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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14:00~14:50(50분)

인천시 인하대학교
하이테크관

Ubiquitous ITUbiquitous IT의의 Mega TrendMega Trend

최근최근 동향동향 및및 발전발전 전망전망

IT-Biz Doctor  朴丞昌
011-450-2679
scpark39@empal.com
January 27(토), 2006

2007년: 신성장동력정책제안,사업포트폴리오개발,기술/산업로드맵개발,논문/저서/시나리오/표준화

제55회유비토피아강좌
“전국 UBIU커뮤니티, 丁亥年제1회무료사은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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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u–IT의 Mega Trend
국내 u-Biz의 보급 동향

1) Ubiquitous IT의 서비스 개념

2) 서비스 사업자

3) 국책 연구기관

4)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국내 소비자의 수요 동향

1) 인터넷 사용자

2) 휴대폰 사용자

3) 콘텐츠 사용자

4) u-Car, u-Robot, u-House의 사용자

u-IT의 글로벌 문제와 디지털 컨버전스

1) 유비쿼터스 사회 구현을 위한 10대 과제

2) 디지털 컨버전스의 시사점

3) 유비토피아의 10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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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u-IT 서비스와 추진 사례
• u-IT의 융/복/결합 서비스

1) u-IT의 기술적 속성

2) TIBIC서비스 : 통신+정보+방송+인터넷+상거래

3) MIMIC서비스 : 의료+계측+감시+인터넷+제어

4) SEFIC서비스 : 보호+교육+가구+인터넷+요리

5) Edutainment Contents

6) 휘어지는 Devices

7) Solar Cell과 신재생에너지

8) u-City (*대전)

• http://www.ubiu.net

• http://eshop.usoc.co.kr

• http://www.polyso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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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

白草 박 승 창

바빠

나를

잊고

사는

나보고

한번쯤

나를

들여다

보라

말한다 거울이.

2002.12 첫 시집 ‘다시잠들기까지 우리는’ 중에서 –
2005.3 삼성건설 래미안 아파트의 신상품기획에 아이디어로 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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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과 실적
수상
1990.1   한국전자통신연구소우수직원상
1999.12 정보통신부 IMT-2000 기술표준화공로상
2000.9   중소기업청중소기업기술혁신상
2000.9   엑스포과학공원제1회전국청소년과학댄싱대회개최 –감사패
2000.12 정보통신부디지털콘텐츠장려상(작품: ‘시와영상’)
2001.9   제1회전국청소년플래쉬창작품공모전
2002.12 KMTCA 대한민국우수컨설턴트상
2003.10 벤처코리아대회수기부문최우수상(작품 : ’특허3장은벤처의불씨’)
2003.11 프로그램심의위원회우수논문상
2004.2   삼성전기우수논문공모전의장려상
2004.6   EIC활용사례수기공모전은상
2005.11 전국 e-Biz 아이디어공모전우수상
2006.10 개방형서비스아이디어공모전동상(McCallTM for u-Door)
2006.11 RAPA ‘제1회따뜻한전파세상사진/수필공모전’수필우수상
2006.12 충청체신청 ‘정보통신윤리지도자’표창장
저서
1998.1    직업서, ‘컨설팅으로돈버는이야기(최고의컨설턴트가되는방법)’
2002.12  제1호시집, ‘다시잠들기까지우리는’
2003.10  대학교재기술서, ‘유비쿼터스모바일컴퓨팅’
2004.7    소설체, ‘유비토피아’
2005.5    예측서, ‘u-IT 융합기술의미래서비스 – BINT MIND’
2005.9    대학교재기술서,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기술’
2006.4    제2호시집, ‘나의아이디 : My ID’

전문가활동(현)

한국기술거래소 ‘기술성/사업성평가위원’
산업자원부 ‘융합신산업기획위그룹장’
반도체설계자산(IP)유통센터 ‘거래전문가’

정보산업연합회 ‘IT Mentor-RFID기술’
중소기업청 ‘IT기술지도사’
정보통신공사협회 ‘IT시공감리원’
‘대덕밸리유비쿼터스산업클러스터부회장’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주기동집필위원’
전자정보센터 ‘IT리포터’
정보통신기술협회 ‘국제RFID표준위원’

