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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품 이력추 을 한 EPC Network기반 EPCIS Capturing 
Application 개발

Implementation of EPCIS Capturing Application for Finished Goods Trace 
History in EPC Network

김 진 석1 신 용 태2*

Jinsuk Kim Yongtae Shin

요    약

RFID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 하기 해서는 자체 으로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 을 하거나 표 에 입각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

이 있다. RFID 시스템을 자체 으로 운 을 하고자 한다면 자체 으로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 

회사 는 거 에서 시스템 연계  데이터 연계를 해서는 표 을 수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본 논문은 국제 민간표 기구
인 EPCglobal의 EPC Network 기반으로 RFID를 용하기 한 요소  EPCIS Capturing Application을 제안한다. EPCIS Capturing 

Application은 리더와 미들웨어에서 송된 데이터를 수신하여 EPCIS에 송하기 한 메시지를 생성하여 EPCIS에 송하는 역할을 

한다. 본 논문은 장에서 사용하기 해 구 한 시스템으로 고정형 RFID 리더에서 사용하는 ALE Interface 뿐만 아니라 휴 형 RFID 

리더와 같이 ALE Interface를 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Capture Interface도 제안한다. 이에 본 논문은 RFID가 

용된 완성품 이력추 을 한 EPCIS Capturing Application을 제안한다. 제안된 EPCIS Capturing Application을 통해 RFID 시스템을 

EPCglobal 표  기반으로 용하고자 하는 모든 시스템에 활용 할 수 있게 된다.

☞ 주제어 : 자상품코드, 캡쳐링 어 리 이션, 미들웨어, 자동인식, 이력추

ABSTRACT

Operating on its own to develop a system or based on the standard to setup and operating of RFID System. If you want to operate 

RFID system yourself then It is no problem to use its own to develop a system. but have to implementation RFID System based standard 

for the system integration and data linkage in multiple companies or base. In this paper, I propose an EPCIS Capturing Application of 

the element for applying an RFID-based EPC Network as an international civil standards organization EPCglobal. EPCIS Capturing 

Application generation is a message for transmission to EPCIS receives the data transmitted from the reader and middleware to serve 

to transfer the EPCIS. This paper also proposes Capture Interface capable of receiving the data of the equipment does not use the 

ALE Interface as a portable RFID reader ALE Interface, as well as used by the RFID reader to implement a fixed system for use in the 

field. In this paper, we propose a EPCIS Capturing Application for tracking the history RFID is applied to the finished product. It is possible 

to take advantage to be applied to all systems based on the EPCglobal standard through proposed the EPCIS Capturing Application.

☞ keyword : EPC, Capturing Application, Middleware, RFID, Trace

1. 서  론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무선 주 수 인

식기술로 20세기 반에 개발되어 1990년  말에 재고 

리  공  체인 리 등에서 사용됨으로써 두각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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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낸 기술이다. 과거의 시스템은 개별 인 실체를 인식할 

수 없었지만 이제 RFID를 통해 모든 물체들이 무선 네트

워크상에서 인식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한 RFID 

기술은 여러 분야에 쉽게 용할 수 있는 범용성과, 기존 

산업의 인 라에 큰 수정을 가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용 시킬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이런 RFID 기술은 반도체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꾸 히 발 해왔으며, 은 비용으로 제품 손실을 

방지하고 물류 상의 오버헤드(overhead)를 이기 한 

목 으로 물류, 유통 등의 다양한 분야에 용되고 있

다.[1,2] RFID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 하는 방법은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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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표 을 수한 시스템을 구성하거나 EPCglobal 표

을 수한 시스템 구성할 수 있다. 한 표 을 무시하

고 자체 으로 개발하여 운 할 수 있다. 타사  타 공

망과 계없이 자체 으로 시스템을 운 한다면 자체

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세계 공통 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자 한다면 표 에 입

