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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보도일/기관명
제

목

출처(URL)

유럽 / 프랑스
2018. 4. 5.(목)/ 프랑스, ARCEP
ARCEP,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을 위한 공개 자문 실시
https://www.arcep.fr/index.php?id=8571&no_cache=0&tx_gsactualite_pi1[uid]=
2137&tx_gsactualite_pi1[annee]=&tx_gsactualite_pi1[theme]=&tx_gsactualite_pi
1[motscle]=&tx_gsactualite_pi1[backID]=26&cHash=3929cea67501bee84a55cc
1d647e3441

【 개 요 】
o ARCEP은 2G, 3G 서비스 용도로 할당 되었던 900MHz, 1800MHz 및 2.1GHz 대역의 재할당을
위해 공개 자문을 실시한다고 밝힘
【 주요내용 】
o 배경
- ARCEP은 2018. 1. 14일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구속력 있는 새로운
모바일 커버리지 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
· 영토 전역, 특히 농촌지역의 모바일 네트워크 접속 품질을 향상 시켜야 하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는 접속 품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의무가 적용될 계획
· 모바일 커버리지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국에 걸쳐 최소 5,000개 이상의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해야 함
·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2020년까지 지난 15년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이루어졌던 모든
정부 프로그램만큼의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한 협의를 맺어야 함
· 4G 서비스를 일반화하기 위하여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10,000개 꼬뮌의 모든
사이트에 4G 장비를 장착해야 함
· 주요 도로와 철도 등 운송 수단에서 4G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주요 운송 수단의 적용 범위 확대
o 공공자문 주요내용
- ARCEP은 10년동안 2G 및 3G 서비스 용도로 할당 되었던 900MHz, 1800MHz 및 2.1GHz
대역 대역을 재할당하기 위한 초안에 대해 공개 자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
- 현재 프랑스의 900MHz, 1800MHz 및 2.1GHz 주파수 대역의 권한은 2021, 2022년 및
2024년에 차례로 만료됨
· Orange, SFR와 Bouygues Telecom사는 2006년과 2009년 15년 기한으로 900MHz와
1800MHz 대역을 할당 받았으며, 2001년과 2002년 20년 기한으로 2.1GHz 대역을 할당 받음

- 1 -

- ARCEP은 주파수 할당 완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4G를 일반화하고, 대중교통 수단에서
커버리지를 개선하며 5,000개의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 900, 1800 및 2100MHz 대역의 주파수 할당을 위해 신청 절차상 효과적이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평등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
- 2018. 5. 18일까지 공개 상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 받고 6월까지 할당 방식에 대해 결정할 예정
· 2021년까지 할당 기간인 주파수 대역에 대한 할당 절차는 2018년 4분기까지 전자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예정

 목차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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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보도일/기관명
제

목

출처(URL)

유럽 / 이탈리아
2018. 4. 5.(목)/ telecompaper
이탈리아, 700MHz 대역 개방
https://www.telecompaper.com/news/italy-consults-on-freeing-up-700mhz-ba
nd—1238992

【 개 요 】
o 이탈리아 경제개발부처 MISE(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는 700MHz 대역 개방에 대해
5. 6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기로 함
【 주요내용 】
o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에서 694-790MHz 대역에 대한 개방 마감일 2020. 6. 30일 이전에 다양한
혁신과 모든 네트워크 운영자에 의한 효율적인 주파수 부여를 보장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안하는
데에 이번 의견수렴의 목적이 있음
o 지난 3월 이탈리아 통신 규제기관 Agcom은 올해 말 있을 입찰로 인해 처음으로 5G 주파수를
공식으로 발표했고, 감시기관이 2037년까지 양도되어 있는 700MHz, 3.6-3.8GHz 및 26.527.5GHz 대역을 이용 가능할 수 있게 제안하였고 총 수익은 예정가 25억 유로를 되풀이할 것임
o 700MHz 대역에서 총 30MHz 대역폭은 15년 6개월간 제공될 것이고, 5MHz 또는 10MHz 폭은
신규 사업자(즉, TIM, 보다폰 또는 Wind Tre 이외의 사업자)에게 제공될 것임

