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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wo-fold：(1) we propose the paradigm to construct a connected information society 

according to a judgment where a coming information society will evolve into highly-connected information society having 

“seamlessness” as a keyword, and (2) we draw guidelines to construct infrastructures and establish systems and 

business models of highly-connected information society based on suggested paradigm. To achieve this, this research 

conducts the followings. First, we suggest reasons why a coming information society can be appropriate to be 

considered as highly-connected information society by examining two perspectives on the coming information society. 

Second, we explain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highly-connected information society and propose the SPB 

paradigm. Third, we analyze the utility of SPB paradigm by evaluating practices. Finally, we suggest four strategies 

to construct highly-connected information society based on advanced research finding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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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미래 정보 사회에 한 
두 가지 시각

미래 정보 사회에 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분

석해보면, 미래 정보 사회에 한 두 가지 으

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지능성’(intelli-

gence)을 키워드로 하면서 미래 정보 사회를 지능

화 정보 사회로 보는 으로, 미래 정보 사회가 

정보화 사회에서 지능화 사회로 발 할 것이라는 

망이다. 두 번째는 ‘연결완 성’(seamlessness)

을 키워드로 하면서 미래 정보 사회를 고도 정보 

연계 사회로 보는 으로, 미래 정보 사회가 고

도 정보 연계 사회로 진화할 것이라는 망이다. 

본 연구는 이  두 번째 , 즉 미래 정보 사회

를 고도 정보 연계 사회로 보는 에서 미래 정

보 사회의 구축을 한 패러다임으로서, ‘SPB(Se-

amlessness-Privacy-Benefit) 패러다임’을 제시한

다. 사실 SPB 패러다임은 2005년에 그 개념이 처

음으로 제시되었고, 이후에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

면서 그 유용성을 일부 보여주었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SPB 패러다임을 새롭게 제시한다기 보

다는 SPB 패러다임을 통해, 고도 정보 연계 사회

의 인 라 구축과 제도  비즈니스 모델 정착을 

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한다는 것에 더욱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 가장 먼  미래 정

보 사회를 바라보는 두 가지 에 한 검토를 

통하여 왜 미래 정보 사회를 고도 정보 연계 사회

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한가를 제시한다. 그리고 

고도 정보 연계 사회의 정의와 특성, SPB 패러다

임을 설명하고, SPB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한 

련 사례들의 평가를 통하여 SPB 패러다임의 유용

성을 제시한다. 한 선행된 연구 내용을 기반으

로 하여 고도 정보 연계 사회를 한 네 가지 구

축 략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한다.

1.1 지능성 에서의 미래 정보 사회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이에 해 히 답한

다고 알려진 Siri(Apple의 iPhone 4에 도입된 서비

스)에 해 많은 사람들이 심을 가지는 것처럼, 

‘지능성’이라는 키워드는 새로운 정보 인 라가 도

입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언제나 화두가 되어 왔

으나, 그 실화는 계속 지연되어 왔다. 단 인 

로 1990년  반, 1995년에는 음성으로 명령을 내

리는 개인용 컴퓨터가 화될 것이라는 망이 

있었지만, 그러한 망은 2012년 재에도 실 되

고 있지 않다. 한 1990년  후반에는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의 화를 통하여 웹 상에

서 다양한 지능형 에이 트들이 활용될 것이라고 

상되었고, 이에 지능형 에이 트에 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많은 련기업들이 설립되

었으나 아직 이 다 할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있

다. 아마존닷컴의 도서 추천 서비스나 구 의 검

색 알고리듬 한 인공 지능 기법에 근거했다기 

보다는 통계  처리에 기반한 방법으로 구 되었

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도 

시멘틱 웹(Semantic Web), 지능형 로 (Intelligent 

Robot) 등과 련된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수행

되고 있으나, 이러한 연구들이 실에 만족스러울 

정도로 용될 것인가에 해서는 그 망이 분명

하지 않다. 물론 군수 산업이나 우주 개발 산업과 

같은 특수 임무 분야에서는 그 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일반 사용자들이 감지

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에서의 용 가능성은  

․단기 으로 매우 낮다고 단되는데, 그 로 

SK텔 콤이 추진했던 인공 지능 서비스인 ‘1mm’ 

서비스나 특정 사용자의 특성과 제품의 특성을 매

칭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하

여 어떠한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지에 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AOL의 ‘Personalogic.com’의 실패 사

례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능성을 심으로 하는 기술  서비스가 왜 

실에 용되지 못하는가에 한 원인을 검토하

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이는 지능성 심 

기술의 수 이 실에 용되어 사용자에게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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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 정도로 성숙되어 있는가, 사람은 과

연 지능성 심의 서비스를 원하는가, 지능성 

심의 서비스가 기존의 제도와 이해 계에 부합하

는가 등의 다양한 요인이 지능성 심 기술  서

비스의 실 용 가능성에 복합 으로 향을 미

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련하여 Jin et al.[21]

은 지능형 에이 트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의 지

속성에 어떠한 요인들이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 연구에서는 지능형 에이

트가 실의 비즈니스에 용되기 해서는 지능

형 기술이 기존 비즈니스 참여자들을 하지 않

고, 지원하는 형태일 필요가 있다는 이 도출되

기도 하 다.

