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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 
Ubiquitous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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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innovation ?

� Innovation can be defined as “The successful exploitation 
of new ideas”

� New ideas – these might be for a new (or improved) product, 
process or service, or even a whole new business or 
business model

� Exploitation – this indicates that the idea must be 
implementable and potentially value generating (i.e. 
innovation = invention + exploitation)

� Successful – finally, this implies that the innovation is 
actually adopted by the target audience

� Key innovation concepts

– Technology S-curves

– Diffusion of innovation

– The ‘chasm”

– Disruption

– Value capture

– Dominan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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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 Curve

� The S-curve concept was introduced in Richard 
Foster’s 1986 book “Innovation, the Attacker’s 
Advantage”, to describe how the performance 
of a technology varies over time

� S-curve pattern 

– A pattern of innovation characterized by slow 
initial progress, then rapid progress, then 
slow progress again as technology matures

� Innovation cycle

– The exponential growth in performance is the 
result of a virtuous cycle composed of the 
interaction of research, innovation and 
economic impact

– The virtuous spiral breaks when any of its 
three components attains a limit.

– starts with a new technology and ends when 
that technology reaches its limits and is 
replaced with better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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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usion of Innovation

� Everett Rogers in his 1962 book, “The Diffusion of 
Innovations”, examined the way in which 
innovations spread through social systems.

� Diffusion of innovation

– The process of diffusion of any innovation to the 
whole society could be described on a graph.

– “S-curve” shows the percentage of accepted 
innovation and the so-called “Bell-curve” (normal 
distribution) the relative current number of 
adopters during this process

� Rogers divides the adopters according to the course 
of innovation into five categories :

– Innovators – enthusiasts (2.5%)

– Early Adopters – visionaries (13.5%)

– Early Majority – pragmatists (34%)

– Late Majority – conservatives (34%)

– Laggards – skeptics (16%)

� The interpretation of this theory in connec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its use in education 
is an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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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Chasm  

Voice Recognition Natural Language Process (NLP)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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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Innovation – Ubiquitous Revolution

Mainframe Revolution

Internet Revolution

Ubiquitous Revolution

PC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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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Innovation 

Diffusion of 
Innovation

Subway  Card Bus Card 

Cellar Phone

Smart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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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overcome “Chasm”

Semantic Web  VS. Web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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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History of Web 

1989 1990 1993 1994 1998 2001 2003 2005 2006 

WWW 

First WWW Brower

W3C Take-Off

NCSA Mosaic

XML Web Service

2004 

*OWL 

Web 2.0

OWL W3C REC 

*RDF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RDFS (RDF Schema)
OWL (Web Ontology Language)

Internet Revolution

Historical Event in the Web 

*RDF 

RDFS

Semantic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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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Semantic Web ?

� “The Semantic Web is an extension of the current web in which information is given well-
defined meaning, better enabling computers and people to work in cooperation.”

Berners-Lee, Hendler and Lassila, The Semantic Web, Scientific American, 2001

� The area of the Semantic Web is “an infrastructure for reasoning on the Web”

Semantic Web Overview 

Semantic Web in W3C Technology S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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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Semantic Web ?

� The HTML Web is 

– Basically text and image

– Restricted search capabilities

– Content of page only understandable to human

– Hard to automate

after Frank van Harmelen and Jim Hendler

This is what a web page looksThis is what a web page looks

like to a machinelike to a machine

<CV>

<name>

<education>

<work>

<private>

XML to the rescue ? XML to the rescue ? 

by adding by adding ““meaningful tagsmeaningful tags””

< ΧςΧςΧςΧς >

< ναµεναµεναµεναµε >

<εδυχατιονεδυχατιονεδυχατιονεδυχατιον>

<ωορκωορκωορκωορκ>

<πριϖατεπριϖατεπριϖατεπριϖατε>

But to your machine, the tags still But to your machine, the tags still 

look like thislook like this……

Semantic Web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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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Semantic Web ? (Cont.)

CV

name

education

work

private

<      >

<          >

<                >

<        >

<            >

< ΧςΧςΧςΧς >

< ναµε ναµε ναµε ναµε >

<εδυχατιονεδυχατιονεδυχατιονεδυχατιον>

<ωορκωορκωορκωορκ>

<πριϖατεπριϖατεπριϖατεπριϖατε>

< ΧςΧςΧςΧς >

πριϖατεπριϖατεπριϖατεπριϖατε

CV

name

education

work

private

<      >

<          >

<                >

<        >

<            >

< ΧςΧςΧςΧς >

< ναµε ναµε ναµε ναµε >

<εδυχατιονεδυχατιονεδυχατιονεδυχατιον>

<ωορκωορκωορκωορκ>

<πριϖατεπριϖατεπριϖατεπριϖατε>

Schemas helpSchemas help…….      .      

