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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experience 실감서비스 플랫폼 기술

요 약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전 

속에서 늘 그 중심에 서 있던 이슈는 플랫폼이다. ICT 업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사용자들은 플랫폼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용자들에게 자신의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숨어 있

는 것이다.

즉, 플랫폼 지배를 통해 ICT 업계의 선두를 유지해 오거나 선

두로 나서고자 하는 노력과 시도는 늘 있어 왔으며 플랫폼 기술

은 단일 목적 단일 서비스 지원을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출발하여 개인화 서비스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 서

비스 플랫폼을 거쳐 융합 서비스 플랫폼까지 발전 해 왔다. 서

비스 사용자들에게 공통 요소를 제공해 준다는 플랫폼의 본질

은 변화되지 않고 있지만 관련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플랫폼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플랫폼의 구조와 기능 발전을 거듭해 왔

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ICT 업계의 기술 발전 흐름 속에서 가장 

큰 의미를 담고 있는 플랫폼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플랫

폼의 의미와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플랫폼 기

술 발전의 흐름 속에서 사용자들에게 Tele-experience 서비

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Tele-experience 실감서비스 플랫폼 개발 방향과 이슈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향후 플랫폼의 역할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I. 서론

ICT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패러다임의 등장은 일상적이다. 

소수의 과학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는 각 가정에 보급되면서 

일반 대중들에게 다가서기 시작하였고 인터넷이라는 기술의 등

장으로 인해 혼자 존재하던 단말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사람들

의 일상을 변화 시켰다. 최근 들어서는 컴퓨터라는 고정되고 단

일 목적의 기기가 아닌 모바일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의 

손위에서 전통적인 다른 목적의 아날로그와 디지털 기기들과 

결합되어 수많은 응용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플랫폼이란 용어는 최근 들어 ICT 업계에서는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용어이지만 다른 업종과 업계에서도 다양한 의미로 사용

되고 있다. ICT 분야로 한정해 보면 개인용 컴퓨터에 탑재되는 

운용체제인 개인용 PC(Personal Computer) OS(Operating 

System)가 등장하는 1980년대 초반 애플과 IBM간 개인용 컴

퓨터 시장을 놓고 격돌하면서부터 플랫폼의 개념과 선점의 중

요성이 생겨 났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초반 IBM이 제시하는 하드웨어 플랫폼 환경에 탑

재되었던 MS-DOS(MicroSoft Disk Operating System)의 승

리로 인해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MS사의 DOS라는 환경

에 맞춰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고 MS-DOS가 개인용 컴퓨

터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ICT 관련 산업계뿐만 아니라 자동차, 

가전 업계 등의 여러 산업 분야에서 재연되었고 ICT업계에서는 

인터넷의 등장과 더불어 각종 컴퓨터들의 연결에 의해 형성되

는 새로운 시장 변화에 발맞춰 플랫폼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다.

서비스 플랫폼은 이러한 ICT 업계의 신성들의 등장과 더불어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기존의 OS를 기반으로 하면서 응용 

프로그램의 운용 환경을 제공해주는 의미로 시작된 플랫폼 개

념이 서비스 플랫폼으로 확장되면서 운용 환경을 제공하지 않

고 가져다 사용하면서 비즈니스 측면에서 사용자를 많이 모으

고 접근 방식을 통일하면서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의미로 서비스 플랫폼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서비스 플랫폼의 정의를 보면 응용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전

달하는 틀로서, 서비스가 생성, 실행, 관리되는 플랫폼이라 할 

수 있으며 서비스 플랫폼은 응용 프로그램 제작도구인 API 공

개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1].

이렇듯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시작한 플랫폼의 개념은 소프트

웨어 플랫폼의 개념을 거쳐 서비스 플랫폼의 개념까지 확장되었

으며 최근에는 오픈 API를 기반으로 하는 웹 서비스 플랫폼과 

클라우드 환경으로 확장해 가는 PaaS(Platform as a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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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턴트 메신저를 기반으로 하는 특정 서비스 플랫폼 등 다양

한 플랫폼 개념과 관점을 기반으로 하는 응용 서비스들이 사용

자들에게 제공되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또한 ICT 서비스 개발자들과 ICT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도 다

양한 형태의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기능을 기반으

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모아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결

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제공해 줄 수 있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사용중인 플랫폼 기술 동향에 대해 

살펴 본다. 우선, 2장부터 5장까지 플랫폼 발전 흐름에 대해 간

략하게 살펴 본 후 플랫폼 기술 발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살

펴보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플랫폼, 오픈 플랫폼, 웹 기반 플랫

폼 관점에 대해 집어 보고자 한다. 

