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유비쿼터스컴퓨팅의 확장 

웹 2.0과 유비쿼터스 

모바일 웹 2.0의 등장과 응용기술 

모바일 웹 2.0과 IPTV 미디어 

모바일 RFID 

u-미디어로의 진화 

N- Screen 서비스 



  

유비쿼터스컴퓨팅의 웹으로 확장 

▣ 1.0 : TV와 같은 수동적인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 2.0 : 개방, 공유, 참여가 두드러지는 웹 2.0 

▣ 3.0 : Second Life 같은 가상세계, 의미론적 지능화 

▣ 4.0 : 가상세계의 확대, 웹과 대화, 3차원 기술, RFID, 융합화 

유비쿼티(Ubiquity)적이고 개인 맞춤별(identity)  
상호연결성(Connectivity)이 강화된 웹 4.0 환경 



  

웹 2.0과 유비쿼터스컴퓨팅 

▣ 유비쿼터스컴퓨팅 서비스에서도 Social Network, Collective Intelligence의 개념 

 이 강조된 의미론적 데이터 관계성을 이용한 지능형 융합서비스 제공이 요구 

 

 

 

 

 

 

 

 

 

 

▣ 마지막 Pervasive Web에 관한 견해는 유비쿼터스컴퓨팅 기술과 융합되어 보다  

 지능화된 상황인지형 서비스 모델(웹 4.0)로 발전 가능성이 높음 

구분 주요 기능 사례 

시맨틱 웹 
• 머신이 정보를 읽을 수 있어 사람이 머신에게 10km 반경 내에 있는 치과의사를 찾아 내 스케줄과 맞추도록  
  지시하는 것이 가능 

3D 웹 
(Virtual Web) 

• 3D를 이용, 가상세계에서 거리를 걷거나, 외국여행 등이 가능 
• Second Life라는 가상현실에서는 실제로 대규모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거 때는 입후보자가 유권자와 
  대화도 가능 
• 가상 웹의 핵심은 실시간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사는 3D 프로젝트를 추진 중 

미디어  
중심의 웹 

• 키워드가 아닌 미디어(그림, 음악 등)로 검색이 가능 
• 좋아하는 그림을 검색하면, 비슷한 유형의 그림 검색이 가능 
• Polar Rose사(www.polarose.com) 
• Ojos사(진보된 이미지 검색 기술 보유), Pandora(음악 검색사이트) 

곳곳에 스며드는 
(Pervasive) 웹 

• 모바일이 언제 어디서나 컴퓨팅 하는 것이라면, 유비쿼터스는 모든 곳에 컴퓨터가 있는 것처럼 PC, 핸드폰,  
  옷 등 가정과 사무실 어디에나 웹이 있는 것을 의미 
• 침실 창문에 초소형 컴퓨터 칩이 내장되어 온라인으로 날씨를 감지해 날씨에 따라 창문을 자동으로 개폐 가능 

출처: Metz, Cade “Web 3.0: The Internet is changing, again”, www.pcmag.com, ‘07.3.14 / Gary Hayes, “Virtual worlds, web 
3.0 and portable profiles”, www.personalizemedia.com, ‘06.8.27 



  

모바일 웹2.0의 등장과 응용기술 

▣ 웹 2.0 기술의 발전과 같이, 모바일 영역에서도 각종 서비스들이 OpenAPI 형태로 

 상호 연동되는 매쉬업 서비스가 선보임 

 

 

 

 

 

 

 

 

 

▣ 웹 2.0 동향과 같은 외부적인 변화와 모바일 산업 내부의 환경적 변화 속에서,  

 기존 모바일 환경의 한계와 단점을 해결하려는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선보이는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 

모바일 웹 2.0의 
주요 응용기술 



  

모바일 웹2.0과 IPTV 서비스 

▣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으로 인해 미디어 산업의 눈부신 도약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웹 2.0 기술에 기반한 IPTV 서비스의 확장이 부각되고 있음 

 

 

 

 

 

 

 

 

 

 

