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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개념
RFID란 ?

RF를 이용하여 물체를 판별하는 기술
바코드 시스팀을 대체하는 수단

특징
네트워킹 기능의 추가로 정보화 영역의 확장

[자료출처:국민대 장병준교수 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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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기술적 개념

RFID vs Wireless Communications
무선통신: 정보(음성, 데이터, 비디오등) 전송

RFID: Data(information) 전송+ Power 전송(Reader to Tags), 
Link unbalncing between forward and reverse link

[자료출처:국민대 장병준교수 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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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기술적 개념

Anti-collision in RFID

[자료출처:국민대 장병준교수 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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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기술적 개념

사용 주파수 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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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기술적 개념
Active vs. Passive

주로 Battery의 유무에 따라 판별
Battery가 있을 경우 Active, 없을 경우 Passive type으로 통상

분류함
Passive type은 러더기의 파워를 이용하여 정류하여 사용

Semi-active: The battery of an active tag never 
provides power for the transmission of data, but 
serves exclusively for the supply of the microchip

[자료출처:국민대 장병준교수 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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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기술적 개념

Data처리 과정

[자료출처:Allison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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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기술적 개념

EPC Network components

[자료출처:Allison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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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적용사례
교통분야 활용 구성도

목적지 근처 주차장

교통 정보 서비스버스안내 관제 서비스 ITS 센터KT

버스안내 서비스

다양한 콘텐트
번호 : 916
거리 : 9.1 km
시간 : 1시간 40분

U-Portal

교통 부문 활용 안

제공 가능 텔레매틱스 응용 서비스

도로상의 실시간 트래픽 상황 정보 제공

차량 현 위치 기반 주변 정보 제공

도난 추적 시, 응급구조 요청 시 차량 위치 추적

다양한 콘텐트 서비스

무선(WiBro) 단말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 가능

제공 가능 BIS / BMS응용 서비스

도로상의 실시간 트래픽 상황 정보 제공

차량 현 위치 기반 주변 정보 제공

버스운행관리(BMS) 및 버스정보제공 (BIS)

핸드폰 알람서비스 및 정류장안내단말기 등을

통한 버스위치제공 및 도착예정시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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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적용사례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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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적용 사례
내용

2004년 12월 8일 출시

서비스 내용

이용 요금 : 문자메시지 서비스와 전자명찰, 교육 컨텐츠, 교통상해보험을 모두 포함, 월 3천원
홈페이지 : http://kidscare.bizmeka.com/main.asp
고객현황 : 신봉초등학교 등 30개 이상 초등학교 및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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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N 개념

정의
USN= Wireless Sensor Networks + IP Networks

각종 센서로 부터 다양한 데이터를 취합하여, 이를 원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인프라

핵심 요소 기술
사물의 인식정보를 제공하는 RFID기술

환경정보를 센싱하기 위한 센서 및 센서네트워크 기술

BcN 연동 및 USN네트워크 기술

상황인식 및 인간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USN컴
퓨팅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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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N 개념

USN 네트웍 인프라 개념

USNUSN

BcNBcN

USN-BcN 연동

USN-BcN 결합
Unified

Ubiquitous 환경

RFID중심의 네트워크

RFIDRFID

Reader

주소네임
서버 (ONS)

주소네임
서버 (ONS)

정보 서버
정보 서버

미들웨어

USN 인프라 구축
(ONS, PML, IS)

U-센서 네트워크(USN) 

이동통신 망

방송 망

IPv6 망

Sensor Node

Sensor Node

Sensor Node

Sensor Node

Sensor Node

USN-IPv6 연동

USN-BcN 연동

Sink 노드

RFID 리더-센서
노드간 연동

노드기술의 발전

참고자료: “USN마스터플랜안” (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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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N 개념

WSN 기술개념도

참고자료: “USN마스터플랜안” (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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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N 개념

USN컴퓨팅 기술

3. Create community

2. Set up goal

5. Learn the results

1. Sense situation

4. Collaborate inter/intra community

참고자료: “USN마스터플랜안” (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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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N 개념