각한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국제 민

간표 기구인 EPCglobal 표 에 입각한 EPCIS Capturing 

Application을 제안한다. EPCIS Capturing Application은 미

들웨어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RFID 데이터 장소인 

EPCIS에 데이터를 송하는 역할을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련 기

술을 정의하고, 제 3장은 EPCglobal 표 기반 EPCIS 

Capturing Application를 제안한다. 제 4장에서는 구   

실험결과를 통해 시스템을 검증한다. 제 5장에서는 결론

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련 연구

2.1 RFID 구성 요소

2.1.1 EPCglobal EPC Network

21세기형 차세  정보 인식을 목 으로 MIT, UCC, 

P&G 등 46개의 력사가 공동으로 1999년에 설립된 

auto-ID 센터에서는 스마트 태그를 각종 상품에 부착해 사

물을 지능화하여 사물 간, 는 기업  소비자와의 통신

을 통해 자동화된 공 망 리 시스템 구축을 한 기술

을 개발하 다. 이를 표 화하고 상용화하기 하여 설립

된 EPCglobal에서 EPC Network를 제안하 다. EPCglobal 

Network는 EPC, ID System(RFID Tags and Readers), EPC 

Middleware, EPC Information Service(EPCIS), Discovery 

Services로 이루어져 있다.

EPCglobal Network의 동작은 먼  유통망에서 특정한 

품목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계된 EPC 태그가 

품목에 부착된다. 물품에 부착된 EPC 태그는 RFID 기술

을 사용하여 자신의 고유 번호를 EPC 리더기에 달한

다. 리더기는 수집된 태그 값을 EPC Middleware로 송한

다. EPC Middleware로부터 태그 이벤트를 받고, EPC 

Middleware로부터 발생하는 정보에 기반을 두어 track & 

trace 이벤트들을 생성하며, 추후 사용을 비해 로컬 데

이터 장소에 장한다. 한, EPCIS는 주어진 EPC에 

한 정보를 통합하는 허 역할을 한다.[3]   

2.1.2 Application Level Events

Application Level Events(ALE)는 정제되고 수집된 태그 

데이터를 EPCIS Capturing Application에게 달하고 제어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신된 이벤

트들은 비즈니스 응용 내에서 치 L, 그리고 시간간격 

T1 과 T2, 수집된 EPC들이다.  시간 간격 T1과 T2는 하나

의 팔 트 벨 EPC와 100 이스 벨 EPC들이 인식된 

시간 간격이다. 수집된 EPC들은 복되지 않고 정제된 

데이터이며 EPCIS Capturing Application 표 에 맞춰 

송한다.[4]

2.1.3 EPCIS Capturing Application

EPCIS Capturing Application은 캡쳐링 애 리 이션은 

ALE로부터 수신한 ECReport에서 EPC와 련된 정보(읽

는 시각, 읽는 치 등)를 조합하여 EPCIS 이벤트로 가공

하여 EPCIS에 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생성하는 

EPCIS 이벤트의 수는 수신된 ECReport의 EPC수에 종속

이므로 읽 진 모든 EPC를 EPCIS 이벤트로 가공한다. 

EPCIS에 장된 EPCIS 이벤트는 RFID 태그의 이동 흐름

을 명시 으로 표 한 것으로써 다양한 이동 지 을 지

나면서 발생된 EPCIS 이벤트들이 모여 특정 RFID 태그

에 한 이력 정보를 만든다. 이러한 캡쳐링 애 리 이

션은 정확하고 신뢰성이 보장된 EPCIS 이벤트를 생성해

야 한다.[5]

2.1.4 EPCIS

EPCIS는 상품 정보를 리하고 정보제공 요구가 있을 

때 이를 PML((Physical Markup Language)물리  마크업 

언어: Postscript, LaTex, troff, etc.)로 표시하여 제공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다. PML은 리더로부터 읽어 들인 태그 

정보를 어 리 이션 시스템( ; ERP, SCM)에 통일 된 

형태로 달하기 한 통일된 문법( 는 language)으로 

Auto-ID센터에서 제정한 것이다. 리더 정보를 ERP 등으

로 보내려면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 형태가 

당한데, XML의 문법만으로는 표 이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한다는 개념이다.[6]

