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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2.0의 소개

미국 웹2.0 컨퍼런스
(2004년 10월 5일)

구글의 성장
국내에서 관심
(2005년 12월)

웹1.0이 정보를 어떻게 보여줄것인지에 대한 것이라면.
웹2.0은 정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웹2.0이란
무엇인가?

웹2.0은 초기웹의 불편에 대한 변화의 욕구의 실천과 관련된 제반현상을 가리키는 말

웹2.0은 시맨틱웹을 경제적 관점에서 본 말이다.

웹2.0은 닷컴 붕괴 이후 살아남은 기업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용어

웹2.0이라는 낱말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오라일리 미디어(O'Reilly Media)의 부사
장인 데일 도허티(Dale Dougherty)로 닷컴붕괴 이후 살아남은 회사들의 공통점과
웹에 일종의 전환점을 찍은 닷컴붕괴를 표현하는 말로 웹2.0을 제안했다.

용어의
시초

차이점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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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2.0의 7가지 원칙

플랫폼으로서의 웹

집단 지능 이용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 릴리스 주기의 종말

가벼운 프로그래밍 모델

단일 디바이스를 넘어선 소프트웨어

풍부한 사용자 경험

넷스케이프가 웹 1.0의 표준 전달자라면 구글은 웹 2.0의 표준 전달자.
웹탑의 개념, 웹 플랫폼, Open API

사용자가 가치를 더한다

사용자 기여에 의한 네트워크 효과는 웹 2.0 시대에 시장 지배력의 핵

심.(야후, 아마존, 이베이, 위키피디어) , 블로그

새로운 HTML은 SQL이다
인포웨어(정보상품)

사용자 인터페이스
AJAX 활용

Ajax, RSS, 소스 보기, 스크립트

PC플랫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아이튠즈: 핸드헬드, 웹서버, PC
빈틈없는 결합

일일 단위의 업데이트
사용자는 공동개발자.
빨리 출시하고 빨리 업데이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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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로 대표되는 배포도구

태그

Ajax

웹표준과 웹접근성

유비쿼터스 기술

UTF8과 코딩문제

공개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가벼운 플랫폼

확장 기능

풍부한 웹 애플리케이션(weblication)

학습 줄고 사용성 강화

PC에서 웹으로

쌍방향이 강화되는 웹

장점을 수렴하는 사이트

플랫폼으로 웹2.0

받기에서 주고받기로

중앙집중식 시스템->분산 처리 시스템

인공지능과 동기화를 통한 자동화

개인 매체의 확산

지식 기반의 공동체 형성

기술 발전에 다른 개념의 변화

웹2.0의 특징

철학적, 문화적 관점 기술적 관점

사용자의 참여 XML,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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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2.0 체계

웹2.0

시멘틱 웹

Ajax 자바 스크립트

XML RSS

차세대 웹, 지능형 웹

하지만, 컴퓨터라는 그래픽 환경에 국한되어 있다.
유비쿼터스는 GUI를 넘어서 NUI(Natural User Interface) 환경이다.

[AJAX]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

•XHTML과 CSS를 이용한 웹 표준 기반 구현

•Document Object Model을 사용한 동적인 화면과 상호작용

•XML과 XSLT을 이용한 데이터 교환 및 처리

•XMLHttpRequest를 사용한 비동기 데이터 검색

•그리고 이들 기술을 한데 엮어줄 자바스크립트

RSS는 새로운 블로그 항목들을 보여주는 것 뿐만아니라 주가, 날씨 데이터, 사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전달하는데(push)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용은 실제로 RSS의 근원까지 거슬
러간다. RSS는 1997년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보여주는 커스텀 넷스케이트 홈페이지
를 사용자가 작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넷스케이프의 "Rich Site Summary"와 업데이트된 블로그
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데이브 위너(Dave Winer)의 "Really Simple Syndication"의
합류점에서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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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컴퓨터처럼 사람이 마우스나 키보드를 이용해 원하는 정보를 찾아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웹이 아니라, 컴퓨터
가 이해할 수 있는 웹을 말한다. 즉 사람이 읽고 해석하기에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현재의 웹 대신에 컴퓨터가 이해
할 수 있는 형태의 새로운 언어로 표현해 기계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지능형 웹이다.

원리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연어 위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웹 문서와 달리, 정보자원들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의미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언어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컴퓨터가 정보자원의 뜻을 해석하고, 기계
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일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2004년 현재 시멘틱 웹과 관련된 연구는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를 기반으로 한 온톨로지 기술과 국
제표준화기구(ISO) 중심의 토픽 맵(Topic Map) 기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자는 현재의 웹에 자원(주어)·속성(술어)·속성값(목적어) 등 자원을 기술하는 언어인 메타데이터를 부여해 정보의 의
미를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후자는 ISO의 XML 기반 표준 기술언어인 XTM 언어를 이용해 정보와 지
식의 분산 관리를 지원하는 기술로, 지식층과 정보층의 이중 구조를 띤다.

시멘틱 웹이 실현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 정보시스템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컴퓨터
혼자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고, 기업의 시스템 통합(SI), 지능형 로봇 시스템, 의료 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다.

시멘틱 웹(Semantic Web)

컴퓨터가 정보자원의 뜻을 이해하고, 논리적 추론까지 할 수 있는
차세대 지능형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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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가 어디에나
존재한다.

컴퓨터가 아주
자연스럽고, 적절하여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고 사용한다.

어디에나 존재 의식하지않고 사용

마크 와이저존재성 관계성

유비쿼터스 컴퓨팅

수많은 컴퓨터
operating systems
user interfaces
Networks
Wireless
Display

인간연구

자연스러운 컴퓨터

기술 및 환경연구

유비쿼터스
컴퓨팅

Disappear
Invisible

Ca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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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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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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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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디바이스
기기간의

커뮤니케이션
사람의 경험

통일, 일관성
Social Network

Invisible
Disappear

Calm

위치 장소 시간

의미

Semantic
환경의 모델링

결합방법: 접촉, 통신
새로운 동작, 기능

시멘틱 웹

통신
/결합

실생활의 표현

사물
Embedded Computing

Natural
User

Interface

유비쿼터스 디바이스

환경: 분산 컴퓨팅, 공간 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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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정보 생성

가공, 처리
제공,보급,
유통,공유

유비쿼터스와 멀티미디어

검색, 관리 감상, 실행

인간의 감각/감정과 생활환경에 대응하는 멀티미디어로의 발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