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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최신 Cisco Visual Networking Index:글로벌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전망 보고서, 2013–2018 

 
2014년 2월 5일 

최신 Cisco® VNI(Visual Networking Index) 글로벌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전망 
보고서는 종합 Cisco VNI의 일부로서, 비주얼 네트워킹 애플리케이션이 글로벌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백서에서는 
글로벌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에 관한 Cisco의 주요 전망과 증가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개요 

2013년의 모바일 네트워크 
전 세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2013년에 81%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2012년 말 월 
820페타바이트에서 2013년 말 월 1.5엑사바이트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2000년 총 글로벌 인터넷 규모의 약 18배에 달했습니다. 2000년 1엑사바이트의 
트래픽이 전 세계 인터넷을 거쳤고, 2013년에는 약 18엑사바이트의 트래픽이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처리되었습니다. 

모바일 비디오 트래픽은 2012년 사상 최초로 50%를 초과했습니다. 2013년 말 트래픽의 53%가 모바일 비디오 
트래픽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5억 대가 넘는(5억 2,600만) 모바일 기기와 연결이 2013년에 추가되었습니다. 2012년 65억 이였던 전 세계 모바일 
기기 및 연결이 2013년에는 70억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폭의 77%는 스마트폰이 차지했으며 2013년에만 4억 
600만 대가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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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2013년에 스마트 기기가 총 모바일 기기 및 연결의 21%를 차지했고,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88%를 
차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2013년 스마트 기기가 생성하는 트래픽이 일반 기기보다 29배 더 많았습니다.  

모바일 네트워크 연결 속도는 2013년에 2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평균 모바일 네트워크 다운스트림 
속도는 2013년에 1,387kbps(kilobits per second)로 2012년의 526Kbps보다 향상되었습니다. 

2013년, 4G(4세대) 연결이 4G 연결 이외(non-4G)의 연결보다 평균 14.5배 더 많은 트래픽을 생성했습니다. 현재 
4G 연결이 오늘날 모바일 연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에 불과하지만 이미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데이터 가입자의 상위 1%가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10%를 생성하였으며, 이는 2010년 초 52%에서 감소한 
것입니다. Cisco가 실시한 모바일 데이터 사용 연구에 따르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작년 한 해 동안 고르게 
분포했으며, 지난 몇년 동안 고정 네트워크에 적용되었던 1:20 비율보다 현재 낮은 수준입니다. 

평균 스마트폰 사용량이 2013년에 50% 증가했습니다. 2013년 스마트폰당 평균 트래픽의 양은 월 529MB로 
2012년 월 353MB보다 증가했습니다. 

스마트폰은 2013년에 전 세계에서 사용 중인 전체 핸드셋의 27%를 차지했으며 전 세계 총 핸드셋 트래픽의 95%를 
차지했습니다. 2013년에 전형적인 스마트폰에서 발생한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월간 529MB)은 보통 기본 
피처폰(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을 월 11MB 밖에 생성하지 않음) 보다 48배 더 많았습니다. 

2013년 전 세계 웨어러블 기기(M2M 카테고리의 하위 분야)는 약 2,200만 대이며, 여기에서 월 1.7페타바이트의 
트래픽이 생성됩니다. 

2013년 전 세계에서 총 모마일 데이터 트래픽의 45%가 Wi-Fi 또는 펨토셀을 통해 고정 네트워크에 오프로드 
되었습니다. 2013년에 월 1.2엑사바이트의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고정 네트워크에 오프로드 되었습니다. 
오프로드가 없었다면 2013년의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증가율은 81%가 아닌 98%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용자당 iOS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데이터 사용량은 Android 모바일 기기 데이터 사용량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2013년 말, 북미 및 서유럽에서는 평균 iOS 소비량이 평균 Android 소비량을 넘어섰습니다. 

2013년, 모바일 기기의 18%가 잠재적으로 IPv6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네트워크 연결 속도와 OS 기능을 
기반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2013년에 모바일에 연결된 태블릿 수는 2.2배 늘어난 9,200만 대였으며, 각 태블릿은 일반적인 스마트폰보다 2.6배 
더 많은 트래픽을 생성했습니다. 2013년, 월 529MB인 스마트폰에 비해 태블릿당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월 
1,374MB였습니다. 

2013년에 1억 4,900만 대의 노트북 컴퓨터가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며, 각 노트북은 일반적인 
스마트폰보다 4.6배 더 많은 트래픽을 생성했습니다. 노트북당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2013년에 월 2.45GB로 
이는 2012년의 월 2.1GB보다 17% 증가한 것입니다. 