2.1.5 CBV 1.1

CBV(Core Business Vocabulary) 표 은 EPCIS 표 과 

함께 쓰이는 다양한 어휘 요소와 그 값을 지정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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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었다. EPCIS 표 에서는 기업 내  기업 간 정보 

교환 메커니즘을 정의한다. CBV를 사용하여 EPCIS 데이

터를 공유하는 모든 계자가 해당 데이터의 시맨틱

(Semantic) 의미를 공통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표

의 어휘식별자  정의가 마련되었다.

이 표 은 식별자(Identifier) 구문(Syntax)  구체 인 

어휘 요소의 값과 비즈니스 단계(Business step) 식별자, 

성질(Disposition) 식별자, 비즈니스 거래 유형, 원료 리스

트  완성품의 표  어휘에 한 정의를 포함한다. 한 

표 에서는 개체(Object), 치(Location), 비즈니스 거래

(Business transaction), 원료 리스트와 완성품(Source/ 

Destination)에 한 식별자 구문  변화(Transformation)

에 한 옵션을 제공한다. 그리고 표 에서는 사이트 

치, 하  사이트 유형, 하  사이트 속성, 하  사이트 세

부 사항을 비롯하여 물리  치를 설명하는 마스터 데

이터 속성  값을 제공한다.[7]

2.1 EPC Network의 Business Process

2.1.1 EPC Network의 Business Process

EPCIS에 Business Process를 용하여 데이터를 송하

기 한 연구는 국내외 연구에서 이미 진행되었다.  

Flexible Capturing Application for Enhanced Generation of 

EPCIS Events[8]는 ALE에서 수신한 데이터에 Business 

Process에 맞는 CBV를 용하여 EPCIS에 송하는 내용

을 제안하 다. RFID Business Aware Framework for 

Business Process in the EPC Network[9]에서도 EPC 

Network에서 Business Process를 용한 로세스를 제안

하 다.  Business process analysis and simulation for the 

RFID and EPCglobal Network enadbled supply chain: A 

proof-of-concept approach[10]에서는 Business Process의 이

론 인 부분을 분석하고 시뮬 이션으로 구 하 다. 

의 논문들은 EPC Network내서의 Business Process를 용

하 다.

3. EPCglobal 표 기반 EPCIS Capturing 

Application

3.1 체 시스템 구성

EPCIS Capturing Application은 장비로부터 획득한 데

이터를 미들웨어와 장비에서 직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

분과 EPCIS에 데이터를 송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만들

어서 송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구성요소로는 미

들웨어(ALE)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는 ALE Interface 

Demon과 장비에서 직  데이터를 수신하는 Capture 

Interface Demon, 수집된 데이터를 EPCIS에 송하기 해  

Business 의미를 부여하여 이벤트를 생성하는 Event 

Maker가 존재한다. 이 게 생성된 이벤트를 EPCIS 

Capture Interface를 통해 EPCIS에 데이터를 송하는 

EPCIS Interface Demon이 존재한다. 한 DS로 데이터를 

송하는 DS Interface Demon이 존재한다. 그 외 데이터

를 DB에 장하는 DB Interface Demon이 있다. EPCIS 

Capturing Application Core 로세스는 그림 1과 같다.

3.1.1 Capturing Core Process

Capturing Core Process는 EPCIS Capturing Application 

3.0 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Process이다. 다양한 수집/

송, 내/외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비즈니스 의 이

벤트 생성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정보를 송 한다.