유비유.컴/유비오.넷의대표컨설턴트
특허청 ‘특허넷서포터즈’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수출통제심의위원’

ITEP/KISTEP/IITA/KIDP ‘과제평가위원’
‘상황인지MAPSI연구회’회장
과학문화재단, ‘과학기술앰배서더’

(前)대전시 IT벤처닥터(’00.1~’02.12)



제1부 u-IT의 Mega Trend

- 유비쿼터스 IT의 서비스 개념, 최근 보급 동향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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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T의 서비스 개념

전자-물리 공간과 인간의 상호 작용을 위해 모든 사물들에 RFID/UOC를 내장

유비쿼터스 ‘통신+정보+방송+인터넷+상거래’ 사회간접자본

도로,다리, 
터널

상품, 기계

냉장고,
세탁기 등

컵,화분
동물, 식물

안경

옷,신발

자동차

Anytime, Anywhere                        Any-service,
Any-device                                Any-network

전
자
공
간

물
리
공
간 보이지 않는 컴퓨터에 의한 사물들의 지능화

초공간

Intelligent Objects through Invisible Wireless Smart Dust or Mote Computing

T2T, O2O

U2P, P2P

M2M T2P, O2P, M2P

*UOC : Ubiquitous computing On C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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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u-Biz의 보급 동향 - 서비스사업자

u-Home : Home N(이하 ‘적색’부는체험서비스임), One-phone DU, Healthcare Phone

u-Office : bizmeka u-Campus : MSN Mobile, Paran.com

u-Street : 지능형정거장, 네스팟스윙, 텔레매틱스(Everway/K-ways), Hot-CODE/K-bank,
DMB, KT 파워텔, 인터넷빌링서비스 ‘BillPlaza’, 스마트카드 1’ts

u-Entertainment : fimm, magicN u-Technology : FTTP/W, 운용관리시스템, IP-PBX, 무선망설계시스템, RFID/USN
무선망관리지원시스템

U-KT

Enjoy Itopia : 전국12개인터넷데이터센터 IT가상체험, 전시회(베트남텔레콤 2004, ‘생활속의광대역’)외 3건 in 2004

휴대인터넷 (Wibro) : 2006년 6월상용서비스개시예정. 2005년 1월 20일 KT사업자선정됨. 2005년 4월 27일사업설명회

KT는 기존 이동통신 무선인터넷의 높은 요금부담을 완화하고 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고객 중심의 요금상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용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사용패턴을 고려하여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차별화 되고 다양한 선택요금 상품을 제시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신규 요금
상품을 개발, 보완하여 고객님의 효용 극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요금 할인제도 및 감면제도를 실시하여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문의 메일 : hchul@kt.co.kr

하나로텔레콤
hanafos – dream, - pro, lite, 사이버아파트 광랜

hanafos –패밀리, 멀티라인(ADSL, Cable, BWLL멀티), 가디언, PC세리퍼, 마이웹



2007-01-28 무단 복사 및 전재를 금함(POLYSOFT's Proprietary) 9

http://www.kt.co.kr/kthome/u_kt/u_street/wibro.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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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Relationship

Business Relationship

Public Relationship

Value of Shareholder

Value of People

Value of Customer

SK Te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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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ktelecom.com/kor/skt/mobile_museum/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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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u-Biz의 보급 동향 – 국책 연구기관
IT SoC