…… by relating common terms between documentsby relating common terms between documents

< �������� >

5�4�5�4�5�4�5�4�>

<����������������>

<��������>

<⇐⇐⇐⇐⇑⇑⇑⇑∨∨∨∨>

after Frank van Harmelen and Jim Hendler

But other people use other schemasBut other people use other schemas

Semantic Web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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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Semantic Web ? (Cont.)

CV

name

education

work

private

<      >

<          >

<                >

<        >

<            >

< ΧςΧςΧςΧς >

< ναµε ναµε ναµε ναµε >

<εδυχατιονεδυχατιονεδυχατιονεδυχατιον>

<ωορκωορκωορκωορκ>

<πριϖατεπριϖατεπριϖατεπριϖατε>

CV

name

education

work

private

<      >

<          >

<                >

<        >

<            >

< ΧςΧςΧςΧς >

< ναµε ναµε ναµε ναµε >

<εδυχατιονεδυχατιονεδυχατιονεδυχατιον>

<ωορκωορκωορκωορκ>

<πριϖατεπριϖατεπριϖατεπριϖατε>

< ΧςΧςΧςΧς >

πριϖατεπριϖατεπριϖατεπριϖατε

CV

name

education

work

private

<      >

<          >

<                >

<        >

<            >

< �������� >

<5�4�5�4�5�4�5�4�>

<����������������>

��������

<⇐⇐⇐⇐⇑⇑⇑⇑∨∨∨∨>

The The ““semanticssemantics”” isnisn’’t theret there

Semantic Web Overview 

after Frank van Harmelen and Jim Hend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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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antic Web Stack Semantic Web Overview 

The semantic web stack shows the essential components and the layering for 
making data machine processable and is still an evolving structure. 

reasoning logics [OWL, Rules]

unambiguous names for resources [URI]

access to that data [SQARQL]

a common data model to access, connect, 
describe the resources [RDF]

define common vocabularies [RDFS, OWL]

Semantic Web Layer Cake (2005, T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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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Web 2.0?

� Tim O’reilly 와와와와 John Battelle 에에에에 의해의해의해의해 닷컴닷컴닷컴닷컴 붕괴붕괴붕괴붕괴 이후에이후에이후에이후에 살아살아살아살아
남은남은남은남은 기업들의기업들의기업들의기업들의 특징을특징을특징을특징을 조사한조사한조사한조사한 결과결과결과결과 7가지가지가지가지 내용으로내용으로내용으로내용으로 정리정리정리정리

– The Web as a platform

– Data as the driving force

– Network effects created by an architecture of 
participation

– Innovation in assembly of systems and sites 
composed by pulling together features from 
distributed, independent developers (a kind 
of "open source" development)

– Lightweight business models enabled by 
content and service syndication

– The end of the software adoption cycle ("the 
perpetual beta")

– Software above the level of a single device, 
leveraging the power of The Long Tail. 

� Web 2.0은은은은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것것것것 보다는보다는보다는보다는 기존의기존의기존의기존의 것과것과것과것과 작은작은작은작은 차이로차이로차이로차이로 부터부터부터부터
혁신은혁신은혁신은혁신은 시작한다는시작한다는시작한다는시작한다는 것을것을것을것을 보여보여보여보여 주는주는주는주는 경우로경우로경우로경우로,  상기의상기의상기의상기의 특징을특징을특징을특징을 이용이용이용이용
한한한한 기술기술기술기술,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문화를문화를문화를문화를 통칭하는통칭하는통칭하는통칭하는 의미의미의미의미

Web 2.0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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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volving Web platform

Web 2.0 is about connecting people, 

and making technology efficient for 

people.

Web 1.0 was about connecting 
computers and making technology 

more efficient for computers.

Web 2.0 changes the way in 
which businesses interact 
with its customers 

Web 2.0:Web 2.0:

� Is about communities and social networks

� Builds contextual relationships and facilitates

knowledge sharing

� Is about people and the way they collaborate

� It is not a technology, not an industry, not a standard

Web 2.0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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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2.0 gaining popularity Web 2.0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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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2.0 Overview Technical Relationship in Web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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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Tail

� Long tail Economic theory - the 
long tail may be the most 
significant market

“Many of our assumptions about 
popular taste are actually artifacts 
of poor supply-and-demand 
matching - a market response to 
inefficient distribution.”

e.g. Excite search distributions 

e.g. Touching the Void, by Joe 
Simpson

Web 2.0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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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2.0 VS. Semantic Web

Source: Gartner's 2006 Emerging Technologies Hype Cycle Highlights Key Technology Themes, August 2006

Web 2.0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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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Semantic Web & Web 2.0

� Web 2.0의의의의 기술적기술적기술적기술적 배경은배경은배경은배경은 Semantic Web의의의의 Vision과과과과 밀접한밀접한밀접한밀접한 관련관련관련관련

� Machine-Centric Web에에에에 가까운가까운가까운가까운 Semantic Web이이이이 비해비해비해비해 Web 2.0은은은은 “개방개방개방개방”, “공유공유공유공유”, “협력협력협력협력”, “참참참참
여여여여” 의의의의 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 기반의기반의기반의기반의 문화적인문화적인문화적인문화적인 키워드와키워드와키워드와키워드와 결합된결합된결합된결합된 Human-Centric Web의의의의 성격성격성격성격

