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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보도일/기관명
제

목

유럽 / 프랑스
2017. 8. 11.(금) / 프랑스, ANFR
ANFR, Nantes 공항의 심각한 전파 방해 문제 해결

출처(URL)

http://www.anfr.fr/toutes-les-actualites/actualites/brouilleur-gps-a-laeroport/#
menu2

【 개 요 】
o 프랑스 국립주파수관리국인 ANFR은 프랑스 Nantes 지역 공항에서 심각한 전파 방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힘
【 주요내용 】
o ANFR, 전파 방해 문제 해결
- 프랑스 국립주파수관리국인 ANFR은 1996년 ‘통신규제법’의 제정으로 설립되었으며, 주파수
계획, 프랑스 국내 주파수 관리와 주파수 감독 및 분배와 국제 업무를 수행함
- 프랑스 Nantes 지역 공항의 활주로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GPS 전파 교란이
발생하여 4대의 비행기의 출발이 지연됨
· 차량에서는 비행기의 이륙 직전에 GPS 사용을 방해하는 신호를 생성함
- 프랑스에서 주파수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ANFR은 Nantes 지역 공항에서 전파 교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기술팀을 파견하여 공항 주변을 조사에 착수함
· ANFR 기술팀은 공항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GPS 전파 교란 신호가 발생되는 것을 발견하고
신호를 비활성화 하는데 성공함
- Nantes 법원은 이 차량의 소유주에 2,000유로(한화 약 27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으며,
ANFR에 행정비용으로 450유로(한화 약 62만원)을 지불해야 함
· 또한, 차후 전파 교란 신호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개조를 명령 받았으며, 전파 교란을 야기
시키는 물품을 압수 당함
- ANFR은 “어느 누구도 공공질서, 국방 및 국가 안보,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방해 전파를
야기 시키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힘

 목차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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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보도일/기관명
제

목

출처(URL)

미주 / 미국
2017. 8. 16.(수) / 미국, FierceWireless
퀄컴, AI 기업인 Scyfer 인수 및 단말 시장 집중
http://www.fiercewireless.com/wireless/qualcomm-buys-ai-company-scyfer-co
ntinues-focus-end-devices

【 개 요 】
o 퀄컴은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계열사도 다양한 산업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A.I 솔루션을 구축한
Scyfer B.V.의 인수를 발표함
【 주요내용 】
o 많은 기업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AI 작업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퀄컴은 스마트폰, 자동차 및
로보틱스 등과 같은 최종 단말 장치에서 Wi-Fi의 연결에 관계없는 AI 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함
- 활성화된 AI 장치의 장점은 신속한 대응, 신뢰성 향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효율적인 네트워크
대역폭 사용 등이 있음
o 지난 7월, 퀄컴은 이동통신, 자동차, 의료, 보안 및 이미지 처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개발자들에게 퀄컴 Snapdragon Neural Processing Engine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제공하며
활성화된 AI 장치의 사용자 환경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확보함
o 퀄컴의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은 컴퓨터 비전 및 동작 응용 애플리케이션 학습에 대한 뉴런을
연구하기 시작한 ’07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는 생물학적 영감 차원의 방법 뿐 아니라
딥러닝을 통한 인공 신경망 등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함
- ‘우리는 10년 전부터 기초 연구를 시작했으며, 현재 우리의 제품은 컴퓨터 비전 및 자연 언어
처리 및 스마트폰 및 자동차 등의 다양한 장치에서의 악성코드 탐지 등 무선 연결, 전원 관리,
사진촬영 등 많은 분야에서 AI 응용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퀄컴 기술 부사장인
Matt Grob가 보도자료를 통해 언급함
o 퀄컴은 Scyfer의 인수를 기대하고 있으며, Scyfer의 설립자인 Max Welling은 암스테르담
대학교수로 계속 활동할 예정으로, 나머지 Scyfer의 팀은 암스테르담에서 연구를 진행 할 것임
- Scyfer는 다국적 기업들과 제조, 의료, 금융 등의 다양한 산업계를 대상으로 AI 솔루션을
구축한 사례가 있음
o ’15년에 퀄컴과 암스테르담 대학교는 모바일 및 컴퓨터 비전의 최첨단 머신러닝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기관으로 QUVA를 공동 설립하였으며, 이 또한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임
o 지난 달 퀄컴의 벤처 기업이자 샌디에이고에 본사를 두고 있는 Brain Corp.은 SoftBank Vision
Fund를 통해 총 1억 1,400만 달러의 투자금 심의를 올렸다고 언급함
- Brain Corp는 AI 및 환경 인식, 동작제어 습득 및 사람과 장애물을 피하며 시각적 신호와
지형물을 통해 조종하는 로봇 운전기술을 개발하였음
- SoftBank의 회장이자 CEO인 Masayoshi Son은 당시 Brain Corp이 이러한 기술을 통해 미래와
보다 편리한 삶의 방식을 창조하는 최전선에 있다고 언급함
o 퀄컴의 Paul Jacobs 회장은 로봇 공학 박사 학위를 보유함

