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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관련 기술 개발의 기준이 되고 있는 

UCT(Ubiquitous Computing Technology)기반 서비스 시나리오의 실질적인 구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다 

면평가방법론을 제안하는 것이다. 다면평가는 제안된 UCT기반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하여 기술성, 사업성, 수용성 

의 3차원으로 평가하여 개별 시나리오의 구현 가능성 및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해주는 평가 

방법론이다. 이것은 기존 UCT기반 서비스 시나리오 관련 평가방법론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또한 

기존에 제안된 기술가치 평가, 재무적 평가(ROI, ROA 등) 등 현재 구현되지 않는 UCT기반 서비스 시나리오의 

특성상 도출 불가능 하거나 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파라미터를 이용하는 평가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따라서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제안되는 UCT기반 서비스 관련 시나리오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포괄 

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시나리오에 기반한 기술 개발에 대한 타당성과 개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평가 도구로 활 

용 가능할 것이다.

ABSTRACT

Currently, Ubiquitous Computing Technology(UCT)-based service scenarios play an important role in estimating the 
potential of UCT-based servic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pose a multidimensional evaluation(ME) 
methodology for UCT-based service scenarios regarding their possibilities of realization for the future. Our 泗roach 
contributes to extend service level management in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Management(ITSM) by evaluating 
the level of a new service in advance. ME consists of three dimensions: technological evaluations, business-oriented 
evaluations, and user-oriented evaluations. The three types of evaluations are mutually harmonized to check the overall 
possibility of realization and validity for certain UCT-based service scenarios. Theoretically, ME is developed to 
overcome the extant evaluation methods for UCT-based service scenarios, which are limited in the number of 
evaluation criterions. It is also conceived to cope with the limitation of economical evaluation methods (e.g., 
technological valuation, estimation of financial outcomes such as ROI, ROA, etc. that are difficult to give meaningful 
results because most of UCT-based services are not fully realized so far. From the practical perspectives, in addition, our 
approach can be applied to a variety of scenarios due to its domain-independent approach.

키워드: 유비쿼터스 컴퓨팅, 다면평가, 서비스,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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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정보기술 서비스 관리(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Management： ITSM)에 대한 관 

심이 고조되고 있다. ITSM은 기업 내에서 IT 관 

리의 대상을 IT서비스 전체로 확장한 것으로 전체 

IT자원을 서비스로 재인식하여 전략적이고 체계적 

으로 관리 하는 운영관리전략으로 정의된다. 

ITSM은 기업의 정보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IT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IT서비스를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TSM의 개념을 가 

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HP를 손 

꼽을 수 있다. HP는 ITSM의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비스 뷰 관리, 서비스 프로세스 관리, 그 

리고 서비스 수준 관리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서비스 수준 관리를 위한 솔루션으로 HP 어 

드바이저를 제안하여 IT관리에 유용한 핵심 정보 

인 기업 업무의 전산 지원 서비스 현황을 웹을 통 

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웹서비스 아키텍처로까지 

ITSM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30],

ITSM에서의 서비스 수준 관리는 조직에게 제공 

되는 서비스 수준을 유지 및 개선하는 목표를 갖 

는다. 이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현재의 IT 서비 

스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는 의미 있는 평가 측정 항목을 개발하는 것이 중 

요하다

한편 1990년대 이후로 유비쿼터스 컴퓨팅 

(Ubiquitous Computing： UC) 관련 기사와 논문 등 

이 발표되면서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활용한 서비 

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초기에는 UC와 관 

련된 문헌의 대부분이 저자들의 예측과 상상력 혹 

은 다른 글을 단순 인용하는 수준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IT솔루션 기업들도 유 

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이 점차 성숙됨에 따라 수요 

기업에게 제공할 솔루션에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 

술(Ubiquitous Computing Technology： UCT)을 도입하 

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 속에서 

UC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이 높아지고， 

관련 기술개발이 활성화 되면서 점차 UC 환경 구 

축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양한 UC 

관련 요소 및 원천 기술과 제품들이 실현 가능한 

서비스 시나리오들을 바탕으로 제안되고 있다[3].

따라서 서비스 시나리오는 UC 관련 다양한 원 

천 기술과 제품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상대적으 

로 기술 주도적 관점에서 그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관련 기술 개발은 장기적 

으로 이를 통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흥卜는데 개발 단계에서 이러한 비 

즈니스 가치를 판단흐｝는 데 필요한 원천들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나리오 단계에서 

사업성을 포함한 구현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 구현 되지 않는 서비스 

시나리오로 평가하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 

이다

UCT기반 서비스가 기업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과연 이러한 서비스가 기업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 

하는지에 대해 사전에 평가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I7SM에서의 서비스 수준 관리는 UCT와 같은 미 

래 기술에 있어서는 도입 전의 사전 평가적 단계 

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UC관 

련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연구들 

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2] [26][28]. 또한 일부 연 

구들은 기 술가치 평 가, 산업 연 관분석 표를 이 용한 

국민경제 파급효과, 재무적 성과지표인 ROL ROA 

등을 이용한 경제적 타당성 검증 위주의 평가 수 

준에 머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평가방 

법들은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모수(parameter)들이 

실제 구현되지 않는 가상의 서비스 시나리오를 바 

탕으로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결과의 신뢰 

성과 의미가 매우 제한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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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의 경제적 평가방법들은 기술 그 자체의 

가치에만 중점을 둔 평가방법으로 해당 기술을 이 

용한 다양한 서비스 시나리오 전반의 종합적인 가 

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ITSM에서 

의 서비스 수준에서도 평가방법론으로서 TQM, 

Balanced Scorecard, CobiT, Criteria Catalog 방법론 정 

도가 거론되어 왔다 [14] [21] [23] [29],

그러나 UC분야의 많은 기술개발 프로젝트들은 

아직 완전한 기술 또는 제품의 개발이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 자체의 평가에는 한계 

가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기술들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반 서비스 시나리오를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현재 완전히 구현되지 않은 기술에 초점 

을 맞추기보다는 이러한 기술이 구현되었을 경우 

달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현재 그 기술을 개발하는 타당성을 부여하는데 적 

합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존 ITSM에서의 서비 

스 수준 평가가 이미 구축된 시스템의 유지 및 개 

선에 초점을 두었다면 UCT와 같은 신기술 기반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 평가적 성격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이러한 고려가 미흡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CT기반 서비스를 수용 

하려는 기업들에게 ITSM에서의 사전적 서비스 수 

준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UCT기반 서비스 적용 

타당성을 경제적 차원을 뛰어넘어 포괄적 

(comprehensive) 관점에서 종합적 인 평가를 수행 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평 

가방법론과 비교하여 포괄적 차원이란 경제성 이 

외에도 해당 서비스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기술의 

구현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술성, 사업적인 구현 가 

능성을 평가흐】는 사업성 [25], 사용자 측면에서 선 

호를 평가하는 수용성 등의 다차원의 평가 항목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UCT기반 서비 

스 시나리오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차원들을 식별하고 둘째, 식별된 차원들을 이용하 

여 UCT기반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한 다면평가방 

법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개발된 평가 방법론 

을 (재)유비쿼터스 컴퓨팅 사업단에서 제안한 u- 

Healthcare, u-Shopping, u-Pub]ic의 세 서비스 영역에 

서 제안된 6개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실제 평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UCT기반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한 다면평가모 

델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기술성, 사업성, 수용성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UC 관련 기술 

이 적용된 하나의 서비스 시나리오가 실제 구현되 

기 위해 요구되는 특성을 기술적 실현 가능성 여 

부, 사업적 성공 가능 여부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 

이고 활용할 가능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 

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다면평가모델 및 

각 평가 차원의 도출 과정과 차원별 세부 평가항 

목 구성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2.1 다면평가에 관한 연구

다면평가(360~degree appraisal 360° feedback, multi- 

souroe assessment)는 조직 및 인사관리 분야에서 가 

장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조직관리 분야에서 다면 

평가는 한 개인을 평가하는 경우 상사 한명이 단 

독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 다수의 평가자가 여러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대상자를 

포함하여, 상사, 동료 부하 등이 피평가자를 중심 

에 두고 그와 연결된 모든 방향에서 평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16][20]. 이러한 다면평가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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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은 산업 및 조직심리학에서 실시하는 직무만 

족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사고과 평가에 적용함으 

로써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면평가는 평가 

자료가 전방위적으로 수집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상급자에 의한 평가와 구별되는데, 이러한 평가방 

법은 여러 사람을 평정자로 활용함으로써 평가에 

참여하는 소수인의 주관과 편견, 그리고 이들 간의 

개인편차를 줄임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평가목적에 따라 평가 

자와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 

는 유연성도 있다[5].

이러한 다면평가의 개념을 UC 서비스 시나리오 

평가에 적용해보면 UC 서비스 시나리오가 포함하 

고 있는 다양한 측면을 포괄적 인 관점에서 측정 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UC 서비스 시나리오를 사용하 

여 구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현을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측면의 요구사항을 UC 서비스 

시나리오가 충족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 

문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서비스가 구현된다는 것 

은 시나리오에 기술된 서비스의 절차가 수행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요구상이 충족되었음을 의미 

하며, 상용화가 된다는 것은 사업적 인 타당성 이 있 

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구현과 상용화 이 

후의 조기 확산여부는 사용자들이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다면평가모델은 조직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직무만족 또는 인사고과에 

대한 다면평가는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자가 다수 

임에 비하여, UC서비스 시나리오 다면평가에서는 

다차원에 대한 다수의 평가가 수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다면 평가란 

평가자뿐만 아니라 평가기준 역시 다면화 된 복합 

〈그림 1> UC서비스 시나리오 다면평가모델의 구성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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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다면평가모델을 의미한다.

평가기준의 다면화를 통한 다면평가모델이 필요 

한 이유는 첫째, 실제 UC 서비스 시나리오의 많은 

부분은 기술적인 구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수준을 

바탕으로 한 기술주도적인 시나리오가 제안되는 

경우가 많지만 기술성 만으로는 타당성 높은 평가 

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만을 수행해서는 그 서비스의 종합적인 잠재성 또 

는 성공 가능성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기술적 

으로 완벽한 서비스라고 할지라도 사업적으로 타 

당성이 없을 수 있으며 동시에 기술 및 사업적 타 

당성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이러한 

서비스가 수용될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기 때 

문이다. 따라서 서비스 시나리오 특히 UC 서비스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서비스 

의 출현 가능성을 이야기하므로 보다 다양한 관점 

에서 포괄적인 평가가 요구된다.

둘째, UC 서비스 시나리오가- 구체적인 세부 서 

비스 단계에서부터 산업을 포괄하고 있는 매우 광 

범위한 시나리오까지 제공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심지어 다양한 산업 영역에 걸쳐 제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의 

평가방법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전체적인 산업 차 

원에서 제안되는 시나리오의 경우는 기술성과 사 

업성을 기본적으로 고려하면서도 사회전체의 균형 

을 고려한 공익적인 측면의 요소도 함께 고려되어 

야 한다. 이럴 경우 기존의 평가방법으로는 새로운 

평가방법을 제안해야 하지만 다면평가모델의 경우 

는 기존 평가차원에 공익성 차원을 추가 모듈로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그림 1> 

참조）. 이처럼 모듈화 된 다면평가방법은 다양한 

차원에서 평가된 결과에 대하여 상호비교 분석하 

는 것도 가능하게 해준다. 따라서 평가의 목적과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그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다면평가방법의 의의를 살리면서 실무적 

으로도 그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기술가 

치 평가, 사업적 타당성, 사용자 수용성 등과 같은 

개념을 단일한 평가체계내로 포함시킨 UG서비스 

시나리오 다면평가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UC 서 

비스 시나리오 다면평가모델은 UC 서비스 시나리 

오를 중심에 두고 기술 사업, 사용자 각각의 관점 

에서 구현, 타당성, 수용되기 위한 요구수준을 명 

확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본 

다면평가모델의 특징은 기존에 가장 많이 활용되 

는 기술 가치 평가에서와 같은 경제적 측면만을 

별도로 강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새 

로운 기술이나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 기준 

중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경제적 측면의 평가는 

기술 및 사업적 타당성의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 

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기존의 평가방법이 기 

술, 사업, 사용자 관점에서의 경제적 가치만을 떼 

어 놓고 보았다면 본 연구에서의 UC 서비스 시 

나리오 다면평가모델의 각 차원들은 이러한 경제 

적 평가항목까지를 모두 고려한 보편적 기준이면 

서 동시에 각 차원의 고유한 특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포괄적 평가 기준으로 볼 수 있다（〈그림 

2） 참조）. 다음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세 

가지 평가기준인 기술성, 사업성, 수용성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의 도출과 이를 적용하는 과정을 제 

시하고 있다.