미래 정보 사회를 지능성의 에서 보는 

에 해 비 인 하나의 이유로 인공 지능 분야

에서 최근 20년간 새로운 이론 ․응용  돌 구

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 할 수 있다. 1980

년 까지 인공 지능 분야는 탐색 알고리듬(Search 

Algorithm), 논리(Logic), 의미망(Semantic Net), 

퍼지 이론(Fuzzy Theory), 신경망(Neural Network), 

유  알고리듬(Genetic Algorithm)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새로운 패러다임과 기법들이 소개되고, 실험  

용되면서 그 가능성이 모색되었다. 특히, 1960년

 말에 Minsky and Papert[26]에 의해 용도 폐기

되었던 퍼셉트론(Perceptron)이 1980년 에 다  

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으로 부활하면

서 새롭게 조명 받은 연결주의(Connectionism)에 기

반한 인공 지능 기법은 기호주의(Symbolism)에 기

반한 인공 지능 기법과 함께 인공 지능 분야의 연

구와 응용을 새롭게 추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0

년 와 2000년 에는 이와 비견할 만한 새로운 기

법과 응용이 발견되고 있지 않으며, 한 신경망

과 유  알고리듬 등 1980년  새롭게 부각한 방

법론도 실제 장에서 신뢰성 있게 작동할만한 수

으로는 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재 지능화를 심으로 미래 정보 사회

를 바라보는 많은 기술 연구나 시나리오들이 ‘상

황 인지’(Context-Awareness) 패러다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야 

할 부분이다. 과연 실에 필요한, 실에 필요하

다고 했을 때 구 이 가능한 상황 인지 서비스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해서 강한 문제의식이 필요

하다. 상황 인지가 과연 필요한가, 상황 인지가 어

느 정도 수 까지 구  가능한가를 다시 한 번 고

민해야 하며, 이미 이러한 주제에 하여 비  

견해를 주장한 연구들[15, 19, 25]이 존재한다는 것

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래 사람이 개입된 상황

은 복잡성이 매우 높고, 사람의 의도는 말로 발화

되기 까지 악되기가 어렵다. 심지어는 발화된 

이후에도 그 진정한 의도를 악하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의도이기 때문에 이 게 복잡하고 애매한 

사람의 의도나 련 상황을 기계 으로 인지한다

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즉, 사람이 개입

되지 않은 상황의 악은 상 으로 단순하지만, 

사람이 개입된 상황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기계

 수 에서 이를 악할 때에는 잘못 악할 가

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황 인지 시스템

보다는 차라리 사용자가 자신의 의도나 상황을 편

리하게 알려  수 있는 이른바 ‘상황 선언’(Con-

text-Declaration) 시스템이 더 필요하지 않을지에 

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8].

1.2 연결완 성 에서의 미래 정보 사회

정보화 차원을 ‘지능화에 의한 정보화’와 ‘연결

에 의한 정보화’로 나 어 본다면, 지 까지의 정

보화는 지능화에 의한 정보화보다는 연결에 의한 

정보화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960～1970년 에 규모 조직에서는 메

인 임 컴퓨터(Mainframe Computer)와 기본

인 입․출력 장치를 갖추고 한정된 단순 기능만

을 수행하는 단말(Dumb Terminal)을 연결하는 형

태로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 다. 그리고 1980년

에는 근거리 통신망(LAN, Local Area Network), 

클라이언트-서버 구조(Client-Server Architec-

ture), 개인용 컴퓨터(PC, Personal Compute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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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장으로 인해 소 규모 조직에서 연결에 의

한 정보화가 진행되었다. 한 1990년에는 화선

을 이용한 PC 통신의 활성화와 인터넷의 상용화

로 인해 기업 분야 이외에도 연결에 의한 정보화

가 진행되었는데, 연결에 의한 정보화가 조직을 

넘어 개인에게까지 확 된 것이 1990년  이후 정

보화의 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디

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과 조직 사이

의 연결은 인터넷 포털, 온라인 게임, 사회 연결망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게 하 고, 아마존, 야후, 구

, 페이스북 등으로 표되는 인터넷 기업을 탄

생시켰다. 그리고 2000년  ․ 반에는 개인과 

개인의 연결에 의한 정보화가 진행되었는데, 웹 

2.0에 한 논의와 UCC(User Created Content)의 

열풍이 이를 표하는 상일 것이다.

그 다면 연결의 에서 새로운 미래 정보 사

회는 어떻게 조망될 수 있는가? 연결의 에서 

1960～1970년 를 규모 조직 내에서의 기계  

연결, 1980년 를 소 규모 조직 내에서의 연결, 

1990년 를 개인과 조직 사이의 연결, 2000년   

․ 반을 개인과 개인의 연결로 특징짓는다면, 가

까운 미래에는 개인과 사물 사이의 연결을 특징으

로 하는 새로운 정보 사회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

다. 따라서 미래 정보 사회를 표하는 개념  하

나인 ‘유비쿼터스 컴퓨 ’(Ubiquitous Computing)

의 본질은 개별 사물의 지능성에 있기 보다는 사

물과 다른 개체 사이의 연결에 있다고 악해야 

한다. 즉, 인터넷․모바일․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발 으로 실세계에서 언제, 어디에서나 온라인에 

속이 가능해지고, 온․오 라인 시장이 서로 이

음매 없이(Seamless) 연결되고, 경쟁하게 되며, 실

세계 공간과 실물 개체, 그리고 다양한 온라인 정

보 등이 이음매 없이 연결되는 것이 미래 정보 사

회 환경인 것이다.

