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S2022 개요 및 동향조사
(’22. 1. 14.(!), "#$%&'"()*)

1. +,-./
0-1----2-: CES 2022(Consumer Electronics Show 2021)
0-3----4-: 2022. 1. 5.(5) ~ 1. 7.(!) / 33*(6/789:)
* 당초 1.5.(수) ~ 1.8.(토)에서 1일 단축하여 3일간 개최

0-;----<-: CTA(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ABCDE)
0-"FGH-: 2,200.,-IJ(160K.>-IJ)
※ 국가별 참가규모(개) : (미국) 1300 (한국) 502 (프랑스) 247 (중국) 159
- CES 2021 : 세계 130개국의 총 1,900여개 기업 참여(한국 345개사)
- CES 2020 : 세계 161개국의 총 4,500여개 기업 참여(한국 390개사)
- CES 2019 : 세계 165개국의 총 4,500여개 기업 참여(한국 338개사)

2. CES 2022 ;/-LMN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22년 키워드로 ‘①디지털 헬스, ②푸드테크,
③미래 모빌리티, ④NFT, ⑤메타버스, ⑥우주, ⑦로봇’ 등 선정
① (OPQRS) CES T,U-<VW-RSXY-B'Z-B[\]^-_F`a,
OPQ-bcBB·de-Hfgh-BB·iWj-kl-mn-op-q5-rs
② (tNuv) wxyz{Z|-P}J~•-€s•-‚/€ƒ-„…-†p•
‡&·ˆ‰·?@-";BŠ-‹y-qŒ•-o[-•-Ž@S-B'-IJ
③ (=•-H•‘’) "‰{:-A“”-o['•–-—f9-ITB'˜™-Aš”,
"B”, ›%-œ•ž-r-Ÿ {:-BCZ-¡¢£-< -op-?.
④ (NFT) ¤¥•:- BC^- ¦§•- 3¨•- :©ŽW, ª«¬SU•OPQ-xo-B~^-¦€z---5-®Y-¯°, OPQ-±C-r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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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ª«¬S) iWj19W-²³´µ, ²³5'-r-@¶·-¦“Z-©J
`·Ž-AR·VR r-¸S¹-iWj-F¶º-Z»-¼½-BCW-;¢
⑥ (¾;) ¾;-¿ÀÁ, sÂ‘-‰ -œ•ž-•-Ã€-FSÄ, ¾;-ÅÆ
ŠŽ ¦§`Ç-ÈŽ-r-ÉWÊ-B'˜•-<Ël-¾;ÌÅ-BC-?.
⑦ (WÍ) lÎ•-WÍ-BC^-ÏYÐY-‘H•‘’·AI·WÑÒS•-ÓÔ’^
‰•-FÕP-Öƒ-B¶-•-×ØÙZN* WÍ-r-WÍ-BCÚ-Å.
* 인간의 형태를 한 가장 고난도의 지능형 로봇으로, 영국 로봇기업 엔지니어드
아츠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 주목
< 최근 3년간 CES 주요 키워드 >
연도

주요 키워드
①5G&IoT, ②광고·엔터테인먼트&콘텐츠, ③자동차(자율주행 자동차),

2019

④블록체인, ⑤헬스&웰니스, ⑥홈&패밀리, ⑦실감형 엔터테인먼트,
⑧제품 디자인&제조, ⑨로봇&기계·인공지능, ⑩스포츠, ⑪스타트업

2020
2021

①디지털 치료, ②차세대 교통수단, ③식품산업의 미래, ④안면인식기술, ⑤로봇
①디지털 헬스, ②디지털 전환, ③로봇&드론, ④자동차 기술, ⑤5G 연결,
⑥스마트시티

3. CES 2022 Ÿ

U-

0-CES 2022ŠŽÇ-27.•-Û*-Üua‘ÝW-Þ•{:-BC·opŠ
¶ß-à-623.•-Ÿ U(Innovation Awards) 5K
- RS&áfS, H•‘’, P}J~€, JU/©âã_-äå•-BCƒ
opZ-"æ¶@-v¯-ç|-Ÿ
- ¾‘j9-B'é-139.•-Ÿ

