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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인 RFID 기술이 바코드를 대체할 것이라는 예상과
는 달리, 아직 우리나라 산업부문에의 RFID 도입비율은 10%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다. 도입효과의 불확실성과 도입자금의 부족이 RFID 도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태그 인식률 시스템의 불안
정과 도입 이후의 유지보수 협력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아직 RFID로 인한 투자성과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요국들은 물
류, 유통 부문을 중심으로 RFID를 비즈니스 영역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비즈니스 영역에 도입하
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RFID가 현재로서는 기술적 한계가 있고 보
완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상쇄할 만한 도입효과 및 잠재적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RFID의 도입 확산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RFID 지식 포털(Knowledge Portal)을 활용한 RFID 도입지원 서비스
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물류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별·제품별, 혹은
부품 물류와 완제품 물류 등의 구분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
하다. 셋째, 자금지원을 비롯한 정부의 지속적이며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
요하다. 넷째, RFID 관련 업계 자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 머리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1)

는 무선전파의 송수신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교환하는 라디오 방송과 동
일한 물리 법칙을 사용한다. 즉, 무선

1) 일반적으로‘무선인식’
으로 번역되나, 전자태그, 스마트태그, 전파식별 등의 용어로 번역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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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Radio Frequency)를 이용하
여 RFID 태그의 안테나와 리더의 안
테나가 주어진 주파수 대역에 맞게
전파를 이용하여 태그(Tag)에 저장
된 대상(물건, 사람 등)의 정보를 주
고받는 통신을 수행한다. 그리고 서버
는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동되어 리더
에서 수신된 객체의 정보를 활용하여
응용처리를 수행하는 ‘비접촉 또는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이다. 일반적
으로 RFID가 처음 적용된 시기는
1930년 대 미 해 군 연 구 소 (Naval
Research Labaratory:NRL)가 개발
한 미 아군기와 적군기의 식별(Identification Friend-or-Foe) 시스템이
라고 알려져 있다.
RFID 기술은 비접촉식으로 비금속
장애물 투과가 가능하고, 데이터의 읽
기·쓰기가 가능하여 반영구적으로 사
용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태그를 동
시에 인식할 수 있고, 이동 중에도 인
식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기술적 특징으로 인하여 현재, 교통카
드, 주차관리, 도서관리, 출입통제용
카드, 동물식별, 하이패스용 카드 등에
응용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창고관리,
항공물류, 유통 구매, 우편물 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다.
RFID 관련기술은 처음에는 기존의

인식방법인 바코드나 자기카드의 단
점을 극복하고, 그 응용범위가 물류
및 유통, 군사, 식품과 안전 등 산업
전 영역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끼치며
바코드를 대체할 수 있는 ‘혁명적’
기술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RFID 도
입 시범사업이 진행된 지 4~5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나라 산업의 RFID
도입비율은 10% 미만으로 도입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2) 이는 정부가 주
도한 시범사업과 확산사업이 민간으
로의 전파와 확산에 긍정적으로 기여
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미 도입한 기업들은 프로
세스 혁신과 비용 및 인력절감 효과
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
후 고성장을 구가할 수 있는 유망분
야로 인식되고 있다. 2008년 가을 이
후 전 세계의 전반적인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RFID가 노동력 감소, 업무
자동화, 자산 활용의 개선, 교체 비용
감소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경제의 부진 속에서
도 RFID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RFID 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동향을 살펴보고, 그 활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물류산업에의 활용 확산 방안을

한다. 또한, 산업을 지칭하는 경우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을 포함한 RFIF/USN을
하나의 용어처럼 사용하기도 한다.
2) 한국 RFID/USN협회가 실시한‘2008년도 국내 RFID/USN산업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으로
삼은 605개 수요기관 중 RFID/USN 도입기관은 145개(9.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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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자 한다.

