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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와 새로운 
 수요 창출  

현재 전세계 정보통신 패러다임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유비

쿼터스 환경으로 서서히 발전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시대에는 모든 전자기기들이 복합화, 융합화되고 네

트워킹되면서 편리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구현해주

고, 디지털 컨버전스 제품들이 기존의 제품들을 빠

르게 대체하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초고속인터넷정책 이후 제

시된 정책비전이 통신사업자들이 적극 나설 수 있

는 동인이 부족하였고, AT&T, NTT 등 세계 유수

사업자와 비교할 때 차세대 네트워크나 유비쿼터

스 기술, 부품 및 원천기술 분야에 상대적으로 취

약하여 서비스 사업자의 신성장산업 주도력이 미

약하였다.  

우리는 유비쿼터스화를 통하여 산업 생산성 향상

과 경영합리화 실현을 통한 경제발전 및 국민소득 

증대, 신제품 개발 및 신규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즉, 현재 우리가 직면한 IT 산업의 정체는 프로덕트 

혁신에 의한 유비쿼터스 시장 창출이 차세대 IT 산

업을 선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 IT

의 활용을 통하여 u-커머스, u-비즈니스, u-물류, 

u-헬스, u-건설, 스마트자동차, u-learning, u-

home 등 킬러 애플리케이션 발굴을 통한 새로운 수

요창출과 고용확대를 도모하고, 특히 소자(少子)화, 

고령화 등 사회변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우리는 세계 최초ㆍ최고의 유비쿼터스 IT 응

용제품 및 서비스를 발굴하고 조기 상용화를 통한 도

유비쿼터스 시대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 창출  
방안 연구 

A Study on New Service Models in  Ubiqui tous Era  

전황수(H.W. Chun) 정보기반연구팀 선임연구원 

조원진(W.J. Cho) 정보통신부 광대역통합망과 

최근에 들어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누구라도 하나의 단말로 연결되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본격적으

로 도래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시대는 우리에게 u-커머스, u-비즈니스, u-물류, u-헬스 등 서비스 애플
리케이션을 통해 새로운 수요창출과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공공부문과 경제/산업부문, 
생활서비스부문의 유비쿼터스 서비스 모델을 도출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를 분석하여 유비쿼터스 시대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1> 유비쿼터스의 SWOT 분석 

강점 약점 

? u-Korea 구현 위한 정부 
및 산업체의 의지  

? 세계 최고수준의 네트워크 
환경, 가전기술, 모바일 환경 
등 보유  

? 산업서비스 모델 부재 및 
u-센서비용 고가  

? 요소부품기술 부족  
?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부재  

기회 위협 

? 전 세계적으로 유비쿼터스 
환경 구현 위한 공감대 형성  

? 미, 일, 유럽 등 선진국도 
시장초기 상황  

? 전 산업의 동시다발적 성장 
등 파급효과  

? BT, NT 등과 융합 시 미래 
산업서비스 기반 확보  

? 국제 표준화에 대한 대응 
미흡  

? 선진국의 RFID 사용 의무화 
증가  

? 요소부품의 과중한 해외 
의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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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성공사례를 창출함으로써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는 <표 1>에서 보듯이 우리에게는 

기회인 동시에 위험이 될 것인데, 1990년대 효자산

업인 반도체 산업의 생산력, 세계적인 무선통신 기

술, 최정상급인 유선 네트워크 인프라, 꾸준히 지켜

온 가전 산업 생산력, 정보화에 잘 적응하는 국민, 

유비쿼터스 IT 구현을 위한 정부 및 산업계의 강력

한 의지 등은 유비쿼터스 사회가 도래할 때 우리나

라가 국제경쟁력을 갖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

러나 아직 산업 서비스 모델의 부재, 요소부품기술

의 부족 및 과도한 해외의존도 등의 취약점을 갖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모델의 개발 

및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국제표준화 대응이 필요

하다.  본 고에서는 <표 2>와 같이 공공부문, 경제/

산업부문, 생활서비스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II. 유비쿼터스화를 통한 산업경제 발전 

부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비즈니스ㆍ상거래에

서는 u-비즈니스로 많은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여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창출하고, 생산성 증진 및 경

쟁력 제고, 금융시스템의 투명성 증대를 통한 경제

정의 실현 및 비리척결을 기할 수 있다. 또 사물의 

정보가 내장된 RFID를 이용하여 지폐, 상품권 등의 

위조를 방지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표 3>과 같이 언제, 어

디서나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으며, 기업간 거래가 

투명화 되고, 생비자(prosumer)로 인해 유연하고 활

기있는 경제 활동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유비쿼터스 경제 기반을 통해 글로벌 사이버 무역국

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  

사회간접자본에서는 SOC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

적 운용을 통한 안전도 및 수명 증대, 재고관리 및 

유통비용 절감,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을 통한 물

류비용 및 시간, 자원 등의 사회적 비용 절감, 교통

시스템의 안전성 증대를 통한 교통사고 감소, 가축

에 RFID 부착을 통한 식품 오염사고 예방 등의 효과

를 볼 수 있다. 

