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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기관명
제

목

출처(URL)

유럽 / 프랑스
2018. 1. 24.(수)/ 프랑스, ARCEP
ARCEP, 2018년 우편 및 통신시장 추진 계획 발표
https://www.arcep.fr/index.php?id=8571&no_cache=0&tx_gsactualite_pi1[uid]=2122
&tx_gsactualite_pi1[annee]=&tx_gsactualite_pi1[theme]=&tx_gsactualite_pi1[motscl
e]=&tx_gsactualite_pi1[backID]=26&cHash=1ead21229e58a42c6c309f84143c7eda

【 개 요 】
o 프랑스 우편통신규제청인 ARCEP은 2018년 우편 및 통신시장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함
【 주요내용 】
o 2018년 추진 계획
- 4G 등 모바일 커버리지 확대에 새로운 계약 체결
· 2018. 1. 14일 프랑스 정부와 ARCEP 및 통신 사업자는 4G를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전체
인구에 배포하기 위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
- “선투자” 전략 검토
· ARCEP은 가격 인하를 목표로 3년 전 시작한 “선투자” 전략의 성과를 발표함
· 통신 사업자의 네트워크 설비 증진 등 “선투자”에 약 90억 유로가 투자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규제 프로젝트
· 광섬유 네트워크 배포에 있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여름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
· 1분기에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네트워크 시장을 개발하여 경제 디지털화를 촉진할 예정
·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ARCEP과 통신 사업자 사이의 새로운 계약에 법적 효력이 부여
· ARCEP은 지상파 시청각 방송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 검토를 실시할 예정
- 2018년 혁신 프로젝트
· ARCEP은 새로운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혁신을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
· ARCEP은 5G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선도적으로 5G를 실현할 수 있도록 5G 실증
실험을 위한 실험 주파수의 허가를 실시
- 2018년 ARCEP의 규제 및 혁신 프로젝트 데이터의 공개
· “나의 모바일 네트워크” 사이트는 3G, 4G 서비스 배포에 대한 정보를 더욱 정확한 지도
서비스 제공
· 고정 네트워크는 다양한 기술 별(구리, 케이블, 광섬유, 고정 4G 등)로 지도로 식별 할 수 있음
· 모바일/고정 네트워크에 대한 커버리지 이외에 ARCEP은 모바일/고정 네트워크 품질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결과를 공개할 예정

 목차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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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보도일/기관명
제

목

출처(URL)

아시아 / 일본
2018. 1. 29.(월)/ 일본, ITPro
일본, IoT 및 빅데이터 시스템과 장비에 대한 감세 계획 발표
http://itpro.nikkeibp.co.jp/atcl/column/14/346926/012601284/?itp_pickup

【 개 요 】
o 일본 정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IoT 및 빅데이터 시스템과
장비에 대한 감세 계획을 발표함
【 주요내용 】
o
- 일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를
강력하게 지원할 것이다.”라고 2018. 1. 22일 정기 국회 연설에서 발표함
- 2021년까지 IoT, 빅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 연계 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해 세금 감세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여름까지 도입할 계획
< 2018년부터 IoT 투자 감세와 과거의 IT 투자 감세의 차이 >
구분
대상 범위

2018~2021년(예정) IoT 투자 감세
IoT/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총액 500만엔 이상의 투자
IoT를 구성하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2003~2005년의 IT 투자 감세
원칙적으로 모든 IT 투자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정보통신기기

대상 품목

뿐 아니라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센서 및 IoT
에서 제어하는 로봇 등 연계시키는 기기도

납세 절차

시스템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승인

영수증 등 구매 증명

감세화

투자금액의 30%의 특별상각 또는 3%의 세액
공제(법인 세액의 15%가 상한)을 선택

투자금액의 50%의 특별상각 또는 10%의
세액 공제(법인 세액의 20%가 상한)을 선택

컴퓨터, 디지털 복사기, IP 전화 등

※ 특별상각 : 특정설비에 대한 일반적인 감가상각 이외에 추가적인 감가상각이 가능한 경우를 말함.
기업이 투자 자본을 조기에 회수 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일종의 가속상각제도

· IT 관련 투자의 감세 조치는 과가 IT 버블 붕괴 후 2003년부터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바 있음
- IoT 투자 감세는 생산성 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과거의 IT 투자 감세와 다르며, 이번 감세의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 연계 구조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점
· 과거의 경우 감세는 영수증만 있으면 모든 IT 관련 구매 품목이 감면 대상이 된 것과 달리
금번은 계획에 포함된 품목만이 대상이 됨
· 계획에 포함된 경우 IT 이외의 물품도 대상이 되며 데이터 수집 센서 및 제어 대상이 되는
로봇이나 기계 등 생산 설비 등은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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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감세 계획이 요구하는 조건은 크게 3가지로 구분 됨
·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하는
등 종래에 없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업무를 효율화 하는 것만이 대상이 됨
· 보안 암호화 등 보안 전문가가 보안에 관한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목표 기간 내에 노동 생산성을 1년에 2% 이상을 늘리거나 투자 수익(ROI)을 15% 이상으로
높일 것을 조건으로 함(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감세는 취소되지 않음)

 목차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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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보도일/기관명
제

목

출처(URL)

아시아 / 중국
2018. 1. 26.(금)/ telecomtracker
중국 스마트폰 시장, 4% 하락으로 첫 감소세
https://www.telecomtvtracker.com/insights/china-s-smartphone-market-suffers-firstever-annual-decline-as-shipments-fall-4-in-2017-13023/

【 개 요 】
o 전세계에서 가장 큰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에서 2017년 459백만대를 선적하면서 2016년에 비해
4%의 첫 감소세를 기록하였고, 2017년 4분기는 113백만대로 14% 이상 감소하면서 최악이었음
【 주요내용 】
o 중국 전체 시장에서 화웨이의 선적은 9% 성장하여 24백만대 이상을 선적함으로써 상위를 유지
하였고, Oppo 및 Vivo는 각각 16%, 7%까지 하락하여 2, 3위를 차지하였음
- 화웨이는 자국(중국) 시장에서 2017년 90백만대로 가장 최고를 차지했고, 4분기에만 24백만대의
스마트폰을 선적했으며, Oppo는 19백만대, Vivo는 17백만대의 스마트폰을 선적하였고, 애플은
13백만대를 선적한 샤오미를 제치면서 4위를 차지하였음
< 중국의 2009-2017년 스마트폰 선적량(예측) >

※ 출처 : Canalys, 스마트폰 분석, 2018년 1월
o 시장은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중국 시장의 감소는 지나치게 자국 시장에 의존
해왔으므로 중국 벤더들에 결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Canalys Analyst Mo Jia는 언급함
- 또한, 그는 해외 확장을 제한하고 미래 생존에 대한 문제가 있어 벤더들의 현금 흐름과 수익성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작은 벤더인 Gionee 및 Meizu와 같은 벤더들의 위협은 이전보다 더
해질 것이고 Lenovo 및 ZTE도 중국 시장에 다시 집중하면서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결국 작은
벤더들이 남을 작은 시장만 남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선도기업은 시장 점유를 유지하거나 성장시키기 위한 공격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며, 2018년
중국 시장은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목차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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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의문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박종실 과장(317-6148,
pjs1226@rapa.or.kr)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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