2. RFID 기술 및 시장동향
(1) RFID 시스템 기술동향
1)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RFID 시스템 기술은 객체를 인식
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태그
(tag), 정보를 수집, 처리하며 송신
및 수신 기능을 가진 리더(reader),
서버(미들웨어 및 응용서비스 플랫
폼)로 구성되어 있다. RFID의 작동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태그와 리더,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RFID의 확산을 위해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RFID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1~2년 정도의 기술격

<표 1>

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양한 산업 환경에 RFID가 적
용되기 위해서는 특수태그용 안테나
및 소재 개발, 패키징 기술 개발 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태그 업
체를 제외하고는 현재 RFID 태그와
리더칩 등 RFID를 위한 주요 핵심
부품들은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RFID 공급기업 보유기술의 자체개
발률은 응용 소프트웨어 분야가 73.1%,
미들웨어 62.3%이며, 하드웨어 분야
의 태그와 리더는 각각 34.7%, 47%
로 조사되었다(<표 1> 참조).3) 반면,
태그의 완제품 수입률은 38.6%인 것
으로 나타났다.
2) 향후 RFID 기술전망
RFID 기술은 향후 기본적으로 기

RFID 공급기업 보유 기술의존도 현황
단위 : %
제품분류

하드웨어
분야
소프트웨어
분야

자체개발

국내산 도입

외국산 도입

공동개발

태그

34.7

31.3

27.5

6.5

리더

47

25.1

22

5.9

안테나

47.2

25.9

24.3

2.6

응용 S/W

73.1

13.4

4.6

8.9

미들웨어

62.3

20.5

7.9

9.3

자료 : 한국RFID/USN협회,“2008년도 국내 RFID/USN산업 실태조사”
, 2009(RFID Journal Korea
기사(2009. 3. 9.)를 인용하여 편집함).

3) 한국 RFID/USN협회가 실시한‘2008년도 국내 RFID/USN산업 실태조사'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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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국내 및
국제표준화 규정을 기반으로 발전할
것이다.4) 특히, 앞으로 RFID의 성장
과 더불어 태그의 수요가 크게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태그 소형화
기술 및 저가 태그 기술, 태그와 패키
징 기술의 연계, 산업 특화 환경용 특
수태그 기술, 칩리스(chipless) 태그
기술 개발 등이 예상된다.

<그림 1>

아울러 RFID와 통신기술 및 센서
기술의 결합으로 모바일 RFID의 발
전이 예상되며, RFID 보안기술에 대
한 논의가 더 늘어날 것이다.
3) 기술로드맵
RFID의 기술과 관련하여 지식경제
부는 2008년 2월‘RFID R&D 전략

RFID 기술개발 로드맵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안테나 기판, 소재
Tag IC Packaging

2014

2015

2016 2017

반도체 유기 소재 기술(저전압 구동)

안테나 인쇄, 기술

태그

Active/Sensor Tag

Energy Scavenging Tag
Semi-Conducting Polymer Tag
(Diode 및 Memory 포함)

Tag IC
Dual NF/FF UHF Tag

리더

전파환경 적응형
고성능 스마트 리더

Reconfigurable
다중밴드 다중모드 리더

소형/광대역 안테나
(NF/FF 지원)

양극화 안테나
(고격리도)

충돌 중재/회피 제어 고도화

센서데이터 통합처리 기술
미들웨어/애플리케이션 내장형 임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경량 임베디드 OS

Cognitive 스마트
능동형 리더

스마트 안테나
(공간 분할 Beam Radiation)
고속 광대역 전파환경 탐색

상황인지 정보처리 기술

OS/미들웨어/App Integrated Chip

경량 가상머신

Open Testbed Platform 기술

산업융합형 응용기술

대규모 Edge서버 클러스터 관리

Knowledge-based RFID 응용기술

개발 목표
Item Level용 low
Cost Tag 기술 개발
Low Cost Tag 구
현 및 국산 Tag용
IC 경쟁력 강화를 위
한 IC, Inlay
Packaging 기술
개발
Tag 소형화를 위한
소재 기술 개발
다중 대역, 다중 모드
지원 리더 칩셋 및
RF Front-end 기
술 개발
환경적응형 인식률제
고 Smart Antenna
개발
다중인식속도 및 인식
률 개선 알고리즘 개발
중소기업 지원용 단
위업무 임베디드 시
스템 개발
Open Testbed
Platform 기술
지식기반 산업융합형
응용기술

자료 : 전자부품연구원.