그런데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에 하여 이야

기 할 때, 혼돈되어 사용되는 개념이 ‘가상 실’ 

(Virtual Reality)이다.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과 

가상 실은 명확하게 별되는 개념으로서[33], 

유비쿼터스 컴퓨 이 실세계 공간과 실물 개체에 

컴퓨  요소를 부여하여, 실세계의 개체와 온라인

의 디지털 정보를 이음매 없이 연결시키는 것이라

면, 가상 실은 실세계 공간이 아닌 사이버 공간

(Cyberspace)에 실세계와 아무런 연결이 없는 새

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멀티미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WWW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는 서비스를 하나의 새로운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고, 이를 통해 사이버 공간이라

는 개념이 정착하게 되었으며, ‘Second Life’(secon-

dlife.com)라는 기업까지 등장하여 사이버 공간에

서 경제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는 비 을 제시한 

바 있다. 그 다면 미래 정보 사회는 사이버 공간

으로 표될 수 있을 것인가? Second Life가 이미 

실패한 것으로 명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순간 인 오락을 해서 온라인 게임에

서의 가상성을 즐기기는 하지만, 경제 생활까지 사

이버 공간 내에서 유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으로 단된다. 텔 비 이 처음 나왔을 당시, 사

람들은 텔 비  안에 난쟁이들이 들어가서 움직

이는 것으로 착각했고, 화 에서 열차가 충돌하

는 장면을 보던 객들이 혼비백산하여 화 에

서 뛰쳐나왔다는 일화들은 재 사이버 공간에서 

경제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사람들의 착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2. 고도 정보 연계 사회의 정의와 
특징

2.1 고도 정보 연계 사회의 등장

앞서 가까운 미래 정보 사회는 개인과 사물간의 

연결을 특징으로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 는데, 이를 시스템 으로 정의하면, ‘실세

계의 정보 단말  정보 링크와 온라인의 디지털 

정보가 이음매 없이 상호 연계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재에도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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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그  표 인 것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응용이다.  교통 결

제가 RFID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아 트나 사

무실도 RFID에 의한 출입 리가 이루어지고 있

다. 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에도 

RFID 태그가 부착되어 있고, RFID를 이용한 자 

여권까지 발 되고 있다. 이러한 RFID 응용은 

RFID 태그를 사람이 가지고 있고, 이 태그들을 공

공 기 이나 기업의 RFID 리더가 인식하는 형태

로 운 되면서, 어떠한 로세스를 자동화하거나 

효율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사람이 

가진 태그를 조직(공공기 이나 기업 등)이 인식

하는 형태의 사람과 사물의 연결은 본질 으로 새

로운 연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기존 기업이 

정보 기술을 도입하여 ‘e- 환’(e-Transformation)

을 통해 효율화를 꾀했던 것이 본래 의도하 던 

근본 인 가치 창출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과 같이, 

조직 심의 연결은 개인의 입장에서 새로운 정보 

사회의 도래를 실감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 한 사람이 태그를 가지고 있는 구  방

식은 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 인증의 부정확성, 

부정 사용의 가능성 에서 사람이 리더를 가지

고 있는 구  방식에 비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9].

그러나 개인이 실세계 개체의 정보를 이음매 없

이 획득하는 형태의 새로운 정보화가 이루어진다

면 상황은 달라지게 된다. 1990년  WWW의 

화는 개인이 새로운 정보화를 실감할 수 있게 

하 다. WWW은 이른바 ‘웹 명’을 가능하게 하

는데, 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에서 ‘하이퍼

링크 명’이고, ‘클릭 명’이었다. 개인이 마우스

를 르는 ‘클릭’(Click)이라는 가벼운 행동만으로 

새로운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 정보화가 ‘ 명’이라고 불릴 수 있을만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 원동력이었다. 그런데 사람과 

사물간의 연결 에서 ‘클릭 명’과 견 만한 

수 의 불연속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것

이 바로 ‘근  무선 통신’(NFC, Near Field Com-

munication)이다. NFC는 13.56MHz 주 수 역

을 사용하는 비 식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로서, 

자 장치 사이의 직 이고, 단순하며, 안 한 커

뮤니 이션을 제공한다[27]. 기존의 RFID 시스템이 

태그와 리더가 분리되어 사용되었던 반면에, NFC

는 태그가 내장된 단말을 능동형 모드로 작동할 

수 있어 태그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태그를 인

식하는 리더의 기능  태그에 정보를 입력하는 기

능까지 가지고 있으며, NFC 모듈이 탑재된 단말 

사이의 정보 교환(P2P 기능)까지 가능하다. WWW

에서 클릭이라는 간단한 행동을 통해 새로운 정보 

사회가 도래한 것처럼, 사용자가 NFC 모듈이 탑

재된 자신의 휴  단말을 실세계 개체에 부여되어 

있는 NFC 태그나 모듈에 가져다 는 ‘터치’ 

(Touch)라는 간단한 행동을 통해 새로운 단계의 

정보 사회가 도래하게 될 가능성을 기 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모바일 RFID 시스템은 RFID를 유통․물류 분야

의 개선 목 이나 조직 내부 로세스의 성과 향

상 등을 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RFID 리더가 탑재된 자신의 휴  단말로 실세계 

공간의 다양한 개체들에 부여되어 있는 RFID 태

그를 터치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상거래를 수행하

는 시스템을 의미한다[10]. 그런데 이러한 모바일 

RFID 시스템이 활성화되기 해서는 사람들이 휴

하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RFID 리더가 탑재

된 합한 휴  단말이 있어야 하는데[34], 최근까

지는 모바일 RFID 리더가 사용자의 휴  단말에 탑

재되지 않아 왔으나, 2009년에 삼성 자와 구 이 

합작하여 NFC 모듈이 탑재된 “Nexus S”를 출시

한 이후로 NFC 모듈이 탑재된 스마트폰이 속히 

확산되고 있다. 세계 인 스마트폰 단말 제조사인 

삼성 자, LG 자, 노키아, 리서치인모션 등은 2011

년부터 출시하는 부분의 스마트폰에 NFC 모듈

을 탑재하고 있으며, 시장 조사 기업인 VisionGain

은 2015년에  세계 휴  화의 47%, 약 8억 

1,700만 명의 사용자들이 NFC 기능이 가능한 휴

 화를 사용할 것이라고 망하고 있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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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거래-미디어 통합 공간 

