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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기반 IPTV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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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ve IPTV Services

Zap List with Picture in Picture

Pause Live TV

Interactive Electronic Program Guide Easy to use TV Guide

PVR & nPVR

Profitable Video on Demand (VOD)

Voting on TV

Easy Access to Information Services
(Source: Tomson)

jkchoi59@kaist.edu

Communicating IPTV Services

Personal directory with click-to-dial

Incoming call pop-up

Call logs on TV with click-to-dial

Telephony settings on TV

(Source: To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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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with Social Net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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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based Open IPTV Platform
CP

IPTV의 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생산을 유도
<콘텐츠 품질 및 메타데이터>

Academy /
Gov.

RSS/ATOM for IPTV

End User

온라인 기반의 자동화된 방법을 이용
보다 신속한 Feed 수단의 제공

Content Aggregator
Metadata Extract &
s
Mapping
Media Converting

IPTV User Preference
Web based Interactive Services
Context based Targeting Ad.

Web based Smart Client
Filtering
Web based EPG
(Semantic IPTV
Add VAS
Community)
Ad & Marketing

Multi Channel

Content
Content
Metadata
IPTV Syndicator
STB
Premium
Delivery

Web Browser
SoIP
Mobile Web

Web based IPTV Service Platform

jkchoi59@kaist.edu

7

IPTV Content Syndication Platform
Make rich media management easy
canssManage offers a variety of products and services for effectively publishing your rich media for broadband and mobile

canssManage
Aggregation
Service

Service Management
Console

Rule based
Content Mediation

Profit Model
Implementation

Blog for SNS
& Media Farm Services

B
ad

z Aggregation Service offers multiple easy-to-use tools for programmatically (or manually) uploading your media content into
canss using Watch Folders and Feed Readers by offering a reliable and versatile suite of tools for getting your media into our system.
z Service Management Console provides a smart interface for managing your media. Ingest content, enter metadata, apply business
policies, and publish your media
z Rule based Content Mediation converts your video into the media formats you need. Hosted by canss, transcodes can be
completed by our shared farm or on dedicated boxes
z Profit Model Implementation helps you maximize your broadband video’s earning potential with effective ways to distribute it to the
right audience, connect it with quality advertising, and let viewers promote your video to their social networks.
z Blog for SNS & Media Farm Service provides social network service for using the content like blog, streaming and downloads
support with utility-based pricing on a system optimized for broadband video content, and offers multiple-use online media storage in
a utility-based pricing program that is fully integrated into canss media far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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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프로그램 추천 기능
사용자 추천 프로그램
-협업 필터링 및 사용자 선호도로
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적합한 프
로그램을 추천함
-화면의 왼편에 자신과 유사한 프
로그램들을 시청한 사용자들을 함
께 표시하여 유사한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또한 함께 추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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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프로그램 스케줄 추천
사용자 추천 스케줄
-사용자 로그인 시각에 따라 사용
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스케줄
을 추천함
- 각 버튼을 클릭 시 콘텐츠의 정
보를 제공함
-사용자가 추천한 프로그램 스케
줄을 따라 시청하기 원할 시, Play
all 버튼을 눌러 이후의 시청 프로
그램들을 끊김 없이 재생하도록
함
-추천한 스케줄 중 몇몇 프로그램
만 시청하기 원할 시, Select
contents 버튼을 눌러 시청하기 원
하는 프로그램 만 선택하여 시청
할 수 있도록 재생 목록을 구성하
여 재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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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의 진화 개념 - 1
r

시스템 측면

고품질 유선
IPTV
차량용 IPTV

방송형 IPTV

휴대형
IPTV
인터넷 TV

교육용 IPTV
의료용 IPTV
원격감시용
IPTV
센서결합형
IP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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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의 진화 개념 - 2
r

핵심 특징 측면

음성 및 영상 인식
IPTV

보는 TV

상황추론 IPTV

공유하는
IPTV
검색하는
IPTV

지능형 전문가형
IPTV
개인 비서형 IPTV
무인 감시
IP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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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 양방향 방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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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방송 프로그램 포맷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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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Content 창출과 유통 플랫폼
Ubiquitous IPTV Eco System
Customer
(Pay&Profit)

Consumer
(Search &Use)

Producer
(Organize)

Ubiquitous IPTV Platform
Knowledge Sharing

Participant
(Share
&Remix
&Mashup)

