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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퀴터스 컴퓨팅을 위한 기술요소 및 비즈니스적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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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유비퀴터스 컴퓨팅 (ubiquitous computing) 은 컴퓨터기반 정보시스템의
의 틀을 바꾸어 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를 이용해서라

도 상호작용하여 정보를 교환하여 사람을 위한 보이지
정보처리 및 통신 기술의 발달과 컴퓨터의 소형화
지 가전기기와 컴퓨터가 결합하여
이다
및

이를 위해서는 작고， 값싸고

RFID.

않는 컴뮤팅환경을 일컨는 개념이다

그라고 여려 제반 기술의 발달은 여러 가

유비퀴터스 컴퓨팅에서 제안하는 환경으로 나가는 지향점
저전력의 가벼운 컴퓨터 하드웨어들을 만들기 위한

및

(LBS). 확산 컴퓨팅

데이터처리기술 그리고 모바일
무선랜

데이터베이스 기술， 위치기반 서비스

사용자인식을 위한 생체인식기술

술 등 펼수적으로 요청되는 보안기술 및 핵심개엽뜰을 소개한다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 추진동력
련된 기술적

IPv4

및

(driving

요인틀을 설명하였다

IPv6.

에이전트 기볍

임베디트 기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force) 으로서 유비퀴터스 컴퓨팅을 거론하면서 관

또한 비즈니스적

쟁점틀 그중에서

RFID 와 바코드의

관

보안요인， 그리고 유비퀴터스 비즈니스관련 비즈니스 양상에 대해 기술

하고 유비퀴터스 비즈니스의 발전모형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

MEMS

그라고 이들을 연결해 주기 위한 고속의 무선통신 환경과 빠른 속도의 CPU 와 정

보인식 (identifier)

계.

개념과 바즈니스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 성결대학교 컴퓨터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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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유비퀴터스 컴뮤팅 (ubiquitous

서론

computing) 이라는 개념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를

이용해서라도 상호작용하여 정보를 교환하여 사람을 위한 보이지 않는 컴퓨팅환경을 일컨는

것이다

유비퀴터스라는 말은 라틴어 ‘(하냐님이) 무소부재하다 ’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그 의

미는 ‘어디에나 존재하는데 구체적으로 눈에 띄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차용한 것이다

이 개

념은 지확스 (Xerox) 의 팔로알토 연구소 (PARC:

이저 가 제안했다 [Chandy

Palo Alto Research

et a l.. 2002: Weiser. 1999)

Center) 의 밝크 와

그 기본적인 사상은 컴퓨터가

발전하면 할수록， 사용자가 정작 수행해야할 업무보다도 컴퓨터의 조작에

(computer-centric)

본말이

뒤바뀐

상황을 비판하면서

centric) 이라는 비전을 제창한데 있다

인간중심의

더 몰두해야 하는

컴퓨팅

기술 (Human

다시 말해 현재의 작업 환경은 컴퓨터 중심의 환경이

므로， 사용자들이 컴퓨터를 이용할 때 작업하려는 사람보다는 컴퓨터가 중심이 되면서 컴퓨
터가 생각하는 도구가 아니고 목적이 되고 있는 현상을 경계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비퀴터스

컴퓨팅 환경은 많은 컴퓨터들이 환경에 숨겨져 있고， 그 컴퓨터들이 서로 통신으로 연결되어
사용자를 위한 환경을 제공하게 하자는 것이다

Computing) 이나 분산이동컴퓨팅，

nication)

현재

모바일 적응형

통신시스범 (Mobile

Ad Hoc Commu-

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 소개되는 몇 가지 주제로 개념이 확대 적용되

고 있다 [Schmidt

1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확산컴퓨팅 (Pervasive

et a l.. 2003 ‘ Sengers et a l.. 2004)

사이벼 공간으로의 이주현상

인터넷의 폭발적인 도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뚜렷한 특정 중의

실체들의 사이버 공간으로 대규모 이주( transference) 현상이다

nomad) ’라고 부르기도 한다〔자크 아탈리.

하나는 물리적인

이를 ‘디지털 노마드 (digital

1997)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하는

.세계화’는 새로운 ‘유목시대’와 동전의 앞뒷면을 이루며

유목민이 성을 쌓지 않듯 국경을 넘

나드는 세계화 시대의 돈과 노동력은 철저하게 유목화한다‘ 고대 유목민이 더 좋은 풀을 찾
아 양떼를 몰고 끊임없이 이동했듯 자본은 더 높은 수익률. 노통력은 더 나은 삶을 모색하며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

했다〔경향신문.