RFID to USN 

Smart SensorsSmart Sensors

(Ad-hoc network)(Sensing)

(Read)

BatteryBattery

Passive RFID Active RFID Smart Active Label Sensor Network

SensorsSensors

(Long range)

Sensor Network ResearchRFID Research

HistoryHistory

Automatic
Identification

Automatic
Identification

(Read/Write)

참고자료: “하르방프로젝트 발표자료” (I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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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N 개념

Components of sensor nodes 

H1 
(sensor node)
8 bit ATMEL

H2 
(sensor node)
16 bit or less 

microcontroller

H3 
(sensor node & anchor)

32 bit SOC microprocessor 
(ARM)

H4
(base station & anchor)

32 bit SOC microprocessor 
(ARM)

Hardware Abstraction Layer

Thread 
Management

Device drivers

MAC

Network Layer

Middleware

Application Framework / Profile

Sensor Network Applications

IEEE 802.15.4
(Zigbee / 

Zigbee-RT)
ANTS - MAC

Tree-based 
routing MESH

ANTS-
ContextAware

ANTS-
ContextFusion

ANTS-UPnP ANTS-EVM

Digital Home Military U-SCM Disaster Mangement Haroobang

447MHz 910MHz 2.4GHz 1.6GHz 
CDMA WLAN

Generic platform

ANTS platform by ICU

참고자료: “하르방프로젝트 발표자료” (I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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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술 동향

국내 주요 전지 기술은 이동통신 및 Notebook PC, PDA 등의 새로
운 휴대 통신 단말기의 수요 증가에 따라 2차 전지, 대형 리튬이온 전
지와 향상된 에너지 밀도와 초박형 경량의 리튬폴리머 전지 개발에 주
력

국내 주요 배터리 부품 업체들은 반도체, TFT-LCD와 더불어 2차 전
지를 3대 핵심부품으로 선정하고 2차 전지 생산을 위해 설비투자를 늘
리고 있음

이동통신 단말기 급증에 힘입어 2000년대 이전의 활발한 2차전지의
개발과 함께 2003년부터 PDA등의 새로운 단말기의 수요확산, 제3세
대 정보통신의 가시화로 급성장이 전망됨

배터리
기술

국내의 센서 기술의 경우 대부분 중소 센서 업체들로 구성되어, 주
로 기기 감지 및 제어 등의 용도로 센서를 개발하고 있어 크기, 전력 소
모, 감도 등 센서 노드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센서

기술

국내 기술 동향

참고자료: “USN마스터플랜안” (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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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부터 시작된 KAIST의 미세정보시스템(MICROS: Micr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Remote Object-oriented Systems) 
프로젝트에서 한화 오백 원짜리 크기의 칩을 개발

현재 삼성 종합기술원과 함께 IEEE 802.15.4의 표준에 준하는 통신

모듈 MICROS를 개발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USN 구축을 추진 중

무선통
신소자
기술

센서 노드용 운영체제로는 세계적인 추이와 더불어 국내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용으로 버클리에서 개발한 TinyOS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

IT 839 신성장 동력 중 하나인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활성화에 따라
ETRI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연구단에서 ICU와 함께 센서 노드용 나
노 OS 플랫폼 (nano Qplus)을 2004년 개발하여, 이를 국내 표준으로
준비 중

삼성에서 역시 센서 노드를 위한 초소형 운영체제를 개발하고 있으

며, KETI에서도 운영체제를 개발 중

운영

체제

기술

국내외 기술 동향국내 기술 동향

참고자료: “USN마스터플랜안” (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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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의 기술 경향과 같이 연구원, 학교 연구그룹에서 센서네
트워크의 미들웨어가 개발되고 있음

ETRI의 “상황인지 미들웨어 연구” 및 유비쿼터스 컴퓨팅 사업단에

서 미들웨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미들웨어

기술

삼성에서는 ICU와 함께 센서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을 개발 중
이며,국내 여러 대학에서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 관련 논문을 발표
하고 있음

