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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rowband-IoT는 LTE 기반의 개방형
표준으로, IoT 애플리케이션에 맞춤 설계된 
새로운 커넥티비티 기술입니다.
NB-IoT의 등장으로, 이전에는 통신에
연결할 수 없었던 기기들의 연결이
가능해졌습니다. NB-IoT는 저전력,
저대역폭 기기에 적합한 LPWA(저전력
장거리 무선통신 기술)를 사용합니다.
기존에는 통신 연결이 불가능했던 기기들도 
이제 면허 대역(LTE 주파수)내에서 넓은
서비스 범위를 구축하는 LTE 기반
네트워크에 편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서비스 특성

• 배터리 수명 연장(최대 10년 이상)

• 저렴한 하드웨어 비용

• 확장된 신호범위, 실내·외 폭넓은 활용

• 면허 기술 사용, 산업표준 준수

보다폰은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 NB-IoT 
상용 네트워크 시험 구축에 최초로 성공한
기업입니다. 이는 기존에 비해 월등히 많은
기기들을 통신에 연결할 수 있게 된
중대 기점이 됐습니다.

“ 
 

상용 네트워크에서 최초로 성공한
NB-IoT 시범 도입은, 전 세계 수십억 대의
기기들이 저비용·저전력으로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중대한 기술적 기점입니다. 
현재 업계는 NB-IoT 기술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공 사례는 2017년 초까지
NB-IoT 기술을 시장에 내놓고자 하는
보다폰의 의지와 저력을 증명합니다.

맷 빌(Matt Beal),  

Vodafone Group Director of Technology Architecture & Strategy

 

“

보다폰
Narrowband-IoT
IoT 도입의 장벽을 허물다

Vodafone 
Power to you

제품 개요:
보다폰 Narrowband-IoT

오늘날, 인터넷에 연결되어있는 전자기기의 수는 약 65억 대에 달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숫자는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전체 
기기 중 고작 1%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자기기가 지하실이나 지하주차장과 같이 거리가 너무 멀거나 접근이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기기를 전부 인터넷에 연결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저전력 장거리 무선통신 기술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답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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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폰 NB-IoT를 통한 기업 수혜 사례
NB-IoT를 통해 수자원 소비량을 최적화한 Aguas de Valencia
Aguas de Valencia는 스페인 내 11개 지역을 포함해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여러 국가에서 수자원 순환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업입니다. 
Aguas de Valencia는 보다 신속한 고객 서비스를 위해 자동 검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guas de Valencia가 담당하는 계량기는 총 110만 대로,
이 중 60만 대는 자동화되어 하루 24회 검침되고 있습니다. Aguas de Valencia는 자사에 IoT 기술을 제공해 줄 파트너 기업을 찾던 중
보다폰을 만나 NB-IoT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두 기업은 먼저 지하실 등 통신 신호가 도달하지 못하는 장소에 NB-IoT 기술을 시범 투입했습니다.
투입 이래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향후 전망 또한 낙관적입니다. Aguas de Valencia는 앞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규모의 수자원 공급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비스 특징 및 혜택

특징 혜택

안정적인 네트워크
면허 주파수 대역 이용으로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한 글로벌 
IoT 네트워크를 통해 NB-IoT 서비스용 무선신호 및 기타
지원 제공

• 고립된 장소에 위치해 저주역 주파수가 요구되는
기기들에 대한 직접적 통신 연결

• 폭넓은 실내·외 활용
• 전용 IoT 네트워크 제공
• 면허 주파수 사용

글로벌 SIM 활용
글로벌 SIM을 통해 NB-IoT 서비스 제공

• 철저한 보안
• 기존 SIM 카탈로그 활용 가능
• 단독 또는 혼합 NB-IoT 2/3/4g 서비스

패킷 데이터 서비스
NB-IoT 전반에 걸친 IP 데이터 커넥티비티 제공

• 기존 솔루션과 호환
• 새로운 시스템과의 통합 불필요

IoT 커넥티비티  플랫폼 관리
단일 장소에서 전체 서비스 관리 가능

• Managed IoT Connectivity Platform의 기존 기능들을 사용해 
NB-IoT 전반에 걸친 패킷 데이터 서비스 관리 가능

• 표준 서비스수준협약(SLA), 지속적 지원 서비스 제공

개발자용 툴/소프트웨어/관련 문서 제공 • Vodafone Solution Architects를 통해
기존 솔루션과 NB-IoT 간 통합 지원

엔드-투-엔드(end-to-end) 통합 보안 • 강력한 데이터 및 사생활 보호
• 다층(Multiple layers) 보호 시스템
• 사설 IP주소, 단독 APN을 통한 데이터 보안
• Vodafone Security Governance, ISO 27001,

유럽연합 개인정보 법령(EU Privacy Directive)을
준수한 엔드-투-엔드 데이터 암호화

제품 개요:
보다폰 Narrowband-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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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d IoT Connectivity 
Platform으로 NB-IoT 지원

보다폰 소개

• 업계 최고의 분석가들은 보다폰을 IoT
서비스 시장의 선두 주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보다폰이 현재 수립한 IoT 연결은
약 4천540만 개에 이릅니다.
(2016년 9월 30일 기준)

• 보다폰의 IoT 플랫폼들은 이미 250종
이상의 IoT 장치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요청시 신규 장치에 대한 지원도 제공 
가능합니다.

• 보다폰 IoT 커넥티비티 서비스와의 완전한
통합을 통해 강화된 장치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장치 프로비저닝 자동화 등)

• 보다폰이 직접 관리하는 IoT 커넥티비티는
높은 복구력을 자랑하며, 귀사의 IoT 장치, 
SIM, 서비스에 대한 통찰력 및 통제력을
제공해주고, 기초 단계부터 내장 설계된
엔드-투-엔드 보안을 제공합니다.

• 현재 보다폰은 IoT 전담 전문가들을 통해 
수백만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 통신 네트워크로
전 세계에 최고의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6년 9월 30일 기준

더 알아보기
보다폰 NB-IoT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보다폰 고객
관리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웹사이트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vodafone.com/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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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보안을 자랑하는 Managed IoT 
Connectivity Platform은 IoT 커넥티비티 
관리에 활용되는 셀프서비스식
배치·관리 도구입니다. 보다폰이 단독으로 
개발 및 보유한 이 플랫폼은 전체 사업
진행 상황을 가시적으로 명확히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보조합니다. 확장성과
활용성, 그리고 기초 단계서부터
내장설계된 보안성을 갖춘 본 플랫폼은
귀사로 하여금 모든 응용프로그램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IoT 환경에서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www.vodafone.com/io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