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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ID LabsAuto-ID Labs

EPCglobal

• RFID분야 세계표준을 개발하고 promote하는 세계적 기관 (de facto standard)

• 전세계 450개 업체 멤버쉽 보유 (2004.12.)

• MIT Auto-ID Center로 부터 2002년 RFID 표준화 기관으로 분리

Auto-ID Labs

• EPCglobal 분리 후, 전속 연구기관으로 표준화 관련 미래 기술 개발

• 현재 MIT, Cambridge, St.-Gallen, Adelaide, Keio, Fudan, ICU 7개

• 초기 지정 6개 Auto-ID Lab은 EPCglobal 지원으로 110개의 과제 수행 중

• Auto-ID Affiliate Lab / Auto-ID Lab Academic Partner 등의 형태로 참여기관
확대 추진 중

• 인도, 홍콩, 대만, 독일, 스페인 등에서 유치 추진 중 (2006년 추가선정 예정)

Auto-ID Labs 국제협력

• 정기적인 회합
– 년 2회 face-to-face meeting, next meeting, 2005년 9월: EPCglobal US Conference 
2005, Atlanta, USA

– Bi-weekly teleconference: directors + president of EPCglobal

• 비교적 독립적이지만, 연구공동체로서 영향력 강화 및 활발한 랩간의 국제 공동연구 진행
또는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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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ID Lab Korea 유치 추진 경위Auto-ID Lab Korea 유치 추진 경위

U-society 시대의 도래

동북아 IT-Hub 구축의 필요성, 유망 IT 산업의 효과적 육성 전략 필요

RFID/USN 분야 핵심 IT 산업 군을 형성할 전망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신 산업분야로 RFID/USN 산업 선정 (정통부)

일환으로 Auto-ID Lab Korea 유치 결정

2004년 8월: 정통부 MIT Auto-ID Lab 방문

MIT Sanjay Sarma 교수와 연구분야 (모바일 RFID 리더) 및 국제공동연구
규모 협의

2004년 10~12월: Auto-ID Lab Korea의 ICU 유치 추진
2004년 10월 – MIT 접촉 시작
2004년 11/12월 – 추진계획안 작성 및 MIC/에트리/관련PM 등과 협의
2004년 11월 – 유치를 위한 ICU 내부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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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ID Lab Korea 유치 추진 경위Auto-ID Lab Korea 유치 추진 경위

2005년 1월: Auto-ID Labs, Board of Directors에서 새로운
Auto-ID Labs 선정기준 및 절차 확정, ICU를 포함한 다수의 국내 기관
통보

2005년 1월~3월: 계획서 제출, 실사, 및 선정
2005년 2월 2일 – Auto-ID Lab Korea 유치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2005년 3월 8일 – Auto-ID Labs 실사단 ICU 방문 및 실사
2005년 4월 1일 – Auto-ID Lab Korea의 ICU 유치 선정 통보

2005년 5월 6일: Auto-ID Lab Korea 설명회 개최 (ICU)

Auto-ID Labs, Board of Directors Co-Chair, Jun Murai 방문

Auto-ID Lab Korea Certificate 증정

2005년 10월:  [Auto-ID Lab Korea] – [Auto-ID Labs] – [MIC]간
국제공동연구기본계획합의

2005년 11월 10-11일: Auto-ID Lab China/Japan/Korea 공동연구
워크숍 개최 (샹하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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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ID Lab Korea 유치의 의미Auto-ID Lab Korea 유치의 의미

글로벌 RFID/USN 전문가네트웍(연구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

• 세계적인 기술동향의 조기파악
• 글로벌 인맥을 통한 학술 및 기술적 위상 고취
•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 및 첨단기술 개발
• 개발된 기술의 글로벌 표준 채택에 대한 전략적 우위 확보

EPCgolbal이 주도하는 EPC 기술표준 개발에 주도적 참여 기반 마련

• EPCglobal의 협력 연구기관
• EPCglobal의 RFID/USN 차세대 글로벌 표준에 국내 기술 채택 유리
• EPCglobal 표준 제정에 국내 인력의 직접적인 참여 기회 확보