2.2 다면폄가기준의 도층

2.2.1 개요

본 연구에서는 UCT기반 서비스 시나리오를 적 

용할 산업 또는 영역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 

은 시나리오를 식별하기 위한 평가방법의 기준으 

로 기술적, 사업적, 사용자 측면의 실현 가능성의 

세 가지를 채택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3차원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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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링 평가 프로세스를 （개별 서비스 시나리오의 

적용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식별하기 위한 평가 

에） 활용하였다.

평가 절차는 우선 서비스 시나리오를 평가하기 

위한 차원으로 기술성, 사업성, 수용성의 세 가지 

차원 및 각각의 세부 평가 항목을 식별한다. 그리 

고 세부 평가 항목의 중요도 및 실제 평가 점수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스코어링 모델을 이용한다. 

즉, 세 차원의 세부 평가 항목들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하고 세부 평가 항목 별로 실제 평가점수와 

서로 곱하여 사용한다国.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 

체적인 절차는 아래의〈그림 2〉와 같으며, 세부적 

인 절차와 3가지 평가 차원에 대해서 해당 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2.3 세부 평가 항목

2.3.1 기술성

2.3.1.1 평가방향 및 주요 고려 사항

UCT기반 서비스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 평가 

를 위한 기술적 측면의 평가항목은 다음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도출되었다. 첫째, UC 환경의 핵심 

기술영역을 도출한다. 둘째, 각각의 기술 영역이 

현재까지 제안된 다양한 UC 기술을 포함할 수 있 

는 포괄성이 있는지를 체크한다. 마지막으로 기술 

적 실현 가능성의 평가 척도（항목）들은 선행 연구 

들과 기타 문헌들을 토대로 일반성이 확보된 것이 

어야 하며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상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도출된 기술성의 세부 

평가 항목은 7개로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기술성 사업성 수용성

• 핵심기술 표준하 수준〔호환성）

• 랙심기술 비용타당성

•핵싱치술 개書수준

• 핵심기술 현 보급 수준

• 핵심기술 書전 가능성

• 핵심기술 场離 가능성

，핵심기술 신뢰성

• 서비스 가치 수준（고객/공급자 

관점 및 기존 서비스 자曾성）
- 핵심쟈원 가용성 ,

. 목표시장의 구체성

• 목표시장외 그기
• 투자주체의 명핡성

, 서뵈스 수익성

• 볍/제도적 타당성

" 서비스 교격우우］（경쟁 또는 기존 

서티스으 바죠）

• 서비스 확잠성

•샤용자 선호도

• 서비스 유용성

• 서비스 이용 응이성

• 서티스 신뢰성

- 서비스 확장성（제궁 범우1）
• 서비스 험용성

.  心、 一’ ........ ® 3”— .…. ..一 …一.■ > - ;■ . — - _”，"， S…..一一If......■察必泓1必=役心¥-：M琴处*皿

평가기준의 중요도 폏가 서비스 시나리오 별 평가

기술성/사얼성/공익성 평가 기준들의 

상대적 중요도（가중치） 평가
제안된 uc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해 가중 
치를 반영한 3가지 기준 별 세부 평가

UC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한 각각에 대한 상대적 기술성, 사업성, 수용성 점수 산줄

〈그림 2> UCT기반 서비스 시나리오 선정을 위한 평가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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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UCT기반 서비스 시나리오 평가를 위한 기술성 평가요소에 대한 조작적 정의

평가항목 내 용

핵심기술 표준화 수준 

（호환성）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기술（센서, 단말기, 네트워크 등）의 국내외 

표준화 정도 및 표준간 호환 가능성 정도

핵심기술 비용타당성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기술의 개발비용의 타당성 정도 

（비용/수익）

핵심기술 개발수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기술이 현재 개발 완료된 정도

핵심기술 현 보급수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기술이 현재 실생활에 활용되고 있는 정도

핵심기술 발전가능성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기술의 향후 발전 가능성 정도

핵심기술 대체가능성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기술이 유사기술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

핵심기술 신뢰성 핵심기술의 성능에 대해서 신뢰 할 수 있는 정도

2.3.1.2 세부 평가 항목 설명

（가） 핵심기술 표준화 수준

핵심기술 표준화 수준（호환성）은 서비스를 구 

성하고 있는 핵심 기술의 국내외 표준화 정도 및 

호환 가능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UC 환경은 '선 

점의 영역'이며 '속도의 세계'로서 차세대 정보기 

술 경쟁의 대표적인 자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학 

계 및 업계를 가리지 않은 많은 단체나 개인들에 

의한 관련 연구들이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 

정이다. 초기에 선점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무 

엇보다도 중요한 화두이다. IT 산업에서 기술 표 

준은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 

문이다[1]. 따라서 특정 UC 영역 （domain） 또는 하 

위 영역（sub-domain） 내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성 

장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각 영역 또는 하위 영역 

내에서 필요한 UC 핵심기술들이 표준을 따르고 

있는지가 중요한 기술성 평가 항목이 될 수 있다. 

이것은 UC 환경을 구현하는 새로운 요소 기술들 

이 가진 잠재력에 비해서 개발 수준과 표준화 수 

준은 아직 미비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표 

준화가 된 요소기술을 사용하는 UC 영역 또는 하 

위영역의 서비스는 그 만큼 확산 속도가 빠르고 

다른 UCT기반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성 

장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UC 

환경을 구현하는 요소기술들이 해당 UCT기반 서 

비스 시나리오 구현을 위해 얼마나 표준화 되었는 

가를 평가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 핵심기술 비용타당성

핵심기술 비용타당성은 UCT기반 서비스 시나 

리오에 적용된 핵심 기술（센서, 단말기, 네트워크 

등）들의 단위 생산 가격이나, 그것을 이용하기 위 

해 필요한 비용이 합리적인 수준인가를 평가하는 

항목을 말한다. 신기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경제 

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선행연구나 프로젝트들을 살펴보면 보통 경제성 

평가는 정보기술을 받아들이는 조직이 정보기술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7]. 이러한 경제성 평가 

는 핵심기술을 평가할 때도 유용하다. UCT기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기술들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단위 생산 가격이 포함된 가격）. 혹 

은 직접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을 조직이 감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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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는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해당 UCT기반 서비스 시나리오 

구현을 위해 요구되는 개발 및 투자비용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다） 핵심기술개발수준

핵심기술개발수준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기술이 현재 개발 완료된 정도', 즉 UCT기반 서 

비스 시나리오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요소 

기술들이 개발된 수준을 의미한다. 이는 ⑻의 연 

구에서 기술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채택한 기술 

개발단계와 유사한 개념이다. 핵심기술이 개발된 

수준이 중요한 이유는 이용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효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UCT기반 서비스가 있 

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뒷받침 수준이 낮다면 이용 

자들의 만족도는 낮아질 것이고 UCT기반 서비스 

자체에 대한 만족이나 이용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UCT기반 서비스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평가할 때 핵심 기술 영역 

에 있어서 요소기술들의 개발 수준에 대한 평가항 

목의 반영이 필요하다.

（라） 핵심기술 현 보급수준

핵심기술의 현 보급수준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기술이 현재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보기술 사용 혹은 구입 의도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정보기술 투자요인 

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정보기술에 대한 

이용의도에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구입성 

（purchasibility）, 생소함（alienation）, 필요성 （perceived 

need） 등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생소함이란 많 

은 사람들이 그들의 환경에 새로운 정보기술이 도 

입됨으로써 겪게 되는 심리학적인 두려움을 의미 

하는 것으로 사용자들이 정보화에 대한 참여 혹은 

정보기술에 대한 직접적 이용을 회피하는 주요 원 

인이다. 뿐만 아니라, 핵심기술의 현 보급 수준은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인프라 스트럭쳐의 구축 수 

준이기도 하다. 따라서 UCT기반 서비스 시나리오 

의 구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로 핵심기술 

의 현 보급수준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 핵심기술 발전가능성

핵심기술 발전가능성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 

심기술의 향후 발전 가능성 정도'를 의미한다. 현 

재 이미 개발 완료된 UCT 서비스의 핵심 기술들 

은 부분적으로 이미 시장에 나와 있거나 어느 정 

도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 있기도 하다. 하지만 진 

정한 UC 개념을 반영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 분야의 발전 가능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현재 적용하려고 하는 UCT기반 

서비스 시나리오의 기술이 타 분야에 쉽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개 

발이 용이해 질 수 있다.

（바） 핵심기술 대체가능성

핵심기술의 대체가능성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기술이 유사기술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가능 

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마이클 포터는 경쟁전략 

모형을 통해서 해당 산업이나 서비스의 수익률은 

소비자가 그 제품（서비스）에 대해 기꺼이 지불하 

려는 가격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체재의 유무에 따 

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많은 

기술가치 평가나 사업타당성을 평가하는 연구에서 

핵심기술의 대체가능성을 해당 기술의 가치를 평 

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해당 기술의 독점적 지위를 통해서 모방이 

불가능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해당 서비스의 차 

별성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성 있 

는 UCT기반 서비스 시나리오들에 대하여 핵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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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UCT기반 서비스 시나리오 평가를 위한 사업성 평가요소에 대한 조작적 정의

평가항목 내 용

서비스 가치 수준

（고객/공급자 관점, 기존서비스 차별성）

서비스가 고객 및 공급자 관점에서 제공하는 

가치의 정도

핵심자원 가용성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자원의 가용성 정도

목표시장의 구체성 서비스가 목표로 하는 시장이 뚜렷한 정도

목표시장의 크기 서비스가 목표로 하는 시장의 크기

투자주체의 명확성 서비스 관심 투자자가 명확한 정도

서비스 수익성
서비스 구현을 위해 필요한 비용 대비 얻을 수 

있는 수익의 비교 정도

법 제도적 타당성 서비스 구현을 위한 법제도적 장애의 유무 정도

서비스 가격우위

（경쟁 또는 전통적인 서비스와의 비교）

기존 서비스와 새로 구현될 서비스의 가격 

경쟁력 정도

술 대체가능성을 평가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 핵심기술 신뢰성

핵심기술의 신뢰성은 '핵심기술의 성능에 대해 

서 신뢰할 수 있는 정도'로서, 어떤 기술이나 제품 

등이 주어진 조건하에서 고장이나 에러 없이 최초 

의 품질 및 성능을 유지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신 

뢰성이 좋은 기술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이용자 

가 믿고 만족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핵심기술의 신뢰성 평가는 현재 개발이 완료되었 

거나 개발 중인 기술의 운용이나 시험과정 상에서 

의 안정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UC 영역 및 하 

위영역이 안정적으로 구현 가능한가를 판단할 수 

있다. 서비스 신뢰성이 고객 기대에 대해 적시에 

동일한 방법으로 실수가 없이 성취할 수 있는 정 

도를 의미하는 것[12][24]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UCT기반 서비스 이용자의 선 

택의 다양화가 가능해질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 수준의 신뢰성 검증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핵심기술의 신뢰성 정도를 

UCT기반 서비스 시나리오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2.3.2 사업성

2.3.2.1 평가방향 및 주요 고려사항

사업성이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사업화를 

고려할 때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과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혜택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비즈니스 

적 측면에서 서비스의 상용화 가능성을 평가한다. 

UCT기반 서비스의 구현은 센서, 단말기 등의 핵 

심기술뿐만 아니라 유/무선 네트워크와 같은 기반 

구조에도 엄청난 투자를 요구하므로 투자위험의 

정도가 다른 사업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성 평가는 기술성 평가와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각각의 UCT기반 

서비스에 대한 사업화 가능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업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8가지의 사업성 평가 요소를 사용할 수 

있다（〈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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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 세부 항목 설명

（가） 서비스 가치 수준 （고객/공급자 관점, 기존 

서비스와의 차별성）

서비스 가치 수준은 서비스가 고객 및 공급자 

관점에서 제공하는 가치의 정도'로 정의된다. 서비 

스 제공자가 목표 고객에게 다른 서비스 경쟁자와 

차별화 될 수 있고 독창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한 문제 이며, 이는 고객의 요구를 충 

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핵심적인 

가치의 수준을 의미한다. 고객은 서비스 구매를 위 

해 필요한 비용과 서비스로부터 얻어지는 품질을 

비교함으로써 서비스 가치를 비교하며 평가 결과 

에 따라 만족과 불만족의 크기를 결정하게 된다 

[13][31]. 고객들은 서비스 상품에 대한 만족 뿐만 

아니라 지각된 가치 （pew苴ved value） 에 따라서도 서 

비스와 제품을 평가하며, 여기서 가치는 객관적이 

고 절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것이다[12]. 

