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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1988년

1991년1991년

1993년1993년

1996년1996년

1999년

The Coming Age of Calm Technology

Some Computer Science Problems 
in Ubiquitous Computing

The computer for the 21st Century

유비쿼터스 컴퓨팅 개념 제안

마크와이저

마크와이저의 논문을
읽으면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본 사카무라 켄 - ‘트론’ 개발1984년

일본 노무라 연구소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개념 제안

2002년 국내 전자신문에서 유비쿼터스 기획 특집

2003년
한국

국내 기업들 유비쿼터스 사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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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Weiser는 누구인가? Mark Weiser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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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취미

인생인생

유비쿼터스
컴퓨팅

유비쿼터스
컴퓨팅

직업직업 음악음악
마크

와이저

교수

STD
연구원

드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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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시카고

1952년 7월 23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Shimer College라는 아주 조그마한 대학에서

화학을 가르쳤다.

IBM 1620 고등학교

마크와이저는 고등학교 시절 IBM 1620로 컴퓨터 세계에

발을 들여 놓았다.

물론 그때는 컴퓨터 수업보다는 여자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었다.

대학칸트 하이데거

마크와이저의
철학적 안목은

이 때 형성된 것
으로 보인다.

철학과 수학에 관심이 많았으며, 

칸트와 하이데거에 대한 공부를 하 다.

하지만 1년 반만에 학교를 그만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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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20세

년도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프로젝트 리더

(MIS International)
Detroit

프로그래머, 프로젝트 리더
(Omnitext Inc)

Cerberus 사장

연구 조교
(미시간 대학교)

조교수
(Maryland 대학교)

교수
(Maryland 대학교)

Portable Information Sytem 부사장

Ann Arbor

개발

Ann Arbor

회사 설립 및
경 Ann Arbor

학교

석사학위 박사학위
(computer and communication science)

Ann Ar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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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88 89 90 91 92 93
40세

Computer Science Lab 장

New internal business venture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 벤처회사)

Principal Scientist

The computer 
for the 21st Century

유비쿼터스
개념 제안

1999년 4월 27일
암으로 세상을 떠남

46세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는
Workstation computer
Windows computer interface
Laser printing
Local area network
3-D user interface
등의 발명 및 발전에 기여했다.

제록스 팔로 알토 연구소에서의 경력

년도 94 95 96 97 98 99

제록스
PARC

연구원 CTO

CEO

Some Computer Science
Problems 
in Ubiquitous Computing[기타 관심분야]

-Mobile computing
-Garbage collection
-Operating sytstem
-User interface design
-Program sllicing
-Programming environments
-Psychology of progrgamming
-Technogical ethics

락밴드 STD 
세계최초 인터넷으로
라이브 연주 중계

The Coming Age 
of Calm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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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스탠포드대학 실리콘 밸리

산호세

팔로 알토

팔로알토 지역에 실리콘 밸리가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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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2명의 딸이 있다.

아내는 고등학교 때 알게 되었다.

큰딸과 작은딸의 나이차는 4살이다.

아내와 2명의 딸이 있다.

아내는 고등학교 때 알게 되었다.

큰딸과 작은딸의 나이차는 4살이다.

큰딸 Nic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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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우 보드스쿠버
취미활동을 즐겨하 다. 

바둑, 등반, 레크레이션
등을 좋아했다.

취미활동을 즐겨하 다. 

바둑, 등반, 레크레이션
등을 좋아했다.

스쿠버

이 모자를 좋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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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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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Severe Tire Damage)STD(Severe Tire Damage)

1990년 Severe Tire Damage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

1990년 Severe Tire Damage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

엔지니어로 구성된 락 밴드엔지니어로 구성된 락 밴드1993년 세계 최초
인터넷으로 라이브 음악 중계

1993년 세계 최초
인터넷으로 라이브 음악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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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Severe Tire Damage)는
국내 MBC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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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컴퓨팅유비쿼터스 컴퓨팅
(Calm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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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수단위치보안

하드웨어
컴포넌트

애플리케이션

컴퓨팅 방법
네트워크
프로토콜

유비쿼터스
컴퓨팅
이슈

Low Power Wireless P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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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자, 철학자, 인류학자의 의견에 고취되어

컴퓨팅과 네트워킹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재고찰을 하게 됨
동기

자연스러움

임베디드 어울림

유비쿼터스
컴퓨팅

유비쿼터스
컴퓨팅

마크 와이저는
철학에 관심이 많았
고, 인류학에 의해
결정적으로 유비쿼
터스에 대한 감을
얻었다.

칸트
하이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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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991 The computer for the 21st Century

19931993 Some Computer Science Problems 
in Ubiquitous Computing

19961996 The Coming Age of Calm Technology

Disappear
(사라진다)

Disappear
(사라진다)

Invisible
(보이지 않는다)

Invisible
(보이지 않는다)

Calm Technology
(조용하다)

Calm Technology
(조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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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사무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상 사물로부터

감을 얻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위
한 새로운 컴퓨터 인공물을
설계하고 개념을 구현하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모든 것은 인터넷에서 이루
어질것이다. 
(전등, 복사기, 프린터, 컴
퓨터 등등) 

그 사물들은 정보를 옮기고
획득하는 물건들이었다.

가격이 싸고 여러 사이즈가
있어서, 누구나 무선 디바
이스를 가질 수 있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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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Scale

기술이 배경으로
사라지기 위해서
모터의 소형화가
큰 역할을 했다.

기술이 배경으로
사라지기 위해서
모터의 소형화가
큰 역할을 했다.

TapTap PadPad BoardBoard

일상생활의 사물과
구분이 안 될 때까지
사라지는 것이다.

일상생활의 사물과
구분이 안 될 때까지
사라지는 것이다.

invisible

사라진다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이다.

사라진다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이다.

DisappearDisappear

물리적 환경에 사용이 가능한
수많은 컴퓨터를 배치하여
컴퓨터의 능력을 향상시키며, 
사용자에게는 보이지 않아야 한다.



22

http://www.YHJ.pe.krDisappear

Liveboard

Tab

Pad

기술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해 볼 수 있는 물
건부터 제작하게 되었
다.

기술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해 볼 수 있는 물
건부터 제작하게 되었
다.

이러한 프로토타입들은
종종 invisible하는데 실패했다.

이런 시도들을 통해서 배운것은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나아갈 방향이다.

Tap

Pad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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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주변

중심

주변에는 많은 관심을 두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로 인해 많은 정보는 제공한다.

인간의 뇌는 집중하지 않는
주변의 여러 상황으로부터
더욱 많은 정보를 얻는다.

주변과 중심의 관계 기술변화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이다.

기술변화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이다.주변과 중심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주변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중심으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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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컴퓨터 유비쿼터스 컴퓨팅

현재의 컴퓨팅은 지각이 필요하다.현재의 컴퓨팅은 지각이 필요하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의식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을 하는
것이다. 

교통신호표지판을 보고 길을 건넌다거
나 무거운 물체가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힘을 내어 든다거나..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의식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을 하는
것이다. 

교통신호표지판을 보고 길을 건넌다거
나 무거운 물체가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힘을 내어 든다거나..

의식적 무의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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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것은?

INNER OFFICE WINDOWS DANGLING STRING INTERNET MULTICAST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움직임을 통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살짝 엿보는 형태의 개념이다.

집중하지 않으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네트워크 데이터 흐름을
줄의 흔들리는 소리로 나타낸다.

의식하면서 듣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알 수 있다.



27

http://www.YHJ.pe.kr결론

유비쿼터스는

철학적, 심리적, 인류학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하며,

인간중심적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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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