▣ 향후 웹 플랫폼기반 IPTV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능공간 플랫폼기반 IPTV 융합  

 서비스(Mash-up)가 제공 될 것임 

플랫폼으로서의 웹(환경) 

집단 지성의 활용(방법론) 

데이터는 차세대 ‘Intel Inside’(방법론) 

소프트웨어 배포 주기의 종말(환경) 

가벼운 프로그래밍 모델(방법론) 

단일 디바이스를 넘어선 소프트웨어(환경) 

풍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 

인터넷(웹) 자체가 자생적인 TV 플랫폼이 됨(UCC 포함) 

무한 채널 서비스를 통하여 잊혀진 콘텐츠의 가치를 부활.    

1인 미디어와 같은 롱테일 비즈니스 

기술이 아닌 콘텐츠가 승부의 관건이며, 누구나 TV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음 

Real-time update at anytime 

오픈API 기반 매쉬업 서비스를 통한 손쉬운 서비스 개발 

기존 셋톱박스 방식에서 진화한 단말 지원과 모바일 IPTV 
서비스 등을 위한 모바일 디바이스 지원 

패키지 소프트웨어 이상의 웹 기반 UI제공(Ajax) 

웹 2.0의 7가지 특징 웹 2.0기반의 IPTV 서비스 



  

모바일 RFID 

▣ RFID와 이동통신 인프라를 결합한 것으로서 RFID 태그가 부착되어 있는 센싱을  

 통해서 무선 인터넷 기반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총칭하는 의미 

 

 

 

 

 

 

 

 

 

 모바일 RFID 서비스를 위한 구성은 1) 이동통신망, 2) RFID 태그, 3) RFID리더, 4) 휴대폰, 

 5) ODS, 6) OIS, 7) Root ODS, 8) 무선 인터넷 인프라(인증, 결제 등), 9) 외부 콘텐츠  

 서버로 구성 



  

모바일 RFID – mQR Code 

▣ QR(Quick Response) Code는 1994년 일본의 Denso Wave에 의해서 개발된  

 2차원 구조의 기호로, 정보를 X, Y 양방향으로 배열시켜 평면화 시킨 모자이크식 

 코드를 의미 

▣ RFID와 적절한 융합을 통해 모바일에서 해당 코드를 읽어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정보를 해독할 수 있으며, 리더를 추가로 부착하지 않고 이미지를 읽어 해독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모바일 RFID 사례와 Mash-up 

▣ 모바일 RFID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공공 서비스 영역, 기본 서비스 영역, 특별  

 서비스 영역, 개별 서비스 영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특히,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서비스 영역은 사용 확산에 어려움이 있기에, 복합적인 서비스를 고려해 

 야 함. 

출처 : SKT컨소시엄, 2007 



  

모바일 RFID 사례 

▣ 택시 안심 서비스 

 안전한 택시 이용을 위해서 고객들의 위치상황을 알려주거나, 경찰청과  

 연계하여 도난 및 수배 차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 

시범서비스 
구현구역 

서비스 
개요 

 서울시 “모바일 택시캅” 서비스와 연계 추진 
 서울시 택시 전체(7만여대)에 태그 부착 
 택시 정보를 확인하여 가족 및 친구에게 SMS 송부 

기대 
효과 

 시범사업 후 상용화 용이 
 전국으로의 확대 가능 

사업 
추진 
방안 

 체험단 운영 / 단말개발 / 플랫폼구축 : SKT 
 태그코드, 시범서비스 환경 제공 : 서울시 
 태그발급, 부착, 유비관리 : 지오텔 / 택시조합 
 태그구매 / 데이터베이스제공 및 유지관리 : 지오텔 

사업 
활성화 
계획 

 차량실명제공 외 LBS / 네비게이션 등 모바일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 서비스 
   모델 (인천, 타도시 확산추진) 
 SKT 귀가 안심서비스와 연계하여 고도화 추진 
 경찰청과 연계한 도난 차량 및 수배차량에 대한  
   정보 제공  



  

