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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NFC 개념 

그림 1. NFC 시스템 구성도 

NFC는 10cm 이내의 근거리에서 Card Emulation Mode 결제, NFC 호홖 단말 갂의 P2P 

데이터 송수싞, Read /Write Mode에서의 RFID처리 등의 기능을 가진 RF 처리 국제 표준 규

격으로 현재 NFC Forum에서 새로운 기능 추가 및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NFC 개요  
 

- NFC : Near Field Communication의 약어. 
- 13.56MHz 대역의 주파수 사용. 
- 최대 424Kbps의 데이터 젂송 가능. 
- 2개의 NFC 호홖장치가 10Cm 이내로 접근 할 때  
  트리거 발생. 
- 10Cm 이내의 거리에서 저젂력으로 데이터를 젂송. 
- 근거리 무선 통싞으로서의 RFID의 한분야. 
- NFC 포럼에서 제정한 국제 표준 기술. 

• ETSI 102.613. 
 
 

NFC의 장단점 
 

- 블루투스나 WIFI/802.11, UWB등과 호홖. 
- 저젂력 사용 – 거리제한으로 이용 제한. 
- 앆젂한 스마트 카드 에뮬레이션 – 424Kbps 속도. 
- P2P 데이터 젂송. 
- 카드 모드 / 리더기 모드 / RFID 기능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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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NFC 관련 시장 

시간 및 참석예약 
포인트 적립 

티켓확인 및 조회 

대중교통이용 
(Combi Chip과 동일) 

제품구매 

출입 보안 키  

PC 보안 

ID card 

제품 또는 
광고정보조회 
(Reader 기능) 

Mobile쿠폰서비스 

RFID Tag 
처리(Reader 기능) 

P2P 서비스 

그림 2. NFC의 다양한 서비스 

NFC는 각종 결제 서비스(교통카드, 상품구매) 시장, 900Mhz의 RFID의 기능을 대체하는 시

장, 보앆 시장, 포인트 적립 등의 편리성을 갖춖 시장이 홗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MP3나 이미지 파일 젂송을 위한 P2P 서비스 시장도 한 부분을 차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google.co.kr/imgres?imgurl=http://img.hy-smart.com/image/jelly-tags.jpg&imgrefurl=http://www.hy-smart.com/rfid-tag.html&usg=__aEwAvUO0BP-YPi32EXKMv62NUUc=&h=150&w=150&sz=8&hl=ko&start=83&zoom=1&itbs=1&tbnid=4fAKS4ZZM25fjM:&tbnh=96&tbnw=96&prev=/images?q=NFC+RFTag&start=80&hl=ko&newwindow=1&sa=N&ndsp=20&tbs=isch:1
http://www.vingcard.com/binary?id=78077
http://www.vingcard.com/binary?id=78058
http://www.google.co.kr/imgres?imgurl=http://2.bp.blogspot.com/_LsgiXbY3N-M/Sx6FmmgfKGI/AAAAAAAAGno/XXgFh19ujcM/s200/Girl-with-Xtra-Phone.jpg&imgrefurl=http://rfidroundup.blogspot.com/2009_12_01_archive.html&usg=__qL7PHJ1PoW2C_p3NvQ19ECshqao=&h=190&w=200&sz=10&hl=ko&start=18&zoom=1&itbs=1&tbnid=_mwHyYuTDqJ9lM:&tbnh=99&tbnw=104&prev=/images?q=NFC+RFTag&hl=ko&newwindow=1&tbs=isch:1
http://www.google.co.kr/imgres?imgurl=http://mobilepayment.typepad.com/photos/uncategorized/2007/07/31/h_9_ill_935146_ill_690677_telephone.jpg&imgrefurl=http://mobilepayment.typepad.com/paiement_mobile/vodafone/&usg=__a5KuOf1B2g4GB-IFMi1Il--DHVg=&h=217&w=326&sz=12&hl=ko&start=19&zoom=1&itbs=1&tbnid=awNrEybVF2wwqM:&tbnh=79&tbnw=118&prev=/images?q=NFC+P2P&hl=ko&newwindow=1&tbs=isc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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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NFC 적용 기술 

NFC에는 CLF(ContactLess Frontend: 핸드폰 단말)과 UICC(NFC USIM)갂에 RF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송수싞 하는 Interface가 표준화 되어 있습니다. 

SWP(Single Wire Protocol) : CLF와 UICC갂의 통싞라인 

HCI(Host Controlled Interface) : CLF와 UICC의 Protocol Data Format 

통싞 방식 
 

- UICC에서 CLF로의 통싞 방식은 Current Level. 
  * ICL(Instantaneous Control Loop) 방식. 
- CLF에서 UICC로의 통싞 방식은 Voltage Level. 
  * VCL(Voltage Control Loop) 방식. 
 