글로벌 인재 양성 기회 확보

• 글로벌 네트웍에 기반을 둔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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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ID Lab Korea 역할 및 사업 내용Auto-ID Lab Korea 역할 및 사업 내용

RFID/USN 차세대기술 개발의 메카

RFID/USN 산업화기술 산 학 국제공동연구의 중심

세계 최고의 국제적인 RFID/USN 교육 아카데미

산 학 연 컨소시엄 구성 및 산업체 지원

RFID/USN 분야 글로벌 인력양성의 산실

아시아 지역 RFID/USN 기술 전문가 네트웍의 중심

국내 RFID/USN 연구진의 국외 대표기관



8

2. 연구내용2. 연구내용

기본 방향은 Auto-ID Lab의 2005-2006 연구지도 기본계획을 수용

[Auto-ID Labs Research Map, Sidney 2005]

분야 내용 세부내용 공동연구 제안과제

Payment, Leasing, Quality 

Mgmt, Factory Design, 

Brand Protection, Grey 

Markets, Counterfeiting, 

etc.

과제 4: RFID/USN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과제 3: EPC 보안 및 프라이버

시 기술

과제 2: EPC Sensor 

Network 미들웨어 개발

과제 1: EPC 클래스 2,3,4,5 

차세대 RFID 하드웨어

기술

EPC Sensor Network, NFC, 

Apps-versus Event-

Servers

Memory, Semi-active, 

Active, Sensors, Wireless

Business, 

Application, 

Privacy & 

Security

Fundamentally 

New Business 

Processes

Networking & 

Software

System 

Architecture vs. 

Infrastructure

RF & Chip 

Design
Class 2 t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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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2. 연구내용

과제 1: EPC 클래스 2,3,4,5 차세대 RFID 하드웨어 기술

◈ 연구내용 : EPC 클래스 2,3,4,5의 핵심 기술인 최적 주파수 선정, 안테나, 
RFIC, 모뎀, MAC(Air Interface), Network 표준화 기술 개발

◈ 목 표 : 개발된 차세대 RFID 하드웨어 기술을 Auto-ID Labs 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물로 EPCglobal 표준화에 채택이 되도록 하며, 향후 ISO/IEC의 표준화를
목표로 함

◈ 공동연구기관 및 우수분야: Fudan(C1 Gen 2 기술보유), Adelaide(RFID 이
론,안테나, RFIC 세계적 석학), ETH(C2,3,4,5설계, Air Interface), Keio(네
트워크), 캠브리지(RFID시스템통합기술)

Class 3 Tag Class 5 TagClass 4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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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내용 우수 기술 보유 Auto-ID Labs

초소형 초박형 안테나 기술 Fudan / Adelaide

RFID / EPC Sensor Network 주파수 연구 Adelaide

RFIC 기술 Fudan / Adelaide

베이스밴드 모뎀 기술 Fudan

Air Interface / MAC 기술 Fudan / Keio / ETH

초저전력 네트워크 기술 Keio / ETH

EPC 클래스 3,4 Integration기술 Cambridge / ETH / Fudan

2. 연구 내용2. 연구내용

EPC 클래스 2,3,4,5 차세대 RFID 하드웨어 기술EPC 클래스 2,3,4,5 차세대 RFID 하드웨어 기술

Waveguide: a packaging feature 
to improve tag readability 

: 2005년, Auto-ID Labs white 
paper series, MITEPC 클래스 5 Integration 기술 Cambridge / 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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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2. 연구내용

과제 2: EPC Sensor Network 미들웨어 개발

◈ 연구내용 : EPCglobal의 EPC 네트워크 미들웨어를 센서 태그와 네트워크를 포
함하도록 확장하는 표준화 기술

◈ 목 표 : EPCglobal 차세대 소프트웨어 기술인 EPC Sensor Network 미들웨
어를 개발하여 EPCglobal 표준과 ISO/IEC 표준화 함.