Touchable
Media

Prosumer
(Create)

Ubiquitous
Social IPTV
Service

Social Network
(Collective
Intelligence)

Ubiquitous IPTV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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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기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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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Web Technology
Web Wave

Next-Generation Web:
Semantic Web,
Ubiquitous Web
Web Services

XML

Flex2
by Adobe

RIA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5 2006 2007 2008

Remote Scripting X-Internet by
Forrester Research
by MS

UDDI XMLP

WWW
1989

RIA
by Adobe

WebBroker
1990

1993

WWW is invented by Tim Berners-Lee
First WWW Browser

1994

1995

1998 XML-RPC

XML developed
Widespread in Korea

W3C Take-off: MIT, INRIA, KEIO
NCSA Mosaic

XML’99 WSDL

AJAX

Silverlight by MS
Flex2 – Open Source
Google Gears
Java FX by Sun

JSON

SOAP 2001 2002 2003 2005 2006 2007 2008
OWL
Web Services
Source : IPTV에서 웹 기술 적용 방안, ETRI, 이강찬
Modified : 웹 기반 IPTV 플랫폼 기술, ICU, 양진홍

jkchoi59@kaist.edu

17

Web 기술의 주요 특징
r

Web as Platform
l

r

Harnessing Collective Intelligence
l

r

N-screen 환경을 위한 다양한 APIs, Mash-up

Software Above the Level of a Single Device
l

r

브라우저 및 미들웨어 기반 Smart TV 서비스 제공

Lightweight Programming Models
l

r

‘Content is King’, 누구나 손쉽게 콘텐츠 저작 및 공유

End of the Software Release Cycle
l

r

무한한 채널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가치의 재 창조

Data is the Next Intel Inside
l

r

Web (Internet) 그 자체가 Smart TV Platform

고정형 셋탑에서 모바일 단말, 그리고 유비쿼터스 단말까지

Rich User eXperience
l

풍부한 사용자 UI 제공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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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기술 분류
마크업 확장 기술

마이크로포맷과 RDFa와 같이 기존 마크업 언어에 추가
적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기술

리치 웹 기술

이치 클라이언트를 위한 웹 브라우저 엔진과 함께 유저
인터페이스 확장 기술

오프라인 웹
응용 기술
데이터 신디케이션
서비스 기술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도 웹 응용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

블로그와 같이 콘텐츠 생산/재생산, 그리고 유통을 위한
플랫폼 기술 및 매쉬업을 위한 서버 확장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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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Web 기술
r

Content
l
l
l
l
l

r

Platform
l

r

Codec,
Metadata(Microformats, Annotation)
Syndication (RSS, ATOM)
RIA
HTML5
Mashup, Open APIs

Terminal
l
l

AJAX
Device APIs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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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으로서의 웹
사용자들에게 익숙하고 불편함이 없는
인터페이스 제공

인터페이스
(Interface)

RIA, AJAX, Widget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생산된
컨텐츠(UCC)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 창출

방법론
(Methodology)

플랫폼으로서의 웹
(Web as Platform)

Folksonomy, OpenAPI, RSS

웹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처럼
에코시스템으로 진화하는 환경 제공

환경
(Environment)

XML, Web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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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기술의 확장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동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
비쿼터스 웹 기술
r 유무선 웹 콘텐츠의 통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를 창출하고 있는 모바일 웹 기술
r 사용자에게 보다 풍부한 웹 이용 환경을 제공하는
리치 웹 기술
r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으로서의 웹 기반 플랫폼 기
술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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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웹 기술 분류
동적 웹서비스 처리 기술
디바이스 코디네이션 기술
디바이스 온톨로지 기술
유비쿼터스 웹
클라이언트 기술
모델 기반 UI 및 리모트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각 디바이스들이 제공하는 웹 서비스들을 동적으로 검색/바인딩/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다양한 디바이스 간의 연동을 명확한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기술로 여러 디바이스의 서비스
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정의하는데 사용
유비쿼터스 웹 응용을 위한 기기의 성능, 사용자의 선호도, 주변 환경 등 기기기부터 사용자
의 의향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 제공 기술
디바이스 온톨로지를 유비쿼터스 웹 단말에서 서버 측으로 전달하기 위한 표준화된 클라이
언트 API 기술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마크업 언어와 바인딩 되어있지 않고 기기에 독립적인 추상화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기기에 의존적인 구체적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구분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