2004)

현대의 유목은 물리적인 현실공간에서 사이버공간으로 확대된다고

레비는 “현대인에게 움직인다는 것의 의마는 더 이상 지구 표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몽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즉 의미의 지형을 가로지르는 것”이라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 디지혈 노마드 현상은 기본적인

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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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환경(회의， 펀지， 결재， 보고 등) 이외에도 사이버 금융업무(은행. 보험， 투자분석
등) . 언론 및 정보교환(신문， 방송， 서적， 다중매체 등)

증권

사이버 교육활동(대학， 강의， 실험，

도서관， 사전， 지식교환 및 검색) . 사이버 군사활동(사이버 테러， 기간시설 공격 및 방어， 통

신 도감청‘ 선전 선동 등) . 사이버 의료(왼격진료， 원격수술， 공동진단)

사이버 문화활동(박

물관， 음악， 미술. 연주， 게임， 영화 등). 전자 상거래(쇼핑몰， 옥션. 물물교환 등) . 전자정부

(사이버 범죄， 법률서비스， 등록 및 말소 등 전체 행정업무) 등등， 이것은 마치 게르만 민족
대이동보다도 더 큰 변동을 일으키면서 인간의 주변에 대대적으로 사이벼 공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물리적 실제와 인식의 괴리현상 및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작용이란 사이버 아이디 (identifier) 및 패스워드의 도난 망실 그리고 이

에 따른 범죄행위. 미성년자에 대한 사이벼 접근관리 부재와 불법적 제반행위‘ 프라이버시

및 개인 인격보호 대책， 표절 및 불법복제와 유통행위，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에 대한
혼돈에 따른 심리적 영향과 인간관계의 단절 등이다
이농(짧農) . 저출산

있다

한국사회에서 ‘신유목민’은 이민(移f\'.).

수영연장 문제 등과 맞물려 복합적인 사회현상을 함축하는 화두가 되고

따라서 이러한 현상과 관련해서 유비퀴터스 컴퓨팅은 넓은 의미에서 물리적 공깐과 사

이버공간 사이의 융함을 실현하는 것을 의마한다

이들 양자간의 연결을 위해 인공물

자연

물， 및 제반 신변용품에 유비퀴터스 인식자 혹은 컴퓨터시스템을 이식하여 사이버공간의 객
체와 물리적인 실체를 통합을 한다는 의미이다〔김지홍 외

2004:

조대래 외.

2004: Lassila

and Adler. 2003J

2.

조용한 기술 (Calm

technology)

맑크 와이저는 가상현실과는 대지되는 개념으로 유비퀴터스 컴퓨팅을 설명하였다

기존의

캠뮤터 환경은 사람이 컴퓨터에 맞추어 일하든지 혹은 컴퓨터 안에 우라가 현재 일하는 환경
을 흉내내어 사람들에게 친숙함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가상현실이라고 한다연， 이와는 반

대로 다읍 세대의 컴퓨터 환경(즉. 유비퀴터스 컴퓨팅)은 사람의 실제환경 속에 컴퓨터가 숨
겨져 있어서 사람이 의도하는 것을 수행해주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마

컴퓨터들은 필

요할 때만 기능을 제공해 주는 숨겨진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사

람의 의도를 알아차려서 사람은 더욱 중요한 생각을 하게하고 일은 컴퓨터가 해주는 겸손한
컴퓨터， 조용한 검퓨터 환경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컴퓨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정을 가진다 [Chandy

•

3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연 유비퀴터스

et al .. 2002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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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성 (I nvisible) : 조용한 인간화 인터페이스 기술 (Calm technology) 로서 눈에 보이
지 않아야 한다

· 가상현실의 내재화(E mbeded Virtuality)

가상공간에서의 컴퓨팅 즉，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이 아닌 현실 세계의 어디서나 컴뮤터가 포함된 업무환경

(Embodied Virtuality)

이 가능해야 한다

• 연결성 (Networking)

3.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는 유비쿼터스 컵뮤팅이 아니다.

제품의 생명주기 관리

좁은 의마에서 유비퀴터스 컴뮤팅은 네트워크 교신능력을 가진 초소형 칩을 모든 물건에
내장하여 물건들의 생산에서부터 유통과정， 분실 및 재활용， 그리고 소멸되기까지의 전과정

즉 생명주기 (Life cycle) 전체를 관리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Satoh. 2003) 이로 인해 물류와 제품관리， 재고관리 동이 제일차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공급망관리 (SCM) 의 규모와 범위확대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며， 기술적으로는 제

품 인식자 (iden tifier) 가 우선 필요하여 물리적으로는 제품의 내부에 스며들어있을 정도의
작은 크기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나노기술 (N ano Technology) 및 RFID 개발이 가속화

될 것이며， 또한 논리적으로는 시스범관리기술， 데이터베이스 기술， 그리고 IPv6 등의 중요
성이 커질 것이다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 및 기술적 비즈니스적 논점을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유비퀴터스 컴퓨팅의

쁨

II.

유비퀴터스 컴퓨팅은 휴대할 수 있는 기기 (device) 의 크기에 따라 3 가져로 나누는데 1) 센

티미터(인치)단위의 포스트잇 크기가 되는 댐 (Tab) . 몇 십 센티미터(피트) 단위의 공책 크
기 정도의 펠 (Pad). 몇미터 정도 칠판 크기의 보엇 (Board) 으로 구분한다.