Web 

2001 2004 

Web 2.0

Semantic
Web

2006

RSS

Folksonomy

X-Internet

AJAX

Taxonomy

RDFS

OWL

DL

F-Logic

Semantic Web vs. Web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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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Analysis &

New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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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 Trend : Collaboration

최근의최근의최근의최근의 Web 2.0, Social Networking  기술기술기술기술 및및및및 문화적인문화적인문화적인문화적인 측면에서의측면에서의측면에서의측면에서의 논의되고논의되고논의되고논의되고 있는있는있는있는 협업협업협업협업 (Collaboration) 기반의기반의기반의기반의 현상과현상과현상과현상과 미래미래미래미래 사회사회사회사회 분분분분
석석석석 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 등에서등에서등에서등에서 언급되는언급되는언급되는언급되는 협업협업협업협업 기술의기술의기술의기술의 중요성은중요성은중요성은중요성은 21세기의세기의세기의세기의 주요한주요한주요한주요한 트랜드로트랜드로트랜드로트랜드로 분석되고분석되고분석되고분석되고 있으며있으며있으며있으며 이를이를이를이를 지원할지원할지원할지원할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유비쿼터스유비쿼터스유비쿼터스유비쿼터스 기반의기반의기반의기반의
협업협업협업협업 인프라스트럭처의인프라스트럭처의인프라스트럭처의인프라스트럭처의 구축이구축이구축이구축이 향향향향 후후후후 중요한중요한중요한중요한 요소요소요소요소 기술로기술로기술로기술로 예상됨예상됨예상됨예상됨

RSS Wiki AdSense

Blog AJAX

Mash-upTagging

REST

Web 2.0 Technology

IFTF (The Institute for the Future) 
Social Dilemma

Collaboration Technology

(Grid computing, Service composition)

Trend Analysis

CollaborationCollaboration

Social Network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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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 Trend : Digital Convergence 

M
o

b
ility

Performance

PDA

Phone

DMB Phone

MP3P

PMP/UMPC

PSP

Digital Camera

Smart Phone

?

Tren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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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gence vs. Divergence

� Integration of functionalities w/o convergence in 
chip level

– Easy to combine functionalities for multi-usages

– Slower speed of chip convergence than speed of 
production convergence

– Trade-off in efficiency & stability aspects

� Form factor  in mobile side

– Inherent display size in each mobile device

– Mobile phone should keep reasonable size

� Camera Phone vs. Digital Camera

– Choice problems between convergence and 
divergence products

– Which device do you choose ?

250$

390$

Price

2.0780$SPH-B2000 (DMB)

Canon IXY5.0600 $LG-KV5500

Sony DSC-D2007.01000 $SCH-V7070

Digital CameraPixels
(Million)

PriceDigital Camera Phone

Time
C

o
n

v
e

rg
e

n
c
e

chip convergence 
slope

functional 
convergence slope

Technical Gap

Tren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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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Trend

기술의기술의기술의기술의 진화로진화로진화로진화로 서비스가서비스가서비스가서비스가 점차점차점차점차 디지털디지털디지털디지털, 지능화되고지능화되고지능화되고지능화되고 있으며있으며있으며있으며, 컨버전스는컨버전스는컨버전스는컨버전스는 MD (Mobile Device)를를를를 중심으로중심으로중심으로중심으로 한한한한 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기회기회기회기회
를를를를 창출해내고창출해내고창출해내고창출해내고 있음있음있음있음. 또한또한또한또한 사업자들이사업자들이사업자들이사업자들이 Digital Facility가가가가 제공하는제공하는제공하는제공하는 차별화된차별화된차별화된차별화된 서비스에서비스에서비스에서비스에 주목하고주목하고주목하고주목하고 있어있어있어있어 향후향후향후향후 Digital Facility의의의의
수요가수요가수요가수요가 크게크게크게크게 확대될확대될확대될확대될 것임것임것임것임

Digital Service 의 지능화 MD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 기회 발생

PRADA

� 월마트는 RFID 도입을 통해 재고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 뿐 아니라, 향후 소비자에게 매장 내
물건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 카트 내 품목들의 가격
확인 및 결제를 가능케 하는 지능화된 서비스를 추진 중

� PRADA는 고객 카드와 의류 상품에 RFID를
부착함으로써 지능화된 매장 서비스를 제공
� 고객이 상품에 다가가면 상품에 부착된 RFID가 고객
카드를 인식, 스크린에 해당 상품과 관련된 패션쇼상영
� 탈의실의 스크린은 고객이 선택한 의상의 RFID를
인식하여 화면 내에서 다양한 사이즈, 디자인, 컬러를
변경하여 코디해 볼 수 있는 체험을 제공
� 소비자가 고른 의상은 자동으로 DB에 업데이트되어
향후 고객 방문 시 고객 카드 내 RFID를 이용해 로딩,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매장매장매장매장 내내내내 물건물건물건물건 위치위치위치위치 정보정보정보정보 및및및및 결재의결재의결재의결재의 편의성편의성편의성편의성 제공제공제공제공

