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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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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의 역사

마크와이저

1988

1991

1993

1996

1999

The Coming Age of Calm Technology

Some Computer Science Problems 
in Ubiquitous Computing

The computer for the 21st Century

일본 노무라 연구소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개념 제안

유비쿼터스 컴퓨팅 개념 제안
마크와이저

2002 국내 전자신문에서 유비쿼터스 기획 특집

1984 일본 사카무라 켄 - ‘트론’ 개발

2003~2006 정부, 기업, 학계 등 유비쿼터스에 관심확대

<마크와이저 약력>
-1952년 시카고 출생
-미시간 대학 석박사학위

(computer science)
-1987년 제록스사 입사
-1988년 유비쿼터스 컴퓨팅 개념제안
-1999년 사망

마크 와이저 역사

ubiquitous [jubíkwts]
a. 《문어》
1 어디에나 있는,  편재하는(omnipresent) 
2 <사람이> 어디에나 모습을 나타내는

Everywhere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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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컴퓨팅

어디에나 컴퓨터가 존재하며,
자연스럽고 의식하지 않고 사용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를 사용하고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IT환경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IT환경

현실생활의현실생활의 지원지원

유비쿼터스

1988년 이후 1999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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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학

컴퓨터

인터넷

유비쿼터스

텔레비전, 가전제품, 산업기기

데스크탑, 전산, 노트북, 처리, 저장

인터넷, 정보, 가상공간

사물, 활용, 접목
생활, 문화, 환경

자연스러운 인간환경을 고려하며,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는 것

유비쿼터스의 진화단계

사물형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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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을 갖춘 컴퓨터

기기간 직접 송수신

미래의 컴퓨터

상식적인 수준의 환경 인지, 주변 상황을 이해하는 지능을 가진 컴퓨터

각 통신장치들이 직접 서로 네트워킹해 송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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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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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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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존재

기술의 활용

여러분야의 전문가

소프트웨어로
다운로드

필요한 기능은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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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단말기

자동차 디자인

문화

사회

NT

BT

시스템적 해석

서비스

…
……

생활

*수많은 기술, 분야들을 엮어서 새로운 기술, 환경, 서비스 창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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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U코리아 비전전자신문
유비쿼터스 혁명이

시작됐다
유비쿼터스 혁명은

계속된다.
U-세상속으로

미래형 첨단도시
U시티

정부

포럼 U코리아 포럼 U 시티 포럼

U 부산 포럼

서울 디지털 포럼
(유비쿼터스)

RFID 홈네트워크

유비쿼터스
드림 전시관

도시

서적

U캠퍼스, 헬스케어

유비쿼터스 컴퓨팅
사업단

유비유

유비쿼터스 IT혁명과
제3공간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와
시장창조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와
신사회 시스템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IT839

사회 전분야로의 확대개념 전파 검토 및 활동 시작 IT분야에서의 이슈 구체화

DMB, 와이브로

유비쿼터스 사회연구
시리즈

이슈

지방자치단체

유비쿼터스 관련 서적 출판이 많아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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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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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 전산원

06년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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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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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Embedded Fitting

유비쿼터스
컴퓨팅

유비쿼터스
컴퓨팅

연구 동기

인간

[연구 동기] 사회과학자, 철학자, 인류학자 등과의 대화를 통해 컴퓨팅
과 네트워킹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재고찰을 하게 됨

Mark Weiser

Invisible

Disappear

Invisible

Calm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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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가 어디에나
존재한다.

컴퓨터가 아주
자연스럽고, 적절하여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고
사용한다.