생활서비스부문에서는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문

화 콘텐츠 개발 및 문화공간 창출을 통한 국민 여가

생활의 다양화, u-교육 및 학습을 통한 사교육비 절

감 및 공교육 정상화 유도, 평생교육 환경 구축, 체

계적인 오염물 관리를 통한 환경 훼손 방지 및 쾌적

한 생활 환경 조성, 토털헬스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생활습관성 질환 개선, 재택건강관리 활성화, RFID

를 이용한 의료용품 및 약품정보 관리, 평생건강관

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건강한 사회실현, 장애인의 

참여복지 환경구축 등을 꾀할 수 있다. 그리고 고령

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사회경제 제반에 걸친 문제점

을 유비쿼터스 IT를 통해 노인 인구의 건강 관리 및 

진단, 응급조치는 사회적 관리 비용을 낮추어 줄 뿐

만 아니라 생활의 편리함도 추구할 수 있다. 또 산업

경제 전반의 유비쿼터스화로 인해 post-PC 산업, 

반도체(非메모리/SoC) 산업, 지능형 로봇, 텔레매틱

스, 디스플레이 산업 등 관련 부문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표 2> 유비쿼터스의 활용분야 

분야 내용 항목 

공공분야 공공부문의 u-서비스 통합물류수송시스템, 지능형교통시스템, 도시시설관리, 교육(u-campus), 환경 
관리, 기상, 국방, 치안  

기업분야 
기업의 효율성 증대와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사용하는 u-서비스  

u-빌딩, u-SCM(원료-생산-판매관리: 원료식별, 재고 관리, 상품식별, 추적), 
지능형전자결재시스템, 지능형 매장, 무선상거래, 음성상거래  

가정분야 
개인 소비자가 가정 등의 거주공간과 
이동중에 사용하는 u-서비스  

가정관리, u-아파트, 교통, 여가, 오락, 레저(커뮤니티), 교육(학습), 정보제공, 
홈쇼핑(양방향), 지능형 의료시스템(바이오 센서, 바이오 칩), 지능형쇼핑 
(이동중 휴대단말기로 주변 레스토랑, 쇼핑센터에 대한 정보획득 및 조회)  

<자료>: 일본 유비쿼터스 네트워크기술의 미래전망에 관한 조사연구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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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문별 국내외 추진동향  

1. 공공분야 

공공분야는 일반행정, 재난재해관리, 사회안전부

문 등 3부문으로 구분된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은 

유비쿼터스화를 통해 행정업무 혁신 및 효율적 정부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가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민

원 행정서비스 영역 확대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다. 현재 기존의 전자정부를 대체하는 차

세대 전자정부인 u-government가 부상하고 있는

데, 2001년 액센추어 컨설팅사의 25개국을 대상으

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0%의 정부 관리자와 

83%의 민간기업 관리자가 기존의 정보기술보다 유

비퀴터스 컴퓨팅기술이 정부에 미친 영향력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u-정부는 (그림 1)에서 보듯이 정보의 성격과 정 

보화의 대상, 컴퓨팅 환경, 정보기반의 특성 등에서 

기존의 전자정부와 큰 차이가 있다. 정보의 성격면

에서 전자정부에서는 종이로 된 자료, 문서를 디지털

화/DB화한 것인 반면에 u-정부에서는 공간 속의 환

경, 사물, 사람과 이들 간의 연계에 관한 상황인식정

보(위치변화, 동작, 정체성 식별, 물리적ㆍ화학적ㆍ 

생물학적 상태, 대화ㆍ표정)를 말한다. 정보화의 대

상면에서 전자정부는 문서나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정부기관 간, 정부와 민간 간에 공유하거나 이를 통

해 전자민원과 같은 행정업무처리를 의미하나, u-

정부에서는 센서나 태그를 통해 수집된 상황인식정

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공유하고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사물이나 컴퓨터 스스로가 필요한 의사결정

이나 행동조치를 말한다. 컴퓨팅 환경에서는 전자정

부가 PC와 웹 기술을 활용한 데 비해, u-정부는 임

베디드된 컴퓨터나 증강된 현실(augmented real-

ity)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이 의식하거나 일을 

<표 3> 유비쿼터스 시대의 미래 이용모습 

구분 내용 

사회 생활 

- 마이크로칩을 이용한 네트워크를 통해 식ㆍ약품의 품질 보존기간을 인공지능적으로 관리  
- 주거 및 사무실 등의 시설 내에서 공간 조정 및 조명 등이 시간과 장소, 인간의 행동, 상황에 맞게 자동적으로 조절  
- 외출했다 귀가하면서 부재중 모드에서 재택모드로 변환 입력하면, 위치정보 등과 연계하여 공간 조정, 주방기구 

작동, 욕실 급탕 등 귀가 시에 최적의 상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동작을 개시  
- 주행중의 자동차가 어린이나 애완동물의 접근을 감지하고, 자동 브레이크를 걸어 안전을 확보  

소비 

- 소형 칩을 장착한 카드나 정보단말, 지문 등 바이오메트릭스를 이용한 다양한 인증시스템에 의한 개인인증 플랫폼이 
구축되고 고액 상품의 발주 및 결제를 안전하고 간단히 실현  

- 고객이 소지한 IC 카드나 상품의 ID 등과 연계하여 고객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을 가지고 register를 통과함과 
동시에 구매와 결제를 완료  

사회참여 

- 시청각 등의 장애인이 도로나 가정에서 센서 네트워크에 의해 위치정보나 주변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환경을 실현  

- 센서 네트워크에 의한 개인정보의 발신ㆍ인증에 의한 공공시설ㆍ교통기관 등에서 고령자가 불편없이 배리어프리 
환경을 실현  

- 휴대형 단말이나 카드에 삽입한 칩이 신체장애나 부상의 정보를 발신하여 역 또는 전철, 버스 등에서 좌석, 
화장실, 에스컬레이터의 설비가 이용자의 신체조건에 맞게 자동적으로 작동  

