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PC Global과 Mobile RFID 

u-센싱 네트워크(RFID) 



EPC GLOBAL 



  

EPC Global 개요 



  

EPC Global 조직 



  

EPC Global 가입 현황  



  

EPC(Electronic Product Code) 



  

바코드와 EPC 



  

협의의 EPC와 광의의 EPC 



  

EPC의 유형 



  

EPC Global Network 



  

EPC Global Network 작동원리 (1/4) 

1. EPC lifecycle begins when a Manufacturer tags the product 

2. Manufacturer records product information(e.g., manufacture date, expiration 

date, location) into EPC information Service 

3. EPC information Service registers EPC “knowledge” with EPC Discovery  

 Service 



  

EPC Global Network 작동원리 (2/4) 

4. Manufacturer sends product to Retailer 

5. Retailer records “receipt” of product into EPC-IS 

6. Retailer’s EPC-IS then registers product “knowledge” 



  

EPC Global Network 작동원리 (3/4) 

7. If Retailer requires product information, Root ONS is queried for location of  

Manufacturer’s Local ONS 

8. Manufacturer’s Local ONS is queried for location 



  

EPC Global Network 작동원리 (4/4) 

9. Retailer queries Manufacturer EPS-IS for desired product information (e.g., 
manufacture date, expiration date, etc. 



  

EPC Trust Services 

▣ EPC Trust Services ensure the security of product data by  

    managing access right(authentication and authorization) to the 

    EPC-IS 

Security 



  

EPC Global Network 구조 (1/2) 

▣ 개별기업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내부 EPCIS에서 관리 

▣ ONS와 Discovery Service를 통해 Global Network을 형성 



  

EPC Global Network 구조 (2/2) 



  

EPC Global Network 표준 



  

EPC Global Network 작동 예시 (1/2) 



  

EPC Global Network 작동 예시 (2/2) 



  

RFID/EPC 도입현황 (1/5) 



  

RFID/EPC 도입현황 (2/5) 



  

RFID/EPC 도입현황 (3/5) 



  

RFID/EPC 도입현황 (4/5) 



  

RFID/EPC 도입현황 (5/5) 



  

FDA 



  

BMW, Volkswagen 



  

Bosch 



  

국내 적용 사례 (산업자원부) 



MOBILE RFID 



  

Mobile browsing – A chequered history 

source: NOKIA 



  

Signs for Mobile Web “2.0” 

▣ Disruptive  

 �Digital Media and Internet disrupts all facets of traditional  

 communication business models  



  

2005’ Mobile + RFID Convergence 

▣ 모바일 서비스의 장점 

 이동성 

 이동성 

 �휴대성 

 �개인화 

 �즉시성 

 �양방향성 

 �위치기반서비스 

▣ RFID 서비스의 특징 

 자동인식(식별)과 자동 센싱 

 �관련정보의 획득 및 연계 

 (네트워크 기반)  

 �자동화 프로세싱(이벤트기반)  

• 낮은 대역폭 
• 배터리 
• 패킷 요금 
• 입력의 불편함 
• 낮은 컴퓨팅 파워 
• 적은 메모리 
• 작은 화면 
• 호환성 부족 
• 폐쇄망 환경 
• 접근성의 부족 
• 모바일 웹 호환성 

• 높은 초기 투자 비용 
• 태그 단가 
• 리더 및 태그의 기술적 문제 

(간섭, 인식거리..) 
• 보안 및 프라이버시 
• 기술적 완성도 문제 

(S/W, 표준화 등) 



  

RFID & Mobile RFID 



  

Mobile RFID 서비스 인프라 구조 



  

Mobile RFID 프로토콜 코드 해석  



  

Mobile RFID 응용서비스 발전 모델 분석 

▣ 단말과 네트웍 유형에 따른 MRF 응용 서비스 분류 

MRF 전용(무선망)  
RFID Legacy 연계 

(유선망 연동)  

모바일단말 
MRF 1단계응용 
(무선망내부응용)  

2단계(유/무선, 상호연동)  

다양한단말 2단계(유선->무선, 상호연동)  3단계(유/무선, BcN, USN)  

▣ 비즈니스 모델 유형에 따른 MRF  응용 서비스 분류 

C (Customer, Citizen) B (Business) G (Government) 

C  C2C-경매,벼룩시장 C2B-역경매, 공동구매 
C2G-온라인납세,  
국정참여,민원요청 

B  
B2C-쇼핑, 제품정보제공,  

광고/홍보, 이벤트 
B2B-기업간거래,  

SCM  
B2G-전자조달 

G  
G2C-공공안내,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정보제공 

G2B-조세관리,일반조회,  

전자조달,대금결제 

G2G-전자정부,  
정보 공동 활용 



  

웹 2.0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기술 혁신 방향 (1/2) 

