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다폰, '2017년 보다폰 IoT 현황지표' 발표 
 

- 13개국 1,278명 기업 임원 조사 ∙∙∙ IoT 투자와 혁신의 세계적 조사 보고서 발표 

- 아시아 지역, 커넥티드 디바이스 도입률 5년간 200% 성장 … 세계 IoT 도입 견인 

- 아시아 지역 조사 응답자의 77%, “IoT는 비즈니스의 필수불가결한 요소” 

 

2017년 11월 2일, 대한민국 서울 – 세계 최대 이동통신 기업인 보다폰(Vodafone)이 사물인터넷(IoT)

시장에 대한 투자와 혁신에 대한 세계적 조사 보고서인 '2017년 보다폰 IoT 현황지표'를 발표했다. 해

당 보고서에는 아시아 기업들의 사물인터넷(IoT) 도입 수준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커넥티드 디바이스를 도입한 아시아 기업의 수가 2017년 36%를 기록하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00% 가량 급성장했다. 

 

‘2017년 보다폰 IoT 현황지표’는 기업들의 IoT 기술 활용 방법을 분석한 세계적인 조사 보고서다. 해

당 보고서에는 아시아 지역이 현재 커넥티드 디바이스 도입을 선도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IoT가 

대규모로 도입되고 있다는 결과를 담고 있다. 

 

보고서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77%에 달하는 아시아 지역의 기업들은 IoT를 비즈니스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여기고 있다고 

답했다. 

 아시아 지역의 응답자 중 88%가 지난 12개월 동안 IoT 솔루션의 사용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

다. 

 아시아 지역 기업의 절반 이상인 53%는 IoT가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킨다고 응답했다. 

 42%의 아시아 지역 기업들이 1,000개 이상의 커넥티드 디바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53%

는 이를 통해 상당한 투자대비수익(ROI)을 달성했다고 답했다. 

 

아시아 지역 기업들의 낙관적인 시각과 전망은 더욱 분명히 나타났다: 

 

 응답자 중 91%는 IoT가 향후 5년간 경제 전반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79%는 보안과 개인 정보 문제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IoT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91%는 산업 간의 협력을 통해 공동 IoT 솔루션이 생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89%는 2022년에는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을 흔하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압도적인 IoT 도입률 외에도, 대규모 IoT 도입을 진행한 기업들의 투자대비수익(ROI)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또한 보고서는 '비즈니스 통찰력 향상', '비용 절감', 

'직원 생산성 개선' 등 IoT 도입을 통해 기업들이 보다 다양한 이점들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아시아 지역 기업들의 42%는 IoT를 통해 더 나은 브랜드 차별화를 실현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기업들이 꼽은 IoT의 최대 이점은 시장 경쟁력 향상으로, 유럽(33%)이나 아메리

카(35%)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인 53%가 경쟁력 강화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보고서의 ‘미래전망’ 부문에서 기업들은 IoT 보안 문제를 IoT 도입의 제약적 요소로 인식하지 않고 '

비즈니스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핵심적인 요소’로 여기며, IoT 보안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

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기업들 중 86%는 보안을 비즈니스의 원동력으로 여기고 있으며, 글로벌 지

역(79%) 보다 해당 부문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시아 지역 기업의 83%는 IoT 보안을 

관리 할 수 있는 적합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유럽지역 기업의 70%, 아메리카 지역

의 기업 65%만이 IoT 보안 관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것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IoT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커넥티비티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기업들은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유선에서부터 저전력 광대역 네트워크(LP-WAN)까지 다양한 기

술을 사용하고자 한다.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모바일과 Wi-Fi를 포함하는 네 가지 

커넥티비티 옵션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협대역 사물인터넷(NB-IoT)과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기업들 중 28%가 새로운 IoT 프로젝트를 위해 NB-IoT와 LP-WAN 도입

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폰 아태지역 IoT 부문 총괄 책임자인 저스틴 넬슨(Justin Nelson)은 "지금은 IoT의 본질이 밝혀지

는 결정적인 순간이다. 아시아 지역 기업들은 IoT를 현재와 미래 비즈니스의 핵심 구성 요소로 여기

고 있으며, 경쟁 우위를 선점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보다폰 IoT 한국 이상헌 지사장은 "IoT 산업을 둘러싼 각국의 전쟁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전세계 

많은 기업들이 IoT를 활용하는 방법과 이유도 다양하다”며 “한국 기업들도 IoT를 미래의 성공을 위한 

필수요소로 여기고, 보다 더 적극적인 의지와 투자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보다폰 IoT 현황지표 조사는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업 

임원 1,278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 

 

보다폰 그룹에 대하여 

보다폰은 세계 최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이며, 음성, 메시지, 데이터와 유선 통신을 포함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다폰은 26개국에서 이동통신 사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49개국 이상의 이동통신

사와 파트너를 맺고, 17개 시장에서 유선 광대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6월 30일에 집계된 

바에 의하면, 보다폰은 5억 2,350만명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보유했으며 1,850만명의 유선 광대역 통

신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vodafone.com을 참조하면 된다. 

 

글로벌 웹페이지 주소: www.vodafone.com/media/contact  

코리아 웹페이지 주소: www.vodafone.com/iot/korea 

 

보도자료 문의 

Text100 Sunny / vodafone@sunny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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