한편, UCT기반 서비스의 경우 고객이 수혜 받게 

되는 가치의 수준 외에도 공급자 관점에서도 어떠 

한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요 

소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가능성 있는 UC 영 

역 및 하위영역의 목표 고객을 정의하고 이들이 

받게 될 서비스의 가치와 매력도를 측정하는 것이 

사업성 평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나） 핵심자원의 가용성

핵심자원의 가용성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자원이 현재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한가를 의미한 

다. 특정 UCT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의 구현에 

앞서 해당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가 

를 판단할 수 있는 소요 자원의 가용 여부가 판단 

될 필요가 있다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서비스 모 

델이 존재한다고 해도 이들 자원이 현재 가용하지 

않다면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원기반관점 

（resource-based view）에서는 다른 경쟁기업들이 쉽 

게 보유하거나 모방할 수 없는 자원들을 통해 지 

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한 

다. 같은 맥락에서, 특정 서비스를 구성하는 핵심 

자원의 가용 수준은 그 서비스의 경쟁력과 성장 

여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11][27], 따라서 UCT서비스의 사업성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 핵심자원의 가용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 목표시장의 구체성

목표시장의 구체성은 '서비스가 목표로 하는 시 

장이 뚜렷한 정도로서 이는 해당 UC 적용 영역 

및 하위영역의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될 잠재적이고 

매력적인 고객을 식별할 수 있게 한다. 목표 시장 

은 예상되는 이용고객의 특성을 바탕으로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서비스 사용 확산을 위해 극복해야 

할 난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목표 

시장을 세분화하고 시장별 고객 특성에 기반한 사 

업 기회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목표시장의 구체성에 대한 정보는 기업이 제공 

하는 서비스 특성과 기회의 크기를 확인하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벤처 기업의 사업 

성공 가능성을 점검하는 기준 중 시장 세분화 전 

략은 목표시장이 얼마나 구체적인지와 그 크기가 

기업의 자원에 비해 적정한 지가 매우 중요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15] [期.

（라）목표시장의 크기

목표시장의 크기는 서비스가 목표로 하는 시장 

의 예상되는 수요자（개인 및 기업）가 많은 정도'를 

의미한다. 즉, 개발하려는 UCT기반 서비스의 예상 

판매수준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기업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필 

요로 하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때,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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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성 분석은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초가 된다. 이러한 목표시장의 

크기 분석의 가장 핵심인 수요예측에 관한 조사방 

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므로 제품과 서비스의 성 

격과 시장의 구조 등에 따라서 그 방법이 결정되 

어야 한다. 이러한 수요예측의 조사방법은 사용되 

는 자료와 유형에 따라서 다음의 네 가지 방법으 

로 나누어 질 수 있다.

① 직접자료법 : 국내외, 지역별 자료를 통해 파 

악한 시장현황 자료를 수요예측의 기초로 

삼는 방법

② 계열수지법 : 계획제품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제품의 시장현황（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

③ 지수법 : 상품 판매에 가장 영향이 깊은 요 

인을 찾아 그 변화를 지수화하고 그 정도에 

따른 상품판매 변화를 발견하여 수요를 예측 

히는 방법

④ 가계예산법 : 소비의 최종단계인 가계를 분 

석대상으로 하여 해당 상품의 구입을 위하여 

지출하는 가계의 상세한 자료를 살펴봄으로 

써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

（마） 투자주체의 명확성

투자주체의 명확성은 서비스의 관심 투자자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서 UCT기반 서 

비스의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 공급자와 이 

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명확하게 존재 

하느냐를 측정한다. UCT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특히 

UCT기반 서비스는 기존의 IT 기술로는 제공할 

수 없었던 편의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 

기술 개발을 위한 많은 투자비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투자주체의 명확성은 매우 중요한 평가항 

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현재 제 

공하고자 하는 UCT기반 서비스의 적용 영역 및 

하위영역의 투자주체를 정의하고 이들로부터 개발 

을 위한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창업 당시의 재무자원은 

사업 실패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17]. 미 

국 기술표준연구소（NIST）의 소요자금 변동모델에 

의하면, 시제품에 대한 성능 검증 후 양산용 시제 

품 개발이 이뤄지는 시기부터, 매출을 통한 본격적 

성장 시기까지 심각한 자금 부족으로 인한 죽음의 

계곡（valley cf death） 이 존재한다[9]. 따라서 새로운 

사업일수록 그 성공 여부는 투자 주체가 명확한 

정도에 크게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바） 서비스 수익성

서비스 수익성 이란 서비스 구현을 위해 필요한 

비용 대비 수익의 비교 정도'로서 [8] 제품과 서비 

스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된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 

는 과정이다.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이 좋고 목표 

시장의 크기가 크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이익을 

발생시킬 수 없다면 그 사업의 존재는 무의미하다. 

따라서 수익성 분석 역시 사업성 평가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경제성 분석은 기술성 분석 

과 시장성 분석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를 종합하여 

재무제표를 추정하고 필요한 자본의 규모를 결정 

하여 투자 대안의 경제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분석 

이 가능하다.

（사） 법 • 제도적 타당성

법 • 제도적 타당성이란 '서비스 구현을 위한 법 

• 제도적 어려움의 존재 또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 

으로 UC 환경에서는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법 • 제도적 장 

치들이 마련되고 있다. UC 환경에서 사람들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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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항상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프라이버시의 침해 가능성이 높 

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법규의 너무 많은 제한 

은 관련 UCT기반 서비스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 

기도 한다. 이를 반증 하듯이 현재 많은 UC 기반 

기술（예: RFID） 또는 서비스（예: LBS）들이 법적 

규제로 인하여 개발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하 

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능성 있는 UCT기반 

서비스들의 구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 장애물들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8].

（아） 서비스 가격우위

서비스 가격우위는 기존 서비스와 새로 구현될 

UCT기반 서비스의 가격 경쟁력의 수준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 서비스 가격 우위는 기존의 전통 

적인 비즈니스 형태와 UC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의 가격우위를 비교하여 상대적인 서비스의 가치 

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예를 들어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던 서비스가 UC를 기반으로 구현 

되어 더욱 낮은 가격으로 제공 가능할 경우에는 

높은 시장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반면 오 

히려 UC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되었을 경우 

고가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로 인하여 사업성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가능성 있는 여러 UCT 

서비스 식별을 위해서는 기존 서비스와의 가격 경 

쟁력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2.3.3 수용성

2.3.3.1 평가방향 및 주요 고려사항

수용성은 UCT기반 서비스가 실제 사용자들에 

게 얼마나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사용자 관점에서의 평 

가기준으로서 사용되었다（〈표 3> 참조）.

2.3.3.2 세부 항목 설명

（가） 사용자 선호도

사용자 선호도（preference）는 서비스의 잠재 고객 

이 서비스를 선호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제안된 

UCT기반 서비스 시나리오들이 구현될 경우 이용 

자들에게 얼마만큼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 

정하는 항목이다. 이러한 선호도 조사는 새로운 제 

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을 때 고객들의 요구 

（needs）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항목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측정 항목이다.

（나） 서비스 유용성

서비스 유용성은 서비스가 잠재 고객에게 유용 

한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으로[19] 서비스 이용 용 

〈표 3> UCT기반 서비스 시나리오 평가를 위한 수용성 평가요소에 대한 조작적 정의

평가항목 내 용

사용자 선호도 서비스의 잠재 고객 이 서비스를 선호하는 정도

서비스 유용성 서비스가 잠재 고객에게 유용한 정도

서비스 이용용이성 서비스를 이용하기 쉬운 정도

서비스 신뢰성 서비스에 대한 잠재고객의 신뢰 정도

서비스 확장성（범위） 서비스가 향후 다른 기능을 포함하여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

서비스 범용성 서비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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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과 함께 각종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예 : 모 

바일 서비스）를 사용자들이 수용하는데 매우 중요 

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18]. 따라서 UC 서비스 

는 사용자 입장에서 충분히 유용할 때 사용자 확 

산에 따른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를 고객 이 이용했을 때 실생활이나 업무 등 

에 얼마나 유용한가를 측정할 수 있다. 이는 서비 

스를 통해 제공하는 고객 혜택이 실질적으로 얼마 

나 이용 목적에 적합하며, 실질적인 효용이 제공되 

는가를 즉정 가능하게 해준다.

（다） 서비스 이용 용이성

서비스 이용 용이성은 최종 사용자가 제공되는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18] 해당 UCT 서비스 시나리오가 구현될 

경우 이를 이용하는 과정상의 편리함 또는 발생되 

는 문제점들을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이용 용이성 

은 하나의 서비스를 구현함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실제 서비스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이나 이용 

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할 때 자주 발생한다. 따 

라서 본 서비스 평가 방법론에서는 서비스 이용 

용이성을 수용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평가 

요인 중의 하나로 고려하였다.

（라） 서비스 신뢰성

서비스 신뢰성이란 제안된 UCT기반 서비스 시 

나리오가 구현되어 고객에게 제공되는 과정에서 

안정적이고 믿을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판 

단하는 평가항목이다[24]. 여기에서는 잠재고객의 

서비스 신뢰 정도를 측정하게 된다. UCT기반 서 

비스들 중에는 특히 의료관련 （u-Healthcam） 서비스 

시나리오의 경우 이용자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 

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안 

정성 확보 등을 통해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장해 

야만 성공할 수 있다.

（마） 서비스 확장성

서비스 확장성이란 '서비스가 향후 다른 기능을 

포함하여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의 수준을 의미 

한다. 특정 UCT기반 서비스 시나리오가 높은 서 

비스 확장성을 갖췄을 경우 이는 향후 개발이 가 

능한 시나리오들의 하위 인프라로 사용됨으로써 

서비스의 보급 확산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서비스 확장성을 갖춘 서 

비스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이를 보급시키는 것은 

추가적인 수익 창출에 따른 파급효과로 인해서 높 

은 서비스 수용 가능성을 보일 수 있다.

（바） 서비스 범용성

서비스 범용성이란 서비스가 많은 사람들이 쉽 

게 접근하여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UCT기반 서비스는 이러한 범용성을 갖 

춤으로써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 평균 또 

는 그 이상의 효율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하나의 서 

비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 

어야 함을 의미한다. UCT기반 서비스는 현재 시 

장 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용성을 

가진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할 경우 초기 사용자 

확보가 용이하고 보다 빠른 시장의 확대를 촉진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범용성은 특정 UC 시 

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평가 및 도출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3. UCT기반 서비스 

다면평가방법론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다 

면평가모델은 UCT기반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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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업, 사용자 측면에서의 실현 가능성과 효 

익을 측정하고 있다. 다면평가는 다음의 절차에 따 

라 이루어진다.

1 단계, 다면평가방법론에 따라 UCT서비스 시 

나리오를 평가할 전문가 그룹을 선정한다. 전문가 

그룹은 UCT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해당 서 

비스 시나리오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선정한다.

2 단계, 다면평가의 대상이 되는 시나리오에 대 

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한다. 다면평가모델의 평가 

결과는 평가 대상 UCT기반 시나리오에 반영되어 

있는 기술 사업, 수용성 관련 내용들의 차이에 의 

하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왜곡 

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의 대상이 되는 시나리오 

들을 상호비교하여 평가차원과 관련된 항목들의 

수준이 유사한 수준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나리 

오를 수정하는 표준화 작업을 수행한다（〈부록 1> 

참조）.

3 단계, 다면평가를 위한 설문지를 구성한다. 설 

문지의 구성은 기술성, 사업성, 수용성의 세부 측 

정항목들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부분과 서비 

스별 세부 측정항목에 대한 원점수를 계산하는 부 

분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설문항목의 마지막에는 

부록으로 평가의 대상이 되는 표준화된 시나리오 

를 평가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4 단계, 완성된 설문지를 배포하고 설문이 회수 

되면 수집된 데이터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타당성 

의 검증은 기술성, 사업성, 수용성에 대한 가중치 

로 부여된 값 중 극단치 （outlier）가 있는가를 전체 

수집된 가중치 데이터의 기술통계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제거한다. 제안된 UCT시나리오를 기준 

으로 각 평가 차원의 세부항목별 가중치의 고려가 

타당하지 못하면 평가결과를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나리오별로 측정된 세부항 

목별 평가점수에 대해서도 동일한 타당성 검증 과 

정을 거쳐 최종 평가 결과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한다.