댐 (Tab) 은 부착 가능한 크기의 도구로 개인 정보 관리나 계산기， 통신， 통신을 통한 정보
의 탐색， 그리고 가지고 다니는 사람의 위치를 추적해 그 정보를 서버에 알려줄 수 있다

예

로서 올리베티 연구소 (Olivetti Cambridge Research Labs) 의 전자 뱃지 (acti ve badge)
같은 것이 있다- 크기가 작고 항상 휴대해야 하기 때문에 화면 크기나 통신 속도， 계산 속도，
1)

Mark Weise r. (]999) The Computer for the 21st Century. Scientific American Ubicomp
http://www.ubiq.com/hypertext/weiser/SciAmDraft3.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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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전력 소비를 잘 조화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키보드를 사용하기에는 작은 크

기이기 때문에 필기체 인식 기능을 사용한 입력이 주가 될 것이다

〈표

1 > 유비퀴터스

단위

원래 이름

크기

한국단위

랩

tab

inch

cm

~

pad

foot

십 cm

보엇

board

yard

m

컴퓨팅의 분류
용도

계산기， 정보탐색，

ID card ,

메모장， 노트북 컴퓨터， 책， 팀워

TV ,

영화， 알림판， 협동작업

뻗 (Pad) 은 종이와 현재의 노트북의 중간정도의 컴퓨터로 매우 가볍고 들고 다니면서 사용

가능한 기기이다

댐 (Tabs) 과는 탈리 개인에 대한 정보를 지니기보다는 현재의 노트북을 대

체하거나 종이나 책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 화변의 아이콘 (desktop

metaphor) 같은 것을 사용해 윈도우즈와 비슷한 환경을 갖출 수도 있고， 책상 위에 책을
정리하듯 필요한 분야별로 특화된 팬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보엇(B oard) 은 칠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에서는 TV나

집

Video 시청을 하거나， 알립판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무살에서는 알립판이

나 칠판. 진도표 등 여러 가지 것들을 표시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의

한다

가상 책장처럼 탬이나 햄을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틀을 전송 받을 수 있게

가상의 환경에서 서로 협동작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로의

보엇은

열리 떨어진 사람들끼리 서

얼굴을 보며 하나의 화변을 공유해 이야기하고 화변을 이용해 문서나 그링， 또는 비디

오를 볼 수 있고， 전자 분필’을 이용해 직접 그리면서 이야기 할 수도 있다
와이저 (Mark Weiser) 는 이러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지
적을 했다

저전력을 달성하기 위해 칩의 설계에 있어 대규모의 병렬화를 시도하고， 더 낮은

주파수와 볼트에서 똥작하기 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선 통신망은 수 백개의 기

기들이 서로 통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통신 대역쪽 (bandwidth) 을 제공해야 한다

한 사람

이 수 백개의 컴퓨터를 가지고， 수 십명의 사람이 한 지역에 있다면 몇 기가 빗 (Giga bit) 의
속도가 필요한데 이러한 속도는 현재 상업망에서 제공하려고 하는 데이터 망 속도를 훨씬 상
회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이크로셀 (microcell) 을 기반으로 한 통신 방

법이 제안되고 있다
입력

또， 사용자와 컴퓨터간의 입력은 댐의 경우에는 전자펜을 기반으로 한

도구를 가정한고， 단순화된 새로운 문자입력

음성인식 기술이 요구된다

5

방법을 바탕으로 한 필기체

인식방법

및

*훌훌↑홉報훌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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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퀴터스 컴퓨팅 관련 핵심기술

1. MEMS
미세전자기계시스템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은 전자(반도체) 기술. 기계 기
술. 광 기술 등을 융합 하여 마이크로 단위의 작은 부품 맞 시스템을 설계， 제작하고 응용하

는 기술을 말한다

이것을 소위 NT(Nano Technology) 라고 부르며 반도체 혜이퍼 상에 일

괄 제조할 수 있어 소형화가 가능하며， 한 개의

칩에 복수개의 기능소자 및 신호 처랴부 등

을 집적하여 고성능， 고신뢰성을 얻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방부와 버클리대

에서 연구하고 있는 스말트 먼지 (smart dust) 프로젝트가 있다

Carbon Nanotubes

2)

Self-assembled Nanocrys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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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of a
I I 20X smaller than
carbon nanotube FET I I opticallithography

〈그림

3.1)

나노 기술의 예

탄소튜브

- 소자의 초소형화와 지능 탑재를 위하여 요구되는 핵심기술이다

이것은 차세대정보인식 시스템으로서 실리콘 모트 (silicon mote) 라는 입방체(l mm 3 ) 에 자

율적인 센싱 (autonomous sensing) 즉， 마이크로 프로세서， 센서， 레이저， 배터리(태양전
지) , 마이크로머신 (MEMS) ，통신 플랫용 (communication platform) 까지 탑재하여 100m
또는 그이상의 무선 송수신 능력을 가지게 하며， 가벼워서 떠다닐 수도 있고， 정보감지와 기
상상태， 생화학적인 오염， 병력과 장비의 이동 등의 통합된 센서 네트워크을 형성하는 수천

수만 개의 모트를 구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Kahn et al .. 1999l

2) robotic5 .eeC5. berkeley .edu/ - pi5ter/SmartDu5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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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l
RFID 는 주파수 고유번호 인식시스템으로서， 전자태그라고도 부른다
띠 (Magnetic

이것은 바코드， 자기

bar). IC 카드 등과 같은 자동인식의 한 분야로서 초단파나 장파를 이용하여

기록된 정보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기술이다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으며