환경 
- 장소와 상관없는 네트워크 액세스 환경에 의해, 텔레워크나 SOHO 등의 다양한 취업환경을 실현하고 인적이동에 

따른 에너지사용 절감  
- ID나 칩을 탑재한 정보에 의해 보다 효율적인 물류관리가 가능해지고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임  

취업 

- 사무실, 외출처, 거리, 가정 등 어떤 장소에서든 네트워크 인증만으로 자신의 업무환경으로 순간적으로 호출하여 이용  
-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 어디서든, 비행기 의자, 호텔 창문 등에 설치된 디스플레이가 인증만으로 즉시 my 단말로 변환  
- 고도 콘텐츠 전송기술에 의해 단말이나 액세스망의 기능을 최적으로 표시할 수 있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순식간에 이용  

교육 

- 그룹에서의 야외체험학습에 각자가 네트워크 단말을 활용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은 채 
실시간으로 영상이나 메모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그룹섹션을 전개  

- 연구자와 극소센서를 이용해 자연환경을 관측하고 인공적인 구조물을 이용한 필터 실험을 수행  
- 다수의 연구소 등에서 리얼타임으로 3D정보 등의 높은 실재감으로 양방향적인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고, 창의적 

연구를 수행  

<자료>: 일본 유비쿼터스 네트워크기술의 미래전망에 관한 조사연구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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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조작할 필요가 없어도 되는 컴퓨팅 환경

을 지향한다. 정보기반에서도 전자정부가 유선네트

워크 중심인데 반해서 u-정부는 유선ㆍ모바일ㆍ무

선이 통합되고, 확장성과 주소체계가 무한하며, 특

정 공간에서의 서비스에 최적화된 지능적 시스템이

나 센서네트워크와 같은 기능적ㆍ지능적 네트워크

를 토대로 한다. 이런 측면에서 u-정부가 구현되면 

정부의 행정효율성과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에서 전자정부보다 더 크게 나타나, 공공관리의 

영역이 크게 확대되고 그 수준도 매우 크게 제고될 

것이다.  

u-정부의 구현은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주요 문

제점인 정부의 효율성, 공공안전, 개인적 요구에 맞

춘 대민 서비스 역량을 제고시키고, 정부의 신뢰성

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u-정부

의 보편적 정보기반으로는 광대역유선망, 모바일, 

무선간 통합 네트워크(유비퀴터스 네트워크)의 고

도화와 표준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정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에 최적화된 센서/칩의 개발과 유비퀴터

스 컴퓨팅 기술과 접목된 새로운 차원의 업무프로세

스 혁신, 관련 법제도의 정비는 중요한 정부의 역할

이다[1]. 

재난재해관리부문에서는 고도화된 방범시스템의 

보호속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국가를 실현하

고, 재난관리 및 복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국가 위

기관리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전국의 모든 교량

과 교각에 안전진단 센서를 내장하고 연결하면 수만 

명의 인력이 없어도 육안으로 관찰하는 것보다 정확

하게 교량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

간으로 내릴 수 있다. 한편, 위기관리에는 원격감시

녹화, 원격도난예방, 안부확인시스템, 지킴이핫라인

서비스, 부재중eye, RFID를 활용한 재해예방(홍수, 

산사태, 태풍 등 예방) 등이 있다. 

사회안전부문에서는 u-Defense가 대표적인데,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전술적

인 감지ㆍ추적 능력의 확대 및 고도화된 전술 정보

의 실시간 교환ㆍ공유, 전술부대의 커뮤니티 파워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스마트 먼지를 이용한 

실시간 전장감시시스템이 있는데 전투지역에 뿌려

진 스마트 먼지들은 적 병력의 이동상황을 진동센서

로 감지하고 이를 애드 혹 네트워킹(ad hoc net-

working)을 통해 아군 포스트로 전송한다. 한편, 

RFID를 이용한 군수물품 관리 및 보급은 대량의 군

수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개

별 군수물품마다 ID를 부여하고 RFID를 부착하여 

필요 보급물품의 검색시간 단축은 물론 현 보급 물

품 재고량 파악 및 적정 주문시기 측정이 실시간으

로 지원되어 효과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하다. 현재 

 

- 사물의 지능화 실현 
- 상황정보인식과 활용 
- 사물의 행동과 실현 

- 유비쿼터스 접속실현 
- 정부 인프라 확장 
- 기능과 인프라 연계 

- 행정관리 영역확대 
- 인력절감, 효율성 증대 
- 서비스 영역/질 제고 

- 종이문서의 전자화 
- 접촉의 온라인화 
- 정보자체만의 공유 

- PC 
- 초고속정보통신망 
- 웹서비스 

공간+사물+정보 
+사람+기능 연계 

행정관리와 공공 
서비스영역 확대 

유비쿼터스 정부 영역 

전자정부 영역 

(그림 1) u-government의 구상 영역과 가능성 

정부공간 내 
환경과 사물의 
지능화. 상황 
정보의 인식 

유선, 모바일 
무선 네트워크 
통합과 센서 

네트워크 구축 

핸드헬드 
단말기와 

스마트 카드의 
편리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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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대의 Smart Dust 프로젝트에서 수행중인 스

마트 더스트(지능형 먼지)가 u-국방의 대표적인 연

구이다. 이렇게 u-국방이 실현되면 국방시스템의 

현대화 및 과학화를 통한 정예강군 육성 및 자주국

방 역량 강화, 전투병력의 전력향상 및 비전투 병력

의 업무량 감소를 유도하여 국방전력의 효율적 운용 

및 국방예산 절감을 꾀할 수 있다[2]. 