4) 국내에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 RFID/USN 협회, RFID 산업화 협의회를 중심
으로 RFID 관련 표준화 그룹이 구성되어 다양한 방면에서 RFID 기술의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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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을 통해 RFID 활성화를 위한 기
술로드맵을 공개하였다. 기술로드맵에
서 정부는 향후 기술전망을 감안하여
핵심기술 개발과 표준모델 보급, 산업
특화 적용기술 개발 확산이라는 기술
로드맵의 큰 틀을 제시하였다(<그림
1> 참조).
정부는 기술로드맵을 통해 우선적
으로 ① 산업용 범용 태그 저가화 기
술개발, ② 산업특화 특수태그 개발
확대 및 보급, ③ 보급형 포준모델 리
더 및 환경 적응형 고성능 리더 개발,
④ 단위업무 응용 소프트웨어 내장
시스템 개발, ⑤ 전파환경 분석 및 극
한환경 인식률 제고 기술, ⑥ 산업적
용 표준기술모델 제정 등의 핵심기술
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그림 2>

(2) 국내외 시장 전망
1) 세계시장
RFID 태그를 비롯하여, 리더와 프
린터 등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서
비스를 포함하여 전 세계 RFID 시장
의 규모는 2008년 52억 5,000만 달러
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시장규모는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08년과 비교하여 5배 이
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소프
트웨어,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큰 폭
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5)
세계 RFID 시장을 지역별로 살펴
보면, 한국, 일본, 중국이 속한 동아시
아 시장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

세계 RFID 시장 규모

자료 : IDTechEx.

5) IDTechEx,“IDTechEx RFID Market projections 2008 to 2018"(available online at http://
www.idteche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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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 동아시아의 RFID 시장은
2008년 전 세계 RFID 시장의 52.8%
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 36.3%,
2018년에는 40.6%로 그 비중이 다소
감소하나 여전히 가장 높은 세계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일본, 영국, 한국, 독일 순으
로 나타났다.
2) 국내 시장 6)
한국 RFID/USN 협회가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을 포함한
산업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 성장률을 반영하여 추정한 결과
를 보면, 국내 RFID 시장은 2008년 약
9,400억 원 규모에서 2018년에는 25
조 4,7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
망된다.
국내 RFID/USN의 세계시장 점유
율은 2008년 9.2% 수준에서 2018년
에는 20%를 차지하며, RFID/USN의
GDP 비중 또한 2008년 0.09% 수준
에서 2018년에는 0.92%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RFID 공급기업의 RFID 관련 국내
시장 성장 전망을 보면, 2009년에는
약 9~12%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태그에 삽입되는 IC칩 분야가
12.2%의 가장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2012년에는 전체적으로 13~19%로
현재 7~10%보다 높은 성장을 예상
하고 있으며, 칩 분야가 19.1%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3. RFID의 물류산업 적용 사례
(1) 물류산업에서 RFID의 역할
RFID가 물류산업에 적용될 경우
생산과정의 부품조달 과정은 물론, 소
비자로부터의 반품 및 회수과정 등
물류과정 전반에 활용될 수 있다. 즉,
개별 제품이나 팔레트 혹은 컨테이너
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RF
태그에 담아 공급망 관리(SCM), 창
고관리(WMS), 자재관리, 판매관리,
배송관리, 운송관리, 반품 및 회수 관
리, 폐기물 처리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물류부문은 상품의 포장관
리, 그리고 표준 팔레트와 컨테이너의
사용으로 RFID 태그의 부착 사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현재 RFID의 기술혁
명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부
문이기도 하다.
RFID를 적용한 물류산업은 원가절
감 및 물류정보의 실시간 제공, 물품·

6)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RFID/USN 시장동향 및 서비스 수요 분석",「전자통신동향분석」
,
제24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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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가시성(visibility) 확보, 데이터
의 정확성 증가, 생산 능력 확대와 작
업효율성 증대, 계획·수요예측·자원
할당 능력 증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서도 RFID 도입이 가장 필요하고 효
과가 큰 분야로 물류·유통이 지적되
고 있으며, 향후 시장의 성장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7)

(2) 국내외 RFID 활용 사례
1) 해외 사례
IDTechEx의 자료에 따르면 2009
년 5월 현재 전 세계 110개 나라에
3,734건의 RFID 이용사례가 있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이를 다시 13개 서
비스분야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소매
유통, 물류, 우편, 도로·교통 등의 비

국외 물류분야 RFID 적용 사례 8)

<표 2>
적용 기관

주요 내용

미국 월마트(Wal-Mart)

주요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RFID 도입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적용
(2008년 현재 700개 공급업체, 1,300개 매장 도입)

미국 국방부(DoD)