일반 휴대폰(nonsmartphone) 평균 사용량은 2012년 월 7.8MB였던 것과 비교해 2013년에는 월 10.8MB로 39% 
증가했습니다. 기본 핸드셋이 아직도 네트워크 핸드셋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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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까지의 모바일 네트워크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향후 5년 동안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점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월별 글로벌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2018년까지 15엑사바이트를 넘어설 것입니다. 

● 모바일 연결 기기 수는 2014년에 전 세계 인구를 초과할 것입니다. 

● 평균 모바일 연결 속도가 2016년에는 2Mbps를 능가할 것입니다. 

● 스마트폰 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2018년에는 스마트폰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66%를 차지할 
것입니다. 

● 월간 모바일 태블릿 트래픽은 2018년까지 2.5엑사바이트를 넘어설 것입니다. 

● 태블릿이 2016년까지 글로벌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15% 이상을 차지할 것입니다. 

● 2018년까지 4G 트래픽이 총 모바일 트래픽의 절반 이상에 달할 것입니다. 

● 셀룰러 네트워크에서 (Wi-Fi로) 오프로드되는 트래픽이 2018년까지 셀룰러 네트워크에 머무르는 
트래픽보다 많을 것입니다. 

 

전 세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2013년부터 2018년사이에 거의 11배 가량 증가할 것입니다.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61%의 CAGR(연평균 성장율)로 증가하여 2018년까지 월 15.9엑사바이트에 
달할 것입니다. 

2014년 말까지, 모바일 연결 기기 수가 전 세계 인구를 초과할 것이며 2018년에는 1인당 모바일 기기 수가 약 
1.4대에 이를 것입니다. M2M(machine-to-machine) 모듈을 비롯하여 모바일 연결 기기 수가 2018년에는 세계 
인구(76억)를 초과하는 100억에 달할 것입니다. 

모바일 네트워크 연결 속도는 2018년까지 2배로 증가할 것입니다. 평균 모바일 네트워크 연결 속도는 (2013년 
1,387Kbps) 2018년에는 2.5Mbps를 넘어설 것입니다. 

2018년까지, 4G 연결이 15%에 달할 것이며 총 트래픽의 51%가 4G에 의해 생성될 것입니다. 2018년까지 4G 
연결은 4G 이외(non-4G)의 연결보다 평균 6배 더 많은 트래픽을 생성할 것입니다. 

2018년까지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기의 절반 이상이 "스마트" 기기일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기기 
중 스마트 기기의 비중이 2013년 21%에서 2018년에는 54%로 증가할 것입니다. 2018년에는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대부분(96%)이 이 스마트 기기에서 발생할 것이며 이는 2013년의 88%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8년에는 전세계 모바일 기기의 48%가 잠재적으로 IPv6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2018년까지 
49억 대 이상의 기기가 IPv6를 지원할 것입니다. 

전 세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에서 비디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까지 2/3 이상이 될 것입니다.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모바일 비디오가 14배 증가하여 예측 기간이 끝날 시점에는 총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69%를 
차지할 것입니다. 

2018년에 모바일 연결 태블릿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은 2013년 전 세계 모바일 네트워크 전체에서 발생한 트래픽의 
거의 2배에 달할 것입니다. 2018년까지 태블릿에서 발생하는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월 2.9엑사바이트)은 2013년 
전 세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총량(월 1.5엑사바이트) 보다 1.9배 더 많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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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까지 일반적인 스마트폰에서 월 2.7GB의 트래픽이 생성될 것이며 이는 2013년 월 평균 529MB보다 5배 
증가한 것입니다. 2018년까지 모두 합산한 스마트폰 트래픽은 CAGR 63%로 현재보다 11배 증가할 것입니다. 

2018년에는 모바일 연결 기기에서 생성되는 트래픽 중 절반 이상(약 17엑사바이트)이 Wi-Fi 기기와 펨토셀에서 고정 
네트워크로 오프로드될 것입니다. Wi-Fi와 펨토셀 오프로드가 없을 경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예상되고 있는 CAGR 61%(11배 증가)가 아니라 CAGR 65% (12배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 및 아프리카의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CAGR 70%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입니다. 그 뒤를 중앙유럽 & 
동유럽이 68%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이 67%로 따를 것입니다. 

부록 A에는 VNI 전망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방법론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2013년 전망 
전 세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2013년에는 81% 성장하였으며 이것은 2012년 둔화세를 보였던 모바일 트래픽이 
반등한 것입니다. 증가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2013년에 모든 신흥 시장에서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배로 증가했습니다. (중동 및 아프리카가 107%, 남미 105%, 중앙 및 동유럽이 99% 증가했습니다.)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아시아 태평양에서 86%, 북미 77% 그리고 서유럽에서 57% 증가했습니다. 

