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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플랫폼 전문가그룹 (Platform
Advisory Group)은 국내 인터넷/콘텐
츠/기술 분야에서 플랫폼 기술과 전략에
대해 실무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순수
전문가 네트워크입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플랫폼은 크게 비지니스 플
랫폼과 개발 플랫폼으로 세부적인 분야로
융합 비지니스 전략, 서비스, 콘텐츠 / 미디어,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디바이스 /UX 플랫폼
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모여 있습니다.
저희는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플랫
폼에 대한 실무 사례 연구와 멘토링/자문 등
을 통해 국내 플랫폼 전문가 인력 확충에 노력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2년을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IT 트렌드 2012” 발표 준비를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플랫폼 전문가 그룹 대표위원 / 청강문화산업대 교수

황병선

Editorial Member

IT 트렌드 2012 보고서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및 플랫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 전략 조언가

폼 사업부(DPE)의 기술에반젤리스트들의 참여와, 플랫폼 기술/

현재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에반젤리스트 리드 역할이자 플랫폼 전략 자문 역할을 수행 중이며, 마이크로소프트 입사 전에는
동아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겸임교수 및 동명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교수(전임강사)를 역임했다.
역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구조와 해석 (The Structure and Interpretation of Computer Programs)

전략 실무 전문가들의 네트워크인 ‘플랫폼 전문가 그룹(PAG:
Platform Advisory Group)’을 통해 발간되었습니다.
김재우

Editorial Member

청강문화산업대 모바일스쿨 교수
삼성전자, LG CNS에서 게임, IPTV,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LG전자에서는 소셜,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에 참여
하였다. 에이전트리더라는 벤처를 창업했었으며 현재는 퓨처워커라는 필명으로 플랫폼&서비스 전략 전문 블로그를 운영
중이다. 최근 KT경제경영연구소와 함께 ‘애프터스마트’ 라는 저서를 출간하였다.

김재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 전략 자문, 에반젤리스트 리드
황병선 청강문화산업대 모바일스쿨 교수
박성혁 딜로이트 컨설팅 이사
김진영 로아컨설팅 대표이사

Blog : futurewalker.kr

Facebook : futurewalker

Twitter : @marsnine

Google+ : gplus.to/futurewalker

황병선

PAG(Platform Advisory Group) 소속 자문 위원
최형욱 퓨처디자이너스 창업자 / CTEO
최광선 솔트룩스 전략사업본부 본부장
김석기 중아일보 모바일 전략 이사
조만영 미래웹기술연구소 대표이사
정우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수석 컨설턴트
박종일 포비커 이사
황재선 LG 전자 MC 사업부 전략경영팀 과장
최환진 IgniteSpark 대표이사
고찬수 KBS 예능국 PD
이동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수석컨설턴트
김병곤 한국자바개발자 협의회(JCO) 회장

딜로이트 컨설팅 이사
TMT(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 및 경영혁신 관련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Microsoft Imagine Cup을 비롯하여 슈퍼스타 M 오픈 IR, Qualcomm Ventures QPrize 등에서 심사위원직을 맡아 우수한
IT 벤처들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열린 문화를 지향하고 있는
CC(Creative Commons) 운동에 자원 활동가로도 활동하여 CCL(Creative Commons Licence)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Blog : http://mbastory.tistory.com

Twitter : @5throck

박성혁

로아컨설팅(ROA Consulting Inc.) 대표이사
SoftBank Korea의 계열회사인 SoftBank Media에서 전략기획 담당 매니저를 거쳐 통신 및 스마트폰에 특화된 컨설팅 펌인
SoftBank Research&Consulting에서 매니징 디렉터를 역임한 후 로아컨설팅을 창업하였다. 15년 동안 이동통신 사업자와
단말 제조사를 주요 고객사로 기술 전략, 단말 기반의 서비스 전략,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주력해왔으며, 최근에 로아컨설팅
마케팅혁신랩 연구소장인 한성철 부사장과 공동으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아이콘, 인테러뱅(Interrobang)’을 출간하였다.

Microsoft 에반젤리스트
김명신 개발자 에반젤리스트
황리건 개발자 에반젤리스트
서진호 개발자 에반젤리스트
백승주 IT 프로 에반젤리스트
박중석 개발자 에반젤리스트
김영욱 개발자 에반젤리스트
김대우 개발자 에반젤리스트

E-Mail : david@roaconsulting.co.kr
Twitter : @humanist5804

Company : http://roaconsulting.co.kr/

Facebook : humanist18

김진영

* 선정 위원회 명단은 무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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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비커 이사
미래의 커뮤니케이션 툴을 창조하는 기업인 포비커에서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여러 모바일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 PM을 수행
하고 있다. 2007년부터 모바일웹포럼 표준 기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12 TTA 모바일 서비스 분야 표준화 전략
로드맵 작업에 참여하였다. HTML5과 관련해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W3C HTML5 규격을 만족하는 개방형 웹플랫폼 개발”과제
에서 “웹 응용 프레임워크”개발 PM을 수행하고 있다.
Blog : http://www.fobikr.com/

Twitter : @ilshin99

박종일
퓨처디자이너스 창업자, CTEO

LG 전자 MC 사업부 전략경영팀 과장

Future Designers를 공동 창업하고 기술과 사용자 경험을 총괄하는 CTEO(Chief Technology and Experience Officer)로서 다가오는
미래를 선지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기업 및 비지니스 모델 혁신 전문가로서 InnoCatalyst의 Innovation Catalyst
로도 활동하고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 혁신UX, 터치 인터페이스, 무선통신 및 네트워크 관련하여 21개의 해외특허, 12개의 국내특허
를 출원하였고 TRIZ Specialist로서 기술혁신을 위한 다양한 컨설팅 및 강연을 하고 있으며 KIAT 자문위원을 담당하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정도로 IT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으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MVP 활동
(2002~2007) 및 6권의 IT 관련 서적을 집필, 번역하였다. 소프트뱅크미디어랩과 한국콘텐츠진흥원 뉴미디어창업 스쿨 책임교수를
거치면서 국내 벤처기업의 비즈니스 개발, 전략수립 등의 인큐베이팅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는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전략
및 기획업무를 담당하고있다. ‘2011공공정보 매쉬업 경진대회’에서 대상(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Blog : http://huchoi.blogspot.com/

Blog : http://neovis.net/

Twitter : @huchoi

최형욱

Twitter : @neovis

황재선

솔트룩스 전략사업본부 본부장

IgniteSpark 대표이사

비정형정보분석, 시맨틱, 서비스 개인화 등의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컨설팅을 수행하였으며, 다수의 국내외 연구과제 및
시스템 구축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식경제부 기술평가위원, 웹 코리아 포럼 시맨틱 웹분과위원, 공공정보부문 기술자문 활동을 통해
신기술의 적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IgniteSpark에서 스타트업(startup) 액셀레러이션, 멘토링 및 신사업 전략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다. 다수의 모바일 기반 소셜 플랫폼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소셜, 웹, 모바일 및 웹기반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사업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네오위즈
인터넷(Neowiz Internet)에서 스타트업 육성과 투자업무를 담당하는 네오플라이(Neoply) 프로그램을 리드했으며, 모바일 소셜 플랫
폼 및 신규 비즈니스 PM을 역임했으며,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경진대회 소셜부문 대상 (Google ADC2)과 T옴니아 윈도우 모바
일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Blog : http://discovery.qlaser.pe.kr/

