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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보도일/기관명
제

목

출처(URL)

유럽 / 체코
2018. 3. 21.(수)/ telecompaper
체코 통신규제기관 CTU, 서비스 의무, 주파수 계획 등 논의
https://www.telecompaper.com/news/anatel-promises-700-mhz-auction-soonalso-looking-at-35-ghz-band—1237035

【 개 요 】
o 체코 통신규제기관 CTU 이사회는 부분적인 범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결정(안),
21.2-24.25GHz 대역 이용계획 수정(안) 및 2017년 재정사항 등을 논의함
【 주요내용 】
o O2 체코 공화국은 장애인을 위한 단말 기기의 규정과 관련하여 부분적인 범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사업자로, CTU 이사회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적 절차를 개시하는 데에 합의함
o CTU 이사회는 또한 보다 넓은 주파수 채널 이용 가능성을 통해 고용량 고정무선링크(22.0-22.6
/23.0-23.6GHz 대역 56MHz 대역폭)의 구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21.2-24.25GHz 대역
이용계획을 수정하는 것을 논의하여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임
o CTU 이사회는 2017년 재정사항을 승인했으며, 수년간 CTU의 수입은 지출을 초과해왔고 2017년
수입은 CZK 2.117 십억, 지출은 CZK 643 백만을 기록했으며, 3.7GHz 대역 경매의 진행으로
CZK 1.015 십억이 산출되었음(1 CZK = 약 53원)
o 또한, 이사회는 사업 분쟁 관련한 해결책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이들 의제 중 하나는 5.8GHz
대역 RLAN 네트워크 지정 가능성에 대한 사항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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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보도일/기관명
제

목

출처(URL)

유럽공통
2018. 3. 8.(목)/ 프랑스, ANFR
RSPG, 5G에 대한 두 번째 의견 발표
https://www.anfr.fr/toutes-les-actualites/actualites/publication-du-second-avis
-rspg-sur-la-5g/#menu2

【 개 요 】
o RSPG는 2016. 11월 유럽의 5G 전략 로드맵을 발표한데 이어 5G에 대한 두 번째 의견을 발표
【 주요내용 】
o 발표 배경
- 유럽위원회(EC)의 전파 정책을 개발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자문 그룹인 RSPG(Radio
Spectrum Policy Group)는 2016. 11월 유럽의 5G 전략 로드맵을 발표한 것에 이어 유럽의
5G 스펙트럼 정책에 대한 두 번째 의견을 발표함
· 이들의 의견은 3.4-3.8GHz 및 26GHz 대역에서 5G 시스템 도입 및 허가에 대한 권장사항을
제시하고 다른 후보 대역(44GHz 및 66-71GHz)에 대한 계획을 발표
o RSPG 두 번째 의견
- RSPG는 5G가 기존 모바일 브로드밴드 시장을 뛰어넘는 다양한 시장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및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 RSPG는 유럽의 5G 대역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대역인 3.4-3.8GHz 대역의
가용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회원국들은 2020년까지 연속되는 넓은 폭의 주파수 대역을
준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
- 회원국이 스펙트럼 접근을 허용하는 방식에도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
- RSPG는 회원국들과 함께 농촌지역의 5G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원활한 전개를 위해 위성의
역할도 고려하여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 RSPG는 각 유럽국가의 5G 정책 목표와 특성(인구분포, 지형 학적 형태 등)의 결과로만
커버리지 의무를 도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EU 수준에서 조화될 수 없다고 생각함
- 인구 고밀집 지역에서 5G의 전개를 위해 스몰셀의 원활한 설치를 위한 국가적인 조치가 필요
- RSPG는 26GHz(24.25-27.5 GHz)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함
· 유럽연합 회원국은 2020년까지 5G의 상용화를 위해 1GHz 대역폭 이상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 26GHz 대역에서 5G를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가용성 보장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함
- RSPG는 2020년 이후 42GHz 및 66-71GHz 대역의 연구를 권장하며, 32GHz 대역은
무선항행을 위한 사용 계획과 양립할 수 없어 우선 순위에서 삭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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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보도일/기관명
제

목

출처(URL)

미주 / 미국
2018. 3. 21.(수)/ FierceWireless
AT&T, FirstNet와 5G의 주요 주파수 대역은 6GHz 대역
https://www.fiercewireless.com/wireless/at-t-says-6-ghz-band-key-for-firstnet-5g

