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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RF 호출 신호를 수신하고 그에 대한 호출 응답 메시지를 출력하는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 그를 이용한 물품 관

리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는 상기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판독하는 리더기로부터 RF 호출 신호를 수신하는 안테나 - 상기 RF 호출 신호는 상기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호출하기

위한 제1 아이디 정보를 포함함 -; 상기 RF 호출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복조하는 복조부 - 상기 디지털 데이터는 상기

제1 아이디 정보를 포함함 -; 상기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마다 고유하게 할당된 제2 아이디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 상기

RF 호출 신호에 대한 호출 응답 메시지를 출력하는 메시지 출력부; 및 상기 제1 아이디 정보와 상기 제2 아이디 정보를 비

교하여 일치하는 경우, 상기 메시지 출력부가 상기 호출 응답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관리자가 찾고자 하는 물품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 위치, 검색, 호출, 모니터, 출력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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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의 구성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이용하는 물품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이용하여 물품을 관리하기 위한 휴대용 단말기의 구성도를 나

타내는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단말기로서, 이동 통신 단말기의 일종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구현한 휴대용 단말

기의 구성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와 등록된 물품 정보를 이용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휴대용 단말기

의 구성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와 다수의 식별 태그를 포함하는 태그

박스의 아이디를 계층화하여 등록하기 위한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 및 태그 박스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가 부착된 물품과의 이격 여부를 모니터함으로써 물품을 관리하

기 위한 휴대용 단말기의 구성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단말기의 개인 물품 관리 메뉴 화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단말기의 개인 물품 관리 메뉴에서 물품 검색 기능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하

위 메뉴 화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단말기의 개인 물품 관리 메뉴에서 물품 등록 기능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하

위 메뉴 화면으로서, 특히 수동 등록을 선택했을 때의 메뉴 화면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단말기의 개인 물품 관리 메뉴에서 물품 등록 기능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하

위 메뉴 화면으로서, 특히 자동 등록을 선택했을 때의 메뉴 화면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단말기의 개인 물품 관리 메뉴에서 물품 등록 기능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하

위 메뉴 화면으로서, 특히 아이디의 계층화를 통한 물품 등록을 위해 태그 박스 등록을 선택했을 때의 메뉴 화면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단말기의 개인 물품 관리 메뉴에서 등록 현황 기능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하

위 메뉴 화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단말기의 개인 물품 관리 메뉴에서 모니터링 기능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하

위 메뉴 화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단말기에서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이용하여 생활 용품을 관리하기 위한 데

이터베이스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도서 관리 시스템에서 도서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8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물품 관리 시스템에서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이용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의 흐

름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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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310: 관리 서버 120, 320: 리더기

130, 330: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 210, 323, 331, 460: 안테나

220: 전압 증폭부 230, 333: 복조부

240, 335: 제어부 250, 311, 334, 410: 저장부

260, 322, 440: 변조부 270, 336: 메시지 출력부

271: 경보음 송출 수단 272: 발광 소자

300: 물품 관리 시스템 312, 420: 입력부

313, 430: 검색부 314, 450: 전송부

321, 334: 수신부 550, 760: RF 신호 송수신부

670: 등록부 740: 모니터 신호 전송부

780: 모니터 결과 출력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이용한 물품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

세하게는 RF 호출 신호를 수신하고 그에 대한 호출 응답 메시지를 출력하는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 그를 이용한 물품 관

리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Tag)는 리더기(Reader)로부터 전원을 공급 받

고 근거리 무선 기술을 이용하여 상기 리더기와 신호를 송수신한다. 원격 서버는 상기 리더기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결

되어 리더기를 통해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감지하거나 인식함으로써 태그와의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는 비접촉 방식으로서 반영구적으로 신호 송수신이 가능하고, 원격 서버는 여러 가지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동시에

고속으로 인식 가능하다. 이와 같이,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와 그를 이용하는 원격 서버는 충분한 저장 용량 및 관리 범위

확장이 용이한 특성 등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여 연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는 인식 속도가 마그네틱 테이프에 비해 48배, 바코드에 비해 8배에 달하며 그 속도는 기술 발전에 따라 더 향상

될 전망이다. 또한, 바코드는 현재 단가가 10원 미만인 반면에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는 그 성능에 따라 600원 내지 2000

원 정도 수준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인해 2005년에 수동 소자의 경우 5센트 이하로 가격이 대폭 하락될 것으

로 예상됨에 따라,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는 물류 또는 유통 분야와 같은 물품 관리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이용한 물품 관리 시스템은 통신망과 제품의 태그 정보를 통하여 사람, 사물, 서비스 등이 ID 식

별, 제품의 생산, 유동, 관리, 소비의 전 과정에 대한 관리 및 추적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대표적인 실시예로서,

도서관에서 도서에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부착하여 도서를 관리하는 도서 관리 시스템, 목장에서 동물에게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부착하여 동물을 추적하는 동물 위치 추적 장치, 대형 할인 마트에서 상품 관리를 위해서 상품에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부착하거나 경우 또는 공항에서 항공 운송 수하물 추적을 위해서 수하물에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부착, 관

리하는 시스템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이용한 물품 관리 시스템은 사람, 동물, 물건 등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사용

될 수 있으며, 비용 및 노동력의 절감을 통하여 업무 효율 향상 측면에서 새로운 관리 수단으로서 상당히 기대되고 있다.

일례로서 월마트에서는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이용하여 물품을 관리함으로써 매출의 10퍼센트가 증대되고 물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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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리 비용이 감소됨으로 인해 원가의 6~7퍼센트의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미국 시애틀 공항에서는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이용하여 수하물을 관리함으로써 수하물의 오배송률이 75퍼센트나 감소하고, 수하물의 운용 지연도 50퍼센

트 감소시킬 수 있었다.

종래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이용하는 물품 관리 시스템은 관리 서버에서 리더기를 통해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호출

한 다음 해당되는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로부터 그에 대응하는 응답 신호를 수신함으로써 동작하게 된다. 따라서, 종래에

는 관리 서버에서 상기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로부터 응답 신호를 수신하지 않는 경우 태그의 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없었다.

또한, 종래 물품 관리 시스템은 리더기의 안테나를 통해서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호출함으로써 상기 안테나의 숫자 또

는 안테나의 성능에 따라 태그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위치 추적 범위가 각기 달라진다. 리더기는 예를 들어, 안테나가

한 개인 경우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의 일차원적 위치를 파악하며, 안테나가 두 개인 경우 평면 위치를 파악하며, 안테나가

3개인 경우 입체적인 위치를 파악한다. 따라서, 종래 리더기에서는 추적하고자 하는 물건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서는 적어도 3개의 안테나가 필요하게 되므로 설치가 복잡해지고 가격이 상승되는 문제점이 있다.