Twitter : @qlaser

Blog : http://pletalk.com

최광선

Twitter : @pletalk

최환진

중앙일보 모바일전략 이사

KBS 예능국 PD

중앙일보에서 중앙일보그룹의 모바일 전략을 기획하고 있으며 디지털 콘텐츠 비즈니스 전문가로서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담당 해 왔다.
현재 IT 전문 블로그 ‘니오의 NWEB’ (www.nweb.kr)을 운영하면서 IT에 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있으며, IT 컬럼니스트로 IT 관련
컬럼기고 및 보고서 작성 활동과 IT 컨퍼런스에 강연활동 중이다. 모바일과 웹의 미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1995년 KBS 예능PD로 입사하여 16년동안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으며, 현재는 2012년 2월 방송 예정인 시트콤 제작을 맡고 있다.
방송과 IT의 융합에 관심을 두고 <스마트TV혁명>, <쇼피디의 미래방송이야기> 등의 저서를 집필하였고, 미래 미디어에 대한 관심을
인터넷을 통해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나누고 있다. KBS의 미래 미디어 기획 부서에서 2년간 전략업무를 담당하였고, KBS 1TV의
<TV 비평, 시청자데스크>에서 ‘친절한 고피디의 방송이야기’를 진행하는 등 방송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

Blog : http://www.nweb.kr

Twitter : @neo_nweb

Blog : http://blog.kbs.co.kr/showpd

김석기

고찬수

미래웹기술연구소 대표이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수석 컨설턴트

미래웹기술연구소 대표이사로서 현재 W3C 대한민국 사무국 스태프를 겸임하고 있다. 나모인터랙티브, 유니퀘스트, 오페라소프트웨어
를 거쳐 웹표준기술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HTML5, 웹OS, 웹플랫폼, 크로스플랫폼, N-Screen 기술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
하고 있으며 주된 관심분야는 웹기술과 가전기기의 접목이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키텍트로 활동 중이다. 대표적인 닷넷 기반 서비스 기술 컨설팅 기업인 닷넷엑스퍼트 대표이사를 역임했
으며, 10여년 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MVP 및 RD(Regional Director), .NET 기술 기반 개발 커뮤니티 국제 연합체인 INETA 한국
대표로 개발자 에코를 위한 꾸준한 활동을 해왔다.

Company : http://w3labs.kr

Twitter : @manyoungc

조만영

정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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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 : @showpd

Twitter : @dongbum

이동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수석 컨설턴트

한국자바개발자협의회(JCO) 회장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시스템 설계와 IT에 관심이 많아 삼성 SDS에 입사하여 IT 업무를 시작, 7년간 삼성전자
글로벌 IT 프로젝트와 컨설팅을 하였으며, 이후 한국 HP에서 3년간 IT 컨설팅을 수행하였고 현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서
IT 전략 컨설턴트로 기업 고객에게 클라우드를 비롯한 다양한 IT 비즈니스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다. IT 트렌드
와 패러다임에 대한 남다른 식견과 혜안으로 신규 사업 및 프로젝트 수행에서 고객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자바 커퓨니티의 연합체인 JCO회장이면서 동시에 JBoss User Group을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리더이다. 현재 클라우드 및 빅 데이터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오픈소스 기반 인프라 구축 및 플랫폼 그리고 프레임워크를 구현하는 작업들을 하였다. 현재 지식 경제부 소프트웨어 마에스
트로 사업의 분산 컴퓨팅 및 Java EE 분야의 멘토로 멘티들을 가르치고 있고, JBoss Application Server 및 EJB 도서를 다수 집필하였고 다수의
오픈소스 관련 기사 및 커뮤니티 관련 기사들을 기고 하고 있으며 한국 자바 개발자 컨퍼런스 및 한국 커뮤니티 데이 컨퍼런스의 운영을 맡고 있다.
Blog : http://www.openflamingo.org Company : http://www.openflamingo.org Twitter : @fharenheit

김병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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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트렌드 2012 Overview
2012 IT 메가 트렌드 아키텍처

산업적 관점 App=Web

기술적 관점 Device+Service

App=Web

전략적 관점 Platform+Ecosystem

Web (IT as a Service)산업
LBS

소셜 서비스 플랫폼

내츄럴 사용자 인터페이스

Platform+Ecosystem
CoPs

디지털 콘텐츠

(Communities Of Practice)
s
s

ISV

s

Device

Domain
Community
Practice

빅 데이터
SDK

Service

CoBs
(Communities Of Business)

클라우드 컴퓨팅

IT 트렌드 2012

스마트 디바이스

App=Web

App(전통 소프트웨어)산업
ERP, CRM, SCM / BI / 사무용 소프트웨어 /
보안 소프트웨어 / 기업형 소셜 네트워크 /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 / 가상화 / 클라우드 솔루션

스마트워크

2012 IT 트렌드 키워드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소셜 서비스 플랫폼

스마트 디바이스

HTML5

스마트워크

Create / Manage / Diatribute

내츄럴 사용자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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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 주요 기술 및 아키텍처

SaaS, IaaS 그리고 ... PaaS

산업 활용 시나리오 : 제조분야

Application

Platform

ISV

Infra

Device

Technology

Cloud

클라우드 시장의 꾸준한 성장
2012년 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실제 본격 도입이 시작되면서 사업 저변이 확대
될 전망 (Forrester Research, Gartner, IDC, 2011)

PaaS가 SaaS 시장에 미치는 생태계 효과
전통 솔루션 ISV들의 SaaS 시장 진입을 돕고, 이로부터 광범위한 플랫폼
서비스의 활용을 유도하는 PaaS 방식이 장기적으로 CS시장에서 성패를
가늠하는 주요한 사업 전략. PaaS 리더는 세일즈포스닷컴과 마이크로소프트
(The Forrester Wave™: Platform-As-A-Service For Vendor Strategy
Professionals, Q2 2011)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우려 감소
2016년, ISO 등 제 3의 기관이 수행한 클라우드 보안 검사(ISO 27001, SAS
Type I, II 등)를 수용할 기업이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 글로벌 1,000대기업의
50% 이상이 2016년 말까지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 고객과 관련된 중요한
데이터를 보관. 이미 기업들의 20% 이상이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 요구로 고객과
관련된 중요한 데이터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보관 (Gartn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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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structure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2015년까지 연 19%의 성장세로 전체 IT 지출 대비
5배 빠른 성장 전망. 2015에 저가 클라우드 서비스가 상위 아웃소싱 업체
매출의 15%를 차지. 또한 2015년에 이르러 IT외 부서들이 기업 IT 비용의
35%를 관리. IT 프로젝트가 현업 관리자가 책임지는 비즈니스 프로젝트로
재정립되면서 이후로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 더욱 늘 것으로 전망
(Gartner, Predicts 2012)

한편으로 PaaS 시장의 가치가 장기적인 SaaS 생태계 개발 측면에서 점차
주목 받고 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CS 시장에서 생태계 효과를 얻기 위해
서는, 기존 솔루션 ISV들로 하여금 CC의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여 SaaS
시장의 신규 진입을 돕고 이를 통해 광범위한 플랫폼 서비스의 활용을
유도하는 PaaS 방식이 장기적으로 CS 시장에서 성패를 가늠하는 주요한
사업 전략이라 보고 있다.(The Forrester Wave™: Platform-As-A-

- Identity (통합 인증)
- Virtualization (가상화 연동)
- Management (통합 관리)

Platform

클라우드 시장은 2011년 307억 달러에서 2020년 2420억 달러로 성장. IaaS
시장은 2014년 59억 달러로 정점에 이르고, 이후 저가 IaaS 시장 양산으로
시장 감소. SaaS는 산업 전반에 걸쳐 고르게 도입이 늘면서, 2011년에 212억
달러, 2016년에 928억 달러로 성장 곡선의 정점에 도달 (Forrester Research,
2011)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이하, CS)로 전환은 차분히 진행되고 있다. 퍼블릭
CS 도입은 2010년 740억 달러로 성장했으나, 기업 총 지출의 3%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Gartner, 2011).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기술 도입 이전에
기존 IT 서비스의 가치와 가격 책정을 바꾸는 새로운 시장 흐름을 이끌면
서 전통 IT 서비스 사업자들이 새로운 서비스 사업 방식에 투자하고 적응
하는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포레스터와 가트너 등의 시장
조사 기관들은 CC, CS 시장의 비교적 빠른 성장을 점치면서, 2012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실제 본격 도입이 시작되면서 사업 저변의 확대를 전망
하고 있다.

