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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목적

국내외 사업자 동향

서비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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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 시사점시사점

국내외 사업자 동향



N-스크린 서비스 개요 – 서비스 정의N-스크린 서비스 개요 – 서비스 정의ⅠⅠ

함께
보며

VoD (주문형 비디오)

N-스크린은 다양한 단말(이동성, 스크린 크기, 화질 등)을 통해 끊김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단말간 서비스의 분할/결합으로
새로운 서비스 환경구축
� 방송+ 통신 + 웹의 융합 서비스

끊김없는 VoD
끊김없는 VoD +자유로운 서비스의 분할/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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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스크린 2.0

단말에 따라 각각의
콘텐츠 사용(OSOU*)

높은 콘텐츠 관리 비용

한 개의 콘텐츠가 단말에
최적화하여제공(OSMU*)

실내(DLNA) 및 실외
(WIFI, 4G등) 서비스 가능

N-스크린 0
N-스크린 1.0

여러 단말을 함께 이용하는
시청패턴의변화(ASMD*)

HTML5 등장(’12년 )
- 고품질 동영상 미디어 지원

- 세계적 기업들 적극 참여하는
글로벌표준(구글, 애플, MS 등)

- 단말 정보 연동(Device API)

거리집

단말
바꿔서

이어보기

보며
공감

*OSOU: One Source One Use                * OSMU : One Source Multi-Use                  * ASMD : Adaptive Source Multi-Device



N-스크린 서비스 개요 – 시장 전망 (1)N-스크린 서비스 개요 – 시장 전망 (1)ⅠⅠ

Multiscreen Index 평균치는 2010년 7.1에서 2015년 30.3(4배 이상) 증가전망
※ Multiscreen Index : 서비스를 전송하는 3가지 핵심 스크린(Mobile, PC, TV) 서비스 (mobile Broadband,        

Fixed broadband Digital pay TV)의 보급율 중 가장 낮은 보급율을 나타냄. 

예) 모바일 브로드밴드 보급율 70%, 유선 브로드밴드 보급율 80%, 디지털 유료방송 보급율 30%일 때,       
Multiscreen index는 30.

한국 : 2010년 1위에서 2015년 4위, 디지털 유료TV 보급율이 제약요인이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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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2015

(2010)
Country

Index Score
CAGR(%)

점유율 높은 기술 점유율 낮은 기술

2010 2015 2010 2015 2010 2015

1(5) 싱가폴 27.1 78.9 23.8 PC PC 모바일 TV

2(19) 벨기에 8.9 77.7 54.5 PC PC 모바일 TV

3(21) 네덜란드 7.9 72.6 55.7 PC TV 모바일 모바일

4(1) 한국 40.7 72.3 12.2 PC PC TV TV

5(7) 캐나다 22.1 69.7 25.8 PC PC 모바일 TV

* 출처 : Informa(2011)



N-스크린 서비스 개요 – 시장 전망 (2)N-스크린 서비스 개요 – 시장 전망 (2)ⅠⅠ

N-Screen을 구현할 스마트 디바이스의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 예정
* Smart TV는 ’10년 400만대에서 ’14년 1억 2,200만대(CAGR 32%), Tablet PC는 ’10년 2천만대에서 ’14년 2억 800만대(CAGR 80%),    
Smart Phone은 ’10년 2억 6,600만대에서 ’14년 8억 7,500만대로 성장(CAGR 35%)

세계 디지털 방송 수신 가구는 2010년 7억 4천만 가구, 위성방송 비중 55%,    
디지털 케이블 28%, 지상파 방송 12%, IPTV 5% 

* 한국 디지털 방송가구 수 2010년 : 지상파 1,800만(64.7%), IPTV 370만, 케이블 340만, 위성 300만 가구

5

* 출처 : DisplaySearch, Gartner, LG 경제연구원 * 출처 : IMS(2011. 4), “Television Database Service”



C
• OTT사업자
• 포털사업자
• 지상파사업자

콘텐츠
• 서비스 차별화
• 콘텐츠 유통채널 확대를 통한 수익성

제고

영역
주요 사업자

(군)
핵심역량 추진목적

P
• Google
• MS

OS
플랫폼

• 에코시스템(생태계) 영역 확장
• 플랫폼 경쟁력 강화 및 영향력 극대화

N-스크린 서비스 개요 – 추진 목적N-스크린 서비스 개요 – 추진 목적Ⅰ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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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 플랫폼 • 플랫폼 경쟁력 강화 및 영향력 극대화