RFID

태그는 기본적으로 초소형 마이크로 칭과

고유한 정보(고유번호)를 담은 신호 발생시킨다 예컨대

고객이

단지 제품을 담고 지나가기만 하면 점왼에게 일일이 올려놓지 않아도 계산이 자동으로 처리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물류분야에 혁신을 일으킬만한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뒤에서 별

개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3

새로운 인터넷주소체계

IPv6

다음 요소기술로 인터넷 주소확대문제가 있다

재보다도 훨씬 더 확대되어야 한다

인터넷 기반인 개체인식이 보면화되려면 현

즉. 32 11 ] 드 IPv4 주소는 약 43 억( 2 32 ) 개의 주소 생성이

가능하나 비효율적인 할당(유효한 주소개수는 5-6 억개) 및 무선인더넷
IP 주소 수요로 주소 부족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정보가전 등의 신규

IPv6 란 현재 사용하고 있는 IPv4 의

주소길이 (32 비드)뜰 4 배 확장하여 IETF 가 ’ 96 년에 표준화한 128 비트 차세대인터넷 주소처1

〈표

31>

기존의 인터넷주소체계 (IPv4) 와 새로운 주소체계 (IPv6)

Task
구분
주소길이

[IETF(lnternet Engineering

Force) 가 제정한 IPv6규격 (RFC2460) 표준.

IPv4

1996)

IPv6

32비트

128비트
• {

표시방법

주소개수

주소할당

품질제어

보안기능

16비트씩 8부분으로 16진수로 표시

8비트씩 4부분으로 10 진수로 표시
예)

예)

202.30.64.22

ffff: 1111
약 [43억 x43 억 x43 억 x43 억 ] 개

약43 억개

A. B. C. 0

(거의 무한대)

둥

class

단위의 비순차적

할당 (비효율적)

네트워크 규모 및 단말기 수에 따른 순
차적 할당(효율적)

Best Effort 방식으로 풍질 보장이 곤란
(Type of Service에 의한 QoS 일부지원)
IPsec

2001: 0230: abcd: ffff: 0000: 0000

등급별， 서비스별로 패킷을 구분할 수 있

어 품칠보장이 용이
Label 에 의한

(Traffic Class. Flow

QoS

지원)

확장기능에서 기본으로 제공

프로토콜 별도 설치

Plug & Play

없음

있음 (Auto

Mobile IP

상당히 곤란(비효율적)

용이(효율적)

웹캐스팅

곤란

용이

7

configuration

(Scope field

증가)

가능)

*형營 1홉報論훌§

계이다

즉. IPv6 는 현재의 IPv4 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128Bit 주소체계로，

IPv4 인 32bit 보다 수용능력이 확실히 늘어나기 때문에 펼수적인 기법이라 하겠다‘ 128 비트

IPv6 주소는 약 3 .4 x1038(2128) 개의 주소를 생성할 수 있어 IP 주소의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제어， 보안， 자동 네트워킹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용이해진다
인해 고품질의 QoS를 제공할 수 있고. 보안 기능 강화， 다양한

의 전송 (Un i/

Anyl Multi/ Broadcast).

Option

이로

설정 , 다양한 형태

헤더 형식역시 간단해 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한계에 달한 웹의 병목을 해결해주는 기술인 것이다 [Routing: Sun microsystems. 2003)

4

기타 주요 요소기술

그 외에 연관되는 기술로는 모바일 데이터베이스 기술. 위치기반 서비스 (LBS). 확산 컴퓨
팅， 무선랜， 사용자인식을 위한 생체인식기술， 에이전트 기법 1 임베디드 기술 등이 있다

모바일 떼이터빼이스는 이동기기(자동차， 전화기. PDA둥)에서 주변의 기기 빛 제품을 인

지하고 위치를 파악하며. 관련정보를 제공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더욱 시스템
의 크기가 작고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실시간(Real

Time) DB 및 주기억장치 (Main Memory)

데이터베이스 등의 기능이 요구된다

LBS 는 위치기반 서비스 (Location-Based Service) 의 약어로서 “이동통신망을 기반으로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는 응용시스템 및 서비스”라고 일반
적으로 정의된다，

무선랜 (Wireless LAN) 기술은 주변 기기의 연결을 주로 하는 블루투스와 주변 네트워크
를 연결하는 무선랜기술이 필수척이다

원래는 일본에서 개발된 블루투스(B lue-tooth) 라는

근거리 무선통신표준이 왼천기술로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블루투스는 특허료를 과다한 책정

하고 이어서 등장한 미국 측의 대안인 무선랜 (Wireless LAN) 의 비용우위와 효율성에 빌려
시장에서 사라지다가 새로운 도메인으로 RFID 에 응용하려는 시도가 있다

무선랜은 초고속

무선랜으로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Gupta and Younis. 2003: Xiao. 2003)

생채인식

및

바이오갱보기술 (Bio-informatics) 은 사용자 고유번호 인식시스템으로서

사용자 신원확인 시스템 (User

Identity

Module) 은 개별 제품과는 별개로 사랑에 대한 신

원확인은 변조가 불가능한 방식이 요구되며， 바이오 기술과의 접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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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Yamanishi

자 신왼관리(1 M

Identification Managementl

8ign← On) 이라는 방식으로 즉， 여러

애이천트 기술 (Agent

Based

및 비밀번호 관리는 단일서영

웹 서비스 기관에

수행해주는 방식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Chess

그러나 웹에서의 사용

et a l., 2003)