◈ 공동연구기관 및 우수분야: ETH(미들웨어 기술), Keio(ONS), MIT(EPC 
Webservices)

EPC Sensor Network 미들웨어EPC Network 미들웨어



12

기술내용 우수 기술 보유 Auto-ID Labs

EPC Sensor Reader Management                     ETH / Keio

EPC Sensor Code 표준 기술 MIT / Keio / ETH

EPC Sensor Reader Protocol                           ETH / Keio 

EPC Sensor Filtering and Collection 기술 ETH / Keio

EPC Sensor Information Service 기술 MIT / ETH / Keio

EPC Sensor Discovery Service 기술 MIT / ETH / Keio

EPC Sensor Physical Object Markup 기술 ETH

2. 연구 내용2. 연구내용

EPC Sensor Network 미들웨어EPC Sensor Network 미들웨어

Realm : EPC Web Service 
middleware, MIT, Auto-ID Labs  
conference, 2005

EPC Sensor Object Naming Service 기술 Ke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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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2. 연구내용

과제 3: EPC 보안 및 프라이버시 기술

◈ 연구내용 : EPC RFID/SN 보안요구사항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기술
제한적인 리소스를 가지는 RFID/SN에 적합한 경량암호 원천 기술
경량암호 및 프로토콜 원천기술의 국제 표준화

◈ 목 표 : 정성적인 방법이 아닌 QoSS등의 보안공학적인 접근을 통한 분석
EPC 표준 제한 요건에 적합한 경량암호 원천기술 개발
ISO/EPCglobal 국제 표준화 활동으로 보안기술 표준화 주도

◈ 공동연구기관 및 우수분야: MIT(암호및태그보안기술), St. Gallen(보안정책, 
인증기술), Keio(EPC 네트워크 보안)

경량암호 기술 연구경량암호 기술 연구 보안기술 국제 표준화보안기술 국제 표준화

경량암호 및 암호프로토콜 원천기술 연구

EPC Class 1, 2, 3, 4, 5 대상

경량암호 및 암호프로토콜 시뮬레이션 기술

EPC Class 1 Gen2 표준에 보안기술 도입유도

ISO 및 EPCglobal을 통한 보안기술 국제표준화

EPC Class 2, 3, 4, 5 보안기술 표준화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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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내용 우수 기술보유 Auto-ID Labs

태그 보안기술 MIT

대칭/비대칭 암호 원천기술 MIT

EPC 프라이버시, 보안정책 St.Gallen

RFID 시뮬레이터 기술 MIT

EPC 네트워크 및 미들웨어 구축 기술 Keio

보안 RFID 칩 설계 기술 Fudan

계층적 인증기반 기술 St. Gallen

2. 연구 내용2. 연구내용

EPC 보안 및 프라이버시 기술EPC 보안 및 프라이버시 기술

발생가능프라이버시문제

태그의 물리적 보안을 위한 Blocker Tag
: 미국/ RSA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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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2. 연구내용

과제 4: RFID/USN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연구내용 : RFID/USN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프레임워크(RBMF) 및
응용 서비스 발굴

◈ 목 표 : RBMF 기반의 신규 응용 서비스 발굴 및 상용화

◈ 공동연구기관 및 우수분야: St. Gallen(유통/물류), Cambridge(제조업, 항공
분야), Keio(유비쿼터스서비스), Fudan(위조방지)

Future Store
구현을 위한
RFID 적용 프로
세스
- St. Gallen
대학 & Metro 
그룹

지능형 로봇분야에의 RFID 활용

Location-Aware Autonomous Vacuum Cleaner

Jurgen Bohn and Friedemann Mattern, ‘Super-Distributed RFID Tag Infra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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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우수 기술 보유 Auto-ID Labs

기업간 RFID 적용 효과 연구 St. Gallen / Keio

소매업분야 RFID 적용 St. Gallen

제조업분야의 RFID 적용 Cambridge

비즈니스 효과 측정 연구 St. Gallen

프라이버시, 보안, 위험 연구 St. Gallen

개인용 RFID 리더 응용 모델 Keio

RFID 활용 위조방지 서비스 모델 St. Gallen / Fudan

2. 연구 내용2. 연구 내용

RFID/USN 비즈니스 모델 관련 연구RFID/USN 비즈니스 모델 관련 연구

Metro 사의 Future Store 

: 2004년, M-Lab & IBM & SAP, 

St. Gallen 대학/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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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체계3. 추진체계