UI, DDOM 기술
Metadata Annotation 기술
Codec for Video on the Web
Timed text

술
비디오, 오디오, 그리고 이미지 등의 웹 관련 미디어 객체의 정보를 다양한 환경에서 이용 가
능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톨로지 기술
HTML에 임베딩 가능한 오디오/비디오 콘텐츠에 대한 신뢰할 수 있고 자유로이 사용 가능한
코텍 기술
스타일, 레이아웃, 그리고 시간에 대한 텍스트 정보를 위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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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웹 기술 분류
콘텐츠 변환 기술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 기술

단말 정보 교환 기술

다양한 웹 콘텐츠의 모바일 최적화를 위한 변환 서버를 위
한 기술

차세대 모바일 웹 응용을 위한 모바일 위젯, 모바일 AJAX,
모바일 매쉬업 등을 포함하는 응용 기술

다양한 모바일 단말에 대한 능력 정보를 저장/검색/교환 할
수 있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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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플랫폼 기술 분류
개방형 웹 플랫폼 기술

서로 다른 웹 플랫폼 간의 연동과 데이터 호환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 이동성 및 공통 API등
플랫폼 기술

웹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클라우드 환경에 연결된 모든 정보 자원을 연결하
고 이용할 수 있는 기술

소셜 웹 플랫폼 기술

소셜 네트워크 간의 정보 교환을 위한 데이터 표
현 기술

개방형 웹 인증 기술

서로 다른 서비스 간의 연동과 인증 정보 교환을
위한 개방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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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기반 활용 기술 분석 - 1
연관 기술
텔레매틱스/LBS기술

광대역 융합 서비스 기술

DMB/DTV 기술

홈 서비스 기술

RFID/USN 서비스 기술

내용
통신망을 통해 확보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교통안내, 긴급구난, 물류정
보 등을 제공하는 이동형 정보활용 서비스 기술
광대역통합망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실시간 및 주문형으로 송수신하는
새로운 융합 서비스 기술
고속 이동 시청, 초고화질 방송 등 기존 방송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신망과
연계되어 있는 차세대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기술
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홈 오토, u-Security, u-Health 등 주거/지역 단위의
정보활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술
모든 사물에 센싱, 컴퓨터 및 통신 기능을 탑재 하여 언제 어디서나 정보
를 처리,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비쿼터스 서비스 기술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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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기반 활용 기술 분석 - 2
연관 기술

내용

IT 서비스 기술

정부 및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시스템 기획, 설계, 구축, 운영 등 IT와
관련된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WiBro, HSDPA/W-CDMA 등 이동 환경에서 음성, 영상, 고속 데이터
서비스, 이동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지능형 로봇 기술

언제 어디서나 이용자 요구에 부응한 서비스를 지능적으로 제공하
는 네트워크 기반 지능형 로봇 기술

임베디드 SW /
단말 기술
디지털 콘텐츠 /
SW 솔루션 기술

정보가전, 차량, 로봇, 산업기기, 의료기기 등 각종 기기에 내장되어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소프트웨어

유무선 통신망에서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기 위한 정보처리 기술
및 융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세대 소프트웨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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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HTML5
r

HTML5 현황
l

r

HTML5의 주요 목적
l

r

W3C에서 작업중인 차세대 웹 표준으로서 마이크로소프트, 모질라, 애플,
구글, 오페라 등 모든 웹 브라우저 벤더가 참여하고 있는 산업 표준
과거 HTML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웹 개발자들이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 하고 HTML 문서가 의미 있으면서도 리치 웹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범용 표준을 만드는 것

기능 추가 및 개선 부분
l

l

l

Markup 이외의 부분에서도 많은 것이 변경됨. 특히 Web Application 관련
기능 및 Back-end 기능의 강화로 인해 기존 Web Browser상에서의 제약들 중
많은 부분이 해소됨
Web RTC의 경우 기존 Browser 기반 커뮤니케이션(Audio/Video)의
혁신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
통신사 입장에서는 관련 기능들에 대한 응용 및 API 지원을 통해 서비스
적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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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HTML5