【 개 요 】
o AT&T는 국가 재난 대응을 포함하여 필수 음성 및 데이터 트래픽을 송수신하는 10만개의
마이크로파 링크가 있는 6GHz 대역에 대해 FCC가 관여하지 않기를 촉구함
【 주요내용 】
o 미국 연방공공안전망인 FirstNet에 대한 망 제공 계약자인 AT&T는 지난 주, FCC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비면허 사용을 포함하여 5.9125-7.125GHz 대역의 확장에 대해서 요구함
- AT&T는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제공이 필요한 FirstNet 지원을 위해 상당수의 기존 망과 6GHz
대역의 신규 링크에 의존할 것이라고 밝힘
o AT&T의 의견은 6GHz 대역에서 기존 고정업무와의 공유가 적절함에 대한 입증을 의도한 RKF의
내용을 비판하는 고정무선통신연합(Fixed Wireless Communications Coalition)의 일방적인 제출
직후에 나온 것임
- RKF의 보고서는 Apple, Google, Cisco, Facebook, Qualcomm, Intel 및 Microsoft 등을 포함한
아주 유명한 제조사를 대표하여 제출된 보고서임
o AT&T에 따르면 6GHz 대역 링크의 약 25%는 공공 안전, 핵심 기반사업자 등을 지원하고, 링크의
약 27%는 시설을 지원하는데 사용되므로, 사회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주요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6GHz 및 상/하 대역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또한 장거리 유지와 고신뢰성의 마이크로파 링크는 5G 및 선진 서비스 발전에 중요한 핵심이
될 것으로 언급함
o 최근에 보고된 RKF의 보고서는 많은 결함이 발견 되었는데, 6GHz 대역의 비면허 업무와 기존
사용자들 간의 공유에 구속되지 않는 가능성에 대해서 AT&T는 그들의 발표자료를 통해 의문을 제기함
o AT&T는 5GHz 대역의 LAA를 위한 무선랜(Radio Local Area Network)의 사용은 사실상 최고 허용
전력에서 운용되고 대부분 30피트 높이에서 작동함을 보여줌
- 또한 AT&T는 RKF가 실외 무선랜 성장을 과소평가한다고 여기는데, 현재 AT&T는 200개의
RLAN LAA 사이트를 운용하고 있으며 2018, 2019년에는 4,000개를 추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o 아울러 문제를 보다 복잡하게 하는 것은 마이크로파 고정업무가 간섭을 감지 할 수 있도록 구축
되지 않았으며, 고정업무 링크는 대기 또는 기타 자연 현상으로부터 발생하는 페이딩으로부터
RLAN 간섭을 구별하지 못하는 점이라고 AT&T는 언급함
o AT&T가 6GHz 대역의 공공안전 및 기타 주요 통신을 방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연방공공안전전기통신위원회(NPSTC)와 공공안전통신협회 등은 모두
국제적으로 공공안전 및 기타 주요 운용을 위한 고정 마이크로파 링크의 간섭에 대해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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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보도일/기관명
제

목

출처(URL)

미주 / 브라질
2018. 3. 21.(수)/ telecompaper
브라질 통신규제기관 아나텔, 곧 700MHz 대역 경매 예정
https://www.telecompaper.com/news/anatel-promises-700-mhz-auction-soon-also-l
ooking-at-35-ghz-band—1237035

【 개 요 】
o 브라질 통신규제기관 아나텔(anatel)은 모바일 사업자를 위해 곧 추가 주파수를 부여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아나텔 기관장 Juarez Quadros는 700MHz 대역을 가능하면 올해 안에 경매할
것이고 또한 3.5GHz 대역 개시도 살펴보고 있다고 관련회의에서 언급함
【 주요내용 】
o Quardros는 700MHz 대역의 남아있는 주파수가 “close on the horizon”이라고 언급하며, 올해
경매될 수 있으며, 투자가 예상 가능하도록 주파수 경매 일정에 대한 작업을 진행중으로 주파수
관리 모델에 대한 재평가도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음
o 또한, 그는 아나텔 이사회에서 착수 또는 승인될 예정인 58개의 규정적 프로젝트 중에 20개는
주파수 관리에 대한 것으로 5G 기술과 특별히 관련되어 있다고 언급함
- 브라질은 전세계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주파수 이용에 있어서 최전선에 있고, 2020년에 5G
서비스 개척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o 아나텔은 또한 C 대역에서 위성으로 시청료 무료인 TV 제공과 관련하여 3.5GHz 대역의 간섭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는 중으로, 700MHz 대역을 비워내는 것과 유사한 해결책으로 접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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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보도일/기관명
제

목

출처(URL)