2. 경제/산업분야 

경제산업분야는 크게 비즈니스ㆍ상거래, 금융, 

건설ㆍSOC, 물류/교통, 농축수산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비즈니스ㆍ상거래분야는 산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합리화 실현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 및 

국민소득 증대, 신제품 개발 및 신규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u-business는 유비쿼터스화의 진전과 새로운 기

회가 될 것이고, 더 많은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여 이

전의 산업지도를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다. 이는 새

로운 기회와 가치창조의 지도를 의미하고, 정보통신

산업은 이전의 IT 산업 고유영역에서 모든 산업영역

으로 경계를 전방위로 확장할 수 있다.  

u-commerce는 온ㆍ오프라인 및 유무선 연동 

비즈니스 모델이 반영되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상거

래로 모든 상품에 보이지 않는 태그를 부착하여, 해

당 상품을 구매한 사람이 일정 반경 안에 지나갈 때 

혜택을 주거나 또 다른 구매를 제안해 준다.  u-

commerce는 (그림 2)에서 보듯이 현재의 전자상거

래(e-commerce)와는 다른 ‘무선상거래(wireless 

commerce)’, ‘음성상거래(voice commerce)’, ‘텔레

비전 상거래(television commerce)’, ‘고요한 상거

래(silent commerce)’와 같은 다양한 방식이 등장하

여 진화가 진행될 것이며, 그 단계의 정점에는 ‘고요

한 상거래’가 위치하고 있다.  

u-commerce의 특징은 공간ㆍ시간ㆍ매체의 구

애됨 없이 전자거래가 이루어지고, 구매자가 자신

이 구매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별도의 인식 과

정이 필요 없는 형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u-

commerce가 등장하고 있는데 아직은 초기단계이

지만 앞으로 초고속망과 이동전화 보급 등 세계 최

고수준의 IT 인프라와 함께 홈네트워킹 및 텔레매틱

스 등 첨단기기에 대한 사용자들의 활용수요 급증으

로 매우 유망하다고 하겠다. 정부는 2002~2006년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u-commerce의 조기 

적용을 위한 방안들을 이미 반영했으며,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갈 방침이다.  
 

 

 

 

 

유비쿼터스 상거래 

쌍방향 
디지털 TV 

Internet of Things 
RFID-MEMS 칩 

고요한 상거래 
(Silent Commerce) 

텔레비전 상거래 
(Television Commerce) 

음성인식, 식별 
음성포털 

음성 상거래 
(Voice Commerce) 

 

3G Mobile 
무선인터넷 

무선 상거래 
(Wireless Commerce) 

인터넷 
웹 

전자 상거래 
(eCommerce) 

지 
능 
화 

기존 단계 등장하는 단계 

‘uCommerce’ 
발전5단계 

(그림 2) 유비쿼터스 전자상거래의 발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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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ommerce의 구현조건으로는 이용자의 시간ㆍ

장소ㆍ행위 등 현재 상황을 규정하는 콘텍스트 정보

기반의 트리거 마케팅과 콘텍스트 정보를 감지

(sensing)하고 추적(tracking)하는 기술적 이슈가 

요구되고, 인프라 기반조성, 기술 공동개발 등 중장

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킬러 애플리케이션으로는 

대형매장에서 물품 구입시 시장바구니에 물품을 넣

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물품의 구매가 결정되거나, 

또는 구매 물품에 대한 가계부 자동작성 등이 있는

데, 이는 물품 하나 하나에 부착되는 칩셋의 지속적

인 가격하락으로 가능하다. 또 쇼핑과 매장관리, 공

급망관리(SCM)와 고객관계관리(CRM), 자산(부품 

및 기계)의 유지관리, 제조공정관리, 물류, 교통, 의

료복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 응용된 새로운 애플리케

이션이 출현하고 있다. 파급효과로는 관련 칩셋(반

도체, 부품 산업 등) 개발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설

비기기 리스 및 렌털산업 형태로 제품ㆍ부품 등을 

단품으로 판매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탄생이 가능하

여 유통구조의 다각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3]. 

둘째, 금융분야는 유비쿼터스화를 통해 금융시스

템의 투명성 증대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 및 비리척

결을 기할 수 있다. 현재, 실시중인 유비쿼터스 페이

먼트(u-payment)는 휴대전화 신용카드인 모네타 

서비스를 이용해 각종 요금을 결제하거나 예금을 인

출하는 것이다. 일본의 NTT 브로드밴드이니시에티

브(NTT-BB)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하에서 고속 

인터넷 접속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속 

인터넷 인프라 상에서 유료 콘텐츠의 과금, 결재기

능, 고객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콘텐츠 사업

자의 통신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사물의 정보

가 내장된 RFID를 이용하여 지폐, 상품권 등의 위조

를 방지할 수 있다. 

셋째, 건설ㆍSOC 부문을 살펴보면 건설부문에서 

대표적인 유비쿼터스화는 스마트빌딩(u-빌딩)이 있

는데 건물 내부에 각종 센서 부착은 물론, 건물 신축 

시부터 각종 건축자재 자체에 센서기능을 심어, 각

종 지진, 화재를 건물 스스로가 감지해내고 건물의 

중앙통제실에서 제어하며, 건물 내 습도, 온도, 통풍 

등도 자동 감지하여 통제가 가능하다. 또 화재 및 지

진 등 재난발생 시 건물 스스로가 감지해내고 수집

된 정보와 주요 경고 사항은 관련기관 및 거주자들

에게 자동으로 통보해준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에

서 진행되고 있는 동경대 사카무라 교수의 트론 지

능형 빌딩이다. SOC 부문에서는 기능 증대를 통한 

운용 효율성 극대화, SOC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용을 통한 안전도 및 수명 증대를 기할 수 있다. 

