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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유비쿼터스컴퓨팅 

▣ 다양한 유비쿼터스컴퓨팅(Ubiquitous Computing) 



  

입는 컴퓨팅(Wearable Computing) 

▣ 1966년 MIT에서 제안한 Wearable Computing은 컴퓨터를 옷이나 안경처럼  

 착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컴퓨터를 인간 몸의 일부로 만드는 기술을 의미 

▣ 독일의 의류회사가 개발한 ‘mp3blue’가 대표적인 사례로, 의류뿐 아니라, 섬유,  

 안경 산업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접목되고 있음. 국내에서는 ‘바이오 셔츠’를 통해 

 서 선수의 심박수, 호흡수, 체온, 운동량 등의 생체정보를 측정하는 운동복을  

 선보임 

 

 

 

 

 

 

 

▣ 입는 컴퓨팅 기술은 앞으로 체내 이식형 컴퓨팅 (implant Computing) 기술로 발전 

독일의 의류회사 로즈너
와 인피니온이 개발한 

‘mp3blue’  

ETRI에서 선보인  
입는 생체정보 측정복 
‘바이오셔츠’ 



  

퍼베시브 컴퓨팅(Pervasive Computing) 

▣ 1999년 IBM에서 제안한 유비쿼터스컴퓨팅과 유사한 개념으로 일상생활에 사용 

 하는 모든 사물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컴퓨터가 내재되어 서로 네트워킹을  

 통해 정보를 주고 받아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팅 기술 

 

 

 

 

 

 

 

 

 

 

▣ 해외에서는 유비쿼터스컴퓨팅보다 퍼베시브 컴퓨팅이라는 용어/개념을 자주 사용 



  

노매딕 컴퓨팅(Nomadic Computing) 

▣ 1995년 UCLA에서 제안한 이 개념은 선과 연결의 제약을 없애고, 네트워크의 이동 

 성을 극대화해 사용자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이동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의미 

▣ 즉, 유목(Nomadic) 환경에서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 중에도 일상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내재된 스마트 디바이스와 무선인터넷(텔레매틱스 등) 등의 기술을  

 통해 사용자가 일관된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 

▣ 국내에서는 KT의 네스팟과 같이 무선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 이동성을 강조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무선인터넷과 텔레매틱스와 같은 

노매딕 컴퓨팅 제품은 선과 연결의 

제약을 없애고, 자유로운 컴퓨팅  

사용환경을 제공 



  

감지 컴퓨팅(Sentient computing) 

▣ 전자기기도 인간의 감각기관처럼 외부환경을 느끼도록 다양한 센서를 부착하여  

 각종 상황정보를 전달하여 사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의미 

▣ 주로 온도·습도·소리·빛·진동·냄새·압력 등의 주변상황을 감지하여, 사용자의 행위  

 변화를 측정하며,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정확성이 보다 지능화된 서비스 구현 

감각 감지대상 사람 센서종류 인터페이스 

시각 가시광선 눈 이미지센서 동작인식 

청각 소리 귀 사운드센서 음성인식 

촉각 기계에너지 피부 접촉센서 진동(햅틱) 

후각 화학물질 코 가스센서, 바이오센서 

미각 화학물질 입 이온센서, 바이오센서 



  

감지 컴퓨팅(Sentient computing) – Con’t 

▣ 지능형 통합기술을 활용한 오감+감성형 미디어 서비스 제공 

기술영역 내용 

음성/청각 청각인식, 청각전달, 청각 표현기술 

영상/시각 
시각인식, 시각인터페이스, 시각전달,  

시각표현 기술 

제스처/모션 위치인식, 제스처 기술 

촉각 

정보처리 

촉각센싱 저장, 촉각 디스플레이, 촉각 모델링 

및 렌더링, 촉각안정화, 촉각 정보 부호화 기술 

후각 

정보처리 

향센싱 저장, 향 디스플레이, 향 전달,  

향 디지털 코딩, 후각 제거기술 

미각 

정보처리 

미각 감지 저장, 미각 디스플레이, 미각 세그 

멘테이션, 미각 디지털 코딩, 미각 제거 기술 

오감  

융합처리 

융합정보 모델링, 다중정보 융합 인식/표현,  

오감융합 DB 및 서비스 시스템, 융합 인터 

페이스의 개인화와 안정화 기술 

생체신호/ 

신경/뇌파 

생체 신호 인터페이스, 신경 인터페이스, 

뇌파 인터페이스 

시각/청각 미디어 – Audiopad 
물체의 움짐임을 이용해서  
디지털 음악/음조를 재현하는 
새로운 감성 미디어 서비스 
• 표면에 있는 물체를 이동 
 시켜서 실시간으로 음악을 
 작곡 

청각/후각 미디어 – 향기나는  
라디오 
NTT 커뮤니케이션과 Tokyo  
FM은 “Tapestry”프로그램에서 
아티스트를 소개할 때에 그  
아티스트의 음악성과 곡의 느낌 
에 맞는 향기를 제공 



  

조용한 컴퓨팅(Silent Computing) 