한국RFID/USN협회
표준화 및 산업체 협력

한국RFID/USN협회
표준화 및 산업체 협력

MIC, IITA

정책 및 예산 지원, 과제관
리 및 평가

AIDL Korea
차세대 표준화 기술 개발

산하 기관 등록

표준화 문서 기고

EPCglobal

국제표준화

학술교류
부산대,아주대,연세대

공동연구
국내 기업, ETRI

연구 수행 자문
Consulting Committee

국제공동연구
MIT, Cambridge,    
St.Gallen/ETH, Keio, 
Adelaide, Fu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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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전략4. 추진전략

공동연구 추진 전략공동연구 추진 전략

◈ 연구인력 상호 파견을 통한 공동연구 (1-2차 년도)

- AIDL Korea 연구원의 해외 AIDLs 파견

해외 선진기술 습득 (위조방지, 항공, 보안, automotive, healthcare,
sensor network 등)

- 해외 AIDLs 연구원의 AIDL Korea 파견

국내 EPC Sensor Network 국제공동연구

- 2주 1회 텔레컨퍼런스, 6개월 1회 결과발표 워크숍

◈ AIDL별 특화된 분야에 대한 인력파견 및 국제공동연구 (3-5차 년도)

- 위조방지, 항공, healthcare 등 해외 AIDL에 연구원 파견

- EPC Sensor Network 용 H/W, S/W, 보안 및 응용기술 해외 6개
AIDLs에서 연구원을 파견 받아 AIDL Korea에서 공동연구

- 7개 AIDL간 공동연구로 글로벌 표준기술 도출 및 EPC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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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전략4. 추진전략

핵심원천기술 확보방안핵심 원천기술 확보방안

◈ 1~2차 년도

- AIDL Korea 연구원의 해외 AIDLs 파견 : AIDLs의 기존 선지기술 습득 및
국내 도입 (위조방지, 항공, 보안, automotive, healthcare, sensor 
network 등)

- 해외 AIDLs 연구원의 국내 파견 : AIDL Korea에 상주하며 EPC Sensor 
Network 기술의공동연구참여및여타분야국내 산업체와 본국 AIDL과의 연
결고리 역할

◈ 3~5차 년도

- AIDL Korea 연구원의 해외 AIDLs 파견 : AIDL Korea가 주도하지 않는 기

술분야의 해외 AIDLs에서 주도하는 공동연구 참여 및 결과물 공유

- 해외 AIDLs 연구원의 국내 파견 : 해외 6개 AIDLs에서 파견 받은 연구원과 공

동으로 AIDL Korea에서 EPC Sensor Network 분야 글로벌 표준 및 상용화
기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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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전략4. 추진전략

기술이전 및 상용화 방안기술 이전 및 상용화 방안

◈ EPC Class 2,3,4,5 차세대 RFID 하드웨어 기술

관련 기업과 공동 연구 개발하여 표준화 및 상용화

관련기업 : ETRI, 삼성종합기술원(SAIT), LS 산전, 옥타컴 등

◈ EPC Sensor Network 미들웨어 기술

관련 기업과 공동 연구 개발하여 표준화 및 상용화

관련 기업 : ETRI, 메타비즈, 삼성 SDS 등

◈ EPC 보안 및 프라이버시 기술

관련 기업과 보안 미들웨어 기술 및 프레임워크를 공동 연구 개발하여
표준화 및 상용화

EPC 경량암호 및 암호프로토콜 원천기술 기술이전 (시뮬레이션 기술 포함)

관련기업 : ETRI, 삼성 SDS, LG-CN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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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 전략4. 추진 전략

추진전략

연간 국제 특허 10건 이상 출원

국내 산업체 대한 지재권 무상 실시 혜택

1차년도1차년도

차세대 표준화 기술 연구
표준 Draft 작성

(해외 Auto-ID Labs 및 국
내 산학연 컨소시엄 활용)

차세대 표준화 기술 연구
표준 Draft 작성

(해외 Auto-ID Labs 및 국
내 산학연 컨소시엄 활용)