웹 브라우저의 표준 렌더링 엔진의 특징
1
효율적인
Markup

2
편리한
WebForm
기능

• 기존 HTML 4보다 확장된 태그 지원
을 통해 구조화된 문서에 적합한
header, footer, nav, section 같은 구조
화된 마크업 사용 가능
• Time, mark, meter, datalist 등과 같은
특정 의미 기반 태그 들도 추가 지원
• CSS로 완전 대체 가능한 big, center,
font 같은 스타일 기반 요소는 없어지
며, frame, applet, acronym 같은 부정
적인 요소도 사용에서 제외됨

• Input 태그의 각종 type 속성이 추가
되어 다양한 기능 제공
• Datetime 속성값의 경우 달력을 웹 브
라우저상에 제공하며, range 속성은
스크롤바를, url은 웹 사이트 목록,
email은 메일 주소 유효성을 color 속
성은 색상표를 별도 개발 없이 사용
가능
• Form 양식은 모두 유효성 확인 기능
을 사용할 수 있어, 폼 작업시 필수적
으로 수반되는 javascript 유효성 검
증 개발 시간을 줄여줌

3
Rich Web
Media

• 멀티미디어 기능을 제공하는 Audio, Video, Canvas는 기
존의 플러그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요소로 웹의 일부로
자리 잡음.
• 2차원 그래픽 API에 사용할 수 있는 Canvas 요소
• 내장 비디오 및 오디오 재생을 위한 Video, audio 요소
• 내장 저장소 (key 값이나 SQL 기반 데이터베이스 지원을
위한 기능)
• 오프라인 웹 애플리케이션 기반 API
• 웹 애플리케이션이 독립적으로 특정 프로토콜 및 미디어
형식을 등록할 수 있는 API
• Contenteditable 송성과 함께 지원되는 편집 API 기능
• Draggable 속성과 함께 지원되는 드래그앤 드롭 API 기능
• 페이지 앞/뒤 네비게이션을 지원할 방문 기록 표시용 API
기능
• 다중 메시징 처리 기능(원격)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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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HTML5

Web 응용 개발자의 주요 특기 사항
Web Application 및 Back-end 개발자
Server-sent
Event

• 웹 서버로 부터 전달(Push) 되는 데이터 (예를 들어
Notification Push, SMS Push)를 받을 수 있도록
EventSource를 정의하고 Event를 기다릴 수 있는 API 제공

HTML5
Communications

• AJAX의 단점인 Cross Domain 문서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
는 기능 제공
• 보안 측면에서의 이슈들이 있으나 향후 SSO 과 같은 서비스
통합 관점에서 활용 가능

Web SQL
Database

• Javascript를 이용해 웹 브라우저 내장 데이터베이스에 SQL
을 통해 질의하는 API 제공
• 오프라인 웹 애플리케이션이 개발이나 모바일에서 로컬 데
이터 캐싱이 필요할 경우 사용가능하며, 일반적인 DB 라이
브러리 수준을 지원

IndexedDB

• Key와 Value 기반 데이터 스토어를 제공하는 웹 기반 클라
이언트 데이터 베이스 형식으로 Web SQL database와 경쟁
하는 스펙이며, Mozilla와 Oracle에서 지원

Web RTC
Google, Mozilla and Opera 중심의 Web Browser 기
반 Real-time communcation (RTC) 기능 제공을 위
한 javascript APIs
l HTML5 지원 Browser 상에서 Javascript API만을
이용해 Browser to Browser 간의 Voice, Video or
Data Transmission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l 현재 Google 뿐만 아니라 Skype등이 주도적으로 관
련 기능을 개발하고 있으며, 각사들은 자신들의
Audio, Video Codec 환경에 최적화 된 기능을 개발
중
l Data API, Screen Sharing, PeerConnection
Proxying, Recodring 관련 기능에 대해 Chrome 상
에 추가로 구현 중에 있음
l

Web Sockets • 웹 페이지에서 서로 다른 서버에 있는 웹 페이지에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는 별도 프로토콜을 정의할 수 있는 API
API

Web
Workers

• 웹 애플리케이션이 주 문서와 병렬적으로 스크립트를 백그
라운드로 수행할 수 있게 해 주는 API로 쓰레드 기반 메시
지 처리를 가능하게 함
• 암호화 관련 기능 (디크립션) 기능 등의 부하가 높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Web RTC Architecture]

jkchoi59@kaist.edu

30

Video Sample : Ericsson Lab http://youtu.be/cx4rZH7fLpM

Requirements for Future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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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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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of Energy Web
r