대형 할인점이나 공항과 같이 일정한 범위내에서의 물류량이 많은 경우 고가의 시스템 설치 비용을 감수한다면, 대상 지역

에 대해 좁은 간격으로 안테나를 다량 설치하여 추적하고자 하는 물품이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추적할 수 있다. 하지만, 소

형 물류점, 도서관 등에서는 고가의 설치 비용 때문에 이러한 안테나의 다량 설치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종래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이용한 도서 관리 시스템은 관리자에게 검색하고자 하는 도서의 대략적인 위치 정보를 알려

준 후 상기 관리자가 리더기를 통해 상기 위치 정보에 대응하는 책장에 배치된 도서를 일일이 직접 스캐닝해야 하는 번거

로움이 있다. 만약, 검색하고자 하는 도서가 책장의 맨 오른쪽 아래칸에 배치되어 있고, 관리자가 책장의 맨 왼쪽 윗칸부터

리더기를 통해 책장에 배치된 도서에 대한 스캐닝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배치된 모든 도서를 스캐닝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종래 시스템은 도서를 검색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에 따라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성

이 절실히 요구되어 오고 있다. 비단 도서관뿐만 아니라, 물류점이나 상점에서 관리자가 필요한 물품을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진열된 물품을 일일이 스캐닝하게 되면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관리하고자 하는 대상을 손쉽게 검색하기 위한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이용하는 물품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본 발명의 목적은,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가 부착된 물품을 보다 용이하게 검색하고 관리하기 위한 휴대용 단말기를 제

공하는 데에 있다.

또,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RF 신호 송수신부를 포함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를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가 부착된 물품을 관

리하기 위한 휴대용 단말기로서 제공하는 데에 있다.

또,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관리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 및 각 물품에 부착된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의 아이디 정보

를 용이하게 등록할 수 있는 휴대용 단말기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또,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가 부착된 물품과의 거리를 자동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물품 관리

용 휴대용 단말기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또,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관리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와 일치하는 물품을 검색한 경우 이를 메시지로 출력하여 관

리자에게 알리는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또,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물품의 위치를 알기 위해 청각적인 메시지를 출력하는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이용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또,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물품의 위치를 알기 위해 시각적인 메시지를 출력하는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 무선 주파수 식

별 태그를 이용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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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구성으로서,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는 상기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판독하는 리더기

로부터 RF 호출 신호를 수신하는 안테나 - 상기 RF 호출 신호는 상기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호출하기 위한 제1 아이디

정보를 포함함 -; 상기 RF 호출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복조하는 복조부 - 상기 디지털 데이터는 상기 제1 아이디 정보를

포함함 -; 상기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마다 고유하게 할당된 제2 아이디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 상기 RF 호출 신호에 대

한 호출 응답 메시지를 출력하는 메시지 출력부; 및 상기 제1 아이디 정보와 상기 제2 아이디 정보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경

우, 상기 메시지 출력부가 상기 호출 응답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가 부착된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은 각

물품에 대응하는 제1 아이디 정보를 각각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단계; 사용자로부터 검색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물품 정보를 입력 받는 단계; 상기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상기 물품 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제1 아이디 정보를 검

색하는 단계; 및 상기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판독하는 리더기를 통해 상기 제1 아이디 정보를 포함하는 RF 호출 신호를

각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각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에서 각자의 고유한 제2 아이디 정

보를 저장하고, 상기 리더기로부터 상기 RF 호출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제1 아이디 정보와 상기 제2 아이디 정보를 비교

하여 일치하는 경우 상기 RF 호출 신호에 대한 호출 응답 메시지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이용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 시스템은 관리 서버(110), 리더기(120) 및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130)를 포함한

다.

관리 서버(110)는 각 물품에 대응하는 물품 정보와 상기 물품 정보에 대응하는 제1 아이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

여 관리한다. 먼저, 관리 서버(110)는 관리자로부터 관리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검색 요청을 입력받는다. 상기 검색 요청

은 관리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물품 정보를 포함한다. 관리 서버(110)는 상기 검색 요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

여 물품 정보에 대응하는 제1 아이디 정보를 검색한다. 관리 서버(110)는 리더기(120)와 유선 또는 무선 통신을 통해 리더

기(120)로부터 판독하고자 하는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130)의 판독 요청을 전송한다. 상기 판독 요청은 상기 제1 아이디

정보를 포함한다.

리더기(120)는 관리 서버(110)로부터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130)의 판독 요청을 수신한다. 리더기(120)는 상기 판독 요

청에 따라 상기 제1 아이디 정보를 RF 호출 신호로 변조하고, 상기 RF 호출 신호를 안테나를 통해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

(130)로 송출한다. 상기 RF 호출 신호는 제1 아이디 정보를 포함한다.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130)는 고유하게 할당된 제2 아이디 정보를 저장한다.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130)는 내부 안테나

를 통해 리더기(120)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RF 호출 신호를 수신하거나 또는 일정 간격으로 상기 RF 호출 신호가 송신되는

지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130)는 상기 RF 호출 신호를 수신한 후 상기 제1 아이디 정보와

상기 제2 아이디 정보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경우 RF 호출 신호에 대한 호출 응답 메시지를 출력한다. 무선 주파수 식별 태

그(130)는 호출 응답 메시지로서, 버저를 통해 경보음을 출력하거나 또는 소형 램프를 온/오프시킴으로써 자신이 부착된

물품의 위치를 상기 관리자에게 알려준다. 상기 메시지 출력은 일정 시간 간격으로 발생시킬 수도 있고, 또는 소정 시간 지

속적으로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관리자가 찾고자 하는 물품에 부착된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130)를 통해 호출 응답 메시지가

출력됨에 따라 물품의 위치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130)는 상기 제1 아이디 정보와 상기 제2 아이디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RF 호출 신호에 대한 응답

으로써 호출 응답 메시지를 출력함과 동시에, 내부 안테나를 통해 상기 제1 아이디 정보를 포함하는 RF 응답 신호를 리더

기(120) 로 전송할 수도 있다. 이때, 리더기(120)는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130)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RF 응답 신호를 수

신하고,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130)에 대한 호출 응답 정보를 유선 또는 무선 통신을 통해 관리 서버(110)로 전송하게 되

고, 관리 서버(110)는 리더기(120)로부터 판독된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130)에 대한 호출 응답 정보를 수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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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의 구성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 및 도 2를 참조하면,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130)는 안테나(210), 전압 증폭부(220), 복조부(230), 제어부(240), 저장

부(250), 변조부(260), 및 메시지 출력부(270)를 포함한다.

안테나(210)는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130)를 판독하기 위한 리더기(120)로부터 RF 호출 신호를 수신한다. 상기 RF 호출

신호는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130)를 호출하기 위한 제1 아이디 정보를 포함한다. RF 호출 신호는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

(130)의 동작을 동기화(Synchronization)시키는 클럭(Clock)을 포함할 수도 있다.

전압 증폭부(220)는 상기 RF 호출 신호로부터 유도된 유도 전압 또는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130)의 내부 전원 장치(도면

상에 도시되지 않음)로부터 공급된 전압(전원)을 증폭한다. 상기 내부 전원 장치는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130)의 사용 용

도에 따라 동작 전원이 항상 필요한 경우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130)내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전압 증폭부(220)는 무선 주

파수 식별 태그(130)를 동작시키기 위한 구동 전압으로서, 상기 증폭된 전압을 복조부(230), 제어부(240), 저장부(250),

변조부(260), 및 메시지 출력부(270)로 각각 제공한다.

복조부(230)는 RF 호출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복조한다. 상기 디지털 데이터는 RF 호출 신호가 변조된 것이므로 제1 아

이디 정보를 포함하고, 동기화 클럭도 포함할 수 있다. 복조부(230)는 상기 디지털 데이터를 제어부(240)로 제공한다. 복

조부(230)는 RF 호출 신호에 동기화 클럭이 포함되지 않고 제1 아이디 정보만 포함된 경우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동기

화 클럭을 생성할 수 있고, 이 경우 상기 제1 아이디 정보와 별도로 상기 동기화 클럭을 제어부(240)로 제공한다.