(그림 1) EPCIS Capturing Application Core 로세스

(Figure 1) EPCIS Capturing Application Core Process

3.1.2 ALE Interface Demon

EPCglobal ALE 1.1 표  인터페이스를 수한 ALE 

Interface Demon을 구 한다. ALE Interface Demon은 ALE 

1.1 스펙을 수하는 미들웨어와 통신하여 데이터를 수집

하는 역할을 한다. EPC 값 복 필터링 기능 제공하고 

ALE와 통신하기 해 HTTP, TCP/IP를 지원한다. 데이터 

처리 흐름도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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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LE Interface 데이터 흐름도

(Figure 2) ALE Interface Diagram

ALE Interface는 TCP/IP Server 나 HTTP Server 를 통해 

수집된 EC Report 데이터를 ALE Parser 로 달한다. ALE 

Parser는 EC Report 를 Parsing  하여 필요 정보를 추출하

고, Query Maker 에게 쿼리 생성을 요청한다. Query Maker

는 External Query 일에서 쿼리를 조회한다. Query 

Maker는 조회한 쿼리를 RPC Encoder 달한다. RPC 

Encoder는 쿼리를 Encoding 하여 RPC Client에게 달한

다. RPC Client는 DB Interface Demon에 속하여 쿼리를 

송한다.

3.1.3 Capture Interface Demon

Capture Interface Demon은 ALE 인터페이스를 사용하

지 않는 휴 형 RFID 리더들과 같은 장비에 한 데이터 

수신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PC 값 복 필터링 

기능 제공하며, TCP/IP 지원 한다. 데이터 흐름도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Capture Interface 데이터 흐름도

(Figure 3) Capture Interface Diagram

Capture Interface는 TCP/IP Server를 통해 수집된 Packet 

데이터를 TCP Data Parser 로 달한다. TCP Data Parser

는 Packet을 Parsing  하여 필요 정보를 추출하고, Query 

Maker 에게 쿼리 생성을 요청한다. Query Maker는 External 

Query 일에서 쿼리를 조회한다. Query Maker는 조회한 

쿼리를 RPC Encoder 달한다. RPC Encoder는 쿼리를 

Encoding 하여 RPC Client에게 달한다. RPC Client는 

DB Interface Demon에 속하여 쿼리를 송한다.

3.1.4 Event Maker Demon

Event Maker Demon은 ALE Interface Demon와 Capture 

Interface Demon에서 수신한 데이터를 EPCIS에 데이터를 

송하기 해 CBV에 기반 한 Business 이벤트를 생성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데이터 흐름도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Event Maker Demon 데이터 흐름도

(Figure 4) Event Maker Demon Diagram

그림 4와 같이 Event Maker Demon은 DB Inteface 

Demon 통해 조회된 데이터가 RPC Client로 달된다. 

RPC Client는 송 받은 데이터를 RPC Decoder 에게 달

한다. RPC Decooder는 데이터를 Decoding 하여 Event 

Making 에게 달한다. Event Making은 Event Config 를 

확인하여 Event를 생성한다. Event Making은 Event 정보

를 입력하는 쿼리를 Query Maker 에게 요청한다. Query 

Maker는 External Query 일에서 쿼리를 조회한다. Query 

Maker는 조회한 쿼리를 RPC Encoder 달한다. RPC 

Encoder는 쿼리를 Encoding 하여 RPC Client에게 달한

다. RPC Client는 DB Interface Demon에 속하여 쿼리를 

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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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EPCIS Interface Demon

EPCIS Interface Demon은 CBV 1.0에 기반 하여 생성된 

이벤트를 EPCIS에 송하는 역할을 한다. 데이터 흐름은 

아래 그림 5와 같다.

(그림 5) EPCIS Interface Demon 데이터 흐름도

(Figure 5) EPCIS Interface Demon Diagram

EPCIS Interface Demon은 DB Inteface Demon 통해 조회

된 Event가 RPC Client로 송된다. RPC Client 송된 

Event를 RPC Decoder에게 달한다. RPC Decoder는 

Event를 Decoding하여 XML Maker 에게 달한다. XML 

Maker는 Event Template 일을 조회하여 XML Event를 

생성한다. XML Maker 는 생성한 XML Evnet를 HTTP 

Client에게 달한다. HTTP Client 는 EPCIS Server에게 이

벤트를 송한다.