표 1 2013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성장률의 예 

지역 모바일 트래픽 성장률 예시 

한국 한국 방송통신위원회(KCC)의 보고에 따르면, 2012년 3분기부터 2013년 3분기까지 2G, 3G, 4G 네트워크의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약 70% 증가했습니다. 

중국 중국 3대 모바일 사업자의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2012년에 90% 증가했으며, 2012년 중반부터 2013년 중반까지는 72% 
증가했습니다. 

일본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2012년에 92% 증가했으며, 2012년 3분기부터 2013년 3분기까지 66% 
증가했습니다. 

인도 Bharti Airtel은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2012년 3분기부터 2013년 3분기까지 11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Reliance Communications은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2012년 3분기부터 2013년 3분기까지 116%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주 호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인 ACMA에 따르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2012년 중반부터 2013년 중반까지 47% 
증가했습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 방송통신위원회인 AGCOM의 발표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2013년 3분기 모바일 트래픽은 전년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프랑스 프랑스의 통신규제기관인 ARCEP는 프랑스의 모바일 트래픽이 2012년 2분기부터 2013년 2분기까지 60%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 독일의 통신규제기관인 BNA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독일의 모바일 트래픽이 40% 증가했습니다. 

스웨덴 스웨덴의 통신규제기관인 PTS는 2012년 중반부터 2013년 중반까지 스웨덴의 모바일 트래픽이 69%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Vimpelcom은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2012년 3분기부터 2013년 3분기까지 10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타 Vodafone은 2012 회계연도 1분기부터 2013 회계연도 1분기까지 전 세계 모바일 트래픽이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012–2013 회계연도에 Vodafone의 유럽 지역 트래픽은 이전 회계연도 보다 18% 상승한 35%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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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전 세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2018년까지 전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2013년보다 약 11배 증가하여 월 15.9엑사바이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CAGR 61% 증가할 것입니다(그림 1). 

그림 1 Cisco는 2018년에 한달 동안의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15.9엑사바이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아시아 태평양과 북미 지역이 2018년에는 글로벌 모바일 트래픽의 약 2/3를 
차지할 것입니다. 중동과 아프리카가 예측 기간 동안 14배 증가하여 70%의 가장 높은 CAGR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 및 동유럽은 예측 기간 동안 13배 증가하여 두 번째로 높은 68%의 CAGR이 예상됩니다. 아시아 
태평양과 남미의 신흥 시장은 각각 CAGR 67%와 66%에 해당 될 것입니다. 

월간 엑사바이트 수 

출처: Cisco VNI Mobil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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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역별 글로벌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전망 

 
 

글로벌 모바일 네트워킹의 주요 트렌드 
다음 섹션에서는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9가지 주요 트렌드를 알아보았습니다.  

1. 더 스마트한 모바일 기기로의 전환 

2. IoE(Internet of Everything Adoption) 도입 측정—새롭게 등장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분석—비디오의 강세 

4. 기기별 대역폭 소비 특성 분석 

5. 액세스 유형별 모바일 트래픽/오프로드 평가(2G, 3G, 4G) 

6. 모바일 네트워크 속도 비교 

7. 단계별 요금제 검토—상위 모바일 사용자 관리 

8. IPv6 도입—새로운 프로토콜을 넘어 

9. 모바일 "프라임 타임" 정의 —최대 사용량 대비 평균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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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1: 더 스마트한 모바일 기기로의 전환 
전 세계 모바일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무선 기기 수의 증가가 글로벌 모바일 트래픽 증가의 주원인 중 하나입니다. 
매년 다른 폼 팩터에 향상된 기능 및 인텔리전스를 갖춘 새로운 기기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만 5억 대가 
넘는(5억 2,600만 대) 모바일 기기와 연결이 추가되었습니다. 글로벌 모바일 기기와 연결이 2012년에 65억 대에서 
2013년에는 70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기기와 연결은 2018년까지 CAGR 8% 증가하여 
102억에 달할 것입니다(그림 3). 2018년까지 헨드헬드 또는 개인 모바일 지원 기기가 82억, M2M 연결은 20억에 
이를 것입니다(예: 차량 GPS 시스템, 운송 및 제조 부문의 자산 추적 시스템, 환자 기록과 건강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의료 애플리케이션 등). 지역별로는 북미와 서유럽의 모바일 기기 및 연결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각각 
CAGR 12%와 10%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림 3 글로벌 모바일 기기 및 연결 증가 

 
 

