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http://www.yhj.pe.kr

2004년 1월 10일

(유비쿼터스 소개)

http://www.yhj.pe.kr

윤 훈 주
유비유 대표강사

firehj@hanmail.net

제4회 유비유 세미나(www.ubiu.com)



2

http://www.yhj.pe.kr발표자 소개

윤 훈 주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전기전자공학과 석사
█LG이노텍

이메일: firehj@hanmail.net
개인 홈페이지: http://www.yhj.pe.kr



3

http://www.yhj.pe.kr유비쿼터스의 역사

19881988

19911991

19931993

The computer for the 21st Century

19961996

19991999

The Coming Age of Calm Technology

Some Computer Science Problems 
in Ubiquitous Computing

일본 노무라 연구소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개념 제안

유비쿼터스 개념 제안

20022002 국내 전자신문에서 유비쿼터스 기획 특집

1984 일본 사카무라 켄 - ‘트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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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컴퓨팅

모든 사물에
컴퓨터를 넣어

언제, 어디서나 사용

유비쿼터스
컴퓨팅

모든 사물에
컴퓨터를 넣어

언제, 어디서나 사용

유비쿼터스(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휴대기기로
언제, 어디서나

정보 사용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휴대기기로
언제, 어디서나

정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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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물에
컴퓨터를 넣어

언제, 어디서나 사용

모든 사물에
컴퓨터를 넣어

언제, 어디서나 사용

모든 기기들이 연결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

증강현실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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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네트워크로
언제,어디서나

정보 이용

강력한 네트워크로
언제,어디서나

정보 이용

모바일 특성의
브로드 밴드 네트워크

콘텐츠, 솔류션 등의
서비스

정보기기 및 센서의
IPv6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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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AreaPersonal Area
NetworkNetwork

Local AreaLocal Area
NetworkNetwork

Wide AreaWide Area
NetworkNetwork

LA
N

LA
N

Same RoomSame Room

Same BuildingSame Building Same PlanetSame Planet

CDPD CDPD GSMGSM
CDMACDMA GPRSGPRS UMTSUMTS

WLANWLAN
Public WLANPublic WLAN

출처: HP, “Delivering value to the enterprise” , 2003 유비쿼터스 컴퓨팅 국제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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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발자취는 공간혁명에 대한 도전이다.인류의 발자취는 공간혁명에 대한 도전이다.

도시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 유비쿼터스 혁명

유비쿼터스 공간은
물리공간과 전자공간의

결합에 의해 새롭게 생성된다.

물리공간 유비쿼터스
공간

전자공간

제3공간

유비쿼터스 공간유비쿼터스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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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공간에 전자공간의
요소가 내장된다.

물리공간
(원자)

전자공간
(비트)

칩
센서
RF태그

위치정보
물질정보
속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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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엑조틱 컴퓨팅

네트워크의 이동성을 극대화해
특정장소가 아니라
사용자가 자유자재로 이동하면서
어디서든지 컴퓨터를 사용

컴퓨터를 1회용 종이 만큼이나
저렴하게 만드는 기술

스스로 생각해 물리공간과 전자공간의
연계를 수행하는 컴퓨팅

컴퓨터를 옷이나 안경처럼 착용할 수 있게 하여
인간이 컴퓨터를 휴대할 수 있게 하는 기술웨어러블 컴퓨팅

노매딕 컴퓨팅

퍼베이시브 컴퓨팅1회용 컴퓨팅

IBM에서 제안하였으며,
유비쿼터스와 유사한 개념

임베디드 컴퓨팅 감지컴퓨팅

컴퓨터가 수행해야 할 기능을
미리 프로그래밍해 심는 기술

센서 등을 통해 정보를 컴퓨터가 감지해
사용자에게 제공

조용한 컴퓨팅

사람이 의식하지 않아도
정해진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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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쿼터스 분야기술

SmartCard, 보안,과금, 결재, 통합인증

- 바이오메트릭스 인증

(얼굴인식, 지문, 홍채, 음성 etc…)
플랫폼 기술

- SoC, 5感 I/F, 유기EL,전자종이

- 초소형 칩

- 저전력, 저소모 기술
어플라이언스 기술

- 에이전트(검색, 협상, 추출 etc…)

- Multi-media 저장기술, 추출/분리기술

- 인식기술(음성, 화상, 이미지)
애플리케이션

- 이기종 네트워크간 접속기술

- 네트워크 분산기술, 네트워크 보안

- 대용량 무선 기술, IPv6, 
네트워크 기술

- Web Service 기술, Real Time OS

- 제어/관리 기술, 위치기술

- Sensing, 데이터 그리드 기술, 

- Embeded DB 기술 etc…

시스템 기술

세부 기술 내용기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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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스마트카드

RF-Tag

위치인식기술, GPS

지능형교통시스템

텔레매틱스

홈네트워크

SOC

스마트카드

RF-Tag

위치인식기술, GPS

지능형교통시스템

텔레매틱스

홈네트워크

IPv6

무선인터넷

생체인식(보안)

