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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상반기 세미나 발표일정

동서대(부산)

전남대(광주)

유비쿼터스 개념과
연구분야1월

2월

3월

5월

유비쿼터스란 무엇인가?

유비쿼터스 연구 분야와 프로젝트

Mark Weiser의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그 사례

유럽의 유비쿼터스 프로젝트

4월 일본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6월 MIT 미디어 랩의 연구 동향

연세대

광운대

고려대

이화여대

국민대

한양대

서울서울 지방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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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 사라지는 컴퓨터의 개념

█ 사라지는 컴퓨터 17개 프로젝트 소개

█ MIT미디어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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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프로젝트

Disappearing
Computer

유럽의
유비쿼터스
프로젝트

MIT Media Lab.
Europe

기타
(하노버대학과

VTT대학의 U-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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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컴퓨터
(Disappearing Computer)

사라지는 컴퓨터
(Disappearing Computer)

http://www.disappearing-computer.net

http://www.disappearing-computer.net/
http://www.disappearing-compu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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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독일

그리스

Information Society Technologies(IST) 
연구 프로그램의

Future and Emerging Technologies(FET) 
활동으로써

유럽연합의 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이다.

영국

스페인

덴마크

Shape
Interliving
Feel
Atelier
Accord

Gloss

Smart-Its
Paper++

MIME

네델란드

Ambient Agoras

Oresteia
e-Gadets
2Wear

Grocer

Workspace

이탈리아

SOB

Disappearing Computer

17개 프로젝트

MT 미디어 랩 유럽

노키아

에릭슨
볼보

지멘스
벤츠

필립스

탈레스
르노

F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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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동작과
기능

사람의 경험

정보 인공물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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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인공물

정보 인공물은, 현재
의 일상생활 사물이
정보처리와 교환 능
력을 가지게 되는 미
래의 사물 형태이다.

다른 정보물과 통신 정보에 접근하거나 교환
근거리
원거리

Information Artefacts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사물
(도구, 가전제품, 의복,….)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조를 기반
으로 일상생활 사물
과 통합된 정보 인공
물 창조

정보물
A

정보물
B

정보물 A+B

정보물이 함께 작동할 때
더 큰 능력을 발휘한다.

개방성 연결성

모듈

다른 사물과 통신

인공물의
특징 이전상황으로부터

학습하고 적응

다양한 장소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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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인공물

New Architectures

Embedding into Everyday Objects

네트워킹, 컴퓨팅, 전력소모간의 trade-off 고려

다른 인공물과 무선 통신이 가능한 개방형 시스템

적응하는 동작

상황인식

모듈 형태

IT 컴포넌트를 사물에 내장하는 방법과 기술

쉽게 내장하기 위하여 소형화시키는 기술

사물의 성분과 섞거나, 표면에 접착 또는 코팅하는 기술

사람들 스스로 IT 컴포넌트를 일상 생활의 사물에 내장시킬 수 있도록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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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동작과 기능

Working Together
-인공물이 다른 인
공물이 또는 정보소
스와 연결하는 방법

-사용해야 하는 프
로토콜

각각 다른 역할과
수준을 가지는 다른
종류의 인공물 구성

일반적인 소프트웨
어 에게 플랫폼을
제공하는 적응형 운
영시스템 디자인

어떠한 인공물이 함께 동
작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기능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새로운 동작과
기능을 하는 인

공물의 조합

Emerging Functionality
인공물은 모듈특성
을 가진다.

따라서,
새로운 기능을 가진
복합 인공물 생성

다른 인공물과 통신
하고 인식을 함으로
써,

시너지 효과를 낸다

인공물은 과거 이벤
트로부터 학습을 한
다.

즉, 지식이 새로운
기능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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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경험

Coherence

-실세계 장소와 위치를 갖는 인공물의 통합

-환경 디자인을 가이드하기 위한 은유, 인식, 
의미적 모델 사용

-다른 장소와 위치에서 발생하는 활동에 대한
“이음새 없는 상호작용”을 보장

Engagement

실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인공물의 특성이 사
람들의 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
한 연구

Designing and 
Prototyping
Arte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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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Wear

A Run Time for Adaptive and Extensible Wireless Wearables 

알람

길 찾기와 사진전송

Wearable computer

무선 통신

Wearable 
computer

Ad-hoc

분산 개인 컴퓨팅
여러 개의 서로 다른 기기 이용

사진촬영과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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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

Administering Connected Co-Operative Residential Domains

가정내에 존재하는
여러 제품의 기능을
쉽게 연결할 수 있게 한다.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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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ient Agoras

장소에 대하여 정보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 인공물을 통하여 정보가 구
조화 된다.

위치 기반 서비스
사무실을

집처럼 편안하게

장소 관련 정보

Personal Aura

ViewPort

Hello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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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ient Agoras

VideoMaton InforMall

ConsulTable Smart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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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종이의 특성을 향상하여 멀티미디어를 종이기반의 텍스트에 연결함으로써 저렴한 학습도구를 제공한

다.