5단계, 수집된 데 이터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 

한 후 각 측정항목별 데이터의 편차를 고려하여 

평가의 기준을 정한다. 시나리오별 점수는 기술성, 

사업성, 수용성의 세부 측정항목별 가중치와 세부 

측정항목의 원점수（10만점 기준）를 곱하여 도출한 

것으로 서비스별 상대적인 점수의 차이를 보인다 

（〈표 4> 및〈그림 3> 참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적인 점수의 차이의 크기를 절대적으로 비교 

하는 것이 아닌 상대적 비교를 한다는 점에 주목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A,B 시나리오에 대한 기술 

성의 점수가 &2：&4, 사업성의 점수가 7.0：82 수용성 

의 점수가 73： 7.7이 나왔다면 이들 점수의 차인 - 

02, 12 0.4 사이에 대한 크기의 비교는 의미가 없 

다. 점수의 차이에 의해 B시나리오가 A시나리오에 

비하여 기술, 사업, 수용성의 3차원에서 상대적으 

로 구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하면 된다. 이것은 

평가되어야 하는 서비스 시나리오에 따라 점수의 

편차가 달라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최종 결과 값 

의 최소 및 최대값의 편차가 달라지므로 절대적인 

점수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 

문이다.

6단계, 5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기술성 사 

업성, 수용성의 점수를 3차원의 좌표에 맵핑하여 

평가결과를 도식화한다. 다수의 UCT 서비스 시나 

리오의 평가결과를 3차원 좌표에 도식화하면 서비 

스간의 상대적인 비교가 직관적으로 이루어지고 

구현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의 군（group）을 쉽게 식 

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1 개별평가 항목 측정

3.1.1 개요

세부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한 세 가지 기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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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하위 영역에 대한 개별 평가 항목 및 평가 결고卜（예시）

평가기 준 평가점수 가중치 （%） 변환점수

기술성

핵심기술 표준화 수준 7 15 1.05

핵심기술 비용타당성 5 20 1.0

핵심기술 개발수준 6 15 0.9

핵심기술 현 보급수준 8 15 1.2

핵심기술 발전 가능성 9 10 0.9

핵심기술 대체가능성 3 10 0.3

핵심기술 신뢰성 5 15 0.75

소계 100 6.1

사업성

서비스 가치수준 5 20 1.0

핵심자원 가용성 8 10 0.8

목표시장의 구체성 9 5 0.45

목표시장의 크기 4 15 0.6

투자주체 명확성 6 10 0.6

서비스 수익성 7 15 1.05

법 제도적 타당성 8 10 0.8

서비스 가격우위 9 15 1.15

소계 100 6.45

수용성

（세부 서비스）

사용자 선호도 7 20 1.4

서비스 유용성 8 23 1.84

서비스 이용 용이성 9 17 1.53

서비스 신뢰성 8 19 1.52

서비스 확장성（범위） 7 11 0.77

서비스 범용성 9 11 0.99

소계 100 8.05

기술성, 사업성, 수용성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 

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설문을 의뢰 받은 전 

문가들은 제시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들 세부 

평가항목들에 대한 개별 점수를 10점 척도로 작성 

한다. 그리고 그 점수들을 각 세부 평가항목들에 

대한 가중치와 곱함으로써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변환점수를 구할 수 있다. 다음은 u-웰빙케어의 서 

브 도메인에 대한 개별 평가 항목들의 평가점수와 

수용성, 기술성 수용성의 개별 변환점수와 총합 

점수를 구한 예시이다（〈표 4> 참조）.

다음은 변환점수 계산을 위해서 사용된 가중치 

들에 대한 표이다. 이들 가중치 점수는 UC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수집된 설문 데이터를 통 

해 도출 되었다.

3.2 평가 및 분석방법

3.2.1 평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 절차

본 장의 서두에서 제안한 다면평가방법론의 수 

행절차에 따른 1단계 과정으로서 평가결과의 신뢰 

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일 중요하고 실제 

평가를 담당할 전문가 그룹을 선정하였다. 전문가 

그룹은 "（재）유비쿼터스컴퓨팅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과제별 연구책임자급（박사）, 실무책임자급（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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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기술성 차원의 항목별 가중치

평가기 준 정 의 중요도 (%)

핵심기술 표준화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기술의 국내외 표준화 정도 및 

표준간 호환 가능성 정도
19

핵심기술 비용타당성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기술의 개발비용의 타당성 정도 20

핵심기술 개발수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기술이 현재 개발 완료 정도 13

핵심기술 현 보급수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기술이 현재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 

는 정도
11

핵심기술 발전가능성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기술의 향후 발전 가능성 정도 14

핵심기술 대체가능성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기술이 유사기술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
9

핵심기술 신뢰성 핵심기술의 성능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도 15

합 계 100

〈표 6> 사업성 차원의 항목별 가중치

평가기 준 정 의 중요도 (%)

서비스 가치 수준 서비스가 고객 및 공급자 관점에서 제공하는 가치의 정도 16

핵심자원 가용성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자원의 가용성 정도 9

목표시장의 구체성 서비스가 목표로 하는 시장이 뚜렷한 정도 11

목표시장의 크기 서비스가 목표로 하는 시장의 크기 10

투자주체 명확성 서비스 관심 투자자가 명확한 정도 8

서비스 수익성
서비스 구현을 위해 필요한 비용 대비 얻을 수 있는 수익의 

비교 정도
21

법 제도적 타당성 서비스 구현을 위한 법제도적 장애의 유무 정도 13

서비스 가격우위 기존 서비스와 새로 구현될 서비스의 가격 경쟁력 정도 12

합 계 100

〈표 7> 수용성 차원의 항목별 가중치

평가기 준 정 의 중요도 (%)

사용자 선호도 서비스의 잠재 고객이 서비스를 선호하는 정도 20

서비스 유용성 서비스가 잠재 고객에게 유용한(U蛔) 정도 23

서비스 이용용이성 서비스를 이용하기 쉬운 정도 17

서비스 신뢰성 서비스에 대한 잠재고객의 신뢰 정도 19

서비스 확장성(범위)
서비스가 향후 다른 기능을 포함하여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 

의 정도
11

서비스 범용성 서비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도 11

합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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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응답자（전문가 그룹）의 표본 특성

구분 내용 인원 비율

응답자의 직책
연구책 임자급빅사） 15명 46.9%

실무책임자급（박사과정） 17 명 53.1%

응답자의 배경학문
인문사회과학（경영, 심리 등） 10 명 31.3%

공학（전기전자, 기계 등） 22 명 68.7%

UC 수행과제의 내용

시나리오개 발/평가 3 명 9.3%

비즈니스 모델 개발 7 명 21.9%

원천기술 개발 15 명 46.9%

시스템 통합 7 명 21.9%

UC관련 과제 수행 경험

1년 이하 2 명 6.2%

1년 이상 3년 이하 11 명 34.4%

3년 이상 5년 이하 19 명 59.4%

성 별
남 26 명 813%

여 6 명 18.7%

사과정） 연구원 32명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데이터 수집기간은 2006년 9월 5일부터 11월 10일 

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 시행되었다. 전문가 그룹 

으로서의 대표성을 확인 할 수 있는 표본의 특성 

은 다음과 같다（〈표 8> 참조）.

3.2.2 UC관련 서비스 시나리오 적용 

가능 영역 식별을 위한 평가 과정

3.1 절에서 제시한 UC관련 서비스 시나리오 평 

가를 위한 기술성, 사업성, 수용성 차원의 평가항 

목을 이용하여 개별 시나리오 대한 평가 총점（가 

중치*점수 ）이 구해지면 X축을 기술성, Y축을 사업 

성. Z축을 수용성으로 하는 3차원 그래프에 각 점 

수를 맵핑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X, Y 축으로 구성된 2차원의 각 사분면을 

기술성과 사업성의 고저에 따라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즉, 평가 

의 대상이 되는 UCT기반 서비스 시나리오들의 평 

가 결과에 따라 기술성, 사업성, 수용성이 모두 낮 

은 그룹, 사업성만 높은 그룹, 세 가지 기준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얻는 그룹, 사업성만 낮은 그룹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하위 영역이 

어떤 그룹에 속하는가에 따라 UC관련 서비스 시 

나리오 적용 가능 영역임을 판단하는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2차원 상의 사분면에 기술성과 사업 

성의 좌표를 각각 X, Y로 하여 나타낸다. 여기서 

는 1사분면에 맵핑되는 시나리오가 가장 뛰어난 

서비스를 의미하며, 반면 3사분면에 속흐）는 시나리 

오는 기술성과 사업성이 가장 낮은 서비스를 의미 

하게 된다. 둘째, 2차원 상의 X, Y 좌표의 교차점 

에 수직으로 수용성 점수를 표시하게 된다. Z 좌표 

가 길이가 높을수록 수용성의 정도가 더 높은 서 

비스 시나리오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2차원 

평면에서 X, Y좌표가 1사분면에 맵핑되면서 Z축 

의 길이가 가장 높을 때 해당 서비스 시나리오는 

포괄적인 면에서 서비스 구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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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UCT기반 서비스 시나리오 평가를 위한 변환점수（좌표） 계산 절차

★ 다연평가모製慝가요소） 평가전차

가 수용성 奉가 고려 （3차원）

1사분영혜 찍히 때 가장 안프음
（x.y 으纪거*구분）

늞성, 자언성, 수용섬］

수용성 M

거리가 얼수짝 gt 쯘수題書음

기스성（秘） *

国라처, 2차咎 畧혀어I서 9사/현佃 히허혀서 
z가 가차 号瑯 耳장礬쑌치나리오라고 E®

〈그림 4> 다면평가 모델 평가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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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 할 수 있다.

〈그림 3〉은 UCT기반 서비스 시나리오의 평가를 

위한 좌표를 계산하여 산출하는 과정을 나타낸 표 

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항목의 가중치에 

평가점수를 곱하여 X, Y, Z에 대한 환산점수를 계 

산하고 이 점수를 이용하여 개별 좌표를 구한다. 

X, Y는 2차원 사분면상에 표시되어 기술성, 사업 

성을 나타내게 되며 Z는 공공성 점수로써, X와 Y 

좌표가 교차되는 지점의 수직선상에 표시된다. 그 

리고 이들 X • Y • Z 세 가지 좌표를 통해 최종적 

으로 다면평가 모델이 구성된다.〈그림 4〉은 앞서 

설명한 평가 결과를 맵핑하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 

이다.

4. 서비스 시나리오 별 UCT기반 

서비스 다면평가 방법론 적용 사례

4.1 세부 시나리오 별 평가 점수

본 절에서는 3장에서 살펴본 UCT기반 서비스 

관련 시나리오 평가 차원과 이를 다면평가방법론 

을 적용한 실 사례를 제시하였다. 다면평가의 대상 

이 되는 UC관련 시나리오는 총 6개로서 별첨자료 

에서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들 서비스 시나 

리오에 대하여 가중치 및 세부 평가 점수를 도출 

하고 앞서 언급한 평가 방법에 따라 최종적인 평 

가 결과가 도출되었다. 개별 세부 시나리오들의 평 

가 점수를 토대로 다면평가 모델의 도식화 기법에 

따라 6개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 

시하였다（〈표 9 참조〉）.