HYBRID 클라우드의 핵심 기술

- Development (통합 개발)

Applications

클라우드 컴퓨팅(이하,CC)은 몇 해에 걸쳐 주요한 시장 트렌드로 꼽히며
여러 기관에서 지속적인 시장 전망을 내놓고 있으나 실제 시장은 예측
보다 차분히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1) CC의 난이도 때문에 생산
전달 가치와 소비 수용 가치 사이의 격차가 기술 도입 단계에서 여전이 단절
(Chasm)을 넘지 못하고 있고 (2) 서버 호스팅, 스토리지 대여, CDN 사업
등 단품으로는 CC의 범주에 들기 어려운 기술과 사업 성과들이 마케팅
효과를 위해 CC로 포장되어, 소비 대중의 이해를 왜곡하고 수치를 실제
보다 부풀리고 있는데서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산업 활용 시나리오 :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

산업 활용 시나리오 : 공급분야

클라우드 연동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개발 기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개발
및 최적화 기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합성
및 통합 기술

클라우드 기반 보안 및
인증 서비스 기술

데이터센터 구축 및 관리
운영 기술

서비스 방식의 IT 관리 운영 기술 / 공급 (Provisioning), 계량 (Metering), 과금 (Billing), 관제 (Monitoring), 진단(Diagnostic)서비스
분산 컴퓨팅 (계산, 저장) 기술
패브릭 기반 자산 가상화 기술 (Fabric-based Resource Virtualization Technologies)

Service For Vendor Strategy Professionals, Q2 2011)
국내는 통신 사업자나 SI를 중심으로 CC에 대해 투자가 진행되어왔고
올해 들어 그 성과나 후속 계획이 공표되고 있다. 하지만 핵심 기술, 관련
인력, 보안 인증, 투자 규모 등에서 세계 수준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 내수
시장에서 기존의 서버 호스팅, 스토리지, CDN 시장을 나누어 갖는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CS 사업자와 공조 없이는 해외 시장에서
성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소비 가전과 엔터테인먼트 분야
에서는 애플, 아마존 등 세계 시장에서 ‘디바이스 + 서비스’ 시장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글로벌 서비스 인프라 확보를 위한 CS 도입이 빠르게 이
루어지고 있다. 특히 2012 한해 스마트 가전 분야에서는 기존 IT 인프라의
약 40% 이상이 글로벌 CS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2011)

IT 트렌드 2012 자문위원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참여자

정우진

김병곤

김명신

박중석

백승주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수석 컨설턴트

한국자바개발자협의회(JCO) 회장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에반젤리스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에반젤리스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에반젤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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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Big Data)

빅 데이터 (Big Data)- 주요 기술 및 아키텍처

“데이터 러쉬”는 오는가?

디지털 데이터의
새로운 원천

이전과 다른유형의
데이터

새로운 기술의
시장 안착

디지털 공간 확대 +
정보의 폭증

데이터 소비 패턴의
변화

디지털 데이터의 새로운 원천
전 산업에 걸쳐 지능형 (이동) 통신 기기가 널리 쓰이고 이들 간의 통신이 크게
늘면서 (“스마트 디바이스” 참조), 다양하고도 막대한 양의 디지털 데이터가
증산되고, 기존 데이터 처리 체계로는 소화해 내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음
이전과 다른 유형의 데이터
데이터의 양과 특성이 기존의 정보 관리 및 분석 방식만으로는 때 맞추어
소화하고 해석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처리 방식이 서로 다른 대규모의 (가변
적)데이터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색다른 해법이 필요
디지털 공간(“Digital Universe”) 확대와 디지털 정보의 폭증
2011년에만 1.8 ZB, 2015년까지 약 7.9 ZB 정보가 생성될 것임
(The readwriteweb, Nov 17, 2011, CenturyLink resource center),
2012년 까지 2.7 ZB로 50%씩 늘면서 2015년에는 8 ZB 달할 것으로 예측
(IDC 2012 ITC Market Predictions)
새로운 기술의 시장 안착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통신, 상황 인식 컴퓨팅 등이 오랜 기간 검증과 시험
을 거쳐 시장에서 실용 기술로 자리를 잡으면서, 오랜 기간 이론 영역에 머물
렀던 데이터 해석 기법이 “빅 데이터”란 이름 하에 통합되어 실용화되기 시작
데이터 소비 패턴의 변화
여러 데이터 원천에서 쏟아지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거의 실시간으로
해석하여 이로부터 얻어낸 지식을 바탕으로 시장의 흐름을 때맞춰 따라잡는데
필요한 새로운 Business Intelligence 능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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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반에 걸쳐, 정보의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정보 관리 기술의
전 단계가 디지털 기술로 빠르게 전환되는 가운데, 최근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들의 폭증,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 확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일상화 등이 기폭제가 되어 이른바 디지털 공간 (Digital Universe)이
급속도로 팽창되는 시대를 맞이 하고 있다. 더욱이 디지털 공간에 새롭게
들어오는 데이터의 대부분은, 그 양이 방대하고 기존 정보 관리 체계로는
소화해 내기 어려운 비정형성, 실 시간적 시의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새로운 정보 관리 체계의 필요와 관련 기술의 새로운 흐름을 기존 방식과
구분 지어 일컫는 목적으로 “빅 데이터(Big Data)” 라는 용어가 널리 쓰
이고 있다.
빅 데이터는, 빠르게 변하는 소비 경향과 시장 흐름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 관리 체계로서 크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반면에 (1) 새로운
데이터의 원천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유입되는 대규모의 비정형
데이터를 시의성을 고려하여 실시간에 가깝게 분석해 내야하고 (2) 이와 더
불어 전통적인 정형 데이터의 정보 처리 체계와 통합이 필요하며 (3) 해석된
결과 또한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하는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이질감을 낮추면서도, 기존의 안정된 정보 관리 체계를 경험한 사용자의
높은 요구 수준을 맞추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활용 시나리오
기존 기업형 Business Intelligence 방식

기업의 고객 데이터베이스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얻어지는 소비자 행동 패턴을 결합하여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는 것
과거 IT 자원의 제약으로 해석하지 못했던 데이터에서 새로운 의미를 파악하여 이를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반영하는 것

Data Visualization

기업 내 네트워크 및 서버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 로그를 한데 모아 분석하고, 이를
형상화(Data Visualization)하여 IT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새로운 데이터 원천 + 비정형 데이터

Advanced Data Analysis Technology
Reporting Service

Parallel Data Mining
•
Semantic Analysis
•
Artificial Intelligence (Neural Network)
•
Advanced Analytics
Traditional Discrete Simulation
•

Sensors

Devices

Smart Device

통합

Data Warehouse

Big Data Platform
In-memory Database
Real-time Data Processing
•
Streamed Data Processing
•
NoSQL
•
Distributed Computing & Storage Cloud Computing
•
•

기술 측면에서는 기존 BI 기술의 처리 속도와 용량을 늘리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분산처리 플랫폼 위에서 데이터들을 메모리에 올려 처리하는 인메
모리(In-Memory) DB, 스트리밍 데이터, NoSQL 기술 등의 빅 데이터 플랫폼
기술과 함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 가치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비정형
데이터 처리를 위한 의미 분석(Semantic Analysis) 기술, 신경망 등의 인공
지능 기술 등 진보된 데이터 분석 기술의 적용이 점차 다양해지고 전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 와 인포
그래픽과 같은 정보 소통 기술이 점차 중요해지면서,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데이터 과학자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러한 추세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 원천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장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면서,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의 확대와 맞물려
데이터 및 데이터의 분석 방식 자체를 직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등의 폭넓은 시장 확대를 겨냥한 새로운 시도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Bots