 목차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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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보도일/기관명
제

목

아시아 / 일본
2017. 8. 9.(수)/ 일본, ITPro
NTT DOCOMO, LTE 회선을 사용한 항공기 내 WiFi 실증 실험

출처(URL)

http://itpro.nikkeibp.co.jp/atcl/news/17/080902083/

【 개 요 】
o NTT DOCOMO는 LTE 방식의 통신 기술을 응용한 기내 무선 LAN(WiFi)의 실증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힘
【 주요내용 】
o
- NTT DOCOMO는 2017. 8. 8일 해상·항만·항공기술연구소(ENRI), 쟈무코, 전일본공수(ANA),
파나소닉과 함께 LTE 방식의 통신 기술을 응용한 기내 무선 LAN(WiFi)의 실증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힘
· NTT DOCOMO는 통신 위성을 사용하는 방식에 비해 항공기에 탑재하는 안테나를 소형화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밝히며, 향후 실용화를 위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함
- 실험은 2017. 7. 13일부터 8. 1일까지 일본의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상공에서 실시
· ENRI의 실험용 항공기인 “요츠바호”의 기체 하부에 지상 기지국과 통신을 위한 안테나를
탑재하고 지상에서는 상공을 향해 전파를 발사하는 실험 기지국을 설치함
· 통신 방식은 TD-LTE 호환으로 주파수는 VHF 대역인 190MHz 대역을 사용함
· “요츠바호”의 비행 성능을 감안하여 통신 실험은 최대 고도 8,700m, 최대 순항 속도 430km
에서 실시하였으며, 기지국 1개 당 반경 93km의 범위에서 전파가 통신 할 수 있는지 확인함
· 통신 속도는 최대 27Mbps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메일 송수신이나 라이브 영상의 시청, 전자
잡지 등의 열람이 가능한 수준으로 알려짐
< 실증실험에 사용된 ERNT의 실험용 항공기 “요츠바호”와 실증실험 모습 >

- 비행 중인 항공기에 인터넷 회선을 제공하는 구조는 지상에 설치한 기지국과 항공기 사이의
통신과 통신 위성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구별됨
· 미국 국내선에서는 Gogo사가 지상국 방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ANA와 JAL 모두
위성 방식을 채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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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TT DOCOMO는 LTE 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지상국 방식으로 회선을 구축하는 방식의 이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함
· “위성 방식은 제공 업체마다 통신 기술이 다르다. LTE는 표준화 된 규격이고 구현 비용을
억제 할 수 있으며 미래의 기술 혁신에 대응하기 쉽다”라고 밝힘
· 또한, 이번 실증 실험에 탑재한 안테나는 길이 30cm 정도로 위성 통신용 안테나 보다
소형으로 탑재하기 쉽고 연료 소비량도 적다는 점을 강조함
< “요츠바호” 기체 하부에 설치된 지상국과의 통신을 위한 안테나 >

- NTT DOCOMO는 상용화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대형 여객기에서의 활용을
고려하여 이번 실증 실험보다 높은 고도 및 고속 운항 하에서 통신 할 수 있는지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힘

 목차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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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보도일/기관명
제

목

출처(URL)

아시아 / 일본
2017. 8. 15.(화) / 일본, 총무성
총무성, 2017. 5월 일본의 인터넷 트래픽 집계 결과 발표
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02kiban04_04000213.html

【 개 요 】
o 총무성은 2017. 5월 기준 일본의 인터넷 트래픽 집계 결과를 발표함
【 주요내용 】
o 조사 개요
- 총무성은 일본의 인터넷 트래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 5개사와
인터넷 익스체인지(IX) 5개 단체 및 연구원의 협력을 얻어 2017. 5월 인터넷 트래픽 집계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함
·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 : ㈜인터넷 이니셔티브, NTT커뮤니테이션즈(주), ㈜케이오프티콤,
KDDI(주), 소프트뱅크(주) 등 총 5개사
· 인터넷 익스체인지(IX) : 인터넷멀티피드(주), 에쿠이니쿠스재팬(주), 일본인터넷익스체인지(주),
BBIX(주), WIDE Project 등 총 5개 단체
o 조사 결과
- 일본의 광대역 서비스 가입자의 총 다운로드 트래픽은 약 9.6Tbps(전년 동월 대비 39.0% 증가)
· 업로드 트래픽은 약 1.8Tbps(전년 동월 대비 35.9% 증가)

- 1개 계약 당 다운로드 트래픽은 약 247.3kbps(전년 동원 대비 37.0% 증가)
· 업로드 트래픽은 약 46.6kbps(전년 동원 대비 33.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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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대역 서비스 가입자의 트래픽 피크 시간대는 21시에서 23시이며, 토요일, 일요일에는 낮
시간대의 사용량도 많은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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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