(880: 8ingle

한번의 신왼확인으로 출입과 거래를

et a I.. 2003)

Application) 은 사람을 대신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에이전트는 동적으로 웅직이는 인간과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동작하기 가장 적
합한 솔루션이다

즉， 사람을 대신하여 가격비교 및 검색과 협상을 하고， 주식거래를 하는 기

술은 개별 기계마다 모두 프로세서가 부여되는 유비쿼티스 환경에서는 필수적인 기술이 된다

[Kwon et a l., 2004).
확산 컴 퓨팅

(Pervasive Computing)

가지 기법이 필요하다

의 전송이 순차적 (seriall 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연구그룹이

여러

지적인 기기 즉， 컴퓨터냐 컴퓨터 능력을 보유한 지능형 기기가 이동

하는 경우에는 고착형보다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난이도가 크다

의

이동 컴퓨팅의

유비퀴터스 컴퓨팅은 왼래

확산 컴퓨팅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정보

컴퓨터 이동 컴퓨팅 (Mobile

이릅으로 유비퀴터스 컴퓨팅의

Computing)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이동성

[B erger et a l., 2004; Lifton et a l., 2002)

임빼디드 기술 (Embedded technology) 은 인터넷과 연결된 임베디드 운영체제 (network

embedded
이

08) 의

개념이 일반화 될 것이다

즉， 개별기기가 모두 똑똑해져야 통신과 협업

가능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모든 기기 속에 운영체제와 개별 데이터 저장공간이 필요해친

다 [8atoh ，

2003; Kwon et a l., 2004)

〈표

휩σ

초 기

소술

렴퓨터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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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

비가시화

마이크로

컴뮤터

나노，영훌
기 억 잠

ÃI

륭

기 슐 /저 소 비 전 혁 회

개민민증기울

네트워크

유연

정속기술

·네 튿 워 킹

(seamless connection
인간

응용

인간과
직접

사울간

지능형

인터떼이스

망기반

기술

응용/미들웨어

- 9

기 술

보인기슐

(IP v6)

·징 치 접 속 기 술
수 동 ，능 동 형

젠 서

근거리무선기슐(무선랜
지 능 형

어1

01

.P2P/Grid
·윌‘ X M l.

기술

칩

고집쩍기슐，

전 트
기 술

R F 10

잉 /훌 력 기 술

*찢흉↑협홍g 훌웅훌

W

기술적 쟁점

1 무선주파수식별 (RFID) 기술
바코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 주자가 무선주파수식별<R FID-Radio

IDentification)

기술이다

혹은 전자태그라고도 부른다

Frequency

RFID 는 그것을 부착하고 있는 개

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반도체 칩과. 전파를 보내 칩의 정보를 무선으로 널리 퍼뜨리는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정

거리 내에

있는 판독기가 안테나에서

정보를 해독한 뒤 그 정보를 컴뮤터로 전송한다

나오는 신호를 받아

칩형 태그의 경우 현재 13.56MHz 의 칩이

대량 생산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유통과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될

의 칩은 최근
하고 있다

900MHz

대역

ALIEN. PHILIPS. MATRICS 등에서. 2 .4 5G 의 칩은 히타치가 소량 생산

현재 칩의 가격이 태그 가격의 약 40% 를 차지하고 있으냐 소형화와 패키지 조립

기술을 통해 향후 1 센트 이하수준까지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ifton

et

a l. 2002;)
RFID 는 초소형 반도체에 식별 정보를 넣고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 상품이나 동물 · 사람 등

을 판독·추적 ·관리할 수 있는 기숭이다

물류·유통·전자 지불·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가능하다‘ RFID 는 주파수 대역별로 인식 거리 • 데이터 전송 속도 • 가격 등에서 차이가

나는데

13.56MHz 대역은 교통카드 · 신분증 등에서 이미 상용화됐다

티미터로

짧다는

것이

단점이다

반면

최근

930MHz) 은 인식 거리가 길어 생산 자동화
특히 식별코드 관리기구인

기술

개발이

한창인

인식거리가 수십 센
900MHz 대역 (860-

유통과 물류 분야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EAN. UCC 에서 기존 바코드를 대체할 용도로 이 대역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그림

4. 1>

RFID의 구초

안테나 .IC회로， 안테나와 회로의 연결선， 안테나 보존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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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태그는 대략 A4 용지 1 장 내외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데 이는 바코드보다 훨씬
많은 정보량이다

뿐만 아니라， 바코드와는 달리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일정 반경 내에 있

을 경우 해독이 가능하고

한꺼번에 다수의 태그를 해독할 수 있으며， 이동체에 대해서도 해

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명체에도 부착할 수가 있어 응용분야가 다양하다고 하겠다

2. RFID 및 바코드
차세대 신원확인 기법으로 기존의 바코드와 RFID 가 경합중에 있으므로 양자간의 내용비교
와 분석이 필요하다
부착되어 있다

우선 바코드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오늘날 대부분의 상품에는 바코드가

검은 막대모양인 Bar 와 앞뒤의 흰 여백에 의한 명암의 차이와 선의 굵기 등

으로 O 과 1 을 나타내는 바코드는 상품의 제조엽체， 품명， 가격 등을 정확하고 간단하게 읽어
들일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바코드를 통해 입력한 정보는 판매한 물품에 대해 총금액을 계

