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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aWAN을 IoT 응용으로 내세우고 있는 인마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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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o 셀룰러 사업자는 그들의 LTE에 기반한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을 촉진하고 있는 반면에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자 인마샛은 글로벌의 어떤 곳이라도 IoT를 전할 수 있고 Actility
파트너십으로 개발된 LoRaWAN 기반 네트워크를 내세우고 있음
【 주요내용 】
o Actility의 ThingPark LPWA 플랫폼에 의한 인마샛의 LoRaWAN 네트워크는 세계 최초의 글로벌
IoT 네트워크로 설명되며, 네트워크 백본으로 지상과 위성 기반의 커넥티버티를 가짐
o 조기 응용은 자산 추적, 농기업과 오일, 가스 재산을 포함하고, 이 초기 응용은 일반적으로 산업
적인 IoT 시장을 의미함
- 비즈니스는 농기업 또는 자산 추적을 위한 재고의 IoT 솔루션을 필요치 않으며, 특정 문제에는
특정한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인마샛 기업 대표 Paul Gudonis는 보도에서 발표함
- Actility와의 합작을 통해 세상 어디에서도 문제가 없는 각기의 특정 기회를 위한 맞춤의
솔루션에 대한 기본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그는 언급함
o 자산 추적에 대한 예시로써, 호주에서 먼 거리에 있는 목장에서 가축의 위치, 이동, 건강과 다른
주요 통계를 추적하는 데 필요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 길을 잃은 가축을 찾기 위해 노동자가
보내는 안내과정을 대체할 수 있음
- 가축이 길을 잃어 위험에 처했거나 괴상하게 행동할 때 또는 목장 주변에서 가까이 있을 경우
소유자가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목장 매니저에게 경보가 보내지짐
o 인마샛과 Actility는 지난 해 인마샛의 글로벌 L 대역 위성 커넥티버티 플랫폼을 Actility의
ThingPark IoT 관리 플랫폼과 합쳐 차별화된 IoT 솔루션, 링킹 커넥티버티 등 어디로든 접속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파리 기반의 Acitility는 또한 인마샛의 검증된 응용 제공자 프로그램의 하나로 제3의 회사가
인마샛의 위성통신 네트워크와 호환하는 응용과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함
o Actility CEO는 지난 달 LoRa가 유럽과 아시아에도 있지만 미국에서도 성장이 낙관적이며,
모바일 사업자에 한정된 것이 아닌 미국의 사업자가 시연을 하고 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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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cast는 지난 가을 최소 2개 도시에서 시연을 했고 2-3개 다른 미국 사업자가 올해 이를
채택하게 될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다고 함
o 다른 IoT 기술 제공자는 미국 내외로 확대되고 있음
- RPMA(Random Phase Multiple Access) 기술을 이용하는 Ingenu의 경우 2016년에 미국 내
30개 이상의 메트로 지역에서 개시했고 2017년에는 100개를 커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프랑스의 많은 지역과 다른 국가도 커버하는 Sigfox는 2017년 말까지 미국 인구의 40%를
커버를 목표로 하고 있음

 목차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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