Web as a Platform of Smart Grid Network
l
l
l
l

Smart Metering (Advanced Measurement Infrastructure)
Smart Control (Energy Management System)
Smart Transportation (Energy Charging/Discharge Infrastructure)
Smart Home (Green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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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of Health Web
r

Web as a Platform of Health
l
l
l

E-Heath (Remote Diagnosis and Decision Support)
Data Archiving, Processing, Inventory, and Viewing
Remote Acquisition and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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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of Transportation Web
r

Web as a Platform of Transportation
l
l
l

Traffic management
Emergency management including security monitoring
Data archiving and traveler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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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of Education Web
r

Web as a Platform of Education
l
l
l
l

Self-organized virtual learning platform
Collaborative/Communicative/Individual Learning platform
Virtual Experience via networked device
Big Repository of Education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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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s for Future Web - 1
r

Web Platform
l
l
l

l

r

Privacy and Security
l
l

r

Vendor-neutral and platform-independency
Not proprietary plug-in-based RIAs
Integration of Communication (e.g., Email, Telephony, SMS), Collaboration
(e.g., SNS, Blog, etc.), and File sharing (e.g., Cloud Computing)
possible for users to link and execute local or remote applications, services, and
data by using the various currently available standardized Web technologies
Influenced by past experiences of users and services
Locations, presence, and status

Browser Performance
l

Easy access, standard-based, enhanced security for wireless and mobile web
l

in terms of Javascript speed, cache performance, CSS rendering speed, page load time,
CPU usage, DOM selection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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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s for Future Web - 2
r

Open Web: Personalization
l
l
l

l

r

Data portability - taking your data and friends from one site to another.
OpenID - portable identity; single sign-on.
OpenSocial - Google initiative for social networks, enabling developers to create
widgets with one set of code
APML - growing 'Attention' standard; Your Attention Data is all the information
online about what you read, write, share and consume.

Mobile Web – W3C Mobile Web Initiative (WMI)
l
l
l
l
l
l

HTML and XHTML for contents structure
CSS for separating the content and layout
Ajax – a Web 2.0 marriage of XML and JavaScript
Flash Lite brings fascinating interactive media to the mobile browser
Web Runtime – Web technologies extended outside the browser
Widgets and WidSets: changing the way information is accessed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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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s for Future Web - 3
r

Social Web
l

l
l

socialize or interact with
each other
sharing of contents
several distinct stages:
l
l
l
l

l

era of social relations
era of social functionality
era of social colonization
era of social context.

Web-based Collaboration
Tools available

(Note) http://www.web-strategist.com/blog/2009/04/27/future-of-the-social-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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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s for Future Web - 4
r

Structure Data for Web Services
l

Web of Data (more than a Web of Documents): Semantic Web and more
recently Linked Data
l

r

Real-time Web
l

new form of communication for ReadWriteWeb
l

r

unstructured information will give way to structured information - paving the road to
more intelligent computing

open, real-time discussions with the same level as e-mail, Instant Messaging and
blogging

Web Development Tools
l
l

widget tools to create user interfaces
Canvas
l

l

HTML extension for procedural graphics allowing dynamic scriptable rendering of
bitmap images and WYSIWYG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further stimulate the use of HTL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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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s for Future Web - 5
r

Ubiquitous Web (Web of Thing/Web of Object)
l

l

l

r

different types of devices including desktops, office automation devices,
home appliances, mobile phones, ubiquitous devices such as sensors and
effectors
exchange URI based resources via HTTP and use markup languages such
as XML
for smaller non-PC devices, mobile phones and PDA

Web OS
l

as a combination of OS kernel and Web browser
l

l
l

Embedded system to support OpenGL 3D graphics API

support different chipsets and drivers
Support web components and various plug-ins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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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s for Future Web - 6
r

Future Developments for ‘distributed and open’ Web
l include technologies such as
l
l
l
l
l
l
l
l
l
l

Telematics/LBS,
Broadband convergence service,
DMB/TDV,
Home service,
RFID/USN service,
IT service,
Next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Intelligent robot,
Embedded software/terminal
Digital contents/software solution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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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s for Future Web - 7
r