(Commerce-Media Integrated Space)

본 연구는 고도 정보 연계 사회에서 개인이 직

 향유하게 될 표 인 혜택  하나를 실세계 

공간에서 상거래와 미디어가 통합되는 모습을 통해 

찾고자 한다. 상거래의 진화 과정을 검토해 보면, 

상거래와 미디어가 통합되고 분리되는 모습을 보

이면서, 새로운 형태의 상거래 모델들이 나타났던 

것을 악할 수 있다. 여기서 상거래와 미디어가 

‘통합’된다는 것은 미디어의 소비와 상거래의 수행

이 같은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 기술과 운송 기술이 발 하지 않았던 사회

의 통 시장을 생각해보면, 본래 시장은 상거래와 

미디어가 통합된 공간이었다. 윤병철[7]은 상거래 

활동이 커뮤니 이션 역을 확 시키는 메커니즘

을 검토하면서, 통 시장에서는 교환 활동 등의 상

거래를 통해 그 제품에 담겨있는 의미와 그 제품

의 배후 세계를 할 수 있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 

외부의 사람인 상인과 화할 수 있는 기회를 획

득함으로써 교환되는 제품을 넘어 자신의 공동체 

외부 사회의 정보와 지식을 획득하게 된다고 한다. 

이는 통 시장이 단순한 생산물 교환 장소가 아

니라, 다양한 커뮤니 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 통 

시장 환경에서는 시장에 어떠한 제품이 매되고 

있는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매되고 있는지에 한 정보를 얻기 해서 직  

시장을 방문해야만 했다. 그리고 량 생산 체제

가 갖추어져 있지 않던 환경에서는 오늘 매하고 

있는 제품을 내일도 구매할 수 있을 것인지에 

해 확신할 수도 없었다. 결국 이러한 환경은 사람

들로 하여  시장에서 다양한 미디어를 소비하면

서, 시장을 벗어나기 에 제품의 구입 여부를 결

정하도록 하 고, 이것이 바로 상거래와 미디어가 

통합된 기의 모습이었다고 단된다.

인쇄술과 우편망의 발달은 ‘카탈로그 쇼핑’이라

는 새로운 상거래 방식이 가능하도록 하 다. 인

쇄술이 발달함에 따라 그림의 인쇄가 가능해지면

서 제품에 한 구체 인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고, 산업 명으로 인한 량 생산의 이 이 

인쇄 산업에도 향을 미쳐 인쇄물을 렴하게 생

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카탈로그의 제작이 가능

해진 것이다. 그리고 안정된 우편망과 철도와 같

은 운송 기술의 발달은 카탈로그를 먼 거리까지 보

내고, 우편 주문과 상품의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

다. 결국 카탈로그를 통해 사람들은 시장에 직  

방문하지 않고도 제품에 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고, 우편이나 화를 통해 주문이 가능

하게 되었는데, 이는 본래 상거래를 목 으로 하

지 않는 공간( ：가정, 회사)에 ‘카탈로그’라는 상

거래를 유발시키는 미디어를 제공함으로써, 통 

시장에 이어 미디어의 소비와 상거래가 하나의 장

소에서 발생하도록 한 상거래-미디어 통합 공간의 

 하나의 모습이었다고 단한다. 그러나 카탈로

그 쇼핑은 카탈로그를 통해 직  주문과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완 한 상거래-

미디어 통합 공간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일부 

존재하기도 한다. 이후, 운송 기술의 발달은 카탈

로그를 더욱 빠르고, 멀리 보낼 수 있도록 해주었

지만, 개인 운송 수단의 발달은 사람들이 카탈로

그 보다는 직  제품을 보고 거래하는 슈퍼스토어

의 발 을 가져오게 되었다. 즉, 자동차의 가격이 

렴해지고, 인 도로가 건설됨에 따라 사람

들은 다시 시장으로 나와 직  정보를 소비하고 

상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14]. 그러나 슈퍼스토어

에서의 상거래는 카탈로그 쇼핑과는 반 의 경우

로, 주문과 결제는 슈퍼스토어에서 이루어지지만 정

보의 획득이 슈퍼스토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완 한 상거래-미디어 통

합 공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신문, 잡지, 라디오, 텔 비 과 같은  매체

가 도래함에 따라 량 생산을 통한 표 화된 상

품의 거래가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미디어를 소비

하는 행 와 상거래를 하는 행 가 시․공간 으

로 완 히 분리되기 시작하 다. 를 들어, 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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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보 기술과 운송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상거래 형태의 변화

비 에서 상품 고를 보더라도 이를 구매하기 

해서는 상 을 방문해야만 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텔 비 을 통한 홈쇼핑은  다른 개념에서 

근해야 한다. 홈쇼핑은 화와 텔 비 이라는 정

보 통신 기술과 택배와 같은 물류 기술의 발달을 

통해 상거래와 미디어 소비가 하나의 공간에서 통

합되어 이루어지게 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다만, 

텔 비  내에서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역시 카탈로그 형태와 유사한 구조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완 한 형태의 상거래-미디어 

통합 공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후, WWW 환경에서 사람들은 ‘ 자 상거래’