국방 조달물품에 대한 RFID 태그 부착 의무화 시행

미국 파라마운트 농장

트레일러에 RFID 태그를 부착하여 제품 입고 및 지불 프로세스 효율화
추구

TNT 물류분야

TNT의 핵심사업 분야인 우편, 특급운송, 물류 부문에 RFID 적용

보잉(Boeing)사

여객기 787 기종 부품 제공업체의 RFID 태그 부착을 의무화

독일 메트로(Metro) 그룹

제품의 수송, 출고, 배송, 보관, 위치관리 등에 RFID 기술 적용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

RFID를 이용한 수화물 관리시스템

후지쓰(Fujitsu)

케이스와 팔레트 단위에 RFID 태그를 부착하여 상품을 위한 통합 서비
스를 제공

제록스(Xerox)

복사기를 적재한 컨테이너에 수동형 RFID 태그를 설치

화이저(Pfizer)

비아그라의 병과 운반용 용기에 RFID 태그 부착 위조품 방지

이탈리아 베네통(Benetton)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의 의류 공급망 관리

영국 Marks & Spencer

공급업체와 점포 사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재고관리

7) 한국 RFID/USN협회의 “2008년도 국내 RFID/USN산업 실태조사”
에서 RFID 공급기업의
RFID 관련 활성화 예상 분야를 보면, 물류 관련 서비스가 36.1%로 가장 높으며, 유통서비스가
18.5%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RFID/USN 시장동향 및 서비스 수요
분석" 조사결과, 조사대상 기업들은 물류·유통 분야(21.8%)에 RFID/USN 서비스가 가장 필요
하다고 응답하였다.
8) 한국정보사회진흥원,「RFID 시범사업 종합 결과보고서」
, 2006과 곽진 외,“해외 RFID 프로젝트 및
적용사례 분석”
,「주간정보통신동향」
, 1372호,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8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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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크고 앞으로도 이 분야의 시장
이 가장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류분야에서는 미국의 월마트
(Wal-Mart)를 비롯하여 군수품 조

달, 해운·항공 물류 분야에 RFID 도
입이 확산되고 있으며, 의류 및 식음
료·가전·제약 유통업체의 RFID 도입
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국내 물류 관련 RFID 적용 사례 9)

<표 3>
사업명

주요 내용

주관 기관

항만물류효율화 사업

컨테이너 및 차량 실시간 위치추적, 게이트 반·출입/
장치/하역 업무자동화, RFID 물류인프라 확산방안
해양수산부
검증

RTLS/USN 기반 u-Port 구축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하역장비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RTLS를 구축하여 장비운용을 최적화

항공화물 RFID 인프라 구축

수출항공화물의 입고 및 항공기 적재여부 파악 등을
국토해양부,
위해 수출화물 터미널에 리더기 설치 및 항공물류정
지식경제부
보시스템 구축

내륙 물류거점 정보시스템 구축

주요 내륙물류기지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 RFID
국토해양부,
리더기를 설치하여 물류정보를 제공하고, 차량반·출
지식경제부
입자동화(무정차통과)에 활용

차세대 지식기반 항공화물 RFID
시범사업

항공화물탑재용기(ULD) 추적, 재고관리 및 위치파
악 등 항공물류 고도화

항공수화물 추적 통제 시스템 구축 RFID 기반 항공 수하물 추적 통제 시스템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인천 광역시
한국공항공사

수출입 국가물류 인프라 지원사업

자동차 부품 글로벌 공급망 관리로 수출입 물류 인
프라 활용도 제고

물품관리 시스템 구축

공공 조달 물품관리 분야에 RFID 기술 적용하여 조
달물품 취득, 사용, 처분의 실시간 가시화 통한 프로 조달청
세스 혁신 및 서비스 개선

수입쇠고기 추적 서비스

수입쇠고기 추적시스템 구축을 통한 수입통관 시점
부터 가공 및 판매까지의 전 유통과정 추적/실제 유
통물량 파악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감염성 폐기물 관리시스템

병원에서 배출하는 폐 주사기, 장갑 등 감염성 폐기
물 수거, 실시간 관리

환경부

개성공단 통행 및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 구축

개성공단으로 반출입되는 전략물자, 인원, 차량 등에
RFID를 적용하여 출입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통일부
위한 시스템 구축

대관령 한우 RFID시스템 구축

한우의 생산/도축/가공/유통/판매과정 관리

9)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4·2005년도 RFID 시범사업 종합 결과보고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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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사례(RFID 시범사업)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과제 공모
를 통해 성공 가능성이 높고 타 분야
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국방·조달·
유통·물류·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RFID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시
범사업의 목적은 RFID를 선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
을 도모하고, 민간분야에 미칠 수 있
는 직ㆍ간접적인 파급효과를 통해 국
내 RFID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물류분야에서는 지식
경제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유통물
류산업 RFID 시범사업을 비롯하여,
항공수출 국가물류 인프라구축 시범
사업, 항만물류효율화 사업, 내륙물류
거점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사례가
있다.

