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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비쿼터스컴퓨팅

무엇이 유비쿼터스컴퓨팅인가?

마크와이저의 철학

다양한 유비쿼터스컴퓨팅 견해



New Wave

U ?  Smart  ?
U-Home Green

U-City Grid

U-Car Cloud

U-Hospital Fusion

U-Farm Social



Disappearing Computing

The most profound technologies are those that disappear.”

- By Mark Weiser

They weave themselves into the fabric of everyday life until they 

are indistinguishable from it.

“Calm technology” 



미래의 세상 - Video

Cooltown – Telematics (HP)

Productivity future (MS)

Link: 
http://www.youtube.com/watch?v=cNbDj7OAbh0

개방형 표준에 근거한 월드와이드웹(WWW), 휴대용
무선단말기, 정보가전기기 등을 이용하여 생활의 모든
환경을 인터넷과 상호 융합하고자 하는 HP의 프로젝트

Link: http://www.betanews.net/article/552012

마이크로소프트가 향후 자사 제품이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 지에 대한 비전을 보여 주는 동영상인 생산성 미
래 비전 동영상(Microsoft Productivity Future Vision 
2011). 6분18초로 제작된 이 동영상에는 향후 우리 생
활이 어떻게 바뀔 지 볼 수 있는 미래 생활상이 담겨 있
다



유비쿼터스 사회 서비스 (1)

출처: 2005 유비쿼터스 사회의 전망과 대응전략 국제심포지엄, u-korea 포럼, 정통부, 김준호 2005.11

지능형 로봇

U-Government

U-농촌

U-Shopping

U-재해방지

U-통합관제



Internet – Before 2010

Source: Teruyasu Murakami, "Ubiquitous Networking, Business Opportunities and Strategic Issues", NRI, 2004

Life of 
Internet 
Era



Ubiquitous Network – After 2010

Source: Teruyasu Murakami, "Ubiquitous Networking, Business Opportunities and Strategic Issues", NRI, 2004

Life of the 
Ubiquitous 
Network 
Era



The Evolution of Computing Paradigm
IT Mega Trends :
P2P(Person-to-Person)에서 센싱 및 네트워크 기술을 발달로 사람의 개입 없이 기계 또는 사물간의
자율적인 상호작용(M2M, O2O)을 통해 서비스가 전개되는 방향으로 진화중. 



유비쿼터스 사회의 도래



Mark Weiser’s UC

▣ Disappearing : anywhere computing 

→ Cloud Computing ( Network + Computer)

▣ Invisible : 보이지 않는 H/W

→ embedded thing

▣ Calm Technology 

→ very easy  Interface

<< Ubiquitous Computing>>



여러 학자들의 다른 견해들
▣ 1974년 니콜라스 네그로폰테(MIT) 이후, 1991~1993년 마크 와이저가 유비쿼티(ubiquity)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 지금은 보다 지능화된 유비쿼터스 개념으로 발전

마크와이저
(Mark Weiser, 
1991), 제록스

무라카미 데루야스
(村上輝康), 노무라연구소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Nicholas 

Negroponte), MIT

사카무라 켄
(坂村 健), 도쿄대

조위덕
(We Duke Cho), 

CUS, 아주대

모든 곳에 칩을 넣어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한 컴퓨
팅 환경을 구현하는 것으로 어느 곳에나 컴퓨터를 설치
하여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언
제든지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개념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
는 IT 환경으로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
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각종 사물과 연
결하여, 그 사물을 사용한다는 개념

사물에 내장된 컴퓨터끼리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로 연
결되어 상호간에 협조/타협
을 해가면서 인간의 삶을 지
원하는 환경

상식을 갖춘 컴퓨터가 도래하여, 모든
사물은 통신 인프라를 통하지 않고도
기기 간에 서로 직접 송수신하는 환경

모든 사물들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팅과 네트워크
기능을 통하여, 환경변화 및 사용자의 의도를 스
스로 감지. 이를 통해 원하는 목적에 맞는 서비스
를 자율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환경을 제어. 



미래 사회 변화

▣ 유비쿼터스 개념의 급부상

 초기에는 단순히 물리공간에 편재된 컴퓨팅과 네트워킹을 상상했지만, 

디지털 컨버전스가 가속화되면서 모바일 컴퓨팅이 추가, 지금의 미래의

유비쿼터스사회는 사회 각층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ADSL, CDMA WiBro, DMB, 

IPTV, Telematics

HomeNetwork

Smart Robot

4G, Sensors

초고속 인터넷 모바일/디지털
컨버전스

유비쿼터스 IT



유비쿼터스컴퓨팅 4가지 속성 정의

(4)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
User Centered Interface

(1)끊김 없는 연결
Seamless Connectivity

(HC Infra Network)

(3)컴퓨팅 기능이 탑재된 사물
Smart Things

(2)의미론적 상황인지 동작
Semantic Context awareness

모든 사물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끊기지
않고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함

사용자가 기기 사용에 있어서 어려움
이 없이, 처음 접하는 사람 누구나 쉽
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제공
되어야 함

가상공간이 아닌 현실 세계의 어디서나 컴퓨
터의 사용이 가능해야 함

사용자의 상황(장소, ID, 장치, 시간, 
온도, 날씨 등)에 따라 서비스가 변
해야 함



유비쿼터스컴퓨팅의 개념변화

▣ 유비쿼터스 지능공간

 현실세계를 디지털화함으로써 전자공간과 물리공간의 융합 시도

 미래사회는 u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인간의 목표를 중심으로 고도화

 지능화된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이 요구

디지털 컨버전스

기능적 집적/융합

Adapt Human
to the Computer

유비쿼터스컴퓨팅
U. 1.0

현실세계의 디지털화
(전자공간과
현실공간의 융합)

Adapt the Computer
to Human

유비쿼터스
인텔리전스
U. 2.0

목표지향의
메가융합서비스

Adapt the Computer
to Human’s Goal

유비쿼터스
지능공간(USS)
SMART SPACE
U. 3.0

의미론적
컨테스트 융합

Adapt the Computer
to the Semantic



유비쿼터스 지능공간의 3가지 요구속성

▣ Ubiquitous Smart Space는 물리공간, 전자공간, 논리공간이 사용자의 목표를 기반
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사용자가 어디에 있든지 그 욕구가 충족되는 사용자
중심의 융합공간을 의미

▣ u-지능공간의 속성

 상황인지: 현실세계의 컨텍스트 정보들을 수집, 가공하여 고수준의 상황 추론

 자율협업: 목표를 중심으로 객체들의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

 자가성장: 학습을 기반으로 항시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 Ubiquitous Smart Space >>

상황인지
Situation
-aware

자가성장
Self-Growing

자율협업
Autonomic

공간 내에 또는 공간
간에 발생하는 각종 상
황정보의 식별 및 추론

사물과 서비스들의
자율적인 협업을 통해
서비스 목표를 달성

서비스 제공과정과 사용자
의 이용패턴을 자가학습
하여 최적화된 서비스 유지



강의 이슈 요약

 U컴퓨팅의 정의와 주요 흐름

 U컴퓨팅의 다른 개념

 U 네트워크

 U컴퓨팅 패러다임의 진화

 유비쿼터스 지능 공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