라고 하는 새로운 상거래 모델 명을 마주하게 되

는데, 이는 신 인 정보 기술과 물류 기술의 발

달을 통해 가능하게 된 것이었다. 사람들은 WWW 

환경에서 카탈로그 쇼핑보다 풍부하고 질 높은 정

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고, 정보를 소비하는 동

시에 이와 련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는

데, 이는 상거래와 미디어가 웹 환경에서 통합되

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도 정보 연

계 사회에서는 실세계 환경에서도 상거래와 미디

어가 통합되는 모습을 측해 볼 수 있다. 실세계 

공간의 탁자가 마음에 들면, 탁자에 부착되어 있

는 NFC 태그를 사용자의 휴  단말로 터치하여 

탁자에 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매하는 웹 

사이트로 이동하여 바로 탁자를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 텔 비 의 상품 고를 보다

가 심이 가는 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텔 비 에 

부착된 블루투스(Bluetooth) 모듈과 사용자의 휴

 단말에 있는 블루투스 모듈의 연결을 통해 

련 정보를 사용자의 휴  단말에 장하고, 이 정

보를 기반으로 상거래를 수행하는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간 에서의 상거래와 미디어 소비

의 통합과 분리는 정보 기술의 발달과 운송 기술

의 발달과 매우 한 련이 있는데, [그림 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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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상거래-미디어 통합 공간의 구성

정보 기술과 운송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상거래 형

태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WWW이 디지털 정보 사이를 이어주는 하이퍼

링크를 가장 요한 특징으로 가진다면, 고도 정

보 연계 사회는 실세계의 개체와 온라인 디지털 

정보 사이를 이음매 없이 이어주는 하이퍼링크가 

실세계에 만들어짐에 따라, 인간의 경제 생활이 새

롭게 변화하는 사회라고 조망해 볼 수 있다. 이는 

재의 웹 환경에서 상거래와 미디어가 웹 페이지

들에 혼재되어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이, 고

도 정보 연계 사회의 환경에서는 상거래와 미디어

가 실세계에 혼재되어 유기 으로 연결된 환경, 

즉 ‘상거래-미디어 통합 공간’(Commerce-Media 

Integrated Space)[8]으로 실세계가 재탄생하게 되

는 것을 의미한다. 실세계 공간에는 사람(People), 

사물(Product), 장소(Place), 미디어(Media)가 존재

한다. 그런데 실세계 개체에 NFC 태그와 같은 하

이퍼링크가 더해짐에 따라, 사람, 사물, 장소에 미

디어가 내재되는 형태가 되고, 그 미디어에는 상

거래가 내재하게 된다. 앞서 제시한 탁자 구매 

시와 같이, 탁자(실세계 개체)에 NFC 태그(하이퍼

링크)가 부착됨에 따라, 탁자에 련한 온라인 정

보를 획득할 수 있고(미디어 소비), 탁자를 매하

는 웹 사이트로 이동하여 구매(상거래)를 할 수 있

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거래-미디어 통합 공간

은 ‘미디어가 내재된 사람’(Media-embedded Peo-

ple), ‘미디어가 내재된 사물’(Media-embedded Pro-

duct), ‘미디어가 내재된 장소’(Media-embedded 

Place), ‘상거래가 내재된 미디어’(Commerce-em-

bedded Media)로 구성되며, 그 구체 인 내용은 

[그림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 고도 정보 연계 사회의 제도 
설계 패러다임

고도 정보 연계 사회로 상되는 미래 정보 사

회의 정책과 비즈니스 모델에 한 기존 연구들은 

부분 이론  패러다임에 기반하지 못한 채 수행

되었던 것이 사실이며, 이는 정책  비즈니스 모

델 설계를 한 패러다임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김경규, 박성국[1]는 고객과 기업이 함께 하는 가치

의 ‘공동 창출’(Co-Creation)을 유비쿼터스 환경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데 있어 핵심 인 패러

다임으로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는 유비쿼터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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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 고객은 고성능의 휴  단말을 사용함으로

써, 다른 고객들과 용이하게 연결되고, 개인화된 정

보를 선택 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과거

에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하기만 했

던 수동 인 모습의 고객이 극 으로 가치 창출

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가치의 공동 창출이 가능한 것이 실세

계에 내재되는 컴퓨  요소와 고객의 휴  단말 

사이의 이음매 없는 커뮤니 이션 때문임을 인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비

즈니스의 기술  특성을 지능형 센서 기반 상황 

인지 기술, 지능  조에 기반한 커뮤니티 컴퓨

, 자율 학습 엔진 등 지능성 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밖에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특정 기술  응용 분야에 한 설계

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연구들[16, 22, 28, 29]

이나 제조업 분야에 유비쿼터스 컴퓨  기술을 

용하기 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연구 

[31], 지속 가능한 유비쿼터스 도시를 한 개발 

방향을 제시한 연구[2]나 유비쿼터스 도시의 제도

화를 모색하기 하여 내․외  제도화 변수를 검

토한 연구[13], 유비쿼터스 도시 련 서비스 패러

다임의 구성을 하여 기존 유비쿼터스 서비스 분

류 체계의 정성을 평가한 연구[11],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사용자 의 가치 분

류 체계를 제시한 연구[6],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미디어 규제 정책 패러다임에 한 연구[3], 그리

고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방

법론에 한 연구[24] 등을 발견할 수 있으나, 제

도 설계의 에서 근본 인 기반이 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제시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

실이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SPB 패러다임을 제

시하고자 한다.