〈표 9〉시나리오별 평가 점수 결과

9가카愛
8hOMMh0 

Aid 池
타6*1  Wi顺g fWtedafh fftaa

맇곦

•치슬境

0.9 0.9 1.0 1,0 1.1 1.0
1.1 0,9 1.9 1.9 1.0 0.9
o.e 0.5 0.9 o.e ae 0.6
0.5 0.4 0.7 0.& 0.7 0.5
1.1 1.1 1.1 1.0 1.1 1.0
0.9 0.& 0.9 0.9 0.4 g
1.0 0,8 1.0 1.0 1.0 0.9

X <9 IJt a.a &4 Z5

"T용쎤

1.5 1.5 1.5 1.5 1.2 1点
1.6 1.S 1.9 i.e 1.7 1.5
1.9 1.2 1.2 1.4 1.^
1.2 1卫 土Z 1.1 1.2 1.2
0.7 0.9 0.7 0.7 0.8 ae
0.8 0.8 0.7 0.9

12.4 n.d ii.e 11 수 11.0

사법션

L2 1.9 1.3 1.9 1.2 1.2
0.7 0.5 0.7 0.7 0.7
g OJ 8.9 0.9 o.e 0.6
0.8 0.7 0.7 o.e 0.7 (M
0.5 0.4 0.& 0.6 0.4
1,4 1.2 1.4 1.6 1.0 1.1
1.0 o.e 0.7 0.7 0.6 0.6
0,8 0.7 o.e 0.7 0.6 0.7

V as e.e 數！ 7.6 7.e 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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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세부 시나리오 별 평가 결과 헤석

4.2.1 Shopping Aid 시나리오

4.2.1.1 다면평가 결과의 도식화

紅8 g为

[ h 脸친做 수용空應우높을 I 

推엄성⑴ {■■■■V
0 _

J» S2 is

기술성闵

〈그림 5> Shopping Aid 다면평가 결과

4.2.1.2 평가결과의 해석

（가） 기술성 ^

전체 시나리오의 기술성 평균 점수인 82 보다 

다소 높은 S3을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적어 

도 기술적인 면에서 Shopping Aid 시나리오는 그 

구현 가능성 이 다소 높은 시나리오 그룹으로 평가 

될 수 있다. 기술성의 세부 평가 척도 중 핵심기술 

표준화, 핵심기술 비용타당성, 핵심기술 발전가능 

성 핵심기술 신뢰성 등은 &3 보다 월등히 높은 점 

수를 획득함으로써 기술적인 측면에서 시나리오 

구현을 위한 다양한 요인들을 만족하고 있다. 그러 

나 핵심기술 대체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이것은 본 

시나리오를 통한 기술 구현이 타 기술들에 의해 

대체되어 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UC 기 

술의 특성을 더욱 살려 본 시나리오만의 기술 독 

창성이 요구됨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적인 

기술성 평가 결과를 볼 때 본 기술의 수익성과 사 

용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나） 사업성

전체 시나리오의 사업성 평균 점수인 &4점보다 

높은 &9점을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사업적 

인 면에서 Shopping Aid 시나리오는 그 실현 가능 

성이 높은 그룹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것은 본 시 

나리오가 쇼핑 부분의 UC 기술을 실현하는 비즈 

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사업성이 매 

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서비스 수 

익성과 서비스 가치 수준 항목 부분에서 매우 높 

은 점수를 얻어 실제 서비스 구현 시 비교적 안정 

적인 시장 형성이 기대된다.

（다） 수용성

전체 시나리오의 수용성 평균 점수인 11.8보다 

높은 124점을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본 시 

나리오는 나머지 5개 시나리오들과 비교했을 때 

수용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로써 실제 서비스 구 

현 시 가장 빠른 서비스 확산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세부 측정 항목인 서비스 확장성 

과 서비스 범용성의 경우 평균보다 낮은 결과를 

보여 쇼핑 부문뿐만 아니라 타 연관 산업 등에서 

도 활용 가능한 개방형 기술 측면의 특성 보완이 

다소 요구된다.

（라） 종합평가

Shopping Aid 시나리오는 기술성, 사업성, 수용 

성 측면 모두 평균을 상회함으로써 구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균형적인 

평가 결과는 나머지 5개 시나리오와 구현가능성을 

비교했을 때 매우 긍정적인 결과이며, 실제 산업현 

장에서도 Shopping Aid와 같은 사업성 이 높은 서비 

스 시나리오의 수요가 높을 수 있음을 짐작케 하 

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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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Space Copy & Merge 시나리오

42.2.1. 다면평가 결과의 도식화

기수성 （耕

〈그림 6> Space Copy & Merge 다면평가 결과

42.2.2 평가결과의 해석

（가） 기술성

전체 시나리오의 기술성 평균 점수인 &2보다 낮 

은 72를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기술적인 면 

에서 Space Copy & Merge 시나리오는 그 구현 가 

능성이 나머지 5개의 시나리오와 비교 했을 때 가 

장 낮은 시나리오로 평가되었다. 기술성의 세부평 

가 척도 중 핵심기술 개발수준, 현 보급수준이 현 

저히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은 Space Copy & 

Merge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이 현재 초기 

단계에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원천 기술개발이 

요구됨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비용타당성, 발전가 

능성 등이 높게 평가됨으로써, 본 시나리오의 활용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술 개발 노력이 실질적인 수 

익으로 연결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로 판단된다.

（나 사업성

전체 시나리오의 사업성 평균 점수인 &4보다 다 

소 낮은 을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적어도 

사업적인 면에서 Space Copy & Merge 시나리오는 

그 실현 가능성이 다소 낮은 그룹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것은 본 시나리오의 기술개발수준에 따른 

핵심자원의 가용성 이 낮고 정확한 수익분배모델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투자주체의 

명확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쇼 

핑과 관련된 기술 구현이라는 시나리오 설정을 통 

해 목표시장의 크기와 구체성 부분은 매우 높게 

평가되었으며 실제 서비스 구현 시 수익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판단된다.

（다） 수용성

전체 시나리오의 수용성 평균 점수인 1L8점과 

비슷한 11.6 점을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적 

어도 사용자의 수용측면에서Space Copy & Merge 

시나리오는 그 실현 가능성이 평균 수준과 비슷하 

게 될 것으로 된다. 서비스의 선호도, 유용성, 이용 

용이성, 신뢰성 등은 평균 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 

하였으나 서비스 확장성, 범용성에 낮은 점수를 기 

록함으로써 다양한 환경에서의 서비스 시나리오 

적용은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러나 서비스의 수용에 보다 직접적인 요인들의 점 

수가 높은 것으로 볼 때 본 시나리오의 수용 가능 

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라） 종합평가

본 시나리오의 기술성, 사업성, 수용성은 평균과 

거의 유사하거나 조금은 낮은 정도의 점수를 기록 

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그 구현 가능성이 적 

정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수용성 측면 

은 핵심 지표인 사용자 선호도와 유용성, 용이성 

등의 항목에 대한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므로 다소 

기술적인 개발 수준의 취약함 등이 존재하나 UC 

기술의 발전해감에 따라 성공 가능성 이 높은 시나 

리오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사업성 측면의 

경우 투자주체의 명확성이 낮은 것은 향후 시나리 

오의 서비스 구현 시 본 시나리오의 구체적인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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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 마켓과 서비스 구현 대상 등에 관한 정의를 통 

해 이슈들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4.2.3 Healthcare 시나리오

4.2.3.1 다면평가 결과의 도식화

♦ (S.9.S8.U.S)

사蜘

/■—I亟函議도 留균보다!

° I- 8.2 15

기슬성佣

〈그림 7> Healthcare 다면평가 결과

4.2.3.2 평가결과의 해석

（가） 기술성

전체 시나리오의 기술성 평균 점수인 &2보다 다 

소 높은 &9점을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적어 

도 기술적인 면에서 Healthcare 시나리오는 그 구 

현 가능성이 다소 높은 시나리오 그룹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기술성의 세부평가 척도 중 핵심기술 

표준화, 핵심기술비용타당성 , 핵심기술신뢰성의 항 

목에서 1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획득함으로써 기 

술적인 측면에서 시나리오 구현을 주요한 요인들 

을 만족하고 있고 나머지 항목들도 평균이상의 높 

은 점수를 보였다. 따라서 본 시나리오는 기술적으 

로 구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기술의 대체가능성 역시 낮게 나타나 본 시나 

리오를 위해 필요한 기술들의 기술적 완성도 역시 

다른 기술들에 비해 뒤지지 않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 

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업성에 대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한다.

나） 사업성

전체 시나리오의 사업성 평균 점수인 &4보다 높 

은 점을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적어도 사 

업적인 면에서 Healthcare 시나리오는 그 실현 가 

능성 이 다소 높은 그룹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그러 

나 서비스가치수준이나 서비스수익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에 비해서, 나머지 평가항목 중 핵심자원 

가용성, 투자주체명확성, 법제도적타당성 등이 낮 

게 나타나 전반적인 사업성 평가 기준을 매우 만 

족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법제도적타 

당성은 사업 시작의 중요한 요인이 될 뿐만 아니 

라, 원격진료에 관한 관련 법규 수정 이 필요한 현 

실이 그대로 결과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부 

분이 해결되고 서비스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초기사업자들이 진입하기 시작하면 목표 시장크기 

는 점차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업성은 

있으되 법제도적인 현실적 문제가 해결될 때 그 잠 

재성이 발휘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다） 수용성

전체 시나리오의 수용성 평균 점수인 118점 보 

다 약간 높은 119를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적어도 사용자의 수용 측면에서 Healthcare 시나리 

오는 그 실현 가능성이 평균 수준 이상은 될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비스유용성 

이나 사용자선호도는 매우 높은 반면에, 서비스 확 

장성이나 서비스 범용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수준 그 이상의 서비스로의 확장을 위 

한 노력들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유용한 서비스이지만 범용적으로 사용되 

기 보다는 초기 구매자들 중심으로 그 혜택이 구 

전되는 형태의 수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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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종합평가

본 시나리오는 기술성, 사업성, 수용성 모두가 

다른 5개 시나리오에 비해 높은 점수를 평가 받았 

다.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는 실현 가능 

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기술적 수준에 

는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지만, 사업적인 측면에 

서는 법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본 시나리 

오가■ 가진 사업 적 수익성을 비롯한 잠재성이 실 

현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단 사업이 

시작되면 상위 계층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용성 

낮은 서비스로 갈 것인지 아니면 범용적인 서비스 

로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평가 결과 서 

비스범용성이 다른 수용성 평가 기준에 비해 낮게 

나온 것은 공공성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현실적 문 

제 해결 등이 산재해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또 

한 서비스 확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4.2.4 Fitness & Enhanced Healthcare

4.2.4.1 다면평가 결과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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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Fitness & Enhanced Healthcare 다면평가 결과

424.2 평가결과의 해석

（가） 기술성

전체 시나리오의 기술성 평균 점수인 8政보다 다 

소 높은 &4점을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적어 

도 기술적인 면에서 본 시나리오는 그 구현 가능 

성 이 다소 높은 시나리오 그룹으로 평가 할 수 있 

다. 기술성의 세부평가 척도 중 핵심기술현보급수 

준을 제외한 나머지는 평균을 상회하여 대체적으 

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핵심기술현보급수 

준이 낮게 나온 것은 본 시나리오가 향후 웰빙케 

어 분야의 비전 시나리오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 

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핵심기술발전가능성이 

높게 나온 것도 미래 관점에서 더욱 유용하고 잠 

재력이 큰 본 시나리오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사업성

전체 시나리오의 사업성 평균 점수인 &4보다 높 

은 9.1 점을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적어도 사 

업적인 면에서 본 시나리오는 그 실현 가능성이 

높은 그룹으로 평가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결과는 

Healthcare 시나리오의 사업성 평가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즉, 서비스가치수준과 서 

비스수익성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법제도적 타당성 

이 낮게 나와서 전체 사업성 평가 점수가 영향을 

받은 경우이다. 따라서 본 시나리오 역시 Healthcare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제 

도적인 현실적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본연의 사업 

적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수용성

전체 시나리오의 수용성 평균 점수인 1L8점과 

같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적어도 

사용자의 수용 측면에서 본 시나리오는 그 실현 

가능성이 평균 수준 이상은 될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서비스의 선호도나 유용성 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나 정식 사업으로 오픈 되었을 경우, 적절한 마 

케팅이 이뤄진다면 일정 수준의 사용자 확보가 가 

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내원 진료에 

익숙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 더욱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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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서비스의 신뢰성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 또한 다양한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과 계획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사업 시작 시 사람들로부터 지속적 

인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서비스로서의 인식을 

받는 것이 또한 중요할 수 있다.