-¹èN-;™
U^-5U`|-T¶-<q-5U

· ê€"A•-ëì¤-Sí¹î, ¯Zï-Hfg-rƒ-LG"A•-Hfg,
ðj¾•-ñò“ó- dô:BC-r-à-5.•-opZ-<aŸ U-5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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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õ
□ Aš;+-äå
전기/자율주행차가 핵심산업으로 떠오르면서 환경에 따라 안전
자율주행이 최적화되도록 센서, 레이다, 라이다 기술 등이 부각
0- (ã¶A“”) ‘Z“- xö•- ÷T^- ôs`q(Expanding Human
Reach)’º-;oW-WÑÒS-@"*^-øù
* 로보틱스 비전 : ①사용자의이동 경험이 혁신적으로 확장되는 ‘메타모빌리티’
②사물에 이동성이 부여된 ‘Mobility of Things(MoT)’ ③인간을 위한 ‘지능형 로봇’

- (ª«H•‘’) H•‘’º-‰ß-JUã_Š-¡}ß-ñò“óƒ-&ú^`·-ã_-Ûû-}-ñò“óZ-WÑÒSü-&ú^-`Ç-¯-J~
- (MoT) :ý(in-wheel) Hgü-S’Yh, ŽSþž, ÿ!Zv-FSÄ
•-wx:P-ÈŽº-`jW-"Ô•-3•#-H•‘’-PnD* H$-Å.
* 이동에 필요한 모터, 서스펜션, 센서 등을 하나로 통합한 모듈

- (P~#-WÍ) %¨-ÈŽ, Üª9-r^-&²`a-®'|, a6/(•-r)••-U*Zj-A\-²ß-PT-rŠŽ-:Æ^-¶ ß-qŒ•-'µº5+--5-®Ç-Ž@S-WÍ-‘S+(Spot)(op1)’^-Å.
< 현대자동차 : 메타모빌리티 / PnD 모듈 / 로봇개 스팟 >

0- (ã¶H@S) "B”-Bñ•-V?#-H•‘’- ’,@"--(op1)‘ƒ™½# 5?-H•‘’-’,@"-.a(op1)‘ /0¹Ü-2¨-Å.
- ”Û¶-A“”-12:-’e-iÕ-H$*‘^-{§ß-A“”•-[õ·o“·
3“-FSÄ^-12-`jŠ-‰ÔF4-BC^-ÁÑ°
* CES 2018에서 첫 공개된 후 ’21년 개발 완료된 기술로, 90도까지 바퀴를 회전시킬
수 있으며 옆으로 움직이는 ‘크랩 주행’,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제로 턴’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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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모비스 : 엠비전 팝 /

엠비전 투고 >

0- (@¹È5*) 300m ZU•-6é-Få-•-7P÷T^-Jk-Aš
;+§ 4D Z=8-!Zìº-‰ß-CES 2022 Ÿ

U-5U

* ’18년 설립된 이미징 레이더 개발 스타트업으로 연매출 4.7억원 규모의 국내 기업

- 9¾, :.ü-;é-<=>ŠŽ™-:4{:-›"Z-J~`|-™W7P
•-_FÆ-›"-Ñ[º-‰ß-Aš;+-F-ø‡--5-®Ç-?@-$P
< 비트센싱 : AIR 4D 솔루션 >

0-(Ak*) VazB(4K) ÷U-"%^-Ã•-”C§-AIoT DEF(op1:
FAIP 3.0) •-Edge AI sb(op1: Photon) Å.
* ’06년에 설립된 AIoT 솔루션 전문 국내기업으로 양방향 모바일 이동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IoT, 이동통신 엔지니어링, Smart Car 등 사업 영역 확장 중

- CES2022 ãsŠŽ-•zFSÄƒ-‘Edge AI FSÄ’ .ø-DÚ^Ã•-'µDG-•"
< 펀진 : FAIP 3.0 / Phot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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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General Motors) ª‘-19-CEOÇ-CES 2022 B[\]^-‰ß-GM•
”C-BC-WNH^-Åˆ`a-”Û¶-"B”Š-¶•-=•-"(-øù
- I"-Aš;+-/0¹-”C-‘ZÕSJZS(op1)’ •-5K-ZLM1:N /È¹-”C-‘OSPSJZS(op1)’ Å.< GM : 이너스페이스 / 퍼스널스페이스 >