 목차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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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보도일/기관명
제

목

출처(URL)

미주 / 미국
2018. 4. 4.(수)/ FierceWireless
마이크로소프트, 무선통신사업에 가까워 지고 있다
https://www.fiercewireless.com/iot/microsoft-getting-closer-to-wireless-carrier
-business

【 개 요 】
o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몇 주간 클라우드 서비스와 엣지 컴퓨팅*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개편과 함께 향후 4년 간 IoT에 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 하였는데, 이러한 행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선통신 산업 궤도에 진입했음을 반증함
* 엣지 컴퓨팅 : 연결이나 대기시간 문제, 대역폭의 제약 등 클라우드 컴퓨팅의 문제점을 대선하기
위해 정보처리나 컨텐츠 수집/전달이 해당 정보 소스와 가까운 곳에서 처리되는 컴퓨팅 기술
【 주요내용 】
o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근 조치에 따라 AT&T 및 Verizon 등의 대형 통신 사업자와 정면으로
경쟁이 가능해 질 수 있음
-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선통신 사업자에게 보다 나은 제품 공급자나 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일 수 있음
- 이는 전형적으로 동지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적인 사람에게 쓰이는 말인 '프레너미
(Frenemy)'라고 Ovum의 분석가인 Daryl Schoolar이 언급함
o 우선적으로 지난 달 말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능형 클라우드 및 지능형
엣지’에 보다 집중을 위해 기업을 재편성 하였으며, 재편성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사업인
'Windows'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인공지능 및 첨단 기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음
- 첫째, 컴퓨팅은 클라우드부터 엣지까지 보다 강력하고 어디에나 있는 것이며, 둘째, 인공지능은
전 세계의 지식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각과 인지를 통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셋째, 물리적
세계와 가상 세계가 어우려져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 사용하는 것, 가는 곳,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활동과 관계 등을 이해하는 풍부한 경험을 창출 할 수 있다고 Satya Nadella는 언급함
- 하지만 무선통신사업자와 더욱 관련이 있는 것은 이번 주에 IoT에 대해 대폭적인 투자 확대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약속으로, 전 세계의 무선통신사업자는 웨어러블에서부터 농기계에
이르기까지 수 백만, 수 십억개의 IoT의 장치를 연결하여 침체기에 있는 스마트폰 수익을 신장
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o 마이크로소프트는 회사의 성명을 통해 Azure 클라우드 사업을 통해 ‘현재, 우리는 IoT의 연구
및 혁신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궁극적으로는 새로는 지능형 엣지로의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Julia White는 밝힘
- White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계획 한 50억 달러 투자에 대한 세부 설명은 하지 않았으며, 'IoT
플랫폼을 통해 클라우드, OS 및 장치에 이르기까지 규모, 기술의 전문성, 예산, 산업 또는 다른
요소들에 관계없이 IoT의 과정을 단순화 할 수 있는 독보적 위치에 있으므로 모든 고객과 일상을
살아가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신뢰하고 연결된 솔루션을 창출하여 비즈니스와 고객의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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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 투자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고객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킬 것임
o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기반 IoT 사업은 Wi-Fi, 3G 및 LTE 등의 연결을 통한 장비 관리와
같이 일부 무선통신사업자가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IoT 서비스에 더 많은 기능을 갖춘
서비스를 제공함
- 그리고, 마이크로소트는 이미 IoT 엣지 컴퓨팅 서비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Azure 컴퓨팅 능력이 고객 단말에 접근을 도와주는 “Microsoft Azure IoT Edge”를 발표함
- 이는 AT&T 등이 빠르고 안정적인 IoT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엣지
컴퓨팅 기술임
o 경우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의 노력은 무선통신사업자와 보다 긴밀하게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음이 확실한데,
- 사실상 스페인의 Telefónica는 자사의 IoT 연결 플랫폼을 마이크로소프트 Azure IoT와 통합하여
Telefónica는 Azure IoT Hub를 통해 고객에게 쉽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IoT 관리
연결 솔루션을 제공 할 수 있다고 밝힘
o 그러나 Ovum의 Schoolar가 언급한 내용과 같이, 한편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IoT 투자가 무선
통신 사업자를 IoT의 연결을 위한 망제공자만으로 격하시킬 수 있으며, IoT 사업에서 무선통신
사업자를 배제시킬 수 있다고 언급함
- 아울러 AT&T의 IoT 플랫폼과 Verizon의 ThingSpace와 같이 일부 무선통신사업자는 단순한 연결
이상으로서의 IoT 플랫폼과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열망하고 있음
- AT&T는 2017년 백서에서 ‘커넥티드 디바이스는 세션 기반 태블릿, 모니터링 기기 및 대규모
자동차

