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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텍/NEWRACOM 소식 (2020년 9월)

2020. 9.

뉴라컴, 파트너사와 함께 대만 이노텍 전시회서 다양한 장거리 와이파이 제품 출시 및 홍보

- 장거리 와이파이 칩셋(NRC7292) 탑재한 모듈·장비·디바이스 출시 봇물

- 코로나 위기상황 속 글로벌 파트너사들 협력 통해 매출 창출 극대화 기반 마련 

ㅇ 뉴라텍의 미국 자회사 뉴라컴은 지난 9월 24일부터 26일까

지 열린 대만 최대 IT 전시회 중 하나인 『2020 대만 이노

텍 엑스포(Taiwan Innotech Expo)』1)에 참가하여 세계 최

초출시된 장거리 와이파이 칩셋(제품명 :NRC7292) 홍보와 

함께 글로벌 파트너사들이 해당 칩셋을 탑재하여 개발한 다

양한 상용 제품을 잠재적 고객 대상 소개 및 홍보함.

ㅇ 뉴라컴은 NRC7292가 새로운 국제통신 규격(IEEE 802.11ah) 기반으로 개발된 세계 최

초 제품으로 타 경쟁제품 대비 통신 인프라가 덜 갖추어진 사실이 시장 확산에 가장 

큰 걸림돌임을 인식하고, 그 동안 산업생태계 내에서 시장을 같이 키워 나갈 부품, 장
비, 디바이스 제조업체 및 서비스업체의 물색 및 발굴에 집중하였으며, 그 결과 다양

한 글로벌 업체들이 장거리 와이파이 시장 성장에 주목하고 파트너사로 참여하는 결

실을 얻게 됨.

ㅇ 이번 전시회는 이런 결실의 증거로 다수의 파트너사들이 당사의 와이파이 칩을 탑재

하여 개발한 다양한 상용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처음 소개 및 홍보하는 자리였음. ▲
부품 영역에서는 글로벌 모듈업체인 일본의 사일렉스테크놀로지(Silex Technology)를 

비롯하여 대만 기업인 라이트온(LiteOn), 아주어웨이브(AzureWave), 레약스테크놀로

지(Reyax Technology)에서 각각 출시한 장거리 와이파이 모듈과 알파네트워크(ALFA
Network)에서 출시한 mikroBUS, mPCIe, 어댑터가 소개되었으며, ▲ 장비 영역에서는 

日 사일렉스테크놀로지(Silex Technology)의 AP(Access Point), 라우터, 이더넷 브리지

를 포함하여 대만의 누보톤테크놀로지(Nuvoton Technology)에서 개발한 게이트웨이

가 출품되었음. 또한 ▲ 디바이스 영역에서는 세계적 기업인 일본의 후지쓰(Fujitsu)의 

산업용 테블릿PC, 중국 고크(Goke)의 시큐리티 카메라, 홍콩의 크리에이티브반도체

(Creative Semiconductor)의 전자식 백미러 등의 다양한 상용 제품이 소개되어 장거리 

와이파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 중임을 과시하는 자리였음.

1) 대만 타이베이 소재 World Trade Center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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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뉴라컴 이석규 대표이사는 “코로나 상황임에도 장거리 와이파이 칩셋 매출 신장을 위

하여 글로벌 부품, 장비 및 디바이스 제조 파트너사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면
서 “많은 파트너사들이 장거리 와이파이 산업 생태계에 참여할수록 폭발적 매출 창출

은 시간문제이다”라고 사업적 자신감을 밝힘.

ㅇ 한편, 코로나(Covid-19) 상황에서는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비록 평소 대비 다소 축소

된 규모로 진행되었지만 580여개의 업체가 전시 부스를 운영하고, 약 5만 여명의 산·
학·연 관계자가 참석하여 혁신적 기술 변화 및 관련 제품 출시에 높은 관심을 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