제어부(240)는 복조부(230)로부터 제1 아이디 정보 및 동기화 클럭을 각각 전송 받는다. 상기 클럭은 무선 주파수 식별 태

그(130)의 동작에 대한 동기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기 RF 호출 신호에 포함될 수도 있고, 복조부(220)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될 수도 있다.

저장부(250)는 각 물품마다 부착된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130)에 대해 고유하게 할당된 제2 아이디 정보 및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130)의 동작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저장한다.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130)가 사용되는 일실시예로서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물품(예를 들어, TV

리모콘, 오디오 리모콘, 또는 비디오 리모콘 등)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130)는 상기 물품

에 각각 부착된다. 이때,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130)는 도 16에 도시된 것과 같이 각 물품마다 각기 상이한 아이디 정보가

할당되고, 상기 아이디 정보를 저장부(250)에 저장한다.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130)가 사용되는 다른 실시예로서 도서관에서 도서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

우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130)는 도 17에 도시된 것과 같이 도서의 분류 기준(예를 들어, 국내 소설, 외국 소설, 시)에 따

라 각기 상이한 아이디 정보가 할당되고, 상기 할당된 아이디 정보를 저장부(250)에 저장한다.

이와 같이, 관리하고자 하는 물품의 종류 또는 사용 장소에 따라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130)에 각기 상이한 아이디 정보를

부여하고, 상기 부여된 아이디 정보를 각각 저장부(250)에 저장한다.

제어부(240)는 상기 제1 아이디 정보와 상기 제2 아이디 정보를 비교한다. 제어부(240)는 비교 결과에 따라 제1 아이디

정보와 제2 아이디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아이디 일치 데이터를 변조부(260)로 제공한다. 또한, 제어부(240)는 비교 결과

에 따라 제1 아이디 정보와 제2 아이디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아이디 불일치 데이터를 변조부(260)로 제공할 수도 있

다. 제어부(240)는 제1 아이디 정보와 제2 아이디 정보의 일치 여부에 따라 메시지 출력부(270)가 메시지 출력 여부를 결

정하도록 제어한다.

변조부(260)는 제어부(240)로부터 제공되는 아이디 일치 데이터 또는 아이디 불일치 데이터를 RF 응답 신호로 변조한다.

상기 RF 응답 신호는 상기 RF 호출 신호에 대한 응답으로 제1 아이디 정보와 제2 아이디 정보가 일치됨을 관리 서버(110)

로 보고하기 위한 신호로서, 상기 제2 아이디 정보, 및 상기 아이디 일치 데이터 또는 상기 아이디 불일치 데이터가 포함된

다. 변조부(260)는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130)의 종류에 따라 상기 RF 호출 신호에 대한 응답 여부에 대한 정보를 관리

서버(110)로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 가정에서 생활 용품의 위치 추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또는 별도의 관리

서버(110)에서 상기 물품의 검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생략될 수도 있다. 하지만, 변조부(260)는 관리 서버

(110)에서 상기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130)가 부착된 물품에 대한 관리 상태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구성 요소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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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실시예로서, 전압 증폭부(220), 복조부(230), 제어부(240), 저장부(250), 및 변조부(260)에 대한 각 기능을 하나의

칩(200)으로 구현할 수 있다.

메시지 출력부(270)는 제어부(240)의 제어에 따라 제1 아이디 정보와 제2 아이디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그에 대응하는 호

출 응답 메시지를 출력한다. 메시지 출력부(270)는 경보음 송출 수단(271) 또는 발광 소자(272)를 포함한다. 메시지 출력

부(270)는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130)의 사용 장소 또는 상황에 따라 경보음 송출 수단(271)으로 경보음만을 제공하기

위한 청각적 응답 메시지만을 출력하거나 또는 발광 소자(272)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온/오프시키는 시각적 응답 메시지

만을 출력하거나 또는 상기 청각적 응답 메시지 및 상기 시각적 응답 메시지를 동시에 출력할 수 있다.

메시지 출력부(270)가 상기 호출 응답 메시지로서 경보음을 출력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경보음 송출 수단(271)은 버저

(Buzzer) 형태로 구현할 수 있다. 메시지 출력부(270)는 경보음 송출 수단(271)으로 송출되는 경보음의 크기를 무선 주파

수 식별 태그(130)가 사용되는 장소 또는 시간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130)를 사용하

는 장소가 시끄러운 장소일 때 경보음의 크기가 너무 작은 경우 관리자가 상기 경보음이 송출되더라도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130)의 위치를 인식할 수 없으므로 상기 경보음의 크기를 사전에 크게 조정하거나 검색 시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다. 상기 관리자는 경보음 송출 수단(270)으로부터 출력되는 경보음의 크기가 잘 안 들리는 경우 리더기(120)를 통해 상

기 경보음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리더기(120)는 상기 경보음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경보음 크기 조정

데이터를 상기 RF 호출 신호에 포함시켜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130)로 전송한다.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130)는 상기 경

보음 크기 조정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경보음 크기 조정 데이터에 따라 경보음 송출 수단(270)에 대한 경보음의 크기를

조정한다.

한편, 메시지 출력부(270)는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130)가 도서관 같이 조용한 장소에서 이용되는 경우 경보음 송출 수단

(271)으로 경보음이 송출되는 것을 미리 차단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메시지 출력부(270)는 경보음 송출 수단(271)으

로 경보음을 송출하는 대신에 발광 소자(272)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온(ON)/오프(OFF)시켜 상기 관리자가 손쉽게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130)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메시지 출력부(270)는 경고음 송출 수단(271)을 아예 배제

시킬 수도 있고, 도서의 배치 위치에 따라 또는 도서의 검색 시간에 따라 경보음의 송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경보음

출력 여부가 제어될 수 있는 경보음 송출 수단(271)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발광 소자(272)는 LED와 같은 소형 램프로 구현될 수 있으며, 제어부(240)의 제어에 따라 상기 RF 호출 신호에 대한 응답

으로서 온(ON) 또는 오프(OFF)된다. 제어부(240)는 제1 아이디 정보와 제2 아이디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발광 소자(272)

가 온되거나 또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온/오프되도록 메시지 출력부(270)를 제어한다. 도서관 같이 조용한 장소이거나 또

는 어두운 곳에서 발광 소자(272)를 통해 호출 응답 메시지가 출력됨에 따라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130)가 부착된 물품을

관리자가 보다 용이하게 찾을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이용하는 물품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내는

도면으로서, 물품 관리 시스템(300)은 관리 서버(310), 리더기(320), 및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330)를 포함한다.

도 3을 참조하면, 관리 서버(310)는 저장부(311), 입력부(312), 검색부(313), 및 전송부(314)를 포함한다. 저장부(311)는

관리하고자 하는 물품을 각각 식별하기 위해 아이디 정보를 저장한다. 입력부(312)는 관리자로부터 검색하고자 하는 물품

정보를 입력 받는다. 검색부(313)는 상기 물품 정보와 일치하는 제1 아이디 정보를 검색하고, 전송부(314)는 검색된 제1

아이디 정보를 전송한다. 전송부(314)는 관리 서버(310)와 리더기(320)가 유선망으로 연결된 경우 유선 통신망을 통해 상

기 제1 아이디 정보를 리더기(320)로 전송한다. 전송부(314)는 유무선망을 통하여 관리 서버(310)와 연결될 수 있다.

