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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도입 방법론 | RFID 비즈니스 모델 개발 (1/3) 

▣ 유비쿼터스 컴퓨팅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 통신 환경 



  

RFID 도입 방법론 | RFID 비즈니스 모델 개발 (2/3) 

유비쿼터스 컴퓨팅 이슈 

기술적  

문제 

 기술의 표준화, 핵심기기 및 부품의 

    저가화, 안전한 소프트웨어 보급,  

    정보의 복잡성을 해소할 기술 개발 

경제적  

문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킬러 어플리 

    케이션의 개발 

사회적  

문제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지속적  

    대응, 안정성 

 최근 베네통이 RFID 도입을 추진 

    했으나 소비자 단체의 반발로 보류 

Killer Application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신원확인 주파수 

    수신기; 판독기,  

    RF 태그, 안테나를 

    통하여 사람, 상품 

    등을 비 접촉으로 

    인식해 태그에  

    기록된 정보를  

    판독하거나 기록 

    하는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 



  

RFID 도입 방법론 | RFID 비즈니스 모델 개발 (3/3) 

▣ RFID 적용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요소 분석 

유비쿼터스/RFID 
가치 사슬 분석 

고객과 관련 사업자(공급자, 제휴자)가  

가지게 될 잠재적인 가치의 사슬, 혹은  

묶음 

RFID 비즈니스  

모델 영역 도출 

vertical한 Market segment 분야와  

horizontal한 프로세스 분야의 양쪽 측면 

에서 접근하여 mapping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영역을 도출 

RFID 비즈니스  

모델 분석 방안 

비즈니스 모델 도출을 위한 목표 설정 

기본적인 4w 기준의 고려사항 정의 

고려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5가지 영역 

의 분석 항목 정의 

RFID 비즈니스 

 모델 투자 방안 

공익성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성 

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2가지 측면 

에서 접근 

비즈니스  
모델 도출 



  

RFID 도입 방법론 | RFID 가치 사슬 분석 (1/6) 

▣ 가치 제안 네트워크 

 가치 제안: 고객과 관련 사업자(공급자, 제휴자)가 가지게 될 잠재적인 가치 

 의 사슬 혹은 묶음 

• 시장 제공 내용: 제공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고객과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할 제품, 정보, 서비스, 인프라 

• 네트워크: 가치와 시장 제공 내용의 흐름 및 거래 방식 

기술  

제공자 

부품 기반 

제공 업체 

제품 및  

시스템  

사업자 

시스템 

통합 업체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업체 



  

RFID 도입 방법론 | RFID 가치 사슬 분석 (2/6) 

▣ 기술 제공자 

 ubiquitous computing 구현을 위한 기술적인 표준을 제공하는 업체나 단체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당사자들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기술 제공자는 대부분 단체나 연구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 

 ex) UBID, TRON, Auto ID Center 

 기술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분간은 기술로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의 등장은 어려울 전망 

 장기적으로 보안, 인증 등의 분야에서 기술주도업체 등장 예상 

기술  

제공자 

부품 기반  

제공 업체 

제품 및  

시스템  

사업자 

시스템 

통합 업체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업체 



  

RFID 도입 방법론 | RFID 가치 사슬 분석 (3/6) 

▣ 부품 기반 제공 업체 

 센서, 프로세서, 네트워크 부품 등 요소 기술 관련 부품 등을 제공하는 업체 

 센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발전과 더불어 기하급수적으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센서 가격의 인하가 필수적이므로  

 센서를 통한 부가가치 확대는 쉽지 않을 것. 단, 특수 용도 분야에서 사실상의 표준 

 을 장악하는 고성능 센서의 경우에는 고부가가치 확보가 가능 

 장기적으로 부품 등은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위한 유틸리티 컨셉으로 제공 

 컴포넌트 자체가 수익을 제공하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가치 시스템 상의 타 분야의 

 부가가치 확대를 위해 무료, 혹은 염가로 제공되는 분야 

기술  

제공자 

부품 기반  

제공 업체 

제품 및  

시스템  

사업자 

시스템 

통합 업체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업체 



  