Future direction of Next Generation Web
l
l

l

l
l

l

Device API standards for Mobile Web device control
Video Web standards toward common metadata for diverse
Web-based video services
Mobile Web standards for seamless Web services access
using diverse Mobile Web devices
RIA standards for Web applications for including widgets
HTML5 standards toward comprehensive Web markup
specification
Social Web standards Web-based social services using
Semantic Web technologies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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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s for Future Web - 8
r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Next Generation Web
Users’ Diverse Web Service Requirements
Current Web Technologies
Emerging Web Technologies
Industry’s Business Models to Generate
Revenue

Next
Generation
Web

International Web Technology Standard
Development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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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Issues for Device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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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s for Device Web - 1
r

System Environment for Device Web
l

Basic Environments
l

l

l

Optional Environments
l
l

r

Collect sensor information (on/off, status) and system information (location, function,
etc.)
Control sensor status and system operating mode periodically or at instance
Give some intelligences according to 5W1H rules (what, when, where, why, how, etc.)
Utilize human intelligence or other related information (geolocation, time information
like system schedules, human calendar, etc.)

Operational Requirements for Device Web
l

Justification on “why web technologies are needed ?”
l
l

l

How to handle a million number of sensor and systems at synchronous manner ?
How to operate system and sensor by human easily, possible to replace menu screen
and A/V interfaces ?
How to insert certain intelligence by analyzing system and sensor behavi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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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s for Device Web - 2
r

Operational Requirements for Device Web (continued)
l

Implementation Costs (CAPEX)
l
l

l

How much do you agree to pay for web technologies at device ?
How to configure, change and modify system environments ?

Operating Cost (OPEX)
l
l
l

Are the sensors or system operating well ? (Availability more than 99.999%)
How many sensors and systems could be monitored by person ?
How to monitor sensor status and system operating condition ?

Justification Web Technology at Device
10 % additional costs for web technologies ?
à reduce annoying monitoring and reconfiguration costs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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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s for Device Web - 3
r

Design Requirements for Device Web
l

Communication Requirements
l

l

l

Operating Requirements
l
l
l

l

HTTP or RESTful over TCP/UDP/IP over wireline/wireless network (ßToo
expensive)
- We hope the costs for TCP/UDP/IP over wireline/wireless network less
than 1 dollar
Collect sensor data aligned with existing standards (ISO/IEC/IEEE, etc.)
Collect device data and system operating status periodically or at instance
Analyze complicate operating/control rules and timing constraints
Implement intelligent functions by web-based device cloud platform

Resource Requirements
l
l

Sensor cost keeps in minimum (do not pay for additional functions)
Processing and memory costs assume to be negligible à ready to pay !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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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ing and Services Evolution for WoO
r

Characteristics of the WoO
l

IP connectivity

l

Personalization

l

Intelligence

l

Tagging objects

l

Smart devices

jkchoi59@kaist.edu

WoO at the Cloud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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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urations for Device Web - 1
r

As is

Sensors (WoO)

WoO Proxy

World Wide Web

(IoT Service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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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urations for Device Web - 2
r

To be

World Wide Web
Sensors(WoO)

WoO Proxy
(IoT Service Provider)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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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 Instance Platform
mashup
UI based Do it Yourself Tool Kit

SNS & Mashup
Services

IoT 응용 웹 서비스 환경

Device
APIs

Light-weight HTTP
Web Interface
3rd Party
Open API

NCNCNode
Node

사용자 중심 개방형 인지 프레임워크
IoT
Broker

Instance Service
Orchestrator
사용자
Behavior
& Intent

Smart
Mobile
Device
웹 친화형
저전력/저가
IoT 노드 개발

스마트 모바일 단말

IoT Instance Hosting Platform

인지
정보

Instance Pool

IoT 상태
정보
QoS 지원

Resource
Adaptor

Instance
Manager

resworB ecruoseR ToI

CCNode CNode
Node

웨어러블 디바이스

단말 상태 정보
사용자 이용정보

IPTV & Smart TV

대용량 센서
데이터
인스턴스별
서비스 Log

Profile별
인지 특징
분별 룰

인지기반
학습 모델

패턴마이닝
엔진

대규모 센서 마
이닝 엔진

스마트 앱세서리

IoT 서비스 단말
대규모 센서데이터 마이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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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인스턴스 호스팅 플랫폼 및 Do it Yourself 기술

Web Service
Proxy

rotpadA ecruoseR

rekorB ToI

Office

PTTH thgiew-thgiL

Home

Social Instance
Adaptor

3rd Party
Instance Adaptor

사용자가 직접 IoT 인스턴스를
이용해 서비스 생성

DiY Icon App.

