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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보도일/기관명
제

목

출처(URL)

유럽 / 영국
2018. 2. 27.(화)/ ofcom
Ofcom, 2.3/3.4GHz 주파수 경매 참여에 6개 기업 승인
https://www.ofcom.org.uk/about-ofcom/latest/media/media-releases/2018/qualifiedcompanies-spectrum-auction?utm_source=updates&utm_medium=email&utm_campaig
n=auction

【 개 요 】
o Ofcom은 이동통신 이용자를 위한 광대역 서비스를 개선하고 향후 5G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2.3/3.4GHz 대역(각각 40MHz, 150MHz 폭) 경매를 공지하였고, 현재 Vodafone 등 6개 기업이
신청하여 이를 승인함
【 주요내용 】
o Ofcom은 현재도 이미 모바일 기기로 지원되고 있고 이후에도 즉시 이용 가능한 2.35-2.39GHz
대역의 40MHz 폭과 현재는 대부분의 모바일 기기와 호환이 되지 않으나 유럽에서 5G 모바일
서비스로 준비하는 3.41-3.48/3.5-3.58GHz 대역 150MHz 폭을 3월 말에 경매를 시작할 예정임
- Three와 BT/EE에 의해 제기되었던 경매계획에 대한 법적인 소송 문제는 2017. 12월에 고등법원에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 법원에도 이번 달 초 기각되어 ofcom은 보류되었던 경매를 신속
하게 진행하고 있음
o 경매에 참가하는 Airspan Spectrum Holdings Limited, EE Limited, Connexin Limited, Hutchison
3G UK Limited, Telefónica UK Limited, Vodafone Limited 등 6개 기업은 2월 8일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제출된 자료로 경매 참여자격에 대해 ofcom은 검토하였음
o 경매 참여자격이 부여된 기업은 3일간 경매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고, 이후 ofcom은
최종 입찰기업 목록을 공지할 예정임
- Ofcom의 스펙트럼그룹 과장 Philip Marnick는 “가능한 신속하게 주파수를 이용하도록 경매를
진행함으로써 모바일 광대역 이용을 위해 더 많은 용량을 제공함으로써 모바일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것이고, 이는 모바일 기술의 새로운 세대를 사업자가 개시하면서 5G로 가는 길이 될 것”이
라고 언급함
< 모바일 스펙트럼 분배 현황 >

 목차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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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보도일/기관명
제

목

아시아 / 일본
2018. 3. 2.(금)/ 일본, 총무성
총무성, WRC-19 의제 관련 일본의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 모집 결과 발표

출처(URL)

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01kiban10_02000025.html

【 개 요 】
o 총무성은 2019. 10. 28일부터 11. 22일까지 개최되는 2019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19)
의제 관련 일본의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집하여 그 결과를 발표함
【 주요내용 】
o 경위
- 세계전파통신회의(WRC)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무선 통신 부문의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로
주파수 및 위성궤도의 이용 방법 등에 관한 국제 협정을 규정한 전파규칙(RR)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WRC-19는 2019. 10. 28일부터 11. 22일까지 이집트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총무성에서는
WRC-19 의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방안을 작성하여 2018. 1. 13일부터 2. 13일까지 의견
모집을 실시함
o 의견모집 결과
- 제출된 의견과 그에 대한 총무성의 생각은 다음과 같음
의제

모집의견

총무성 의견

[NTT 도코모] 일본의 대응방안에 동참

일본의 대응방안에 찬성하는 의견으로 접수함

고정위성업무의 이동지구국으로 국내에서 사용
중인 고정 마이크로 통신 시스템을 비롯한 기존
업무에 대한 제한이 부과되지 않도록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함.
1.5

또한 27.5-29.5GHz 대역은 국내에서 5G용으로
할당이 검토되고 있어, 5G의 이용에 제한이 부과
되지 않도록 대응을 추진해야 함.
위 사항을 감안하여 고정위성업무의 이동지구국에
대한 공유 조건이 국제적인 틀에서 적절하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개인] 이것은 새로운 규제를 의미하는 것인가.
일본의 대응방안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더욱

본 의제는 해상 조난 및 안전에 과한 세계적
인 제도(GMDSS)의 갱신과 현대화를 위한 규

상세하게 기재해 주었으면 함

제 조항(주파수의 특성과 새로운 시스템의 규
칙상 위치 설정 등)의 검토이며, 국제해사기구
(IMO) 검토를 고려하여 GMDSS의 새로운 위

1.8

성 공급자로서 이리듐과 스라야 위성 시스템
의 도입에 대해 검토할 예정

1.9.1

[개인] 156-162.05MHz에서 운용하는 자립형

AIS 기술 등을 이용한 자율 해상 무선기기는

해상 무선기기는 넓은 대역폭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떠한 용도를 갖고 있는 것인가.

