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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업장 현황 (국내: 전국 6개소, 해외: 63개

국)

•부산 지점

• (서울) 본사

• (평택) 물류센터

• (동탄) 기술 연구소

• (나주) 공장

나주공장 샌산제품
*  산업용 테이프
*  아기 기저귀용 테이프
*  의료용 제품, 가정용품
*  광고용 필름, 통신용 제품
*  사무용 제품, 정전기 방지 제품
*  전기, 전자 제품, 자동차용 제품
*  디스플레이 휘도 강화 필름

나주공장 샌산제품
*  산업용 테이프
*  아기 기저귀용 테이프
*  의료용 제품, 가정용품
*  광고용 필름, 통신용 제품
*  사무용 제품, 정전기 방지 제품
*  전기, 전자 제품, 자동차용 제품
*  디스플레이 휘도 강화 필름

ISO 9002 인증 획득 (1995.7)
ISO 14001 인증 획득 (1998.3)
QS 9000 인증 획득 (2002.2)

ISO 9002 인증 획득 (1995.7)
ISO 14001 인증 획득 (1998.3)
QS 9000 인증 획득 (2002.2)

• (화성) 공장 • 설립 : 1977년 9월

(두산 합작)

• 매출액 : 1 조1천억원

• 종업원 수 : 1,590 명

• 자본금 : 200 억원

• 해외 수출 : 566 억원

• 조직 : 8 개

사업본부

9 개

지원본부

30년 전통의

도서관 RFID

전문기업

한국쓰리엠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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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폐가제에서 개가제로 전환

분실방지 시스템 도입

• 1990년대 바코드 도입과 도서관 전산화

빠른 반납기, 자동 대출 반납 시스템 도입

• 2000년대 도서관 자료의 순서 섞임 문제

(자료 증가와 장서관리의 문제점 대두)

RFID 시스템 도입

도서관 RFID 시스템의 도입 배경

RFID 시스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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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대역 별 RFID 적용 분야

150MHz125KHz (LF)

13.56MHz (HF) 900MHz (UHF)

2.45, 5.8GHz

125KHz   13.56MHz                    150MHz                     900MHz     2.45GHz

주파수별 RFID 적용분야

RFID 시스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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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세계
표준 준수

도서관에 적정한
인식거리

및 안정적인 기술
13.56MHz

건강에 중요한
안전 인증

도서관에 적합한
사용연한

및 뛰어난 내구성
최소 30년 이상 사용

현재 및 미래를 대비한
충분한 태그 용량

자료 보존용
접착제

RFID 시스템의 특징

도서관 적용 RFID 시스템의 기술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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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ve Tag (능동형 태그)
– 가격이 고가이고,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며, 성능이 유한한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 

대신 인식 거리가 길고 비교적 인식 성능이 좋다. (도로 통행료 징수에 사용)

• Passive Tag (수동형 태그)
– Low, High, Ultra-high의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도서관에서는 기

능성과 인식 거리를 고려하여 고주파(HF) 주파수 대역을 사용한다. 

– UHF에 비해 비교적 짧은 인식거리를 갖는 HF시스템은(13.56MHz) 자동 대출, 
반납 시스템과 분실방지 시스템 등에서 편리하고 정확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며, 
낱개 단위의 아이템 인식에 적합한 인식 기능을 제공한다.

• 내구성과 가격
– 생산 후 몇 개월 내에 판매되는 물류용 태그는 내구성 보다 가격에 초점을 둔다. 

하지만 도서관과 같이 오랜 기간 사용이 요구되는 태그는 보다 뛰어난 내구성이
요구되며, 가격 또한 물류용 태그에 비해 비쌀 수 밖에 없다. 

RFID 시스템의 특징

능동형과 수동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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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의 용량
– 일반적인 도서관용 태그는 13.56MHz -512bit의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다. 하지

만 많은 도서관들이 미래의 새로운 적용 분야에 따른 추가 정보 입력에 대비하여
최대 1,024 bit ~ 2,048 bit 정도의 태그를 도입하고 있다.

(900MHz - 96bit – 알파벳 12자, 128bit – 알파벳16자) 

• 읽기/쓰기/다시 쓰기
– 종종 발생하는 잘못된 태그 정보를 수정하거나 미래의 표준안을 적용하기 위해

서는 태그의 다시 쓰기 기능이 필수적이다.

• RTF vs TTF
– Reader Talk First 시스템은 리더에서 보내는 두 번째 명령 신호에 따라 태그가

아이디와 적절한 데이터를 리더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리더가 먼저 데이터를 요
청하는 방식이다. 현재 대부분의 RFID 시스템이 RTF방식을사용하며, 
ISO18000-3 표준에 적합한 방식이다.