（라） 종합평가

본 시나리오의 기술성, 사업성, 수용성은 전반적 

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세 

가지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실현 가능성이 다소 높 

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사업성이 전 

체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본 시나리 

오가 Fitness와 Healthcare?}• 연계된 것이라는 사실 

에 기인했을 수 있다. 앞으로의 웰빙케어 서비스는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서비스들이 복합적으로 연계 

된 형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본 시나리 

오의 평가 결과처럼 서비스가치수준과 서비스수익 

성이 증대되어 사업자 역시 혜택을 볼 수 있는 선 

순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시나리 

오 역시 인접한 유비쿼터스지능공간（USS）이나 연 

동이 가능한 USS 사이에서 동시에 제공될 수 있 

는 다른 시나리오와의 통합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그것을 사업화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2.5 Street Level Public Safety

4.2.5.1 다면평가 결과의 도식화

钥剖

사업성S ■驴睡위차硼온页히

0
m於 15

기술성国

〈그림 9> Street Level Public Safety 다면평가 결과

4.2.52 평가결과의 해석

（가） 기술성

전체 시나리오의 기술성 평균 점수인 跋보다 다 

소 높은 &8점을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적어 

도 기술적인 면에서 Street Level Public Safety 시나 

리오는 그 구현 가능성이 다소 높은 시나리오 그 

룹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기술성의 세부평가 척도 

중 핵심기술 표준화, 핵심기술비용타당성, 핵심기 

술발전가능성, 핵심기술신뢰성의 항목에서 10점 이 

상을 획득함으로써 기술적인 측면에서 시나리오 

구현을 주요한 요인들을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핵 

심기술개발수준이 8점으로 다소 낮은데 이것은 단 

순히 개별 시스템 수준의 기술개발수준이 낮다는 

의미보다는 거리 전체에 대한 서비스 시나리오이 

기 때문에 광범위한 영역을 커버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핵심기술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하지만 핵심기술의 대체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이 시나리오 구현을 위해 개발된 기술의 수익성과 

상용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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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성

전체 시나리오의 사업성 평균 점수인 &4보다 낮 

은 7.6점을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적어도 사 

업적인 면에서 Street Level Public Safety 시나리오 

는 그 실현 가능성이 다소 낮은 그룹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이것은 본 시나리오가 상대적으로 공공재 

에 해당하는 거리의 가로등을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공익성이 부각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영리 

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광 

고 전시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추가한다면 공공 

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판단된다. 이것은 서비스의 가치수준과 수익성이 

10점을 획득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다） 수용성

전체 시나리오의 수용성 평균 점수인 1L8점과 

같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적어도 

사용자의 수용 측면에서 Street Levd Public Safety 

시나리오는 그 실현 가능성이 평균 수준 이상은 

될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서비스의 선호도 유용 

성, 이용용이성, 신뢰성 등은 평균 보다 높은 점수 

를 기록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서비스확장성과 범용 

성에 낮은 점수를 기록함으로써 거리 전체에 이러 

한 시나리오를 구현하기에는 현재로써는 다소 무리 

가 있을 수 있다는 사용자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수용에 보다 직접 

적인 요인들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볼 때 본 시나 

리오의 수용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라） 종합평가

본 시나리오의 기술성과 수용성 점수는 평균 또 

는 그것을 상회하고 사업성 측면에서만 다소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그 구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다. 특 

히 사업성의 측면은 본 시나리오의 공공성이 상대 

적으로 부각되면서 다소 낮게 평가되었으나 사업 

성의 핵심지표인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치수준과 

수익성 항목에 대한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므로 다 

소의 사업적 아이디어를 반영한다면 매우 성공 가 

능성 높은 시나리오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업성 차원에서 법제도적 타당성이 낮은 것은 향 

후 이 시나리오를 구체적인 서비스로 구현하는 경 

우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과 관련된 이슈들을 해결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시사점을 말해주고 있다.

4.2.6 Public Park/Plaza

4.2.6.1 다면평가 결과의 도식화

기술성伸

〈그림 10> Public Park/Plaza 다면평가 결고卜

42.6.2 평가결과의 해석

（가） 기술성

전체 시나리오의 기술성 평균 점수인 82보다 다 

소 낮은 7B점을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적어 

도 기술적인 면에서 Public Park/Plaza 시나리오는 

그 구현 가능성이 다소 낮은 시나리오 그룹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기술성의 세부평가 척도 중 핵심 

기술의 개발 및 보급수준이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은 대규모의 인원이 모이는 공원 

과 광장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세부 시나리오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체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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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개발 및 보급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고 판 

단된다. 손목에 착용하는 ID식별기와 같은 세부 

시나리오 또는 기술은 그 개발수준과 보급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됨. 또한 전체적으로 

기술표준화, 비용타당성, 발전 가능성 등이 높게 

평가됨으로써 향후 관련 기술들의 활용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술 개발 노력이 실질적인 수익으로 연 

결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판단됨. 

또한 핵심기술의 대체 가능성이 낮은 것도 시나리 

오의 기술 개발 타당성 및 구현이 의미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나） 사업성

전체 시나리오의 사업성 평균 점수인 &4보다 낮 

은 Z8점을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적어도 사 

업적인 면에서 Public Park/Plaza 시나리오는 그 실 

현 가능성이 다소 낮은 그룹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이것은 본 시나리오•가 Street Level Public Safety 시 

나리오와 같이 상대적으로 공공재에 해당하는 공 

원과 광장을 배경으로 구현되는 시나리오이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시나리오의 제목에 

서와 같이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강조하지 않는 경 

우, 즉 민간 사업자에 의한 놀이공원 또는 테마파 

크와 같은 곳에 이러한 시나리오를 구현한다면 그 

사업적 가치는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서비 

스의 가치수준과 수익성 항목이 매우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다） 수용성

전체 시나리오의 수용성 평균 점수인 118점과 

보다 다소 낮은 1L3점을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적어도 사용자의 수용 측면에서 Public 

Park/Plaza 시나리오는 그 실현 가능성이 다소 낮 

은 시나리오 그룹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서비스의 

선호도 유용성, 이용용이성, 신뢰성 등은 평균 보 

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서비스 

확장성과 범용성에 낮은 점수를 기록함으로써 공 

원 또는 광장 전체에 이러한 시나리오를 구현하기 

에는 현재로써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사 

용자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서비스의 수용과 관련한 평가 결과들은 제안된 

모든 시나리오들의 평가 점수의 편차가 적고 핵심 

적인 수용성 관련 지표들의 평가결과 역시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전반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서비스로 판단할 수 있다.

（라） 종합평가

본 시나리오의 기술성, 수용성, 그리고 사업성의 

모든 평가항목의 점수가 평균보다 다소 낮은 점수 

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정량적인 측면에서는 그 실 

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이 시나리오가 제목에 

서부터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사업적인 측 

면에서 그 실현 가능성이 낮게 판단된 것으로 보 

인다. 또한 기술성의 측면에 있어서도 시나리오에 

내에서 다루고 있는 세부 시나리오들 사이의 구현 

가능성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술성의 

점수가 낮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개별 시나리오의 

수준에 들어간다면 이러한 격차의 정도가 완화되 

어 그 기술성의 정도가 매우 높은 서비스들도 포 

함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재로서 공원과 광장 이외 

에 상업적인 놀이공원과 테마파크 등 많은 사람들 

이 모여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에 이러한 시 

나리오를 구현한다면 그 사업적 실현 가능성은 매 

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사업성의 세부 

평가항목 중 목표시장의 구체성, 크기, 투자주체명 

확성 등의 평가 점수가 매우 낮은 것을 볼 때도 

매우 유의미한 적용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경우에도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 예상되는 법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이슈를 고려하는 것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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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et Safety

在由辰P廁泌

〈그림 11〉전체 시나리오 에 대한 다면평가 결과

구된다.

4.2.7 전체 시나리오

다음은 6개 시나리오의 다면평가 결과이다. 전체 

시나리오 중 사업성과 기술성의 경우 Shopping Aid, 

Healthcare, Fitness & Enhanced Healthcare가 1 사분 

면에 위치하여 사업성과 기술성이 매우 좋은 시나 

리오로 평가 되었다. 수용성의 경우에는 Shopping 

Aid가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얻었으며, 나머지 시 

나리오 들은 근소한 점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6개 시나리오 대한 평가 결 

과는 다면평가모델의 활용의 예를 보여주는 것으 

로 실제 상대적인 비교를 통한 의미를 도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의료 공공, 쇼핑 등 다 

양한 UCT기반 서비스 적용 영역에서 이러한 평가 

모델을 활용한다면 각 적용 영역 내에서 제안되는 

서비스들의 상대적인 구현 및 상용화 가능성을 체 

계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분석 할 수 있는 모델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평가 결과를 대쉬보 

드(dash-boaid)형태로 보여 줄 수 있는 본 다면평 

가모델은 복수의 적용 영역에서 제안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구현 및 상용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 

술, 사업, 공익 수용성 등에 대한 역량을 지수화 

하여 제시함으로써 종합적인 비교 평가가 가능하 

다. 따라서 이러한 다면평가모델과 표현 방법은 향 

후 다양한 분야에서 제안되는 UC관련 서비스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적용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비교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여 관련 의사결 

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에는 다면평가모델의 보편성과 함께 특수한 영역 

에서 고려되어야 추가적인 차원을 식별하여 유동 

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모델의 모듈화를 추진하 

고 동시에 다수의 서비스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는 

복합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평가모 

델의 구성 요소 간 비교 가능성을 향상시킬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된다.

5.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UCT기반 서비스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ITSM의 핵심 부분인 서비스 수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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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사전평가로 확장하고 사전적 수준 평가를 위 

한 평가 기준의 도출과 이를 이용한 다면평가방법 

론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연구결과 상용화를 통한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부가가치 달성 가능 여부를 

서비스 시나리오의 구현 가능성이라고 보았을 때 

기술성, 사업성, 수용성이 평가기준으로 식별되었 

다. 또한 이들 차원을 이용하여 구성한 스코어링 

평가방법에 의한 다면평가모델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다차원을 이용한 다면평가모델이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UC 관련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비 

교 할 수 있는 체계 및 분야 별 세부 서비스에 수 

준의 비교 평가를 위한 분류 및 평가 기준의 부재 

를 극복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 

째, 이와 같은 평가 기준 및 측정 방법에 관한 방 

법론의 개발은 UC 관련 기술을 적용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분류되지 않 

았고 특히 UC 관련 기술을 이용한 발전 의 잠재 

성이 큰 분야의 선정 또는 성장 가능성을 상대적 

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다면평가 방법은 UC 환경에서 조기 

에 사업화가 가능한 서비스를 도출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 기술 및 시스템 개발에 있어 

서 상용화를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활용 

할 수 있다. 넷째, 평가결과를 연구개발 프로젝트 

에 적용하여 집중적인 개발과 연구를 진행함으로 

써 효율 및 효과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섯째, 이러한 서비스에 기반한 킬러어플리케이션 

의 개발과 이를 활용한 세부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수립과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델의 개발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구되는 핵심프로세스 및 기 

능, 이를 지원하기 위한 요소 기술, 시스템, 재원 

등의 각종 투자 자원 등에 관한 고려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해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관련 요 

소 기술과 응용 시스템이 사업화를 위해 어떤 방 

향으로 개발되고 평가되어야 하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5.1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UCT기반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이론 및 실무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경제적 타당성에 초점을 맞춘 기술 

가치평가 또는 재무적 지표에 근거한 회계 또는 

재무학적 평가방법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술기 

반의 서비스를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한계를 

극복하였다. 전통적인 평가방법에서는 어느 정도 

구체화 된 기술을 기반으로 평가하므로 아직 완전 

히 구현되지 않은 기술들에 대해서는 그 평가 파 

라미터의 변동 폭이 매우 커서 평가의 신뢰성 및 

타당성에 많은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같이 완전히 구현되지 않은 UC기술이 

적용된 시나리오에 대한 다면평가는 향후 비즈니 

스 측면에 가치에 중점을 둔 시나리오 기반의 기 

술개발에 있어서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ITSM의 UC로의 확 

장적인 의미로서의 UCTSM(UCT-based Service 

Management)의 필요성을 보였다.

