 규

격은 서비스 분석을 통해 경량형으로 개발되었으

며, 단말 리더기간의 로토콜은 모바일 RFID 표

 통신[3, 4, 9]을 사용한다. 여기서 모바일 RFID 

서비스 네트워크는 고 응용 정보서비스를 활용

한 개방형 모바일 RFID 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 

상매체 기기와 태그 생성기  모바일 RFID 리

더기는 모두 RFID 통신을 해 특별 제작된 모드

와 RFID 모듈을 사용하 고, 단말형 임베디드 

랫폼은 W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

roperability) 확장으로 연동하여 개발하여 탑재하

다[1-3, 8, 13]. 

3.2 Virtual RFID 생성기의 하드웨어 구성

본 장에서는 RFID 가상태그 생성기의 하드웨어 

구성  그 설계 방안에 해 살펴본다[7]. RFID 

가상태그 생성을 한 멀티태그 보드 구성은 크게 

아날로그 부와 태그 부(FPGA, Field Programma-

ble Gate Array), MCU(Micro Control Unit)부로 

나뉘어진다. 주로 태그의 동작을 담당하는 것이 

FPGA로서 가상태그가 총 8개로 구성되어 있다[1, 

4, 7, 8].

[그림 2] FPGA 인터페이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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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아날로그 부

RFID의 아날로그 정합을 담당한다. RFID의 주

수에 한 처리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RFID 

디지털부인 FPGA에 디지털 신호를 공 하게 된다.

 

3.2.2 태그 부(FPGA)

태그 부는 총 8개의 가상 태그의 기능이 탑재되

어 있다. 각 태그 마다 독립 인 메모리와 태그 정

보를 가지고 있는 데, 외부에서 보면, RFID 태그

가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동작하게 된다.

 

3.2.3 MCU 부

MCU 부는 외부 동 상 서버와의 시리얼 로

토콜 정합기능과 각 RFID 태그의 동작을 설정하

고, 모니터링하는 기능, 아날로그 부의 경로를 선

택하는 등의 멀티 태그 보드의 앙 로세서 역

할을 담당한다. MCU는 8051 계열의 8비트 MCU

이며, 시리얼 속도는 115200으로 사용된다[7].

3.3 이동 정보단말기의 S/W 랫폼 구성

이동형 RFID 리더기를 활용하는 서비스 개발을 

해서는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나 휴

폰과 같은 장비에 RFID 리더기를 부착하고 이

를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이를 해서는 무선 인터넷 서비

스를 제공하는 랫폼을 필요로 하게 된다. 재 

국내에서 많은 형태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한 

랫폼들이 이동 통신 사업자들을 기반으로 구축

되어 서비스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RFID 리

더기를 개발할 경우에는 많은 업체들은 각 모바일 

랫폼을 지원하기 하여 하나의 장치를 개발하

는데 있어서 복 인 투자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모바일 서비스를 한 하나의 통일

된 랫폼을 정의하고 모든 통신 사업자들이 이 

규약을 따르게 될 경우에는 많은 개발 비용  구

축비용, 시간 등을 약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해 국내에서 제안된 WIPI 2.0 표 이 있다. 모바

일 RFID 단말 기능은 이 WIPI 랫폼을 기반으로 

한다[1-3, 10, 13]. 

[그림 3] 이동형 정보단말 S/W 랫폼 구성도

이동 정보단말기의 S/W 랫폼은 900MHz 역

의 RFID 리더기를 핸드폰에 장착하여 RFID 리더

를 제어하고 리더를 통해서 인지된 태그에 한 다

양한 연산 기능  필터링 기능, ODS 질의 련 

처리 기능 등을 모바일 RFID 응용 시스템에게 안

하게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객체에 

한 정보를 이동통신망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게 

하는 단말 미들웨어 시스템이다. 

단말 랫폼 개발은 WIPI 랫폼을 확장하는 방

식으로 개발되며, 리더 제어, 태그 제어, 필터링, 코

드 졸루션, ODS(Object Directory Service) 질의 

처리  정보보호의 기능 등이 확장된다[1, 8, 13]. 