0 (Valeo*) 200m ZU-QYk-ó•º-7P`a, VR-450S-TU•VWX-€~ƒ-”C-;Y^-3D _FÆ-Z=Pº-²3€`Ç-3Û¶SZ[-LiDAR(BC1: Valeo LiDar Gen 3**) \-Å., ‘24æ-]F-±4
* 프랑스의 자동차 제조업체로 연매출 약 192억유로 규모의 기업
※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 발사된 빛의 돌아온 시간을 측정하여
물체의 거리 등을 계산하는 센서로, 인간의 눈, 카메라, 레이더 등으로
감지 할 수 없는 것(빠른 속도로 스쳐지나가는 도로변 사물 등)도 측정 가능
** 기존 2세대에 비해 해상도는 12배, 범위는 3배, 시야각은 2.5배 향상된 성능
으로 주변 궤적을 예측하여 충돌을 방지하고, 비상 상황을 자율 관리하며,
최대 130km/h 속도에서 레벨 2 이상의 자율주행 지원
< Valeo : 3세대 스캐닝 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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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NXP*) Aš;+- ’!^- 2+‘~’!^- 5‘º- Pd, l·‚·sÂ‘- _4Z`j•-BBŠŽ-J~•-3-in-1 q‚HNW-;Y•-6é-Få(<¶
6.•- iÕ)º- “F- 7P`Ç- 360™- Ž9›N- 4D Z=8- !Zì-

8WÛŽ(H`1: S32R41**) Å.
* 네덜란드의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연매출 약 86억달러 규모의 기업
** 초고해상도 레이다 SW 알고리즘 및 RF 채널을 동시 동작하는 고급
MIMO 조합으로 라이다 및 대규모 안테나 개수의 한계를 극복

- UWB***•-4a•-bÃ-•-¸Pž-c{-B~'W-A“”, ãmd,
Þa-rŠ- JeZ- J·- A“f!-ßo, ”C- g- Nh•-:4{7P, _g-g@¯Zž-r-UWB œ•ž(Trimension NCJ29D6) Å.
*** Ultra Wide Band : 대역확산 기술 적용, 잡음레벨 이하의 신호세기로 통신하는 기술
< NXP : UWB 솔루션 >

0-(John Deere*) ¹ig-"·>·*Š-6.•-Su!7-Üª9º-]b,
360°º-j¬`·Ž-kWU-skó-Ãbü-Â‘º-û&`K-;+**
* 1837년 설립되어 180년 이상 미국계 중장비 및 농기계를 제조하는 회사로,
전화(電化), 자율주행, AI 분야를 접목시켜 농업 기술을 발전시키는 중
** 자율주행 트랙터는 이미 존재하나, 단순히 GPS로 지정된 루트만 주행하는
수준이며, 장애물 회피 등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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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ª9Š-lm£-Z=PÇ-AI ½n- xo(Deep Neural Network)^
‰ß- 0.1V-gW-äpq|, Z§AÇ-Sí¹î^-‰ß-¹ig•;+^-Hfgh---5-®'|, \cUr, ;+Â‘-r-ô:-J~
※ 주요 농경지인 시골 등에서 무선통신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와 미약한
GPS 신호 수신환경 등 문제 존재
< John Deere : 트랙터 자율주행 솔루션 >

0 (TuSimple*) sÂ‘-•-µÂ›-s^-›ñ`Ç-¹t•-I"•-Aš
;+(SAE Level4) œ•ž^-Nvidiaü-„…-.ø
* ’15년 설립되어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

- Nvidia•-Drive Orin system on chip(SoC)*^-&²`K-uW›DEF^-ÁÑ3-±4Z|, HD camera, LiDAR, Radar •- AI
BC^-‰ß-360° :P`K-vwü-µm`¯-Aš;+-J~
* Drive Orin SoC는 자율주행을 위한 칩으로 mission-critical perception,
plainning, actuation functions 등을 포함하여 초당 254조개의 연산을 수행

