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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세미나 발표

1월 유비쿼터스란 무엇인가? 연세대

2월 유비쿼터스 연구 분야와 프로젝트 광운대

3월 Mark Weiser의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그 사례 고려대

4월 일본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국민대

5월 유럽의 유비쿼터스 프로젝트 이화여대

6월 MIT 미디어 랩의 연구 동향 한양대

7월 MIT 미디어 랩의 유비쿼터스 프로젝트 이화여대

8월 국내 유비쿼터스 연구 동향 연세대

9월 유비쿼터스와 IT839 단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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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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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전환

예)생각의 변화: 어항이 생활환경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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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컴퓨터

컴퓨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인간

비즈니스 기술

인간에게 있어 편리하고 쉽고 친근한 컴퓨터
생활속의 컴퓨터

고기능의 컴퓨터,
다양한 기술개념 등장

사무영역, 서비스 컴푸터
기존 자원 활용

새로운 가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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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컴퓨터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자연스럽게 컴퓨터가 우리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는 것으로
이제 컴퓨터는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우리 곁에 조용히 존재조용히 존재

상식적인 수준의 환경 인지, 주변 상황을 이해하는 지능을 가진 컴퓨터

상식을 갖춘 컴퓨터

각 통신장치들이 직접 서로 네트워킹해 송수신
기기간 직접 송수신

정보통신, 기계, 건축, 디자인,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연구
여러분야의 전문가

디지털 기술 자체의 발전보다는 어떻게 사람이 그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느냐를 먼저 고민기술의 활용

필요한 기능은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로 가능
소프트웨어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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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컴퓨터

인간 기술 비즈니스

그리드 컴퓨팅
(네트워크가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 온 칩(SoC)

광 컴퓨터

뉴로 컴퓨터

바이오 컴퓨터

나노 컴퓨팅

자율컴퓨팅

컨버전스

융합기술

임베디드 컴퓨팅

서비스 지향 아키텍터(SOA) 

온디맨드

HP: 어댑티브 인프라스트럭쳐

오라클: 10g

후지쯔: 트리올레

IBM: 멀티 코어, 딥컴퓨팅, 자율
컴퓨팅

AT&T: ultravailable computing

필립스: Ambient Intelligence

Thin 컴퓨터

네트워크 컴퓨터

페베이시브 컴퓨팅

인체내장형 컴퓨터

정서/감정/감지 컴퓨팅

인공지능 컴퓨터

웨어러블 컴퓨터

퍼베이시브 컴퓨팅

1회용 컴퓨팅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적 지원

서비스 제공

생활 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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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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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컴퓨팅

자연스러움

임베디드 어울림

유비쿼터스
컴퓨팅

유비쿼터스
컴퓨팅

일상생활의 사물과
구분이 안 될 때까지
사라지는 것

Disappear 사라진다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

invisible

Calm Technology

주변

주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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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컴퓨팅

유비쿼터스

생활속의 컴퓨팅유비쿼터스 컴퓨팅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생활속의 네트워크

생활 컴퓨팅

생활속에 스며들고
생활의 일부가 되는 컴퓨팅 생활

생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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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컴퓨팅

유비쿼터스 컴퓨팅 = 생활 컴퓨팅

인간에 대한 연구 기술

커뮤니케이션 삶, 라이프

인간의 체험 기계

인터페이스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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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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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컴퓨팅

매니큐어칠한다

반창고, 스티커붙인다

가방멘다

핸드백든다

캡슐형 약품복용한다

생체칩, 인공뼈, 
외과수술

이식한다

목도리, 머리띠, 붕대두른다

신발, 양말신는다

목걸이, 귀걸이건다

반지, 장갑, 치아보정물
콘택트 렌즈

낀다

허리띠, 팔찌, 발찌, 
시계, 완장, 뺏지, 명찰

찬다

모자, 헬멧, 안경, 
선글라스, HMD

쓴다

옷(바지, 잠바, 셔츠 등등)입는다

사 물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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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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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내장형 컴퓨터

RFID

-컴퓨터 칩을 사람 체내에 삽입

-보디넷:사람이 악수 하는 형위를 통해 정보 전달

-장애인 및 의료용으로 사용

-인간 존엄성 문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

-컴퓨터 칩을 사람 체내에 삽입

-보디넷:사람이 악수 하는 형위를 통해 정보 전달

-장애인 및 의료용으로 사용

-인간 존엄성 문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

케빈 워릭 영국 레딩대학교 교수

사이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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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매딕 컴퓨팅