4. 구   실험결과

4.1 EPCIS Capturing Application 구

(그림 6) EPCIS Capturing Application 시스템 구성도

(Figure 6) System Configuration of EPCIS Capturing Application

EPCIS Capturing Application은 그림 6과 같이 메인으로 

Core Process가 존재하며 그 외 EPCIS Capturing 

Application을 제어하는 Capturing Controller이 존재하고 

수신되는 데이터와 송신하는 데이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Capturing Monitoring이 있다. 

4.1.1 EPCIS Capturing Application 구

EPCIS 1.1기반 EPCIS Capturing Application은 OS : 

Windows 7 (64bit), Microsoft Visual C# 2010, DBMS : 

Oracle10g Express Edition 32bit 기반으로 구 하 다. 구

된 EPCIS Capturing Application은 아래 그림 7과 같다. 

(그림 7) 구 된 EPCIS Capturing Application

(Figure 7) Implementation EPCIS Capturing Application

상단에는 메뉴가 존재하며 메뉴에는 시스템, 로세

스, 도구, 도움말 아이콘이 존재한다. 그림 왼쪽에는 각 

Demon들의 상태  처리 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오른

쪽에는 재 처리되고 있는 이벤트들에 한 진행 상태

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단에는 로그 확인  설정

을 할 수 있는 창이 비되어 있다.

제안된 EPCIS Capturing Application은 900MHz UHF 

Passive 리더의 고정형 리더, 휴 형 리더 모두 수용 가능

하다. 고정형 리더는 RFID Middleware를 통해 데이터가 

수신되고, 휴 형 리더는 휴 형 리더에서 바로 EPCIS 

Capturing Application으로 데이터가 수신된다.

설정은 Common Config, EPCIS Capturing Application, 

ALE Interface, Capture Interface, IO Decision, Event Maker, 

DS Interface, EPCIS Interface, DB Interface, Monitoring, 

Schedule Config으로 구성되어 있다. DB 셋 , 이벤트 정

의, 폴더 셋 , 로그 셋 , 데이터베이스는 Oracle, MSSql, 

MSSql Express, MySql 사용 가능 하도록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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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실험결과

제안된 시스템은 UHF RFID 기반 RFID 시스템 운 을 

한 EPCIS Capturing Application이다. 구 된 시스템의 

성능평가를 해 UHF RFID 고정형 리더와 연동하여 

ALE를 통해 Capturing Application에 처리를 거쳐 EPCIS

에 데이터를 장하는 실험을 수행 하 다. 실험에 사용

된 UHF RFID 고정형 리더는 ALIEN TECHNOLOGY사의 

ALR-9900을 사용하 고 안테나는 ALR-9611를 사용하

다. 실증실험 시스템 구성도은 아래 그림 8과 같다.

(그림 8) EPCIS Capturing Application 실증실험 시나리오

(Figure 8) Test Scenario of EPCIS Capturing Application

리더가 태그를 인식한 태그 값을 RFID Middleware로 

송한다. RFID Middleware는 태그 값을 필터링 하고 그

룹핑 한 후 EPCIS Capturing Application으로 데이터를 

송한다. EPCIS Capturing Application에서는 RFID 

Middleware에서 데이터를 수신한 후 CBV 표 을 수한 

송 데이터를 만든다. 송 비가 다 되면 EPCIS에 데

이터를 송하고 처리를 완료한다. 그림 9는 고정형 

RFID 리더로부터 송된 EPC를 ALE 인터페이스에서 수

신한 데이터를 나타낸다.

(그림 9) ALE 송 데이터

(Figure 9) ALE Sending Data

그림 10은 고정형 RFID 리더가 아닌 휴 형 RFID 리

더에서 수신한 데이터를 나타내는 Catpure Interface의 데

이터를 나타낸다. 휴 형 RFID 리더는 ALE Interface가 

없어도 RFID 데이터를 인식 후 자체 처리할 수 있기 때문

에 태그 인식 후 Capturing Application에서 EPCIS에 데이

터를 송하기 한 필수 인 데이터를 송한다.