6장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본 것을 바탕으로 현

재 개발하고 있는 Tele-experience 실감서비스 플랫폼의 개발 

방향과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이슈에 대해 살펴 보고 마지막 7

장에서는 플랫폼의 발전 방향을 고려한 Tele-experience 실감

서비스 플랫폼의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결론

을 맺고자 한다.

II. 플랫폼 발전 흐름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개인용 컴퓨터의 등장으로 시작된 

ICT 산업은 이후 인터넷의 보급과 더불어 확장되기 시작하였

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형태로 산업이 발전하면서 ICT 구조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플랫폼을 ICT 구성 요소의 하나로 인

식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ICT 생태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ICT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Consumers, Network Element 

Providers, Network Operators와 더불어 Platform, content 

& application providers을 묶어 4개로 구분하고 각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6 가지로 분류하고 이

러한 관계 속에서 ICT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고 접근하였다[2]. 

이후, ICT 생태계에서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여 다른 구성 요

소들이 서로 연관을 가지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른 모듈들과 정보를 주고 받으면

서 외부 환경과 상호 작용을 하는 것으로 설정하게 되면서 플랫

폼의 중요성에 주목하게 되었다[3][4].

또한 인터넷의 보조 수단이었던 웹 개념이 웹 서비스 개념으

로 보편화 되면서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카오톡, Google, Facebook

등이 있다.

시장이 아닌 웹 검색 시장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라는 새로운 ICT 기반 서비스 시장을 창출해 내는 것에 그친 것

이 아니라 웹 기반 서비스 플랫폼과 SNS 기반 서비스 플랫폼이

라는 플랫폼 형태의 기반 기술과 응용 서비스 창출의 토대를 제

공하면서 새로운 플랫폼 시장을 창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서비

스 플랫폼 시장의 선점을 통해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기

반 기술을 제공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서비스 플랫폼의 등

장과 더불어 모든 ICT 자원을 외부에 두고 이를 이용하는 클라

우드 개념이 접목되면서 서비스 플랫폼 기술은 많은 사람들로

부터 주목을 받게 되면서 플랫폼의 개념은 확대 되었다.

III. 소프트웨어 플랫폼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정의를 살펴보면 컴퓨팅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다[5]. 즉, 컴퓨터 운영 환경을 제공하는 운영 체제를 기

반으로 동작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

전적 의미가 확장되면서 플랫폼과 외부 환경에 존재하는 모듈

들간에 사전에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경쟁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게 되었다[2].

이렇게 개념을 발전하던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2000년대 말에 

등장한 아이폰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플랫폼 업계의 변혁이 생

겨 난다. 아이폰은 iOS라는 모바일 기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

고 있으면서 아이튠즈라는 애플사의 음원 서비스등과 결합하

고 독특한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제공하여 급성장하

게 되었고 iOS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배포하기 위한 공

간을 제공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방화 분야를 개인용 컴퓨터에서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으로 확장되었다[6].

그림 1. ICT Ecosystem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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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서 Google은 안드로이드라는 리눅스 기반 모바일 운

영체제를 무료로 공급하고 안드로이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에 있어서도 애플처럼 제한 조건을 두지 않고 쉽게 참여 

할 수 있게 하는 정반대의 정책을 주도하였다. 현재는 모바일 플

랫폼이 개인용 컴퓨터 운영체제 플랫폼을 제치고 대세로 굳어져 

있으며 모바일 플랫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구조를 

살펴보면 <그림 2>처럼 크게 4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7].

안드로이드 구조의 맨 하단에는 리눅스 커널이 존재한다. 디

바이스에 부착된 각종 하드웨어들과 연동을 위한 드라이버를 

비롯한 하드웨어 구동을 위한 제어 및 연동 기능을 담당하게 된

다. 리눅스를 모태로 하여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리눅스 커널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기존의 리눅스와는 전혀 다른 OS라고 

보아야 하며 리눅스 커널 위에는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고

유 라이브러리 계층이 존재하고 있다.