아시아 / 일본
2018. 3. 7.(수)/ 일본, 총무성
총무성, 일본-프랑스 ICT 정책 협의 결과
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01tsushin08_02000095.html

【 개 요 】
o 총무성은 3. 6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일본-프랑스의 ICT 정책 협의(제20회) 결과를 발표함
【 주요내용 】
o 개요
- “일본-프랑스 ICT 정책 협의”는 총무성과 프랑스 정부의 정보통신정책 당국(현재는 경제
재무부) 사이에서 ICT 정책 전반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책 협의
- 이번 제20회 정책 협의에서는 일본과 프랑스 양국의 정책 동향 등을 감안하여 주로 5G, IoT
등에 대해 협의를 실시함
o 주요 결과
- 5G와 관련해 프랑스는 5G 실현을 위한 로드맵과 주파수 할당에 대한 국제 협력 등에 대해
설명 하였으며, 일본은 표준화 동향과 실증 실험에 대해 설명함
· 양국은 5G와 관련해 주파수 정책 및 실증 실험 결과를 공유하고 계속 의견을 교환하기로 함
- 프랑스는 IoT 기기의 보안 대책에 관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과 일본-프랑스 기업 간 협력
사례로 Sigfox와 KCCS의 공동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 했으며, 일본은 IoT 기기 보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장의 무선화에 대한 대처를 소개함
-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프랑스는 2018. 5월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대해 설명 하였으며, 일본은 정보이용신용은행제도에
대해 설명함
※

유럽연합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유럽연합에서
1995년부터 운영되어 온 정보보호법을 대폭 강화한 규정으로 2018. 5. 25일부터 본격 적용 됨.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이나 단체가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광범위한
규정들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정보이용신용은행제도 : 개인데이터 활용 계약 등에 따라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 데이터를
관리하고, 개인이 정한 조건에 따라 개인 대신 타당성을 판단한 후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

o 향후계획
- 2019년 초 제21회 정책 협의를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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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보도일/기관명
제

목

출처(URL)

세계공통
2018. 3. 22.(목)/ IDC
2018년 전세계 인지(cognitive) 및 인공지능 시스템 지출은 191억 달러로 성장
https://www.idc.com/getdoc.jsp?containerId=prUS43662418

【 개 요 】
o IDC에 의하면, 2018년 전세계 인지(cognitive) 및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시스템 지출은
2017년보다 54.2% 증가하여 19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
【 주요내용 】
o 인지/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역량을 활성화하는 산업계에서의 공격적인 프로젝트 투자로 인해,
2016년부터 2021년간 연평균 성장률(CAGR) 46.2%로 2021년에는 522억 달러의 지출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극도로 열광되어 있는 상황으로, 모든 산업과 기관에서 비즈니스
과정과 시장 효율성에 인공지능이 얼마나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에 대해 평가되어야 하며,
2019년까지 디지털 변환 기조(initiative)의 40%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고 2021년까
지는 기업(enterprise) 응용의 75%가 인공지능을 이용할 것이라고 IDC는 언급하고 있음
- 자동화된 고객 서비스 에이전트와 지능과정 자동화에 대한 예측, 권고 및 조언으로 보면, 인공
지능은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직면하는 과정임
o 2018년에 인지/인공지능 지출의 명목으로 산업계의 리더가 되는 것은 소매 부분을 금융이 맡게
될 것으로, 소매회사는 자동화 고객 서비스 에이전트, 전문쇼핑 조언자 및 제품 권고, 옴니 채널
운용을 위한 상품화 등 광범위한 인공지능 이용 케이스에 기반하여 34억 달러를 투자할 것임
- 두 번째로, 금융산업에서 지출되는 33억 달러의 많은 부분은 자동화된 위협 지능/보호시스템,
조작 분석/조사 및 프로그램 조언자 및 권고 시스템 분야로 추진될 것임
- 세 번째로는 분리된(discrete) 제조 분야로 자동화된 예방적 관리/품질관리 조사 및 권고 시스
템을 포함한 다양한 이용 케이스로 20억 달러가 지출될 것이고, 네 번째로 헬스케어 제공자는
진단과 치료 시스템에 17억 달러 대부분을 투자하게 될 것임
< 2016-2021 인지/인공지능 관련 이용 케이스 전망 >

o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이 소매분야와 금융 산업으로 2018년 지출의 3/4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뒤를 이어 소매분야, 분리된 제조 및 금융으로 서유럽이며, 5년간 가장 강력하게 성
장이 예측되는 곳은 일본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일본, 중국 제외) 및 중국으로 예측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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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