삼성, LG, KETI, Korwin 등이 ZigBee 표준화에 참여하고 있으며, 
ETRI도 참여할 예정

KAIST의 MICROS 프로젝트에서 무선 통신 소자의 센서 네트워크

로의 활용을 위하여 MICROS MAC 프로토콜을 개발 중

네트워킹

기술

센서노드의 저전력 동작을 위해서는 H/W의 저전력화 설계뿐만
아니라, 운영체제, 프로세서, 네트워크, 무선통신의 저전력 동작을
위한 S/W설계가 중요

일반적인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저전력 기술이 다양한 국내 대

학 연구 그룹 및 ETRI의 나노 OS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저전력

기술

국내외 기술 동향국내 기술 동향

참고자료: “USN마스터플랜안” (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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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icomm
wireless sensor 

networking solutions

Figure8wirelessZ-Stack, Z-Tool

SensicastSensimesh

네트워킹

ZensysZM1203

MoteivTelos

InteliMote

CricketCricket Mote

CrossbowMICA family

센서 노드

ZMDZMD44101 

Oki,CompXOki,CompX의 칩

EmberEM2420

ChipconCC2420

무선 칩

ATMEL
AT86ZL3201

Z-Link Controller
노드 제어 전용 컨트롤러

제조회사모델센서 노드 요소

국내외 기술 동향국외 USN 산업체 동향

참고자료: “USN마스터플랜안” (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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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센서 노드의 종류

ZigBeeZigBee
Ericsson 

BT
Zeevo BTChip ConRFMRFMRFMRFM

Radio 
Type

2502504604604040101010
Radio

(kBaud)

444644410.50.5RAM(KB)

128601285121281281688
Flesh

(code KB)

AtmelMotorolaAtmelARMAtmelAtmelAtmelAtmelAtmelCPU

7MHz20MHz12MHz12MHz7MHz4MHz4MHz4MHz4MHzClock

200420042003200320032002200120001999Released

MICAzTelosbtNodeiMoteMICA2MCADOTRENEWeCMote

주) 남상엽 & 송병문, “MOTE-KIT를 이용한 무선센서 네트워크 활용”, 2005, 상학당

국내외 기술 동향국외 USN 산업체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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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센서 노드의 종류

국내외 기술 동향국외 USN 산업체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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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모토롤라
- 용량형 MEMS 압력센서, 온도센서, 신호회로를 단일 칩에 집적화

이종 센서의 집
적화

- 센서 신호처리 일체형 실리콘 압력센서(1983 년 미국 Honeywell 사 출시)
- 반도체 MEMS 기술 이용 활발
- 미국의 Nova Sensor, Motorola, Delco, Honeywell, Silicon Microstucture
- 네덜란드의 Philips, 독일의 Siemens
- 일본의 Toyota Motors, Yokogawa, Hitachi 등

회로 일체형

수행 기관 및 주요 추진 내용센서 개발

국내외 기술 동향국외 USN 산업체 동향

참고자료: “USN마스터플랜안” (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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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등 연구소에서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을 추진
하는 단계이며, 삼성, LG 등의 대기업도 ZigBee, 
IEEE 802.15와 같은 표준화에 적극 참여
※ 레이디오 펄스는 유비쿼터스 근거리 네트워크용 무선

통신 플랫폼(uPAN RF 플랫폼), 옥타콤은 Nano-24라
는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센서 네트워크 개발을 위한 환
경을 지원하는 제품, 파이칩스는 IEEE802.15.4 표준에
근거한 단일 칩 ZigBee 송수신기의 시제품 개발
(MICROS) 

※ ETRI는 초소형 운영체제인 nano Qplus 개발을 위하여
ATMega128L 프로세서와 CC2420 무선 송수신기를 장
착한 Evaluation용 센서 노드를 개발

국내외 기술 동향국내 USN 산업체 동향

참고자료: “USN마스터플랜안” (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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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S 센서 기술은 국내 중소기업, 대기업의
MEMS 센서의 다품종 소량 생산, 시장의 미성숙
등으로 장기적 연구 개발과 대규모 시설 투자가
저조하며 주로 휴대 기기, 자동차, 건물 안전 등에
관련된 센서 개발에 집중됨