차세대이동통신

디지털TV

Home Network

차세대PC

Telematics/USN

지능형서비스로봇

BcN

디지털콘텐츠

정보보호

미래 IT 융합기술

Embeded Software

선도
기반
기술
개발
과제

:
공동
수행

-
위탁
수행

-
용역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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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의 수요 동향 – ’06.6 인터넷 사용자
1.초고속인터넷서비스
-지식, 정보, 자료, 파일의검색및다운로드
-온라인게임, 영화, 만화, 음악, 등
-온라인교육(u-Learning)
-온라인진단, 상담
- Radar Detector 내용 Up-grade, PDF/WindowXP/Explorer/Window Media Player/Office Series Up-grade
-온/오프라인만남(Community), 홈페이지, 블로그, 아바타, 지능형 Agent, UCC(User Creation Contents), Web 2.0

http://kr.yahoo.com/r/i/yk02

http://cyworld.nate.com/main2/index.htm



2007-01-28 무단 복사 및 전재를 금함(POLYSOFT's Proprietary) 14

국내 소비자의 수요 동향 – ’06.6 휴대폰 사용자

2. 이동통신
- 모바일 게임, DMB, Dica, MP3, Video Cam, Health Diagnostics, 수강신청, 강의 청취, 컨닝, 음악, 성인물
- 은행 계좌이체, 지하철 통행, 개인신변보호, 범죄신고, 현장 검증, 자동차/로봇/주택의 구동 키(Key)

http://www.tu4u.com/index.jsp

삼성전자가 유럽에서 첫 출시한 상용 ‘지상파 DMB폰(모
델명:SGH-P900)’이 독일월드컵을 앞두고 해외 언론의 주
목을 받고 있다.

u-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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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①프라이버시 보호, ②정보 시큐리티
보호, ③전자상거래 환경 정비, ④해킹 바이러스 및 불건전 정보의 대응, ⑤지적재산권 보호, ⑥새로운 사회규범의 정착, 
⑦정보 Literacy의 향상, ⑧정보 격차의 해소, ⑨지구 환경과 건강의 배려, ⑩사이버 대응제도 정비 등의 10가지

u-사회의 10대 과제 - 로봇/자동차 사용자

신장 130Cm와 몸무게 55kg
이름은 휴보(Hu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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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Convergence 시사점

+

+

여행

건강 교육

오락

금융

직업

행정

환경

연령별
人生

주말
여가

8시간
일/공부

8시간
취침

8시간
놀이

실내
청소

영어

한글

한문

숫자

구매

평가
시험

진학

인터넷
콘텐트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예금
(대출)

사업
(경험)공기

물

빛.열

땅

전염
병균

신체
상해
장애

영양
섭취

계측

생.혼.사
신고

납세

전입
전출

이민

국내외
출장

국내외
관광

의.식.주

생활
용품

재산
용품

방송
콘텐트

교양
상식

마케팅
(판매)

TIBIC(티빅)서비스
(통신+정보+방송+인터넷+상거래)

MIMIC(미믹)서비스
(감시+계측+의료+인터넷+제어)

SEFIC(세픽)서비스
(위생+교육+가구+인터넷+요리)

U-
R
O
B
O
T

U-
C
A
R

지식
+
정보

+
지혜

말
+
글
+
숫자

+
기호

+
암호

+
음악/영상

+
제7의언어

100세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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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topia의 비전과 10대 과제
경제

1) 2010년 국민 1인당 소득 2만달러 이상

2) 직장인 32세 / 월평균 소득 320만원 이상

3) 환율, 유가, 금리, 주가, 금값의 불안

사회

1) 의료,고용,국민연금,산재보험의 복지제도

2) 장애인, 사고인, 범죄인의 보험제도

3) u-IT윤리 및 三綱五倫의 국민운동

문화

1) 개인화, 집단해체, 트랜스젠더, 수퍼스타(우상)

2) 다국적, 국적 없는 관습, Well-being부작용

3) 한글/영어의 파괴, 제7언어의 탄생

행정/금융/병원

1) 언제,어디서,누구든지,어떤 기기로든지

2) 신속,친절,정확,투명한 u서비스

3) 뇌물(상납)없는 규제/허가/계약/입찰

기술

1) 멀티미디어 공간창조 예술과 u詩

2) 광대역,초고속,유/무선 복합, 무 해킹, 무 스팸

3) BT+IT+NT 융/결/복합 및 u-MIND문명

우주

1) 혜성충돌, 자전/공전 축의 변이

2) 우주 자원개발 경쟁

3) 우주선 사고, 태양흑점활동, 자기폭풍, 외계인

기후

1) 지구온난화

2) 빙하기, 해류변이(충돌)