RFID 도입 방법론 | RFID 가치 사슬 분석 (4/6) 

▣ 제품 및 시스템 사업자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 제공 

 유비쿼터스 컴퓨팅 전용 단말이나 네트워크 장비, 태그 리더기, 각종 컴퓨팅  

 디바이스 등의 시스템이 있음 

 마크 와이저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디바이스로 테이블 형 정보 단말, 개인용  

 휴대 정보 단말 패드, 대형 지능형 스크린 등을 제안 

 이 외에도 일반 제품에 센서 모듈 등을 내재해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능을 수행 

 하도록 만드는 분야도 있음 

기술  

제공자 

부품 기반  

제공 업체 

제품 및  

시스템  

사업자 

시스템 

통합 업체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업체 



  

RFID 도입 방법론 | RFID 가치 사슬 분석 (5/6) 

▣ 시스템 통합 업체 

 부품, 제품 및 시스템 등을 연결하여 하나의 유비쿼터스 컴퓨팅으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 

 사용자의 환경이나 조건에 맞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구현을 위한 컨설팅, 시스템의 

 설계 등도 포함 

 현재의 SI 전문 기업이나 IT 컨설팅 기업 등이 유리 

 시스템 통합은 차별화가 용이해 타 영역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 향유 가능 

기술  

제공자 

부품 기반  

제공 업체 

제품 및  

시스템  

사업자 

시스템 

통합 업체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업체 



  

RFID 도입 방법론 | RFID 가치 사슬 분석 (6/6) 

▣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업체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가공하여  

 사용자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분야 

 유비쿼터스 컴퓨팅에서 장기적으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 

 고객과 상시로 접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의 니즈에 밀착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서비스 차별화가 용이한 분야 

 장기적으로 산업이나 응용 분야에 따라 전문적인 부가가치 서비스 업체가 나타날 

 수 있음 

기술  

제공자 

부품 기반  

제공 업체 

제품 및  

시스템  

사업자 

시스템 

통합 업체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업체 



  

RFID 도입 방법론 | RFID 비즈니스 모델 영역 도출 (1/5) 

▣ 모델 도출 접근 방안 

 Vertical한 Market segment 분야와 Horizontal한 프로세스 분야의 양쪽  

 측면에서 접근하여 Mapping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영역 도출 

기관의 서비스 현황을 통해 

RFID 적용이 가능한 Vertical 

분야의 접근 

세부적인 서비스 분야 도출을 

위해 프로세스 차원의 

horizontal 분야의 접근 

RFID 적용 가능한 통합 서비스 

분석을 위해 vertical과 

horizontal 양쪽 차원에서 접근 

국
방 
외
교 
분
야 

항
공 
항
만 
분
야 

유
통 
물
류 
분
야 

의
료 
보
건 
분
야 

… 

• 수송 및 수령 관리 
• 재고 및 자산 관리 
• 이력 및 추적 관리 
• 신원 확인 및 보안 관리 
• 모니터링 관리 
• 지불 및 징수 관리 

국방 외교 분야 
탄약 재고 및 자산 관리 

유통 물류 분야 
수입 소고기 추적 관리 

항공 항만 분야 
항공 수하물 추적 관리 

…
 



  

RFID 도입 방법론 | RFID 비즈니스 모델 영역 도출 (2/5) 

▣ 시장 세분화 

 vertical 측면의 market segment의 접근으로 정부에서 분류하는 비즈니스 

 분야 기준과 일반적인 RFID 적용 가능한 분야를 모두 구려하여 전체 13개의 

 market segment 분야를 분류 



  

RFID 도입 방법론 | RFID 비즈니스 모델 영역 도출 (3/5) 

▣ 세부 프로세스 

 horizontal 측면의 detailed process의 접근으로 RFID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서비스 도출을 위해 RFID 도입에 따른 프로세스 측면에서 분류 



  

RFID 도입 방법론 | RFID 비즈니스 모델 영역 도출 (4/5) 