산하고， 적정재고 유지. 효과척인 입출하 관리. 판매관리 등의 업무에 면려하다

바코드는 판

매 및 재고 관리 업무 분야 등의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병원의 환자 관리 카드， 서점의 서적
관리， 철도나 항공의 여객 및 화물 관리， 우체국의 우편물 관리 등 대량의 데이터플 신속하
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많은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한국유통정보샌터

http://www

eankorea. or. kr J
바코드의 심벌표현에

있어서는 각각의 코드 구분선 3 개가 마치 666 과 유사하다하여 종교

계와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에는 이러한 우려가 없다

단

이 부분은 구분 표시일 뿐 숫자가 아니다

물론 RFID 의 경우

RFID 칩의 생체이식 문제가 또 다른 미묘한 문제를 야기할 가

능성은 있다

3 바코드와 RFID 의 관계
바코드는 특정 상품에 속하는 각 개체들은 구별하지 못하며 동일 상풍에 속하는 모든 개체
에는 동일한 바코드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다

1 회성 소비로 끝나는 제품에

대해서만 적합한

이에 대해 해당 상품에 속한 개체의 사용이 1 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

속될 때와， 특정 개체에 대한 정보가 경우에 따라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의 바코
드로는 한계가 있다

씌블 예로 틀어보면

마찬가지로 바코드로 충분하다

서정에서

그러나 그 책이

잭을 판미1 힐 때는 백화점

도서관에서

계산대에서와

이용된 떼어)는 책이

출판될 때

부착되어 나온 바코드틀 쓰지 않고 도서관마다 새로이 바코드를 인쇄하여 사용하고 있다

도

서관에서 사용하는 바코드는 각각의 책에 대해 고유한데， 그것은 도서관의 목록 DB 와 연결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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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개개의 책을 각자 DB 내의 고유한 레코드로 연결시키기 위함이다
납

이렇게 하여 대출， 반

장서점검 등 도서관의 전반적인 업무에 사용된다
바코드의 또 다른 한계는 접촉식 판독방식이다

즉， 바코드의 경우 판독기를 바코드에 직접

접촉시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씩 꺼내서 접촉하면서 순차적으로 읽어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

고， 또한 이 과정은 주로 인간에 의해 수행되므로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 RFID 는 비접촉
식이므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비용에 있어서는 바코드가 l 원이내이고. RFID 는 100정도라는 차이가 현존한다
울론 보면화와 대량생산이 이루어질 경우 차이는 줄어들겠지만， 근본적인 비용차이는 엄존한
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1 회용 소모성 제품에는 바코드가 재활용성 중요제풍 이동성 제품 등

에는 RFID가 대안이라 하겠다

4. RFID

물론 유비퀴터스 컴퓨팅 환경에는 바코드는 해당되지 않는다

프라이버시 보호 기법

유비퀴터스 컴뮤팅의 확산의 장애로 등장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최대의 기술척 해결과제의
하나가 바로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이다 [J uels et a l..

2003)

주로 소비자 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문제로서 물류관리방식의 개선은 좋지만 소비자가 구입하고 난 이후까지 상품의 궤
적을 추적한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다

더 나아가 구입과정에서도 카트에 어떤 상

품을 당는지， 옷 크기나 기호품， 약의 종류 등이 타인에게 알려진다는 부분은 분명히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원전기술의 하나로서 다음과 같은

기법들이 소개되고 있다 [Rivest.

1) Kill tag

2004)

명령어 기법

MIT 의 Auto-ID 센터에 의하여 제안된 Kill 명령어 접근법에서는， 각 태그가 8 비트의 고유
한 패스워드를 갖고 있으며. 자신의 패스워드를 받을 경우 태그는 그 자신이 소거한다

그러

나 이 방법은 구현 시 준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Kill 명령이 제대로 완료 되었는지 확
인하기 어렵다는 점， 응용 방법이 제한된다는 점 등의 문제들을 가지고 았다

또한 패스워드

가 8 비트일 경우， 공격자가 2' 계산 안에 정확한 패스워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결점을 가지고
있다

2) 해시락 기법

이 기볍에서는 하나의 해시 함수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가로 구현될 수 있는데， 리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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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태그에

=H(K) 를

갖는다

K를

아래

값을 보낸다

metaID
때，

대한 키

가지고

그럼에서처럼

받은 키에

metaID 값과 같은 지를 판단한다

각각의

태그가

리더는 태그로부터

태그는 리더로부터

보낸다

있고，

태그는 키에

리더로부터

대한 해쉬

값을 계산하고 그 값이

metaID

받으연

응답으로

자신이

두 값이 일치할 경우에만， 태그는 자신의

4.2)

해시락 기법

meta ID

뼈→
←
때

〈그림

k

•
m{

-스닫늬므-

이

가지고 있는

ID 플 리더에게

공격자가 입의의 태그를 추적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3)