센서

2차전지

MEMS

IPv6

무선인터넷

생체인식(보안)

센서

2차전지

M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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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지능형 서비스

U-행위제안 서비스

U-상황고지 서비스

U-정보제공 서비스

U-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유비쿼터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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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quitous 환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됨

지능형 개인 비서 (Personal Awareness Assistant)

PC, 카메라, 음성인식, 위치기반 등이 결합되어 개인비서
역할 수행 서비스

능동형 지식 관리 (Active Knowledge Management)

각종 Interface활용으로 지식 공유와 전체 작업 성과를 증대
시키는 서비스

지능형 구매 시스템 (Autonomous Purchasing Object)

상황인식과 자체판단에 의한 자동화 구매 서비스

이동형 의사 결정 지원 (Mobile Decision Support)

모바일 기기를 통해 구매, 길찾기 등 의사결정 지원 서비
스

위치 기반 서비스 (Location Based Services)

다양한 Interface에서 구현되는 위치기반서비스

가상 업무 협조 시스템 (Virtual Collaborative Design)

원거리에서도 Face-to-face 작업 환경을 구현한 서비스

가상 위치 인식 도구 (Visual Location Awareness Tool)

시각적 센서기능이 부가된 친구 찾기 서비스

지식 검색 도구 (Knowledge Discovery Tool)

사용자의 물음을 지능적으로 해석하여 해답을 찾아내
는 서비스

지능형 판촉 서비스 (Shopper’s Eye)

상점 근처를 지나는 고객에게 개인화된 Promotion을
제공하는 양방향 서비스

가상 인테리어 (Augmented Reality)

실제 환경에 디지털 이미지 첨가로 새로운 환경 창출
서비스

출처: 이명성(SK), “Convergence Environment에서의 Ubiquitous Communication”, u-Korea 포럼 창립기념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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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BT

ETCT

IT

ST

NT
나노기술

생명기술

환경기술

우주기술

문화기술

정보기술

로봇기술

IT 6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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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큐어칠한다

반창고, 스티커붙인다

가방멘다

핸드백든다

뺏지, 명찰찬다

캡슐형 약품복용한다

생체칩, 인공뼈, 
외과수술

이식한다

콘택트 렌즈끼운다

목도리, 머리띠, 붕대두른다

신발, 양말신는다

목걸이, 귀걸이건다

반지, 장갑, 
치아보정물

낀다

허리띠, 팔찌, 발찌, 
시계, 완장

찬다

모자, 헬멧, 안경, 
선글라스, HMD

쓴다

옷(바지, 잠바, 셔츠 등등)입는다

사 물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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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패션웨어러블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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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its
Paper ++
Gorcer

TRON스마트 먼지(버클리)
생각하는 사물(MIT)
옥시전(컴퓨터과학연구소)
이지리빙(MS)
쿨타운(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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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와 센터 원자와 비트 예술과 표현

미디어랩 유럽미디어랩 유럽

미디어 랩 아시아미디어 랩 아시아

MIT 미디어랩 센터 2000, 아일랜드

2001, 인디아

MIT 미디어 랩

MIT 미디어랩 연구센터 구성

연구 컨소시엄(5개 컨소시엄, 10개 연구집단, 33개 프로젝트, 310개 세부과제)

디지털 생활디지털 생활공간바꾸기공간바꾸기 디지털 국가디지털 국가 정보의 조직화정보의 조직화 생각하는 사물생각하는 사물

eRationality 

Electronic Publishing 

Spatial Imaging 

Synthetic Characters 

Object-Based Media 

Robotic Life 

Future of Learning 

quanta 

Computing Culture 

Interactive Cinema 

Sociable Media

Physics and Media

Tangible Media 

Molecular Machines 

House_n 

Software Agents 

Viral Communications 

Opera of the Future 

Physical Language Workshop 

Interactive Experience 

Nanoscale Sensing 

Grassroots Invention 

Society of Mind 

Smart Cities

Future of Learning 

Responsive Environments 

Human Design 

Affective Computing

Lifelong Kindergarten

Cognitive Machines 

Speech Interfaces 

Context-Aware Computing 

Music, Mind and Machine 

e-marketse-marketsCounter IntelligenceCounter Intelligence Gray MattersGray Matters Personal FabricationPersonal Fabrication Silicon BiologySilicon 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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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Architectural
Surfaces

Open Mind 
Commonsense

Tangible Viewpoints
Active Messenger Tribble

Conversational 
Helping Hand

Artifacts of the 
Presence Era BEAT Open GIA WearSAT

Acrylic Life Form Public Anemone Dobie T. CoyoteHyperscore Illuminating 
Clay

Electronic 
Control of 
Biomolecules 

IP Network 
Design 
Workbench

Cardiac PAF 
Detection and 
Prediction

Tap-Track 
Technology Cheese Eye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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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