확장 내용은 RFID 표  기능을 따르며, 해당 기능

이 WIPI의 응용 API, Runtime 엔진, HAL(Han-

dset Adaptation Layer)에 반 되도록 한다. 단말 

랫폼의 네트워크 기능은 ‘코드 해석’을 한 ODS 

통신, 휴 폰 단말과 응용 서버 사이에 콘텐츠 송

수신을 한 메시지 송, 모바일 RFID 서비스 환

경을 지원하고 휴 폰 단말과 응용 서버 사이에 

최 의 콘텐트 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콘텐트 

상, 메시지 송 동안에 응용이 원하는 상태 정보

를 생성  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세션 리 등

의 통신 로토콜과 이들 통신 서비스를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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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이동형 정보단말 미들웨어 S/W 랫폼 시스템의 Block Diagram

WIPI 확장 규격으로 구성된다[3, 4]. 모바일 RFID 

고 응용서비스 미들웨어 시스템의 블록 구조는 

[그림 4]와 같으며 세부 구성요소에 한 각각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9-11].

3.3.1 RFID 태그  리더 칩(Chip)

RFID 태그는 리더와 무선 속 로토콜을 통

해 통신하며, 태그는 그 자체로서 단일 로세스로 

동작한다. 리더는 주어진 주 수 역에 맞게 RF 

캐리어 신호와 에 지를 태그에 송신하고, 태그는 

RF(Radio Frequency) 신호가 들어오면 상이나 

진폭 등을 변조하여 태그에 장된 데이터를 리더

로 되돌려 다. 되돌려 받은 변조 신호는 리더에

서 복조하여 태그 정보가 해독하는 것으로 동작한

다. RFID 리더 칩은 ISO/IEC 18000-6 A/B/C 등

의 무선 속 통신 로토콜에 따라 상호 통신을 한

다. 리더 칩 제조사가 제공하는 장치 드라이버가 휴

 단말에서 동작하고 SPI(Serial Peripheral Inter-

face), UART(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 

/Transmitter) 등의 직렬 통신을 통해 구동된다. 

3.3.2 단말(리더) 기기 드라이버 

RFID 리더 장치를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하기 

한 시스템 소 트웨어로 HAL 계층에서 정의된 RFID 

기능에 한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성능을 보장하

고,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 시 표 을 제공함으

로써 안 화 작업에 드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RFID 단말(리더)를 제어하는 응용에게 공통 인터

페이스를 제공한다. 

 

3.3.3 이동단말 S/W 랫폼 HAL 

RFID 리더에 한 하드웨어 독립성을 유지하기 

한 추상화 계층으로 WIPI 기반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RFID 리더칩 장치 드라이버와 소통

하는 기능을 처리한다[5]. 즉, WIPI-HAL 계층이 

장치 드라이버에게 태그 읽기와 쓰기에 련된 기

능 동작을 요청하면 해당 기능이 수행된 후에 응

답을 받는 것이다. 

3.3.4 이동단말 S/W 랫폼 제어 API 

단말 응용에게 RFID 리더를 제어하기 한 기



RFID 가상 태그를 활용한 개인화된 고  정보 응용 서비스 개발 1   157

능을 제공하는 API(App. Programming Interface)

로 휴  단말상의 응용과 RFID 리더간의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해 RFID 리더와의 제어 인터페이

스 내의 기본기능 처리  제어 처리 기능을 제공

한다[1, 2, 4].

3.3.5 RFID 코드 인식 API

단말 응용에게 RFID 태그로부터 읽 진 정보를 

해석하거나 장할 정보를 변환하기 한 API로 

태그에 장되어 있는 단순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RFID 코드 체계에 따라 변환된 코드를 모바일 RF 

ID 응용이 받으면 사용자에게 어떤 코드인지 알려

주는 혹은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 정보

를 요청하는 기능을 제공한다[4, 5, 8, 9]. 

3.3.4 이동단말 S/W 랫폼 네트워크 API

단말 응용에게 RFID 태그로부터 읽 진 정보에 

의하여 ODS, OIS를 속하여 련 정보를 얻어오

는 기능으로 ‘코드 해석’을 한 ODS 통신, 휴

폰 단말과 응용 서버 사이에 콘텐츠 송수신을 

한 메시지 송, 휴 폰 단말과 응용 서버 사이에 

최 의 콘텐트 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콘텐트 

상, 메시지 송 동안에 응용이 원하는 상태 정보

를 생성  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세션 리 등

의 통신 로토콜과 이들 통신 서비스를 지원한다

[3, 4, 9-11, 16].