모바일 RFID 사례 

▣ 의약품 진품 확인 서비스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진품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서비스 
개요 

 의약품 진품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  
   제공 

기대 
효과 

 의약품의 안전한 이력 관리, 고객 안심 

사업 
추진 
방안 

 약국 등에 동글 비치하여 진품 확인 

사업 
활성화 
계획 

 약국 수를 확대하고, 의약품의 종류도 다양 
   하게 하여 활성화 추진 
 동글 비치 확대 : 5개  -> 500개 



  

모바일 RFID 사례 

▣ 식품 이력 제공 서비스  

 식품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식품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서비스로, 식품 관련 정보를 조회하여 안심 구매를 할 수 있음 

시범서비스 
구현구역 

서비스 
개요 

 식품의 생산 및 유통 이력 정보를 제공 
 식품안전 사고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추적관리 
   가능 

기대 
효과 

 실생활 밀착 서비스로 활성화에 큰 기여 
 이벤트, 쿠폰, 조리법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 

사업 
추진 
방안 

 진열장 / 번들 상품에 태그 부착하여 노출도 증대 
 전용요금제 / 월정액 등 요금 장벽 완화 추진 

사업 
활성화 
계획 

 유통업체 (예, 이마트, 롯데 등) 또는 식품제조업체와 
   연계하여 패키징 상품의 Cross Selling, 이벤트, 쿠폰, 
   조리법 등의 부가 서비스 제공 
 상품에 대한 CRM 데이터 수집을 통해 개인화 서비 
   스 (매장 입장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DB 마케팅으  
   로 발전 가능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문제 해결 필요) 



  

모바일 RFID 사례 

▣ 대관령 한우 조회 서비스  

 한우에 부착된 RFID를 통해서 구매자는 한우의 원산지 및 유통 과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보다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할 수 있음 

서비스 
개요 

 대관령 한우의 생산, 도축, 유통 이력 정보  

    제공 

기대 

효과 

 고자의 상품 가격으로 서비스 제공 환경이  
   용이 
 지역 특산물 연계 등 확산 가능성 높음 

사업 

추진 

방안 

 강원도청에서 구축한 RFID 시스템 활용 

 기존 SI 업체를 활용한 태그 부착 및 시스템 

   관리 

사업 

활성화 

계획 

 강원 특산품 한우 전체로 대상 확대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정보이용료 모델 또는 

   정액제 모델) 

 고객의 요금 장벽 해소를 위한 특화 요금제 

   개발 



  

모바일 RFID Mash-up 

▣ RFID는 기존 웹2.0의 Mash-up 기능과 결합하여 개별 제품의 상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음 

 예: GoogleMaps + Flickr + eBay + Amazon + RFID + Google 

기존 서비스 RFID  모바일 RFID Mash-up 서비스 

 Google Maps / Yahoo Maps  

RFID 

Location, Tracking  

VirtualEarth  Location, Tracking 

eBay Auction Library sell/buy 

Flickr Image Library  

Amazon Personal Library, Auto Shopping  

Yahoo Geocode  Item Location  

Del.icio.us Tag-marking, Tag-ID share  

Technorati  Tagging, semantic clustering  

A9  Search, Comparison, Relate Information  

Google Search, Comparison, Ads  

YouTube  Search, Movie  

Shopping.com Price Comparison, Shopping  



  

모바일 RFID Mash-up 

▣ 모바일 RFID 검색 광고 결합 서비스 

모바일 검색의 가능성 

 휴대 전화로 뉴스, 영상, 지역 소식과 추천 맛 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그러나 그러한 정보로 접속하는 방법을 모르는 이용자도 아직 많음 

점점 복잡해지는 컨텐츠의 양 

 10종 정도의 착신 음이 있던 시대->1만 종류의 착신음 

 유선 컨텐츠 활용에 대한 요구들이 증가 

편리함에 대한 요구들 

 모바일 인터넷 활용이 늦은 이유는 불편함에 기인 – 유선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구글과 같은 검색 툴에 의해 온라인 상에서 쉽게 정보를 찾아낼 수 있게 된 후임. 

