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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미주 / 미국
2017. 8. 31.(목) / 미국, FierceWireless
SpaceX, 28㎓ 지구국 선정의 중요성 강조
http://www.fiercewireless.com/wireless/spacex-stresses-importance-28-ghz-ea
rth-station-siting-rules?utm_medium=nl&utm_source=internal&mrkid=5569654&
mkt_tok=eyJpIjoiTnpGak1EUXdaV0pqT0dJMCIsInQiOiJEOWhpSERiVFVBXC9CaUZ
LWTR1dTBxRkdvZUdCQzRjQVwvSWtteGhwQW9HQldJazlwUkg2cHFZaUtHcURVZl
VpYUZKSGo3Z3dObitEYXp5SHByNk5rZEozXC9tR1RtZTRCYjZ2UkZcL25LMXRKVl
wvSVFic09zVFJ1cGQ5a3VPc2MxOWFKIn0%3D

【 개 요 】
o SpaceX는 FCC가 기존 및 차세대 위성 게이트웨이 기술 모두에 대한 도입 시나리오를 지원하는
28㎓ 대역에 대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지국 선정 규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함
【 주요내용 】
o Elon Musk社의 대변인은 최근 FCC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가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는 28㎓ 대역에 대해 논의함
- 본 면담에는 FCC의 Offic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International Bureau, Wireless
Telecommunications Bureau 등의 담당자가 참석함
o 구체적으로, 본 논의에서 SpaceX는 인접한 비정지궤도 위성 접속에 사용되는 게이트웨이
기술의 기지국 선정 조건에 대한 제안에 대해 FCC의 검토에 대한 감사를 밝힘
- ‘앞서 보급되지 않았거나 환경이 열악했던 사용자들을 연결시키는 비정지궤도 위성에 대한
약속을 감안한다면, SpaceX는 FCC가 혁신적인 위성 서비스 및 지구국 시설의 배치 및
공급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제안하지 않는 게이트웨이 선정 규칙을 채택하도록
촉구했다’라고 언급함
- SpaceX는 사유재산에 배치된 28㎓ 대역 게이트웨이의 컨투어가 -77.6 dBm/m2/MHz 제한을
해당 지역에서 초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의 인구를 커버하지 않을 경우, 지구국은 FCC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州)별 또는 인구 커버리지 한도에 포함되는 점에 대한 규명을
요구함
- SpaceX는 또한 위성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허가자들과 사적 협약을 맺을 경우, 해당 협약에
따라 배치된 모든 지구국은 동일 주(州) 및 인구 커버리지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점에 대한
규명을 요구함
o SpaceX는 위성서비스를 통해 효율적인 연결을 희망하는 기업으로, 기존 네트워크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원활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미국 및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SpaceX 시스템(PDF)은 Ka(26.5-40㎓) 및 Ku(12-18㎓) 밴드를 활용하는 4,425개의 위성으로
구성되어 전 세계 가정, 기업, 기관, 정부 및 전문 사용자들에게 광범위의 광대역 및
통신서비스를 제공 중임
- SpaceX는 V(50-75㎓) 대역의 사용권한을 별도로 신청했으며, 지구에서 가까이 운용되는
7,500개의 위성을 추가로 배치할 것을 제안함

뾘 목차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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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보도일/기관명
제 목

아시아 / 중국
2017. 9. 4.(수) / techcrunch
알리바바, 중국 KFC에서 안면인식 결제 ‘smile to pay’ 도입

출처(URL)

https://techcrunch.com/2017/09/03/alibaba-debuts-smile-to-pay/

【 개 요 】
o 중국은 디지털 결제에 대해 앞서 나가고 있으며, 최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는 문자
그대로 미소를 통해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함
【 주요내용 】
o 알리바바의 Ant Financial 계열사는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중국 항저우의 KFC에서 'smile to
pay'라는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힘
- 결제 과정은 사용자가 Alipay 앱에 가입하여 얼굴 인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가정할 경우
스마트폰이 필요하지 않으며, 판매점에 있는 3D 카메라를 통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얼굴 인식을 하며, 추가 확인을 위한 전화번호 확인 옵션을 제공함
o 본 시험서비스는 알리바바의 다양한 결제 수단의 절정에 달하는 기술로, 2년 전 독일에서
개최된 IFA에서 Jack Ma 회장이 기본 기술을 처음 선보인 바 있음
- 이후 안면인식 기술은 발전하였으며, 알리바바는 Foxconn을 포함하는 투자자로부터 1 억 5
천만 달러를 투자받은 중국의 신생 기업인 Megvii의 Face++를 사용함
o KFC는 알리바바가 중국의 맥도널드 및 타코벨을 포함한 패트스푸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Yum China에 투자한 이후 최초의 서비스 업체임
o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의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왔으며, 이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장요소들을 통합할 수 있다고 여김
-

금년

초여름,

상하이에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고객의

경험을

최적화

하는

현금이

없는(cash-less) 매장을 개설하고, 10개의 이웃 점포를 운영함
o ‘smile to pay'는 이러한 전략에 매우 어울리는 서비스이며 Alipay의 대중화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중국에서 폭넓은 인기를 보유한 WeChat 메신저 앱과 연계된 Tencnet의 WeChat Pay와
밀접한 경쟁 관계에 있으므로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힘

뾘 목차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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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보도일/기관명
제 목
출처(URL)