본 연구의 실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ITSM에서의 서비스 수준 관리에 있어서 신기 

술에 대한 사전평가까지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보인 방법론을 활용하여 ITSM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현재 다양한 적용 분야에 

서 원친기술에서 시제품 수준의 UC관련 기술 개 

발 프로젝트에 대한 상용화 가능성을 기술을 적용 

할 수 있는 서비스 시나리오에 기반을 두어 평가 

함으로써 연구 프로젝트 및 기술개발의 타당성에 

관한 평가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할 수 있다. 둘 

째, 다면평가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평가차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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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관련 기술의 특성, 예상 적용 환경 및 수준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 변경 할 수 있으므로 동일 

한 평가 과정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UC관련 서비 

스 시나리오에 적용이 가능하다.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UCT기반 서비스 시나리오를 평가함 

에 있어서 기술 및 재무 지표에 의한 가치 등 경 

제학적 가치에 상대적인 중점을 둔 기존 평가방법 

의 한계를 극복한 다면평가모델을 제안하였으나 

동시에 몇 가지 한계점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서 

비스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평가가 진행됨으로써 

서비스 시나리오에 반영된 관련 기술의 구체성이 

나 시나리오 자체의 완성도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 질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다 표준적인 서비스 시나리오 

표현 방법을 확대 보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다. 둘째. 다면평가모델의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가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통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신 

뢰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실제 서비스 시나리오가 

구현될 경우를 이를 이용할 일반 소비자들의 반응 

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약점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구현되지 않아 가시적이지 않은 서비 

스 시나리오（특히 파일럿 테스트도 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시나 

리오 적용된 기술들에 대하여）일반 사용자의 일관 

성 있는 응답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또한 평가 결 

과에 의미를 두기는 어려우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평가의 주체로서 전문가 집단의 응답결과는 유의 

미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UCT기반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한 테스트 베드가 만들어지고 시범 

서비스가 개발됨에 따라 패널 등을 확보하여 최종 

사용자 수준에서의 평가에 관한 연구도 보완되어 

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앞서 제기 된 한계점들은 본 연구가 단 

순히 개별 기술 그 자체의 가치 또는 파급효과에 

초점을 맞춘 평가 방법이 아닌 개발 기술을 적용 

하는 비즈니스를 수행하여 새로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에 관한 가능성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 

한 것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평가모델의 구 

성과정과 평가결과의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첫째, 다면평가모델을 적용한 

평가결과가 UC시나리오의 기술방법과 내용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음으로 다면평가방법론의 2단계 

에 해당하는 시나리오의 표준화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제안된 기술 

성, 사업성, 수용성의 3차원에 대한 가중치가 적용 

분야 및 세부 업종별 시장 상황에 따른 현재의 기 

술, 사업 수용성 정도에 따라 가중치가 변화 될 

수 있음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의 수행이 

요구된다. 셋째. 현재 제안된 3차원의 평가항목별 

발전（또는 진화）방향에 기반 한 척도개발과 함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 방법도 향후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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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L 다면평가를 위한 설문지

서비스 평가를 위한 안내문

• 평가에 대한 도움 요청의 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평가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평가서는 쇼핑, 웰빙케 

어,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기 도출된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한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 되었습니다. 아래의 평가서 작성요령에 따라 귀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평가서 작성요령

평가서는 유비쿼터스 서비스 시나리오 평가기준 정의 및 중요도 평가, 서비스 평가지, 별첨자료 

（시나리오 소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 

다

I. 평가기준 정의 및 중요도 평가

평가 시 고려해야 할 기술적/사업적/수용성 평가기준에 대한 정의와 중요도 평가를 위한 표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평가기준들의 정의를 참고하여 해당 시나리오에서 갖는 상대적 중 

요도를 합이 100%가 되도록 중요도 평가표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n. 유비쿼터스 서비스 시나리오 평가

6개의 유비쿼터스 서비스 시나리오의 기술성/사업성/수용성 평가를 위한 총 3장의 서비스 평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첨자료에 있는 시나리오 세부 설명을 참고하시어 1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1-전혀 아니다, 5-보통이다, 10-매우 그렇다）

in. 별첨자료

평가하실 6개의 유비쿼터스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시나리오에 대한 세 

부 설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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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유비쿼터스 서비스 평가기준 정의 
및 중요도 평가

(1) 평가기준 정의 및 중요도: 평가기준 정의를 참고하셔서 각 평가기준의 상대적 중요도를 합이 100%가

되도록 배분하여 주십시오

1)기술성

평가기 준 정의 중요도 (%)

핵심기술 표준화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기술의 국내외 표준화 정도 및 표준 

간 호환 가능성 정도
( )%

핵심기술 비용타당성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기술의 개발 비용의 타당성 정도 ( )%

핵심기술 개발수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기술이 현재 개발 완료 정도 ( )%

핵심기술 현 보급수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기술이 현재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 정도 ( )%

핵심기술 발전가능성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기술의 향후 발전 가능성 정도 ( )%

핵심기술 대체가능성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기술이 유사기술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
( )%

핵심기술 신뢰성 핵심기술의 성능에 대해서 신뢰 할 수 있는 정도 ( )%

합 계 100 %

2)수용성

평가기 준 정의 중요도 {%)

사용자 선호도 서비스의 잠재 고객이 서비스를 선호(pref国0ice)하는 정도 ( )%

서비스 유용성 서비스가 잠재 고객에게 유용한(usefill) 정도 ( )%

서비스 이용용이성 서비스를 이용하기 쉬운 정도 ( )%

서비스 신뢰성 서비스에 대한 잠재고객의 신뢰 정도 ( )%

서비스 확장성(범위) 서비스가 향후 다른 기능을 포함하여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 ( )%

서비스 범용성 서비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도 ( )%

합 계 100 %

3) 시업성

평가기 준 정의 중요도 (%)

서비스 가치 수준 서비스가 고객 및 공급자 관점에서 제공하는 가치의 정도 ( )%

핵심자원 가용성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자원의 가용성 정도 ( )%

목표시장의 구체성 서비스가 목표로 하는 시장이 뚜렷한 정도 ( )%

목표시장의 크기 서비스가 목표로 하는 시장의 크기 ( )%

투자주체 명확성 서비스 관심 투자자가 명확한 정도 ( )%

서비스 수익성 서비스 구현을 위해 필요한 비용 대비 얻을 수 있는 수익의 비교 정도 ( )%

법 제도적 타당성 서비스 구현을 위한 법제도적 장애의 유무 정도 ( )%

서비스 가격우위 기존 서비스와 새로 구현될 서비스의 가격 경쟁력 정도 ( )%

합 계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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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유비쿼터스 서비스 평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아래 6개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해 1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1-전혀 아니다, 5-보통이다, 10-매우 그렇다）

기술성 예

쇼핑 웰빙 케어 고•고. 
O O

Shpping

Aid

Space Copy 

&

Merge

Healthcare
Fitness &

Healthcare

Street Level

Pulic Safety

Public

Park/Plaza

별첨 1 별첨 2 별첨 3 별첨 4 별첨 5 별첨 6

핵심기술 표준화 9

핵심기술 비용타당성 7

핵심기술 개발수준 9

핵심기술 현 보급수준 7

핵심기술 발전가능성 2

핵심기술 대체가능성 4

핵심기술 신뢰성 8

ii. 유비쿼터스 서비스 평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아래 6개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해 K闲 만점으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1-전혀 아니다, 灵보통이다, 10■매우 그렇다）

수용성 예

쇼핑 웰빙케어 공공

Shpping

Aid

Space Copy 

&

Merge

Healthcare
Fitness &

Healthcare

Street Level

Pulic Safety

Public

Park/Plaza

별첨 1 별첨 2 별첨 3 별첨 4 별첨 5 별첨 6

사용자 선호도 9

서비스 유용성 7

서비스 이용용이성 9

서비스 신뢰성 10

서비스 확장성（범위） 2

서비스 범용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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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유비쿼터스 서비스 평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아래 6개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해 1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1-전혀 아니다, 5보통이다, 18매우 그렇다）

사업성 예

쇼핑 웰빙 케어 고一고 
0。

Shpping

Aid

Space Copy 

& 

Merge

Healthcare
Fitness &

Healthcare

Street Level

Pulic Safety

Public

Park/Plaza

별첨 1 별첨 2 별첨 3 별첨 4 별첨 5 별첨 6

서비스 가치 수준 9

핵심자원 가용성 7

목표시장의 구체성 9

목표시장의 크기 9

투자주체 명확성 2

서비스 수익성 4

법 제도적 타당성 8

서비스 가격우위 5

III. 별첨자료

# 별첨 1. Shopping Aid 시나리오

구 분 내 용

Scene #1

（고객 인식）

A씨는 자주 찾는 COEX Mafl 매장에 입장했다. A씨가 휴대한 u-PDA에 내장된 칩을 인 

지한 매장 에이전트는 "샵 에이전트”에게 A씨 방문 사실을 전달한다. A씨의 개인 프로 

파일과 선호도, A씨의 u-blog에 등록된 글 등을 활용하여 본 매장에서 A씨가 좋아할만한 

옷들을 분류하여 제안한다.

Scene #2 

（Virtual Put- 

On 서니］ 스）

가족들에게 선물해 줄 제품이 실제 그들이 입었을 때의 모습에 잘 어울리는 지를 보기 

위해 A씨는 u-PDA에 저장되어 있는 가족들의 사진으로 "Virtual Put-On” 서비스를 받는 

다. 이 서비스는 매장의 증강 현실 장치를 통해 （AR Table or Smart Wall） 360도 회전시 

키면서 선택한 제품들로 그의 가족이 입고 있는 듯한 모양을 확인한다.

Scene #3

（Image Sync 

서비스）

또한 A씨는 가족들의 확인을 직접 받고자 u-PDA를 통해 "Image Sync”서비스를 신청한 

다. （Image Sync 서비스란 원격에 떨어진 두 공간 이상에서 한 공간의 이미지를 공유하 

고 의사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A씨는 집에 있는 가족들이 AR 테 

이블에 나타난 A씨가 고른 제품의 이미지를 보면서 각자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이 선택한 제품은 A씨의 u-PDA에 그대로 저장이 된다.

Scene #4 

（상품 결제）

A씨가 그 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하면, 잠시 후 결정한 상품의 결제 정보가 결제 시스 

템으로 자동 전송되고 곧장 집으로 배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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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2 Space Copy & Merge 시나리오

구 분 내 용

Scene #1 

(Space Copy)

COEX Mall에서 쇼핑과 공연과 COEX Mall의 무드를 즐기다가 도중에 집에 갈 시간이 

되었다. A씨는 COEX MALL에서 쇼핑하는 것이 그리워질 것이라 판단하여 볼펜과 같 

이 생긴 Space Copied 꺼내어, COEX MALL에 가서 Spag를 복사한다. 이때 그 space의 

전산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제품 정보, 이미지 정보, 상황 정보 그 외 각종 컨텐트에 대 

한 description / link 가 그의 URI에 기록된다. 양이 적은 것은 직접 기록하고 양이 많으 

면 Hnk만 건다.

Scene #2 

(Space Paste)

집에 간 김씨는 문득 집에서 COEX MALL의 분위기 속에서 쇼핑을 계속하여 즐기고자 

Space Copier를 꺼낸다. "Paste*  버튼을 누르자, 복사되었던 쇼핑몰 Space가 그의 집에 설 

치된 스마트테이블（AR디스플레이）과 무선으로 연계된X10계열의 가전기기에 의해, 자신 

의 방 안에 그대로 구현된다. 이때 쇼핑몰 공간을 가장 유사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가전 

기기와 Space Copier 사이에 조정을 한다. 김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Smart Globe를 착용 
하고 Smart Table에 나타나는 증강된 제품 정보와 함께 현장의 점원 또는 SeUer Agent虹 

직접 협상을 통해서 쇼핑한다.

Scene #3 

(Space Merge)

또한 자신이 Copy해서 저장해 놓은 여러 Space와 다운로드 받은 Space들을 merge할 수 

도 있다. 마침 TV에서 뉴욕의 한 상점이 방영되고 있었다. 그래서 김씨는 TV를 바라보 

며 다운로드 손짓을 하였더니 TV에 부착된 카메라가 이를 감지하여 손짓을 한 시점의 

TV속 Space를 다운로드 받았다. 다운로드 중에는 그 장소에서 구동되는 서비스 Agent들 

도 함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다운로드 시, 서비스 에이전트들과 김씨의 유저 에이전 

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김씨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다운로드 

를 마친 김씨는 자신이 Copy해 온 COEX Mall내의 Space와 다운로드 한 뉴욕의 Space를 

merge하였다. 그래서 한 공간에 두 상점 이 동시에 보이며 쇼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Scene #4 

(물건 구매)

쇼핑을 하다가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물건을 사겠다고 하는 손짓을 한다. 스마트 테이 

블은 이를 인지하고 그 정보를 Seller Agent에게 알려주어 그 상점과 연결된 인터넷 쇼핑 

몰을 통해 택배로 배달토록 지시하고 결제를 한다.