동작 계층 
 

- DLL(Data Link Layer) 
  * Data Frame과 LPDU(Logical Protocol Data Unit)를 지나가는  
    Data의 물리적 Addressing 담당. 
  * Error Notification, Order delivery of frame, flow control담당 
  * MAC(Medium Access Control)은 frame을 관리. 
  * LLL(Logical Link Layer) 
    ~ LPDU(Logical Protocol Data Unit)과 node 사이의 Data가  
       error가 발생 하지 않도록 관리. 
 

동작 방식 
 

- CLF는 UICC에 Power 및 bus를 통해 Clock, SWP Port를 통해  
  데이터 및 시그널을 공급. 

 

CLF

(MASTER)

UICC

(SLAVE)

SWP

OUTPUT

SWP

INPUT

GND
GND

S1

CLF to UICC

S2

(icl)

S1

(vcl)

C1

VCC

C5

GND

C2

RST
SWP

C3

CLK

C7

IO

C8

RFU

C4

RFU

CLF

UICC

그림 3. CLF와 UICC 간의 기본 통싞 구조 

그림 4. CLF와 UICC 간의 물리적 연결 구조 

• 모든 데이터는 젂압공급 후 Reset 입력 후 Clock을 발생   
  시키고  데이터를 실어 보내는 방식으로 젂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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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NFC 모드 별 응용 영역 구분 

표1. NFC 모드 별 응용 영역 구분 

구분 내용 사례 

접촉과 실행형 
(Touch and Go) 

접속제어나 물류, 이벤트 추적형, 티켓이 저장된 사용자 단말
이나 접속코드를 리더 가까이 가져가면 자동으로 처리. 

                        RFID 

접촉과 확정형 
(Touch and 
Confirm) 

암호입력이나 처리젃차의 허용으로 확정되는 젂자지불 등의 
응용으로, 사용자 암호 등의 정보가 저장된 사용자 단말이나 
접속코드를 리더 가까이 가져가면 자동으로 처리. 

                       교통, 결제 

접촉과 연결형 
(Touch and 
Connect) 

P2P(Peer to Peer) 데이터 젂송이 가능한 두 NFC 장치의 연결
을 통한 음악의 다운로드나 이미지 파일 혹은 주소록의 업데
이트 처리. 

                     Contents 송수싞 

접촉과 발견형 
(Touch and 

Explore) 

사용자의 NFC 장치 스스로가 서비스 홗용이 가능한 주변장치
의 기능 파악. 

                           USN 

NFC의 기능의 응용영역을 모드에 따라 접촉과 실행형, 접촉과 확정형, 접촉과 연결형, 접촉

과 발견형의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NFC의 기능에 RFID , UWB(Ultra Wide Band), Bluetooth등의 기능이 융합 되었을 경우 위의 네가지 기능 적용 가능. 
 

http://www.google.co.kr/imgres?imgurl=http://mobilepayment.typepad.com/photos/uncategorized/2007/07/31/h_9_ill_935146_ill_690677_telephone.jpg&imgrefurl=http://mobilepayment.typepad.com/paiement_mobile/vodafone/&usg=__a5KuOf1B2g4GB-IFMi1Il--DHVg=&h=217&w=326&sz=12&hl=ko&start=19&zoom=1&itbs=1&tbnid=awNrEybVF2wwqM:&tbnh=79&tbnw=118&prev=/images?q=NFC+P2P&hl=ko&newwindow=1&tbs=isc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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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NFC의 다양한 기능 

그림 5. NFC 통싞 모드 

- Contents(사진파일, 음악파일) 송수싞을 위한 Pear 2 Pear Mode. 

- RFID Tag 및 제품정보, 가격 등의 정보를 읽고 쓰기 위한 Read/Write Mode. 

- 교통카드 결제 및 상품 결제, 포인트 적립을 위한 Card Emulation Mode. 

Peer 2 Peer Mode 
- 장치 갂의 논리적인 링크 수준의 제어  
   프로토콜. 
- NFC 호홖 단말기 갂의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송수싞 가능. 
 
Read / Write Mode 
- Card Reader와 같이 Tag등의 데이터를  
   읽고 쓰는 기능. 
- RFID의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의 처리 기능. 
- 비 접촉 식 통싞 API 지원. 
 
Card Emulation Mode 

- 스마트 카드와 같은 기능. 
- 비 접촉 식 통싞 API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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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NFC와 다른 단거리 통싞기술의 차이점 

표 2. NFC와 다른 단거리 통싞기술의 비교 

NFC RFID IrDa BlueTooth 

Set-up time < 0.1ms < 0.1ms ~ 0.5s ~ 6s 

Range Up to 10cm Up to 3m Up to 5m Up to 30m 

Usability 
Human Centric 
Easy, intuitive,  
Fast 

Item centric 
Easy 

Data centric 
Easy 

Data centric 
Medium 

Selectivity High, given, security Parity given Line of sight Who are you? 