전세계/공통
2017. 8. 31.(목)/telecomTV
IDC, 스마트워치의 2017년 2분기 성장 가속이 한발짝 물러남
https://www.telecomtvtracker.com/insights/basic-trackers-take-a-back-seat-a
s-smartwatches-accelerate-in-the-second-quarter-according-to-idc-11472/

【 개 요 】
o 전세계 웨어러블 시장은 2017년도 2분기에 26.3백만 달러로 전년도 대비 10.3% 성장하였으나,
연성장률 대비 1분기보다 0.9% 하락하여 이번 분기는 터닝 포인트라고 IDC는 분석하고 있음
【 주요내용 】
o 보다 지능적이고 기능이 많은 웨어러블로의 전환이 한창이고, 수년간 기초적인 휘트니스
트래커들은 스마트워치를 게이트웨어로서 활용됐고 현재는 브랜드와 소비자가 보다 세련되고
복잡한 기기에 맞춰 변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IDC senior research analyst Jitesh
Ubrani는 언급하고 있음
o GPS, 추가적인 헬스 트래킹 기능과 같은 이전의 틈새(niche) 특성은 빠르게 현대적인 스마트
워치의 주요특성이 되어가고 있고, 불과 1년 전 모든 웨어러블의 24.5%만이 GPS를 내장했었던
반면에 현재는 거의 41.7%가 내장되고 있음
o 웨어러블을 채택하는 의료산업계로부터 상당한 관심이 있고 소비자의 기대도 늘어가고 있어,
애플과 Fitibit와 같은 회사들이 트래킹에 투자하면서 선두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며 아마도 질병의
진단은 저비용의 경쟁에서 완전한 차별화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 2017년 2분기 전세계 웨어러블 기기 상위 5개 회사별 선적, 시장점유율 및 전년도 비교 등 >
(선적 단위 : 백만)

※ 출처 : IDC Worldwide Quarterly Wearable Device Tracker, 2017.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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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전세계/공통

보도일/기관명
제 목

2017. 8. 30.(수)/telecomTV
웨어러블 헬스케어의 미래, 스마트워치 및 휘트니스 트래커를 넘어서
https://www.telecomtvtracker.com/insights/a-glimpse-into-the-future-of-weara

출처(URL)

ble-healthcare-going-way-beyond-smartwatches-and-fitness-trackers-11461/

【 개 요 】
o 헬스케어 웨어러블 시장이 현재의 250억 달러 웨어러블 시장 중 68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고,
향후 헬스케어 기기, 스포츠, 휘트니스 등 웨어러블 헬스케어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2022
년에는 1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초과하게 될 것이라고 ABI Research는 예측하고 있음
【 주요내용 】
o 건강상태, 물리적 체력 및 뇌 활동 등을 모니터링하는 헬스케어 웨어러블은 스마트워치 및
휘트니스 트래커를 넘어서며, 크기 면에서는 작아지고 형태 상에서는 변화가 될 것이라 하며,
현재의 부피가 큰 헬스 관련기기와는 다르게 소프트웨어로 분석하는 극도로 얇고(ultra-thin)
극도로 소프트한 센서가 차세대 웨어러블을 보다 스마트하고 유용하게 만들 것임
- ABI Research Senior Analyst Marina Lu에 따르면, 웨어러블의 최고 형태, 유연한 신체착용
센서가 헬스케어, 휘트니스 및 휴먼머신 인터페이스에 웨어러블로 채택되는 것은 혁신이며,
이러한

센서들은

작은

패치로

집적화될

수

있고

생명

징후(vital

signs)

및

다른

생체인식(biometrics)을 연속적으로 무선으로 추적하게 사람의 얼굴 표면에 부착될 수 있음
o Rotex가 개발한 전자담배는 스마트워치 및 휘트니스 트래커의 전형적인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실시간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할 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IoT)의 집적적인 한 부분으로서
기기를 컨트롤하는 다른 수단으로도 제공하고 있음
o 값비싼 의사를 방문하고 고통스러운 랩 기반의 혈액 테스트를 대체하는, 비침투 sweat 센서는
땀으로부터

주요

생체인식

사항을

측정할

수

있으며,

Eccrine

System,

GraphWear

Technologies 및 Kenzen 등과 같은 몇몇 기업은 sweat 센서 시장을 잡으려고 하고 있음
o 이러한 센서들은 유연한 소자가 필요하며, 스타트업 Royole이 이러한 것을 주도하고 있고,
Royle의 유연한 디스플레이 및 센서의 대량생산 계획은 웨어러블을 위한 기술 채택을 가속화
시킬 것이고 보다 미적으로 만족스러운 웨어러블 디자인, 더 작은 형태 및 실감경험을 촉진시킬 것임
o ABI에 따르면, 수동조작 축소 및 저가로 연속적인 신체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하면서 헬스
센서는 상당히 범용화 되어가고 있음
- 반면에 소비자 자신이 소형의 헬스케어로 건강상태를 모티터링하고 상태를 확인하고 클리닉 및
의료 연구를 위한 상위의 분석사항을 제공하면서 기업 시장에 확대됨
- 사생활 및 보안 우려사항이 한번 정해지면, 헬스통신 프로토콜에서의 표준화는 실시될 것이고,
웨어러블 헬스케어의 차세대가 열리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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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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