2013년에 66% 이상(47억)을 차지하던 일반 휴대폰의 비중이 2018년에는 34% 이하로(35억) 급격히 감소할 
것입니다. 태블릿의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지고 그 뒤를 M2M 연결이 이을 것이며, 둘 다 예측 기간 동안 약 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블릿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CAGR 41%, M2M 카테고리는 같은 기간에 CAGR 
43% 증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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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기와 연결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동안, 기기의 구성비에도 변화가 확연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강력하고 지능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더 우수한 컴퓨팅 리소스와 네트워크 연결 기능을 
갖춘 기기가 늘어나면서 예측 기간 동안 기기의 구성이 더욱 스마트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정의하는 스마트 기기와 연결은 최소한 3G 연결을 지원하고 고급 컴퓨팅 및 멀티미디어 기능을 갖춘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3년에 5억 2,600만 대의 모바일 기기와 연결이 추가되었으며 4억 6백만 대가 늘어난 
스마트폰이 그중 77%를 차지했습니다. 스마트 기기와 연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에 21%에서 
2018년에는 절반이 넘는 54%에로 증가할 것이며 이는 전망 기간 동안 3.8배 증가하는 것입니다(그림 4). 

그림 4 스마트 모바일 기기 및 연결 전 세계 성장률 

 
 

이러한 기기 구성비의 변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일부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은 기존 기기의 90% 이상이 스마트 기기와 연결로 전환될 것이며, 그 뒤를 이어 서유럽도 스마트 기기와 연결의 
비중이 83%에 도달할 것입니다(표 2). 

표 2 지역별 스마트 기기 및 연결의 비중(지역 합계 비율) 

지역 2013년 2018년 

북미 65% 93% 

서유럽 45% 83% 

중부유럽 및 동유럽 15% 61% 

라틴 아메리카 14% 55% 

아시아 태평양 17% 47% 

중동 및 아프리카 10% 36% 

출처: Cisco VNI Mobil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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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모바일 스마트 기기 및 연결이 글로벌 트래픽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트래픽이 총 모바일 트래픽의 88%에서 2018년에는 96%까지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스마트 기기 및 연결의 
비율(2018년까지 54%)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평균적으로 스마트 기기에서 일반 기기보다 훨씬 많은 양의 트래픽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림 5 스마트 모바일 기기 및 연결이 트래픽 증가에 미치는 영향 

 
 

모바일 기기 및 연결에 더 스마트한 컴퓨팅 기능이 탑재될 뿐 아니라 구세대 네트워크 연결(2G)에서 신세대 
네트워크 연결(3G, 3.5G이나 4G 또는 LTE)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기 성능이 더 우수한 속도, 대역폭, 
인텔리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와 결합하게 되면, 고급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의 도입이 확산되고 이는 모바일 
및 Wi-Fi 트래픽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한편에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폭발적 증가와 모바일 연결을 채택하는 최종 사용자 수의 급증 현상이 나타나고, 
다른 한편에서는 최적화된 대역폭 관리와 네트워크 상업성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나면서 글로벌 4G 구축 및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통신 사업자들은 더 넓은 대역폭, 우수한 보안, 이동 중에도 빠른 연결 원하는 최종 
사용자의 요구를 해결하고자 앞다퉈 4G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부록 B). 

전 세계적으로 3G와 3.5G를 지원하는 기기 및 연결의 상대적 점유율이 2016년에는 2G 지원 기기 및 연결을 
넘어설 것입니다(각각 48%와 44% 상대적 점유율). 2018년에는 글로벌 기기 및 연결의 15%에서 4G를 지원할 
것입니다(그림 6). 글로벌 모바일 4G 연결 수는 2013년의 2억 3백만에서 2018년에는 CAGR 50% 증가하여 
15억에 이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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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G, 3G, 4G 글로벌 모바일 기기 및 연결 

 
 

또한 전 세계적으로 2G에서 3G 및 4G로 이동하는 트렌드가 계속될 것입니다. 실제로, 2018년까지 북미의 모바일 
기기 및 연결 중 대다수(51%)가 4G 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며 3G 지원 기기 및 연결의 수를 능가할 것입니다. 
2018년에는 서유럽(24%)이 두 번째로 높은 4G 연결 비율을 나타낼 것입니다(부록 B). 국가별로는 일본이 
2018년까지 4G가 일본 전체 연결의 56% 이상을 차지하고, 한국은 그 비율이 54%에 이를 것입니다. 미국은 총 
글로벌 4G 연결 비중이 23%를 차지하면서 전 세계에서 선두를 달릴 것입니다. 