-디지털 노마드: 디지털 유목민
-디지털 기기의 이동성
-휴대기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 사용

오렌지족

보보스족

엄지족

명품족

디지털 노마드족

코쿤족

X세대

N세대

M세대

P세대

1318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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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컴퓨팅

-인간의 심리 상태: 행복, 불안, 스트레스
-예)스트레스 받을 때 음악을 들려주는 기능정서 컴퓨팅

희노애락감정 컴퓨팅

감각감지 컴퓨팅

[활용 예]
-원격수술
-로봇제어
-상황인식
-인간친화적인 컴퓨팅 구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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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컴퓨팅

생활속의 일반적인 사물을 사용하듯이
한번쓰고 버릴 수 있는

저렴한 컴퓨터가 되어야 한다.

종이 컴퓨터

종이 디스크
저렴한 매체
1회용으로 쓸 정도로 저렴한 저장매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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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비즈니스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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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전스

MP3

PDA

캠코더

개인 휴대용
종합 정보 단말기

(유비쿼터스 단말기)

라디오 포터블 TV 디지털 카메라

네비게이션메모리

리모컨 생활 무전기 가정용 무선 전화기
스마트카드생체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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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융합

RT BT

ETCT

IT

ST

NT
나노기술

생명기술

환경기술

우주기술

문화기술

정보기술

로봇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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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CF 동영상

컨버전스의 중심/유비쿼터스 시대의 핵심 매개체- 휴대폰

나중에는 어떤 CF가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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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 컴퓨팅

슈퍼컴퓨터

-분산컴퓨팅,병렬컴퓨팅 개념의 확대
-가상의 슈퍼컴퓨터 형성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
-블로그와 그리드 컴퓨팅의 연계
-스토리즈 분야까지 개념 확대
-온라인 게임 분야
-이기종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자원 공유
-오라클” 데이터 베이스의 그리드 컴퓨팅 지원

-분산컴퓨팅,병렬컴퓨팅 개념의 확대
-가상의 슈퍼컴퓨터 형성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
-블로그와 그리드 컴퓨팅의 연계
-스토리즈 분야까지 개념 확대
-온라인 게임 분야
-이기종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자원 공유
-오라클” 데이터 베이스의 그리드 컴퓨팅 지원가상의 슈퍼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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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리티 컴퓨팅

IBM: 온디맨드 컴퓨팅
HP: 어댑티브 엔터프라이즈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N1
KT: 비즈메카

IBM: 온디맨드 컴퓨팅
HP: 어댑티브 엔터프라이즈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N1
KT: 비즈메카

서버나 소프트웨어를 임대해 사용하는 것
사용량을 측정하고 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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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체 고장 친단 치유
(스스로 상태를 최적화하고, 외부로부터 보호하며, 문제점을 치유)자율 컴퓨팅

멀티태스킹 한계 극복, 프로세서의 대기시간을 줄여서 프로세서 능력 향상, 시스템 내 메
모리 병목현상 제거쓰루풋 컴퓨팅

레고블럭 맞추듯이 컴퓨터의 각 기능들을 모듈화 시킴
모듈러 컴퓨팅

Thin 컴퓨터 클라이언트 컴퓨터에는 디스플레이, 입력장치와 같은 디바이스만 존재하고 각종 프로그
램 및 데이터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 (서버기반 컴퓨팅, 네트워크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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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경세포(뉴런)의 동작원리에 기초
뇌의 학습능력을 이용한 패턴처리, 사고, 뉴럴네트워크뉴로 컴퓨팅

나노컴퓨팅
생명공학과 결합
단백질이나 고분자를 소자로 이용
분자크기의 초미세 컴퓨터 제작하려는 시도가 있으며, 의료분야에서 활용될 전망
효소나 항체 등의 특정반응을 이용하는 게측분야 적용

바이오 컴퓨터

양자컴퓨터 나노컴퓨팅
원자나 분자의 상태를 0과 1의 정보로 활용한 컴퓨터

광 컴퓨터 빛을 이용

하나의 칩에 시스템을 집어 넣은 개념
각종 기능들이 칩에 집적됨시스템 온 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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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