오토닉스, 한영전자, 카스 등 국내 업체들의 꾸준한 연
구개발로 현재 근접센서, 온도센서, 압력 센서 등은 국
산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국내시장에서 외산 제품을 거
의 대체하고 있음

초소형, 첨단 MEMS형 물리 센서는 상용 수준까지 1~2 
개 제품을 제외하곤 개발된 것이 적으며, 바이오센서나
화학센서는 연구 초기 단계

국내외 기술 동향국내 USN 산업체 동향

참고자료: “USN마스터플랜안” (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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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N용 미들웨어 및 네트워킹 기술은 국내연구소
및 학계에서 연구 및 개발 시작단계이고 관련 업
체의 활동은 전무한 상태

KT에서도 미래기술연구소 USN연구담당에서 상
황인지 기반의 USN 통합플랫폼 개발 및 센서모듈
개발 중

국내외 기술 동향국내 USN 산업체 동향

참고자료: “USN마스터플랜안” (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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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원격 가스/수온 센서
- 대형원격 LiDAR 광센서(Light Detection and Ranging) 개발

원자력 연구소

- 130만 화소 및 200만 화소급 CMOS 이미지 센서 개발픽셀플러스

- 광섬유 센서 기반 도로 차량 검지 시스템, 경계 감시 시스템지능정보

- 대형 건물 및 국가 기반 시설의 안전 감시용 진동 및 스트레스/스트레인 광
섬유 센서

현대 건설

- 히타치 제품을 모델로 지하 전력선용 온도 분포 광섬유 센서LG 전선

광센서

- 에어백, 미사일용 MEMS 자이로, 가속도 센서 구조 연구경북/서울대/KAIST

- 정보가전용 MEMS 자이로/가속도/지자기 센서 개발 (‘03년)삼 성

- GPS/HMD용 진동형 MEMS 자이로 센서 구조 개발, CMOS 구동 검출회로
시제작 (‘98년)

ETRI

관성

- 브리지/멤브레인, 압저항/열전퇴 MEMS 유량 센서 연구경북대

- 열전퇴, 진공 구조형 초소형 MEMS 유량 센서 제작 (‘00년)ETRI유량/
유속

- Electret 방식 MEMS 음향 센서 공동 연구KETI/부전전자

- 용량형 및 압전형 초소형 MEMS 음향 센서 시제작ETRI
음향

- 건물구조진단용 광섬유 센서 및 적외선 변위센서, 포토센서표준연/오토닉스

- 부력 측정용 MEMS 스트레인 센서, Si 멤브레인, PZT (‘00년)KIST변위/
변형

- 기존 기계, 전기식 압력 센서 개발 진행 및 일부 양산대성전기/대화계전

- 실리콘 압력 센서의 구조 설계 및 제작 기술 연구경북대/만도/ KAIST

- G7 프로젝트 공동연구, KEC에서 MAP 압력 센서 상용 체제 구축, 케피코는
센서를 수입 패키지하여 전장품 모듈 공급

KEC/케피코/ KETI

압력

- Polyimide 박막, IDT 구조의 용량형 습도 센서 기초 연구연세대

- 고온용 백금 와이어형 온도 센서 연구 (‘97년)KRISS온도/
습도

물리 센서

주요 내용수행 기관센서

국내외 기술 동향국내 센서관련 개발동향

참고자료: “USN마스터플랜안” (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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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측정형 인체 삽입형 혈당센서 개발 중
- 질병진단용 단백질 마이크로 어레이 개발 중

서울대

- 1회용(strip) 체혈형 혈당 센서 개발, 판매 중.광운대

- FET방식, 광센서 방식의 혈당센서 개발 중
- 혈중산소 측정용 이온센서 개발 중

경북대

- 동영상 X-선 센서, PCR 및 ARRAY방식의 단백질 센서포항공대

- Silicon상에 Polymerase Chain Reaction 칩을 개발 중
- Spotting 기법의 DNA microa rray개발 중
- Lab. on a Chip형태의 암 진단 칩 개발 중