< TuSimple : 트럭 자율주행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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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µÁ?"-äå
원거리 무선충전 기술은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IoT 센서 등에
활용되어 2019년부터 꾸준히 CES 혁신상을 수상
0- (M8œ•ž*) RFID ;#5º- Z§•- µÁ?"- í¾S**ü- ISM
¶T:-920㎒•-RF µÁ?"BCZ-{§£-Sí¹-SxN*** Å.
- RFº-Z§•-dÂ‘-µÁ?"é-:©£-q5•-BBº-“FŠ?"`K-H13-BB-•-IoT BB, •cBB-r-qŒ`¯-¦§-J~
* ‘16년 설립된 RF(무선 주파수) 기반의 원거리 무선충전 솔루션 전문 국내기업
** 송신기인 마우스패드와 수신기인 마우스가 한 세트로 구성되어 충전 범위의
제약 없이 패드 위 어디서나 자유로운 충전 가능
*** 조명 기능과 충전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
특례를 통해 제품 검증 중
< 워프솔루션 : 무선충전 스마트 스탠드 / 무선충전 마우스 >

0- (Š1*) y’zm{-?"Bº-K|.-äB`K-?"-·^-ç‘a"ÚÁ^-Öš{'W-}-5-®Ç-"B”-I}-?"B-Å.
* ’17년 삼성전자 사내벤처에서 시작해 ‘18년 법인을 설립한 전기차 충전 솔루션 개발 기업

- ”Û¶-"B”-?"-:89-\3º-‰•-’Smart EV Charger(op1)’W
"B”-?"BWÇ-Ûû-<VW-2.-*d-Ÿ
< EVAR : Smart EV Char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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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5U

0-(ê€"A) ê€"AÇ-rŒ~ƒ-üZ#Z-;#5-`•SX^-‰ß
10ä-SŠ-80%º-?"`Ç-RF µÁ?"-Ši-‘H/-Å.
- CES 2021ŠŽ-rŒ€-?"-ywx-‘H•^-ÁÑ‚'|, ‘22æŠÇ
AAA ƒg‘-,§-„7^-‰•-wx-Ñ…º-Ãß-µÁ?"-‘H/-Å.
< 삼성전자 : 무선충전 에코 리모콘 >

0- (ŠÕ†S*) ŠÕ†SÇ-Ù¹‡-;YBBü- IoT ÈŽº-?"`Çü¹'-BC^-{§•-RF µÁ?"-%

Bº-ÁÑ°

* 미국 애플의 파트너사이자 무선충전 기술개발 업체로, 최대 1m 이내에서 스마트
디바이스를 충전할 수 있는 원거리 무선충전 기술(와트업)로 FCC 인증 획득
< 에너저스 : 원거리 와트업 무선충전 송신기 >

0-(7F—*) =4•-%

BW*g-P}{'W-"Ú^-Åˆ‰Ç-"Ú-

uZ¤-ÃŠŽ-5 Bº-?"`Ç-’Cota Power Table(op1)‘W-Ÿ U-5U
* ’08년 설립된 원거리 무선충전 전문 미국 기업으로 CES 2016 혁신상 수상
이후 총 5번의 CES 혁신상 수상

- Qi ùŠZ-gs£-H‹-sbŠ-"Ú^-Åˆ--5-®'|, "-Ûû40.-ZU•->JŠŽ-Go-N:^-‰—-3Œ-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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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아 : 코타 파워 테이블 >

0- (Wi-Charge*) "“- •œ•- ƒg‘J- $"qP- Ž¯- `Ç- µÁ?"B:-‘InfiniBrush(op1)’W-RS&áfS-*äŠŽ-Ÿ U-5U
* ‘12년 설립된 적외선 레이저 빔을 기반으로 한 원거리 무선전력기술 개발 기업

