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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EEE 지리위치기반서비스 가용 단말 표준 개정안 게시
(IEEE Publishes Standard Amendment Addressing Coexistence Methods for
Geo-Location Capable Devices Operating Under General Authorization)
보도날짜

출 처
사 이 트

2018.01.16.

IEEE
http://standards.ieee.org/news/2018/IEEE_802.19.1a.html

◆ IEEE는 일반 승인 하에 운영되는 지리위치기반서비스(Geo-Location) 가용 단말의
공존 방법을 다루는 표준 수정안을 게시함
◆ IEEE는 표준 개정(EEE 802.19.1a™—Coexistence Methods for Geo-Location
Capable Devices Operating Under General Authorization)1)을 발표
- 네트워크 기반 공존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및 장치 간 네트워크 기반 공존
정보 교환은 IEEE 802.19.1-2014에 대한 개정으로 정의
- 이 개정안은 이기종 네트워크의 공존 정보를 수집하고 교환하기 위한 절차 및 프로
토콜, 패킷 오류 비율, 지연 등과 같은 스펙트럼 자원 측정 및 네트워크 성능 메트릭
(network performance metrics)과 공존 정보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 요소 및 데이터
구조를 지정

◆ IEEE 802.19.1a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제공
- 지리적 위치 인식 및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액세스를 포함하여 비 면허 기기의
인지 무선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
- 무선 네트워크에 관한 공존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공존 검색 및 정보 서버
- 공존 서버의 정보를 사용하여 무선 네트워크의 공존 성 향상을 위한 공존 관리자
- 공통된 공존 아키텍처 및 프로토콜,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공존 시스템의 비용 효율적
이고 유연한 배포를 가능하게 하는 몇 가지 프로필

◆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링을 통해 광섬유 케이블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무선
네트워크에서 IEEE 802 표준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영역이
끊임없이 고려중이며 이 분야의 필요를 보다 잘 해결하기 위해 IEEE 802
표준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확장되고 있음

1) 참고 사이트 : http://standards.ieee.org/findstds/standard/802.19.1a-2017.html
- 2 -

2018년 2월 1주

2. Texas 5G Alliance 공식 출범 발표
(Technology and Business Leaders Join Forces to Support Connectivity of the Future
- Texas 5G Alliance will Promote Importance of Smart City Infrastructure)
보도날짜
출

처

사 이 트

2018.01.18

PR Newswire

https://www.prnewswire.com/news-releases/technology-and-business-leaders-join

-forces-to-support-connectivity-of-the-future---texas-5g-alliance-will-promote-i
mportance-of-smart-city-infrastructure-300584319.html

◆ 스마트도시 및 소비자의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프라와 5G 기술을
선도하는 텍사스 5G 얼라이언스(Texas 5G Alliance, https://texas5galliance.com/)의 공식출
범을 발표
- 5G 기술은 차세대 고속 무선 기술로서 현재 표준보다 40배나 빠른 연결 속도를
제공하며 전 세계적으로 최소 4배 이상의 통신 속도를 제공
◆ 텍사스 5G 얼라이언스(Texas 5G Alliance)는 5G 기술의 흥미로운 가능성과 스마트
도시의 수요를 충족시기위한 인프라에 대해 텍사스 인을 교육하고자함
◆ Dell, T-Mobile, Google Fiber, Ericsson, Bypass Mobile, Carnegie Technologies,
SmartAustin 등 세계적으로 가장 혁신적인 기업, 무역 협회, 기술 지도자 연합이
텍사스 5G 얼라이언스(Texas 5G Alliance)의 일원임
- 텍사스는 자율 차량, 사물의 인터넷, 로봇 배달, 교통 흐름 솔루션, 전용 공공
안전, 우선 응답과 같은 혁신적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기술에 대한 속도를 설
정하고 있으며 이 모든 기술은 5G 연결을 제공하는 소형 셀 인프라에 의존함
◆ 텍사스 5G 얼라이언스(Texas 5G Alliance)는 5G 기술과 같은 차세대 사업을 통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 및 업계 파트너와 협력하여 스마트 도시의 요구 사항을 충
족시키는데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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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식
1. oneM2M 웹 세미나, 공개 표준을 통한 IoT 가치 증가 논의
발 행 일 : 2018. 01. 11

원문제목 : Increasing IoT Value Through Open Standards to Be Discussed in
출

Upcoming oneM2M Webinar

처 : ATIS

내용요약

◦ 저전력광역(Low Power Wide Area, LPWA)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IoT(Internet of
Things) 애플리케이션의 발전에 있어 개방형 표준의 중요성이 OneM2M이 주최하는
웹 세미나에서 논의 될 예정
◦ 지난달 세계 IoT 표준에 따라 발행 된 백서 인 oneM2M을 통해 LPWA 매출 증대에
대한 주요 결과(Boost LPWA revenue through oneM2M)2)를 탐구
◦ CSP가 OpEX를 줄이고 서비스 혁신의 기회를 모색 할 수 있도록 플랫폼 관리에 대한
수평적 접근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개방형 표준이 IoT의 발전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서도 살펴볼 것임
◦ 원문 : https://sites.atis.org/insights/increasing-iot-value-through-open-stand-

ards-to-be-discussed-in-upcoming-onem2m-webinar/

2) 참고사이트 :
http://www.onem2m.org/images/files/oneM2M_WhitePaper_BoostLPWARevenueThroughoneM2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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