 

3.3.5 응용 GUI 로그램 

휴  단말에 기본 으로 내장되어, RFID 리더를 

제어하는 역할과 RFID 태그를 읽어 그 정보를 WAP 

(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는 ME(Mobile 

Explorer) 라우 에 연동하는 어 리 이션 제공 

방식이다[6, 8, 9].

 

3.3.6 Local/Root ODS 서버

ODS는 Root ODS와 연계하여 RFID 태그에 삽

입된 RFID 코드와 련된 물품정보가 있는 서버

의 치를 알려주는 네트워크 연결 서비스를 제공 

한다[9-11].

3.3.4 콘텐츠 응용서버

콘텐츠 응용 서버는 물품에 부착된 RFID 태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물품에 한 정보를 

안 하게 제공한다.

3.4 서비스 통신 로토콜 구성

본 장에서는 동 상 고 서버와 RFID 가상태

그 생성기, 이동형 정보 단말기간의 통신 로토

콜 구성  동작 흐름을 살펴보도록 한다. 

3.4.1 고서버와 RFID 태그 생성기간 로 

토콜

본 구성은 물리 인 인터페이스로 RS-232(Recom-

mended Standard 232) 시리얼을 사용한다. 태그와 

디지털 상매체의 서버 간 통신 규격[15]과 각 명

령에 따른 동작 Flow는 다음과 같다. 

[그림 5] 서비스 통신 로토콜의 동작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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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부  후부터 실제 동작에 이르기까지의 동

작 순서와 각 지 의 동작을 정의한다. 모든 것은 

시리얼 임 구조로 되어 있으며, RFID 반에 

한 설정과 모니터링을 병행한다.

3.4.2 명령 임

각 동작 Flow에 따른 정의된 명령 임과 그

에 따른 응답 임으로 나뉘어진다[7, 8]. 각 단계

별 명령 임의 종류와 각 필드를 정의한다.

① Operation Config Command

멀티 태그의 총 8개 태그를 각각 활성화하는 명

령어이다. 이는 모든 설정이 끝났을 경우 해당태

그 모듈을 활성화함으로서 태그 동작을 시작하는 

명령이다. 이 명령에 의한 응답으로 명령 처리에 

한 정상과 비정상에 상태를 사용한다.

[그림 6] Operation Config 명령 임

② Reset Command

멀티 태그의 체 모듈을 리셋하여 기화한다. 

이때, 메모리에 설정된 정보는 변경되지 않으며, 

태그의 동작에 한 설정만이 기화된다. 이 명

령에 한 응답은 처리 상태를 사용한다.

[그림 7] Reset 명령 임 

③ UII Write Command

멀티 태그의 태그 모듈  하나의 UII정보를 갱

신하는 명령이다. 이에 필요한 각 항목(모듈 선택, 

PC, UII(Unique Item Identifier)등)을 모두 설정하

며, 설정된 데이터는 태그의 메모리에 장이 된

다. 이 명령에 한 응답은 처리 상태를 사용한다.

[그림 8] UII Write 명령 임 

④ 태그 메모리 Write Command

멀티 태그의 태그 모듈  하나의 태그 메모리

에 데이터를 쓰는 명령어로, 실제 태그의 메모리

에 값을 입력하는 명령으로 활용된다. 태그의 정

보를 기록하거나, 태그 활용에 따라 그 값의 의미

가 달라진다. 응답으로는 처리 상태를 사용한다.

[그림 9] 태그 메모리 Write 명령 임 

⑤ Display 메모리 Write Command

멀티 태그의 Display Module로 장착되어 있는 



RFID 가상 태그를 활용한 개인화된 고  정보 응용 서비스 개발 1   159

그래픽 LCD(liquid crystal display)에 표시할 내용

을 기록한다. 이는 태그의 동작과는 무 하며, 기

록되는 데이터는 멀티태그의 MCU까지만 사용되

어 진다. 응답으로 처리상태가 사용된다.