라이브러리 계층에서는 안드로이드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DB에 대한 접속 기능, 2D/3D 가속 기능 등을 제공하

며 이외에도 Surface Manager, WebKit등의 기능들을 제공하

며 안드로이드 런타임은 안드로이드의 핵심 자바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계층에서는 안드로이드 개

발자들이 만들어 내는 응용 프로그램과 직접 연동하는 각종 기

본 기능을 제공한다. 

응용 계층은 말 그대로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응용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 공간이며 응용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고 

고성능을 제공해 줄 수 있게 구현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안드로이드 핵심 자바 라이브러리 계층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

리들을 어떻게 잘 조합해 만들어 내는가와 라이브러리 자체 성

능에 달려 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구조를 보면 대부분 안드로이드 구조와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맨 아래에 존재하는 커널 계층부

터 상단의 라이브러리 제공 계층까지 각자 조금씩 다른 형태로 

구성되어 응용 프로그램의 구동 환경을 제공하는 형태를 가지

며 각 라이브러리의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켜 버전을 올려 공개

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개선한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중심이 개인용 컴퓨터에서 모바일 단말

로 이동해 가는 흐름 중에서 주목해야 하는 현상은 모바일 단말

이 아닌 다른 형태의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기능 제공을 위해 탑

재되었던 임베디드 리눅스의 시장 점유가 축소되고 대신에 모

바일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탑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디

바이스를 구성하는 하드웨어 성능이 높아짐에 따라 예전에는 

디바이스에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럽고 전기 소비량이 컸던 모바

일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전혀 무거운 존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쉽게 응용 서비스 개발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뜻

이기도 하다.

IV. 오픈 플랫폼

오픈 플랫폼의 정의를 살펴 보면 개방된 표준을 기반으로 하

여 필요한 기능을 원 프로그램의 수정 없이 그대로 API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다[8]. 

오픈 플랫폼은 서비스 플랫폼의 또 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으며 

오픈 플랫폼의 지향점은 표준화된 규격을 기반으로 서로 연동

하면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

는 모든 플랫폼 환경을 범위로 하고 있다. 

Unix 규격 기술 표준을 기반으로 탄생하여 Open Platform 

3.0을 제창하고 있는The Open Group의 오픈 플랫폼의 모습을 

보면 플랫폼의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을 잘 보여 주고 있다. 

Open Platform 3.0에서 다뤄야 하는 주요 분야는 Mobility, 

Social networks and social enterprise, Big data analyt-

ics, Cloud Computing, The Internet of Things(networked 

sensors and controls)를 기술하고 있다[9]. 여기에 나열된 분

야들은 현재 플랫폼 각축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들이며 이러

한 단체들의 활동 결과물들을 많이 쏟아 내고 있으나 실제 개방

형 플랫폼이라는 전제 조건을 놓고 보자면 오히려 산업을 이끌

어 가고 있는 선두 업체들의 선택과 집중에 따라 de facto 표준 

또는 표준화 단체의 표준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전자정부 3.0에서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Open PaaS)이

라는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는 흐름이 있으며[10] 오픈 플랫폼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공공적 성격의 데이터 관리 및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플랫폼을 접근하는 흐름도 있다. 대표적

인 것이 정부의 각 부처별 데이터 구축에 따른 플랫폼 개발인데 

그림 2. 안드로이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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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국가공간 정보 플랫폼 개발 방향과 

전자정부 3.0 실현을 위한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생산과 

관리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이 있다.

국가공간정보 플랫폼인 경우 국토해양부가 주관이 되어 지리 

정보, 지하 시설물 정보 등을 공간 빅데이터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공간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외부에 표준서비스 프레

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 공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

도가 있다[11].

데이터 플랫폼인 경우 공공 성격의 데이터 공공 데이터 개방

을 통해 해당 국가의 공공 사업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제

된 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WWW재단에서 

ODB(Open Data Barometer)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

국은 오픈 데이터 정책의 실행력 분야에서 취약한 것으로 들어

남에 따라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의 생산과 관리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12].