3) 산불, 폭우, 폭설, 폭서, 혹한, 황사, 사막화

지진

1) 지반의 융기, 침강

2) 해일, Tsunami, 풍랑, 돌풍(Tornado)

3) 화산 폭발, 교량 참사, 지하철 참사

전쟁(가난, 기아, 전염병)

1) 국지전, 테러, 사이버 전쟁(테러)

2) 경제전쟁, 기술전쟁, 민족전쟁, 국경분쟁

3) 제3차 세계대전, 핵전쟁, 생화학전, 전자기계전

정신

1) 외모지상주의, 건강지상주의, 쾌락주의

2) 황금만능주의, 독신자, 저출산, 독거노인, 자살

3) 脫종교, 무신론, 복제인간, 자폐증, 마약, 투기



제2부 u-IT 추진 사례

-유비티즌(Ubitizen)의 웰빙 트렌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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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ort
Convenient
Calm

Secure
Stable
Safe

Seamless
Speedy
Sensory

Computing Privacy Networking

Lowest Power
Zero Noise
Lowest Heat

No Hacking
No Phishing
No Crime

No Disconnection
No Jamming
No Ambiguity

u-IT의 기술적 속성
“인류가바라는유비토피아는 BINT 문명의혜택속에서탄생한다” – IT비즈니스닥터박승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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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T 사회의 Mega Trend
1. 개인우선주의
2. 황금만능주의
3. 가치주의
4. 자유주의
5. 유미주의
6. 행복주의
7. 사실(실력)주의

8. 무신론자
9. 혁신론자
10.탈국가론자
11.Colorful Sex
12.무소유론
13.고도효율론
14.집단해체론

15.독신자, 복제인간, 백색두뇌
16.고령자
17.장애인의사회진출
18.여성의권익증대
19.글로벌지방화, 지방의글로벌
20.극지의네트워크
21.동북아금융중심의유비토피아
22.자연재해, 인공재난, 우주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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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결합(1) : TIBIC서비스

2005년 7월 27일, 국내 최대의 이동통신서
비스 기업인 SK텔레콤은 연내 50만명까지
텔레매틱스 가입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별도
의 차량장착용 전용키트 없이 휴대폰만으로
네이트드라이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텔
레매틱스 전용폰(LG-SV900)을 출시했다. 아
래의 (그림 1)과 같이 이번 전용폰은 위치확
인시스템(GPS)용 안테나와 센서는 물론이
고 신호처리 전용 칩을 탑재했으며 65MB 크
기의 대용량 전국 지도를 내장하고 있고, 전
용폰 양 측면에 달린 ‘깜박이’ 램프로 화면과
동시에 진행방향을 안내 받을 수 있다.

SK텔레텍 4월 출시 제품 :
터치스크린형 위성DMB폰 ‘IMB-1000’

맥산 4월 4일 출시 제품 :
위성DMB 기능의 차량용 AUTO PC In-feel

삼성전자 6월 출시 제품 :
‘조그’ 디스크 MP3P 폰

삼성전자 5월 출시 제품 :
‘비트박스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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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결합(2) : MIMIC서비스

LG전자 6월 6일 출시 제품 :
음주측정용 ‘레이싱 폰’

디오텍 6월 8일 출시 제품 :
OCR 인식폰

VK 6월 28일 출시
리모콘+MP3P폰

뉴월드넷 8월 8일 출시
1” HDD내장형 USB

메리테크 8월 21일 출시 제품 :=>
USB형 지상파DMB수신기

9월 25일 출시, 국내 임베디드인터넷기업
마르시스의 SKT 디지털 홈 전자액자 =>

이강물산 마우스+포인터 =>
‘프레젠터마우스’ 7월22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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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결합(3) : SEFIC서비스(I)