N

• 케이블사업자
(Comcast 등)

가입자 기반
콘텐츠

• 가입자 기반 유지와 서비스 강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

• 통신사업자
(KT, SKT, 
LGT)

가입자기반
콘텐츠

클라우드

• 가입자 기반 유지와 서비스 강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

• 네트워크 활용 최적화

T
• Apple
• Samsung
• Sony, LG 등

단말
• 제품 생태계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 비즈니스 모델 확장

(HW����서비스 플랫폼)



NetflixNetflix KTHKTH

N-스크린 서비스 개요 – 국내외 사업자 동향N-스크린 서비스 개요 – 국내외 사업자 동향ⅠⅠ

콘텐츠 사업자

초기 DVD 온라인 판매로 시작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 1위

콘텐츠 영역의 확대 : 구작 영화에서

초기 Portal 사업자로 시작

’10년 하반기, 콘텐츠 핵심 경쟁력을
기반으로 PC, TV, 스마트폰을 통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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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영역의 확대 : 구작 영화에서
신작영화와 TV 콘텐츠로 확대

Netflix 지원기기 : 100여 개 이상

관련 서비스 : Watch Instantly

기반으로 PC, TV, 스마트폰을 통합한
동영상 서비스

삼성, LG와 제휴해 스마트TV에 탑재

관련 서비스 : Playy



GoogleGoogle MSMS

N-스크린 서비스 개요 – 국내외 사업자 동향N-스크린 서비스 개요 – 국내외 사업자 동향ⅠⅠ

플랫폼 사업자

클라우드 기반의 웹 콘텐츠를 다양한
단말에서 사용 가능한 환경 구축(vsMS)

클라우드 기반 (개인)음원 저장 및

Xbox 게임기기를 게임용 콘솔에서
가정용 미디어 허브로 전환 중

윈도우8 OS에 게임기능을 통합해

8

클라우드 기반 (개인)음원 저장 및
실행 서비스 오픈(‘11.5월)(vs 애플,아마존)

최근 가전제품까지 구글 생태계 확장
진행

윈도우8 OS에 게임기능을 통합해
MS 콘텐츠/게임 등의 서비스를 게임
콘솔, 스마트폰, PC에서 제공 예정



ComcastComcast KTKT

N-스크린 서비스 개요 – 국내외 사업자 동향N-스크린 서비스 개요 – 국내외 사업자 동향ⅠⅠ

통신망 사업자

케이블방송 가입자가 인터넷으로
방송 콘텐츠를 어디에서나 시청할
수 있는 ‘Fancast Xfinity TV’ 런칭(’09.12)

IPTV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Olleh tv cloud’ 오픈(‘11.2)

스마트폰과 태블릿PC용 TV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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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Fancast Xfinity TV’ 런칭(’09.12)

iPhone, iPad용 TV app 출시

웹기반의 iPad용 app인 ‘Xfinity Remote’
출시(iPad를 TV 리모콘으로 사용)

스마트폰과 태블릿PC용 TV 서비스
‘olleh tv now’ 오픈(‘11.4)



AppleApple 삼성전자삼성전자

N-스크린 서비스 개요 – 국내외 사업자 동향N-스크린 서비스 개요 – 국내외 사업자 동향ⅠⅠ

단말 사업자

iOS 플랫폼 중심으로 애플 단말 스크린 간
연계 강화

무선 기반 공유 기술 Airplay 제공

SKT와 제휴 ‘갤럭시S Hoppin’ 출시
(‘11.2)

스마트TV 리모콘 기능을 가진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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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기반 공유 기술 Airplay 제공

iCloud 서비스 발표(‘11.6)

스마트TV 리모콘 기능을 가진 ‘삼성
리모콘’ app 출시(‘11.4)

i‘Web-Century’라는 프로젝트명으로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중



ⅠⅠ NN--스크린스크린 서비스의서비스의 개요개요

ⅡⅡ NN--스크린스크린 서비스의서비스의 진화진화

N-스크린 0

N-스크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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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 NN--스크린스크린 2.0 2.0 서비스서비스