2차년도2차년도

표준 Draft 기술 구현을 통
한 검증

표준 Draft 기술 구현을 통
한 검증

3차년도3차년도

EPCglobal 제안 표준화
draft 작성 및 제출

EPCglobal 제안 표준화
draft 작성 및 제출

국내산업체 기술 검토
및 수정

국내산업체 기술 검토
및 수정

국내산업체 기술 검토
및 수정

국내산업체 기술 검토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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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전략4. 추진전략

1차년도 AIDL Korea 파견연구인력 활용방안11차년도차년도 AIDL Korea AIDL Korea 파견연구인력파견연구인력 활용방안활용방안

ICU 파견기간연 구 내 용Auto-ID Labs

◈ EPC 클래스 2,3,4,5 차세대 RFID 하드웨어 기술

Elgar Fleisch (St.Gallen / ETH) 유성은 EPC Class 2,3,4,5 하드웨어 구조 6 개월

Hao Min (Fudan) 윤석주 EPC Class 2,3,4,5 하드웨어 구현 6 개월

장영신 EPC Class 2,3,4,5 하드웨어 구현 6 개월

◈ EPC Sensor Network Middleware

Jun Murai (Keio) 성종우 EPC Sensor Network Middleware Arch 6 개월

◈ EPC 보안 및 프라이버시 분야

R. Rivest (MIT) 이현록 대칭형 암호를 이용한 경량인증프로토콜 기술 연구 6 개월

S. Sarma (MIT)  서영준 비대칭 암호 원천기술 및 RFID 시뮬레이터 기술 연구 6 개월

◈ RFID/USN 비즈니스 모델 분야

Elgar Fleisch (St.Gallen) 황윤민 RBMF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연구 6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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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전략4. 추진전략

1차년도 AIDLs 파견연구인력 활용방안11차년도차년도 AIDLsAIDLs 파견연구인력파견연구인력 활용방안활용방안

ICU 파견기간연 구 내 용Auto-ID Labs

◈ EPC 클래스 2,3,4,5 차세대 RFID 하드웨어 기술

Fudan Junyu Wang EPC Class 2,3,4,5 하드웨어 구현 6 개월

Adelaide Behnam Jamali EPC Class 2,3,4,5 하드웨어 구현 3 개월

◈ EPC Sensor Network Middleware

St.Gallen / ETH C. Floerkemeier EPC Class 2,3,4,5 하드웨어 구조 3 개월

Keio Jin Mitsugi EPC Sensor Network Middleware Arch 3 개월

Cambridge Hugo Mallinson

◈ EPC 보안 및 프라이버시 분야

MIT Sanjay Sarma 대칭형 암호를 이용한 경량인증프로토콜 기술 연구 3 개월

◈ RFID/USN 비즈니스 모델 분야

St.Gallen Thorstein Staake RBMF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연구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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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요예산 및 투입인력6. 소요예산 및 투입인력

연구기간
당해년도 총연구기간

’05. 11. ~ ’06. 10    ’05. 11. ~ ’07. 10.   

연

구

비

AIDL Korea (정부출연)

AIDLs (현물출자)

합 계

10.0 억원 (현금)           30 억원

3.6 억원 (현물)           10.8 억원

13.6 억원 40.8 억원

참여 연구인력 36 명(12.3 M/Y)        108 명(36.9 M/Y)

AIDLs 현물출자 내역:

- 인건비(참여교수 6명 및 참여 연구원 7명), AIDLs 연구실

- 연구장비 및 한국측 파견연구원의 연구시설 활용비(Bench Fee: 3천만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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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술적기대효과7. 기술적기대효과

EPC Sensor NetworkEPC Sensor NetworkEPC Sensor Network

□ 기술개발 표준화 주도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 선점 및 국제적 기술경쟁력 확보

