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XP와 SES, 유통업계의 NFC 대중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 마련 

NFC 내장 가격 디스플레이 도입 위해 NFC 선두업체와 전자 가격 표시 업체의 
전문성 결합 

2013년 6월 10일 -  NXP반도체(NASDAQ: NXPI)는 금일, 소매업에 대규모로 NFC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Store Electronic System (이하 SES, NYSE Euronext: SESL, 

FR0010282822)와 협력한다고 밝혔다. NFC 솔루션의 글로벌 리더인 NXP는 자사의 

최첨단 NFC NTAG 칩을 SES의 ESL(electronic shelf label, 전자 가격 표시) 솔루션에 

통합하고 있다. 이로써 유통 업계는 NFC 스마트폰의 급속한 도입으로 인한 장점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고객들에게 새롭고 재미있는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발표는 SES가 특허 등록 중인 NFC 가격 표시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도입함을 알리는 

것이다. SES의 가격 표시 시스템은 고해상도 그래픽 스크린(127dpi), 다이나믹 

디스플레이(특허받은 듀얼 트랜지스터 픽셀 기술), 고속 무선 송신기(RFX4)를 비롯해, 

NFC 스마트폰과 비접촉식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NXP의 NFC 태그 칩으로 

구성된다. NXP는 자사의 신뢰높은 NFC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NFC 스마트폰과 SES 

솔루션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한다.  

NFC 태그를 전자 가격 표시기에 내장함으로써 판매업자는 디지털 마케팅과 소셜 미디어 

통합부터 개인화된 교차 판매, 고가 제품 구매 유도, 로열티 설계에 이르는 다양한 브랜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칼로리 및 알레르기 경고 등과 같은 상품 재료과 

원산지, 제조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또한 구입목록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가격표에 스마트폰을 대기만 함으로써 추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SES의 CEO인 티에리 가도(Thierry Gadou)는 “우리는 이미 4개국 8곳의 주요 

유통업체와 협력하고 있으며, 올해 내로 NFC 태그가 부착된 수 백만 개의 가격 표시 

솔루션을 도입하게 될 것이다” 라며, “우리는 유통업체들이 조만간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며, NFC의 혜택을 비즈니스에 활용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것이 우리가 NFC 

가격 표시 솔루션의 대량 도입을 위한 계획을 가속화하기 위해 NXP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이유이다” 라고 밝혔다. 



NXP반도체 부사장 겸 RFID 태깅 비즈니스 부문 총괄인 루트거 브리옌(Rutger 

Vrijen)은“NFC는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직관적면서도 

편리한 ‘태핑’ 경험을 제공하기에 유통업체를 위한 가장 완벽한 기술”라며, “NXP는 NFC 

솔루션의 선두 공급업체로서, 전문성과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들에게 믿을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한다. 우리는 SES가 

유통 산업에 우리의 기술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회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SES는 향상된 RF 성능, 카운터 및 빠른 계열화 지원이 가능한 NXP의 NTAG를 

선택했다. 전세계 ID 시장 1위 공급업체인 NXP는 비접촉 기술의 리더십을 활용해, NFC 

콘트롤러, 모든 폼 팩터의 시큐어 엘리먼트, NFC 태그 칩 및 인프라 리더 칩에 이르는 

완벽한 모바일 결재 솔루션을 제공한다.  

SES 소개 

Store Electronic Systems는 식품 및 비식품 유통용 전자 가격 표시 (ESL, Electronic 

Shelf Labeling) 시스템의 선두업체이다. SES는 소프트웨어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디스플레이, 마운트와 같은 모든 시스템을 설계하고, 판매하고, 설치함으로써 

고객들에게 턴키 솔루션을 제공한다. SES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유통업체들이 

가격을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고, 상점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최종 고객의 경험을 

향상시킨다. SES는 유로넥스트(Euronext)™ 파리의 Compartment C에 상장되어 있다. 
www.store-electronic-system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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