우수한 대역폭, 낮은 레이턴시, 향상된 보안을 갖춘 4G의 성장은 각 지역에서 모바일과 고정 네트워크 사이의 성능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 결과, 최종 사용자의 모바일 기술 도입이 더욱 늘어나므로써 어디서나 어떤 
기기에서든 어떤 콘텐츠나 액세스할 수 있는 세상이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트렌드 2: IoE 도입 측정—새롭게 등장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더 스마트한 최종 사용자 기기 및 M2M 연결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을 함께 
연결하여 네트워크 연결을 더 의미 있고 유익하게 만드는 IoE(Internet of Everything)가 확장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M2M과 새롭게 등장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트렌드를 
조명합니다. M2M와 웨어러블 디바이스 모두 컴퓨팅 및 연결 기능을 우리의 일상 생활 곳곳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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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사무실의 보안 및 자동화, 스마트 미터 및 공익 시설, 유지보수, 빌딩 자동화, 자동차, 의료, 가전 제품 등과 
같은 M2M 연결은 각종 산업 분야와 소비자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실시간 정보 모니터링을 
이용하여 새로운 비디오 기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병원과 의료진이 환자의 경과를 원격 모니터링하면서 많은 
대역폭을 사용하는 M2M 연결이 더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에 글로벌 M2M 연결이 3억 
4,100만에서 2018년에는 20억을 넘어서 CAGR 43%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 사용자 모바일 기기와 유사한 
M2M 기능이 2G에서 3G 및 4G 기술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글로벌 모바일 M2M 연결의 71%가 2G 
연결을 사용한 반면 28%는 3G 그리고 0.5% 미만이 4G를 사용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M2M 모듈의 35%만이 2G 
연결로 연결할 것이며 51%는 3G 연결을, 14%는 4G 연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림 7). 

그림 7 글로벌 M2M 증가, 2G에서 3G 및 4G로의 마이그레이션 

 
 

IoE 도입 증가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등장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암시하는 것처럼,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기기로서 내장된 셀룰러 연결로 직접 또는 
와이파이(Wi-Fi), 블루투스(Bluetooth) 또는 기타 기술을 사용하는 다른 기기(주로 스마트폰)를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기는 스마트 시계, 스마트 안경, HUD(heads-up display), 건강 및 피트니스 
트래커, 건강 모니터, 웨어러블 스캐너, 내비게이션 기기, 스마트 의류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와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 기기의 성장은 (착용 가능할 정도로 기기를 가볍게) 컴퓨팅 및 기타 전자 기술을 압축하는 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이, 특히 소비자 가전 부문에서, 개인적 스타일에 맞는 패션과 결합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발전 및 위치 기반 서비스, 증강 현실과 같은 애플리케이션 증가 트렌드와도 맞물리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중요한 기기 카테고리가 될 만큼 중대한 기술의 발전이 있었지만, 이러한 기기가 널리 보급되고 
사용되기 위해서는 내장형 셀룰러 연결 기능에 기술, 규제, 건강 문제와 같은 몇가지 장벽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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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1억 7,700만 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3년 CAGR 
52%로 2,200만에서 8배 증가한 것입니다(그림 8).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예측 기간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내장형 셀룰러 연결 기능은 제한될 것입니다. 2018년까지 내장형 셀룰러 연결 기능은 2013년에서 1% 증가한 
13%에 불과할 것입니다. 현재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 독립적인 기기와 
연결 범주로 분류하지 않았으며 M2M 범주와 겹치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Cisco는 이 분야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이 분야가 계속 성장하여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경우 향후 전망에서 독립적인 범주로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 8 글로벌 연결 웨어러블 디바이스 

 
 

지역별로는 북미가 전망 기간 동안,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상대적 점유율이 2013년에 42%에서 2018년에는 34%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부록 B). 점유율이 높은 다른 지역으로는 서유럽이 2013년에 25%에서 2018년에는 
26%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아시아 태평양은 21%에서 2018년에는 25%까지 늘어날 것입니다. 

내장형 셀룰러 연결 기능이 없더라도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웨어러블 디바이스 
범주는 모바일 트래픽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인한 트래픽은 
2018년 스마트폰 트래픽의 0.5%를 차지할 것입니다(그림 9). 전 세계적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인한 트래픽은 
2013년보다 36배 증가하여 2018년에는 월 61페타바이트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CAGR 105%). 전 세계적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의한 트래픽은 2013년 0.1%와 비교하여 2018년에는 총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0.4%를 
차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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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글로벌 웨어러블 디바이스 트래픽의 영향 

 

트렌드 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분석 - 비디오의 강세 
모바일 비디오 콘텐츠는 다른 모바일 콘텐츠 유형보다 비트 속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2018년까지 모바일 비디오가 
모바일 트래픽 증가에 큰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모바일 비디오는 2013년에서 2018년 사이에 CAGR 69%로 
증가할 것이며 이는 전망에 포함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분야 중에서 M2M 트래픽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2018년에 매달 발생하는 15.9엑사바이트의 모바일 네트워크 트래픽 중에서 11엑사바이트가 
비디오 트래픽일 것입니다(그림 10). 모바일 비디오는 2012년부터 전 세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온 만큼 미래뿐 아니라 지금도 트래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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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2018년에 모바일 비디오가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69% 이상을 차지할 것입니다. 