Crawlers

Social Services Platform

IT 트렌드 2012 자문위원

ERP

CRM

LOB

APPs

Enterprise Business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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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혁

최광선

김명신

김대우

딜로이트 컨설팅 이사

솔트룩스 전략사업본부 본부장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에반젤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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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Being Digital Contents)

디지털 콘텐츠 (Being Digital Contens)- 주요 기술 및 아키텍처

디지털 콘텐츠는 플랫폼 권력이다
활용 시나리오

콘텐츠 소비 방식의 변화

2000년도 초, 애플 사가 아이튠즈 스토어라는 이름의 온라인 콘텐츠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로 큰 성공을 거두면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선순환
이 시작되었다. 이는 소비자와 콘텐츠 공급자 간의 합법적인 디지털 콘텐츠
유통이 가능함을 보여준 첫 번째 성공 사례로, 디지털 콘텐츠만으로 새로운
유통 시장 개척이 가능함을 보여주면서 IT와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커다
란 반향을 일으켰다.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애플이 개인용
컴퓨터 제조사에서 벗어나 소비 가전 기기까지 자사의 시장 입지를 성공적
으로 넓힐 수 있었던 발판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술 그 자체 보다,
음악 영화 도서 애플리케이션으로 꾸준히 이어져온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 플랫폼 전략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러한 일련의 성공은 전통 아날
로그 콘텐츠 사업자들이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무한한 가치에 눈뜨게 하였고
기존의 보수적이고 수비적인 자세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디지털 콘텐츠
기술을 도입하고 앞 다투어 시장을 시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양한 N 스크린 디바이스 간에 간편하게 콘텐츠를 이동하는 경험
디바이스의 하드웨어 사양에 상관없이 클라우드로 제공되는 콘텐츠
누구나 쉽게 만드는 UCC와 소셜 기능의 만남으로 새로운 서비스의 창발

내츄럴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지털 콘텐츠 기술

콘텐츠 재생 및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개인화 / 사용성

• 콘텐츠 재생
• 사용자 재생기 제어

콘텐츠 출판

N 스크린 디바이스

N 스크린 디바이스의 성장
스마트폰, 스마트TV 등의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발달로
N 스크린 방식의 단절 없는 콘텐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짐
저렴한 3G로 콘텐츠 소비 방식의 변화
무제한 3G 요금제는 콘텐츠에 대해 거의 무료로 이동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콘텐츠를 개별 기기에 복제, 보관, 관리할 필요성을 점차 감소시키면서,
좀 더 쉽게 어디서나 중단 없이 콘텐츠에 “접근(Access)”가능한 서비스 방식을
선호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음
클라우드 기반의 콘텐츠 전달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발달로 저렴한 가격에 콘텐츠를 디바이스 플랫폼에
상관없이 전달이 가능하게 되었음. 또한 클라우드 기반으로 디바이스에 최적
화된 콘텐츠 변환이 현실화 되었음
디지털 콘텐츠 저작 환경의 도입 확대
콘텐츠 저작 환경의 디지털화가 확대되어 최근에 만들어지는 음악, 영화, 뉴스
등 대부분의 콘텐츠는 처음부터 디지털 형태로 저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콘텐츠의 생성, 저작, 소비, 보호, 관리,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디지털 기술로
융합하고 IT 기술로 총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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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디지털 콘텐츠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것이 대부분이었
다면 지금은 제작 단계부터 디지털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이제 디지털 콘
텐츠는 기존에 CD와 같은 콘테이너(Container)나 방송 등의 매체(Media)
에서 분리되어 순수하게 디지털 자산으로 존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과거
매체별로 독립적이었던 사업 영역 파괴가 시작되며 디지털 컨버전스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콘텐츠 보호

수익 모형

콘텐츠 배포

• 사용자 인증 및 제약

• 콘텐츠 라이선스

• 스트리밍- 라이브 / 온디맨드 방식, 어댑티브 스트리밍

• 권한 관리

• DRM

• 다운로드 - 지능형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
• 동적 콘텐츠 정보 생성 및 합성

권한 / 로열티 관리

컨버전스 시대의 디지털 콘텐츠는 저렴한 네트워크와 클라우드의 도움으로
현실적인 가격에 품질 손실 없이도 소비자의 다양한 N 스크린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콘텐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H.264등의 미디어 표준기술과
크로스 플랫폼(Cross Platform)이 가능한 웹 기술, 기기의 특성에 맞게
콘텐츠 변환을 제공하고 기기간의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공유하는 서비스
플랫폼 등이 보편화 됨에 따라, 다양한 기기 사이에서 이동하는 콘텐츠
소비 동선을 하나의 기기에서 소비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사용자
경험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변화로 콘텐츠 제공사는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디바이스로
제공하는 플랫폼 관점에서의 OSMU(One Source multi Use 또는
Single Sourcing)라 볼 수 있는 N 스크린 대응이 기본 전략이 되었고,
반대로 경쟁력 있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 유사한 업체간의 연합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예) 빨리감기, 건너뛰기

온라인 콘텐츠 마켓플레이스 (Contents Market Place)

디지털 콘텐츠 저작 환경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N 스크린 앱 플랫폼

콘텐츠 준비

콘텐츠 배포 및 사용 현황 분석

• (라이브) 인코딩과 암호화 예) H.264

• 일반 웹 분석

• 콘텐츠 합성

• 미디어 품질
• 사용자 반응

• 데이터 - 광고 자막 등 삽입

• 광고 효과

• 라이선스 정보 삽입

콘텐츠 생산 및 확보

클
라
우
드
컴
퓨
팅

DAM
Log

콘텐츠 서비스 워크플로우 관리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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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Data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참여자

이제 스마트 생태계는 하드웨어나 OS의 경쟁을 넘어서 디지털 콘텐츠를
얼마나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경쟁력이 중요한
시기로 변화되고 있으며,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콘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소셜 기능과 연계되어 더욱 빠르게 소비자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더욱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다.
이동범

김석기

김명신

백승주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수석 컨설턴트

중앙일보 모바일 전략이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에반젤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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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서비스 플랫폼 (Social Service Platform)

소셜 서비스 플랫폼 (Social Service Platform)- 주요 기술 및 아키텍처

SNS + 애플리케이션

기존 인터넷 및
통신 사업 영역

기타 산업 영역

미디어, 광고,
마케팅 영역

Platform

Device

Data

기존 인터넷/통신사업자 영역으로 확대
SNS 플랫폼 사업자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메시지, 영상 통화, 그룹 채팅 등의
기능 제공을 확대하면서 통신 사업자에게는 위협적인 결과 초래
정보의 유통 경로 또한 인터넷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 Portal이 아닌 SNS로
변화하는 추세 확대. 기존 인터넷 사업자의 빠른 SNS 대응이 촉구되고 있으며
실제로 자사 서비스 및 플랫폼을 SNS와 연동하는 사업자가 더욱 증가
광고&마케팅 /미디어 사업 영역으로 확대
미디어 소비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SNS가 급부상하고 있으며, 소셜 게임 &
소셜 뮤직뿐만 아니라 매거진 /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영역의 소비 확산에
SNS가 크게 기여하게 될 전망
기타 중개, 커머스, 결제 산업 영역으로 영향력 확대
이미 부동산이나 자동차 중개 서비스의 활용 시 SNS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기존 오프라인 상거래/결제 사업자를 위협할 만한 소셜 기반
수직적 SNS 사업자가 대거 등장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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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가 (1) “소셜
네트워크”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 자체를 확장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형태를 띠고 있고 (2) 이러한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타 산업과 수직
결합(Vertical Integration)을 통해 새롭고 기발한 응용을 유도, 새로운 유형
의 서비스 개발을 이끌고 있으며 (3) 이러한 응용 서비스들이 다시 그 모태
가 되는 소셜 네트워크 자체에 부가 가치가 높은 새로운 데이터를 유입시켜
새로운 “비즈니스 네트워크”로 확장되는 선순환의 고리를 이루었다는 점에
서, 플랫폼 전략이 일구어낸 생태계 효과를 강조하여 여기서는 소셜 서비스
플랫폼(Social Service Platform, SSP)이라 이름하였다. 같은 의미에서
“소셜 컴퓨팅 플랫폼(Social Computing Platform)”이라는 용어도 널리
통용되고 있다.