Instance Orchestration

Rule 생성
Instance Pool

Retail Shop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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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미래 네트워크 고도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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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합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가 ?
r
r
r

r

r

날씨는 어떻게 예측하나 ?
축구 게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나?
미래 개인의 삶과 비즈니스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지 예측할 수 있는가 ?
새로운 나노 물질의 발견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가 ? (Eureka!)
쇼셜 미디어가 어떠한 사회적 문제점을
일으킬 지 예측할 수 있는가 ?

ICT 융합의 미래는 예측 가능하며
인간의 의지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Question) 무엇이 ICT 융합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불확실하게 만드는가 ?
- 인간 마음의 흐름, 사회적 생태계, 환경적/기술적 조건 또는 우연한 사건 (Accidently, Happening, Random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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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ICT 융합 사회를 기대하는가 ?
r

미래의 이상적인 ICT 융합 생태계란 ?
l
l
l

인간이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생태계 à 공존, 공감 및 공유 생태계
기술간의 융합적 진화 방향 à 가격, 성능, 편리성, 및 새로운 기능
감성 및 공감 비즈니스의 탄생 à 인간의 좌뇌와 우뇌의 이상적 조화
Human

어떠한 미래 ICT 융합 생태계를 원하는가 ?
• 기술 혁신이 인간을 이득을 주는 것 ?
• 최소한의 즐거운 삶의 조건 ?
• 안정되고 건전한 비즈니스 환경

미래
ICT 플랫폼
Technology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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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지식 정보화 사회 문명은 ?
r

History of Knowledge
l

이집트 및 로마 문명의 탄생
l

l

최초의 종이 및 글자 문명

중세 암흑 시대와 아라비아 숫자의 탄생
l

l

㈜ “A History of Knowledge: Past, Present, and Future,” Charles Van Doren

아라비아 숫자와 금속 활자 문명

정보화 사회와 인터넷 문명의 탄생
l

전화, 방송 등 디지털 정보통신망

<미래 지식 문명의 탄생 시나리오 >

쇼셜 미디어와 웹이 이끌 미래 문명의 모습은 ?
jkchoi59@kaist.edu

59

ICT 융합 생태계를 위한 기술 혁신 방향 ?
r

미래 ICT 융합 생태계 à 가장 인간을 닮은 생태계
l
l

r

결국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이 중요
인간의 피조물 (장치,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도 인간의 생각하는
과정과 행동이 그대로 투영

지식 생태계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 전략이 필요
l

l

l
l

기존 ICT 네트워크 생태계(장치,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에서
인간의 지식이 어떻게 발현되는 지를 다시 한번 재검토
지식 생태계 관점에서 사람 들의 호응도가 가장 좋고, 새로운 기술의
마켓 친화도가 높은 것에 집중
새로운 지식 융합 산업 탄생을 위하여 기술 진화적 조건 분석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지식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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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Overhead Capital for ICT Infra

물질적 세계

인간 관계

사회적 인프라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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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ual Vision for ICT Convergence Infra
Cyber
World

Knowledge
World

精神

理想

空

涅槃
(Nirvana)

Enablers or Agents

Messiah, Messenger,
Foreteller, Novelist,
先知者, 先覺者

Engineers/Scientists
for ICT Convergence
Physical
world

Data
World

物質

現實

色

俗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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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ICT 융합 생태계의 핵심 키워드
Discovery
미래 신 기술 탐구

Creative
Open
Networking
Society

Communication
인간, 사물간 소통 창구
물리적 공간 및 언어적 제약 극복

Productivity
에너지, 교통, 교육, 의료, 보안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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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융합 생태계 전략 – 핵심 특징
(모든 삶의 수단은 창의성에서)
새로운 지식 생태계를 대비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전략에 따라
지식
새로운 지식 창출 수단 발굴

활용

정보 자원

수단

저장

(Socio
Platform)

(Intelligent
2.0)