- µÁ'W-"d^-Åˆ`K-110V XZ¤Z-•/•Ç-µÁ-"“•œ
?"Bº-‰ß-3ñ-J4ŠŽ•-µÁ?"-DEF-¦§-B¶
< Wi-Charge : InfiniBru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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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Fi äå
Wi-Fi 기술은 대부분의 비면허 무선기기에서 핵심기술로 이용되며,
최근 차세대 Wi-Fi 기술로 각광받는 Wi-Fi 6E 신제품들이 공개
초고속 인터넷을 위한 다양한 유무선 공유기 및 칩셋이 공개되어 향후
데스크톱, 노트북,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에서 Wi-Fi 6E 활용가속화 전망
AP제조사들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원활한 게임을 위한 와이파이
제어 서비스, 와이파이 센싱을 활용한 감지 서비스 등을 발표
0-(‘BY*) Wi-Fi 6Eº-Pd`Ç-ˆµÁ-ÅˆB-r-5.-opZ 'CES
2022 Ÿ U'^-5U`Ç-r-J4-•-B'§-’¹Mv- op-Å.
* 미국 기업으로 유무선공유기 등 제조, 종업원수 1천여명, 시가총액 8.9억달러(1.1조원) 규모
(과거 CES 2021에서 네트워크 업계 최초로 Wi-Fi 6E 표준 규격의 공유기를 시장에
공개했으며, 현재 가정용, 기업용 제품을 지속 개발 중)

- Wi-Fi 5 ¶@-<¶- 4ƒeP-}™J-õU£- Wi-Fi 6E op˜^Å.“'|, ”ß-Wi-Fi 6E Pd-ˆµÁ-ÅˆBº >gŠ-P}-]F-±4
< 넷기어 : Wi-Fi 6E 지원 공유기 >

0-(LG"A) CPUü-GPUGraphics Processing Unit)ŠŽ-ã•-<a-S–^&²`a, Wi-Fi 6Eº Pd`Ç-LG —¹9-BY-¯Zï-Ù¹‡-Å.
- ¯Zï- "d- ÿ˜NW- ™òPa- ®Ç- ‘—¹9- BY’ Ù¹‡ŠWi-Fi 6Eº-¦§„'Wš-a€~-¯Zï-Ù¹‡-op-ô&-B¶
< LG전자 : 울트라 기어 게이밍 노트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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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œ•-”dŠŽ-Wi-Fi 6Eº-Pd`Ç-žSvŸ·H13(Ù¹‡)§
12Û¶-iY-8WÛŽ- ì-!Zv(< #-iY-12) Å.
* 미국 기업으로 컴퓨터용 반도체 제조, 종업원수 약 10만여명, 시가총액 2,268억달러(270조) 규모

- œ•-”dŠŽ-Wi-Fi 6Eº-Pdß-žSvŸZj-3•#-PC rŠ™
ì- ¡¯- Wi-Fi gsZ- J~`¯- q¢'|, žSvŸ§- 8WÛŽ• ª:ÑN- op^-’22.1£*g->gº-¸„•-"-ÛûŠ-]F-±4
< 인텔 : Wi-Fi 6E 지원 칩셋 >

0- (AMD*) "-Ûû-H13-Fs-¤:^-Ãß-AMD 9Z¥-6000 F‘¦
H13-APU(J}m‘sb, Accelerated Processing Unit) Å.
* 미국 기업으로 컴퓨터용 반도체 제조, 시가총액 약 1,658억달러(198조) 규모

- †"Ú-DDR5 ªH‘ü--Wi-Fi 6E Pd^-‰ß, "§-¶@-¨©1.3ƒ-ªé-€~ƒ-2ƒJC-õU£-«•T-m‘-€~^-oÅ`|,
’22.2£*g-Wi-Fi 6E {§-Ù¹‡Z-FsŠ-]F¬-±4
< AMD : Wi-Fi 6E 지원 모바일 프로세서 >

0- (Linksys) “FŠ- 30.•-sb\", ¹9Z--N-Pd, 5.4 Gbps
}™º-oÅ`Ç-®N9-8W-6º-ø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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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ª9j- cJ- `N¯Yº- ,§`P- Ža™- B•- Intelligent
Mesh WiFi ’¹Mvº-,§`K-°K°^-7P`Ç-WiFi °K°
7P-3±-Ž@S-]F
- WiFi

…º-‰ß-¦“^-7P`a-°K°Z-ø‡`·-Linksys ²^

‰ß-™³, Linksys AwareÇ- $2.99/£-´Ç- $24.99/æŠ-H‹Linksys Velop Tri-Band WiFi FSÄŠŽ-?8¹¯Y-3±'W-,§-J~
< Linksys : 히드라프로 6와 와이파이 움직임 감지 구독서비스 >