지능화된지능화된지능화된지능화된 매장매장매장매장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및및및및 고객고객고객고객 선호선호선호선호 정보정보정보정보 DB화화화화, 맞춤형맞춤형맞춤형맞춤형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제공제공제공제공

1111

2222 전자액자전자액자전자액자전자액자

Hypertag

2222

� 핸드폰과 Interaction 할 수 있는 전자
액자 (Facility)를 이용해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편집, 보관, 전시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 HyperTag는 옥외광고 포스터에 “전자
Tag”를 부착하여 전자태그에 저장된
광고정보, 컨텐츠, 이벤트정보 및 광고 CM, 

게임 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1111

Tren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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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aradigm : Co-vergence 

“Extremes meet (((( 極極極極 ))))”의의의의 원리로원리로원리로원리로 컨버전스에서컨버전스에서컨버전스에서컨버전스에서 디버전스로의디버전스로의디버전스로의디버전스로의 전환이전환이전환이전환이 디지털디지털디지털디지털////모바일모바일모바일모바일 컨버전스의컨버전스의컨버전스의컨버전스의 가속화가속화가속화가속화 속에서속에서속에서속에서
기술적기술적기술적기술적 간극과간극과간극과간극과 컨버전스의컨버전스의컨버전스의컨버전스의 결과로결과로결과로결과로 인해인해인해인해 통합된통합된통합된통합된 서비스의서비스의서비스의서비스의 본질적본질적본질적본질적 기능이기능이기능이기능이 역으로역으로역으로역으로 부가되는부가되는부가되는부가되는 컨버전스컨버전스컨버전스컨버전스 후광후광후광후광 효과를효과를효과를효과를 통해통해통해통해 부각된부각된부각된부각된
결과결과결과결과 컨버전스의컨버전스의컨버전스의컨버전스의 중심인중심인중심인중심인 모바일모바일모바일모바일 디바이스와디바이스와디바이스와디바이스와 디버전스의디버전스의디버전스의디버전스의 결과로결과로결과로결과로 나타나는나타나는나타나는나타나는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 주변의주변의주변의주변의 서비스의서비스의서비스의서비스의 조화를조화를조화를조화를 위한위한위한위한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패러다임패러다임패러다임패러다임

Convergence Space Co-vergence Space

컨버전스컨버전스컨버전스컨버전스 기능기능기능기능 중심의중심의중심의중심의 개인공간개인공간개인공간개인공간컨버전스컨버전스컨버전스컨버전스 기능기능기능기능 중심의중심의중심의중심의 개인공간개인공간개인공간개인공간 개인과개인과개인과개인과 공공의공공의공공의공공의 공간을공간을공간을공간을 융합한융합한융합한융합한 제제제제3333의의의의 공간공간공간공간개인과개인과개인과개인과 공공의공공의공공의공공의 공간을공간을공간을공간을 융합한융합한융합한융합한 제제제제3333의의의의 공간공간공간공간

…

Divergence

(Convergence + Divergence)

Co-vergence Paradigm

Paradigm Shift

New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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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on Co-vergence Paradigm 

향후향후향후향후 미래사회에서미래사회에서미래사회에서미래사회에서 중요한중요한중요한중요한 패러다임의패러다임의패러다임의패러다임의 변화가변화가변화가변화가 Co-vergence 환경이환경이환경이환경이 될될될될 것이라고것이라고것이라고것이라고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예측되고예측되고예측되고예측되고 있음있음있음있음

이어령이어령이어령이어령 교수의교수의교수의교수의 “디지로그디지로그디지로그디지로그”론론론론삼성삼성삼성삼성 전자의전자의전자의전자의 “모바일모바일모바일모바일 뉴뉴뉴뉴 웨이브웨이브웨이브웨이브”론론론론 MIT MIT MIT MIT 네그로폰테네그로폰테네그로폰테네그로폰테 교수교수교수교수 “단순한단순한단순한단순한 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

삼성삼성삼성삼성 모바일모바일모바일모바일 솔루션솔루션솔루션솔루션 (SMS) (SMS) (SMS) (SMS) 포럼포럼포럼포럼
2006 2006 2006 2006 에서에서에서에서 삼성전자삼성전자삼성전자삼성전자 황창규황창규황창규황창규 사장에사장에사장에사장에
의해의해의해의해 주장됨주장됨주장됨주장됨