F-commerce

소
셜
커
머
스

깜짝 세일

소셜 네트워크 쇼핑

M-Commerce

현재 SSP는 거의 모든 형태의 온라인 서비스와 연동되어 “소셜 X ”형태를
띠면서 타 산업의 소비를 촉진하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으
로 그 가치가 급부상하였다. 소셜 커머스, 소셜 게임 등의 파생 서비스들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난립에 가까운 양상을 띠고 있고, 최근에는 자신
이 좋아하는 음악 목록을 공유하고 이러한 공유 정보가 새로운 소셜 네트워
크를 이루면서 독자적인 “소셜 음악” 형태의 서비스로 발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보 검색과 광고로 이어지는 기존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마케팅 방식과 크게 대비된다.
다른 산업의 요구와 수직 결합하여 새로운 사업 방식을 만들어내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부동산, 자동차, 주차장 등 개인 소유 자산 정보를 공유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보유한 집을 여행자 숙박시설로 중개하는 소셜
서비스 등이 큰 투자금을 유치하며 SSP를 활용한 신 사업 방식으로 큰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공동 구매

소
셜
광
고
/
데
이
터
분
석

소셜 검색 및 Q&A

소셜 리쿠르팅

콘텐츠 추천

음악

소
셜
미
디
어

소셜 네트워크
영향력 분석

소셜 CRM

소
셜
중
개

TV / Video

소셜 금융

소셜 공유
매거진

소셜 광고

애플리케이션의 소셜라이제이션
(Socialization of Applications)

Digital Marketing
소셜 네트워크 아이덴터티
+
기업 내 아이덴터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
+
기업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Media Delivery
E-Commerce
CRM
Community and collaboration
Online game

이와 같이 SSP는 전자 상거래(E-Commerce), 디지털 콘텐트 서비
스(Digital Content Service), 금융(Finance), 공유 경제 (Sharing
Economy) 등 다른 시장 영역 및 위치 기반 서비스 등의 기술과 자유롭게
결합되면서 새로운 사업 모형과 사용자 서비스들을 끝없이 탄생시키는
모태가 되고 있다.
한편 SSP는 스마트 디바이스의 폭증에 힘입어, 소통되는 데이터의 양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조직에서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고 대중과
소통하는 방대한 데이터의 원천으로 SSP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례가 늘면서,
“빅 데이터” 와 같이 새로운 유형의 막대한 데이터를 제 때 분석하는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온라인 게임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IT 트렌드 2012 자문위원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참여자

황병선

김진영

김명신

백승주

청강대 모바일스쿨 교수

로아컨설팅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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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디바이스 (Smart Device)

스마트 디바이스 (Smart Device)- 주요 기술 및 아키텍처

기계들의 수다, 어쩌면 Machine SNS?

•

근
거
리
통
신
기
술

자동차 텔레매틱스

물류관리
• 지능검침 시스템
• 원격 자산 관리 시스템
• 판매 관리 시스템(POS)
• 보안 관련 분야
• 에너지 검침
• 위치 추척
• 내츄럴 사용자 인터페이스
•

센서기반
컴퓨팅

상
황
인
지
컴
퓨
팅

콘텐츠 및 앱 서비스

위치 기반 서비스

스마트 디바이스의 폭증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TV 등 스마트 기기 보급과 사용률이 폭증. 2009년에
서 2011년 사이에,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용자 증가율 추세를 보임.
한편, 향후 1년 내에 내장형 시스템, 오락 기기, 가전 기기, 자동차 등에 탑재
되는 지능형 통신 기기의 수가 ‘전통’ IT 기기의 수를 웃돌 것으로 예상
(IDC 2011)

스마트TV는 스마트폰 개념을 TV로 이식하고, 개인에서 가족으로 사용자
개념이 달라지면서, 안방 가전 기기의 중심이 되는 주요한 스마트 기기로 인식.
“디바이스+서비스” 시장의 글로벌 업체 - 삼성, LG,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이 가전 스마트 디바이스 기기의 핵심 경쟁력인 N 스크린 서비스의
패권을 두고 상호 협력과 경쟁 관계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
사물통신 시장의 성장
2015년 전세계에 6억 개 이상의 M2M 디바이스가 보급될 예정이며, 관련
서비스 매출이 2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Strategy Analytics)
스마트폰에 이어 차기 IT 산업을 주도할 주요한 성장 동인으로 ‘사물지능통신
(Intelligent Machine-to-Machine Communication)’에 주목.
정부 및 대형 IT 기업을 중심으로 M2M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사물통신과 기기의 증가
이미 센서와 태그의 수가 1000억 개, 통신하는 사물의 수가 115억 개에
이르고 있음. (IDC 2011)

애플리케이션

위치 API

스마트폰, 태블릿 등 일반 스마트 디바이스의 실질적인 사용률 증가가
‘폭증’으로 언급될 만큼, 대부분의 지난 예상을 웃돌면서, 수년간 지속된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도 스마트 디바이스는 IT 시장의 가장 강력한
성장 동인이 되고 있으며,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센서 API
센서 드라이버
센서

이러한 동인에 힘입어 휴대폰뿐만 아니라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의
다양한 가전제품과 개인용 기기들이 스마트 디바이스(Smart Devices)라는
이름을 달고 등장하고 있으며 차기 스마트 TV 시장을 포함, 스마트 디바
이스 기기의 핵심 경쟁력인 N 스크린 서비스 곧 ‘디바이스+서비스’ 시장
의 패권을 두고 글로벌 업체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작, 화상, 소리, 진동, 근거리 통신, 접촉,
압력, 중력, 속도 등

논리 로케이션 센서

물리 정보 그대로를 전달 또는 논리 계산 결과를 물리 정보로 변환

이와 더불어 전 세계가 스마트폰에 이어 차기 IT 산업을 주도할 주요한
성장 동인으로 ‘사물통신(M2M)’ 시장의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
세계 각국 정부 및 대형 IT 기업을 중심으로 M2M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
또한 단순히 사물간의 통신 이외에도, 사물통신이 N 스크린 디바이스
+서비스와 결합되면서 생겨나는 새로운 시장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테면 자동차의 텔레매틱스, 건강 관리, 환경 감시, 스마트 가전 등은
이러한 통합의 이점을 활용하기에 좋은 분야다. 실제로 스마트 디바이스는
디바이스 자체(센서, GPS, 음성녹음, 사진/동영상, 촬영)에 머물지 않고
외부의 다양한 독립 센서(체중계, 생활습관 측정계) 장비와 통신하면서
개인의 성향과 선호를 쉽게 인지하는 기반이 되며, 위치정보를 포함하여
디바이스 자체에서 모여지는 실시간 정보는 “나”의 실제 상황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면서 사람과 디지털 공간과 자연스런 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이끌어 내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콘텐츠 서비스

센서 API를 통해 물리 정보를 애플리케이션에서 해석 가능한 정보로 변환

상
황
인
지
서
비
스

데이터 분석 기술

API

스마트TV 경쟁이 N 스크린 서비스 경쟁으로 확대

스마트 디바이스라 함은 스마트폰, 스마트TV, 태블릿, 게임 콘솔 등의 소비
가전 기기를 포함하여, 기기가 가진 기본 기능 이외에도 주변의 여러
현상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상황인지 컴퓨팅(Context-aware Computing)
기술을 탑재, 이러한 정보를 합성하여 지능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가능
하게 하는 모든 범주의 지능형 통신 기기(Intelligent Communication
Device)를 포괄한다.