ⅣⅣ 시사점시사점

N-스크린 1.0

N-스크린 2.0 – HTML5



N-스크린 0 : 하나의 콘텐츠를 하나의 단말(OSOU)에서만 이용 가능
- 다양한 단말에서 인터넷을 통한 VoD(Video On Demand) 시청(다시보기)
- 사업자 입장에서 각 단말에 맞는 콘텐츠의 Transcoding 부담

N-스크린 서비스의 진화 – N-스크린 0 (1)N-스크린 서비스의 진화 – N-스크린 0 (1)Ⅱ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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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OU: One Source One Use



N-스크린1.0 : 한 개의 콘텐츠가 단말에 최적화하여(OSMU) 서비스
- N-스크린 간에 끊김없는 동영상(VoD) 이어보기 시청
- 부분적 사업비용 절감효과

N-스크린 서비스의 진화 – N-스크린 1.0 (2)N-스크린 서비스의 진화 – N-스크린 1.0 (2)Ⅱ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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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C( Scalable Video Coding) : 하나의 영상을 단말의 특성(해상도, 품질 등)에 맞게 실시간 제공하는 기술



N-스크린2.0 : 자유로운 서비스의 분할 ·결합 가능(ASMD)
- TV상의 서비스를 타 스마트 단말과 연계하는 새로운 시청패턴 가능
- 방송+통신+웹 서비스의 융복합 확대
- 사용자에 의한 자유로운 서비스의 분할·결합으로 다양한 신규 사업 발굴기회

N-스크린 서비스의 진화 – N-스크린 2.0 (3)N-스크린 서비스의 진화 – N-스크린 2.0 (3)ⅡⅡ

ASMD 단말간 Inter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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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MD : Adaptive Source Multi-Device, 소스를 다양한 단말의 특성에 맞게 분해/조립하여 서비스
* Device API : HTML5의 기능으로 접속된 단말의 기능정보 인터페이스

A

앨범구매정보

C

B

연예뉴스

PIP/멀티앵글

단말의단말의단말의단말의 동영상동영상동영상동영상 처리처리처리처리 능력능력능력능력
정보를정보를정보를정보를 가져와가져와가져와가져와 단말특성에단말특성에단말특성에단말특성에
맞춘맞춘맞춘맞춘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Device API)(Device API)(Device API)(Device API)



다양한 유형의 스크린(기기)간 동일한 웹페이지
동영상, 프로그램을 변환 없이 분할 및 새로운
서비스로 소비

N-스크린 서비스의 진화 – N-스크린 2.0 (4)N-스크린 서비스의 진화 – N-스크린 2.0 (4)ⅡⅡ

N-스크린2.0 : HTML5 확대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콘텐츠의 공통 사용
- HTML5는 OS별로 분산된 애플리케이션 마켓들을 Web World로 통합하는 효과
- 서비스 캔버스와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사이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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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reen 확산

단말 플랫폼 경쟁



(HTML5 기능성) 웹 문서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인 HTML의
차세대 버전으로 웹애플리케이션 형태로 기능 확장

- 기존 HTML은 동영상, 음악 등 멀티미디어 기능을 위해 Flash나 Java 같은 별도의

RIA(Rich Internet Application) 플러그인 설치가 필요

확장된 기능

N-스크린 서비스의 진화 – N-스크린 2.0 (5)N-스크린 서비스의 진화 – N-스크린 2.0 (5)Ⅱ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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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된 기능

- 2D/3D 그래픽과(Canvas) 동영상 제작
지원(Video) 

-  웹브라우저에서 LBS 같은 위치기반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구동(Geolocation)

- 단말들의 접속/정보(Device API)

- 오프라인 모드로 애플리케이션의 계속
사용 가능

- 웹 브라우저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HTML5를 지원

Transitions

Gallery

Typography

Video

※ Typography : 벡터 기반의 고품질 텍스트 효과
※ Transitions : 슬라이드 쇼와 같은 화면 전환 효과



(HTML5 호환성) 다양한 OS기반의 모바일서비스 확산으로 HTML5 표준 필요 증대
- OSMU 콘텐츠 사용으로 제작, 편집, 관리, 융합 등의 자유로운 서비스 가능