(그림 10) 휴 형 리더 송 데이터

(Figure 10) Portable RFID Reader Data

Capture Interface에서는 Capturing Application에서 처리

하기 한 기본 인 데이터를 송한다. 송하는 데이터

는 이벤트 타입, EPC code, 시간 값을 달하며 추가 으

로 발주번호등 bizTransaction 값을 송한다.

그림 11은 EPCIS Capturing Application에서 CBV 1.0를 

용하여 EPCIS에로 송하는 데이터 포맷을 나타낸다. 

EPCIS로 데이터를 송하기 해 EPCIS 데이터 포맷에 

따른 메시지가 생성되며 EPCIS Capture Interface를 통해 

EPCIS에 송된다. 

(그림 11) EPCIS 송 데이터

(Figure 11) EPCIS Sending Data

리더 는 미들웨어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고 수신한 

데이터를 각 단계에 맞춰 처리를 한다. 내부 처리가 완료

되면 EPCIS  DS에 데이터를 송하기 해 데이터를 

생성하고 생성된 데이터를 EPCIS와 DS에 송한다. 

EPCIS와 DS로 데이터를 송할 때 송실패가 발생하면 

재시도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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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12는 실증실험 시나리오와 같이 실험한 후

의 EPCIS Capturing Application 실증실험결과를 나타낸다. 

좌측에는 각 Demon별로 데이터 처리 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오른쪽에서는 수신된 태그별로 재 처리되고 있

는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다. 한 에 시스템 상황  데이

터 처리상황을 확인 할 수 있다. 로세스에 이상이 생기

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이상이 발생되면 왼쪽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발생된다. 

(그림 12) 데이터 처리 화면

(Figure 12) Screen Data Processing

4.1.3 완성품 이력추  실증실험

(그림 13) 완성품 이력추  시나리오

(Figure 13) Goods Trace History Scenario

제안된 시스템을 테스트베드에 용한 완성품 이력추

 실증실험 시나리오는 그림 13과 같이 제조사에서 제

품을 생산하여 유통업체 물류센터를 거쳐 유통매장에 납

품되는 로세스로 구성된다. 상 거 은 제조사, 유통

사 물류센터, 유통 매장으로 구성된다. 물류의 흐름은 제

조사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유통사 물류센터로 납품하고 

유통사는 제조사에서 입고된 제품을 분배 계획에 따라 

각 유통 포로 출고한다. 유통사 물류센터에서 출고된 

제품들은 유통 포에 입고되어 매된다.  거 에는 

EPCglobal 표 에 입각한 RFID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물류가 시작되면 각 거 의 RFID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

로 데이터가 취합되고 취합된 데이터를 EPCIS Capturing 

Application에서 처리 후 EPCIS에 데이터가 장된다. 

RFID 리더는 태그를 리딩하여 미들웨어(ALE)에 데이

터를 송하고, ALE는 데이터 처리 후 Capturing 

Application으로 데이터를 송한다. Capturing Application

은 EPCIS CBV를 용하여 EPCIS에 데이터를 송한다. 

EPCIS에는 이벤트별 EPC 태그  시간등 정보가 장된

다. 정상 으로 운 이 완료 되면 아래 그림 14와 같이 각 

거 별 이력추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4) 완성품 이력추  결과 화면

(Figure 14) Screen Goods Trace History

5. 결  론

RFID 용을 통해 상품  물류기기의 이력추 을 하

고자 하는 곳에서는 획득된 데이터를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도 공유하기 해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 기 때문

에 표 에 입각한 시스템 구축은 필수 이다. 본 논문은 

EPCglobal 표 에 입각하여 시스템을 운 하기 한 

EPCIS Capturing Application을 구 하 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표 에 입각한 RFID시스템을 구축 하고자 하는 

곳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완성품이 아닌 그 이 의 원재료부터의 이력추 이 가능

한 시스템을 통한 완벽한 상품 이력추 이 가능하도록 

연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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