 
 

상당수의 인터넷 비디오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모바일 클라우드 
트래픽은 비디오와 비슷한 곡선을 나타냅니다. 모바일 기기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가 없을 경우 미디어 
소비 기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메모리 및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Netflix, YouTube, Pandora, Spotify와 
같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서는 모바일 사용자가 모바일 기기의 한정된 메모리 용량 및 처리 성능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18년에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이 2013년 말 82%와 비교하여 총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90%를 차지할 것입니다(그림 11). 모바일 클라우드 트래픽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2배 증가하여 연평균증가율(CAGR)이 64%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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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018년에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90%를 차지할 것입니다. 

 

트렌드 4: 기기별 대역폭 소비 특성 분석 
하이엔드 핸드셋, 태블릿, 노트북 컴퓨터는 소비자에게 이전 세대의 모바일 기기에서 지원되지 않았던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이러한 기기의 확산은 트래픽 발생의 주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림 12에 나와 있듯이, 스마트폰 1대에서 생성되는 트래픽이 기본 피처폰 49대에 맞먹으며 태블릿 
1대는 기본 피처폰 127대, 노트북 컴퓨터 1대는 227대의 기본 피처폰에서 생성되는 트래픽과 같습니다. 

그림 12 하이엔드 기기로 인해 트래픽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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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망 기간 동안 기기당 평균 트래픽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 3 기기당 사용량 증가율 요약(월간 MB) 

기기 유형 2013년 2018년 

일반 휴대폰 10.8 45  

M2M 모듈 61 451 

웨어러블 디바이스 78 345 

스마트폰 529 2,672 

4G 스마트폰 1,984 5,371 

태블릿 1,374 5,609 

4G 태블릿 2,410 9,183 

노트북 컴퓨터 2,455 5,095 

출처: Cisco VNI Mobile, 2014 
 

기기당 사용량이 기기 수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최신 기기의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증가율이 사용자 증가율의 2배에서 5배에 달합니다. 

표 4 글로벌 기기의 증가와 글로벌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 비교 

기기 유형 기기의 증가,  
2013–2018 CAGR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  
2013–2018 CAGR 

스마트폰 18% 63% 

태블릿 41% 87% 

노트북 컴퓨터 13% 30% 

M2M 모듈 43% 113% 

출처: Cisco VNI Mobile, 2014 
 

평균 사용량이 증가하는 주원인을 간추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바일 네트워크 연결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액세스하는 콘텐츠의 평균 비트 
속도도 증가합니다. 고화질(HD) 비디오가 널리 보급되고 사이드 로드 콘텐츠 대비 스트리밍 콘텐츠의 
비중도 평균 모바일 네트워크 연결 속도와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온디맨드(on-demand) 비디오로의 전환은 고정 네트워크에 만큼 모바일 네트워크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비디오 시청에 소요되는 총 시간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된다 하더라도, 트래픽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네트워크 용량이 개선되고 여러 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통신사에서 고정 광대역과 
비슷한 요금 및 속도의 모바일 광대역 패키지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 프로필이 
평균보다 훨씬 높은 고정 광대역에서 모바일 광대역으로 전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 모바일 기기로 인해 개인이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사용자당 전체 사용 시간도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하는 이유는 트래픽이 고정 네트워크에서 모바일 
네트워크로 마이그레이션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 모바일 전용 게임, 모바일 상거래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많은 모바일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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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5: 액세스 유형별 모바일 트래픽/오프로드 평가(2G, 3G, 4G) 

4G의 영향 
현재는 3G 및 3.5G가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과반수(60%)를 차지하고 있지만, 4G가 15%의 연결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전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절반 이상에 이를 것입니다(그림 13). 

현재 4G 연결은 4G 이외(non-4G)의 연결보다 약 15배 많은 트래픽을 생성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현재 4G 연결의 상당수가 평균 사용량이 더 높은 하이엔드 기기를 위한 것입니다. 둘째, 속도가 
빠를수록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4G 네트워크에 연결된 
스마트폰은 3G 또는 3.5G 네트워크의 동일 모델보다 50% 더 많은 트래픽을 생성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4G 
연결에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4G 기기의 평균 트래픽과 기타 기기의 평균 트래픽 간 차이는 
줄어들겠지만 2018년에는 여전히 4G 연결이 4G 이외의 연결보다 6배 많은 트래픽을 생성할 것입니다. 

그림 13 2018년에는 4G가 총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51%를 차지할 것입니다. 