삼성

- 바이오칩 개발용 Lab. on a Chip, Cell 칩 개발 중KAIST

- 암, 바이어스진단용 lab. on a chip형 DNA, 단백질 칩
- 연속측정 인체 삽입형, 혈당센서를 개발 중
- 개인 SNP분석용 DNA micro array 센서를 개발 중
- 고감도 Surface Plasmon Resonance 센서 개발 중

ETRI

바이오센서

- Cr 측정 중금속센서 개발광주과기원

- 전기화학 기반의 무선 환경 감시 중금속 센서 개발KAIST

- 수소이온농도 및 산화환원 전위 측정용 술질분석기 개발water zone
중금속
센서

- 반도체 독가스 탐지기경북대학교

- 경량 고감도 탄소섬유 방독면 개발한국화학연구원생화학
센서

- 이산화탄소 측정 모듈 개발한국바이오시스템

- 화학식 O2, CO, HCHO 및 반도체식 오존, 알콜 및 연기 센서 제품화해송 산업가스
센서

화학
센서

국내외 기술 동향국내 센서관련 개발동향

참고자료: “USN마스터플랜안” (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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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관리 시범 사업 추진 발표조달청

-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Traceability) 도입추진 계획 발표
- 2009년까지 약 114억원의 예산 투입시범사업 수행(8개우수브랜드 선정)

농림부

- 2004 국가지리정보 체계 사업 계획 확정
- 유비쿼터스 지향한 3차원 공간정보구축 시범사업 등 11개 중앙 행정기관, 47개 사업에 933억 투자
계획

건설교통부

-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네트워크 원천기반기술개발” 등 신규 프론티어 사업 선정
- 유비쿼터스 사업단 독립법인 출범
- 유비쿼터스 컴퓨팅 원천기반 기술 개발 역량 집중
- 2004년말 유비쿼터스 사업단의 정통부 이관으로 총괄관리 기능만 담당

과학기술부

- 2003년 말 RFID 산업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 
- 삼성테스코 중심의 2개 콘소시엄으로 유통분야 및 물류분야 시범사업 추진
- 한-일 공동으로 RFID를 활용한 Traceability 시범사업 및 표준화 추진 합의
- RFID 활성화 지원 센터 설립 추진
-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 사업으로 RFID 분야 2개 과제 확정

산업자원부

- IT839 전략에 RFID, USN 포함
- u-센서네트워크 구축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2004년도에 기술개발 및 시범서비스
등에 138억 투입

- BcN, RFID 등 차세대 IT 핵심부품에 652억 투입
- 908.5~914MHz 및 433MHz 대역 RFID 주파수 분배 확정
- USN 센터 설립 및 RFID/USN협회 설립
- 유비쿼터스 드림 전시관 개관(정보통신부 건물 내)

정보통신부

정책 동향관련 부처

국내외 기술 동향국내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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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ID center와 EPCglobal에 의해서 정의된 RFID 네트워크 모델인 EPC 
Architecture를 센서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연구와 표준화가
Auto-ID Labs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음.

EPC Sensor 
Network

기존의 수동형 RFID 태그의 짧은 인식거리와 제한적인 기능을 없애기 위해서
능동형 RFID를 통해 낮은 가격, 얇은 두께(1mm), 장기 보존 수명등을 목표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음.

SAL-C

ZigBee Alliance에서 저전력, 저비용 기반의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하여, 
IEEE 802.15.4 기반으로 네트워크 계층, 보안 계층 및 응용 계층의 정의하고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음.

ZigBee

IEEE 802.15에서는 무선 개인 영역 네트워크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 중 2003년 10월에 제정된 저속 무선
표준인 IEEE 802.15.4는 PHY 및 MAC 계층을 표준화 하였는데, 배터리를 이용
해 수개월에서 수년간 동작할 수 있는 저속통신을 위한 PHY 및 MAC을 정의하
며, 센서 네트워크를 포함한 다양한 응용에서 사용되고 있음. 고정밀 거리측정
을 가능케 하기 위한 alternative PHY를 정의하기 위한 TG4a와 기존 15.4표준
에서 발견된 문제를 수정하고 추가적인 성능 개선을 목표로 하는 TG4b가 현재
활동 중임.