 구글은 이미 미국, 영국, 독일, 일본에서 모바일 검색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검색 테스트를 시작�� 



  

모바일 RFID Mash-up 

▣ WIPI와 모바일 RFID Mash-up 

 Google Earth 및 컨텐츠 목록으로 구성된 웹 페이지 

 컨텐츠가 전송된 위치가 지도 위에 표시되고 컨텐츠 목록에 등록 

 지도 위의 표시 클릭하면 사진 및 메시지, 부가 정보 표시 

 Reply에 메시지 입력 후 전송하면 해당 컨텐츠를 전송한다는 말로 메시지 전송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검색 테스트를 시작�� 

Google Maps  
Web Service API 

SMS Push 
Module 

WIPI : 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모바일 RFID Mash-up 

▣ 야후의  모바일 RFID Mash-up 

 Yahoo! ZoneTag Photo 서비스 

 모바일로 찍은 사진을 지역 정보와 함께 태그(Tag)를 달아 사용자끼리 공유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출처 : http://zonetag.research.yahoo.com/zonetag/  



  

모바일 RFID Mash-up 

▣ Mobile AJAX 기반의 UI 플랫폼의 필요성 

 Ajax란, Asynchronous JavaScript + XML의 특성들을 모아, 서비스 요구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반응의 지연을 없애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웹  

 2.0을 가능 하게하는 주요기술 

 표준 기반의 Graphical한 메뉴 처리 가능(XML UI 기술)  

 �키워드 필터링 기반의 편리한 입력(DOM 이벤트처리)  

 �효과적인 그래픽 처리 

 XML 데이터의 손쉬운 처리 

 표준 기반으로 호환성 

DOM: 문서 객체 모델, Document Object Model 



  

모바일 RFID Mash-up 

▣ Mobile RFID와 AJAX UI 

 모바일에 Ajax를 통하여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 

출처 : http://www.opera.com/products/mobile/platform/  

Minimo Project  출처 : http://www.w3.org/2005/11/MWI-event/Panel1-FranceTelecom.pdf  



  

모바일 RFID Mash-up 

▣ 모바일 RFID와 UCC (User Created Contents) 

 사용자 참여에 의한 새로운 응용 기회 창출 필요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Hofburg_Imperial_Palace 

 Mobile phone = media 
   consumption +  
   production device  
 
 SNS와UGC, 2011년까지 
   130억불시장 

출처 : Informa 
Telecoms & Media 

SNS : Social Network Service 
UGC : User Generated Contents 



  

u-미디어 세상 

▣ u-미디어로의 진화 

 모든 것이 단일 모듈화 되고 있는 미래의 사회에서는 미디어 역시 융합화된 형태로 변모 

 할 것으로 예상 

 특히 개인 미디어가 촉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가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언제 어디서나 미디어가 활용될 것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u-Media 
• 휴대전화기반의 다: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에 방식의 엔터테인먼트 정보 공유 세상 

u-IT의 발전 
미디어 

매체 콘텐츠 u-미디어 특징 

융합화 매체융합 오감 콘텐츠 방통융합, 오감융합 등의 융합 미디어로 확산 

지능화 개인화된 매체 지능적 콘텐츠 
1:1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고 개인 특성에 따른  
지능화된 콘텐츠를 서비스 하는 개인 미디어 

일상화, 내재화 어디서나 접속 무엇이든 접속 
언제어디서나 모든 것에 접속이 가능해짐에  
따라 일상생활 전반에 미디어가 활용 



  

u-미디어 세상 

▣ u-사회에서의 새로운 세상 

 미래의 유비쿼터스사회에서는 미디어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통합된 형태의 멀티미디어로 발전 

 통합된 형태의 단말 기술 발전은 방송통신 융합에 의해서 디지털화, 양방향화,  

 광대역화, 공유화 등이 확대 

 

 

 

 

 

 

 

 특히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IPTV는 초고속인터넷망을 통하여 IP방식으로 사용자 