어디에나 존재 의식하지않고 사용

마크 와이저존재성 관계성

개념

수많은 컴퓨터
operating systems
user interfaces
Networks
Wireless
Display

인간연구

자연스러운 컴퓨터

기술 및 환경연구

유비쿼터스
컴퓨팅

Disappear
Invisible

Ca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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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quitous Computing #1 

Inspired by the social scientists, 
philosophers, and anthropologists at PARC, 
we have been trying to take a radical look at 
what computing and networking ought to be 
like. We believe that people live through 
their practices and tacit knowledge so that 
the most powerful things are those that are 
effectively invisible in use. This is a 
challenge that affects all of computer 
science. Our preliminary approach: Activate 
the world. Provide hundreds of wireless 
computing devices per person per office, of 
all scales (from 1" displays to wall sized). 
This has required new work in operating 
systems, user interfaces, networks, wireless, 
displays, and many other areas. We call our 
work "ubiquitous computing". This is 
different from PDA's, dynabooks, or 
information at your fingertips. It is invisible, 
everywhere computing that does not live on 
a personal device of any sort, but is in the 
woodwork everywhere

Ubiquitous Computing #2 

For thirty years most interface design, and 
most computer design, has been headed 
down the path of the "dramatic" machine. Its 
highest ideal is to make a computer so 
exciting, so wonderful, so interesting, that we 
never want to be without it. A less-traveled 
path I call the "invisible"; its highest ideal is to 
make a computer so imbedded, so fitting, so 
natural, that we use it without even thinking
about it. (I have also called this notion 
"Ubiquitous Computing", and have placed its 
origins in post-modernism.) I believe that in 
the next twenty years the second path will 
come to dominate. But this will not be easy; 
very little of our current systems infrastructure 
will survive. We have been building versions of 
the infrastructure-to-come at PARC for the 
past four years, in the form of inch-, foot-, 
and yard-sized computers we call Tabs, 
Pads, and Boards. Our prototypes have 
sometimes succeeded, but more often failed 
to be invisible. From what we have learned, 
we are now explorting some new directions 
for ubicomp, including the famous "dangling 
string" display. 

개념

출처: http://www.ubiq.com/hypertext/weiser/Ubi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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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profound technologies are those that 
disappear. They weave themselves into the fabric of 
everyday life until they are indistinguishable from it. 

Ubiquitous computing is the method of enhancing 
computer use by making many computers available 
throughout the physical environment, but making 
them effectively invisible to the user.

The important waves of technological change are 
those that fundamentally alter the place of technology 
in our lives. What matters is not technology itself, but 
its relationship to us. 

개념

Calm technology engages both the center and the 
periphery of our attention, and in fact moves back 
and forth between th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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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board

Pad

Tab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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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Weiser는 누구인가? Mark Weiser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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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인생

유비쿼터스
컴퓨팅

유비쿼터스
컴퓨팅

직업직업 음악음악
마크

와이저

교수

연구원

사업

가족

취미

STD

드럼

마크 와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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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1620

마크와이저는 고등학교 시절 IBM 1620로 컴퓨터 세계에

발을 들여 놓았다.

물론 그때는 컴퓨터 수업보다는 여자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었다.

고등학교

철학과 수학에 관심이 많았으며, 

칸트와 하이데거에 대한 공부를 하였다.

하지만 1년 반만에 학교를 그만 두었다.

대학

1952년 7월 23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Shimer College라는 아주 조그마한 대학에서

화학을 가르쳤다.

출생

출생 및 10대

칸트 하이데거

마크와이저의
철학적 안목은

이 때 형성된 것
으로 보인다.

시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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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30대 중반

프로그래머, 프로젝트 리더
(Omnitext Inc)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Cerberus 사장

연구 조교
(미시간 대학교)

조교수
(Maryland 대학교)

교수
(Maryland 대학교)

86 87

석사학위 박사학위

프로젝트 리더

(MIS International)

20세 30세

개발

회사 설립 및
경영

학교

Portable Information Sytem 부사장

년도

(computer and communication science)

Ann Arbor

Detroit

Ann Arbor

Ann Arbor

Ann Ar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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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반 이후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40세

년도

연구원 Computer Science Lab 장

CEO

CTO

New internal business venture

제록스 팔로 알토 연구소에서의 경력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 벤처회사)

Principal Scientist

Some Computer Science
Problems 
in Ubiquitous Computing

The computer 
for the 21st Century

유비쿼터스
개념 제안

The Coming Age 
of Calm Technology

1999년 4월 27일
암으로 세상을 떠남

락밴드 STD 
세계최초 인터넷으로
라이브 연주 중계

46세

제록스
PARC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는
Workstation computer
Windows computer interface
Laser printing
Local area network
3-D user interface
등의 발명 및 발전에 기여했다.