리더기(320)는 수신부(321), 변조부(322) 및 안테나(323)를 포함한다. 수신부(321)는 관리 서버(310)로부터 상기 제1 아

이디 정보를 수신한다. 변조부(322)는 상기 제1 아이디 정보를 RF 호출 신호로 변조한다. 상기 RF 호출 신호는 상기 제1

아이디 정보를 포함한다. 안테나(323)는 상기 RF 호출 신호를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330)로 전송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관리 서버(310)와 리더기(320)는 하나의 장치로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기 하나의

장치로 결합된 경우에 따른 실시예에서는 관리 서버(310)와 리더기(320)의 구성 요소에서 전송부(314) 및 수신부(321)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 요소인 저장부(311), 입력부(312), 검색부(313), 변조부(322), 및 안테나(323)를 결합시킨 것이다. 이

때, 검색부(313)는 입력부(312)로부터 물품 정보가 입력된 경우, 상기 입력된 물품 정보에 대응하는 제1 아이디 정보를 검

색한 후 상기 제1 아이디 정보를 변조부(322)를 통해 RF 호출 신호로 변조하여 안테나(323)를 통해 상기 RF 호출 신호를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330)로 송출한다. 상기 RF 호출 신호는 제1 아이디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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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330)는 안테나(331), 수신부(332), 복조부(333), 저장부(334), 제어부(335), 및 메시지 출력부

(336)를 포함한다.

수신부(332)는 리더기(320)의 안테나(323)로부터 송출되는 상기 RF 호출 신호를 안테나(331)를 통해 수신한다. 복조부

(333)는 상기 RF 호출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복조한다. 상기 디지털 데이터는 호출하고자 하는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에

대한 제1 아이디 정보를 포함한다. 저장부(334)는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330)에 할당된 고유 아이디 정보인 제2 아이디

정보를 저장한다. 제어부(335)는 상기 제1 아이디 정보와 상기 제2 아이디 정보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경우 메시지 출력부

(336)를 통해 상기 RF 호출 신호에 대한 호출 응답 메시지가 출력되도록 제어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이용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휴대용 단말기의 구성도를 나타내

는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면, 휴대용 단말기(400)는 관리자가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단말기로서 관리 서버와 리더기의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 휴대용 단말기(400)는 저장부(410), 입력부(420), 검색부(430), 변조부(440), 전송부(450), 및 안테나(460)를

포함한다.

저장부(410)는 도 16 또는 도 17에 도시된 것과 같이 관리하고자 하는 물품에 부착되는 하나 이상의 무선 주파수 식별 태

그를 각각 식별하기 위한 고유 아이디 정보인 제1 아이디 정보 및 상기 제1 아이디 정보에 대응하는 물품에 대한 제1 물품

정보를 저장한다.

입력부(420)는 사용자로부터 검색하고자 하는 제2 물품 정보를 또는 제2 아이디 정보를 입력 받는다.

검색부(430)는 상기 제2 물품 정보와 일치하는 물품 정보를 저장부(410)에서 검색하고, 상기 제2 물품 정보와 일치하는

상기 제1 물품 정보에 대응하는 제1 아이디 정보를 검색한다. 변조부(440)는 검색부(430)의 검색 결과에 따라 상기 제1

아이디 정보를 RF 호출 신호로 변조하고, 상기 RF 호출 신호를 전송부(450)를 거쳐 안테나(460)를 통해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로 전송한다. 상기 RF 호출 신호는 상기 제1 아이디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는 관리하고자 하는 물품에 각각 부착되며, 태그마다 고유하게 부여된 제2 아이디 정보를 저장

하고, 휴대용 단말기(400)로부터 전송되는 RF 호출 신호를 수신한다. 상기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는 상기 제1 아이디 정보

와 상기 제2 아이디 정보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경우 상기 RF 호출 신호에 대한 호출 응답 메시지를 출력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로서, RF 송수신부를 포함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를 상기 휴대용 단말기로서 이용할 수 있다. 별도

의 전용 단말기 대신 이동 통신 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 저장부(410), 입력부(420), 검색부(430) 등을 이동 통신 단말기

의 기존의 자원을 이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즉, 저장부(410)는 이동 통신 단말기의 메모리를, 입력부(420)는 이동 통신 단

말기의 사용자 입력 장치(예를 들어, 키패드)를, 검색부(430)는 이동 통신 단말기의 제어 장치(예를 들어, 휴대폰용 프로세

서)를 이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참고로, 본 명세서에서 "이동 통신 단말기"라 함은 PDC(Personal Digital Cellular)폰, PCS(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폰, PHS(Personal Handyphone System)폰, CDMA-2000(1X, 3X)폰, WCDMA(Wideband CDMA)폰, 듀얼 밴

드/듀얼 모드(Dual Band/Dual Mode)폰, GSM(Global Standard for Mobile)폰, MBS(Mobile Broadband System)폰,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폰, 핸드폰 등과 같은 휴대 단말기,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핸드 헬드

PC(Hand-Held PC), 노트북 컴퓨터, 와이브로(WiBro) 단말기, 스마트 폰(Smart phone), MP3 플레이어 등과 같은 휴대

단말기, 그리고 국제 로밍(Roaming) 서비스와 확장된 이동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IMT-2000(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2000) 단말기 등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핸드 헬드 기반의 무선 통신 장치를 의미하는 휴대용 전기

전자장치로서, CDMA(Code Division Multiplexing Access) 모듈, 블루투스 모듈, 적외선 통신 모듈(IrDA), 유무선 랜카

드 및 GPS를 통한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GPS 칩이 탑재된 무선 통신 장치와 같은 소정의 통신 모듈을 구비할

수 있으며, 멀티미디어 재생 기능을 수행하는 소정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탑재함으로써 소정의 연산 능력을 갖춘 단말기

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도 5는 본 실시예에 따라 이동 통신 단말기의 일종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구현한 상기 휴대용 단말기의 구성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실시예의 휴대용 단말기는 휴대폰 메모리(510), 휴대폰 사용자 입력부(520), 휴대폰 제어부(530), 휴대폰 사

용자 출력부(540), RF 신호 송수신부(550), 및 안테나(560)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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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휴대폰 메모리(510)는 휴대폰에 내장된 데이터 저장 장치로서, 플래시 메모리를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휴대

폰 메모리(510)는 휴대폰 사용자 입력부(520)로부터 입력된 물품 정보를 물품에 부착된 상기 식별 태그의 아이디 정보와

연관시켜 저장한다.

휴대폰 제어부(530)는 휴대폰 메모리(510), 휴대폰 사용자 입력부(520), 휴대폰 사용자 출력부(540), RF 신호 송수신부

(550) 등 휴대폰의 구성 요소들을 제어하고 휴대폰 구동 프로그램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마이크로프로세서, 디지털 신호

처리기(DSP, Digital Signal Processor) 등을 포함하는 회로 장치 일체를 의미한다. 휴대폰 제어부(530)는 휴대폰 메모리

(510)에 저장된 상기 물품 정보를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검색하거나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가 부착된 물품과의 이격 여부

를 감지하여 휴대폰 사용자 출력부(540)를 통해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다. 상기 출력되는 메시지는 시각적, 청

각적, 또는 촉각적인 형태로 사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휴대폰 사용자 출력부(540)는 디스플레이 장치, 발광

소자(LED), 음성 출력 장치, 버저(Buzzer), 및 휴대폰 진동 장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RF 신호 송수신부(550)는 휴대폰의 기저대역 신호를 처리하는 기저대역 처리부, 디지털 데이터와 RF 신호의 상호 변

환을 담당하는 RF 신호 변조부 및 복조부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RF 신호 송수신부(550)를 통해 휴대폰에서 각 물품에 부

착된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로 RF 호출 신호를 전송하거나 상기 식별 태그로부터 전송되는 RF 응답 신호를 수신할 수 있

다. 상기 RF 호출 신호와 상기 RF 응답 신호에는 각 식별 태그에 고유한 아이디 정보가 포함된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로서,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의 아이디 정보 및 물품 정보를 등록하고, 상기 등록된 정보를 이용

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휴대용 단말기의 구성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단말기는 도 4의 휴대용 단말기의 구성 요소 외에 등록부(670)를 더 포함한다.