(정보의 활용성이 국가 경쟁력)
정부 보유 지식 자원 뿐만 아니라
학계, 산업계의 공공 지식 자원을
누구나 쉽게 활용

ICT 인프라
국가 사회 간접자본으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네트워크 인프라는 모든 산업경쟁력의 원천)

(Synapse Infra)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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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합 인프라 구축 전략
방송/ 통신/인터넷 네트워크
교통/철도/항공/항만/선박 네트워크
국방/보안 네트워크
공공/치안/안전/재난 네트워크
U-City/감시/센서/환경/건설 네트워크
석유/에너지/전력/가스 네트워크

고품질 고신뢰
중추 신경 네트워크

의료/건강 네트워크
교육/연구/관광/문화/복지 네트워크
금융/유통/물류 네트워크

Web 기반
융합 네트워크

행정 전산 네트워크
지차제별 자가 네트워크
기업 자가 네트워크

국가 산업 경쟁력이
수백년 이상을 지속되기 위해서는
미래 산업 생태계에 가장 적합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달려 있음.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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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합 생태계 플랫폼 개념
Service/Human
Layer

l Education, Health
l Advertising/Help
l Social Opinion, Voting

Open & Collaborative
Social Platform

Platform Layer

l Social Platform
l Web-based Media Platform

Creative
Network Platform

Data Delivery
Layer

Human Platform

l Communication Network
l Cloud Computing
l Security/Privacy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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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ICT 융합 산업 발전 전망
환경 친화 분야
- Green Energy
- Energy Saving
Network
- Bio Energy

고령화 분야

정보 예측 분야

지식 미디어 분야

- Health 2.0
- RFID Care (e.g.,
The Roy & Patricia
Disney Family
Cancer Center)

- Education 3.0
- Knowledge
Media

- Information
Predication (e.g.,
Google Prediction
API)

NIT 분야의 발전은 다른 거의 모든 분야의 Discovery 속도를 촉진

지난 20년간 유럽 (2.5% à 1%)과 미국 (2%
à 3%)의 경제 성장률 차이는 미국이 ICT를

대규모 데이터의 자동 분석기술 등
NIT의 새로운 혁신 기술은 더 많은
산업 분야에 혁명을 가져옴

ICT Convergence
Infra

적극적으로 활용한 데 기인
(유럽 정책센터, ‘06)

(미국,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PCAST Report, 2010)

국방

의료
건설

조선
자동차
㈜
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NIT : 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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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융합형 ICT 서비스 발전 예상 (안)
§ 지식 미디어 산업의 신규
출현
§ Education, Energy,
Health, Transportation
etc.
정보통신 3차산업

Discovering
New Technology

§ Social Media 중심의

Knowledge
Convergence

‘정보통신 2차 산업군’

Value-added Services
of ICT Infra

App. &
Web Services

급격한 성장

신
규
분
야

§ AppStore 등
정보통신 2차산업

Traditional
Communication
& Broadcast
Service

Data Service

약
50
조
(원)

§ 5G, 양방향 방송 등
§ 기존 정책을 기반으로 한
통신 및 방송 융합 서비
스의 성장 정체 예상
정보통신 1차산업

현재

2020년경
jkchoi59@kaist.edu
68

10 Years

Current

2nd stage
Creative Convergence

1st Stage
IT Convergence

Stage
Industry

Vehicle
Robot

Energy

Health

Ship

Construction

Military

Machine

20 years

Textile

3rd Stage
Creative Eco-Convergence

Human & Health care

uEco-City
Nano devices, computers
& Robotics

Autono System
Intelligent Car, Robot

Huge complex system
design & computing

Air

IT

Cyber reality & Future
human Interface
Security & sociocognitivism
User-centric personal health care technology

Key Technology

Intelligent Disaster Prevention Technology

Creative
Technology

Self-organized
Services

U-Eco building &
city

Knowledge Media
Lifelong education

Governance
Personal &
social security

Self-assured/Self-organizing IT Vehicle Technology

Collective and Collaborative computing Technology
Future City and Environment Technology
§ Intelligent Service Robot Technology
Personal Assistance and Self-learning Technology

Virtual reality technology

Media security and Knowledge Science Technology

Future
Network and Computing
Infrastructure

Self-organizing Energy Eco-system Technology

IT

(Conformity)

(Intelligence)

Infra

All Connected Things

All Computerized Things

(Resonance)
jkchoi59@kaist.edu

All Conscious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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