국내에서는 이처럼 오픈 플랫폼의 주체가 주로 공공 기관이

라는 점이 특정이며 전자 정부 3.0에 맞춰 공공 정보 공개 확대

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오픈 플랫폼인 경우 공공 성격이 더욱 더 

강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오픈 

플랫폼을 데이터 개방에 맞춰 본다면 국외에서도 유사한 형태

로 발전해 갈 것으로 생각된다.

V. 웹 플랫폼과 W3C

웹 플랫폼이란, 웹 기술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

고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으로, 단순히 플랫폼 독립적인 

Runtime만으로 구성하는 경우와 Kernel까지 포함하는 OS 형

태로 구분된다[13]. 웹 환경은 실행 환경이나 접속 단말의 구분

이 없이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면서 인터넷이 되는 조건이면 사

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점이 있게 때문에 최근

에는 플랫폼 독립적인 Runtime만 구성되면 웹 플랫폼이라고 

하기도 한다.

웹 플랫폼의 구조를 살펴 보면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도

시할 수 있다[13]. 웹 플랫폼의 구조는 하단에 각 기기를 지원

하는 OS와 System libraries들이 존재하고 그 상단에 Web 

Engine이 웹 응용프로그램을 지원하는 UI 프레임워크를 지원

하는 형태를 가진다. 이러한 웹 플랫폼 구조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 연동 관련 프로토콜과 웹 사용 및 연동 규

격 표준이다.

웹 플랫폼과 관련된 규격으로는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웹 

표준, Device API, 기타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규격

들이 있으며[14] 이러한 핵심적인 표준화 분야에서 가장 활발

한 활동을 하면서 앞장 서고 있는 표준화 단체가 W3C(World 

Wide Web Consortium)다. W3C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웹 성

장을 위한 프로토콜 및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웹 기술을 선도

하는 표준화 단체다[14].

그림 3. 웹 플랫폼 구조

표 1. 웹 플랫폼 규격 분야

관련 규격 규격 설명

웹	표준	규격
HMTL,	CSS,	Javascript	APIs	등을	

포함한다.

Device	API

하드웨어와	플랫폼의	자원	및	기
능을	이용하기	위한	규격으로	
Camera	API,	Geolocation	API,	
Contact	API,	Calendar	API,	Task	

API	등이	있다.

기타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규격

Packaging,	Network,	
Communication,	Performance,	
Real	Time	Com	munication	등을	포

함한다.

NPAPI	Plug-in	
(Netscape	Plug-
i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Google	Chrome,	Safari,	Firefox,	
Opera,	IE	등	웹	브라우저에서	쓰
이는	Cross	Platform	Plug-in	구조
이다.	브라우저에서	지원되지	않는	
기능을	Ex	tension형태로	구현하여,	
Enterprise	Application,	Multimedia,	
Game	Ap	plication	등	고성능을	요
하는	기능을	개발할	수	있다.

Native	Client

Google	Chrome,	Chrome	OS에	
적용된	기술로	기존의	C,	C++로	
만들어	진	소프트웨어	모듈을	재	
사용하기	위한	방안이다.	Native	
Code	수준의	성	능	구현이	가능
하며,	악의적인	코드	실행	방지와	
Inner-Sandbox를	통해	보	안을	강

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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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현재 W3C에 소속된 Working group은 48개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Working group을 보면 Web 

Real-Time Communications Working group, Web Appli-

cation Working group, HTML Working group 등이 있다. 

특히, HTML WG에서는 HTML5는 2014년 10월에 표준을 확

정하여 발표[18]하였고 HTML5 기반의 멀티 미디어 공유/전송 

기술 등과 보안 기술들이 합쳐서 앞으로 웹 플랫폼이 오픈 플랫

폼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VI. Tele-experience 실감서비스 플랫폼

Tele-experience 실감서비스 플랫폼은 범부처 기가코리아 

사업의 일환으로 초다시점과 같은 고품질 대용량 미디어를 기

반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물리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어도 마치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TaaS(Tele-experience as a Service)로 정의

하고 스마트워크, 원격 교육, 원격 의료, 체험형 스포츠 등 단일 

서비스 이외에 매쉬업 서비스를 포함한 TaaS 서비스 제공을 위

한 서비스 플랫폼이며 Tele-experience 실감서비스 플랫폼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서비스 플랫폼 동향에 대해 먼저 살펴 보

도록 하자.