요청을

값

받은 metaID 와 관계된 키를 K에게 보낸다

비록 이 기법은 저가로 구현될 수 있지만

DD

접근

대한 해쉬

Tag

외부 재 암호화 기법

외부 재

암호화(E xternal

re-encryption

scheme) 에서는 공개키

암호방식을 사용한다

태그 데이터는 외부 유닛으로부터 전달된 데이터를 사용자가 사용 요챙할 때 재기록 된다
이 외부 유닛은 공개키 암호화가 많은 연산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태그만으로는 연산 처리가
어려우며， 이 작업은 대체로 리더에 의해 수행된다

태그의 결과 값은 각각 재기록 주기 안

에서 무작위로 보이므로， 태그의 결과 값을 도청하는 공격자는 긴 시간 주기 동안 태그를 추
적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기법은 암호화된 ID 는 일정하기 때문에 각 태그의 데이터는 반드시

자주 재 기록되어야 하는 어려웅이 있다

사용자의 행위를 통한 이런 작업은 다소 비현실적

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4)

플러커 태그 기볍

Kill 명령을 이용한 방식은 태그의 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사용자의

버시를 확설히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유용한 태그의 정보를 이후에 재이용하고자 하는 현

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저가의

RFID

프라이

또한 위에서 나열한 여러 방법이 현 시점에 있어

RFID 태그의 응용에 적용 가능한가의 의문을 안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시점의

기술을 적용하면서 보다 현실적으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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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자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야 할 시정부터 별도의 태그를 이용하여 공중파로 노출된

태그 정보의

(Bloker
이다

노출을 막아보고자 하는 방안이

Tag) 라는 별도의

제안되고 있다

이

방안에서는 플러커

태그

태그를 보호하고자 하는 태그에 용도별로 별도로 부착하는 형태

이때 블러커 태그는 보호하고자 하는 태그의 정보를 얄아내고자 하는 공격자의 요청에

대해 실제 태그와 갇은 정보로 응답하되， 특정 태그 정보가 아닌 전체 태그 정보를 전달하는
형태로 공격자가 특정태그 정보를 찾지 못하는 방법이다
러커 태그 방안이

이 방법의 유용한 또 다른 점은 블

임의의 공격에 대응해 보호받을 태그의 범위를 이진트리의 특정영역으로

세분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호영역 자체를 다중 프라이

버시 영역 (Multiple Privacy Zone) 으로 나눠 2 진 트리의 탐색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

더

불어 관리하고 자하는 제품에 대해 태그의 영역정책 (Zone Policy) 을 적용해 다양한 보호 정
책을 펼 수 있다

열죄고리나 시계 등에 블러커 태그를 넣으면， 태그를 죽이거나， 암호화 하

지도 않고， 보호영역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Juels

V.

et a l.. 2003J

유비퀴터스 컴퓨팅과 비즈니스

전자태그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유비퀴터스 비즈니스의 주요 개염인 고요한 상거래 (silent
commerce) 를 가능케 한다
는 것이다

고요한 상거래는 전자상거래의 주체가 사람이 아닌 사물이 된다

예를 들연 백화점 고객관계관리 (CRM) 시스랩에 고객의 취향정보를 입력하면 고

객이 백화점의 특정 매장을 지날 때 고객이 원하는 물건에 부착한 무선태그의 정보가 고객의
PDA나 휴대폰을 통해 자통으로 전달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Weiser ‘ 1999; Satoh.

2003J
RFID 기술을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이 하나 둘 증가하고 있는데 RFID 기
술을 도서관에서 응용할 경우 특히 실무자의 업무효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한다

도서

관에서 RFID 로 무인대출반납기를 사용하면 대출， 반납 과정에서 사서 없이 이용자 스스로
여러 권의 도서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와 사서 모두 편리하다

특히 장서

점검의 경우 기존의 바코드 시스뱀에서는 책 한권 한권이 적합한 서가에 제대로 꽂혀있는지 1
분실된 책은 없는지 일일이 수작업으로 살펴보아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펼요했

지만 RFID 시스템에서는 장서점검기로 서가릎 지나가기만 하연 장서점검이 완료되기 때문
에 장서점검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줄 수 있다

RFID 는 주차관리시스템. 기록계측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지능형 교통시스템.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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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가축인식시스템， 공장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RFID 가 상용화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애 또한 많다
보. 사생활 침해

방지

등이

그것이다

규격의 표준화

그러

가격경쟁력의 확

그러나 이러한 장애가 효과적으로 극복되어

RFID 의

이용이 활성화되면 생활편익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불류를 개선하며， 위조나 도난을 방지

하는 등 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태그는 모양이나 크기가 다양하다
직경이

연펼심만큼 작으며 길이는

은 히타치가 개발한

‘

Meu

동물을 추적하기 위해 피부 아래에 이식된 태그는

1 cm 밖에

안된다

현재 가장 소형인 상용

칩’으로 크기가 0 .4 x 0 .4 x O.06mm 에 불과하다

간과 128 비트 ROM 을 갖고 있으며 가격은 10-20 센트다
자태 그 기 술개 발 프로젝 트는

MIT

Auto-ID 센터 의

RFID

태그용 칩

38 자리의 메모려공

또 가장 대표적인 유비쿼터스 전

.The lnternet of Things

다

이 는 인터

넷과 인터넷 비슷한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태그가 부착된 아이템을 왼거리에서 실시간 감지하