“지금지금지금지금 세계는세계는세계는세계는 ITITITIT의의의의 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 기능이기능이기능이기능이
하나의하나의하나의하나의 모바일모바일모바일모바일 기기에기기에기기에기기에 융복합화되는융복합화되는융복합화되는융복합화되는
모바일모바일모바일모바일 컨버전스와컨버전스와컨버전스와컨버전스와 모바일모바일모바일모바일 기기의기기의기기의기기의
영역이영역이영역이영역이 다양화되는다양화되는다양화되는다양화되는 모바일모바일모바일모바일 디버전스가디버전스가디버전스가디버전스가
공존하는공존하는공존하는공존하는 모바일의모바일의모바일의모바일의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물결물결물결물결, , , , 이른바이른바이른바이른바
‘New Mobile Wave’ 가가가가 진행진행진행진행
중이다중이다중이다중이다”

“현현현현 시점에서시점에서시점에서시점에서 고객이고객이고객이고객이 원하는원하는원하는원하는 솔루션은솔루션은솔루션은솔루션은
물론물론물론물론 지금은지금은지금은지금은 당장은당장은당장은당장은 아니더라도아니더라도아니더라도아니더라도 고객이고객이고객이고객이
앞으로앞으로앞으로앞으로 요구할요구할요구할요구할 가능성이가능성이가능성이가능성이 있는있는있는있는
솔루션까지도솔루션까지도솔루션까지도솔루션까지도 사전에사전에사전에사전에 파악파악파악파악, , , , 고객이고객이고객이고객이
원하는원하는원하는원하는 시기에시기에시기에시기에 공급하는공급하는공급하는공급하는 것이것이것이것이
중요하다중요하다중요하다중요하다”

Convergence ++++ Divergence

New Mobile Wave

LG 모바일모바일모바일모바일 테크포럼테크포럼테크포럼테크포럼 2005200520052005에서에서에서에서 MIT 
미디어랩의미디어랩의미디어랩의미디어랩의 네그로폰테네그로폰테네그로폰테네그로폰테 교수에교수에교수에교수에 의해의해의해의해
주장됨주장됨주장됨주장됨

“휴대폰이휴대폰이휴대폰이휴대폰이 블랙홀처럼블랙홀처럼블랙홀처럼블랙홀처럼 모든모든모든모든 기능을기능을기능을기능을 빨아빨아빨아빨아
들이고들이고들이고들이고 있으나있으나있으나있으나 이제는이제는이제는이제는 그그그그 기능들을기능들을기능들을기능들을
분리해야분리해야분리해야분리해야 한다한다한다한다. 현재현재현재현재 휴대폰은휴대폰은휴대폰은휴대폰은 스위스스위스스위스스위스
칼처럼칼처럼칼처럼칼처럼 여러여러여러여러 기술들이기술들이기술들이기술들이 집약되고집약되고집약되고집약되고 있지만있지만있지만있지만, 
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 업체들은업체들은업체들은업체들은 제품을제품을제품을제품을 단순화단순화단순화단순화, 
소형화함으로써소형화함으로써소형화함으로써소형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소비자들이소비자들이소비자들이 필요한필요한필요한필요한
기능들만기능들만기능들만기능들만 다운로드다운로드다운로드다운로드 사용할사용할사용할사용할 수수수수 있게있게있게있게 해야해야해야해야
한다한다한다한다”

“휴대폰이휴대폰이휴대폰이휴대폰이 단순화단순화단순화단순화 되면되면되면되면, 
스와치스와치스와치스와치(Swatch) 시계처럼시계처럼시계처럼시계처럼 사용자가사용자가사용자가사용자가 그그그그
날의날의날의날의 옷이나옷이나옷이나옷이나 기분에기분에기분에기분에 따라따라따라따라 고를고를고를고를 수수수수 있도록있도록있도록있도록
10개개개개, 20개씩개씩개씩개씩 집에집에집에집에 놓고놓고놓고놓고 사용할사용할사용할사용할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날이날이날이날이 올올올올 것것것것”

휴대폰의휴대폰의휴대폰의휴대폰의 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 기능은기능은기능은기능은 이제이제이제이제
통합에서통합에서통합에서통합에서 분리로분리로분리로분리로 가야가야가야가야 한다한다한다한다....

이화여대이화여대이화여대이화여대 이어령이어령이어령이어령 석좌교수가석좌교수가석좌교수가석좌교수가 중앙일보중앙일보중앙일보중앙일보
칼럼을칼럼을칼럼을칼럼을 통해통해통해통해 디지로그론을디지로그론을디지로그론을디지로그론을 30회회회회 가량가량가량가량
연재함연재함연재함연재함

“디지로그디지로그디지로그디지로그 파워란파워란파워란파워란 휴대전화의휴대전화의휴대전화의휴대전화의 사적사적사적사적
공간과공간과공간과공간과 사회적인사회적인사회적인사회적인 공공공공공공공공 공간을공간을공간을공간을 잘잘잘잘
조화시키고조화시키고조화시키고조화시키고 융합해융합해융합해융합해 제제제제 3의의의의 창조적인창조적인창조적인창조적인
공간을공간을공간을공간을 만들어만들어만들어만들어 내는내는내는내는 힘힘힘힘”