0-(TP-Link*) Archer AXE11000 Omni ¹9Z-N-Wi-Fi6E ÅˆBü
Archer AXE200 Omni•-8Wµ-«¶^-øù, CES 2022 Ÿ U-5U
* 1996년에 설립되어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안정적인 네트워킹 장치 및
액세서리를 공급하는 회사로, 특히 전세계 Wi-Fi 제품의 1위 공급업체

- Wi-Fi6EÇ-]F£-Wi-Fi6Š-6㎓ ¶T^-cJ`K, aßU™-“÷U
S¹‘ïƒ-Va}* µÁ-žZg-‰

Š-<{z£-·Z-¸8

* 2.4㎓ 대역 1,148Mbps, 5㎓ 대역 4,804Mbps, 6GHz 대역 4,804Mbps 지원

- A“-E"†-:ujJ-{§qY-ÅˆBj-²^-Z§ß-A“'W$õ-[„Z-J~`|, õU£-™a‘¹ƒ-º-¸ï-BCZ-"Ô
qY-Ñq-6a-:4{:-j¬‘P-oÅ
※ 기존 공유기는 무선신호의 수신영역 변경을 위해 안테나 방향을 수동 조정
< 티피링크 : Archer AXE200 Omn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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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äå(IoT·Sí¹¼-r)
스마트홈 영역의 확장으로 생활 곳곳 세밀하게 실용성과 사용성이
개선되며, 사물인터넷 연결성 확장 및 제품간 호환성이 부각
CES 2020의 새로운 트렌드는 스마트홈 제품이 대거 등장,
팬데믹으로 인해 외부활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
0 (ê€"A) ‘together for tomorrow’9Ç-;oW, < -BCZ-{§£
J4•-H‹-BB˜Z-A“\"·\“`|-Ñq-½‘•-3U-‡¦
wx^-oÅ, Zº-Æ¡-xö--5-®Ç-¬¾¿-"Fm-›÷
- SmartThinks 9Ç-²^-‰ß-H‹-J"BBJ-`j•-’¹MvŠ
\"qa, U…-4ÑÀwƒ-Á|[-r^-‰ß-“§`Ç-wx-?.
※ 서비스 예시: 홈가전과 연결된 태블릿에서 냉장고의 식자재를 확인하고,
해당 가정의 식습관 등을 고려한 메뉴 추천 및 조리법 안내 등
< Samsung : ‘together for tomorrow’ 가상 전시관 >

0 (Bosch*) ‘High-tech like a Bosch’º-ÂWÃ'W-climate-friendlyº
â[`|, B•-BC•-qŒ•-Ä§'W-uW›-Ž@S-Þ]
* 독일기업으로 자동차 전장, 소비재 및 빌딩관리 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
매출 784억유로 규모

- ¾;ŠŽ-,§qÇ-audio ÈŽº-OPQ-RSŠ-{§`K-‘Å€
Pd’ .Æ^-™¶, ÃâUr-r-klŠ-¦§
- &'ãsŠŽ-,§qÇ-JS-ÈŽ-r^-&Ç-7F-rŠ-¦§
- jÈ’¹-Ü•-A"Â-¬"Š-ßR`Ç-E-Bikeº-?.
※ 페달보조방식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감소, 편의성, 관절 건강 관리, 경제성 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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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sch : Audio AI / Wildfire sensor / E-Bike >

0 (NXP*) 'û-<VW-Wi-Fi 6, Bluetooth 5.2, IEEE 802.15.4 r^l3œ•'W-Tri-µÁBBº-Pd`Ç-œ•-œ•ž(IW612) Å.
* 네덜란드의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연매출 약 86억달러 규모의 기업
※ ’22년 내에 애플, 구글, 아마존, 삼성 등으로부터의 다양한 스마트홈 SW
솔루션을 모두 연결하는 단일표준 제공을 목표로 함
< NXP : Tri-무선기기를 지원하는 IW612 >

0- (Z-Wave Alliance*) Z-Wave BC^- ,§`Ç- qŒ•- op˜^¦§ß-Z-Wave 8WµÉ•-¼½:-U…-›§€ƒ-…w€^-F\`a,
Z-Wave BC•-Sí¹-¼-_ã-J~€ƒ-B¶Öƒ-r^-oF
* 스마트홈 및 Z-Wave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전념하는 표준개발기관으로,
국내는 LGU+가 해당기술을 활용하여 일부 HomeIoT 서비스 제공 중