센서 기반 컴퓨팅

센서형 기기

사용자 기기

스마트 디바이스

위치 기반 서비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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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 기술의 대중화
휴대폰, PC 등 개인 가전 기기에 NFC 칩이 장착되고 있으며, 사물간 근거리
통신은 물론, 모바일 결제(Pay-by-Mobile) 기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짐

18

www.msittrend.com

최환진

황재선

서진호

IgniteSpark 대표이사

LG 전자 MC 사업부 전략경영팀 과장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에반젤리스트

www.msittrend.com

19

내츄럴 사용자 인터페이스 (Natural User Interface)

내츄럴 사용자 인터페이스 - 주요 기술 및 아키텍처

사람과 디지털 기기 사이의 “아날로그” 대화
활용 시나리오

내츄럴 사용자 인터페이스(Natural User Interface, 이하 NUI)라는 명칭은
1970년대부터 MIT Media Lab의 “Wearable Computer” 연구에 참여
했던, Steve Mann이 자신의 “Metaphor-free Computing” 연구를 “Natural
(Direct) Interface (이하 NUI)” 로 언급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2008년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에서 서피스 컴퓨팅(Surface Computing)
의 연구 책임자인 de los Reyes 세대 UI 기술이 진보하는 방향을 NUI라
언급하면서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

Direct Interaction (직접 소통)

•

Multi-Touch (멀티 터치)

•

Multi-User (멀티 유저)

•

Object Recognition (사물 인식)

호텔, 백화점, 대형 할인 매장, 서점 등에서 제품의 검색, 상담, 구매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발적인 소비 행동을 이끌고, 소비자의 환경에 따라 개인화된
정보 제시 등으로 편의와 흥미를 줄 수 있도록 새로운 소비 경험 개발
컴퓨터 게임, 교육 등에서 높은 몰입도와 참여도를 이끌어 내어 기존 디지털 매체와 기기의 한계를 개선
의료 기관,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스마트워크 실현을 위하여 기기 특성, 장소와 시간, 업무 특성, 작업 환경, 디지털 소통, 공동 작업 방식 등에서
기존 업무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

NUI 애플리케이션

현 IT 산업에서 “내츄럴(Natural)”의 의미는, Steve Mann의 연구 목표와
달리,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별도의 인공적인 제어 장치 없이도, 사람의
자연스런 감각/행동/인지 능력을 통해 직접 교감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기기를 제어하는 인터페이스 기술 또는 연구 개발 방향을 통칭하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

직접 소통

멀티터치

멀티유저

사물 인식

NUI API - NUI 프로그래밍 모형을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CLI

•
•

Codified
Strick

GUI

•
•

Metaphor
Exploratory

NUI

•
•

Direct
Intuitive

De Los Reyes, “Predicting the Past”, August 25, 2008,
Web Directions South 2008, Sydney Convention Centre: Web Directions

NUI 기술의 실용화

멀티터치 기술의 대중화
애플 사의 아이폰, 아이팟은 전 세계적 성공으로 멀티터치 기술의 대중화 시대
가 열림.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 태블릿 제품 개발에 멀터터치 기술
을 적용, 삼성전자 등이 시장 진입에 성공하면서 “멀티터치 디바이스 플랫폼”
기술의 저변이 전 산업으로 확대
동작 감지 기술의 대중화
닌텐토와 소니 사는 자사 콘솔 게임 기기에 기존의 여러 센서 기술을 결합 응용.
사람의 움직임을 간접 감지하는 콘트롤러를 개발, 사람의 동작과 UI를 연결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 개념을 제시,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킴
컴퓨터 비전 기술의 대중화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동작, 화상, 음성 인식 기술을 게임 인터페이스에 응용한
‘키넥트’를 출시, 기존 특수 분야의 고가 장비에 응용되던 인식 기술을 NUI
개발에 응용, 대중화에 성공하면서 관련 분야의 시장과 산업에 큰 반향을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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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시기에 동작 인식(Motion Capture),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등 그 동안 전문 분야의 특수 기술로 인식되어 왔던 고수준의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이 전화기, TV, 게임기 등의 일반 가전 기기와 결합
되어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최근에는 음성 인식 기술도 시장
에서 다시 실용성을 재 검증 받는 등, NUI는 사람과 디지털 기기 간의
소통의 폭과 깊이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다른 IT 기술의 대중적 상품
가치를 결정짓는 주요한 IT 산업의 동인으로 인식되면서 새로운 인터
페이스 기술의 호황기를 이끌어 가고 있다.

User Context)과 앱
환경(Application Context)을 합성(Syndication)

• 논리 사용자 환경(Logical

• 사용자 피드백 시스템(User

센서 API

Feedback System)

센서 드라이버
센서
동작, 화상, 소리, 진동, 근거리 통신,
접촉, 압력, 중력, 속도 등

NUI 가능한 사용자 디지털 기기

IT 트렌드 2012 자문위원

애플리케이션+콘텐츠 서비스

상
황
인
지
기
술

API

2007년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서피스(Surface Computing)”란 이름으로
거실 테이블 모양의 컴퓨터와 함께, 자사 연구소에서 2001년부터 시작된
NUI 기술을 공개. 차세대 디지털 기기의 인터페이스 모형을 제시 (월스트릿 저널
‘D: All Things Digital’ 컨퍼런스)

특히 NUI를 대변하는 멀티터치 UI 기술은 1960년대 후반 IBM 사에서
터치스크린 연구를 처음 시작한 이래로 수 많은 기기에서 시험되다가,
최근에 이르러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와 같은 이동형 개인 디지털 기기의
기본 인터페이스로 탑재되면서부터 대중화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전 산업에 걸쳐 스마트 디바이스 곧 지능형 통신 기기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스마트 디바이스” 참고), 이전에 전문 분야의 응용에
머물렀던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상황인식 컴퓨팅(Contextaware Computing) 등이 다양한 센서 기반 컴퓨팅(Sensor-based
Computing) 기술과 맞물려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에 흔히 활용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Logical User Context and
Feedback

상황인지 서비스

내
츄
럴
사
용
자
인
터
페
이
스
기
술

위치 기반 서비스

Physical User Context and
Feedback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참여자

최형욱

고찬수

서진호

황리건

김영욱

퓨처디자이너스 창업자, CTEO

KBS 예능국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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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5