IEEE 802.15.4 

표준화 연구과제표준화 내용

국내외 기술 동향국외 표준화 기관 및 동향

참고자료: “USN기술동향” (I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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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술 동향국내 표준화 기관 및 동향

TTA
RFID/USN 프로젝트 그룹

(PG311)

의장: 표철식(ETRI)
부의장: 박진수(KT)

RFID/USN 협회
회장: 김신배(SKT)

USN표준화 포럼
의장: 김창곤(한국전산원)

모바일 RFID 포럼
위원장: 이혁재(ICU) 

RFID/USN 발전 협의회
위원장: 공석

RFID/USN 유저포럼
위원장: 조문영(건기연)

운용지원,비용지원정책지원

• USN 표준화 관련 국내 표준 개발 주도
• 국제 표준화 대응
• 국내 RFID의 보급 및 활성화

• 국내RFID/USN 분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급기반 마련
• 정부 및 산,학,연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한 생산적 협력체제를 구축
• 각 분야 잠재 자원 발굴 및 현실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
• 국제 표준화 활동 및 특허에 능동적으로 대처
•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쟁력 제고 Hardware

Network
Application
SI
Software

단말
네트웍
응용서비스
정보보호
시험/인증

RFID 무선접속
RFID 네트웍 연동
RFID 응용 및 정보보호
USN

Hardware
Network
Application
SI
Software

정부공공부분
- 국방,조달,건설교통,보건의료
민간부분
- 물류,유통,제조,건설,금융,농축산

기술
응용
네트웍
정보보호

IP-USN 포럼
위원장: 유승하(아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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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분야

ITS 분야

물류/유통 분야

텔레매틱스
응용 분야

사회복지 및
기간산업 분야

의료분야

u-Healthcare사업 전반에

적용 가능

센서 Tag를 이용한 환자

상태정보 관리

환자 위치 관리

이동차량의 실시간 위치추적

BIS 시스템과 연계 버스 위치

정보 제공

컨테이너 차량의 위치확인

창고에서 물품 위치확인 및

재고관리

택배물품의 위치추적

USN

네비게이션 서비스

차량내 센서기반 서비스

노면상태 알림 서비스

안전 주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제공이 가능함

치매노인 위치추적

어린이 위치추적

장애인 편의 및 안전 관련

서비스 가능

개인화 마케팅

u-City 사업에 활용

국내외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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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Health”

“MobiHealth” (by EU)
The patient wears a lightweight monitoring system –

the MobiHealth BAN (Body Area Network) – which is 
customized to their individual health needs. Physical 
measurements such as blood pressure or ECG are 
measured by the MobiHealth BAN and transmitted 
wirelessly from the BAN to their doctor, the hospital 
or their health call centre.
Therefore, a patient who requires monitoring for 
short or long periods of time doesn’t have to stay in 
hospital for monitoring but with their MobiHealth BAN 
can be free to pursue daily life activities.

참여국가: 네델란드, 독일, 스페인, 스웨덴

기술지원: 필립스, HP

국내외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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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Health

국내외 적용사례“Mobi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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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적용사례

Code Blue at Harvard

“Code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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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 WEB” 국내외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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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적용사례

Sensor pods(can
mount)

Light(visible)

Temperature(air, soil, 
water)

Relative humidity

Soil moisture

Water conductivity

H2S gas sensor

Oxygen gas sensor

Smoke detector

“Sensor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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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적용사례

Field-tests

“Sensor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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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적용사례

Practices

“Sensor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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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bitat Monitoring (Great Duck Island) 국내외 적용사례

System layout

Transit Network

Basestation

Gateway

Sensor Patch

Patch 
Network

Base-Remote Link

Data Service

Internet

Client Data Browsing
and Processing

Sensor Node

www.greatduckisla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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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적용사례Habitat Monitoring (Great Duck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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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company 국내외 적용사례

"Costs are always an issue for an insurance company," 
Clauss said. "Are there ways we can reduce the number 
of losses or the dollar amount of those losses" by using 
wireless sensors?