 의 요청에 따라 양방향으로 실시간 방송콘텐츠, 주문형비디오(VOD)), 인터넷,  

 T-커머스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음 



  

u-미디어 세상 

▣ u-사회에서의 개인 미디어 

 유비쿼터스 사회가 도래하면서 이들의 관계는 다시 단일관계로 이루어지는 

 사람과 사람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그 중심에는 기계와 기계가 서로 소통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지고 있음 

 앞서서 이야기한 Social Networking 형태의 1인 미디어 형태가 급속히 확산 

 되고 있는 지금의 인터넷 서비스를 보더라도 알 수 있음 

플랫폼 제공 서비스 내용 

다음 TV팟 서비스 동영상을 올리는 TV팟 서비스 성공으로 동영상 UCC 다량 확보 

네이버 플레이 서비스 
동영상 서비스인 프레이어에 대한 자체 프로모션 강화, 동영상  
검색에 주력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동영상  
업로드 

싸이월드 동영상 서비스 강화 

야후 
야미-야후 멀티미디어 
서비스 

야후 허브는 블로그/지식검색/거기/리뷰/동영상등 태그가  
붙은 UCC 콘텐츠를 한꺼번에 검색 

프리첼 
UCC동영상 홈페이지  
서비스인 ‘Q’ 

프리첼 ‘Q’의 초고속 성장으로 포털사이트 10위권 내 진입 
SKT의 JUNE서비스에 모바일 서비스 오픈 
KBS DMB와 제휴 

판도라TV 
배너 및 동영상 광고,  
콘텐츠 판매, 유료서비스 

기존 포털사이트와 이동통신업체, 지하철,  
KTX메신저, DMB 등에 콘텐츠 제공 

포털 사이트별 1인 미디어 서비스 내용 



  

u-미디어 세상 

▣ u-사회에서의 일상생활 

 미래의 u-IT기반 미디어는 커뮤니케이션의 시간적, 공간적 확산을 통해  

 현재의 엔터테인먼트 기능 뿐 아니라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가능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래의 u-Health분야는 다양한  

 상황인지 단말기를 통해 자신에게 최적화된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것 

다양한 u-미디어를 이용한 u-Health 



  

N-Screen 서비스  

▣ n-Screen 개념 

 공통된 운영체계를 탑재한 다양한 단말기에서 공통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영화나 음악, 게임을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구입, 사용하면서 이를 TV,  

 PC로 동일하게 즐기는 것이 가능 

 콘텐츠는 음악, 이미지, 동영상,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의 개인콘텐츠,  

 작업용문서 등 다양 



  

N-Screen 서비스  

▣ n-Screen의 역사 

 기존의 통신서비스 가입자 기반유지, 확대, 경쟁력확보를 위해 통신사업자가 처음 시작 

 휴대폰+PC+TV 3가지 기기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동일한 콘텐츠를 끊김 없이 이용하는  

 3스크린에서 출발 

 단말기 사양, 콘텐츠확보, 스토리지 부족이라는 세가지 문제점이 n-Screen 구현의 방해요소 

 최근 스마트폰시장 확대와 같이 통신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문제의 해결 가능성 제시 

▣ n-Screen의 현재 

 스크린+ 클라우드컴퓨팅 + 멀티태스킹 

 끊김 없는 서비스(Seamless) + 콘텐츠 전달의 양방향성 + 소비의 다중성 



  

N-Screen 서비스  

▣ n-Screen 인프라 

유통단계로 본 n-screen 시스템 구성으로 본 n-screen 



  

N-Screen 서비스 사례  

▣ 넷플릭스(Netflix) 

 DVD 렌탈업체로 시작해 지금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 

 CBS, ABC, NBC등 주요 지상파방송과 주요  

 케이블 방송사의 방송 콘텐츠를 제공 및 무제한 

 DVD 우편 렌탈 서비스(월 10달러) 

 현재 넷플릭스는 스마트폰, 태블릿PC, TV등모든 스크린 지원(아이폰, 아이패드 어플 서비스) 