▣ 사물에 심어진 컴퓨터들이 사용자가 의식하지 않아도 마치 하인처럼 정해진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을 실현하는 컴퓨팅 기술로 컴퓨팅의 기술자체의 중요성 보다는 

 기술과 인간과의 관계에 더욱 초점을 맞춘 개념 

▣ 즉, 단순히 소음을 없애는 의미에서 조용한 컴퓨팅이 아니라, 유비쿼터스컴퓨팅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Seamless한 기술을 적용하여 사람들이 존재를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컴퓨팅 개념. (단, 지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 

FAN을 없애는 것이 Silent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1회용 컴퓨팅(Disposable Computing) 

▣ 모든 사물에 컴퓨터를 심을 수 있도록 컴퓨터를 1회용 종이만큼이나 저렴하게  

 만드는 기술을 의미 

▣ 종이컵처럼 한번 쓰고 버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만큼 사소한 작은 사물에까지  

 컴퓨팅이 편재된다는 의미 

▣ 1회용 컴퓨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RFID 태그의 가격이 바코드만큼 저렴하게  

 되어야만 사용한 사물 하나까지 정보수집이 가능 

▣ 현재, 칩 가격은 개당 5~6센트이며, 완제품은 15센트에 달함. 올 하반기까지 

 ‘하이닉스’에서 1센트 RFID 태그(900MHz) 양산 계획 

음료캔에 부착된 

1회용 컴퓨팅 

종이처럼 쓰는 

1회용 컴퓨팅 



  

Social Networking Service(SNS) 

▣ 웹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 교류하는 수단으로 웹 서비스를 활용 

▣ 웹이 출현한 1990년대의 웹 1.0부터 웹 3.0까지 변화 

 하는 모습에 따라 SNS도 함께 발전 

 웹 1.0 : 단순한 소셜 네트워킹 형태의 서비스 제공 

 웹 2.0 : 소셜 협업, 소셜 퍼블리싱, 소셜 피드백 등 

 서비스 제공 

 웹 3.0 : 소셜 커넥션, 증강 현실, 위치기반 서비스 

 등 더욱 발전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 

▣ SNS의 유형 

1. 소셜 네트워킹 : 소셜 프로필을 관리하는 서비스 

2. 소셜 협업 : 실시간으로 동시에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3. 소셜 퍼블리싱 :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서비스  

4. 소셜 피드백 : 커뮤니티로부터 피드백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서비스 



  

Social Networking Service(SNS) 사례_Starbucks 



  

Social Networking Service(SNS) 사례_Cocacola 



  

Social Networking Service(SNS) 사례_Google 



  

커뮤니티 컴퓨팅(Community Computing) 

▣ 목표 지향적 조직인 사회적 커뮤니티 개념을 IT 인프라 환경에 접목시켜 컴퓨팅  

 오브젝트간의 동적인 협력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목표를 상황변화에 맞추어 자율적 

 으로 해결해 가는 서비스  

 협업 컴퓨팅 기술 

 

 

 

 

 

 

 
① 가장 처음 사용자의 현재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수집 

② 가장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 

③ 그에 필요한 커뮤니티 멤버를 수집 

④ 만들어진 멤버들은 하나의 지능공간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용자의 선호에 가장 최적화 

된 서비스를 제공 

⑤ 이렇게 형성된 커뮤니티는 주기적으로 상황에 따라 지능화 과정을 거쳐 고도화 



  

커뮤니티 컴퓨팅(Community Computing) 용어 

유비쿼터스 
지능공간 
(USS*) 

사회 
(Society) 

커뮤니티 
(Community) 

목표 
(Goal) 

멤버 
(Member) 

협업 
(Cooperation) 

* USS: Ubiquitous Smart Space 

유비쿼터스 시스템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물
리적인 영역과 논리적인 영역을 모두 의미 

USS를 추상화한 개념으로서, 존재 가능
한 멤버들과 커뮤니티들의 집합을 의미 

여러 멤버들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형성하
는 협업 조직으로서, 하나의 커뮤니티는 자신의 서비
스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인 프로토콜
(Protocol)들로 기술 

하나의 커뮤니티가 만족시켜야 할 특정 
상황(Situation)으로서, 해당 커뮤니티
를 구성하는 이유 

멤버는 컴퓨팅 디바이스, 서비스 
또는 사람을 대표할 수 있으며 자
신의 고유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
다가, 특정 목표에 대한 커뮤니티
가 구성되면 해당 목표 달성을 위
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 

커뮤니티 내의 멤버들이 특정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상호연계 동작하는 방식을 기술
한 것으로서, 여러 종류의 통신 메시지 작업 
수행 절차들로 정의 



  

강의 요약 

 컴퓨팅 발전 히스토리 

 유비쿼터스 컴퓨팅 유사 개념 

 입는 컴퓨팅(wearable Computing) 

 퍼베시브 컴퓨팅(Pervasive Computing) 

 노매딕 컴퓨팅(Nomadic Computing) 

 감지 컴퓨팅(Sentient Computing) 

 조용한 컴퓨팅(Silent Computing) 

 1회용 컴퓨팅(Disposable Computing) 

 Social Networking Service 개념과 서비스 사례 

 커뮤니티 컴퓨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