관련기술의 EPC 표준화 선도

- 다국적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글로벌 표준기술의 개발

- EPCglobal과의 특수관계를 기반으로 한 EPC 및 ISO/ISE 표준 점유

□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기반 조기 확보

IPR 조기 확보 및 산업화를 통한 기술 우위 및 국가 기술 경쟁력 확보

□ 동북아 IT 허브 국사 실현에 기여

아시아 지역 RFID/USN 기술 전문가 네트웍의 중심

RFID/USN 분야 글로벌 인력양성의 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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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적기대효과7. 산업적기대효과

EPC Class 2,3,4,5 및 Sensor Network 미들웨어EPC Class 2,3,4,5 EPC Class 2,3,4,5 및및 Sensor Network Sensor Network 미들웨어미들웨어

특징 : 표준화된 RFID와 USN 융합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다양한 RFID / USN 산업 응용에 적용 (2010년 540.8억 달러)

물류 유통, 교통, 재난방지, 군, 공장자동화 등의 핵심 기술로 사용되며
다수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업체 창출



27

7. 산업적기대효과7. 산업적기대효과

EPC 보안 및 프라이버시 기술EPC EPC 보안보안 및및 프라이버시프라이버시 기술기술

특징: 경량암호 및 암호프로토콜 원천기술, 보안기술 표준화

보안 및 프라이버시 기술은 RFID/USN 보안시장 자체 뿐 아니라
전체 RFID/USN 시장 확대를 위한 필수요소

경량암호 및 암호프로토콜 원천기술확보 및 표준화 선도를 통해
세계 기술우위, 기술료, 수출입 대체 효과 기대

RFID/USN 보안시장 전망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HW 13.5 18.3 24.6 31.1 36.0 41.1 47.4

서비스 6.5 11.8 16.4 21.9 31 41.9 52.6

보안 2.7 7.9 14.4 20 26.7 37.7 51

HW 43.9 64.6 90.4 117.5 152.5 207.9 278.5

서비스 40.4 64 71.9 85.7 108.3 138.4 162.3

보안 11.4 13.9 16.9 20.6 25.1 30.5 37.1

총 계 　
104.
3

158.7 203.3 256.2 291.8 429.3 540.8

USN

RFID

(단위: 억 US$)

자료출처 : 
ETRI/IDTechEx/VDC 추정, 2004.11
IDC 보안시장동향,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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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적기대효과7. 산업적기대효과

RBMF를 통해 기업들의 활발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투자 유도

RFID/USN 도입의 성공요인 도출 통해 산업내 RFID/USN 조기 확산 유도

국내 RFID/USN 블루오션 창출 및 국외 RFID/USN 기술/비즈니스 시장선도

RFID/USN 기술의 조기 확산 및 신규시장 창출RFID/USN RFID/USN 기술의기술의 조기조기 확산확산 및및 신규시장신규시장 창출창출

FAILURE 

SUCCESS 

Hype Curve

Success Momentum 확보 통한
RFID/USN 기술 조기 확산 및 신규시장 창출

RFID(item)
RFID(pallet)

USN

Success Momentum 확보
• RFID/USN 비즈니스모델개발

=>기업들 RFID/USN투자유도 (2010년까지 누계, 단위 억 US$, 명)

구분 기기 서비스 계

생산유발효과 43.29   40.76    84.04

부가가치유발효과 13.76   21.77    35.53

고용유발효과 19,404  38,391  57,795      

(ETRI, USN 시장 및 발전전망, 2005)

USN 산업의 파급효과



29

[첨부 1] 참여기관현황[첨부 1] 참여기관현황

Auto-ID Lab AdelaideAuto-ID Lab Adelaide

◈ 개요 : MIT가 인정하는 RFID 기술에 대한 세계적으로 가장 오랜 연구경험
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학자인 Peter Cole 교수가 책임자로 있는 Lab으로
서 2000년 Auto-ID Center의 멤버로 있다가 2003년 Auto-ID Lab 
Adelaide로 개명 하였음

◈ 우수보유기술분야 : 안테나, RFID Tags, Readers, 및 RFID 프로토콜

◈ 인력 : 책임교수 1명, 비즈니스매니저 1명, 연구원 3명, 박사과정 2명

◈ 소장 : Peter Cole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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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참여기관현황[첨부 1] 참여기관현황