N-스크린 서비스의 진화 – N-스크린 2.0 (6)N-스크린 서비스의 진화 – N-스크린 2.0 (6)ⅡⅡ

APP MS용 삼성용 애플용 안드로이드

앱 앱 앱 용 앱

APP MS용 삼성용 애플용 안드로이드

앱 앱 앱 용 앱

APP 공동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 (웹앱)APP 공동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 (웹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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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HW    

OS

HW    

HTML5
도입

HTML5(HTML+API+Semantic)

OS

HW    

HTML5(HTML+API+Semantic)

OS

HW    



가전 업체
• 손쉬운 리치미디어 저작 및
단말간 호환성으로 대용량
트래픽 예상

• 앱 생태계 구축 용이

• 신규 서비스 도입 활성화

• 단말플랫폼 종속완화

• OS기반 단말에서 Web기반
단말 개발/제작으로 전환예상

• 플랫폼 종속성 탈피 기회

• 타산업 융합 제품군 개발기회

N-스크린 서비스의 진화 – N-스크린 2.0 (7)N-스크린 서비스의 진화 – N-스크린 2.0 (7)ⅡⅡ

통신 사업자

콘텐츠업체/방송사

HTML5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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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단일 콘텐츠에서 콘텐츠 관련
데이터/서비스를 함께 저작하는 새로운
형태의 ASMD형 콘텐츠 저작예상

• 용이한 신규 서비스 매체 확보

• 콘텐츠-서비스-메타데이터 연계를 통한
신규 BM 창출

• OS기반에서 Web기반 단말확대로 특정단말
기반 N-스크린에서 확대 서비스 가능

• 용이한 신규 서비스 매체 확보

• 웹 앱 기반의 신규 융합 서비스 BM 창출

• 웹과 연계한 신규 양방향 서비스 도입 활성화

• 콘텐츠-통신-웹 연계를 통한 신규 BM 창출

• 앱 생태계 구축 용이

• 복수 플랫폼 대응 용이

• 시장 진입 기회

• 시장 규모 확대/세계화 용이

유료방송 서비스 사업자

응용개발업체
콘텐츠업체/방송사

웹기반의
대규모 단일시장

포털/인터넷 서비스 업체



ⅠⅠ NN--스크린스크린 서비스의서비스의 개요개요

ⅡⅡ NN--스크린스크린 서비스의서비스의 진화진화

ⅢⅢⅢⅢⅢⅢⅢⅢ NN--스크린스크린 2.02.0 서비스서비스

서비스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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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 정책과정책과 이슈이슈

ⅤⅤ 시사점시사점

서비스 시나리오

서비스 사례

서비스 적용분야- Digital Signage



야구광 A,B,C씨, 오늘은 동호회 방에 모였다.

A, B, C씨는 각자 스마트폰으로 야구 관련 서비스를

연결하고 있다. 그러다 투수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진다.

셋은 대형 스크린에 서비스 캔버스를 동작시키고,

A는 보던 중계 화면에서 투수에 대한 멀티 앵글 화면을, 

B는 웹 에서 스포츠 뉴스와 채팅 페이지를, 

C는 KBO가 제공하는 투구 분석 정보 앱을

ⅢⅢ

내가 구성하는 스크린1

N-스크린 2.0 – 서비스 시나리오 (1)N-스크린 2.0 – 서비스 시나리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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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IP/멀티앵글
투구 분석
정보 서비스

CB

스포츠뉴스

C는 KBO가 제공하는 투구 분석 정보 앱을

캔버스로 옮겨 토론을 하며 자신들만의 야구를 즐긴다.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새로 출시한 음료
를 홍보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

우연히 길을 가다 붐비는
거리에 스마트 단말 기반
광고 사이니지가 보였고

영세한 치킨가게를 운영하
는 C씨는 종이 전단지 제
작배포보다 접근성도 쉽고
효율적인 광고 방법을 생

동영상 광고
포스팅

N-스크린 2.0 – 서비스 시나리오 (2)N-스크린 2.0 – 서비스 시나리오 (2)ⅢⅢ

스마트 단말 기반 공공 디스플레이 광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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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사이니지가 보였고
오늘 하루 광고할 수 있는
영역을 구매 후 본인의 스
마트 단말에 음료 홍보와
연락처가 포함된 동영상을
포스팅 했다.