▣ 구글 

 클라우드(Web) 기반의 다양한 웹콘텐츠를  

 다양한 단말에서 사용가능한 환경 제공 전략 

 안드로이드OS, 크롬 브라우저를 탑재한 구글 

 TV는 구글이 가지고 있는 G메일, 구글맵,  

 구글독스등 웹환경의 풍부한 콘텐츠들을  

 TV에까지 확장 적용하고 있음 



  

N-Screen 서비스 사례  

▣ 애플(Apple) 

 'iTunes'라는 대표적 콘텐츠 플랫폼을 가진  

 회사로, 콘텐츠 유통에서 단말기 제조, OS까지 

 직접 만들며 사업 부분을 확장  

 셋톱박스 형태의 애플TV까지 선보이며 

 iTunes의 콘텐츠로 TV까지 진출했으며, 넷플릭스와도 제휴하며 콘텐츠 소싱을 강화 

 클라우스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iCloud)까지 선보이며 웹공간에 사용자의 iTunes의  

 콘텐츠를 모든 애플의 모든기기에 적용 중 

▣ 삼성 

 단말기, OS, 콘텐츠제공자의 ‘수직통합으로  

 에코시스템 확장’ 전략  

 '바다OS'를 개발하고, 삼성앱스라는  

 앱스토어를 구축 

 스마트TV를 출시하며 콘텐츠 확보를 위해 미국의 Hulu, 드림윅스 등의 업체들과 제휴 

 OS, 콘텐츠 플랫폼을 모든 단말기에 동일하게 적용시키지는 못하는 현실 



  

N-Screen 서비스 사례  

▣ AT&T 

 미국 이동통신사업자로 3-screen이란 개념을  

 처음 도입 

 초기에는 모바일, PC, TV 각각의 단말에 서로  

 다른 콘텐츠를 제공했지만 "U-verse“란  

 브랜드 네이밍으로 통합 

 Network, Volp번들 상품을 출시하여, 한번의 결제로 모든 단말기에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 

 U-verse란 앱을 출시하여 리모콘 기능, TV편성표, 프로그램 녹화 예약등 편의성 확대 

▣ Comcast 

 미국 최대의 케이블 사업자 

 N-Screen 동영상스트리밍 서비스 “Xfinity“  

 모바일 앱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ipad용  

 앱은 리모콘, 녹화기능 외에 친구초대 기능을  

 넣어서 SNS를 결합 



  

N-Screen 서비스 사례  

▣ 국내 이동통신사 

SKT KT LG U+ 

HOPPIN(호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IPTV,  

  PC, 스마트폰을 이용해  

  다양한 컨텐츠 공유 및 연동 

 호핀용 컨텐츠마켓 개발로 

   T스토어와 연계할 계획 

Olleh TV Now 

 올레TV의 채널 및 VOD를 

  스마트폰 ∙ 태블릿PC에서도 

  이용 가능 

유플러스 슛&플레이 
 액세스 포인트와 이동통신 

  망을 이용해 스마트폰,TV,  

  PC, 태블릿 등의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어디서나 끊김  

  없이이용 



  

유비쿼터스 사회 서비스  U Home 

건강관리, 쾌적한 환경유지, 보안, 원격제어, 식료품 및 소모품 관리, 자동관리, 엔터테인먼트  

출처: 일본 총무성 



  

U 컨시어지 서비스 
▣ 다중도메인의 유비쿼터스 지능공간 내에 정보-네트워크-디바이스가 융합되어 사용자의  

 목표에 적합한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끊김 없이 제공해주는 지능형 서비스 



  

강의 요약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확장 

 유비쿼터스컴퓨팅의 웹으로의 확장과 웹 2.0 

 모바일 웹 2.0의 등장과 IPTV 서비스 

 모바일 RFID 개념과 사례, 모바일 RFID Mash-up 서비스 

 u-미디어 세상 소개 

 N-Screen 서비스 개념 및 사례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진화와 사회 서비스의 사례 

 u-컨시어지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