▣ 비즈니스 모델 영역 도출 

 vertical 측면의 13개 market segment와 horizontal 측면의 6개 detailed 

 process의 mapping을 통해 전체 78개의 비즈니스 영역 도출 



  

RFID 도입 방법론 | RFID 비즈니스 모델 영역 도출 (5/5) 

▣ 비즈니스 모델 구조 

 vertical 측면의 market segment와 horizontal 측면의 detailed process의 

 mapping을 통해 비즈니스 영역 도출 



  

RFID 도입 방법론 | RFID 비즈니스 모델 분석 방안 (1/7) 

▣ 비즈니스 모델 분석 구조 

 비즈니스 모델 도출을 위한 목표를 설정한 뒤 기본적인 4w 기준의 고려사항 

 정의,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5가지 영역의 분석 주요 항목 정의 

 각각의 목표가 고려사항과 연계하여 적절한 주요 항목에 반영되도록 함 

비즈니스 모델 목표 고려 사항 주요 항목 

RFID 기술을 활용한 업무 혁신 
유도  및 인프라 조기 구축 

 what? 
RFID 적용 대상 업무 및 시스템 

RFID 기술 선 적용을 통한 기술 
확산 및 국제 표준 선도 

when? 
연도 시기 별 RFID 적용 및 확산 

공공부문 인프라 구축에 따른 민
간 부문 도입 촉진 및 협력 증대 

where? 
파급효과가 큰 RFID 적용 대상 

기관 

u-Korea 초기 토양 구축을 통한 
국민 생활 편리 향상 

who? 
공공 기관에서 민간으로의 파급 

업무 요건 및 프로세스 

조직 및 체계도 

소요기술 및 표준화 

법, 제도 개선 사항 

소요 예산 및 자원 



  

RFID 도입 방법론 | RFID 비즈니스 모델 분석 방안 (2/7) 

▣ 비즈니스 모델 분석 세부 내역 

 비즈니스 모델 도출 및 분석을 위한 주요 항목별로 세부 방안 고려 

•비즈니스 모델 도출을 위한 전략 및 분석 방
향은 크게 앞서 정의한 5가지 주요 항목 영역

으로 구분하여 접근 
•전략의 특징에 따라 구분된 기준으로 상호 
독립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5가지 영역의 분
석 방향은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므로 한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지 않음 

세부 방안 전략 

업무 및 프로세스 

•업무 우선 순위 

•업무 처리 절차 

•타 업무 간 연계성 

•업무 처리 시간 

조직 및 체계도 

•조직 및 인력 배치 

•잉여 및 추가 인력 

•개발 및 유지보수 

인력 

소요 기술 및 표준화 

•안전성 및 호환성 

•솔루션 적용 

•통합 범위 

•표준화 필요성 

법, 제도 개선사항 

•의무 및 강제성 

•영향력 범위 

•법, 제도적 우선 

순위 

소요 예산 및 자원 

•기존 자원 재활용 

•신규 투자 

•유지 비용 

•기회 비용 

• 비즈니스 모델 도출을 위한 전략 및 분석 방향 
 은 크게 앞서 정의한 5가지 주요 항목 영역으로 
 구분하여 접근 
• 전략의 특징에 따라 구분된 기준으로 상호  
 독립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5가지 영역의 분석 
 방향은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므로 한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지 않음 



  

RFID 도입 방법론 | RFID 비즈니스 모델 분석 방안 (3/7) 

▣ 비즈니스 모델 분석 세부 내역>업무 및 프로세스 

 업무 영역의 분석 방향을 위해 업무 우선 순위, 업무 처리 절차, 타 업무간  

 연계성, 업무 처리 시간 등 고려 



  

RFID 도입 방법론 | RFID 비즈니스 모델 분석 방안 (4/7) 

▣ 비즈니스 모델 분석 세부 내역>조직 및 체계도 

 조직 영역의 분석 방향을 위해 조직 및 인력 배치, 잉여 및 추가 인력, 개발 

 및 유지 보수 인력 등을 고려 



  

RFID 도입 방법론 | RFID 비즈니스 모델 분석 방안 (5/7) 