 

오프로드 
모바일 데이터 활동의 상당수가 사용자의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가정에 고정 광대역 및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가 
있는 사용자 또는 통신 사업자가 소유한 펨토셀 및 피코셀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모바일 및 휴대용 기기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중 상당 부분이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고정 네트워크로 오프로드됩니다. 이번 연구에서 오프로드란 
듀얼 모드 기기에서 생성되는 트래픽으로 와이파이 및 스몰셀 네트워크를 통해 (예를 들어, 셀룰러와 와이파이 연결 
지원. 노트북 컴퓨터 제외) 연결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나 기기가 셀롤러 연결에서 Wi-Fi와 스몰셀 
액세스로 전환하는 경우 오프로드가 발생합니다. Cisco의 모바일 오프로드 전망에는 공용 핫스팟은 물론 가정용 
와이파이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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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모바일 연결 기기의 총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에서 모바일 오프로드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의 45%(월 
1.2엑사바이트)에서 2018년에는 52%(월 17.3엑사바이트)로 증가할 것입니다(그림 14). 오프로드가 없을 경우 
글로벌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CAGR은 61%가 아닌 65%가 될 것입니다. 오프로드 양은 스마트폰 보급률, 
핸드셋의 듀얼 모드 점유율, 가정의 모바일 인터넷 사용률, 가정에 와이파이 고정 인터넷 액세스를 갖춘 듀얼 모드 
스마트폰 소유자의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림 14 2018년에는 총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52%가 오프로드될 것입니다. 

 
 

2018년에는 스마트폰 트래픽의 51%, 태블릿 트래픽의 69%가 오프로드될 것입니다. 

태블릿과 같이 이전 세대에서는 와이파이 연결만 가능했던 기기에서 셀룰러 연결이 증가하는 트렌드가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합니다. 모빌리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모바일 통신사가 여러 기기를 소유한 사용자에게 맞춘 
데이터 요금제를 제공함에 따라 최종 사용자가 분위기를 살피는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나마 셀룰러 연결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좋은 예로, 셀룰러 연결을 지원하는 태블릿의 비율이 2013년의 34%에서 
2018년에는 42%로 증가할 것입니다(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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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2018년에는 글로벌 태블릿의 42%가 셀룰러 연결을 지원할 것입니다. 

 
 

일단 4G 네트워크가 자리를 잡으면 더 빠른 속도와 넉넉한 대역폭을 제공할 것이므로 와이파이 오프로드의 
유용성이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4G 네트워크는 고급 스마트폰 및 태블릿과 같이 사용량이 많은 
기기에서 각광받을 것이며, 4G 요금제는 3G 요금제와 비슷한 데이터 상한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와이파이 오프로드가 저속 네트워크보다 4G 네트워크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Cisco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4G에서 오프로드된 트래픽의 양은 2013년 말 54%였으며 2018년에는 56%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그림 16). 2018년에는 3G 트래픽의 49%, 2G 트래픽의 40%가 오프로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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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과 오프로드 트래픽, 2018 

 

트렌드 6: 모바일 네트워크 속도 비교 
2013년 전 세계 평균 모바일 네트워크 연결 속도는 1,387Kbps였습니다. 이 평균 속도는 연평균증가율 13%로 
성장하여 2018년에는 2.5Mbps를 넘어설 것입니다. 스마트폰 속도, 주로 3세대(3G) 이상의 속도는 현재 전체 
평균의 약 3배에 달합니다. 스마트폰 속도가 2018년까지 거의 2배나 증가하여 7Mbps에 도달할 것입니다. 

속도와 사용량의 증가 사이에 몇 개월에서 몇 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나, 속도가 향상되면 사용량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일화적 증거가 있습니다. Cisco VNI 전망에서는 국가별로 애플리케이션 비트 속도와 평균 
속도의 연관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트래픽 전망 결과에서 드러난 여러 트렌드를 속도 전망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테면 선진국보다는 개발 도상국의 증가율이 높았습니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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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지역 및 국가별 평균 모바일 네트워크 연결 속도 예측(Kbps) 

 2013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8년 CAGR  
2013–2018 

글로벌 

글로벌 속도: 모든 핸드셋  1,387 1,676 1,908 2,147 2,396 2,509 13% 

글로벌 속도: 스마트폰  3,983 4,864 5,504 6,132 6,756 7,044 12% 

글로벌 속도: 태블릿 4,591 5,584 6,298 6,483 8,018 8,998 14% 

지역별 

중동 및 아프리카 529 605 675 753 832 900 11% 

중앙 & 동유럽 1,351 1,446 1,711 1,945 2,128 2,269 11% 

라틴 아메리카 684 734 793 856 924 999 8% 

서유럽 1,585 1,735 1,946 2,183 2,452 3,003 14% 

아시아-태평양 1,327 1,492 1,617 1,728 1,863 1,992 8% 

북미 1,728 2,010 2,304 2,620 2,988 4,549 21% 

출처: Cisco VNI Mobile, 2014 
현재 및 과거의 속도는 Cisco의 GIST(Global Internet Speed Test) 애플리케이션과 Ookla의 Speedtest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모바일 데이터 속도 전망은 2018년까지 2G, 3G, 3.5G, 4G 모바일 연결의 상대적 비중에 대한 타사의 예측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Cisco GIS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gistdata.ciscovni.com을 참조하십시오. 
 