4. 물류산업의 RFID 활용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
정부의 RFID/USN 로드맵에 의하
면 2004~2006년을 시범사업을 통한
‘도입단계’, 2007~2008년을 공공분
야의 수요확대와 민간분야로의‘확산
사업 추진단계’
, 2009년부터는 공공분
야의 전면적인 RFID 도입 및 민간부
문으로의 ‘전면적인 확산단계’
로 규

정하고 있다.10)
실제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의“RFID/USN 시장동향 및 서비스
수요 분석”
과 한국 RFID/USN협회
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RFID 도입의 필요성은 느
끼지만 실제적인 도입은 꺼리고 있음
을 보여 준다. 기업들이 RFID 도입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도입효과의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와 시스템 안정
성 및 편의성, 자금조달능력 등이 기
업들의 RFID 도입 확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
고 태그 인식률 시스템의 불안정과
도입 이후의 유지보수 협력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아직 RFID로 인한 투자성과가 불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요국들
이 물류·유통 부문을 중심으로 RFID
를 비즈니스 영역에 확산시키고자 하
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도 시범사업 및 비즈니스 영역에의
도입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RFID가 현재로서는 기술적 한계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상쇄할 만한 도입효과 및 잠재적 파
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RFID 도입 및

10) 정보통신부 미래정보전략본부,“06년도 RFID/USN 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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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을 위해서는 RFID 도입의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도입효과를 가시적
으로 보여 주며, RFID의 도입을 고려
하는 사업이나 기업에는 정부가 적극
적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RFID 도입의 파급효과가 가
장 클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물류분
야에서의 RFID 활용 확산을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RFID 도입지원 서비스의 강
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부가 대
한상공회의소를 통해 현재 구축하고
있는 ‘RFID 지식 포털(Knowledge
Portal)’
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
하여야 한다. 기업·장비정보의 공유,
국내외 RFID 도입사례의 객관적인 분
석결과, ROI(Return on Investment)
분석 툴, RFID 도입 관련 온라인 컨
설팅 등의 콘텐츠 확장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물류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가
이드라인의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
어, RFID 도입 물류의 효율화를 위해
산업별 적용 가이드라인은 물론, 제품
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적, 의류, 의약
품, 화장품, 생활용품, 가전제품, 자동
차 등 제품별 패키징 및 RFID 적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
한, 물류과정에 따라 부품 물류와 완
제품 물류로 구분한 가이드라인과 지
원이 필요하다. 생산과정의 부품조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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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하여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유도하는 RFID 기반 부
품 물류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완제품 물류에서는 RFID 태그의 대
량 수요가 예상되며, 재고·물류의 효
율화를 통한 비용절감에 적극적인 의
사가 있는 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올해 의
약품, 교복, 의류, 전기전력기기 등을
대상으로 시작된 민간기업의 완제품
물류의 RFID 도입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성공모델’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자금지원을 비롯한 정부의 다
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RFID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으로 구분하여
RFID 수요기업에 대해서는 도입효과
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기술인력 지원, 도입자
금 지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한, RFID 공급기업의 대부분이 중소
기업인 경우 시스템 개발 자금지원과
더불어 국내외 시장정보와 수요 분석,
기술표준화 동향 등의 정보지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공공부문
에 대한 지속적인 RFID 도입과 투자
는 향후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및
RFID 관련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도 필요하다.
끝으로, RFID 관련 업계 자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기 위
한 노력, 인식률 제고를 위한 태그 및

물류산업의 RFID 활용사례와 정책방향

패키징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표준
화를 위한 노력, 미국 등 외국의 수출
컨테이너에 대한 물류 보안 강화에
맞춘 RFID 보안기술의 확립 등의 노
력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민간 수요기업들의 RFID
관련 투자가 미진하고 RFID 관련 기

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는 한계
는 있지만, 물류산업에서의 RFID 확
산과 성공이 타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앞으로 물류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 분야에 걸쳐 RFID의
적용과 확산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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