◈ 개요 : 명성과 더불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Lab 중의 하나로서, 2000년
Auto-ID Center로 시작하여 2003년 Auto-ID Lab Cambridge로 개명. 소장인
McFalane교수는 자동제어 및 생산시스템 분야 세계적인 대가임

◈ 우수보유기술분야 : Aerospace ID 기술,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 인력 : 교수 1명, 연구원 4명, 매니저 2명, director 1명, senior industrial 
fellow, 박사과정 학생 6명

◈ 소장: Duncan McFarlane

Auto-ID Lab CambridgeAuto-ID Lab Cam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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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참여기관현황[첨부 1] 참여기관현황

Auto-ID Lab FudanAuto-ID Lab Fudan

◈ 개요 : Auto-ID Lab에서 지리적 및 정치적이 전략의 일환으로 지정한 Lab. 
2003년 Auto-ID Lab China로 합류한 Lab

◈ 우수보유기술분야 : 칩 및 패키징, RFID Tag/Reader 칩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하며 Gen2 칩, Reader SOC, USN, 안테나 등을 개발

◈ 인력 : 교수 1명, Associate Director 2명, 방문연구원 1, 박사과정 8명, 석사
과정 6명

◈ 소장 : Hao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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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참여기관현황[첨부 1] 참여기관현황

Auto-ID Lab KeioAuto-ID Lab Keio

◈ 개요 : 2002년 Auto-ID Center의 멤버로 시작하여 2003년 Auto-ID Lab 
Japan으로 개명. 현재 Keio 대학의 부총장으로 봉사하고 있고 Lab의 소장인
Jun Murai 교수는 인터넷 분야의 세계적인 대가이며 연간 수십억 연구비를 운용
하여 전체 12개의 Lab을 운영하고 290명의 연구원, 337명의 방문연구원 등으
로 구성된 대규모 그룹을 운영하고 있음. Auto-ID Lab Keio는 그 중의 한 Lab
에 해당

◈ 우수보유기술분야 : RFID wireless system engineering 쪽을 중심으로 EPC 
network, ONS, 보안기술 등을 활발이 연구하고 있음

◈ 인력 : 연구소장 1명, 참여교수 8명, 연구원 2명, 그리고 다수의 대학원 학생

◈ 소장 : Jun Murai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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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참여기관현황[첨부 1] 참여기관현황

Auto-ID Lab MITAuto-ID Lab MIT

◈ 개요 : Auto-ID Lab 발생의 진원지로서 1999년 Auto-ID Center를 설립하여
RFID 관련 핵심 기술에 대한 수년간의 연구를 통하여 2002년 EPCglobal이라
는 비영리 표준화 기관을 탄생시켜서 세계적으로 de facto standard를 주도하
고 있고, Center는 Auto-ID Lab MIT로 개명하였다. 

◈ 우수보유기술분야 : 프로토콜, 패키징, EPC network architecture, 
안테나, healthcare, 보안, sensor network 등

◈ 인력 : 교수 1, 연구원 8, + 다수의 대학원생들

◈ 소장 : John Willi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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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참여기관현황[첨부 1] 참여기관현황

◈ 개요 : Auto-ID Center의 멤버로 참여하였다가 2003년 Auto-ID Lab 
St.Gallen/ETH로 개명. 유비쿼터스 컴퓨팅 분야에서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7개 기업체와 경영/정보분야의 2개 대학이 연합해 2001년 설립. 

◈ 우수보유기술분야 : Mobile computing application, Business 

Management, Distributed S/W & Network Architecture, 그리고
Class 2-5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음

◈ 참여기관 및 인력 : 7개 기업체, St. Gallen 대학(HSG) 교수 1명(경영) , 
ETH (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Zurich 교수 1명(정
보), 연구원 2,11명의 박사과정 대학원생, 프로젝트 리더 1명

◈ 소장 : Elgar Fleisch 교수 (HSG)

◈ 프로젝트 리더 : F. Mattern 교수 (ETH Zurich)

Auto-ID Lab St.Gallen/ETHAuto-ID Lab St.Gallen/ETH

http://www.ethz.ch/
http://www.item.unisg.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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