▣ 콘텐츠 유통과 상거래 방식의 변화 

 �Blog, RSS/Atom, UCC  

▣ 브라우징 방식의 변화 

 � Tagging, Social Browsing, Microformat  

▣ 웹 응용 환경의 변화 

 Weblication, RIA, AJAX, Browser 확장기술, XUL 

▣ 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 

 � Oppen API, 웹 서비스, REST, Mashup, SOW 

▣ 디바이스의 변화 

 � MWI UMPC Mobile Web 2 0  

▣ Standards, XML, Open API, mashup, 유무선 통합이 핵심 키워드 



  

웹 2.0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기술 혁신 방향 (2/2) 



  

Mobile RFID Application 2.0 (1/2) 



  

Mobile RFID Application 2.0 (2/2) 

Mobile RFID 1.0 Mobile RFID 2.0 

모델 20:80 Long-tail 

콘텐츠 유형 WAP One Web 

UI Static Dynamic(AJAX, RIA) 

수익 Packet/Data Ad + Commerce 

Convergence 전용 Application 복합 응용(Social network, EPC, UGC¡¦) 

Customer 주니어 시니어 

Context 단순 정보, 단방향 복합 응용, 양방향 

Development 폐쇄적 개발 Application Open API, 매쉬업(개발시간 단축) 

Tipping Point Killer Application Killer Platform 

Market Local Global 



  

Mobile RFID 휴대폰 적용  



  

Mobile RFID 적용사례(택시 안심 서비스) 



  

Mobile RFID 적용사례(의약품 진품 확인 서비스) 



  

Mobile RFID 적용사례(식품 이력 제공 서비스) 



  

Mobile RFID 적용사례(대관령 한우 조회 서비스) 



  

Mobile Search & Ads 

▣ Mobile RFID와 검색/광고의 결합 

▣ 모바일 검색의 가능성 

 휴대 전화로 뉴스, 영상, 지역 소식과 추천 맛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로 접속하는 방법을 모르는 이용자도 아직 

 많다. 

▣ 점점 복잡해지는 콘텐츠의 양 

 10 종 정도의 착신 음이 있던 시대->1만 종류의 착신 음 

 유선 콘텐츠 활용에 대한 요구들 

▣ � 편리함에 대한 요구들 

 모바일 인터넷 활용이 늦은 이유는 불편함에 기인 – 유선 인터넷이 폭발적 

 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구글과 같은 검색 툴에 의해 온라인 상에서 쉽게 

 정보를 찾아낼 수 있게 된 후였다. 

 구글은 이미 미국, 영국, 독일, 일본에서 모바일 검색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검색 테스트를 시작�� 



  

Physical Hyperlink Web 



  

Mobile RFID Mashup 

▣ RFID는 기존 웹2.0의 매쉬업 기능과 결합하여 개별 제품의 상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단한 장점을 가질 수 있음 

 Google Maps / Yahoo Maps + RFID = Location, Tracking  

 VirtualEarth + RFID = Location, Tracking 

 eBay + RFID Auction Library sell/buy 

 Flickr + RFID = Image Library  

 Amazon + RFID = Personal Library, Auto Shopping  

 Yahoo Geocode+ RFID = Item Location  

 Del.icio.us + RFID = Tag-marking, Tag-ID share  

 Technorati + RFID = Tagging, semantic clustering  

 A9 + RFID = Search, Comparison, Relate Information  

 Google + RFID = Search, Comparison, Ads  

 YouTube + RFID = Search,, Movie  

 Shopping.com + RFID = Price Comparison, Shopping  

▣ EX: GoogleMaps + Flickr + eBay + Amazon + RFID + Google  



  

UGC & Mobile Life Caching 

▣ Mobile phone = media consumption + production device  

▣ SNS와UGC, 2011년까지130억불시장(Informa report)  

▣ Content Creation  

 �Communication: Talk,, SMS,, MMS,, Mobile internet...  

 �Community: Phone address book = My buddy list  

 �Context entry: Location and time awareness / tagging  

 (Possible extensions: GPS RFID barcode reader etc )  

 Commerce: Mobile operators Æ billing infra.  

▣ Mobile RFID service == media consumption??  

E-2 



  

Platform - SenseWeb 

▣ Browsing the Physical World in Real Time  

 Increasing # of live data sources  

 Govt., commercial, research, personal, … 

 Search engines ignore most of them 

 Restaurants with small current waiting time? �� 

 SenseWeb: A web portal of live data 

 Collect live data  

 Index data and enable search 

 Enable new apps on top of the data  

 Demo  

 http://atom.research.microsoft.com/sensormap  

 http://research.microsoft.com/nec/senseweb/ 

 http://local.live.com/ 

E-1 



  

Ubiquitous Web & Real World Web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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