- Z-Wave Alliance Ed-•-mn'ûÇ-%%-uW›-Sí¹¼-BB
•-œ•ž-"Fº-Ãß-IJ
※ 가정 내 설치된 도어락, 조명, 냉·난방·환기 시스템의 통합 제어 시연
※ 참여기업: Ring, Jasco, DEN Smart Home, Aeotec, Alfred International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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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Wave Alliance : 주요 제품 및 솔루션 >

(Aeotec : 초인종 및 야외 플러그) (Airzone North : 인버터/컨트롤러)

(Zooz : 스마트홈 허브 등)

(DEN Smart Home : 도어잠금) (Flex Automation : 조명 제어 등)

(Jasco : 스마트홈 시스템)

(Masonite : 초인종 및 잠금장치)

(Remotec : 학습 등 컨트롤러)

(Vision : 홈 보안 오토메이션)

0-(Belkin) Wemo Sí¹-@O7-V:¨^-øù, 2.4㎓ •-5㎓

…º

Pd`Ç-Ê¿--N-Wi-Fi œ-&², 178™•-Få%-oÅ
- ÙZ¦-ËÂh-BCZ-{§£-SOUNDFORM Immerse µÁZY
îé-CES Ÿ

U^-5U
< Belkin : Wemo 스마트 초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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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Schlage) Apple•-HomeKeyü-„…-§“-`Ç-Schlage Encode
Plus Smart Wi-Fi Deadboltº-]F, AóÌ-´mŠ-iPhone ´ÇApple Watchº-Íq-¶Ç-“§S'W-d^-f«Âj-f!-ßo-J~
< Schlage : Encode Plus Smart Wi-Fi Deadbolt >

0 (EVE) Out Door Camƒ-Sí¹-¤9:Nº-øù, Out Door Camé
Sí¹-O1ZS, Sí¹-’@-rŠ-Î*-°s°-7PF-A“'W
÷U-oÅ, 157™•-Få%ƒ-.€[1-sL, 2.4㎓ ¶T-Pd
- Sí¹-¤9:N•-x¾-Thread 8WµÉ^-Pd
※ Thread 프로토콜은 집안의 제품을 서로 인터넷, 클라우드로 연결하기 위해
개발된 저전력 단거리 무선망IPv6 기반 메시 네트워킹 프로토콜
< EVE : Outdoor Cam과 스마트 블라인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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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Û¶-$%(NextGen TV) äå
ATSC 3.0 활성화에 따라 다양한 운영체계 및 舊 표준과의 호환성을
높여, 차세대방송으로 전환을 유인하는 SW 및 디바이스를 공개
0- (Bit Router) ATSC 3.0 ?8¹¯Y•-:NWZN-²-¬"- “ATV
app O1ZS”º-]F
- ATSC ÏÕ- •- Dolby AC-4 :©- FSÄ6œ(SoC)Z- gs£- H‹:NWZN-sbŠ-]b-J~`|-‘ÐSü-:NWZN-›÷•ûü-…w
< Bit Router : ATSC 3.0 소프트웨어 ATV app >

※ ATV app은 ATSC 3.0 송신 채널을 따로 표시하는 채널가이드 기능 및 기존
채널에 추가 채널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
※ Bit Router는 ’02년 설립된 디지털TV SW 솔루션을 개발·제공하는 기업으로서
그간 2,500만대 이상 셋탑박스 및 3,000만대 이상 TV 수상기에 SW을 개발 제공함

0- (Tablo) ‘22æ- 1/4äB-]F±4:- ATSC 3.0 OTA(Over The Air)
DVR^-?.-(299.99 USÑ|-±U)
- ATSC 1.0/3.0 ÏÕ-gs`‚a-_FÆ-$%FÒ-–S—f9- ATSC 3.0
ÏÕº-4.º-sL`K-“FŠ-4K HDR ÷U-4.-Óz™-J~(8TB)
< Tablo : 차세대 방송용 QUAD HDMI OTA DVR >

※ Tablo는 무료 OTA TV 시청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연결(N/W connected)
DVR 제품만을 개발·판매하는 전문기업으로 ’09년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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