– Tag Talk First 시스템은 태그가 리더의 전력 송출 신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TTF 시스템이 도서관 RFID 시스템 기능에 (자료순환, 
장서점검, 분실방지 등)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확연한 응답속도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시스템은 RTF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ISO
역시 RTF 방식을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태그의 용량 및 읽기/쓰기 기능

RFID 시스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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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의 의미
– 컴퓨터와 바코드 시스템과 같이 처음 개발되어 판매될 때에는 서로 다른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호환이 가능한 표준을 만들고 이
에 따라 표준화된 시스템을 생산하게 되어 시스템 호환이 가능해 진다.

• 국가별 표준
– 최근에는 국가별로 도서관 RFID 표준을 제정하여, 표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즉 13.56MHz를 이용한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같은 나라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별 표준 제정에 따라 3M에서는 이미 국
가별 표준에 맞도록 3M RFID 시스템을 호환 시키는 작업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표준이 제정되는 나라는 그에 맞도록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할 것이다.

• 세계 표준
– “Air protocol”에 대해서는 ISO18000-3 mode1과 같이 이미 ISO 에서 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데이터 구조 또는 사용처 별 표준안 등은 논의 중에 있다. 

• 이러한 국가 또는 세계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추후 표준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가 가능한 회사의 RFID 시스템 및 태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서관 RFID 시스템의 표준화

RFID 시스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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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표준화 동향: Finland, Netherlands, Denmark, France 등에
서는 13.56MHz 시스템으로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RFID 시스템의 국
가 표준을 공표 하였고, 3M에서는 이러한 국가별 표준에 맞도록 3M 
RFID 시스템을 호환시킴. 

• 미국에서는 아직 국가 표준을 공표한 상태는 아니지만 NISO 
(National Information Standard Organization) RFID Working 
Group에서 2007년 12월에 발표한 자료에는 도서관에서 13.56MHz
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900MHz의 경우 적용 분야가 도서관이
아닌 팔레트 추적 등의 다른 분야임을 강조하고 있음.

국가별 도서관 RFID 표준화 동향

RFID 시스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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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적용RFID 시스템의 기술적인 특징
– NISO (National Information Standard Organization)에서 권장하는 도서관 RFID 표준의 일부 내용을 발

췌해 보면 다음과 같다.

– viii 페이지 Summary of Recommendations의 중간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2) In libraries, 13.56MHz High Frequency (HF) tags should be used.”
– “2) 도서관에서는 13.56MHz의 고주파 태그가 사용 되어야 한다.”
– 즉, 미국NISO에서는 13.56MHz 태그를 도서관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 그리고 46페이지 상단 부분의 Ultra High Frequency (UHF) 860-960 MHz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The UHF frequency offers greater read range than other frequencies, but is adversely affected by 
moisture and cannot read tags shielded by the human body. The presence of metal also creates 
reflective surfaces that can dramatically degrade the performance of these systems. UHF antennas 
are tuned to receive RFID waves of a certain length from a reader, just as the tuner on the radio in 
a car changes the antenna to receive signals of different frequencies. When UHF antennas are 
close to metal or metallic material, the antennas can be detuned, resulting in poor performance. 
The main applications for UHF are pallet and case tracking for supply chain logistics and vehicle 
tracking;”

– “UHF 주파수는 다른 주파수들에 비해 훨씬 긴 인식 거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습기의 영향에 의해 인식거
리가 줄어들고 사람 몸에 의해 쉴딩 된 태그는 인식하지 못한다. 금속 물질에 근접하게 될 경우에도 이 시
스템의 성능이 현저하게 감소한다. UHF안테나는 자동차의 라디오 안테나가 다른 주파수 신호들을 수신
하기 위해 바뀌는 것처럼 리더로부터 특정 거리의 RFID 파를 수신하기 위해 조정된다. UHF 안테나가 금
속 또는 금속 함유된 물질에 가까이 가게 되면, 안테나가 전파를 제대로 수신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나쁜
성능을 나타낸다. UHF의 주요 적용분야는 물류용 팔레트와 케이스 추적 그리고 자동차 추적 등이다.”

– 즉, UHF는 금속과 습기에 약하며, 인체에 의해 쉴딩 될 경우 인식이 불가능 하다. 따라서 도서관 보다는 물
류용 팔레트와 케이스 추적 등에 적합하다.

NISO 권장 도서관 RFID 표준

RFID 시스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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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태그가 똑같이 생산되는 것은 아니다.
– 앞에서 언급한 ISO18000-3 표준이 태그의 품질 또는 사용의 편리성 등에 대한

표준은 절대 아니다.