서비스 플랫폼은 유무선 통신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던 통신 

사업자들이 기존 통신 서비스 이외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

기 위한 시도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시도들이 힘을 모으면서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 4세대를 넘는 서비스 플랫폼 기술이 

발전하게 되었다[15].

서비스 플랫폼은 통신 인프라 사업자의 부가 서비스 창출을 통

한 비즈니스 모델 정립이었기 때문에 2세대 서비스 플랫폼에 들

어서면서 통신 서비스 개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된다. 이전

까지는 서비스 개방이라는 측면은 자신들의 사업을 지속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연동이었다면 2세대 서비스 플랫폼에 이르면서 

서로 다른 IT 서비스 사업자들과의 연동 인터페이스 규격을 정

의하고 규격에 따른 융합 서비스 플랫폼 구조를 선보임에 따라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은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던 많은 

ICT 기업들의 복잡한 연합과 제휴 구조를 촉진시키게 되었다.

서비스 플랫폼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으나, 서비스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3계층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다양한 응용을 손쉽게 생성할 수 있는 서비스 생성 환

경(service creation environment) 계층, 둘째는 서비스 조립/

실행/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프레임워크 계층, 마지막으로 네트

워크 정합과 가입자 데이터 추상화를 제공하는 네트워크/가입자 

계층이다[15]. 이처럼 서비스 플랫폼이 1세대에서 4세대를 넘어 

발전해 왔지만 기본적인 3계층 구조를 제공해야 하며 세대를 거

듭하면서 각 계층별로 전문화된 기업들이 해당 계층의 핵심 기

능을 제공하면서 표준화된 규격에 기반한 정보 연동을 통해 서

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동적인 융합 환경

에 따른 보안 문제 이슈에 대한 고민도 상존하고 있다[16].

2000년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에는 피처폰을 대신하여 스마

트폰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개인용 모바일 단말 보급 

확산에 따라 등장한 카카오톡 서비스를 예로 들자면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를 응용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그

림 4의 최상위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서비스 생성 환경 계층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관리, 실행, 계정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

하면서 새로운 게임, 사진, 블로그 서비스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변신을 한 ㈜ 카카오의 발전 방향이 

대표적인 서비스 플랫폼의 예라고 할 수 있겠다.그림 4. 서비스 플랫폼 발전 방향

그림 5. 서비스 플랫폼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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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에서는 서비스 플랫폼을 인터넷 서비스 등장과 연

결시켜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앞서 언급했던 Google이나 

Facebook과 같은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자신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능을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식이라는 API를 제공하면서 시작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 기업의 특징을 살펴 보면 초기에

는 각자 주력 인터넷 서비스를 일반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

으로 시작했다. Google은 웹 검색이었으며 페이스 북은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한 개인들의 자기 PR 수단 내지는 자신과 관계

를 맺고 있는 사람들간의 의사 소통의 공간을 제공했던 것이다. 

이러한 초기 사업 형태에서 벗어나 각자 자신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단위 기능 예를 들어, Google 지도, GPS 기반의 위치 

확인, 길거리 사진 정보, 날씨, 사용자 접근 인증 방식, 사진이

나 동영상 연결 및 공유, 메시지 송수신 기능 등의 다양한 기

능을 사전에 허락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RESTful등의 오픈 

API Description 기술을 이용하여 손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점차 플랫폼 사업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Facebook도 Facebook에 가입되어 있고 Facebook에 접속하

거나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접속하지만 Facebook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게임이나 쇼핑 등의 다른 활동도 아무런 제약 없이 이

용할 수 있게 해 주는 형태로 발전하면서 2013년 에는 1분기 매

출액이 14억 6천만 달러를 올리는[17]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로 

변신한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고유 영역에서 출발하여 다른 기능을 제공해 

나가는 것을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하기보다 비즈니스 플랫폼

이라고 한정하여 자신의 플랫폼 개념을 정립하기도 한다. 이처

럼 서비스 플랫폼이 제공해야 하는 OPEN API, 고성능 인프라 

기반, 서비스 생성 및 관리 환경 제공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Tele-experience 실감서비스 플랫폼은 <그림 6>에서 도시한 

것과 같이 기가 미디어를 제어 및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컴퓨

팅 인프라, TaaS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TaaS Framework, 

TaaS 서비스 생성 및 실행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환경 

구조로 설계하여 개발하고 있다.