3.1 SPB(Seamlessness-Privacy-Benefit) 

패러다임

고도 정보 연계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실세계

의 개체와 온라인의 디지털 정보 사이의 이음매 

없는 연결이 담보된다는 것이다. 이는 상거래 분

야에서 잘 나타날 것인데, 고도 정보 연계 사회의 

상거래는 사업자, 소비자, 제품, 서비스 사이의 이

음매 없는 커뮤니 이션을 지원받게 될 것이며, 

이러한 연결완 성으로 인해 물리  공간과 디지

털 공간이 통합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연결완

성’은 상거래 로세스 내에서 제품, 서비스, 공간, 

경제 주체 등의 정보가 끊김 없이 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특징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

는 실세계 개체에 디지털 정보로 연결되는 링크가 

내재되기 때문이며, 내재된 링크는 소비자가 아날

로그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는 비용을 없애

주기 때문에 정보의 흐름이 끊김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끊김 없는 정보의 활용을 통한 물리  공간과 

디지털 공간의 통합은 물리  공간에서의 상거래 

활동에서도 정보들이 디지털 공간처럼 끊김 없이 

이용되어 두 공간의 구분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는 거래 비용이 감소하는 효

과를 낳고, 거래 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

런데 끊김 없는 정보의 활용은 이러한 정  효

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경제 주체의 라이버시를 침

해할 수 있는 부정  가능성 한 가지고 있다. 이

는 정보의 연속성이라는 특징이 정보의 수집을 용

이하게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도 정보 연계 사회에서는 개인  상거래 정보

를 체계 으로 장할 수 있을 것이고, 체계 인 

정보 장이 오용될 경우에는 라이버시에 한 

심각한 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국, 고도 정보 연계 사회에서는 ‘연결완 성’과 

‘ 라이버시’가 제도 설계를 한 주요 키워드로 

도출될 수 있다.

[그림 3]은 연결완 성과 라이버시가 반비례 

계임을 모형화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반비례 계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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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결완 성과 라이버시의 계  SPB 
패러다임의 도출[23]

례 곡선 자체가 우상향(A →B ) 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데, 이는 한 기술의 개발

과 제도의 마련을 통해서 연결완 성과 라이버

시의 수 을 통시에 높이는 비즈니스 모델과 시스

템, 정책 등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

고 하나의 반비례 곡선 상에서도 참여자들은 여러 

지 (B , C )을 선택할 수 있는데, B  신 C

을 선택한 사람은 연결완 성을 높이는 신 라

이버시가 약화되고, 이 때 약화된 라이버시를 

한 혜택이나 보상으로 제공받게 됨으로써, 해당 

모델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3.2 SPB 패러다임에 기반한 사례 평가

SPB 패러다임은 고도 정보 연계 사회의 다양한 

모델을 설계함에 있어 기반이 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설계  구 된 모델들의 평가 기 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본 에서는 SPB 패러다임을 기

반으로 하여 고도 정보 연계 사회의 구축을 한 

수행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SPB 패러다임의 유

용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3.2.1 승용차 요일제와 하이패스의 비교

서울특별시에서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승

용차 요일제’(no-driving.seoul.go.kr)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일주일에 하루를 차

량 운휴일로 선택하도록 한 교통 수요 리 정책

이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하고, 차량의 앞 유리면에 

부착할 수 있는 RFID 태그를 발 받게 되며, 기

은 교차로의 신호등 구간, 통행 혼잡 지 , 터  등

의 교통 시설물에 RFID 리더를 설치하여 운휴일

의 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사람들은 차량에 

RFID 태그를 부착시킴으로써, 공  주차장 요  

20～30% 할인,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 배정 시에 

가  부여, 교통 유발 부담  감면 등의 종이 스티

커를 부착하는 승용차 요일제의 혜택 이외에 자동

차세 5% 감면, 남산 1․3호 터  혼잡 통행료 50% 

할인의 부가 인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특별시 승용차 요일제의 RFID 용 사례에 

하여 성공과 실패 여부를 쉽게 단할 수는 없

지만, 앞서 제시한 SPB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평

가한다면, 장기  에서 이 모델은 실패할 가

능성이 높다. 어떤 차량 소유자가 승용차 요일제

에 참여하고 RFID 태그를 자신의 차량에 부착한

다면, 그 소유자는 고도 정보 연계 사회의 요한 

특징인 연결완 성을 높이는 주체가 된다. 그 다

면 [그림 3]에서와 같이 그 주체에게 라이버시가 

함께 높아지는 새로운 곡선을 제시하던가, 새로운 

곡선을 제시할 수 없다면 같은 곡선 내에서 연결

완 성이 높아짐에 따라 낮아진 라이버시에 

한 혜택을 제시해야 한다. 물론 서울특별시의 승

용차 요일제는 자동차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

고 있지만, 이는 RFID 태그가 인식되었을 때 받는 

혜택이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즉, 서울특별시의 

승용차 요일제는 RFID 태그 부착을 ‘선언’한 차량

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 그 RFID 태그가 ‘인식’

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이익을  가능성이  

없으며, 오히려 RFID 태그의 인식이 어렵도록 훼

손하는 것이 차량 소유자에게 이익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배부된 RFID 태그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한 경우, 운휴일을 3회 이상 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세 감면과 남산 1․3호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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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 통행료 50% 할인의 혜택에서 배제되고, 추징 

등의 제재가 있다고는 하지만, 기 이 고의로 훼

손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차량 소유자는 RFID 

태그의 고의  훼손을 부정할 것이다. 즉, RFID 

리더는 RFID 태그를 부착한 차량에게 혜택을 주

기 함이 아니라 감시하기 해 존재하는 것이며, 

승용차 요일제를 수하는 차량 소유자는 RFID 

리더에 의해 자신의 RFID 태그가 인식되는 순간, 

어떠한 혜택을 받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자신의 운

행 정보를 수집 당한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

이다.