도 6에 따른 실시예에서는,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새로운 물품에 대한 아이디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검색 물품의 추가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례를 설명한다. 추가 등록의 일례로서, 사용자가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에 부착된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의 아이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물품명(물품 정보)과 함께 입력부(620)를 통해 직접 입력하는 수동 등록이 있

다. 또다른 일례로서, 휴대용 단말기 근처에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가 위치하는 경우에,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로부터 아이

디 정보를 자동으로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아이디 정보에 상응하는 물품명(물품 정보)을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함

으로써 등록이 완료되는 자동 등록이 있다.

자동 등록을 위하여, 휴대용 단말기의 등록부(670)는 상기 물품에 부착된 식별 태그로부터 RF 등록 신호를 수신한다. 상기

RF 등록 신호는 식별 태그에 고유하게 할당된 아이디 정보를 포함한다. 휴대용 단말기가 식별 태그로부터 RF 등록 신호를

수신하게 되면, 등록부(670)는 상기 수신된 RF 등록 신호에 포함된 아이디 정보에 대응하는 물품 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입

력받아, 이를 저장부(610)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이와 같이, 자동 등록을 이용할 경우 사용자가 태그에 상응하는 아이디 정보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태그가

부착된 물품명만을 간단하게 입력함으로써 용이하게 검색 물품 등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물품 등록을 위한 일실시예로서, 태그의 아이디 정보를 계층화시키고, 계층화된 아이디 정보를 계층별로 구별하여 등록함

으로써 물품 등록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도 7은 계층화된 아이디 정보의 일례를 도시하고 있다. 도 7에 따르면, 다수

의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하나의 박스 단위로 판매할 경우, 박스에 포함된 각 태그(720)는 태그 박스(710) 자체에 할당

된 상위 계층의 아이디 정보, 즉 박스 아이디 정보(730)를 공유하고, 그에 부가하여 하위 계층의 아이디 정보를 개별적으로

할당받게 된다. 그리하여, 상위 계층의 아이디 정보에 하위 계층의 아이디 정보를 결합함으로써, 각 태그별로 하나의 완성

된 아이디 정보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도 7에서는, 박스의 고유 아이디 정보로서 "051120 1530 30"이라는 상위 계층의

아이디 번호가 존재하고, 다시 각 태그별로 "001", "002", "003", … 등의 하위 계층 아이디 정보가 할당되는 일례를 도시한

다. 따라서, 각 태그 별 아이디 정보로서 "051120 1530 30 001", "051120 1530 30 002", … 등이 순차적으로 주어진다.

도 7에서 보듯이, 상위 계층 및 하위 계층의 아이디 정보를 정함에 있어, 태그의 제조 일자, 사용 용도 등 다양한 기준들이

적용될 수 있다.

또달리, 도 7에서는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로부터 상위 계층의 아이디 정보를 RF 등록 신호로서 수신하여 자동으로 등록

하고, 하위 계층의 아이디 정보 및 물품 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수동 등록으로 입력받아서 상기 상위 계층의 아이디 정보 및

하위 계층의 아이디 정보를 서로 연관시켜 하나의 물품 아이디 정보로서 저장할 수 있다.

공개특허 10-2006-0088481

- 9 -



이와 같은 아이디 정보의 계층화 과정을 통하여, 서로 유사한 속성을 가진 태그에 대하여 일부 아이디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물품 관리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또달리, 공유되는 아이디 정보를 통하여 태그의 속성(제조 일자) 등을 유

추할 수 있는 지표로 이용할 수 있다. 나아가 공통되는 아이디 정보를 각 물품 등록시마다 매번 입력하는 대신 1회의 태그

박스 아이디 입력으로 대체할 수 있어, 등록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

상기 실시예에서는 다수의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포함하는 태그 박스 및 박스에 속하는 각 식별 태그 간 아이디 정보의

계층화만을 일례로서 설명하고 있지만, 계층화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상기 물품의 아이디 정보가 상호 연관된 형태로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방식에도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또다른 실시예로서, 상기 물품 정보가 물

품명 외에 제조 일자, 소유자, 용도 등 복수 개의 속성 필드를 가지고 있고, 상기 데이터베이스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

DB, Relational Database)로 구성되어 있는 휴대용 단말기를 들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단말기는 상기 복수의

속성 필드에 입력된 각 물품 정보에 따라 등록된 물품을 다양한 방식으로 정렬 또는 그룹화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 정렬된 순서에 따라, 또는 생성된 그룹 단위로 등록된 물품을 검색, 수정, 모니터할 수 있다. 상기 정렬 및 그룹 생성은

물품 정보 입력시에 정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지만, 각 검색, 수정, 및 모니터 동작에 앞서 동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

다.

이처럼 아이디 정보를 계층화하거나 조직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방식의 휴대용 단말기는 물품 관리의 용이성을

제고시키고, 관리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여, 전체적으로 물품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

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가 부착된 물품과의 이격 여부를 판단하여 상기 무선 주파수 식

별 태그가 부착된 물품을 모니터하는 휴대용 단말기의 구성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8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는 모니터 신호 전송부(840), 모니터 응답 신호 수신부(850), 및 모니터 결과 출력부(880)를 더

포함한다. 상기 모니터 신호 전송부는 디지털 데이터를 RF 모니터 신호로 변조하는 변조부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모니터 응답 신호 수신부는 수신된 RF 모니터 응답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복조하는 복조부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휴대용 단말기는 소정 주기로 상기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의 이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모니터하고자 하는 물품에

부착된 식별 태그의 아이디 정보를 포함하는 모니터 신호를 상기 식별 태그로 전송한다. 상기 소정 주기는 고정된 주기이

거나 변동하는 주기일 수 있다. 또한 상기 RF 모니터 신호는 상기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호출하여 상기 식별 태그로부

터 응답 메시지를 발생시키기 위한 RF 호출 신호와 구별되는 데이터로 구성되어야 한다. 일례로, 모니터 신호와 호출 신호

의 메시지 패킷이 헤더(Header), 메시지의 종류를 나타내는 클래스 아이디, 물품에 부착된 식별 태그의 아이디 정보, 및 푸

터(Footer)로 구성되는 경우, 상기 모니터 신호와 RF 호출 신호는 상기 클래스 아이디 부분에 동일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없다. 다만 나머지 부분의 데이터는 동일할 수 있다.