[기타 관심분야]
-Mobile computing
-Garbage collection
-Operating sytstem
-User interface design
-Program sllicing
-Programming environments
-Psychology of progrgamming
-Technogical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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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스탠포드대학 실리콘 밸리

산호세

팔로 알토

팔로 알토

팔로알토 지역에 실리콘 밸리가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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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큰딸 Nicole

마크와이저와 어머니

1남 2녀 중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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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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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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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스쿠버
취미활동을 즐겨하였다. 

바둑, 등반, 레크레이션
등을 좋아했다.

취미활동을 즐겨하였다. 

바둑, 등반, 레크레이션
등을 좋아했다.

스쿠버

스노우 보드

이 모자를 좋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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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스카이 다이빙

목을 다치기도~~



유비쿼터스 이야기 29 http://www.ubiu.net

음악

STD(Severe Tire Damage)STD(Severe Tire Damage)

1990년 Severe Tire Damage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

1990년 Severe Tire Damage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

엔지니어로 구성된 락 밴드엔지니어로 구성된 락 밴드1993년 세계 최초
인터넷으로 라이브 음악 중계

1993년 세계 최초
인터넷으로 라이브 음악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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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STD(Severe Tire Damage)는
국내 MBC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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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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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브로드 밴드 네트워크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브로드 밴드 네트워크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컨텐츠
솔루션
서비스

컨텐츠
솔루션
서비스

인간

각종 디지털기기, 센서의 연결각종 디지털기기, 센서의 연결

무라카미 데루야스
노무라 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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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네트워크

5가지 특징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5가지 특징

모바일광대역

상시
접속

IPv6

배리어
프리

인터페애스

5가지 특징

유통 콘텐츠의
대용량화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기기의 증대

사용자와 네트워크
관계성의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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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시어지

지산관리

대역계측

불안해소 타입- 건강, 방범
자기 실현 타입-여가, 이동 ,개발

지식자산관리-지식의 집적, 증폭
지식에 의한 자산관리-리스, 물류

교통관리-도로 ITS
환경관리-폐기물 관리, 환경보호
국토관리-국토보전, 삼림보전

건강화장실(마쓰시타 전기)
지킴이 핫라인(조리루시보온병)
홈시큐리티(미국 잔부)
마이카 콘시어지(미국 GE)

음악선생(야마하, NEC)
여행 스케줄 관리
배리어프리 경로 내비게이션

두더지 로봇(NTT)
3D-CAD 금형설계(잉크스)
번역자산 활용(미국 eTranslate)

건설기기 원격관리(히타치)
배송물 추적관리(FedEx)
모바일 경보기(니치덴일렉틱)
정산업무(이시노제작소, 오므론)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미국 Transcore)
전자 로드 프라이싱(싱가포르 정부)
폐기물 정보관리(병원, 후지전기)

비즈니스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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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사회 시스템

브로드밴드, 모바일, 상시접속, 배리어프리 인터페이스, IPv6

유비쿼터스
퍼스널 단말기

유비쿼터스 칩
유비쿼터스 서비스

유통센터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네트워크

사회시스템
플랫폼

사회시스템
애플리케이션

인간관점의 사회 시스템

(건강안심 시스템, 자동차네트워크 시스템, 
교육학습 시스템….)

환경관점의 사회 시스템

(식품이력 및 안전성 확인 시스템, 사회자본 모니
터링 시스템, 도로환경 센싱 시스템, …)

통신, 개인인증, 
센싱, 애플리케이션

개인 식별, 상태감지, 정보발신 컨택 센터, 마켓 플레이스, 
서비스 레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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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기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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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와 문자

한국어 영어

-인간 상호간에 의사 및 정보교환을 위한 수단
-생활기술로서의 언어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전통적인 정보 인터페이스

문법
문자
발음

생활속의 사용

한글 알파벳

생활속으로 사라진다라는 것은 이러한 언어의 사용과도 같다.