맥스터코리아 9월 13일 출시
홈 네트워크용 외장형 200/300/500GB 저장장치

오투런 9월 13일 출시
홈 네트워크용 체력진단시스템과 RFIC 카드

현대통신, 서울통신기술의 9월 12일 출시
홈 네트워크용 Wall Pad

LG전자 9월 7일 출시
홈 네트워크용 Built-in 냉장고 설명

유진로보틱스, 9월 현재 판매 중
청소용 로봇 ‘아이클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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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FIC서비스(II)

LG전자 6월 26일 출시 제품 :
동작인식 3D게임폰

삼성전자 6월 30일 출시 제품 :
음성문자변환폰 및 LCD팝업폰

<=
MS의 9월 중순 출시 제품 :
미디어서버용 키보드

<=
아이템모아의 5월 6일 출시 제품 :
13.56MHz RFID Reader+PDA

프린트로닉스코리아의 4월 18일
출시 제품 :
EPC를 지원하는 열전사형 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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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어지는 u-IT 제품들
<= 쉐이코엡슨 2월 14일 출시 제품
휘어지는 CPU

ETRI 7월 21일 출시 제품 =>
휘어지는 태양전지

소프트픽셀 2월 28일 출시
세계적 패션시계 제조업인 미국 포실사에 대량 공급할 플라스틱 LCD제품

MS의 게임광고용 4월 12일 출시 =>
네오럭스의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잉크테크 10월 12일 출시한
투명전자잉크를 이용하여 롤투롤 인쇄한
초저가의 RFID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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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tainment 콘텐츠
<= 2006년 6월 22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21일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에
듀테인먼트 등 주요 문화콘텐츠 분야별로 총 9개의 ‘문화원형 창작소재 활용 제작
지원 사업’을 선정 발표했다. 

<= 2006년 3월 7일, 한산대첩 학익
진 모형과 고구려 아차산성 보루, 
안학궁 전경과 개화기 신여성 교육
등 그래픽 자료 26건, 7페이지 분량
이다. 2학기에는 문화원형 콘텐츠
를 활용한 멀티미디어 역사교재 ‘재
미있는 역사’가 전국 초·중·고등학
교에 배포될 예정이다.

2005년 12월 29일,경기도부천시 #  
로보테크의 안내로봇 ‘로보엑스원
(X-1)’이 미소 띤 얼굴로 손을 흔들
었다. 다사테크의 애완견 로봇인
‘제니보’가 재롱을 피우고 로보티스
의 완구로봇 ‘디디와 티티&토마’가
눈길을 끈다.

LG전자가 출시한 영어학습 콘텐츠
내장 하드디스크 리코더 ‘영어의
바다’를 통해 아이들이 영어공부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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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원들

제주신재생에너지연구기지에 설치된 풍력 발
전시스템(위쪽)과 태양광 발전시스템.

2006년 5월 22일, 대
구시는 최근 대구전시
컨벤션센터(EXCO)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
치했고, 경북도도 풍력
발전기의 확대보급에
나섰다. 광주도 최근
그린빌리지를 조성하
는 등 대체에너지 시설
확대에 나섰다. =>

2005년 12월 30일, GS
칼텍스는 계열사 GS퓨
얼셀과 가정용 연료전
지를 개발했다. 수소 화
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
로 바꾸면서 이 과정에
서 덤으로 얻어지는 열
을 회수해 온수와 난방
용으로 활용하는 개념
이다. 대한전선은 대한
테크렌의 지분 70%(41
억원)를 인수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뛰어들었고
=> (집광형태양광발전)2006년 5월 4일, 일본 가전업체 카시오 컴퓨터의 한 직원이 2일 노트북PC를 위한 양자

교환막(PEM) 연료전지팩을 선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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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대전(중구 문화동)

http://www.ubicit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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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Q&AQ&A
베스트셀러 ‘소설체 Ubitopia’의제2편 ‘BINT MIND’

‘여러분의건강과행복을기원합니다’

1. u-IT와 BT, NT의기술동향
2. u-IT의인간과자연복원적MIND(Medical, Image, Nutrition) 서비스
3. u-IT의융합/결합/복합적가치혁신
4. u-IT의국내외시장및수요에대한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