Tele-experience 실감서비스 플랫폼은의 고성능 미디어 처

리를 지원하기 위해 컴퓨팅 인프라 기술 개발을 포함하고 있으

며, 각각의 컴퓨팅 인프라 기술은 메모리 클라우드 기술, 네트

워크 가속 기술, 스케일러블 미디어 노드 기술로 구성된다. 

메모리 클라우드 기술은 대용량 미디어를 공유 혹은 전송 하기 

위한 인코딩, 디코딩을 포함한 영상 처리나 콘텐츠 Repository

를 활용한 저장, 관리 처리시 고속의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메모

리 캐쉬 기능 및 메모리 클라우드 기술을 제공한다. 네트워크 가

속 기술은 대용량 미디어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전송 지연 시간

을 최소화하여 대용량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스케일러블 미디

어 노드 기술은 물리적으로 제공되는 GPU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그림 6. Tele-experience 실감서비스 플랫폼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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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를 분산 처리하기 위한 기술을 지원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플랫폼은 서비스 사용의 편리성, 웹 기반 

사용 환경 구축, 인터페이스 개방이라는 3가지 주요 특징을 갖

는 구조적 트랜드의 발전 흐름에 맞춰 개별 응용 서비스 별 기

능 지원을 위한 silo 구조 형태로써 매쉬업, 그리고, 접속 단말

이나 운용 환경의 제약을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도록 웹 기반 플

랫폼의 형태로 설계 하였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은 컴

포넌트 단위로 분류하여 개발 및 관리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

었으며, 외부 공개용 인터페이스 기능들은 서비스 컴포넌트 계

층으로 분류하였고 서비스 컴포넌트 계층에서 필요로 하는 단

위 기능들은 공통 컴포넌트 계층으로 분류하여 컴포넌트 관리 

도구를 통해 컴포넌트 생명 주기 관리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또

한 서비스 사업자가 Tele-experience 실감서비스 플랫폼에서 

제시하는 개발 가이드 라인에 따라 개발한 기능을 웹 인터페이

스 형태로 실감서비스 플랫폼에 탑재하여 타 사업자에게 제공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단위 서비스 제공과 이용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Flexible한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Tele-experience 실감서비스 플랫폼은 사용자들이 높은 수

준의 Tele-experience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가 미디

어에 실감 효과 정보를 결합하여 제공하고 사용자 단말 장치에

서 이를 실시간으로 해석하여 처리 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사

용자의 환경 정보와 감성 정보 등을 수집하여 사용자 별로 최적

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양방향 서비스 지원도 제공할 예정

이며 이와 더불어 기가코리아 사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초다시

점 단말, 초다시점 컨텐츠, 5G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이들 사업

에서 나오는 기가 미디어와 전송 기술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

어 서비스 소비자들에게 제공 될 수 있는 중간 매개체의 역할도 

수행하고자 한다

VII. 결 론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플랫폼은 단일 목적의 서비스 사업자

들에게 보다 쉽고 빠르게 서비스 개발을 위한 환경을 제시하고 

사용자들에게는 단말에 탑재된 기반 기술의 제약을 덜 받으면

서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

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플랫폼 기반으로 대부분의 ICT 생

태계가 구축되어 있을 만큼 커다란 발전을 해 왔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플랫폼은 서비스 사용의 편리성, 웹 기

반으로 대표되는 운용 및 접속 환경 제약의 탈피, 응용 서비스 

제공 인터페이스 개방이라는 3대 핵심 가치를 표방해 왔으며 

이러한 플랫폼 기반 사업을 통해 서비스 사용자들은 다양한 서

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모든 기능 개발에 매달릴 필요 없이 주

력 기능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나머지 기능들과 서비스 사용자

에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플랫폼 사업자

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ICT산업계와 관련 표준화 

단체, 정부 등에서는 서비스 플랫폼 활성화 측면에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플랫폼은 서비스 소

비자가 체험하는 형태의 변화가 있을 뿐 플랫폼의 중요성은 더

욱 더 커져 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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