• 도서관 환경에서 요구되는 태그의 품질
– 사용 연한: 자료가 폐기 될 때 까지

– 열악한 사용 조건: 

• 자료가 이용자에게 대출 된 후 반납될 때 까지, 높은 온도와 습도 등
에 노출될 경우 태그에 주어지는 스트레스

– 물리적인 스트레스:

• 일반 단행본 도서의 경우 태그가 부착된 부분의 지속적인 휘어짐과
구겨짐, 떨어짐 등에 의한 태그의 물리적인 스트레스

• Accelerated Aging test
– 전자 산업의 테스트 표준에 따라 시험

– 일정한 높은 온도와 습도에 노출시키는 방법

– 사이트에서의 실제 사용 경험이 시험 데이터의 유효성을 높임

– 최소 100일이 넘는 테스트 기간 필요

RFID Tag의 품질 (내구성)

RFID 시스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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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은 다양한 이용자와 관리자 그리고 장애우가 같이 사용하는
공간 이므로 건강과 안전 및 접근성 그리고 나아가 환경에 대한 고
려가 충분히 선행되어야 한다.

• 현재 국내에서는 기기간의 상호 영향에 대한 인증만이 이루어 지는
반면, 외국에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미국의 경우 UL 
(Underwriters Laboratories)을 통하여 제품의 안전성과 장애인의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테스트 하여 인증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 

• 3M에서 판매하는 모든 RFID 제품은 UL, CE 등을 통과한 인증제품
으로 사용상 안전에 문제가 없는 제품이다.

• 이뿐만 아니라 3M RFID 시스템은 모든 제품이 제조물 책임법인 PL
법관련 보험에도 가입하여 혹여 제품 사용도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에 대비하고 있다.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고려

RFID 시스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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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국내 인증 해외 인증 비고

RFID 태그 대상 품목 아님 대상 품목 아님

자동 대출 반납기 O O

사서용 대출 반납기 O O 입력 기능 포함

장서 점검기 O O

분실 방지기 O O

대형 정보 입력기 O O

자동 반납기 O O

비고: 국내 인증- MIC 인증, 해외인증-UL,CE,FCC 등
한국쓰리엠 주식회사 인증 현황
ISO9002 
ISO14001 
QS9000 
PL법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보험 가입

RFID 시스템의 특징

제품별 인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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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수: 도서관 환경에 적절한 인식거리를 이용하여 대출/반납, 장서 점검 등에
적합한13.56MHz를 사용 한다. 현재 국내 출판유통 사업 및 전세계적으로
도서관 표준으로 13.56MHz의 주파수 대역이 채택 되고 있다.

– 사용 연한: RFID 시스템의 생명은 태그 이므로 태그의 사용연한이 부착자료의
사용 연한과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

– 내구성: 도서관 대출/반납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격 (떨어짐, 구겨짐), 
습기, 급격한 온도 변화 등을 고려하여 내구성이 뛰어난 태그를 사용 해야
한다.

– 표준화: 현재 13.56MHz의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ISO15693, ISO18000-3을
만족하는 태그를 사용해야 추후 국가 표준 채택 시 호환이 가능하다. 

– 접착제: 자료 보존용 산화방지 접착제를 사용하여 장기간 사용하여도 자료가
훼손되거나 접착부위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

– 태그 용량: 추후 업그레이드 및 별도의 데이터 사용을 감안해 최소 1,024bit 이상의
용량을 가져야 한다.

– 다시 쓰기: 잘못 입력한 등록번호를 수정하거나 추후 국가 표준 적용을 위해서는
태그의 읽기, 쓰기 뿐만 아니라 다시 쓰기 기능이 적용 되어야 한다.

– 안전 인증: 이용자, 관리자 및 장애우 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사용상 기기간 간섭 및 안전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다.

RFID 시스템의 특징

도서관 적용 RFID 시스템의 기술적 특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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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대출/반납

이용자 출입관리

RFID Tag 정보 입력

사서 대출/반납

자동 반납

분실 방지

장서 점검

디지털 사인
(전자게시판)

RFID 시스템 구축 제안 – RFID 전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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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태그 사용연한 및 내구성 테스트 결과
2007년 6월 ALA (미국 도서관 협회) 발표 자료

부착 자료의 수명이 다 할 때 까지 성능이 보장되어야 함

ISO 18000-3 Tags - 65C/95RH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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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시스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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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대출/반납

이용자 출입관리

RFID Tag 정보 입력

사서 대출/반납

자동 반납

분실 방지

장서 점검

디지털 사인
(전자게시판)

RFID 시스템 구축 제안 – 분실 방지 기능 강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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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시스템 구축 제안

RFID 멀티미디어 자료실의 구성

장서 점검기:
멀티미디어 자료의
오 배열 수정기능
및 자료 검색, 찾기,
자료 수집 기능 제공
(정확한 서가 구현)

디지털 사이니지:
전자 게시판 기능
및 이용자를 위한
간략 정보 확인
기능 제공
(재미있는 자료실)

자동 대출 시스템:
한대의 기기에서
자동 대출 및 자리
배정을 동시에 구현
(멀티실 자동화 구현)

RFID Tag:
멀티미디어 자료의
자동 처리 기능을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분실 방지 기능 제공.