Imagine using sensors to detect the building up of 
creosote in a chimney before a fire could be ignited or 
the falling temperature of a water pipe before it burst, 
Clauss said. 

Clauss cautioned that there would be plenty of privacy, 
standards and other issues to think about before getting 
to that point.

Dorner agreed: "We're just doing pure research right 
now."

http://www.networkworld.com/news/2004/092704sensor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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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ourism(하르방 프로젝트)

하르방 프로젝트
한라산 등판로 재난 방지용 USN

국내외 적용사례

참고자료: “하르방 프로젝트 발표자료” (I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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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layout

ICU USN 전용 컨트롤 룸

u-Tourism(하르방 프로젝트) 국내외 적용사례

참고자료: “하르방프로젝트 발표자료” (I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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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ANTS-H2 Outdoor 센서 노드
ATmega128L
SmartRF CC2420
온도, 습도, 조도, 진동, 기압 등

ANTS-H2 Haroobang
Weather Proof 패키징 및 코팅
ATmega128L
Chipcon
CC1020(447/915MHz,1차
년도), CC1100(447/915MHz, 
2차년도)
기상 센서 추가
Solar 셀 및 배터리

u-Tourism(하르방 프로젝트) 국내외 적용사례

참고자료: “하르방 프로젝트 발표자료” (I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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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 of our gateway
CPU – ARM (PXA255)

RAM – 128MB (For buffering traffics from sensor 
nodes)

Flash Memory – 64MB

100Mbps Ethernet x 1 EA

Wireless I/F (PCMCIA) x 1EA

CDMA (PCMCIA) x 1 EA

Serial Port x 2 EA

USB Port x 2 EA

447MHz/915MHz 센서 노드 무선 인터페이스

IPv6 Compatible

u-Tourism(하르방 프로젝트) 국내외 적용사례

참고자료: “하르방프로젝트 발표자료” (I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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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 분야

자료: 전산원발행, “유비쿼터스 사회 새로운 희망과 도전”

국내 의료기관

국내외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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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Bro

개발중인개발중인 Mobile gateway Mobile gateway 장치를장치를이용함으로서이용함으로서

Wibro망을이용하여개인에게실시간교통정보를제공할수있음

Mobile Gateway 이용한 맞춤형 교통정보 서비스

RAS

Wibro 액세스망

ACR

Wibro
AAA/HA서버

802.11 휴대단말
(PDA, PMP, 
휴대게임기) MG

WWW, VOD/AOD, 게임, 
텔레매틱스, LBS

차량내
제어장치

원격 시동/
냉난방 센서정보

차량

802.11

Zigbee

Car NM 서버

MG

NESPOT NM 서버

NESPOT

KORNET

ITS/Telematics 분야 국내외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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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상황을
검색하여

최단경로 제공

실시간
최단경로 제공

경로1
(180초)

경로2
(260초)

경로3
(240초)

경로4
(300초)

경로1
(180초)

실시간
최단
경로
제공

신개념
교통
정보
제공

네트워크 상황을

예측하여 맞춤형

정보제공

정보제공지점

기점

종점

개별차량별
경로 제공

ITS/Telematics 분야 국내외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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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Telematics 분야 국내외 적용사례

① 화주→군포복합화물터미널→양산복합화물터미널→수화주
② 화주→군포복합화물터미널→인천공항화물터미널→출항
③ 화주→인천공항화물터미널→출항
④ 화주→군포복합화물터미널(철송장)→부산진CY→항만터미널→출항
⑤ 화주→ICD→부산진CY→항만터미널→출항
⑥ 화주→ICD→항만터미널→출항