이렇게 건설과 SOC 부문의 유비쿼터스화는 기존 

건물에 대한 재보수가 필요하므로 건설산업의 부흥

을 가져 온다. 또 고도로 위험한 건설현장에 사람이 

아닌 기계가 대체해 인간을 대신해 설계도에 따라 

건물을 짓고, 완공된 건물에서 청소, 경비 등의 업무

를 담당하게 될 지능형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한편, 도로공사 및 유지보수 시 각종 센서가 

필요하여 텔레매틱스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를 줄 것

으로 기대된다. 또 반도체(非메모리/SoC) 산업은 건

축자재의 지능화로 각종 센서/칩/태그 등에 대한 수

요가 높아질 것이므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 

 넷째, 물류/교통분야는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을 통한 물류비용 및 사회적 비용(시간, 자원 등) 절

감, 교통시스템의 안전성 증대를 통한 교통사고 감

소 등을 달성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버스위치

정보, 택시콜시스템, 센서교통량파악시스템, 여행자 

네비게이션시스템, 현재위치서비스, 물류 IC 태그시

스템 등이 있다. u-로지스틱스는 유비퀴터스 컴퓨

팅 기술을 물류산업에 접목하여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든 택배물을 주고 받고 심지어 이용자의 건

강체크, 금융서비스 등 신개념 생활서비스까지 제공

할 수 있다[4]. 

그리고 할인점이나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RFID를 부착하면, 물건을 가득 실은 바구니

가 지나가기만 해도 리더기를 통해 어떤 상품을 구

입했는지, 값은 얼마인지를 바로 계산해서 알려준

다. 출하부터 목적지까지 실시간 연계관리가 가능하

고, 유통과정 실시간 추적관리, 출하분실 및 오배송

의 방지, 팔렛트, 컨테이너, 차량, 상품단위를 실시

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 미국의 월마트, 질렛트면도

기, 독일의 메트로 등에서 시행할 계획이고, 연구 프

로젝트로는 MIT Auto ID Center의 차세대 바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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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표적이다. 교통부문의 유비쿼터스화를 통해서

는 텔레메틱스 서비스 제공, 정비공장 등의 차량원

격고장 진단, 도로상황, 신호제어, 차량사고/고장통

지 등의 차량 서비스, RFID가 부착된 타이어로부터 

실시간 공기압 조회 가능, 교통사고 예방 등의 효과

를 거둘 수 있다[5]. 

스마트선박은 인공위성으로 항해에 필요한 기상ㆍ

위치 등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최적의 항로를 자동

으로 선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항해중 다른 선박

과의 충돌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지능형 도로

(smart way)는 아스팔트 도로에 최첨단 영상감지

기와 센서를 심고 이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지능을 

부여하는 도로(smart way)로 운전자가 보다 ‘빠르

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고발생 시 경찰의 현장출동시간을 최소화하고, 만

성적인 교통난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물류/교

통부문의 유비쿼터스화는 자동차회사, 콘텐츠 제공

사업자, Post-PC 산업, 디스플레이산업, 반도체산

업의 발전을 촉진한다[6].  

마지막으로 농축수산부문에서는 유비쿼터스화를 

통해 생산성 증진 및 소득 증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생산 및 경쟁력 제고를 달성할 수 

있다. 동물용 RFID 칩은 동물들에게 고유한 식별체

계를 부여해 주는데, 현재 축산진흥원과 에버랜드 

동물원, 삼성안내견학교, 정부산하 수산연구소에서

도 실시중이다. 동물 체내용 RFID는 20년 전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보호를 위해서 처음 등장했는데, 

전세계 300여 동물원과 아프리카 자연보호구역의 

희귀동물에 광범위하게 보급됐고, 뒤이어 생명공학, 

수산업, 축산업 분야에도 확산되면서 2002년에 

500만 개의 RFID 칩이 보급되었다. 여기다 광우병 

파동까지 겹침에 따라 오는 2007년에는 연간 

1,000만 개 이상의 동물용 RFID 시장이 형성될 전

망이다. 현재 국내 동물용 RFID 칩 시장에서 EIE 코

리아가 국내 동물관련 RFID 시장의 80% 이상을 점

유하고 있다. RFID를 가축에 부착하여 출생, 도축, 

유통까지의 전 과정의 생산이력제로 관리할 수 있

고, 식품 오염사고 발생 시 유통경로를 역추적하여 

정확한 발생시발점부터 최종 유통단계까지 전 과정

을 신속히 조회하고, 광우병과 같은 가축질병이 발

생하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다[7].  

3. 생활서비스 

생활/문화부문은 첨단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 문화공간 창출을 통한 국민 여가생활의 다양

화 및 문화 선진국 건설을 꾀할 수 있다. 주거 및 사

무실 등의 시설 내에서 공간 조정 및 조명 등이 시간

과 장소, 인간의 행동, 상황에 맞게 자동적으로 조절

되고, 또 귀가 시 부재중 모드에서 재택모드로 자동 

변환하고 위치정보와 연계되어 공간 조정, 주방기구 

작동, 욕실 급탕 등 최적의 상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동작을 개시한다. 국내에서는 ICU의 디

지털미디연구소가 구축한 스마트룸이 대표적이다. 