“디지로그는디지로그는디지로그는디지로그는 두두두두 개의개의개의개의 대립을대립을대립을대립을 하나로하나로하나로하나로 합쳐합쳐합쳐합쳐
그그그그 중간을중간을중간을중간을 취하는취하는취하는취하는 절충이절충이절충이절충이 아니라아니라아니라아니라 모순되는모순되는모순되는모순되는
쌍방의쌍방의쌍방의쌍방의 특성을특성을특성을특성을 그대로그대로그대로그대로 살려살려살려살려 동시에동시에동시에동시에 긴장과긴장과긴장과긴장과
균형을균형을균형을균형을 유지하면서유지하면서유지하면서유지하면서 역동적으로역동적으로역동적으로역동적으로 움직이는움직이는움직이는움직이는
태극의태극의태극의태극의 음양과음양과음양과음양과 같은같은같은같은 힘힘힘힘”

New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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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유비쿼터스유비쿼터스유비쿼터스 디바이스디바이스디바이스디바이스 협업협업협업협업 인프라스트럭처인프라스트럭처인프라스트럭처인프라스트럭처 : Celadon

Facility Device (FD)를를를를 통한통한통한통한 생활생활생활생활 공간의공간의공간의공간의 디지털화와디지털화와디지털화와디지털화와 모바일모바일모바일모바일 디바이스디바이스디바이스디바이스(MD)중심으로중심으로중심으로중심으로 확대된확대된확대된확대된 개인의개인의개인의개인의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공간의공간의공간의공간의 통합을통합을통합을통합을 위위위위
한한한한 상황인식상황인식상황인식상황인식 지능형지능형지능형지능형 미래미래미래미래 생활생활생활생활 공간공간공간공간 및및및및 제반제반제반제반 인프라스트럭처를인프라스트럭처를인프라스트럭처를인프라스트럭처를 Celadon으로으로으로으로 규정함규정함규정함규정함

Analog Space Digital Space

생활생활생활생활 공간의공간의공간의공간의 진화진화진화진화

개인개인개인개인 공간의공간의공간의공간의 진화진화진화진화

Celadon Zone

디지털 컨버전스를 통한 MD 
의 기능이 증가하고 서비스가
확대 됨에 따라 개인의 서비스
공간이 증가함

사람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정보가 정형화 되지 못한 아날로그
공간이 FD를 통한 디지털화 된
서비스 공간으로 진화해 감

FD: 공간의 아날로그 정보 및 서비스를
디지털화 한 뒤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제작된 디바이스로 현재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추세

MD: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바일디바이스를
하나 이상 휴대하게 됨에 따라, FD를 통해
제공되는 공간의 디지털화 된 서비스와
사용자를 매개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됨

New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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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quitous Device 

Collaboration : Cela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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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bjective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 주변에주변에주변에주변에 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디바이스가디바이스가디바이스가디바이스가 존재하는존재하는존재하는존재하는 유비쿼터스유비쿼터스유비쿼터스유비쿼터스 환경에서환경에서환경에서환경에서 지적지적지적지적 객체객체객체객체 (Smart Object) 간의간의간의간의 지능적인지능적인지능적인지능적인
협업협업협업협업 (Intelligent Collaboration) 및및및및 상황인식상황인식상황인식상황인식 (Context-Awareness) 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 제공해제공해제공해제공해 주는주는주는주는 브로커브로커브로커브로커 중심의중심의중심의중심의 미들웨어미들웨어미들웨어미들웨어
인프라스트럭처인프라스트럭처인프라스트럭처인프라스트럭처 구축하는구축하는구축하는구축하는 것것것것

협업협업협업협업 브로커브로커브로커브로커

중심의중심의중심의중심의 기본기본기본기본

인프라스트럭처인프라스트럭처인프라스트럭처인프라스트럭처
개발개발개발개발

컨텍스트컨텍스트컨텍스트컨텍스트

추론추론추론추론 지원지원지원지원

유비쿼터스유비쿼터스유비쿼터스유비쿼터스 협업협업협업협업

아키텍처아키텍처아키텍처아키텍처 구축구축구축구축

컨텍스트컨텍스트컨텍스트컨텍스트 기반기반기반기반

지능형지능형지능형지능형 유비쿼터스유비쿼터스유비쿼터스유비쿼터스

협업협업협업협업 아키텍처아키텍처아키텍처아키텍처

기능기능기능기능 강화강화강화강화

컨텍스트컨텍스트컨텍스트컨텍스트 기반기반기반기반

지능형지능형지능형지능형 유비쿼터스유비쿼터스유비쿼터스유비쿼터스

협업시스템협업시스템협업시스템협업시스템 완성완성완성완성

유비쿼터스유비쿼터스유비쿼터스유비쿼터스 환경환경환경환경 구축에구축에구축에구축에 필요한필요한필요한필요한 디바이스디바이스디바이스디바이스 협업협업협업협업 도메인도메인도메인도메인 영역영역영역영역