(자동화 및 분실 방지)

사서용 대출/반납기:
RFID 태그가 부착된
자료의 사서를 통한

대출/반납 기능 제공.
자료 순환 및 정보 입력.

(편리한 대출/반납)

분실 방지 시스템:
멀티미디어 자료의

분실 방지 기능을 제공.
내장형 이용자 카운터

기능 및 고장 진단 기능.
(분실 방지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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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멀티미디어 자료실 자동화의 걸림돌
1. 도서에 비해 비교적 고가의 자료들을 취급하여 분실 우려 높음

2. 분실 방지의 어려움으로 대부분 폐가제로 운영함

3. 도서와 달리 미디어 자료는 자료 내용의 미리 보기가 어려움

4. 도서 자동 대출 시스템과는 달리 관내 대출만 가능 해야 함

5. 자동 대출 시스템과 자리 배정 시스템이 동시에 운영되어야 함

3M 멀티미디어실 자동화 솔루션
1. 자동 대출 시스템과 연동된 자리 배정 시스템

2. 도서 자료와 동일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분실 방지 시스템

3. 자료의 미리 보기가 가능한 디지털 사인 시스템

4. 보다 편리한 RFID 대출/반납/장서점검 솔루션

5. 멀티미디어 자료실의 개가제 운영 가능 솔루션

RFID 시스템 구축 제안

RFID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자료실 자동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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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 디스플레

이
• 멀티미디어 자료와 같이 내용을 손쉽

게 볼 수 없는 자료의 요약 정보를 멀
티미디어 파일로 보여 줌. (줄거리, 동
영상, 스냅샷 등)

•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손쉽게 선택
할 수 있고, 동영상과 스냅샷 같은 멀
티미디어 자료들은 이용자의 흥미를
유발하여 자료 이용 증대 효과가 있다.이용자 안내 및 공지 사항 표시

• 평상시에는 이용자 안내 화면 및 오늘
또는 금주의 공지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전자
게시판 역할을 수행함.

• 가로형 디스플레이에 비해 세로형
디스플레이는 주목성 면에서 탁월한
기능을 제공함.

3M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은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RFID 시스템 구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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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 디스플레

이
• 멀티미디어 자료와 같이 내용을 손쉽

게 볼 수 없는 자료의 요약 정보를 멀
티미디어 파일로 보여 줌. (줄거리, 동
영상, 스냅샷 등)

•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손쉽게 선택
할 수 있고, 동영상과 스냅샷 같은 멀
티미디어 자료들은 이용자의 흥미를
유발하여 자료 이용 증대 효과가 있다.이용자 안내 및 공지 사항 표시

• 평상시에는 이용자 안내 화면 및 오늘
또는 금주의 공지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전자
게시판 역할을 수행함.

• 가로형 디스플레이에 비해 세로형
디스플레이는 주목성 면에서 탁월한
기능을 제공함.

3M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은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RFID 시스템 구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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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대출 시스템 + 좌석 배정 시스템

RFID 시스템 구축 제안

M8410SAS 자동 대출기

M895 사서용
대출/반납기

대출/반닙 카운터 PC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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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시스템 구축 제안

멀티미디어 자료 대출 시 이용자 동선 구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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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시스템 구축 제안

경희대학교 멀티미디어 자료실 설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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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Signage Seminar Sep. 2007
RFID 시스템 구축 제안

© 3M 2008.  All Rights Reserved.

Digital Signage in Exhibition Oct. 2007
RFID 시스템 구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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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분실 방지 분야와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정보관리 솔루션의
리더인 3M과 파트너가
되십시오.

사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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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안정성
: 장비설치 후 회사도산으로 서비스 불능초래

• 대출반납 업무에서 탈피, 
이용자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다.
(이용자는 기다리지 않고 도서관 이용가능)

• 평소에 장서관리를 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정확한 도서관을
운영하고 민원을 감소시킬 수 시킬 수 있다. 

• 태그의 내구성
• 자료관리의 종합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의 제품
- EM : 감응테이프, 분실방지기,감응제거재생기,자동대출반납기
- RF : 태그, 분실방지기, 사서용대출반납기, 자동대출반납기 등

• 안전에 대한 인증 : FCC, UL, CE 등
(인체유해 유무를 인증 받아야 판매가능)

• 제조물 책임법
: 이용자 피해발생 시 도서관이 아닌 제조사가
모든 피해를 책임 짐

• 경제성
• 전국에 걸친 체계적인 서비스
: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처리 가능

RFID 제품선정時 고려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