# 별첨 3. Street Level Public Safety 시나리오

구 분 내 용

Scene #1 

（용의자 식별）
스마트 가로등은 고급빌라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배회하는 자를 자동으로 식별한다.

Scene #2 

（용의자 확인）

통합관제센터는 자동으로 관련 화면을 해당지역 관할경찰서로 전송한다. 경찰관은 화면 

의 인물이 용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경계를 지시호］•자, 자동으로 인접 경찰관 
의 U-M0로 관련 영상斯 斯치정보가 전송된다.

Scene #3 

（용의자 추적）

용의자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뛰어가자 가로등은 인근 가로등과 GIS를 연계, 용의자를 

추적한다. 이 영상과 위치정보는 실시간으로 경찰관의 U-M0로 전송된다.

Scene$4 

（용의자 검거）
경찰관은 스마트 가로등의 도움으로 용의자를 검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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井 별첨 4. Park / Plaza 시나리오

구 분 내 용

Scene #1

- 로그인하기

- 친구찾기

대학생 진호씨는 U-Park에서 친구 지훈이를 만나기로 했다. 공원 게이트를 통과하 

며 손목에 차고 있는 PMO(Park Mobfle Object)를 통해 공원에 로그인한 후PMO의 

치구찾기' 기능을 통해 지훈이의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지훈이에게 가는 가장 빠 

른길을 찾기위해 키오스크에 다가가자 키오스크에서 지훈이의 위치와 최단 이동경 

로를 표시해주었다.

Scene #2

-친구등록하기 

-InfoTower 공지확인 

하기

u-Plaza에 있는 지훈이를 만나 인사를 하자 지훈이가 옆에 있던 새로운 친구를 소 

개시켜 주었다. 알고보니 서로 아는 사이였다. 그래서 두 사람은 앞으로 서로의 많 

은 만남을 위해 바로 PMO를 통해 '친구등록을 했다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INFO Tower에서는 독일과의 Dance Battle'이 짐시 후 Chess Plaza의 blue 

zone에서 열릴 것임을 알리는 광고 영상이 보여지고 있었다. 진호씨는 친구들과 댄 

스경 연 대회를 보러 가기로 결정하고 Chess Plaza로 향한다.

Scene #3

- Chess Plaza 이용

Chess Plaza에 도착한 이들은 바닥에 파란색 그리드가 그려진 blue zone을 발견하고 

이동했다. Blue Zone 밖에서는 조용한 공원 이었지만 파란 선 안으로 한걸음 들어 

가니 경쾌한 음악소리와 사람들의 응원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었다.

Scene #4

- Warp Wall 에서 

친구 만나기

Dance Battle을 구경하다가 진호씨는PMO(Park Mobile Object)를 통해 유럽여행중인 

정우가 로마의 스페인 광장에 로그인 한 것을 확인하고 정우와 만나기위해 친구들 

과 함께 Warp WE1로 향했다. 로마의 Warp Wall 기다리고 있는 정우를 만나 반갑게 

인사하며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이때 벽면 내부의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 정우가 

마치 바로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것처럼 현실감 있게 서로 대화 할 수 있었다.

Scene #5

- 쇼핑하기

- 공연관람하기

진호씨는 정우가 메고 있는 새로 산 가방이 마음에 들어서 PMO를 정우의 가방 근 
처에 가까이 대었다. 벽면에는 가방에 廟한 상세한 스펙, 상점별 가격비교가 보여 

졌고, 망설임 없이 구입하였다. 이 바람에 가방 주인인 정우는 쇼핑몰로부터 광고 

수수료를 받게 되었다며 좋아했다.

Scene #6

-상황인지적 공간

정우와 헤어지고 나서 다른 쪽 Warp Wall에는 뭐가 있나 궁금해서 고개를 돌려보 
J 시드니 Warp WaH에는 조금후에 열리는 시드니 재즈 현지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었으며 이들의 편안한 관람을 위해 좌석(Grow bench)이 

바닥에서 계단모양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192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12권 제2호

# 별첨 5. Enhanced Fitness & Healthcare 시나리오

구 분 내 용

Scene #1

（헬스센터에서의

Magic Mirror와

Smart band 활용）

헬스센터 내 체력 측정실에 마련된 Magic Mirror 앞에 서면 Magic Mirror Agent가 

김씨의 얼굴에 나타난 각종 생체 정보들을 인식하고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평상시 

얼굴 상태와 비교하여 건강 상태를 판단한다. 얼굴 상태가 많이 다를 경우 관련된 

질문들이 Magic Mirror 위에 디스플레이 되고 터치 스크린 방식의 인터페이스가제 

공된다. 건강 체크가 끝나면 결과에 따라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이 제시되고 김씨는 

RFID칩이 내장된 자신의 Smart band를 Magic Mirror에 인식시켜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다운 받는다.

Scene #2

（헬스센터에서의

Magic Mirroi와

Smart band 활용）

뿐만 아니라, 김씨는 자신의 Smart band를 Magic Mirror에 인식시켜서 추천 식단을 

다운로드 받는다. 이는 운동 후 집으로 돌아가 가정에 마련된 건강 관리 프로그램 

에 업데이트 하기 위함이다.

Scene #3 

（헬스센터에서의 

smart band오p tiled 

display 활용）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에 따라 본격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 김씨는 Smart band를 착 

용하고 Tiled Display 앞에 서자, Tfled Display 센서가 김씨의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에 필요한 스트레칭 동작을 디스플레이 해준다. 김씨는 Tiled Display를 보고 스트 

레칭을 한다.

Scene #4 

（헬스센터에서의 운 

동방법）

김씨가 헬스기구 앞에 서자, 헬스기구에 내장된 센서가 김씨의 Smart band를 인 

식하고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으로 적정량의 운동을 셋업하여 운동 

이 시작된다. 뿐만 아니라, 향후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이 서버 

에 저장된다.

Scene #5 

（가정에서의 Magic 

mirror의 활용 및 네 

트워크구성）

며칠 간 계속되던 야근 탓에 힘든 아침을 맞은 김씨가 욕실에 마련된 Magic Mirror 

앞에 섰을 때, 서버에 저장된 평상 시 얼굴과 김씨의 얼굴과의 차이점을 많이 인식 

한 Magic Mirror Agent는 적색 글씨를 디스플레이 하면서 이상이 짐작 됨을 알려주 

고, 김씨의 건강 정보를 주치의에게 전송했다. 그리고 김씨에게 온라인 상담을 원 

하는지 직접 내원을 원하는지를 묻는 대화 상자를 띄웠다.

Scene #6 

（가정에서의 tiled 

display 활용원격진 

료）

온라인 상담을 택한 김씨는 화상진료를 위하여 자리를 거실로 옮겨 거실 한쪽 

벽에 마련된 Tiled Display 바라 보았다. Tiled display에는 잠시 후 화상으로 연 

결된 주치의의 모습이 보였다. 주치의는 욕실의 Magic Mirror가 이미 전송한 건 

강 체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고 김씨는 주치의와 최근의 생활 패턴에 관 

한 얘기를 주고 받는다. 주치의는 김씨에게 주의할 점을 얘기해주고 경과를 지 

켜보기로 하였다.

Scene #7 

（병원에서의 smart 

table 활용）

며칠 후 아무래도 몸의 이상이 걱정된 김씨는 직접 내원하기로 마음먹었다. 주치의 

를 만난 김씨는 Magic Mirror Agent가 전송한 자신의 건강 정보들이 Smart Table에 

이미 디스플레이 된 것을 확인하였다. 주치의는 김씨의 신체 상태와 관련된 각종 

의료사진들을 Smart Table에 보여주면서 설명하였다.

Scene #8 

（병원에서의 tiled 

display 오｝ hand 

treking 활용）

CT촬영, MRI 촬영 결과를 검사실로부터 이미지 형태로 건네 받은 주치의는 진료 

실에 마련된 Tiled Display에 띄우고 Hand tracking 기술을 통하여 여러 장의 이미지 

를 자유롭게 조작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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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5. Enhanced Fitness & Healthcare 시나리오 （계속）

Scene #9 

（병원에서의 tiled 

display와 UMO 활 

용-협업 진료）

확인 결과, 짐작했던 이상 질환의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것을 확신한 주치의는 관 

련된 외과, 신경과 등의 전문의들에게 협업진료를 제의하였다. 김씨 주치의의 진료 

실에 모인 전문의 중에서 신경과 담당 전문의는 이미 Tfled Display에 띄워진 검사 

결과 자료들을 함께 보면서 그 중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련된 두개골 이미지를 

Hand Tracking으로 자신의 UMO （Ubiquitous Mobile Object）로 가져와서 자유롭게 

조작하면서 검사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Scene #10 

（병원에서의 smart 

table 활용）

협업진료 결과, 이상 질환이 확인되어 김씨는 수술을 받게 되었다. 수술 며칠 후 수 

술 결과에 대한 주치의와의 면담이 있었다. 김씨의 주치의는 수술 이전, 수술 과정, 

수술 후의 사진들을 모두 Smart Table에 띄워 보여주면서 경과 내용을 설명하였고 

김씨는 주치의의 말을 이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서 한결 마음이 편안해 짐을 

느꼈다.

# 별첨 6. Healthcare 시나리오

구 분 내 용

Scene #1 

（환경 및 개념）

A 병원의 웹사이트를 통해 u-healthcare 서비스에 가입하자, 이튿날 헬스케어 전문팀 

이 집으로 방문하여 여러 가지 건강상태（몸무게, 혈압, 맥박, 포토당 레벨, 혈중산소 

농도 콜레스테롤 수치 등）를 항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홈 헬스케어 시스템 세트를 

주고 사용법을 알려 주었다.

Scene #2 

건강 측정 방법 및 

네트워크 구성）

어느날 아침, 홈 헬스케어 시스템 세트 중 건강밴드로 김씨가 건강을 측정한 결과 

혈압이 급격히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진단 결과는 세트에 포함된 정보 송수 

민 및 디스플레이용 단말기로부터 아파트 단지 내 무선랜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는 A 병원의 u-healthcare 센터로 자동 전송 되었다.

Scene #3 

（헬스케어 센터의 

역할）

A병원 헬스케어 센터의 Lifecare Agent System은 방금 전송 받은 혈압에 관한 정보와 

이전에 저장하고 있던 김씨의 건강정보를 함께 비교하여 김씨의 주치의의 컴퓨터로 

전송하였다.

Scene #4 

（헬스케어 센터와 

주치의 상호작용）

주치의는 헬스케어 센터로부터 받은 정보를 자신의 컴퓨터로 확인하고 김씨가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여 직접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Scene #5 

（헬스케어 센터와 

주치의 상호작용）

주치의는 프로그램 메뉴 중, Message To Healthcare Center 메뉴를 선택하여 메시지 

120.128 mm창에 소견을 적고 김씨로부터 진료 예약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타이핑하 

여 전송했다.

Scene #6 

（헬스케어 센터의 

역할）

헬스케어 센터 직원은 김씨에게 전화하여 주치의의 의견을 전달하고 주치의 진료 

시간을 고려하여 내원 예약을 받았다.

Scene #7 

（Magic Mirroi■의 

활용）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돌아 온 김씨는 당뇨병에 관한 전문 지식과 추천 식단을 다운 

로드하기 위해 흠 헬스케어 시스템 세트에 포함되어 김씨 컴퓨터에 깔려있는Magic 

CariM이라는 Software!- 이용하여 A병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다. 김씨의 아내는 매 

일 아침 싱크대에 부착되어 있는 Magic Mirror을 통해 추천식단을 확인하여 요리를 

준비한다.



194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12권 저〕2호

저자소개

이상훈

2002.8.

204.8.

2006.8.

2006_9~현재

관심분야

（E-mail： ymis@yonsetac.kr）

연세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 석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박사수료）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 

전자상거래, 이비즈니스 유비쿼터스 컴퓨팅, 지식경영

김형진

2004.2.

2006.2.

2006.9. ~ 현재 

관심분야

（E-mail: wmistop@yonsei.ac.kr）

연세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 석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 연구원

전자상거래, 이비즈니스 유비쿼터스 컴퓨팅, 정보통신,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관계 관리

권오병

1988.2.

1995.2.

1996.3- 2004.2.

2002.3- 2003.2.

2004.3 〜 현재

（Email： obkwon@khu.ac.kr）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경영학사）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과 （ 공학박사）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

Visiting Scientist, Carnegie Mellon University 

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

관심분야 상황인지컴퓨팅, 유비쿼터스 컴퓨팅, 의사결정지원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