상기 모니터 신호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식별 태그로부터 전송되는 모니터 응답 신호는 모니터 응답 신호 수신부를 통해

수신되며, 상기 모니터 응답 신호는 상기 식별 태그의 아이디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모니터 응답 신호가 소정 조건으로 수

신되지 아니한 경우, 상기 휴대용 단말기는 상기 식별 태그가 부착된 물품이 모니터 반경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여 모

니터 결과를 모니터 결과 출력부(880)에 출력한다. 상기 소정 조건이란 모니터 응답 신호가 소정 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수

신되지 않는 경우, 소정 횟수 이상 연속적으로 수신되지 않는 경우, 특정한 패턴으로 불연속적으로 수신되는 경우, 또는 특

정한 패턴으로 오염된 데이터가 수신되는 경우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모니터 결과 출력부(880)는 디스플레이 장치, 발광 소자(LED), 음성 출력 장치, 버저(Buzzer), 또는 진동 장치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모니터 결과 출력부(880)를 통해 사용자에게 시각적, 청각적, 또는 촉각적인 형태로 모니터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

상기 모니터 신호는 등록된 복수 개의 물품에 대해 개별적으로 전송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복수 개의 물품에 대해 전송

되는 복수 개의 모니터 신호는 상기 복수 개의 물품에 해당하는 각각의 아이디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시분할 전송될 수

있다.

상기 모니터 신호는 등록된 복수 개의 물품 전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도 전송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등록된

각 물품별 모니터 상태를 온/오프로 설정하도록 구성할 수 있으며, 모니터 상태가 온-상태인 물품에 대해서만 상기 모니터

신호를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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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 내지 도 15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 통신 단말기에서,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이용한 물품 관리 방법의 일례들을 도

시한 것이다. 이하,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9는 이동 통신 단말기의 주요 기능 중 물품 관리 기능에 대한 메뉴 화면을 도시하고 있는 도면이다. 본 발명에 따른 이동

통신 단말기는 물품 관리 메뉴 외에도 기존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을 이용하여 구성된 메일 메뉴, 메시지 메뉴, 일

정 관리 메뉴 등 다양한 기능의 메뉴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주요 기능 메뉴(910)에서 "개인 물품 관리"를 선택하면 물품

관리 화면(920)이 나타난다. 이 화면에서, 4가지의 기능에 대한 메뉴가 제공된다.

"물품 검색" 메뉴에서는 등록된 물품에 대해 태그가 부착된 물품을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품 등록" 메뉴에서는 각 물

품에 부착되는 태그에 고유한 아이디 정보를 물품 정보와 함께 등록할 수 있다. "등록 현황" 메뉴는 이동 통신 단말기에 등

록된 물품의 현황 조회 기능을 제공하며, "모니터링" 메뉴는 등록된 물품 중 일부에 대해서 이동 통신 단말기와의 이격 여

부를 판단하여 모니터 결과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도 10은 "물품 검색" 메뉴를 선택했을 때의 보다 상세한 하위 메뉴 구성의 일례를 도시하고 있다. 검색하고자 하는 물품명

을 입력창(1011)에 직접 입력하거나 또는 등록된 물품의 목록(1020)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자가 목록 중에서 검색

하고자 하는 물품을 휴대폰의 이동키로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검색 물품명의 입력 또는 선택을 완료한 뒤에, "검색" 버튼

을 클릭하면 물품에 부착된 태그의 발광 소자(LED) 또는 경보음 송출 수단(부저)이 반응하게 된다.

도 11 내지 도 13은 "물품 등록" 메뉴를 선택했을 때의 보다 상세한 하위 메뉴 구성의 일례를 도시하고 있다. 도 11은 물품

등록 메뉴에서 "수동 등록"을 선택한 경우의 하위 메뉴 구성, 도 12는 물품 등록 메뉴에서 "자동 등록"을 선택한 경우의 하

위 메뉴 구성, 도 13은 물품 등록 메뉴에서 "태그 박스 등록"을 선택한 경우의 하위 메뉴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하,

상세히 설명한다.

도 11을 참조하면, 수동 등록 메뉴는 물품에 부착된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의 아이디 정보인 고유 번호를 입력하는 창 및

물품명(물품 정보)을 입력하는 창을 표시한다(1120). 수동 등록에서는 입력부(620)를 통해 상기 고유 번호(아이디 정보)

및 물품명(물품 정보)을 모두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다(1130). 입력이 끝나면 "등록" 버튼을 눌러 물품을 등록한다.

도 12는 자동 등록 메뉴 화면을 도시하고 있다. 자동 등록 메뉴를 선택하면, 본 발명에 따른 이동 통신 단말기는 가장 가까

운 거리에 있는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로부터 전송되는 RF 등록 신호에 포함된 아이디 정보를 수신하여 고유 번호 입력창

에 표시한다(1221). 사용자는 표시된 고유 번호(아이디 정보)에 해당하는 식별 태그가 부착된 물품명(물품 정보)을 입력한

다(1230). 입력이 끝나면 "등록" 버튼을 눌러 물품을 등록한다.

도 13은 아이디 정보를 계층화시켜 등록하는 등록부를 포함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의 일례로서, 상위 계층 아이디 정보의

일례인 태그 박스 아이디 정보를 등록하는 태그 박스 등록 메뉴 화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박스 태그 등록 메뉴는 박스 고유

번호(박스 아이디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박스 고유번호 입력창(1321)을 포함한다. 상기 입력창(1321)에 입력한 뒤에 물

품 등록 화면(1330)을 통해 박스 고유 번호를 제외한 각 식별 태그에 고유한 아이디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박스 태그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의 수동 등록 메뉴에서 식별 태그의 아이디 정보로서 예컨대 "051120 1530 30 001"을 입력하는 것과

달리, 박스 태그의 아이디 정보인 "051120 1530 30"을 입력한 경우에는 물품에 부착된 태그의 아이디 정보로서 "001"만

을 입력하면 된다(1330). 이와 같이 아이디 정보의 계층화를 통해 물품 등록에 요구되는 사용자 입력 과정이 간소해진다.

도 14는 "등록 현황" 메뉴를 선택했을 때의 보다 상세한 하위 메뉴 구성의 일례를 도시하고 있다. 메뉴에서 "태그 등록 현

황"을 선택하면 이동 통신 단말기에 등록된 물품의 목록이 화면에 나타난다. 이 중 하나인 "내 지갑"을 선택한 경우, 등록일

과 태그의 아이디 정보가 화면에 표시된다.

도 15는 "모니터링" 메뉴를 선택했을 때의 보다 상세한 하위 메뉴 구성의 일례를 도시하고 있다. 모니터링 메뉴에서는 각

등록된 물품별로 이격 여부 모니터 상태를 온/오프-상태로 설정할 수 있다. 도 15에서는, 화면에 표시되는 등록 물품 목록

에서 "내 지갑"을 선택한 경우의 화면(1520)에서 선택한 물품의 모니터 상태를 변경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이동 통

신 단말기의 입력부(620)를 이용하여 오프-상태였던 것을 온-상태로 변경한 화면(1530)을 도면에서 볼 수 있다.

도 1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단말기에서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이용하여 생활 용품을 관리하기 위한 물

품 데이터베이스를 나타내는 도면으로서, 상기 물품 데이터베이스는 물품 정보 및 각 물품에 부착된 무선 주파수 식별 태

그의 고유 아이디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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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도 4 및 도 16을 참조하여 가정에서 휴대용 단말기(400)를 통해 사용자가 자신이 찾고자 하는 물품을 검색하는 과정

을 설명한다.