▣ 비즈니스 모델 분석 세부 내역>소요 기술 및 표준화 

 기술 및 표준화 영역의 분석 방향을 위해 안정성 및 호환성, 솔루션 적용,  

 통합 범위, 표준화 필요성 등 고려 



  

RFID 도입 방법론 | RFID 비즈니스 모델 분석 방안 (6/7) 

▣ 비즈니스 모델 분석 세부 내역>법, 제도 개선사항 

 법, 제도 영역의 분석 방향을 위해 의무 및 강제성, 영향력 범위, 법/제도적 

 우선 순위 등 고려 



  

RFID 도입 방법론 | RFID 비즈니스 모델 분석 방안 (7/7) 

▣ 비즈니스 모델 분석 세부 내역>소요 예산 및 자원 

 소요 예산 및 자원 영역의 분석 방향을 위해 기존 자원 재활용, 신규 투자,  

 유지 비용, 기회 비용 등 고려 



  

방법론의 이해 | 도입 관리 방법론 (1/4) 

▣ 프로젝트 프로세스 그룹 

 식품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식품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서비스로, 식품 관련 정보를 조회하여 안심 구매를 할 수 있음 

착수 프로세스 
(Initiating) 

기획 프로세스 
(Planning) 

통제 프로세스 
(Controlling) 

실행 프로세스 
(Executing) 

종료 프로세스 
(Closing) 



  

방법론의 이해 | 도입 관리 방법론 (2/4) 

▣ 프로젝트 관리 지식 영역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통합 관리 
1. 프로젝트 계획 개발 
2. 프로젝트 계획 실행 
3. 통합 변경 통제 

프로젝트 범위 관리 
1. 착수 
2. 범위 기획 
3. 범위 정의 
4. 범위 검증 
5. 범위 변경 통제 

프로젝트 시간 관리 
1. 활동 정의 
2. 활동 순서 배열 
3. 활동 기간 산정 
4. 일정 개발 
5. 일정 통제 

프로젝트 원가 관리 
1. 자원 기획 
2. 원가 산정 
3. 원가 예산 편성 
4. 원가 통제 

프로젝트 품질 관리 
1. 품질 기획 
2. 품질 보증 
3. 품질 통제 

프로젝트 인적자원 관리 
1. 조직 기획 
2. 인적자원 확보 
3. 팀 개발 

프로젝트 의사소통 관리 
1. 의사소통 기획 
2. 정보 배포 
3. 성과 보고 
4. 행정적 종료 

1. 프로젝트 위험 관리 
2. 위험 관리 기획 
3. 정성적 위험 분석 
4. 정량적 위험 분석 
5. 위험 대응 기획 
6. 위험 감시 및 통제 

프로젝트 조달 관리 
1. 조달 기획 
2. 의뢰 기획 
3. 의뢰 
4. 공급자 선택 
5. 계약 행정 
6. 계약 종결 



  

방법론의 이해 | 도입 관리 방법론 (3/4) 

▣ 도입단계별 관리 지식 영역 



  

방법론의 이해 | 도입 관리 방법론 (4/4) 

▣ 프로세스 상관도 



  

방법론의 이해 | 개발 방법론 테일러링 (1/6) 

▣ 개발 방법론의 진화 



  

방법론의 이해 | 개발 방법론 테일러링 (2/6) 

▣ CBD의 기본 개념 



  

방법론의 이해 | 개발 방법론 테일러링 (3/6) 

▣ CBD의 기본 프로세스 

 프로젝트 정의 

 업무 영역 분석, 프로젝트 범위 정의 ,비즈니스 모형 작성 

 아키텍쳐 설계 

 소프트웨어 아키텍쳐 개발, 재사용 컴포넌트 조사, 컴포넌트 아키텍쳐 설계 

 컴포넌트 개발 및 통합 

 단위 컴포넌트 개발과 조립을 통한 시스템 통합 

 시스템 인도 



  

방법론의 이해 | 개발 방법론 테일러링 (4/6) 