대학로에서 어떤 공연을
보면 좋을까 고민하던 B씨
는 스마트 단말 기반 광고
사이니지에 포스팅된 공연
전단지를 보았고 스마트
단말로 전단 스캐닝을 하
여 공연 예매 싸이트로 바
로 이동하여 결제했다.

효율적인 광고 방법을 생
각 중이었다.

치킨이 잘 팔리는 특정 시
간대에, 특정 지역에 전단
지를 붙이고 싶은 C씨는
스마트 단말에 있던 본인
가게 사진과 전화번호를
입력 후 가게 주변 광고
사이니지에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광고 영역을 구
입해 포스팅 했다. 

광고 사이니지 사업자

광고 시간/영역
/위치별 과금

사진 광고
포스팅

광고



콘텐츠 오브젝트 이동 교차

스마트스크린 기술 세미나에 모인 사람들은
스마트스크린 관련 최신 연구동향과 관련 자
료들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개인별 보유한 동영상, 문서, 사진, 논문 등
의 자료 및 콘텐츠를 프로젝터와 1:1로 연결
해 공유하기 보다, 개인의 스마트 단말들을
하나의 공공 스크린과 연동해 실시간 콘텐츠
를 곁들인 인터랙티브 토론이 진행된다.

미팅 참여자는 콘텐츠의 종류와 스크린 사용
상태에 따라 스크린 영역을 유연하게 확대
또는 축소하여 기타 참여자와 함께 콘텐츠를

스크린으로 하는 Office Meeting3

N-스크린 2.0 – 서비스 시나리오 (3)N-스크린 2.0 – 서비스 시나리오 (3)Ⅲ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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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간 콘텐츠 교환

콘텐츠 오브젝트 이동 교차 상태에 따라 스크린 영역을 유연하게 확대
또는 축소하여 기타 참여자와 함께 콘텐츠를
시청 또는 비교분석 하며 토론한다.

스크린 상의 콘텐츠 오브젝트는 개인의 스마
트 단말과 연동되어 있으며 두 사람의 콘텐
츠 오브젝트가 이동교차 하면 실제 단말간
콘텐츠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원격에 있는 참여자는 화상회의로 참여하며
원격 참여자의 영상 영역 역시 참여자의 스
마트 단말과 연동되어 있고 원격 참여자와의
콘텐츠의 시각적 공유 뿐만 아니라 콘텐츠
교환도 가능하게 된다.



TV 프로그램과 아이패드 앱 연동
- TV 시청 중 동기화된 아이패드 앱에서 부가정보 확인 및 참여

미국 ABC 방송 서비스 확대1

N-스크린 2.0 – 서비스 사례 (1)N-스크린 2.0 – 서비스 사례 (1)ⅢⅢ

아이패드 앱 실행 및 TV와 동기화아이패드 앱 실행 및 TV와 동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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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드라마를 보는 동안,
TV의 드라마 음악을 아이패드가

실시간 인지(Sensing)하여
아이패드 화면에

추가 정보 및 콘텐츠 제공

아이패드에서 영상 관련 정보 확인아이패드에서 영상 관련 정보 확인



TV 광고와 아이폰의 앱(게임)을 연동으로 광고 효과 증대
- TV 광고가 나오면 동기화된 아이폰을 흔들어 게임 아이템 획득

실시간으로 TV 광고와 아이폰 앱 동기화로
아이폰을 흔들면 TV 광고 속의 아이템을

광고 서비스 확대2

N-스크린 2.0 – 서비스 사례 (2)N-스크린 2.0 – 서비스 사례 (2)Ⅲ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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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으로 다운로드 받는 게임



다양한 N-스크린 기반에서
서로 떨어진 곳의 여러 사람이 참여

(다양한 기기 연결성 확대) 엑스박스 키넥트(게임기)와 TV의 연결

- 스마트폰 또는 키넥트로 TV 스크린 상의 캐릭터를 조정

협업 기반 서비스3

N-스크린 2.0 – 서비스 사례 (3)N-스크린 2.0 – 서비스 사례 (3)Ⅲ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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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 청량감을 표현한 양방향 광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거리 광고판의 음료수병을
터치하면, 광고판에서 자신이 녹아 내리는 모습
을 볼 수 있다.