유비쿼터스 아파트(u-Apartment)는 인터넷과 가전

이 융합돼 TV로 전자상거래를 하고 인터넷으로 가

스 밸브를 잠그는 신 개념 주거 환경이다. 가전기기 

등 주변 사물이 스스로 주관을 갖고 움직이는 게 아

니라 철저히 집주인의 의지를 반영해 맞춤형 환경을 

구성한다. 실제로 SK 텔레콤과 모빌토크는 고객이 

소지한 휴대폰을 이용해 현관문이나 가스밸브가 잠

겨 있는지를 확인하고 원격으로 제어하며 불법 침입

이나 가스누출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동전화

단말기로 자동 통보해 주는 네이트 홈 케어(NATE 

homecar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마

쓰시타전기의 HII(Home Information Infrastruc-

ture)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8]. 

둘째, 교육부문에서는 u-교육 및 학습을 통해 양

질의 교육 콘텐츠 개발과 제공을 통하여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유도하고,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평생교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 캠퍼스(u-

campus)는 사람(people), 공간(place), 사물(thing)

이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정보서비스로 u-캠퍼스 

내에서는 PCㆍ노트북ㆍ휴대폰ㆍPDA 등 어떤 단말

기로도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제

공한다. 국내에서는 연세대, 충남대 등에서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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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해외에서는 하노버대(독일)와 VTT(핀란

드)대의 UbiCampus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9]. 

유비쿼터스 교육(u-education)은 (그림 3)과 같

이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내용이건 상관없

이, 어떤 단말로도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

함으로써 더욱 창의적이고 학습자 중심적인 교육과

정을 실현한다. 모든 실제 공간이 학습공간이 되고, 

센서나 칩 형태로 컴퓨터가 심어진 지능화된 사물도 

학습에 도움을 주며, 학생들은 휴대하고 있는 학습

단말을 통해서도 학습정보를 제공 받는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미국 UCLA대의 스마트 유치원 프로젝트, 

조지아공대(Georgia Tech.)의 e-클래스 프로젝트 

등이 있다. u-도서관은 이미 시립 은평도서관 등에

서 도서관 RFID 시스템을 통해 구현되고 있어 유비

쿼터스시대의 최선두에 자리잡고 있다. 도서대출 및 

반납에 소요되는 대기 시간이 최소화되는 등 이용자

의 편의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1998년

부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구축을 시작

하여 전 세계적으로 160여 개 도서관 및 자료실에 

설치돼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일본 도서관에 도입 붐

이 일고 있다.  

셋째, 환경분야에서는 체계적인 오염물 관리를 

통한 환경 훼손 방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능

동적 환경보존시스템 구축 등에 적용되고 있다. 또 

수온, 오염도, 수목의 성장상태 등의 환경정보를 탐

지할 수 있는 RFID를 하천, 산림 등에 부착하고, 네

트워크로 연결하여, 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

고, 필터링을 분석하여 환경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또 전국의 폐수 및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지점에 감시와 추적센서를 부착하여 이를 실시간으

로 모니터링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한다면 환경규제

의 성과와 예산절감 효과는 크게 향상될 것이다. 폐

기물에 RFID를 부착하여 보관, 운송, 멸균, 분쇄, 소

각, 화장, 재활용 등의 전 과정을 실시간 추적 관리

하면, 폐기물의 불법적 활용 및 무단방치 등이 원천

봉쇄되어 국민건강, 보건증진에 기여한다. 기대효과

로는 하천의 온도변화 및 오염감시로 효율적인 수자

원 관리, 산림환경 변화 및 산불발생 감시로 조기 대

처, 대기변화 및 오염도 감시로 조기경보 및 신속 대

응 등이 있다. 버클리대의 스마트 더스트 프로젝트

는 새 등의 작은 동물이나 곤충의 움직임 추적, 삶에 

영향을 주는 환경상태 감시 등을 연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건ㆍ복지부문에서는 (그림 4)와 같

이 유비쿼터스 시대에 토털헬스관리시스템 구축으

로 생활습관성 질환이 개선되고, 재택건강관리가 활

성화되며 원격검진 +배달 서비스 및 의료기록보관

서비스가 보급된다. 또 RFID를 이용하여 병원에서

의 의료용품, 약품정보관리 및 환자상태를 실시간 
 

지식네트워크: 

교과과정, 학습자료 세트, 
모델링 도구, 학습활동 

휴대용 컴퓨터 

디지털 캡처 

센서 

실시간 학습정보 수집 

인터넷 

가정 

원격지 학교의 학생 

가상교사 

<자료>: Sherry Hsi의 ‘Designing Ubiquitous Computers for Education.’ 

(그림 3) 유비쿼터스 학습 네트워크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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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관리할 수 있다. u-헬스케어는 집안 곳곳에 센

서들이 부착되어 늦은 밤에 깬 노인을 위해 자동으

로 화장실 불을 켜거나, 깨어 있는 동안 노인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간호원들은 센서

를 이용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노인들의 건강 상태

와 약물투약 상태 등에 대한 기록을 관찰하고, 노인

이 필요로 할 때만 도움을 제공한다. 이렇게 노인들

은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간섭을 받고, 

자립심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생활함으로써 환자로

서가 아니라 건강인으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스마트 홈은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 생체계측신기

술연구센터가 실험용 홈을 구현하고 있으며, 해외에

서는 2000년 9월 미국 오레곤주 밀워키에 설립된 엘

리트 케어(elite care)가 대표적이다[9]. 