▣ CBD의 기본 프로세스 

컴포넌트 개발 

컴포넌트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도메인 분석 도메인 설계 컴포넌트 추출 컴포넌트 설계 컴포넌트 구현 

컴포넌트 인증 

Component 
Repository 

(메타 정보, 컴포넌트) 
컴포넌트배포 

어플리케이션 
요구사항 

CBD 설계 컴포넌트 특화 컴포넌트 조립 새로운 
어플리케
이션 



  

방법론의 이해 | 개발 방법론 테일러링 (5/6) 

▣ 정보공학과 CBD의 gap 

 같은 점 

 Top-down 방식 

 추상화, 모듈화 

 공학적 접근 방식 

 사용자 참여의 유도 

 모델링 기법의 사용 

 다른 점 

 반복적, 점증적 개발 방식 

 아키텍쳐 중심의 설계 및  

 구현 방식 

 서비스 기반의 분석 방법 

 프레임워크 적용 

 다계층 분산 환경을 고려한 

 설계 

▣ 프로세스와 데이터의 이원화 분석에 따른 

 혼선 

 유즈케이스 기반에서 객체 모델링을  

 통한 Traceability 확보 

▣ 소프트웨어 기술의 복잡성에 따라 이젠 

 견고한 아키텍쳐와 프레임워크 기반의  

 개발 없이는 프로젝트의 성공은 어려움 

 특히 초기 아키텍쳐의 수집은 매우  

 중요한 이슈 

▣ 정보공학 방법론은 웹 기반의 멀티미디어 

 아키텍쳐를 지원하기에 미흡 

▣ 적시성, 재사용성을 위한 방안이 미흡 

▣ 시스템 설계의 복잡성을 추상화 할 수  

 있는 모델 부족 



  

방법론의 이해 | 개발 방법론 테일러링 (6/6) 

▣ Buttler’s Group의 컴포넌트 성숙 모델(Component Mature Model) 

프로그래머  
주도 
 
컴포넌트 기반  
프로그래밍 
(Component  
Based  
Programming) 

프로젝트 
주도 
 
컴포넌트 기반 
분석 
(Component 
Based  
Analysis) 

기업  
주도 

2. 컴포넌트 구현 개념(implementation concept)이다 
프로그래머/설계자는 코드 구현을 컴포넌트로 구조화한다 

1. 컴포넌트는 GUI 컨트롤이다 
Active X, 또는 JavaBeans 컴포넌트가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데 사용된다. 

3. 컴포넌트는 비즈니스 개념(business concept)이다 
분석 모델 비즈니스 개념이 컴포넌트이다. 

4. 컴포넌트는 재사용된다 
이리 프로젝트에 컴포넌트가 재사용된다 

5. 컴포넌트는 기업 표준이다 
컴포넌트에 대한 기업의 동의가 있다 

6. CBD 성숙 
안전한 효용성을 갖춘 컴포넌트 레파짓토리 

기술 

아키텍쳐 

재사용성 



  

방법론의 이해 | s/w life cycle 테일러링 

▣ CBD & 점증적/반복적 모형 



  

방법론의 이해 | RFID 모델링 기법 (1/8) 

▣ 모델링 언어의 적용 

 코드를 보고 시스템을 이해하는 방법 



  

방법론의 이해 | RFID 모델링 기법 (2/8) 

▣ UML과 모델링 

 Visual Modeling 

 표준화된 그래픽 notation을 사용한 모델링: UML의 Diagram과 개념 모델 사용 

 비즈니스 복잡성을 시각적으로 추상화시키는 방법: 1 bitmap = 1 megaword 

 표준화된 모델링의 방법 제시 

• 어느 시스템을 개발하더라도 만드는 형태가 통일 

• 텍스트 기반의 모델링의 한계 

 개발자, 분석가, 디자이너, 설계자,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의 용이함과 문서화의  