HTML5 - 주요 기술 및 아키텍처

기술과 산업의 융합을 이끄는 크로스 앱 플랫폼

전통 IT 산업

SI

N 스크린 앱 플랫폼

웹 기반 서비스 산업

Web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에 힘입어 모바일 인터넷의 규모는 데스크탑
기반의 인터넷에 비해 10배의 사용자 규모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Morgan
Stanley, Apr 2010). 이에 따라, 기기의 특성, 성능, 연결 환경에 독립적으로
‘디바이스’와 ‘(클라우드)서비스’를 연결하는 웹 기반 기술에 중요성이 확대
HTML5의 등장
‘디바이스+(클라우드) 서비스’로 요약되는 IT 기술의 흐름을 반영. 여러 스마트
기기를 가로질러 논리적으로 하나의 앱처럼 서로 연결되어 동작하는, 통일된
멀티스크린 (또는 N 스크린) 용 앱 개발 플랫폼의 필요라는 산업적 요구를
수용하는 표준안을 제시
HTML5의 빠른 확산
전통 데스트톱 환경을 포함하여 Android, iOS, Windows Phone 등 대부
분의 이동형 사용자 단말기에서 이미 HTML5를 지원. 데스크톱 PC 등의
환경에서도 HTML5를 재생할 수 있는 브라우저 비율이 50%를 초과
(MeFeedia, Feb 2011)
2014년에 HTML5 표준을 정립
산업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접근성은 물론, 기존의 디바이스 전용 플랫폼 수준의
사용성과 표현력을 갖춘 앱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
(W3C HTML5 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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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5는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공인 표준 기술로서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가능한 동등한 사용성을 보일 수 있도록 설계됨이 마땅하지만,
산업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과 달리 앱 플랫폼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을 대폭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디바이스 전용 플랫폼만이 갖추고
있던 표현력과 기능을 상당 수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보기를 들어, CSS3 Media Query는 멀티스크린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간편하게 만들고, 해상도에 맞는 이미지 생성을 위해 SVG(Scalable
Vector Graphics)라는 벡터 그래픽스 기술을 채택하는 등, 말하자면 화면
크기가 서로 다른 디바이스에 맞추어 동작하는 앱 개발을 돕는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2014년을 모든 요소 기술의 표준이 완성되어 플랫폼의 완벽한 호환
성이 보장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다. 현 시점에서 일부 요소 기술은 표준화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미디어 재생이나 3D 그래픽스 등 업체별로 자사의
이해 관계에 따라 큰 의견의 차이를 보이는 기술도 있다. 그럼에도 관련
기술 공동체에서는 반응형 웹 디자인(Responsive Web Design)과 같이
디바이스의 화면 크기에 따라 최적의 화면배치가 가능한 기법 등이 논의
되는 등 새로운 앱 플랫폼 기술로서 HTML5 대한 산업의 관심은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하다.

• 소셜 네트워크
• 메일, 포럼, 인스턴트 메시지

App

• 디지털 마케팅
• 저장소
• 클라우드 서비스

서
비
스
소
프
트
웨
어

N 스크린 앱 플랫폼

오프라인과
저장소

디바이스
접근

연결성

• ERP,

( Solution Software)

모바일 인터넷의 성장

• 정보 검색

( Service Software)

App

HTML5는 HTML5, CSS3 등과 같은 최신 웹 기술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지금에 이르러 HTML5 기술이 전 산업에 걸쳐 공통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우선 산업 구조적인 관점에서 (1) 웹 기술 기반의
서비스로 성공을 거둔 기업들이 자사의 서비스 플랫폼 기술을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다양한 사용자 단말 장치로까지 확산시키려는
가운데 웹을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으로 하고, 인터넷을 서비스 배포와
확산의 네트워크로 활용하여, 이른바 ‘디바이스+서비스 (Device +
Service)’로 요약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생태계 모형을 주도하고 있고
(2) 클라우드 컴퓨팅의 등장과 함께 전통 IT 분야의 제조, 소프트웨어, 서비스
산업체들도 이러한 기술 전략을 도입하여 자사의 생산 배포 확산의 생태
계를 일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3) 스마트워크 유행과 함께 기업
내부의 IT 서비스 체계도 ‘디바이스+서비스’ 모형으로 점차 변모해 가는
외중에서, 웹 기반 기술이 디바이스와 서비스 양단을 연결하는 ‘+’ 기술로
명확한 입지를 굳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기술적인 면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가 여러 기기를
가로질러 논리적으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처럼 소통하고 동작
하는 멀티스크린 (또는 N 스크린) 앱의 필요를 낳고, 이로부터 다시, 서로
다른 디바이스 플랫폼에서도 동등한 사용성을 보장하고 동질의 다른
기술에 대한 중복 투자를 줄일 수 있는 표준 플랫폼의 필요를 자연스레
이끌어 내었다. 따라서 HTML5의 등장은 주요 디바이스 플랫폼 업체
사이의 복잡한 이해 관계 속에서 산업 전반의 걸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제시된 대안으로 볼 수 있다.

솔
루
션
소
프
트
웨
어

HTML5의
의미구조

성능과
통합

CSS3

그래픽스와
효과

멀티미디어

CRM, SCM

• BI
• 사무용 소프트웨어
• 보안 소프트웨어

Web

• 기업형 소셜 네트워크
•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
• 가상화
• 클라우드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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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Flexible Workspace)

스마트워크 (Flexible Workspace) - 주요 기술 및 아키텍처

MEAP +/- BYOD = 스마트워크?
활용 시나리오
PC, 모바일 장비 등의 다양한 클라이언트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메일, 일정을 전송, 확인
인터넷만 연결되면 메신저, 화상 회의, 전화 회의 등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하여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의 효용성 증대
다양한 프로젝트에 적합한 형태의 Workspace 생성하여 협업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문서 및 자료들을 손쉽게 공유하여 업무 생산성 향상
새로운 IT 기술의 도입은 일하는 방식과 생산성에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 IT 산업 초기, 워드 프로세서는 타자기를 밀어내며 사무
자동화 시대를 이끌었고, 이후 그룹웨어의 등장은 종이문서 중심이었던
일 체계를 전자적으로 변화시키는 동인이었다. 이와 같이 IT 기술 발전의
효과는 단위 작업의 편의와 생산성 향상 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종래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낮은 업무 생산성에 대한 개선
한국의 근로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 평균 근로시간 1,749시간보다
매우 높은 반면, 생산성은 OECD 31개국 중 23위인 57천 달러 수준으로
생산성이 낮음 (2010년 OECD 회원국 노동생산성, 한국생산성 본부)
스마트 디바이스의 확산으로 인한 기업 환경 변화
스마트 기기를 통해 모바일 환경에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고민 시작
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신세대를 중심으로 일과 개인의 삶에 대한 균형 (Work & Life Balance)을
점차 중요하게 생각하게 됨에 따라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 필요
업무 패턴의 변화
2000년 전체 업무량 대비 공동업무 비중 60%에서 2015년 86%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동 업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 마련 필요(Gartner)

최근 들어 스마트 디바이스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빠른 확산은 다시 한 번
산업 전반에 걸쳐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스마트 디바이스는 BYOD(Bring Your Own Device)을
가능하게 하고, 개인과 일터 사이에서 기기, 서비스, 공간, 시간의 엄격한
구분을 점차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소비 대중을 주도하는 IT 변화
(Consumerization of IT)로부터 시작되어, 이른바 ‘디바이스 + 서비스’
로 요약되는 IT 체계의 점진적인 변화는, 디지털 생활 공간(Digital Life
Universe)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일터와 개인 공간 등, 서로 다른
공간 사이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조직 내부의 IT 서비스
체계마저 변모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좀 더
민첩하고 유연하며 비용 효율적인 업무 방식에 대한 고민을 안겨주었다.

사용자 업무
시나리오 따라
다양한 개인 장치를
선택하고 활용

단일 로그온에 의한 관련
시스템 접근 및 통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가상
데스크톱을
통한 표준업무
환경 제공 /
중앙화 된 환경
관리

개인업무와 공동업무를
고려한 협업 및 프로젝트
관리체계 수립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배포와
버전관리

언제 어디서나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양한
즉시 협업 가능

네트워크 보안 및 기기분실 시
원격지 데이터 삭제 등
통합적인 보안체계 수립

협업 내용 및 성격에
따른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선택

스마트워크는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하였는데,
다양한 업무 시나리오에 근거한 대응체계라 볼 수 있다. 이를 테면 모바일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1인당 획일적으로 배정했던 사무공간을 일하는 방식에
맞게 공용공간으로 재 설계함으로써 일의 생산성과 공간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이미 상당수 글로벌 기업들은 이러한 공간 재배치 등을
통해 생산성 향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얻고 있다. 또한, 9-6 출퇴근 근무
형태에서 벗어나 개인의 일하는 방식, 내/외근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모바일 환경 및 실질적인 원격 근무가 가능하도록 IT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흔히 고려되는 방안이다.