⑥ Report Message

멀티 태그에서 자신의 상태를 동 상 서버로 알

려주는 메시지로 주기 으로 발생된다. 서버에서

는 이를 수신하면, 해당 멀티태그가 활성화되어 

동작 이라는 상태로 받아 드리게 된다.

[그림 10] Display 메모리 Write 명령 임

[그림 11] Report Message

4. 서비스 구   GUI

본 논문에서 구 된 서비스 시스템은 무선 단말

기기에서 무선 네트워크로 속하여 요구하는 RF 

ID 태그 데이터를 요청하면, 단말 랫폼에서는 

실시간 데이터 에서 해당 태그 정보만을 필터링

/가공하여, 다시 이동 단말 기기에게 달해주는 시

스템 구조를 갖는다. 모바일 단말 환경을 지원하

는 이동 단말기기의 단말 랫폼과 해당 경량형 RF 

ID 리더기가 개발된 모습은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개발된 RFID 단말리더기 화면 

[그림 13]은 RFID 가상태그 생성기[7]에서 발생

된 Virtual RFID 정보들을 이동 단말 리더기가 읽

은 태그 데이터의 필터링 실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오른쪽은 디지털 상매체에서 보여지는 동

상으로 해당 동작화면에서 생성되어지는 Virtual 

RFID 정보들이 아래쪽에 보여지고 있다. 

[그림 13] Virtual RFID 정보의 필터링 결과화면 

[그림 14] Virtual RFID 생성기 화면

[그림 14]는 Virtual RFID 생성기의 하드웨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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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시스템으로 RFID 가상태그의 아날로드부와 디

지털부를 구분하여 구성되어져 있다. [그림 14]와 

[그림 15]는 실제 모바일 RFID 서비스를 활용한 

이동 단말 S/W 랫폼의 동작 화면이며, 무선 네

트워크로 연결된 모바일 클라이언트 실행화면을 

캡쳐한 것이다. 

[그림 15]에서 RFID 응용 어 리 이션인 Clet 

로그램은 RFID 리더기를 이용해서 UII Block을 

획득한다. 획득 방식  Start/Stop Triggerring 방

식이 정상 으로 처리되는지를 시험하는 화면이다. 

[그림 15] 리더기에서 태그읽기 기능화면 결과

가상 멀티 태그 정보를 입력받는 단말 랫폼에

서 필터링을 수행하는 엔진, 그리고 필터링 결과

를 받는 응용 클라이언트 로그램이 동작된다. 

그 세부 기능으로 RFID 태그 데이터를 실시간으

로 읽기/쓰기 한 모바일 리더 인터페이스, 실시

간 처리가 가능한 필터링 엔진을 설계/구 하여 클

라이언트로부터 오는 필터링 요구사항을 실시간 처

리하는 기능을 구 하 다. [그림 15]는 이동 단말 

S/W 랫폼 내부에서 필터링 과정을 보여주는 것

으로 1차 으로 필터링 조건은 가상 태그 ID, 날

짜, 리더명 등을 콘텍스트 조건으로 하여 기능을 

확인하 다. 이러한 필터링 조건은 모바일 클라이

언트에서 선택가능하며, 동시에 랫폼 화면에 조

건이 송되어 표시되고, 필터링을 수행한다. 

[그림 16]은 이동 단말기기가 RFID 가상 태그정

보를 읽어 들이면서 해당 정보를 필터링하고, 무

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모바일 RFID 네트워크 

서비스 시스템에서 속하여 정보서비스를 제공하

는 흐름의 과정을 단  시스템별로 모니터링 하는 

모습이다. 이는 리자가 해당 서비스 시스템별 

운용 황  세부 정보 리 황을 검할 수 있

는 기능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Virtual RFID 생성기의 하드웨어 

보드, 모바일 RFID 단말 미들웨어, 서버 게이트웨

이의 호환성을 검증하기 해 검증 도구인 HCT 

(HAL certification toolkit)와 PCT(Platform Certi 

-fication Toolkit)  모바일 RFID 상호운용성 테

스트를 이용하 다[14].