휴대용 단말기(400)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부(420)를 통해 검색하고자 하는 물품 정보를 입력 받는다. 상기 물품 정보는 도

16에 도시된 것과 같이 가정 용품 중에서 "리모콘"과 같이 사용자가 지금 사용하고 싶지만 그 위치를 자주 잊게 되는 물품

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리모콘의 종류(TV 리모콘, 오디오 리모콘, 비디오 리모콘)가 입력될 수 있다. 물품 정보에 대

응하는 아이디 정보는 도 16에 도시된 것과 같이 가정 용품 중에서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상

기 가정 용품이 부착되는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에 고유 아이디로서 사전에 할당된다.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가정 용품

에 대한 아이디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상기 아이디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상기 가

정 용품에 대한 아이디 정보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휴대용 단말기(400)는 사용자로부터 물품

정보(예를 들어, 물품명)를 입력부(420)를 통해 입력 받으면, 검색부(430)에서 물품 정보와 일치하는 제1 아이디 정보를

저장부(410)에서 검색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TV 리모콘을 찾고자 하는 경우 휴대용 단말기(400)의 입력부(420)를 통

해 TV 리모콘에 대한 물품 정보를 직접 입력하거나 또는 아이디 정보(예를 들어, 001)을 직접 입력하거나 또는 선택 요청

을 입력한다. 그러면, 휴대용 단말기(400)는 상기 물품 정보, 상기 입력된 아이디 정보, 상기 물품 정보에 대응하여 검색된

제1 아이디 정보를 출력한다.

또다른 예로서, 물품 목록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면, 사용자는 출력된 물품 정보의 목록을 확인한 후, 목록 중에서 자신의 찾

고자 하는 물품 정보를 선택하여 물품 정보를 입력할 수도 있다. 변조부(440)는 상기 제1 아이디 정보를 RF 호출 신호로

변조한 후 전송부(450)를 거쳐 안테나(460)를 통해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로 전송한다.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가 예를 들어 TV 리모콘에 부착된 경우, 태그는 제2 아이디 정보(001)를 저장하고, 휴대용 단말기

(400)로부터 전송되는 RF 호출 신호를 수신한다. 상기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는 상기 RF 호출 신호에 포함된 상기 제1 아

이디 정보가 "001"인 경우 상기 제2 아이디 정보와 일치함에 따라 TV 리모콘의 위치를 사용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호출 응

답 메시지를 출력한다.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는 호출 응답 메시지로서 버저를 통해 경보음을 송출하거나 또는 경보음 송

출과 동시에 소형 램프가 깜빡거리거나(일정 시간 간격으로 온/오프) 또는 소형 램프를 일정 시간 온시킴으로써 사용자에

게 TV 리모콘의 위치를 손쉽게 알려줄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르면,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가정 용품의 위치를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이점

이 있다.

도 1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도서 관리 시스템에서 도서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7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도서 정보에 따라 도서의 종류(예를 들어, 국내 소설, 외국 소설, 시)를 각각 분류하고, 분류된

도서의 종류별로 각 도서에 부착되는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의 아이디 정보(예를 들어, 11-0001, 12-0001, 21-0001)를

다양하게 부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서의 종류가 국내 소설인 경우 "11"로 분류하고, 상기 도서의 종류가 외국 소설인

경우 "12"로 분류하고, 상기 도서의 종류가 시인 경우 "21"로 분류한다. 상기 분류된 종류에서 다시 도서의 구입 순서에 따

라 또는 도서의 제목에 대한 가나다순, 또는 도서의 저자명에 대한 가나다순 등과 같은 다양한 기준으로 관리자가 상기 아

이디 정보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도서 관리 시스템에서의 메시지 출력부(336)는 상기 호출 응답 메시지를 출력할 때 경보음을 출력하지 않는 대신에

소형 램프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온/오프시킴으로써 상기 관리자에게 검색하고자 하는 도서의 위치를 알려준

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이용한 도서 관리 시스템은 검색하고자 하는 도서를 관리

자가 직접 하나씩 스캐닝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찾을 수 있으므로 도서 검색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 18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물품 관리 시스템에서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이용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의 흐

름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8을 참조하면, 단계(1811)에서 상기 관리 서버는 관리하고자 각 물품에 부착된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에 각기 고유한

아이디인 아이디 정보(제2 아이디 정보)를 할당하고, 상기 아이디 정보를 상기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에 저장한다. 단계

(1812)에서 상기 관리 서버는 검색하고자 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물품 정보에 대응하는 제1 아이디 정보를 기록하는 데이

터베이스를 유지한다. 단계(1813)에서 상기 관리 서버는 관리자로부터 검색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물품 정보를 입력 받

는다. 단계(1814)에서 상기 관리 서버는 상기 물품 정보에 대응하는 제1 아이디 정보를 검색한다. 관리 서버는 검색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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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정보에 대응하는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의 대략적인 위치 정보를 출력한다. 단계(1815)에서 관리 서버는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판독하는 리더기를 통해 상기 제1 아이디 정보를 RF 호출 신호로 변조하여 상기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로 전

송한다.

단계(1821)에서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는 관리 서버로부터 할당된 고유 아이디 정보(제2 아이디 정보)를 메모리 수단에

저장한다. 단계(1822)에서 상기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는 상기 리더기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RF 호출 신호를 통해 제1 아

이디 정보를 수신한다. 단계(1823)에서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는 제1 아이디 정보와 상기 제2 아이디 정보를 비교한다. 단

계(1824)에서 비교 결과에 따라 제1 아이디 정보와 제2 아이디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제1 아이디 정보와

제2 아이디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단계(1825)에서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는 RF 호출 신호에 대한 응답으로 호출 응답 메

시지를 출력한다. 호출 응답 메시지는 버저 또는 스피커를 통한 경보음 송출에 의한 청각적인 위치 확인 메시지이거나 또

는 발광 소자가 온(ON)되거나 또는 상기 발광 소자가 일정 시간 간격으로 온/오프됨에 따른 시각적인 위치 확인 메시지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다양한 컴퓨터로 구현되는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명령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를 포함한다. 상기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 데이터 파일, 데이터 구조 등을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포함

할 수 있다. 상기 매체는 본 발명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구성된 것들이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사용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의 예에는 하드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및 자기 테이프와 같은 자

기 매체, CD-ROM, DVD와 같은 광기록 매체, 플롭티컬 디스크와 같은 자기-광 매체, 및 롬, 램, 플래시 메모리 등과 같은

프로그램 명령을 저장하고 수행하도록 특별히 구성된 하드웨어 장치가 포함된다. 상기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 데이터 구조

등을 지정하는 신호를 전송하는 반송파를 포함하는 광 또는 금속선, 도파관 등의 전송 매체일 수도 있다. 프로그램 명령의

예에는 컴파일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기계어 코드뿐만 아니라 인터프리터 등을 사용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실행

될 수 있는 고급 언어 코드를 포함한다.