도시 거대화로 인한 폐해 감소 추진
출퇴근 시간 증가 및 차량 이동으로 인해 CO2 등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 오염
증대 등 국가 차원의 도심지 집중화로 인한 불필요한 낭비 요소 제거 추진
스마트워크를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사무공간의 재설계를 통해 10~30%의 협업공간 확보 및 업무공간에 대한
만족도 40% 증가. 더불어 업무 재설계를 통해 업무 생산성 57% 증대
(Micro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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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IT 서비스 체계나 시설 개선 등과 같은 물리적인 지원 외에도,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개인과 조직이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개선의 욕구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명확한 업무 분장, 일하는 방식과 일의 흐름, 업무 성과 평가 방식
등 논리적인 요소를 개선하는 것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주요한 고려
사항이다.

IT 트렌드 2012 자문위원

정수진 수석

박성혁 이사

한국마이이크로소프트 수석 컨설턴트

딜로이트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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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box Live, Media Room

(DataMarket, Applications)

SharePoint Online

Lync Online

Hyper-V + Azure
Integration
On-premise Server App

Device + Cloud
Integration

Forefront - Cloud-aware uniﬁed security

Location and Sensor API
Context-aware Computing
Support

Windows Sync Framework
Device & Contents
Synchronization

Windows, Windows Phone, Xbox

VPC

Other OSs
Hyper-V

Active Directory and Federation
Service (Secure Token Service,SSO etc)
LDAP-based Identity and Access
Control
Windows Server

Internet Information Server
Web Application
Server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Self-service Portal
Development Kit

Service Lifecycle Management

Caching
distributed, in-memory,
application cache Service

Service Bus
relaying, messaging, composition

Windows Azure Active Directory
Identity and Access Control

ǩ

ǩ

ǩ

ǩ

Database Management
Reporting
Analytics
Data Sync

Windows Live

Big Data Platform

3rd Party Data Analytics
Service Components

Business Applications
& Solutions
(ERP, SCM, CRM, KMS,
etc.)

Data Analysis on/off Premise/
Real-time Monitoring
Complex Event Processing
Distributed Computing
Distributed Storage
Hadoop

SQL Server
Relational
DBMS

SQL Azure

Bing - general search, map, data research, digital marketing

Windows Live

System Center - Cloud Infrastructure Management: Provisioning, Metering, Monitoring, Diagnostic Service

ǩ

(IT EcosystemMarket place)

Windows Azure Marketplace

Exchange Online

Dynamics CRM Online

Claims-based Identity and
Access Control

Exchange
Dynamic CRM
SharePoint
ǩ

ǩ

Microsoft Pinpoint

Business Productivity
Online Suite

Windows Azure CDN
Service

Windows Azure

Jeeb

Custom
Dev.
Method

Custom
Tools Ext.

Testing Fx

Custom SDK

rd

?d\hWijhkYjkh[

n-Screen
Apps

Windows Phone
Marketplace

Ofﬁce Web Apps

9bekZ
3 Party Tool Chains

Windows Identity Foundation

Mail, Writer,
Photo Gallery,
Movie Maker,
Messenger,
SkyDrive,
Mesh

Business
Productivity
Server Suite

Ed#fh[c_i[?J

Visual Studio

FbWj\ehc

7ffb_YWj_edi

:[l_Y[

마이크로소프트 주요 관련 기술 및
솔루션 아키텍처

Windows Live
Essentials

클라우드 컴퓨팅

Team Foundation Server

High Performance
Computing

Virtual Network
(Windows Azure Connect,
Trafﬁc Manager)
Storage
Queue, Table, Blob,
Drive Distributed
Storage Service
(NoSQL)

Compute
Distributed Computing
Service
Virtualization Service
(Custom VM)

www.msittre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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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s

Crawlers

Social Services Platform

Bots

Connector

Hyper-V 클라우드

Visual Studio
Lab Management 2010

Microsoft

스마트 클라이언트: BYOD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술

기업 애플리케이션

• 데이터 활용

•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연동소셜

• 아이덴터티 통합

CRM

LOB

APPs

Visual Studio
Lab Management 2010

Microsoft

Management &
Development
Platform

윈도 애저 (PaaS + IaaS)

빅 데이터 기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

Enterprise Business Applications

ERP

Data Warehouse

Big Data Platform

아이덴터티 공급자

SSRS

Embedded BI

SQL Server Reporting Service

Predictive Analysis

소셜 서비스 플랫폼(Social Service Platform)

Smart Device

Sensors

Hyper-V Cloud

3rd Party Data
Analysis
Technology

Excel with Power Pivot

Cloud Computing

Windows Azure

Hadoop

SQL Server Analysis Service

SSAS

Power View

Data Visualization Tools

빅 데이터(Big Data)

BI Platform

www.msittre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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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API

UMDF Sensor Driver

UMDF Sensor Driver

사용자 기기

Location and Other
Sensor Contral
Panel

상
황
인
지
서
비
스

Visual Studio
Lab Management 2010

Microsoft

Development

UMDF Sensor Driver

Sensor Class

JavaScript

Devices
&Printing

Internet
Explorer

UMDF Sensor Driver

Sensor Class

Sensor API

Location API

C#
VB

.NET

Silverlight

NUI 가능한 사용자 디지털 기기

SURFACE Platform and SDK
- http://www.microsoft.com/surface/en/
us/softwareplatform.aspx

Location and Other
Sensor Control
Panel

Win32

C
C++

• KINECT for Windows
- http://www.microsoft.com/en-us/
kinectforwindows/

HTML

JavaScript
(Chakra)

Windows core OS services

Applivation model

Graphics
&Media

WinRT Apls

C#, VB

• WINDOWS

DEV CENTER
- http://msdn.microsoft.com/en-us/
windows/br229518

• WINDOWS

PHONE & KINECT :APP HUB
- http://create.msdn.com/ko-KR/

Desktop apps

개발 기술 관련 정보

위치 기반 서비스

Azure + Hyper-V (hybrid cloud) for 클라우드 서비스

Hadoop 기반 Big Data 기술

애플리케이션 + 콘텐츠 서비스

HTML/CSS

Location IDispatch Interface

Communication
&data

C/C++

XAML

Metro style apps

NUI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내츄럴 사용자 인터페이스(Natural user Interface)

Windows 8 / Windows 7/ Windows Phone 7.x

센서형 기기

센서 기반 컴퓨팅

물리 정보 그대로를 전달 또는 논리 계산 결과를 물리 정보로 변환

Sensor Class Extension

Sensor Class Extension

Sensor API

센서 API를 통해 물리 정보를 애플리케이션에서 해석 가능한 정보로 변환

Location IDispatch Interface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디바이스(Smart Device)

API

www.msittre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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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과
저장소

DAM

Visual Studio
Lab Management 2010

Microsoft

Development

HTML5

Partner
Encoding&
Encryption Tools

Partner
Licensing
Services

View

연결성

Core

System
services

Mode
controller

디바이스
접근

Graphics
&Media

WinRT APls

C#, VB

Devices
&Printing

JavaScript
(Chakra)

HTML/CSS

Social

Internet
Explorer

HTML

JavaScript

HTML5의
의미구조

Big Data

Windows core OS services

Applivation model

XAML

Metro style apps

Communication
&Data

C/C++

성능과
통합

N 스크린 앱 플랫폼

N 스크린 앱 플랫폼

PROCESS WORKFLOW

내츄럴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지털 콘텐츠(Being Digital Contents)

그래픽스와
효과

Win32

C
C++

Desktop apps

CSS3

Log

.NET

Silverlight

C#
VB

멀티미디어

클
라
우
드
컴
퓨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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