*기술: 문법중심의 학습
*생활: 체험을 하며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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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생활 기술

어떻게 사라지게 할 것인가?
안보이게 할 것인가?
자연스럽게 할 것인가?
조용하게 할 것인가?

RFID
네트워크
휴대폰 등등

생활과 기술

생활기술

생활설계
생활 엔지니어링

유비쿼터스 기술의 의미

<비고> Pervasive computing 
Ambient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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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불편함을 지우는 지우개

개념에 대한 다양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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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공간
(물리공간과 전자공간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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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융합

생활사물의 융합 사물과 디지털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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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공간
(원자)

전자공간
(비트)

칩
센서
RF태그

위치정보
물질정보
속성정보

유비쿼터스 공간

물리공간에 전자공간의
요소가 내장된다.

임베디드 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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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네트워크

유비쿼터스 컴퓨팅: 각각의 가전들이 어떤 형태, 기능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각각의 가전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한 연구

=> 인간의 생활, 문화, 환경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

홈 네트워크

벽걸이 형 TV, 거울형 TV
가전과 가구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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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네트워크

사물과 결합된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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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물감, 전자 팔레트, 전자 붓

사물들의 색깔을 팔레트로 하여
원하는 그림을 그린다.

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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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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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생활 기술

생활속으로 사라지는 기술
안보이는 기술
자연스러운 기술
조용한 기술

유비쿼터스 기술

생활기술

기술이 스며들어야 할 대상인 일상생활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안보이고 자연스러워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평가를 내리는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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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인간이 만들어 낸
수많은 인공물로 생활환경이 구성되어 있다.
=>정보 인공물로의 변화

일상생활 환경

인간

홈

자동차
사무실
일터

공공장소

일상생활환경

인공물

정보인공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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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동작과
기능

사람의 경험

정보 인공물

정보 인공물은 현재의 일
상생활 사물이 정보처리
와 교환 능력을 가지게
되는 미래의 사물 형태

실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인공물의 특성
이 사람들의 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어떠한 인공물이 함께
동작될 수 있으며, 어
떻게 그 기능이 시너
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까?

정보인공물

컨텐츠
서비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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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분류

유비쿼터스 컴퓨팅

임베디드
컴퓨팅

분산
컴퓨팅

내추럴
컴퓨팅

공간
컴퓨팅

(HCI)

어디에나(공간개념)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자연스럽게(친숙한 사물) 어디에나(정보개념)

Wearable computer
Physics & Media
Things That Think

Natural User Interface
Gesture
오감, 감성
소리, 영상, 정보의 상호결합

Grid Computing
Modular Computing
PMG

Ad-hoc
Location(GPS, PAN, RFID)
Direction
Mobile Computing
Work, Life, City

차세대 PC

듣고보고 만지고

(네트워크, 센서, Context-aware, Augmented Reality)

말하고

만족 즐거움 편리 편안 행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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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네트워크센싱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

보안

인터페이스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을 위한

기술적 이슈들
소형화, 기억장치,

저전력, 전력공급

프로세서

개인인증

시큐리티 기술

유선, 무선, 액세스

출력기술, 

입력기술

디자인

서비스,

응용프로그램

센서, RFID, 
GPS

RTOS

기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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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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등)

입는다

사 물특성

Wea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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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감각으로 구분되지 못하는 수준: 천연색, 자연음
-인간의 행동 및 감각과 적합한 입출력

디지털

입력

출력

자연스러움
인간의 습관

아날로그

인터페이스

Graphical 
User Interface

Natural 
User Interface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조화 (디지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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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ch
Build

Roll

Bend

Throw

다양한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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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Source

캔 맥주를 병맥주처럼 마시기 PET병을 물조리개로 사용

사물과 사물을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기능 및 사용법 구현

모듈의 결합



유비쿼터스 이야기 56 http://www.ubiu.net

모듈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동작

레고 모듈

본 사례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용자들이 생활속에서 쉽게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
내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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