한편, 마쓰시타전기는 헬스케어 변기를 시판하고 

있는데, 변기에 앉으면 체중, 체지방, 당뇨수치 등을 

자동으로 측정하여 매일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네

트워크를 경유하여 홈서버는 물론 건강상태 등에 대

해 필요한 어드바이스나 조치를 취하는 조력기관과 

연결한다. 노부모 개호(지킴이) 서비스는 고령화 시

대를 대비한 서비스로 노부모의 침실 침대에 센서를 

붙이고, 방 안에는 센서가 부착된 인형을 두는 방식

으로 환경이 구축된다. 하루 동안 침대와 센서의 반

응이 없다면 자녀와 부모집 근처의 보건소에 연락이 

가도록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문의 유비쿼터스화의 

파급효과로는 센서의 발전으로 post-PC 산업, 반도

체(非메모리/SoC) 산업 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IV. 극복해야 할 과제 

이러한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극복

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 정보보호문제

인데, 유비쿼터스 공간에서는 보안 등 전반적인 통

제가 현재보다 더 손쉽게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

다. 이미 세계적으로 RFID 기술을 둘러싸고 소비자

단체들은 오용이나 남용 가능성을 지적하고 유통업

체들의 부착 움직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이 기

술을 사생활 침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의 제정을 추진중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

비쿼터스 스페이스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 

발달하면 보안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10]. 

둘째, 모든 사물에 편재된 컴퓨터의 소유 및 설치 

문제인데 소유자에 따라 설치 컴퓨터의 목적 및 사

양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유비쿼터스 환경은 오랜 시

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되므로 시간 또는 지역에 

따라 설치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부처의 주관아래 표준을 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 등이 필요하다.  

 

근거리 
무선통신 

생체계측센서가 
내장된 초집적칩 

헬스케어 
에이전트 

인터넷 

근거리 
무선통신 

인터넷 

약국 휴대폰 

PC 

병원 

조제내역(SMS) 

화상진료 

PDA 

PC 전자 
처방전 

증세 

<자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03. 4. 

(그림 4) u-health 프로젝트 

의사 



전자통신동향분석 제19권 제6호 2004년 12월 

 

178 

셋째, 공공시설의 컴퓨터 보안성 문제인데 현재

로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은 용이하여 컴퓨터의 

조작 가능성이 존재한다. 개인보안장치를 이용한 시

스템 접근도 공공시설의 접근 포인트(access point)에

서는 보안성을 보장 받지 못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

범위하게 설치되는 컴퓨터에 대한 관리 및 법규문제

의 해결이 필요하다.  

넷째,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는 보편성 및 신뢰성 

문제인데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접근 포인트에 대한 보편성 및 신뢰성이 

필수적이다. 사용자가 조금이라도 불편을 느낀다면 

자신만의 정보기기를 휴대할 것이고 공중전화도 유

비쿼터스의 한 형태로 생각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외면하고 무선기기를 휴대하고 있다. 이를 위

해서는 인프라 구축 시 저비용 및 기본망 설비의 활 

부 록 

용이 중요하다[11]. 

마지막으로 새로운 킬러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

의 수익성 문제이다. 유비쿼터스가 홈네트워킹, IPv6 

구현 등으로 인해 하드웨어 업체에게는 엄청난 시장

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SI 업체 등에게는 현

재 제시되고 있는 킬러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의 기

대효과와 수익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아 사업자들은 

불안감을 갖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유보하

고 있다. 최근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상용화를 선도하

고 있는 RFID 시스템도 표준화의 미비로 다품종 소

량생산 형태로 대형유통업체를 제외한 중소업체에게

는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서비스

가 현실화 되기에는 장기간의 시간과 사례의 검증이 

필요하고, 서비스 모델의 도입을 통한 초기투자 비용

의 장기적 회수방법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12]. 

 

<표 A1> RFID 태그 가격과 응용범위 

RFID 태그가격 연간 생산 가능한 물량 응용 애플리케이션 범위 

1달러 수백만 개 운송차량 진입로, 진입로 통제, 재활용 교통카드, 운반차량 트래킹  

30달러 수억 개 전자인형, 수하물취급, 보관문서, 케이스 트래킹  

10센트 수십억 개 일회용 스마트티켓, 케이스 트래킹, 최종 산출물 트래킹  

2센트 수십조 개 아이템 레벨 트래킹  

1센트 혹은 그 이하 100경(1경은 10만의 3제곱) 바코드 대체, 우표  

<자료>: www.hackersnews.org 
 
 
<표 A2> 유비쿼터스 환경의 새로운 서비스 

분야 부문 서비스 효과 비고 

일반행정 u-government  행정효율성과 공공서비스 향상, 정부신뢰성과 
투명성제고  

e-government에서 
진보  

재난재해관리 RFID를 통한 재해예방  국가 위기관리 능력 제고   공공행정 

사회안전 u-defence  
국방시스템 현대화, 전투병력의 전력향상, 
국방 예산 절감  

버클리대 Smart Dust  

비즈니스/ 
상거래 

u-business  
u-commerce  
u-생산관리  

산업생산성 향상, 경영합리화 실현, 신제품 
개발, 신규산업 및 서비스 육성  

엑센추어가 제시  

금융 
u-payment  
u-banking  
지능형 전자결재시스템  

금융시스템 투명성 증대 통한 경제정의 실현, 
비리척결, 지폐 및 상품권 위조방지  모네타서비스  

경제산업 

노동 u-취업정보시스템  고용증대 및 적재적소에서 능력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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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교통 

u-로지스틱스  
u-물류  
지능형 교통시스템  
스마트자동차  
스마트타이어  
스마트선박  
지능형도로  

물류비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판매관리 및 
재고관리의 효율성 증진, 교통안전성 증대 및 
교통사고 감소, 타 선박과의 충돌방지, 자동차 
및 텔레메틱스 산업의 발전촉진  