1차년도차년도차년도차년도 목표목표목표목표
(2004.8~2005.7)

컨텍스트컨텍스트컨텍스트컨텍스트 인식인식인식인식 기반의기반의기반의기반의 기기간의기기간의기기간의기기간의 원활한원활한원활한원활한 협업이협업이협업이협업이 가능한가능한가능한가능한 브로커브로커브로커브로커 중심의중심의중심의중심의 미들웨어미들웨어미들웨어미들웨어 프레임웍프레임웍프레임웍프레임웍

Celadon zone 중심의중심의중심의중심의 비즈니스비즈니스비즈니스비즈니스 모델모델모델모델 구축구축구축구축

2차년도차년도차년도차년도 목표목표목표목표
(2005.8~2006.7)

3차년도차년도차년도차년도 목표목표목표목표
(2006.8~2007.7)

4차년도차년도차년도차년도 목표목표목표목표
(2007.8~2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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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adon Vision

Hospital

Train 
Terminal

Airport
School

Theme  
park

Sport 
Ground

Home/OfficeMuseum
Financial 
Service

Audio 
Service

Entertainment

Video 
Service

U-Learning

Information & 
Data Service

Health Care

Celadon Zones Celadon ServicesMobile Devices

Ubiquitous Collaboration Infrastructure

Any Device Any Space Any Service

Ubiquitous Vision



IBM Ubiquitous Computing Laboratory © 2007 IBM Corporation35

Celadon Infrastructure

Celadon Zone

Celadon Service

Features

Ubiquitous 
Collaboration
Architecture

�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SOA) 기반의 설계

� 컨텍스트 인식 기반의 지능형 아키텍처

� 자동 서비스 Zone 탐색 및 서비스 실시간 등록

� 기기간의 다중 협업 및 끊김 없는 협업 지원

Celadon Realization
& Deployment

� Celadon 인프라스트럭처 위의 디바이스간 협업 공간

� 공공 장소 및 개인 공간까지 포함하는 개념

� 주변 기기와 모바일 기기간의 협업 모델 제공

� 기존의 통신 관련 Zone과 구별되는 유비쿼터스 환경

Zone Based 
Context Aware Service

� 사용자 컨텍스트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모바일 기기 컨텍스트를 분석하여 이에 최적화된 서비스 다운로드

� 모바일 디바이스와 주변 Facility 디바이스간의 상호 인터랙션을

통한 지능형 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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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of Context Information

Inference Layer

Application Layer

Semantic Layer

Data Layer

Physical Layer

Sensors and other objects, producing output in a raw format 
ex) analogue microphone signal & the strength of a RF 
signal sent by a WLAN access point

Objects producing processed data ex) location coordinates 
computed based on three  RF signal strengths

Objects which transform the data into a form meaningful for 
inferring context

uses information from the semantic level, earlier 
information & inference rules, possibly dynamically learned, 
to make educated guesses what the user is doing and 
what kind of services he, she, or it might want

Application or agents make decisions on behalf of the user 
by using the inferr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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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of Context Awareness Service

NetworkNetworkNetworkNetwork을을을을 통해통해통해통해 공간의공간의공간의공간의 제약을제약을제약을제약을 받지받지받지받지 않고않고않고않고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 원하는원하는원하는원하는 통신통신통신통신 및및및및 정보의정보의정보의정보의 수신수신수신수신////발신이발신이발신이발신이 가능한가능한가능한가능한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Communication Service

Information Offering Service

사용자의사용자의사용자의사용자의 요구가요구가요구가요구가 있을있을있을있을 때마다때마다때마다때마다 실시간으로실시간으로실시간으로실시간으로 원하는원하는원하는원하는 공간에공간에공간에공간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정보를정보를정보를정보를 검색검색검색검색, , , , 추적하여추적하여추적하여추적하여 제공하는제공하는제공하는제공하는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Situation Notification Service

사용자에사용자에사용자에사용자에 의해의해의해의해 이미이미이미이미 요구된요구된요구된요구된 사항에사항에사항에사항에 따라따라따라따라 정해진정해진정해진정해진 공간적공간적공간적공간적 상황을상황을상황을상황을 파악하여파악하여파악하여파악하여

원하는원하는원하는원하는 상황정보를상황정보를상황정보를상황정보를 실시간으로실시간으로실시간으로실시간으로 제공하는제공하는제공하는제공하는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Behavior Offering Service

사용자의사용자의사용자의사용자의 요구를요구를요구를요구를 추측하여추측하여추측하여추측하여 공간적공간적공간적공간적 상황에상황에상황에상황에

필요필요필요필요 시시시시 되는되는되는되는 행위정보를행위정보를행위정보를행위정보를 스스로스스로스스로스스로 제안하는제안하는제안하는제안하는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Intelligent Behavior