ⅡⅡⅡⅡⅡⅡⅡⅡⅢⅢ

스마트 단말기반 디스플레이 광고4

N-스크린 2.0 – 서비스 사례 (4)N-스크린 2.0 – 서비스 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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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판에서 자신이 녹아 내리는 재미있는 효과
를 준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함
으로써 흥미를 유발하고 광고에 몰입하여 참여
하는 것을 통해 광고효과를 극대화한다.



디지털 사이니지

디지털 영상장치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와 광고 등을 제공하는 생활공간
(옥내+옥외)속의 지능형 스마트 미디어 - 제4의 Screen 미디어

양방향으로 진화, 네트워크 연결로 중앙관리

N-스크린 2.0 – 적용분야N-스크린 2.0 – 적용분야Ⅲ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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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품상품상품광고광고광고광고 ((((유리창유리창유리창유리창)))) 상품상품상품상품광고광고광고광고 ((((전면전면전면전면키오스크키오스크키오스크키오스크))))

정보정보정보정보제공제공제공제공 ((((인터넷인터넷인터넷인터넷신문신문신문신문))))디지털디지털디지털디지털아트아트아트아트 ((((벽면벽면벽면벽면 장식장식장식장식))))



ⅠⅠ NN--스크린스크린 서비스의서비스의 개요개요

ⅡⅡ NN--스크린스크린 서비스의서비스의 진화진화

ⅢⅢ NN--스크린스크린 2.0 2.0 서비스서비스

28

ⅢⅢ NN--스크린스크린 2.0 2.0 서비스서비스

ⅣⅣⅣⅣⅣⅣⅣⅣ 시사점시사점



ⅣⅣ 시사점 – 정책 (1)시사점 – 정책 (1)

N-스크린은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영역으로 제도적 장치 부재
- 복잡한 이해관계들과 이로 인한 여러 분쟁 촉발

미 정부산하 FCC
• 망 사용에 있어 인터넷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미국 통신 사업자

• 망중립성 규정 반대망중립성 충돌

29

최대한 보장

콘텐츠
(스크린 )

확장

온라인
동영상
대여

케이블/IPTV 사업자

• 추가 비용 없이 콘텐츠의 N-스크린
확장 타당

채널 사업자

• 콘텐츠 추가 비용 없이 스크린
확장 불가

소송

국내 법령 및 기준

• 글로벌 OTT 서비스 사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준비 부재

OTT 사업

• (미)Netflix의 사업 유형을 벤치
마킹하는 업체 증가

• OTT는 신고제, 방송사는 허가제

법∙
제도

FCC :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ⅥⅥ

디지털 사이니지
- TV, PC, 모바일에 이어 제4의 스크린 미디어 서비스로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

- 국내 표준 부재이며 유럽/일본 등의 기술 수준에 비해 낮음

차세대 N-스크린 융합기술
- ASMD(Adaptive Source Multi Device)를 적용한 새로운 BM개발

- ASMD형 융합 콘텐츠 저작 기술 선점

시사점 – 전반 (2)시사점 – 전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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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MD형 융합 콘텐츠 저작 기술 선점

웹 앱/HTML5 지원 웹브라우저/웹OS

- 웹의 오픈 특성으로 OS기반의 생태계 경쟁력을 만회할 터닝포인트

HTML5
- 애플, 구글, MS와 같은 강자는 웹 시장에서 주도권 경쟁 중

- 웹 생태계 형성하는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표준화 참여에서 적응까지
적절한 대응 필요



단말의 제약 없이 현실과 미디어, 인터넷 정보를 자유롭게 융합하여 사용자 중심
의 현실 공간을 창조하는 실감형 스마트 서비스

N-스크린 서비스는 스마트 리얼리티로 이행하는 필수 요건

스마트 리얼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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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
유형/무형

스크린

상황인식

가상 인터페이스 육감 인터페이스 두뇌 인터페이스 공간 컴퓨팅

가상현실

시맨틱 웹

스마트 리얼리티

의료서비스교육서비스

전자상거래
소셜 라이프

N-스크린 서비스

오토메이션
디지털 사이니지

여행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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