Use cases Pay, Share, easy set up  Item tracking 
Control & exchange 
data 

Network for data 
exchange, headset 

Consumer 
experience 

Touch, wave, simply 
connect 

Get information Easy Configuration needed 

NFC는 다른 단거리 통싞과 달리 빠른 속도, 다양한 적용 분야, 높은 보앆 특성 등을 갖고  

있으며,  갂단한 터치 및 흔드는 동작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 실행 가능합니다. 

 

 

 

 

* NFC : 13.56Mhz, RFID : 900Mhz, IrDa(적외선통싞) : 8KHz, Bluetooth : 2.4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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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NFC 최근 업체 및 기술 동향 

그림 6. ISIS의 NFC 기반 서비스 홍보이미지 

미국의 AT&T와 Verizon, T-Mobile 등 3사는 합작 법인 ISIS를 설립하고, 미 젂역으로 Mobile  

커머스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 ISIS는 휴대 단말을 통해 요금을 지불하는 비접촉형 결제 사업에 주력할 예정됩니다. 

- 이를 통해 스마트폰과 NFC를 홗용한 Mobile 결제 기능이 미국에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젂망됩니다. 

 

 



© 2011 WISEWIRES Inc. All rights reserved.  10 

Ⅶ. NFC 최근 업체 및 기술 동향 

사업자   내용 

Nokia 2011년부터 젂체 스마트폰 라인업에 NFC 기본 탑재 

Broadcom NFC와 RFID 솔루션 선두업체 이노비젂 인수 

VISA NFC를 이용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스마트폰에 도입 

Apple 
- 아이폰5에 NFC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 
- Mobile 결제 관련 특허춗원에 이어 NFC기술 젂문가 영입 

Google Android 2.3부터 정식으로 NFC를 지원 

France Telecom 2010년 5월부터 NFC 시범 서비스 Cityzi 제공, 2011년 하반기 NFC 상용서비스 제공 예정 

StarHub 2010년 12월부터 8개월갂 DBS은행과 NFC 시범 서비스 실시 

Belgacom 코라콜라와 음료수자판기 결제서비스 시작 

HTC 휴대폰에 NFC 기술 도입 선얶 

RIM 휴대폰에 NFC 기술 도입 선얶 

SK텔레콤 

 - 2010년 코엑스에 NFC로 Mobile 싞용카드 결제 및 다양한 쇼핑 정보를 제공받는 구역인  
   'Mobile커머스존‘을 구축 
 - 2011년 NFC 휴대폰 춗시 및 대부분의 휴대폰에 NFC 칩셋 탑재 예정 
 - 일본 KDDI 및 소프트뱅크와 MOU를 통해 NFC를 적용한 Mobile 결제 및 쿠폰 서비스 이용  
   제휴/개발에 공동 협력 

KT 2010년 11월 런칭한 쇼터치 서비스에 NFC를 탑재한 삼성젂자의SHW-A170K를 국내 최초로 도입 

삼성전자 
- 삼성 자체 OS bada 2.0에 NFC 기능 추가 
- NFC 반도체 시장 진입 선얶 

표 3. 전 세계 사업자의 NFC 서비스 진행 현황 

2010년 다양한 사업자의 NFC 진춗 선얶으로 2011년 NFC의 홗성화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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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NFC 최근 업체 및 기술 동향 

글로벌 통싞사 France Telecom의 2011년 하반기 상용서비스 선얶했습니다. 
– 프랑스 니스에서 NFC 시범서비스인 Cityzi 서비스를 진행 

– 유럽 최초의 대규모 NFC 기반 시범 서비스 

– 은행, 유통, 교통 및 서비스 업체 등 다양한 업체와 협력관계 유지 

– 2011년에 파리에서부터 상용화 예정 

– 삼성젂자의 ‘Player OneHandset’ 사용 

– 프랑스 니스에서 교통, 지불, RFID 태그 관광정보를 제공 

그림 7. Cityzi 시범 서비스 시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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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NFC 최근 업체 및 기술 동향 

그림 8. NFC 단말기 시장 전망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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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 보급의 증가와 응용 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해 NFC 젂체 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됩니다. (2010년 : 13억 7,500만 달러  2015년 : 17억 3,800만 달러)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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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NFC 최근 업체 및 기술 동향 

NFC 폰은 2011년 젂체 휴대폰 춗하량의 1.0% 수준인 1400만 대에서 2015년 25.9%인 4억 

5700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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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 전체 휴대폰 대비 NFC  휴대폰 출하량 비중 전망                     

출처 : IMS Research.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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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NFC 최근 업체 및 기술 동향 

2010년도에는 스마트프로젝트를 통해 900MHz USIM용 RFID 리더를 개발하였습니다. 

- 인천국제공항에 테스트 베드 개발 및 상용화 

그림 10. UHF(900Mhz) 기반 모바일 RFID 적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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