Service

공간상황을공간상황을공간상황을공간상황을 파악하여파악하여파악하여파악하여 필요한필요한필요한필요한 행위행위행위행위, , , , 

조치를조치를조치를조치를 사물이사물이사물이사물이 스스로스스로스스로스스로 수행해수행해수행해수행해 주는주는주는주는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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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adon 인프라스트럭처인프라스트럭처인프라스트럭처인프라스트럭처 전체전체전체전체 구성도구성도구성도구성도

Mobile Device (MD) 

Celadon Zone

Celadon Zone

Zone Service BrokerFacility Device 
(FD)

Context
Agent

JVM / OSGi (R4)JVM / OSGi (R4)

Discovery
Agent

User
Interface

Network Stack Network Stack 

Event 
Agent

User Policy

Device Profile
Interaction

Agent

Context
Agent

JVM / OSGi (R4)JVM / OSGi (R4)

Discovery
Agent

Service
Bundle

Event 
Agent

Service

Profile

Interaction
Agent

Zone Collaboration  
Server

Network Stack Network Stack 

Context
Manager

JVM / OSGi (R4)JVM / OSGi (R4)

Discovery
Manager

Service
Compositor

Network Stack Network Stack 

Event 
Manager

Interaction
Manager

Zone Broker 중심으로중심으로중심으로중심으로 형성된형성된형성된형성된 Service 지역지역지역지역 (Celadon Zone)을을을을 정의하고정의하고정의하고정의하고, 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서비스를 제공해제공해제공해제공해 주는주는주는주는 Facility Device 와와와와
사용자의사용자의사용자의사용자의 Mobile Device 간의간의간의간의 컨텍스트컨텍스트컨텍스트컨텍스트 기반의기반의기반의기반의 지능형지능형지능형지능형 협업을협업을협업을협업을 지원하는지원하는지원하는지원하는 브로커브로커브로커브로커 기반의기반의기반의기반의 미들웨어미들웨어미들웨어미들웨어 인프라스트럭처인프라스트럭처인프라스트럭처인프라스트럭처

Context
Directory

LAN

Celadon Application/Service

Zone
Manager

JVM / OSGi (R4)JVM / OSGi (R4)

Network Stack Network Stack 

Process
Manager

Context
Manager

Celadon Application/Service

Celadon Application/Service

Location Member

Zone Information Service

Interaction

Service Context Device

전체전체전체전체 구축구축구축구축 인프라스트럭처인프라스트럭처인프라스트럭처인프라스트럭처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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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적용사례적용사례적용사례 : KT BcN 2차차차차 시범시범시범시범 사업사업사업사업 BoD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시연시연시연시연
KT의의의의 BcN 2차차차차 사업에사업에사업에사업에 채택된채택된채택된채택된 댁내댁내댁내댁내 개인개인개인개인 맞춤형맞춤형맞춤형맞춤형 Book On Demand는는는는 Celadon의의의의 u-Book Store 프로토타입을프로토타입을프로토타입을프로토타입을 응용응용응용응용
하여하여하여하여, 손쉽게손쉽게손쉽게손쉽게 최신최신최신최신 도서도서도서도서 정보를정보를정보를정보를 웹웹웹웹 상의상의상의상의 정보를정보를정보를정보를 가공하여가공하여가공하여가공하여 제공하는제공하는제공하는제공하는 유비쿼터스유비쿼터스유비쿼터스유비쿼터스 형형형형 서비스임서비스임서비스임서비스임

u-Book Store 프로토타입의 응용

실제실제실제실제 구축구축구축구축 시연시연시연시연 화면화면화면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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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적용사례적용사례적용사례 : u-지능형지능형지능형지능형 존존존존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구축구축구축구축

� u-송도송도송도송도 국제국제국제국제 비즈니스비즈니스비즈니스비즈니스 도시도시도시도시 테스트테스트테스트테스트 베드베드베드베드 구축구축구축구축 사업의사업의사업의사업의 “u-지능형지능형지능형지능형 존존존존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로로로로 선정선정선정선정

– 도시도시도시도시 업무업무업무업무/생활생활생활생활 공간의공간의공간의공간의 디지털화디지털화디지털화디지털화, 지능화를지능화를지능화를지능화를 통한통한통한통한 존존존존 기반기반기반기반 미래형미래형미래형미래형 도시도시도시도시 환경환경환경환경 구축구축구축구축 테스트테스트테스트테스트

지능형지능형지능형지능형 도시도시도시도시 업무업무업무업무 공간공간공간공간

정보정보정보정보 Mash-Up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지능형지능형지능형지능형 회의실회의실회의실회의실

개인개인개인개인 맞춤형맞춤형맞춤형맞춤형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업무업무업무업무 연계연계연계연계 (투자투자투자투자 상담상담상담상담)

주변주변주변주변 시설시설시설시설 연계연계연계연계

(홍보체험관홍보체험관홍보체험관홍보체험관)

Celadon 
Infrastructure



IBM Ubiquitous Computing Laboratory © 2007 IBM Corporation41

E- mail : hkjang@kr.ib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