*학습과 지도에 주요 관심을 두고 있다.

*3가지 분야에 중점을 둠:  어린이, 책, 학생과 일반적인 교육문서를 위한 매체

*종이의 특성을 향상하여 멀티미디어를 종이기반의 텍스트에 연결함으로써 저렴한 학습도구를 제공한

다.

*학습과 지도에 주요 관심을 두고 있다.

*3가지 분야에 중점을 둠:  어린이, 책, 학생과 일반적인 교육문서를 위한 매체

Augmented story-telling book Augmented maths text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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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ELIER

Architecture and 
Technologies for 
Inspirational Learning 
environments

적응적이고 창조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시스템 디자인

Creative practices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념이
디스플레이되고, 제공되고, 평가될 수 있는 공간과 장소 제공Space design

영감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 보고, 만지고, 가지고 놀 수 있는 것Inspirational artefacts

Interac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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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Smart -Its

e-Gadgets

Multiple Intimate Media EnvironmentsM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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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

Non-intrusive services to support Focussed, Efficient and Enjoyable Local 
activities FEEL

Global Smart Space
Gloss

Grocer

InterLiving

MODULAR HYBRID ARTEFACTS WITH ADAPTIVE 
FUNCTIONALITY

Oresteia

Situating Hybrid Assemblies in Public Environments 
Shape

The Sounding Object 
SOB

Distributed Work support through component based SPAtial Computing 
EnvironmentsWorkspace

Fiber Computing
F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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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미디어 랩 유럽MIT 미디어 랩 유럽

http://www.medialabeurope.org

http://www.medialabeurope.org/
http://www.medialabeur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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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미디어 랩 유럽
UI on the fly
Nutmeg
Wizard-of-Oz: A platform for corpus collection
Analysis of Hyperspeech
BumpList
Media Dive
More than words...
Multimodal Centering

Adaptive Speech Synthesis
Rhetorical Analysis with Support Vector Machines
Symbolify

Human
connectedness

Intimate
interface

Story
networks

Adaptive Speech
interface

Common
Sense

Liminal
devices

Mind games

Palpable
machines

Everyday
learning

Affective Agent
Attention
Bio-Melodics
Brain Child
Breathing Space
Diffuse Optical Tomography
HeartFelt
Mental Leaps
Mind Balance
Paint Affects
Peace Composed
Phantom Limb
Relax to Win
Still Life
Virtually Healthy

ContactIM
EpipE
Handling Perspective
reAction Figures
Relay
TACTUS
Touch Football
Touch TV
Touching Tales

Context-aware, sensible cinema
Hopstory v.2
Interactive Portrait of the Liberties
International workshop on creative media making and sharing
Mixer-Subverter
Nature Trailer
Passing Glances
Sin Sceal Eile
Stories for Remote Places: the Selkie story
Textable Game
Textable movies

Computer-assisted schizophrenia: 
a multitrack video sampler for poor improvised theater

Hopstory v.1 
Live cinema
Office Voodoo
Tangible narrative objects
World as Game Board Deep Background 

Experiential Computing 

Grounded Code 

Amble Time
Magic Writing
Nature Trailer
Smoke Rings
TexTales
Comm’n Sense
Liberating Learning
Multimodal Networked 

Interfaces for Collaborative 
Music Learning

Biosphera
Birdcase
Dimensional Reading
Dino Stable
Electro Jewels
Empowering Minds Learning Network
Sensors for Science Education

Breakout for Two
BumpList
Habitat
Iso-phone
One2One (Floral Display)
Open Window
Palimpsest
Portrait of Cati
RAW
Reflexion
tunA
WANDerful Alcove
AudioBored
Desktop Subversibles
SpeakerPhone
iCom
Transparent Headphones
Viper
Isis

Coexistence

MyoPhone

Think and Sp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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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day Learning

Amble Time Magic Writing

An intermodal system for experimental self-expression 
and communication 

TexTales Smoke Rings   
Monitoring and modeling smoke exposure for 
understanding risk 

Developing archives and literacies with 
public photos and SMS 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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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day Learning

Dimensional Reading   

An electronic book supporting co-constructed meanings 



24/30 http://www.yhj.pe.kr유비유 세미나(www.ubiu.com)

Human Connectedness

Breakout for Two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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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Connectedness

Floral displaytunA 
a handheld ad-hoc radio device for 
local music sharing 

Iso-Phone Open Window WANDerful Alc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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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Connectedness

동영상
Palimpsest 

a layered video 
manuscript of 
social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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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Connectedness

a portrait with 
a sense of its 
personal space 

Portrait of Cati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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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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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어지는 디스플레이

-Rollable Display
-얇고 충격에 강하다.
-휘어진다.
-필립스 제작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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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정보 인공물 창조와 사람들의 활용에 관심을
두고 있다.

유럽의

유비쿼터스 프로젝트

유럽의

유비쿼터스 프로젝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