물류거점 RFID 기반 차량 반출입 이동추적 시범운영 시나리오

철송철송

항공항공

육상육상
화주 수화주

군포복합화물터미널

ICD 항만터미널

양산복합화물터미널

ODCY

1 2 3 4

철도CY

인천공항화물터미널

1

3

차량용리더기 6

화차용리더기 2

휴대용리더기 3

차량용태그 400

화차태그 50

화차용리더기 2

차량용리더기 4

차량용태그 50

4
2

부산진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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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아이 Care 및 위치추적

Wibro
CDMA

Wibro
CDMA

Wibro

기타 국내외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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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지킴이 서비스

Wibro

국내외 적용사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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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적용사례냉장고 음식물 관리

과거의과거의 냉장고냉장고

냉장고냉장고 음식물을음식물을 잘관리하는잘관리하는
방법은방법은 없을까없을까??

IDEA: 

태그가 부착된 음식물의 EPC를 냉장고에 부착된
리더기가 읽고 이를 지그비을 통해 AP까지 전송, 
네트웍에서 음식물의 내용물 및 유효기간등을 냉
장고에 부착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알려줌(소봇을
냉장고에 탑재하여 알림 기능을 수행토록 할 수
있음)

RFID/USN RFID/USN 기술의기술의 등장등장

미래의미래의 냉장고냉장고

아이템: 남양우유
유효기간: 2일후

Reader/
ZigBee 설치

* 태그/리더 대신 바코더와 스캐너로도 가능한 서비스

Wibro

CDMA

WLAN

PSTN

DSL

KT EPC Network



55미래기술연구소미래기술연구소

AP를 이용한 LBS 상점정보 제공 서비스

상품정보
음식점 정
보
쿠폰 정보
…

Wibro

상품정보
음식점 정
보
쿠폰 정보
…

국내외 적용사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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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달력 부가 서비스

일정관리
가족, 친척생일 관리
기념일 관리
날씨
주요뉴스
각종 센서 정보
동네 정보지
관심 부동산 정보
영화 등 각종 문화정보
여행정보
쿠폰/할인정보….

부착 방식
벽 부착
기존/신규 필수가전 제품에 부착

국내외 적용사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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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전망

세계 시장의 성장 추세

540.8429.3327.8256.2203.3158.7104.3총계

130.692.665.746.633.015.73.5네트워크형 USN

76.749.125.815.16.63.3-제어형 USN

162.3138.4108.385.771.964.040.4USN 서비스

52.641.931.021.916.411.86.5RFID 서비스

71.266.261.055.850.845.640.4USN HW

47.441.136.031.124.618.313.5RFID HW

2010200920082007200620052004구분

출처: ETRI/IDTechEx/VDC 추정, 2004.11

(단위: 억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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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전망

일본 총무선은 2004년 7월 발표된 USN조사연구
회 최종보고서에서 일본의 USN시장 규모를 2007
년 8,621억엔, 2010년 1조 2,389엔으로 예측

국내 USN 시장은 2010년 HW 14.2억 달러, 어플
리케이션 및 서비스 8.4억 달러, 네트워크 및 제어
형이 4.1억 달러를 형성하여 총 26.7억 달러의 시
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정통부 USN마스터플
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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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항

USN의 경우 개념 초기 단계로서 구체적인 개념 정립이 선
행되어야 하며, 인프라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개념 단계
부터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함.

USN의 경우 현재 구체적인 상용사례가 극히 드물어 상용
화 가능한 기술 개발과 표준 재정이 시습함. 

RFID/USN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생활 보호, 정보 유출 등
의 위험성이 있어 관련 법규의 제정을 필요로 함

지문, 의료정보등이 내장된 스마트카드 도입여부를 두고 개인정
보보호 논란이 국내외적으로 활발

영국: 테러방지 목적의 ID카드 도입여부로 정부.시민단체간 마찰

명의도용, 피싱(Phishing1), Spyware2등 신종 사이버 범죄 증가
추세

전세계 약 3,500만건의 피싱사기 발생(2005년 1H)(IBM GBSX)

Phishing=private data+ fishing

Spyware=spy+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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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