해상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예상됨

당연히 디지털화 되어 있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선박은 조난 시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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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1.9.2

1.12

1.13

9.1
(9.1.2)

기타

모집의견

총무성 의견

[오키 컨설팅 솔루션 주식회사] “5B/411
Annex27 PDNR ITU-R M.[VDES-SAT] 3.4항
에서, Method A에 대응하는 alternative2가 기
술 요구사항으로는 뛰어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검토 및 이 Method가 채
택되었을 경우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NTT 도코모] 일본의 대응방안에 동참
안전운전 지원 및 자동주행을 위한 V2X 통신
주파수로 세계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5.9GHz 대역을 고려한 국제적인 조화가 필요하
다고 생각함
[NTT 도코모] 일본의 대응방안에 동참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와
5G 시대의 도래, 활용 확대를 바탕으로 국제적
으로 조화된 IMT 주파수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 WRC-19에서 5G에 적합한 주파수가 가능한
많이 특정되는 것을 지지하는 동시에 특정된
주파수가 일본에서 조기에 이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병행 실시하기를 희망함
[NTT 도코모] 일본의 대응방안에 동참
검토 대상 대역을 포함 1.5GHz 대역은 일본에서
휴대전화를 사용 중이며, 세계적으로도 향후 이용이
확대되기 때문에 IMT 무선국이 장기적으로 보호
되는 동시에 불필요한 제한이 부과되지 않게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함
[개인] 다음 세계전파통신회의는 2019. 10. 28
일부터 11. 22일까지 개최될 예정으로 현 시점
에서 공청회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전파
유효 이용 성장 전략 간담회에서 수렴될 의견과
이후 간담회 등에서 정해질 사항을 어떻게 반영할
생각인가. WRC-19 직전에 다시 의견수렴이 필요함

Method A에서 제안된 주파수 대역은 일본에
서는 해상이동업무 이외에도 사용되고 있음.
기존 업무(해상이동업무 제외) 보호의 관점에
따라 Method C를 지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일본의 대응방안에 찬성하는 의견으로 접수함
또한, V2X 통신 주파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동향을 감안하면서 검토를 진행해
나갈 예정
일본의 대응방안에 찬성하는 의견으로 접수함
5세대 이동통신시스템의 주파수 확보 및 조기
이용을 위해 검토를 진행해 나갈 예정

일본의 대응방안에 찬성하는 의견으로 접수함

금번 아태지역 세계전파통신회의 준비회의
(APG19-3)에 앞서 현재 일본의 WRC-19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 모집을 실시함. 향후 적절한
시기에 다시 의견수렴 할 예정

o 향후 계획
- 총무성은 의견 모집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의 생각을 원안대로 하고 2018. 3. 12일부터 3.
16일까지 호주 퍼스에서 개최되는 제3차 아태지역 세계전파통신회의 준비회의 및 각종 ITU
회의 등에서 활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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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보도일/기관명
제

목

출처(URL)

세계공통
2018. 3. 2.(금)/ telecomtv, IDC
2017년 전세계 WLAN 시장은 안정적 성장
https://www.telecomtvtracker.com/insights/worldwide-enterprise-wlan-market-sees-st
eady-growth-in-full-year-and-q4-2017-according-to-idc-13499/

【 개 요 】
o 전세계 기업 WLAN 시장은 2017년 4분기는 전년도 동 분기에 비해 6.5% 성장하여 15억 달러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2017년 전체로 보면 5.7% 성장에 57억 달러 수익의 성장이 있었고, 소비자
시장은 2017년 4분기는 0.3% 하락했으나 기업과 소비자 시장을 모두 합치면 0.2% 성장함
【 주요내용 】
o 2017년 4분기에는 802.11ac 표준이 선적의 83%, 수익의 94%를 차지했고, 2017년 전체로 보
면 802.11ac 표준이 선적의 80%, 수익의 91%를 차지하면서 이러한 트렌드는 802.11n 표준이
2018년 말까지는 주류인 기업 WLAN 부문에서 거의 쇠퇴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음
o 반면에 소비자 WLAN 시장에서는 유연하게 진행이 유지되고 있고, 2017년 4분기에 수익이
9.8% 감소로 916백만 달러이고 2017년 전체로 보면 2016년에 비해 7.3% 하락으로 36.5억
달러이며, 802.11ac 표준은 선적의 40%, 수익의 69%를 차지하고 있음
- 소비자 시장에서 802.11ac의 이러한 더딘 채택은 가격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o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기업 WLAN 시장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강세로 2016년에 비해
18.5%가 성장했고, 가장 큰 시장은 멕시코로 34.7% 성장함
- 라틴 아메리카에 이어 아시아/태평양(일본 제외) 지역이 2017년 14.8%,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14.4%, 중앙/동유럽은 12.4%, 전세계 시장의 37.6%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2.0% 성장함
o WLAN 기업 중 전세계 시장의 43.6%를 점유하고 있는(2016년에는 44.0%) 시스코는 2017년
시장이 4.8% 성장하면서 24.9억 달러의 수익을 보였고, 시스코를 이어 전세계 시장의 14.9%를
점유하고 있는 HPE-Aruba는 2017년 8.8% 성장하면서 852백만 달러의 수익을 냈음
< 전세계 상위 5개 기업(WLAN 기업)의 2016년 4분기부터 2017년 4분기 수익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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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