차량과 련하여 컴퓨  요소를 통해 연결완

성이 높아지는  하나의 사례가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hipassplus.co.kr)이다. 하이패스는 차량 

내부의 단말에 하이패스 카드를 삽입 후, 하이패

스 차로를 30km/h 이하로 무정차 주행하게 되면, 

외선이나 주 수 통신을 활용하여 통행료가 지

불되는 자 요  수납 시스템이다. 하이패스 역시 

차량 내부에 단말을 설치하여 톨게이트의 인식 장

비와 상호 작용을 함으로써, 연결완 성은 높아지

지만, 차량의 운행 정보가 체계 으로 수집되기 

때문에 라이버시는 낮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

으며, 여기까지는 서울특별시의 승용차 요일제와 

동일한 구조이다. 그러나 하이패스는 차량 내부의 

단말과 톨게이트의 인식 장비가 상호 작용을 해야

지만, 차량 운행자에게 통행 요  할인과 톨게이

트의 신속한 통과라는 혜택을 부여한다는 에서 

서울특별시 승용차 요일제와 큰 차이 이 발생하

게 된다. 즉, 서울특별시의 승용차 요일제는 연결

완 성이 높아짐에 따라 낮아지는 라이버시에 

한 보상을 실세계와 온라인 사이의 이음매 없는 

연결을 통한 상호 작용의 메커니즘 밖에서 설계한 

탓에 오히려 실세계의 링크가 인식되지 않는 것이 

사용자에게 이익인 구조이지만, 하이패스는 실세

계의 링크가 인식되어야 사용자에게 이익인 구조

인 것이다. 한 하이패스 단말을 설치하지 않은 

차량은 기존의 방법과 동일하게 톨게이트를 통과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하

이패스 사용자들을 통해 상  박탈감은 느낄 수 

있지만, 차량 소유자의 효용 함수에 따라 하이패

스의 사용 여부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2011년 

12월을 기 으로 하이패스 단말은 약 637만 가 

보 되었고, 이는 국내 등록 차량의 1/3에 해당하

는 수치이다[4].

3.2.2 유비쿼터스 시 공간 비교

2007년 SK 텔 콤은 모바일 RFID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 앙 과학 에 ‘u-Museum’ 서비스

를 구축하여 운 하 다. 그러나 ‘u-Museum’ 시

범 사업은 사실상 성공 인 결과를 거두지 못했으

며, 그러한 결과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지만[12], 

이를 SPB 패러다임 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

다. 당시 ‘u-Museum’ 서비스를 사용하기 해서는 

시 에 신분증을 맡기고, 휴  화와 휴  

화에 부착할 수 있는 모바일 RFID 리더를 여해

야만 했다. 그런데 사용자가 연결완 성을 높이기 

해 불편함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릴 수 있는 혜택은 시 의 기존 설명 게시

을 단순히 디지털화 해 놓은 컨텐트를 보는 수

이었다. 즉, 연결완 성을 높이기 해 여의 불

편함을 감수하고, 자신의 방문 정보와 어떠한 

시물에 한 정보를 획득했는지에 한 정보 등을 

시 에 제공함으로써 라이버시는 낮아졌지만, 

사용자가 릴 수 있는 혜택은 매우 미미했고, 그 

결과 사용자는 ‘u-Museum’ 서비스를 사용할 동기

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시 공간에서 연결완 성을 높이면서, 

람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사례도 존재

한다. (주)러 이즈터치(loveistouch.com)와 (주)시

트더블유(shiftw.com)는 2011년 11월에 QR 코드

가 인쇄된 NFC 태그를 시 공간에 부착하여, 사

용자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시물에 한 

정보를 획득하고, 해당 정보를 페이스북에 연동시

켜 게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서비스

를 통해 사용자들은 NFC 태그를 터치하거나 QR 

코드를 스캔함으로써 연결완 성을 높일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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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자신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람 정보가 노

출됨에 따라 라이버시가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자신의 람 경험

을 온라인 상에 이음매 없이 기록할 수 있고, 일종

의 온라인 도록을 소유하게 되며, 자신의 지인들

에게 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평 이 향

상되는 등의 혜택을 통해 약화된 라이버시에 

한 보상을 받게 된다. 한 사용자가 자신의 효용 

함수에 따라 해당 시스템의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들이 약화되는 라이버시 

수 을 감수할 정도의 혜택을 릴 수 있다고 

단하면 시스템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시스템은 6

일 동안 시 공간 내에서 900회 이상 사용되었고, 

페이스북에서 150,000회 이상 노출되는 성과를 기

록했다.

4. 결론：고도 정보 연계 사회 
구축을 한 략  제언

• 지능화보다는 연계

‘고도 정보 연계 사회’라는 표 은 지능화에 의

한 정보 사회의 고도화보다는 연계에 의한 정보 

사회의 고도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지능화에 

의한 정보화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정보 사회 발 의 역사를 뒤돌아 볼 때, 

지능화에 의한 정보화의 실성과 효과성이 크지 

않았다는 을 다시 한 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도 정보 연계 사

회에 한 비 은 아직 우리 사회에 상호 연계되

지 않은 많은 노드들을 연결시키기 한 실행 과

제를 제시해 다. 그러한 연계는 사람과 사물의 

연결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며, 그 에서도 사물 

정보의 사용자가 조직이 아닌 개인이 되는 응용에 

더욱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을 강조하 다.