는 개념이다

전자태그는 동물의 옥걸이에 이식되거나 붙일 수도 있다
을 때

스마트 태그는 그것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애완동물이 도망가거나 잃어버렸

어떤 애완동물은 태그가 신호를 주었을 때

병령에 따르도록 교육할 수도 있다 전기 울타리라고 불리는 애완통물에 대한 RFID 시스템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다

이 제품은 미리 정의된 지역의 전자기적인 영역을 벗어냐는 경우 애

완동물에 전기적 충격을 준다스마트 세당 시스템은 재료항목이 세탁기 안에 있는 동안 그것에 붙여진 태그에 포함된 명
령을 읽는다

。l

시스범은 세탁명령에

수에 대한 계수를 유지한다

따라 세탁기를 제어한다

태그는 재료항목의 세탁물

자동으로 접고 정렬하는 기계는 태그에 저장된 포장과 정렬 명

령에 따라 재료항목을 접고 정별한다

니트 옷을 위한 부드러운 직물 신축성

센서 태그는 옷

을 포장하고 정렬할 때 주의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전자태그가 부착된 책 · 비디오테이프 등은 자동 목록제어시스템을 가능케 한다
터베이스는 모든 도서들을 추적하고 그들의 순환상태 정보를 유지한다

빔에 따라 대출된다

목록 데이

도서는 자가점검시스

RFID 태그를 읽고 자동으로 도서반납을 검사하는 스마트 반납함 안에

그것을 넣는 것으로 도서반납이 완료된다
스마트 약제함과 결합된 약이나 약통에 부착된 태그는 병왼과 양 i료원에서
감시와 제어를 가능케

측정한다

한다

약 소비에 대한

작은 약제함은 태그가 부착된 약을 식별하고 소비상태를

직접

사용자를 자동으로 식별함으로써 환자가 약을 복용하는 시간과 빈도 등을 추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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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태그가 상용화되연 고객은 컨베이어 벨트에 구입한 울품을 일일이 올려놓을 필요가 없
다

물품은 카트에 머무르면서 탐지기가 자동으로 카트를 검사하고 가격을 순간적으로 계산

한다

RF검출기와 내장된 컴퓨터를 가진 스마트 냉장고는 썩기 쉬운 음식의 내용물과 유통

기한을 정확히 알고 있다

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음식과 냉장고의 상태에 대한 메시지를 보낸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 냉장고는 자동으로 부족한 물품에 대한 주푼도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역을 정리하여 고요한 상거래의 발전모델로서 다음과 같이 3 단계로 보기도 한다
물건 자체가 제자리에서

이동되면 자동으로 알려 도난을 방지하는 개별시스댐 단계 (stand

a!one system). 매장 전체나 창고에서 재고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알려주
는 실내시스템 단계 (four

walls app!ication).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장바구니에 당긴 물

건이 자동으로 한꺼번에 계산되는 확대시스댐 단계 (open systems) 이다 [Satoh.

〈표

5.1)

2004)

유비퀴터스 관련 비즈니스의 발전모덜

단계

비즈니스 단계

1 단계

개별시스뱀

물건이 제자리에서 이동되면 자동통보로 도난방지

2단계

실내시스템

매장이나 창고의 재고풍정보를 실시간으로 통보

3단계

확대시스템

시장바구니 및 차 속의 물건이 자동으로 계산

기능

VI. 결 론
유비퀴터스 컴퓨팅은 컴퓨터기반 정보시스멈의 개엽과 비즈니스의 틀을 바꾸어 놓을 것이

라고 예상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컴퓨터의 소형화， 그리고 여려 제반 기술의 발
달은 여러 가지 가전기기와 컴퓨터가 결합하여 유비퀴터스 컴퓨팅에서 제안하는 환경으로 나

아갈 것은 자명하다

유비퀴터스 컴뮤팅 환경은 빠른 네트워크 속도와 발전된 계산 능력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멀티미디어 매체들을 생활 속에서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표현 및 공유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웹 공간의 비즈니스 빛 유비퀴터스 컴퓨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값싸고， 저전력의 가
벼운 컴퓨터 하드웨어들을 위해서는 MEMS 기술의 적용과 이틀을 연결해 주기 위한 고속의

무선통신 환경이 요구되며， 또한 추적장치 및 센서 등은 매우 빠른 반응 속도를 보여주어야
하고， 시각화도구 (disp!ay) 는 사람의 눈이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의 높은 해상도를 지왼해야
한다

빠른 속도의 CPU 와 빠른 네트워크 환경 및 정보인식(i dentifìer) 및 데이터처리기술，

그리고 사용자의 안전한 거래를 위한 보안기술 등이 핵심적인 원천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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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 중심동력 (driving force) 으로서

유비퀴터스 컴퓨

팅의 제반 기술적 요소들과 인프라 등에 대해 이상과 같이 분석했으며， 또한 비즈니스적 쟁
점들 그중에서 RFID 와 바코드의 관계.

lPv4 및 lPv6. RFID 보안기술상의 쟁점， 그리고

유비퀴터스 비즈니스관련 비즈니스 양상에 대해 기술하고 유비퀴터스 비즈니스의 발전모형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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