시스템과 같은 자료 중심형 기기를 포함하고, 커넥티드 디바이스 가입자는 2017년에

23.4%, 2016년에 20.5%가 증가했다’라고 언급함
- 또한 ‘다양한 자동차 제조사들과의 계약을 통해 약 6백 4십만 대의 대규모 커넥티드 자동차를
추가 하였으며, 다른 IoT 연결에서도 강력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밝힘
- ‘우리는 이러한 커넥티드 자동차 계약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들과의 미래의 소매 관계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힘
o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만이 IoT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며, Google, Cisco 및 기타 주요
기술 사업자들도 연결성을 기반으로 IoT 관리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목차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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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보도일/기관명
제

목

출처(URL)

세계공통
2018. 4. 5.(목)/ telecomtv
2018년 전세계 최종 소비자의 PC, 태블릿, 휴대폰 등 지출이 7% 증가할 것으로 예측
https://www.telecomtvtracker.com/insights/gartner-says-worldwide-end-user-devicespending-set-to-increase-7-percent-in-2018-global-device-shipments-are-forecast
-to-return-to-growth-13823/

【 개 요 】
o 2017년 3%의 하락 이후에 전세계 PC, 태블릿, 휴대폰 등 기기에 대한 전세계 선적은 2018년
성장세로 돌아서고 총 23억개가 될 것이라고 가트너는 예측하고 있으며, 해마다 선적되는 기기
성능은 불규칙적인 반면 최종 소비자의 기기 지출은 2018년에 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주요내용 】
o 2018년 PC 가격이 4.6%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PC 시장은 기업 구매에 의한 수요로 2018년
안정되고 있고, 전통적인 PC 시장은 2018년에 3.9% 축소, 2019년간 추가로 3.6% 감소될 것
으로 예측되고 있음
< 전세계 기기별 선적량 (단위 : 백만개) >

o 아르헨티나, 브라질, 일본과 러시아는 일괄적으로 2013년과 2017년 사이에 기기 선적량이 거의
25% 줄었고, 회복률이 지역적으로 다양한 반면에 대부분의 기기는 현재 이들 국가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o 가트너는 글로벌 휴대폰 선적량은 2018년 1.6% 증가할 것이고, 전체 휴대폰 판매는 거의 19억
개가 될 것이며, 2019년에는 연마다 5%씩 증가를 계속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o 전체적으로 볼 때 2017-2020년간 휴대폰 수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프리미엄 휴대폰의
수명은 가까운 시일 내에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2020년 이후에는 다시 감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2020년에는 스마트폰에 인공지능 기능이 기기에 보다 지능적인 디지털 페르소나를 제공할 것
이고, 머신러닝, 바이오메트릭스 및 이용자 행동(behavior)은 이용 편이성, 셀프 서비스 및 마찰
없는 검증을 개선할 것이고, 이는 스마트폰이 신용카드, 여권, ID 또는 열쇠와 같은 이외의 신용
증명을 보다 신뢰있게 만들 것이라고 Mr. Grupta는 언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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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