• 연결완 성과 라이버시를 동시에 제고하는 

메커니즘

라이버시의 문제를 정교하게 고려하지 않은 

연계는 라이버시 침해에 한 우려를 불러오며, 

이는 결국 미래 정보 사회로의 발  과정에서 불

필요한 논쟁과 사회  비용을 낳게 할 수 있다. 연

결완 성을 높이는 것이 언제나 라이버시의 약

화를 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을 인식시킬 필요

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 연결완 성과 라이버시

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제도와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다는 을 정책 입안자, 사업자, 일

반 사용자들이 인식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이 필요할 것이다.

그 로, 2005년 10월에 ｢행정정보공유추진 원

회 규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된 ‘행정 정보 공유 

사업’도 고도 정보 연계 사회로 가는 의미 있는 사

업이지만, 각 행정 기 의 조직 이기주의와 시민 

사회 단체의 행정 정보 공유에 따른 라이버시 

침해에 한 문제 제기 등으로 인해[5], 만족스러

운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련 이해 계자들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SPB 

패러다임과 행정 정보 공유 사업의 본질을 이해한

다면, 행정 정보 공유 사업이 연결완 성과 라

이버시를 동시에 높이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

로 기 한다.

• 더 많은 연계에 이익을 주는 선택의 부여

웹 2.0은 연계의 구체  모습인 참여, 공유, 개방

을 하는 사업자나 사용자에게 더 많은 이익이 생

기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새로

운 생산  거래 모델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웹 

2.0의 모습을 통해 미래 정보 사회의 모습을 견

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웹 2.0 비즈니스 

모델은 미래 정보 사회로 향하는 하나의 경로로서 

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웹 2.0이 이미 더 많

은 연계에 이익을 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미래 정보 사회, 즉 고도 정보 연계 사회도 더 많

은 연계에 이익을 주는 구조로 가야 할 것임을 뒷

받침 해주는 것이다. 한 실제로 개방과 연계가 

강해질수록 성공하는 모델들이 실제로 제시되고 

운 되고 있는데, 개방형 자 상거래 시장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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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고 있는 이베이, 키피디아, 페이스북의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개발

된 징가, 앱스토어를 비롯한 스마트폰 애 리 이

션 시장 등의 성공이 표 인 사례이다. 매우 당

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앞서 승용차 요일제의 

RFID 용 사례를 검토한 바와 같이, 실의 정책

과 제도에서는 당연해 보이는 원리도 지켜지지 않

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SPB 

패러다임은 기존의 정책과 제도를 평가할 수 있고, 

새로 만들어질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 간단하지만 유용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 통합 구축이 아닌 개방형 구축

정보화 사회로 인해 사회가 더욱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성이 높아진 것 

한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사회의 복잡성을 해

결하기 한 방법으로 ‘통합’이라는 말이 종종 사

용되고 있으며, 정보 시스템 분야에서도 통합이라

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기업의 정

보 시스템은 통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는 

통합 시스템으로 운용되기 어렵다. 재의 정보 

사회가 다양한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네트워크, 장

비, 서비스, 컨텐트 등이 혼재되어 구성되어 있는 

것과 같이 미래 정보 사회 한 다양한 사업자들

이 참여하여 구성될 것이다. 따라서 통합 구축이

라는 략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매우 

비 실 이고 험한 발상이며, 결국 통합 구축보

다는 개방형 구축 략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

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웹 2.0의 주요 특징  

하나가 개방이며, 개방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구

이나 페이스북의 서비스가 이미 낡은 기업의 이

미지로 들리는 통합형의 야후나 마이크로소 트보

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실에서 증명되

고 있다. 따라서 고도 정보 연계 사회의 구축 과정

에서는 기부터 개방성을 요한 원리로 채택하

여야 할 것이다.

• 향후 연구

본 연구는 미래 정보 사회가 연결완 성을 키워

드로 하는 고도 정보 연계 사회로 진화할 것이라

는 망 아래, 고도 정보 연계 사회의 구축을 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고

도 정보 연계 사회의 인 라를 구축하고, 제도  

비즈니스 모델을 정착시키기 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 다. 특히, 본 연구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면서 ‘개방성’을 강조하 는데, 이는 본 연구를 기

반으로 한 향후 연구에 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연구 의제로서 ‘개방성’의 요성은 엔트로피 법칙

(The Entropy Law)으로 알려진 열역학 제2법칙

에 의하여 도출될 수 있다. 이는 닫힌 시스템에서 

엔트로피는 증가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시스템은 

사용 불가능한 에 지로 채워지게 될 것이며, 따

라서 열린 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해 

필수 인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 으로 

표 하면, 지속 가능한 정보 사회를 해서는 개

방성이 필수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으로 

개방이 폐쇄보다 더 나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논리가 더 많은 정당성을 가지게 되지만, 이는 수

사 인(Rhetoric) 표 일 뿐이라는 의심 [30]이 존

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 학 분야에서 ‘개방형 

신’(Open Innovation)[17]이라는 개념이 ‘개방형 

비즈니스 모델’(Open Business Model) [18]로 확

장되고, 애 의 앱스토어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로 

실 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행정학 분야에서 정

책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해 계자들의 근성 

 참여성을 강조하는 ‘신 공공 서비스 이론’ [20]

과 미국 오바마 정부의 투명하고, 참여 이며, 

력 인 연방 정부의 건설을 한 ‘열린 정부 계

획’(Open Government Initiative)을 통해 개방이라

는 개념이 이론  실천 에서 더욱 요해지

고 있는 것 한 사실이다. 이에 ‘개방성’이라는 화

두는 고도 정보 연계 사회에서 “개방의 상은 무

엇인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략을 통해 개

방을 채택할 것인가”, “개방과 연계를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고, 발 으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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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켜 나갈 것인가” 등의 연구 의제로 이어질 것

이며, 본 연구를 기반으로 이러한 연구들이 수행

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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