차세대 바코드, 월마트 
등에서 시행 예정, GM, 
도요타 등에서 스마트카 
개발중  

건설/SOC 
스마트빌딩  
u-도시  
u-apartment  

건물 내의 습도, 온도, 통풍 등의 자동제어, 
각종 화재 및 사고 예방, SOC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도와 수명증대  

각종 건축자재에 극 소형 
센서 부착  

 

농축수산 
식품추적시스템  
가축이력관리  

식품안전성 향상  
가축 전염병 예방  RFID 칩 부착  

생활/문화 
스마트-룸  
u-도서관  
u-박물관  

국민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국민 여가 
생활의 다양화, 문화선진국 건설 도모  마쓰시타전기의 HII  

교육 
u-learning  
u-education  
u-campus  

사교육 절감 및 공교육 정상화, 평생교육환경 
구축, 창의적이고 학습자중심 교육 

UbiCampus, 조지아공대 
의 e-class(5)  

환경 u-폐기물관리시스템  환경훼손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폐기물에 RFID 부착  
생활서비스 

보건/복지 

u-health  
스마트홈  
원격진료체제  
노부모개호시스템  

생활습관성 질환 개선, 재택건강관리 활성화, 
고령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  

헬스케어변기, Elite Care  

 
 
<표 A3>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유비쿼터스 대응 전략 

국가 업체 명 전략 

Sun - 망기반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공(자바, 지니)  

MS 

- 망기반 소프트웨어 비즈니스(.Net, UPnP)  
- SmartMoveX 프로젝트: 빌딩 내에 있는 사람과 사물의 위치를 측정하고 이를 하드웨어/소프트웨어적 

으로 나타내는 것을 실현하는 액티브배지의 일종 
-  EasyLiving Project: 컴퓨터 생활공간 창조, 현실공간+센싱 및 세계 모델링+분산컴퓨팅 결합으로 인간 

에게 가장 쉬운 삶의 공간 창조  

AT&T 
- 고도의 이용 가능성있는 컴퓨팅(ultravailable computing) 서비스전략: 글로벌 e-business를 수행하는 데 

있어 유연성, 서비스 질의 보장, 확장 가능성, 안전성, 컴퓨터자원의 군집화, 재앙에 대비한 컴퓨팅 환경 등 
제공  

IBM 
- 망기반 e-Biz(서버, 미들웨어 등 통합 솔루션 제공)  
-  Deep Computing: 데이터의 복잡성과 관련된 전략  
- 자율컴퓨팅: 스스로 알아서 인간을 대신  

Intel - 무선 휴대 단말용 칩셋, 차세대 프로세서 개발  

Accenture 
-  u-government 및 u-commerce 구상 연구  
- 센서 메트릭스 등 유비쿼터스형 비즈니스 아키타입 개발  

미국 

WalMart -  RFID를 이용한 재고 및 판매관리  

NTT 
- 멀티미디어 브로드밴드 커뮤니케이션 사업  
- 포토닉 네트워크 기술, 초고속 광처리 기술, 고속 무선접속 기술, 다양한 층에서의 모바일 기술, 정보유통 

플랫폼의 고도화  

NTT 도코모 - 이동하는 단말이나 네트워크 관리방식 연구  
- 다양한 액세스나 단말에 대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연구  

Sony 
- 자사 제품을 망기반으로 통합하여 밸류 네트워크 구축(u-value network)  
- 하드웨어의 상시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접속, 모바일 네트워크 접속과 모바일 게임기 육성  

마쓰시타 - 가정과 사회를 연결하는 홈네트워킹 실현(HII)  

일본 

샤프 
- 유비쿼터스 어플라이언스 관련 사업: PDA, 모바일계 단말, 휴대전화계 단말 진화 및 표시, 디바이스, 

유저 인터페이스, 저소비 전력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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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광대역 네트워크, 홈네트워킹, 디지털방송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플랫폼 사업  

히타치 - IPv6 망 구축 솔루션 기술, 기가비트 라우터, 액세스 게이트웨이 및 칩 개발 

NEC 
-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실현을 위한 광인프라 기술, IPv6 모빌리티 기술, 트래픽 엔지니어링 기술, 

에인전트 기술, 센서기술, 정보보호기술 등 연구 
 

후지쓰 
- 사용자 요구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다양한 통신환경에 적응시켜 실행시키는 기술, 다양한 모바일 

환경에서 이동성을 제어/관리하는 기술, 트래픽 상황에 부응한 동적인 네트워크 부하 분산기술 등 
광대역 네트워크 제어기술 

삼성전자 -  900MHz 대역 RFID칩 개발  

KT - 광대역통합망 투자로 2010년까지 50M~100Mbps 급 초고속인프라 제공  

SK 
Telecom 

- 휴대전화 이용 화상전화, TV 및 VOD 감상, 모바일 디바이스 및 플랫폼 구축  

KTF -  3세대 CDMA 서비스 이용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와 모바일결제서비스  

SI 업계 
- 유비쿼터스 신도시 건설, RFID 이용 공공자산관리, 생체정보를 인식해 신분 확인하는 고객정보이미지 

관리시스템(CDIS) 구축  

유통업계 - RFID를 활용한 창고관리, 택배서비스  

한국 

건설업계 - 원격검침, 무인택배, 홈 모니터링 등 디지털 아파트 구축  

공통점 자사 핵심역량을 망기반 사업영역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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