 편리함: 각종 분석 설계 CaseTool 사용 

 재 사용의 기회 증대 

 UML과 Modeling 

 개발 전 과정에 걸쳐 시스템 모델링 가능. 즉, 다양한 추상 레벨 지원 

 같은 추상 레벨에서도 시스템을 바라보는 관점, 관심 분야에 따라 시스템 표현 가능 

 단순히 notation 뿐 아니라 Semantic 포함 



  

방법론의 이해 | RFID 모델링 기법 (3/8) 

▣ UML (Unified Modeling Language) 의 정의 

 객체지향 개발을 위한 통합 모델링 언어 

 1980년대 수많은 방법론의 혼재 

 표준화된 표현 언어 부재 

 Ivar Jacobson, Grady Booch, Jim Rumbaugh 통합 

 Ivar Jacobson의 OOSE: 요구사항 중심(use case model) 

 Jim Rumbaugh의 OMT: 분석 중심 

 Grady Booch의 Booch Method: 설계 중심 

 어휘와 규칙을 두어 시스템을 개념적, 물리적으로 표현하여 의사소통에 도움 

 9개의 다이어그램으로 다양한 모델화 

 분석 설계 산출물의 표준 



  

방법론의 이해 | RFID 모델링 기법 (4/8) 

▣ UML (Unified Modeling Language) 의 목적 

UML 

명세화 언어 

정확한 모델 제시 

완전한 모델 작성 

분석, 설계의 결정 표현 

문서화 언어 

시스템에 대한 통제, 평가, 의사소통

의 문서(요구사항, 아키텍쳐, 설계, 소스 

코드, 프로젝트 계획, 테스트, 프로토타입, 

배포) 

구축언어 

다양한 prog. 언어와 연결 

왕복 공학 가능(순공학/역공학)  

실행 시스템 예측 가능 

가시화 언어 

개념 모델 작성 

오류없이 전달 

의사소통 용이 

그래픽 언어 



  

방법론의 이해 | RFID 모델링 기법 (5/8) 

▣ UML의 구성 요소 



  

방법론의 이해 | RFID 모델링 기법 (6/8) 

▣ UML의 모델링 

 동적 모델링: 시스템의 행위를 모델링 



  

방법론의 이해 | RFID 모델링 기법 (7/8) 

▣ UML의 모델링 

 정적 모델링: 시스템의 구조를 모델링 



  

방법론의 이해 | RFID 모델링 기법 (8/8) 

▣ UML의 Diagram Process 



  

방법론의 이해 | RFID 구현 방법론 (1/7) 

▣ 컴포넌트 기반 개발 

 J2EE 

 개방형 구조 

 서버측 컴포넌트 모델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위한 표준 컴포넌트 프레임워크 



  

방법론의 이해 | RFID 구현 방법론 (2/7) 

▣ 컴포넌트 기반 개발 

 .NET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 지원 

 MS Platform에 Dependent 



  

방법론의 이해 | RFID 구현 방법론 (3/7) 

▣ 재사용 방식 적용 

 기존 소프트웨어 재사용 방식은 소스 코드 기반 

 다양한 기술과 언어를 통한 개발 

 원시 코드 이해 필요 

 소스 코드 변경에 따른 재사용 중심 

 컴포넌트 기반 재사용 방식은 실행코드 기반 

 컴포넌트 내부 구현은 모두 은폐(정보 은닉) 

 인터페이스를 통한 접근 방식 

 하드웨어 부품 조립 방식 



  

방법론의 이해 | RFID 구현 방법론 (4/7) 

▣ Multi-Tier Middleware 기반 



  

방법론의 이해 | RFID 구현 방법론 (5/7) 

▣ Web Service 구조 

 재사용 가능한 하나 이상의 Component(service)로 구성된 어플리케이션이 

 web을 통해 이질적인 환경의 타 어플리케이션(A set of component)과  

 동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제안됨 

E-2 



  

방법론의 이해 | RFID 구현 방법론 (6/7) 

▣ Web Service 운영모델 

E-1 



  

방법론의 이해 | RFID 구현 방법론 (7/7) 

▣ Web Service RFID 적용 프레임워크 

Portal Presentation 

Data Applications 
Business 
Process 

Web 
Services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