지금까지 본 발명에 따른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하는 특허 청구의 범위뿐 아니라 이 특허

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비록 한정된 실시예와 도면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본 발명은 상기의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

며, 이는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러한 기재로부터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하다. 따라

서, 본 발명 사상은 아래에 기재된 특허 청구 범위에 의해서만 파악되어야 하고, 이의 균등 또는 등가적 변형 모두는 본 발

명 사상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의 설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관리하고자 하는 대상을 검색하는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이용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함에 따라 검색 대상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에 따르면,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가 부착된 물품을 검색 및 관리하기 위한 휴대용 단말기를 제공함으로써 물품

이 배치된 위치에서 물품 정보 또는 물품을 보다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에 따르면, 물품의 위치를 알기 위해 시각적인 메시지를 출력하는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 무선 주파수 식별 태

그를 이용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도서관과 같이 조용한 장소에서 물품의 위치를 보다 정

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에 따르면, 물품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청각적인 메시지를 출력하는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이용한 물품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함에 따라 관리자가 물품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물품 관

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이용한 도서 관리 시스템은 검색하고자 하는 도서를 하나씩 스캐

닝하지 않고도 관리자가 쉽게 찾을 수 있으므로 도서 검색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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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이용한 가정 용품 검색 장치인 휴대용 단말기는 사용자가 가정 용

품의 위치를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이용하여 물품을 관리하기 위한 이동 통신 단말기로 구성된 휴대

용 단말기는, 기존의 이동 통신 단말기의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휴대용 단말기의 개발 및 생산에 따르는 비용, 시간, 노력을

단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별도의 단말기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추가적인 단말기 조작법을 익히지 않아도 되

게 함으로 사용자로 하여금 더욱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물품 정보 등록부를 포함하는 휴대용 단말기는 상기 등록 절차를 자동화, 조직화, 계층화하

여 상기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의 아이디 정보와 물품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을 용이하게 한다.

또,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이용하여 물품을 모니터하는 장치인 휴대용 단말기는 상기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가 부착된 물품이 모니터 반경에서 벗어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품 관리의 편의성과 정확

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에 있어서,

상기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판독하는 리더기로부터 RF 호출 신호를 수신하는 안테나 - 상기 RF 호출 신호는 상기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호출하기 위한 제1 아이디 정보를 포함함 -;

상기 RF 호출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복조하는 복조부 - 상기 디지털 데이터는 상기 제1 아이디 정보를 포함함 -;

상기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마다 고유하게 할당된 제2 아이디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

상기 RF 호출 신호에 대한 호출 응답 메시지를 출력하는 메시지 출력부; 및

상기 제1 아이디 정보와 상기 제2 아이디 정보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경우, 상기 메시지 출력부가 상기 호출 응답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

를 포함하는 특징으로 하는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출력부는 상기 호출 응답 메시지로서 경보음을 출력하는 경보음 송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

선 주파수 식별 태그.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출력부는 상기 RF 호출 신호에 대한 응답으로 온 또는 오프되는 발광 소자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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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1 아이디 정보와 상기 제2 아이디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상기 발광 소자가 온 또는 오프되도록 상기

메시지 출력부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호출 응답 메시지를 RF 응답 신호로 변조하는 변조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RF 응답 신호를 상기 안테나를 통해 상기 리더기로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

청구항 5.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이용하여 복수의 물품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통해 상기 물품을 관리하는 관리 서버;

상기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판독하는 리더기; 및

각 물품마다 부착된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

를 포함하고,

상기 관리 서버는

관리하고자 하는 물품을 식별하기 위한 제1 아이디 정보를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 저장부;

사용자로부터 검색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물품 정보를 입력 받는 입력부 - 상기 물품 정보는 상기 검색하고자 하는 물품

에 대한 물품명을 포함함 -;

상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상기 물품 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제1 아이디 정보를 검색하는 검색부; 및

상기 제1 아이디 정보를 상기 리더기로 전송하는 전송부

를 포함하고,

상기 리더기는

상기 관리 서버로부터 상기 제1 아이디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부;

상기 제1 아이디 정보를 RF 호출 신호로 변조하는 변조부; 및

상기 RF 호출 신호를 상기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로 송신하는 안테나

를 포함하고,

상기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는

상기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마다 고유하게 할당된 제2 아이디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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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RF 호출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부;

상기 RF 호출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복조하는 복조부 - 상기 디지털 데이터는 상기 제1 아이디 정보를 포함함 -;

상기 RF 호출 신호에 대한 호출 응답 메시지를 출력하는 메시지 출력부; 및

상기 제1 아이디 정보와 상기 제2 아이디 정보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경우 상기 메시지 출력부가 상기 호출 응답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이용한 물품 관리 시스템.

청구항 6.

물품마다 부착된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이용하여 복수의 물품을 관리하는 휴대용 단말기에 있어서,

각 물품마다 할당된 제1 아이디 정보를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 저장부;

사용자로부터 검색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물품 정보를 입력 받는 입력부;

상기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상기 물품 정보에 대응하는 제1 아이디 정보를 검색하는 검색부;

상기 검색된 제1 아이디 정보를 RF 호출 신호로 변조하는 변조부 - 상기 RF 호출 신호는 상기 제1 아이디 정보를 포함함

-; 및

상기 RF 호출 신호를 상기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로 송신하는 안테나를 포함하고,

상기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는 상기 RF 호출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제1 아이디 정보와 제2 아이디 정보 - 상기 제2 아이

디 정보는 상기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마다 고유하게 할당되어 저장됨 - 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경우, 상기 RF 호출 신호에

대한 호출 응답 메시지를 출력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단말기는 이동 통신 단말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로부터 상기 제2 아이디 정보를 포함하는 RF 등록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제2 아이디

정보를 상기 물품 정보와 연관시켜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등록부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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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아이디 정보는 상위 계층 아이디 정보 및 하위 계층 아이디 정보로 계층화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

기.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등록부는 사용자로부터 제3 아이디 정보 및 물품 정보를 입력받고, 상기 입력된 물품 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제3 아이

디 정보를 상기 제2 아이디 정보와 연관시켜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

청구항 11.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의 이격 여부를 판단하는 모니터 신호를 상기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로 전송하는 모니터 신호

전송부;

상기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로부터 상기 모니터 신호에 대한 응답으로서 전송되는 모니터 응답 신호를 수신하는 모니터 응

답 신호 수신부; 및

상기 모니터 응답 신호가 소정 조건으로 수신되지 아니한 경우 모니터 결과를 출력하는 모니터 결과 출력부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모니터 신호 전송부는 상기 모니터 신호를 복수의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

청구항 13.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가 부착된 복수의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각 물품에 대응하는 제1 아이디 정보를 각각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단계;

사용자로부터 검색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물품 정보를 입력 받는 단계;

상기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상기 물품 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제1 아이디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 및

상기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판독하는 리더기를 통해 상기 제1 아이디 정보를 포함하는 RF 호출 신호를 각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로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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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각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에서 각자의 고유한 제2 아이디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리더기로부터 상기 RF 호출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제1 아이디 정보와 상기 제2 아이디 정보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경우 상기 RF 호출 신호에 대한 호출 응답

메시지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이용한 물품 관리 방법.

청구항 14.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통한 물품 관리 방법에 있어서,

상기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가 부착되는 물품에 대응하는 제1 아이디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

상기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판독하는 리더기로부터 RF 호출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 상기 RF 호출 신호는 호출하고자

하는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가 부착된 물품에 대응하는 제2 아이디 정보를 포함함 -;

상기 RF 호출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복조하는 단계 - 상기 디지털 데이터는 상기 제2 아이디 정보를 포함함 -;

상기 제1 아이디 정보와 상기 제2 아이디 정보를 비교하는 단계; 및

상기 아이디 정보를 비교한 결과에 따라 상기 아이디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출력 수단으로 상기 RF 호출 신호에 대한 호출

응답 메시지를 출력하는 단계 - 상기 호출 응답 메시지는 버저를 통해 경보음을 출력하거나 또는 소형 램프를 온/오프시킴

에 따라 상기 물품의 위치를 관리자에게 통보하기 위한 메시지임 -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를 통한 물품 관리 방법.

청구항 15.

제13항 또는 제14항의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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