[그림 16] RFID 네트워크 서버 동작 화면

PCT는 한국통신기술 회에서 품질 인증을 받

았을 뿐만 아니라 피의 공식 인 인증툴로 인정

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검증할 수 없는 오류 치

를 찾아내는 툴로서 랫폼 개발  포 에 많은 

도움을 다. 제안된 시스템의 구 은 부분의 

테스트 이스를 통과하 고 해당 서비스의 표  

RFID코드를 인식하여 최종 인 응용서비스와의 

호환성을 검증하 다[8,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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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비스 기 효과  사업 근 
략 

본 논문에서 제안된 서비스 시스템으로 고 수

익에 한 패러다임 변화와 다양한 무선인터넷 응

용 서비스의 개인화 표  마 에 응용할 수 있

을 것이다. 모바일 RFID 서비스 기술을 이용한 

고산업 시장의 확 와 사용자 심  인지도 확

로 기존 RFID 사업기반에서 모바일 RFID 사업 

확산 기반 조성으로서의 기 가 상된다. 한 

단방향 고 수익모델에서 방향으로의 고수익 

모델의 변화가 이 지면서 치에 구애 받지 않는 

정보의 제공  구매 쇼핑의 유비쿼터스 환경 마

이 이 지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서비스 시스템을 통한 주요정보 응용서비스 사업

에 한 근 략을 살펴보면 [그림 17]과 같다. 

[그림 17] 서비스 시스템의 사업 략방향 분석 

 [그림 18] 기술상태 이에 따른 상용화 추진 력 
분석모형

일반 으로 모바일 포털 서비스사업자는 다수의 

콘텐츠 사업자, 응용 개발 사업자 등과 연계하여 

포털을 통해 최종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

태로 사업이 개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서비

스 기술의 상용화 추진 력 분석모형을 도식해보

면 [그림 18]과 같다.

본 논문의 서비스 기술은 상용화 시제품의 형태

로 제품의 도입기에 있으며, 조기 상용화의 시장 

선 을 통해 기술 경쟁분야에서 우 을 확보해

야한다고 분석된다. 본 서비스 시스템을 통한 고 

 정보서비스 효과는 SP(Sales Promotion)/POP 

(Point Of Purchase)/PPL(Product Placement) 등 

다양한 로모션에 활용할 수 있으며, 측정 가능

한 고 수단으로의 기능으로 기존의 웹 심의 

공간 제한 , 시간 제한 인 고  상거래 방식

에서 MID(Mobile Internet Device)의 진  증가

로 인한 모바일 환경 심의 고  정보서비스

로의 환경 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상된다. 

6. 결  론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을 지원하기 한 다양

한 서비스 랫폼  시스템에 한 연구  개발

이 이루어져왔으며 이를 통해 수많은 응용 서비스

들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 측면에서의 진

정한 유비쿼터스 환경은 개별 시스템들이 제공하

는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들이 지원되는 환경이

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의 RFID 태그 정보를 이용

하여 개발된 이동 정보단말기기의 랫폼을 통해 

응용 서비스 서버 속을 통해서 맞춤형 콘텐츠 정

보를 제공받아 콘텐츠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인화된 고  정보 응용 서비스 시스템을 개

발하고 이에 따른 여러 서비스 사업 략 분석을 

통해 실 으로 용 가능한 타당성을 살펴보았

다. 본 논문의 연구개발 결과물에 한 서비스 테

스트베드는 한국 자통신연구원, (주)엘엔아이소

트, (주)넷비젼텔 콤의 공동참여로 제작되었으며, 

결과 검증은 모마일 RFID 포럼 표 을 통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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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재 UHF(Ultrahigh Frequency) 900MHz 

역의 개방형 모바일 RFID 응용 서비스 기술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세계 최  기술로서 국내 모

바일 RFID 표 화 포럼 표 을 수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응용 서비스들의 상용화사례가 미흡하

다. 이에, 본 논문에서 개발된 고  응용 서비

스 시스템이 각 응용 서비스 분야에 용  활용

으로 합한 성능 개선  지속 인 최 화 기능 

개발 연구가 진행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상용화되

어 업에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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