모바일 기기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속도는 두 곳에서 측정합니다. 하나는 기기 외부의 인프라 속도 성능, 또 
하나는 기기 내부의 네트워크 기능에서 제공하는 연결 속도입니다. 이는 실제적이고 모델링된 최종 사용자 속도이며 
해당 기기, 연결 또는 기술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이론상의 속도가 아닙니다. 모바일 연결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국가 및 지역의 2G/3G/4G 구현,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기술, 스펙트럼 가용성, 
지형, 신호 강도, 기지국을 공유하는 기기 수 등입니다. 최종 사용자가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유형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다운로드 속도, 업로드 속도, 레이턴시 특성은 비디오, 무선, 인스턴트 메시징 등 애플리케이션의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http://gistdata.ciscovn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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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기술별 모바일 속도 - 2G, 3G, 4G 대비 

 
 

2018년에는 4G 속도가 평균 모바일 연결 속도의 6배에 달할 것입니다. 이에 비해, 3G 속도는 2018년까지 평균 
모바일 연결 속도의 2배가 될 것입니다. 

그림 18 기기별 모바일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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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7: 단계별 요금제 검토 - 상위 모바일 사용자 
전 세계적으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서 단계별 모바일 데이터 패키지로 전환하는 통신 사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Cisco는 단계별 요금제가 트래픽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예측하기 위해 선진 모바일 시장의 Tier 1 글로벌 
통신 사업자 2곳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례 연구를 다시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3년 전, 단계별 
요금제가 처음 도입된 시점부터 데이터 사용량을 추적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Cisco에서 외부 데이터 분석 기관이 
제공한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합니다. 이 기관은 데이터 사용량(KB)을 비롯하여 모바일 서비스 청구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자발적인 참가자들로 패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데이터는 12개월간(2012년 
10월에서 2013년 9월까지) 38,889개 이상의 기기의 사용량을 반영했고 장기적인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이전 
업데이트의 조사 내용도 참조했습니다. 전체 연구는 3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Cisco의 데이터 분석에서는 
요금제, 운영 체제, 기기, 사용자를 분류하였고 기기 특성에 대한 외부의 정보를 추가로 통합하였으며 탐구적 및 
통계적 데이터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Tier 1 모바일 데이터 사업자의 실제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으나, 
신흥 시장과 Tier 2 사업자를 포함하는 글로벌 전망치는 더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 3년의 조사 기간 동안 전체 데이터 요금제 중 단계별 요금제의 비율은 4%에서 55%로 증가한 반면, 무제한 
요금제는 81%에서 45%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용량 패턴에 제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단계별 요금제에 가입한 기기의 평균 사용량은 월 922MB에서 월 1,081MB로 증가했고 무제한 요금제 
기기의 평균 사용량은 그보다 높은 월간 1,261MB에서 월간 1,890MB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단계별 요금제가 효과적입니다. 단계별 요금제 연결과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연결의 대역폭 사용량 차이가 
줄어들고 있으며 Pandora, YouTube, Facebook, Netflix와 같은 서비스의 사용 증가로 인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사용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간 무제한 요금제에 힘입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도입이 
활성화되고 모바일 광대역을 통한 웹 사용량이 증가했습니다. 

단계별 요금제는 모바일 데이터의 헤비 유저, 특히 상위 1% 모바일 데이터 사용자를 억제할 목적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바일 데이터 헤비 유저들을 조사한 결과, 상위 1%의 모바일 사용자는 달마다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상위 3.5%가 이 집단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데이터 가입자 1,000명 중 상위 1%는 10명입니다. 
그러나 이 10명이 매달 상위 1%에 속하는 건 아니며 그보다 큰 규모인 35명의 가입자들이 번갈아 가며 1%에 
들어가는 양상입니다. 이 상위 3.5%는 어떤 달에 상위 1%에 포함되었다가 다음 달에는 다른 사용자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 사용자입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모바일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사용의 본질적 특성 
때문입니다. 

이 평균적 상위 1% 모바일 데이터 사용자의 월 사용량은 전체 사용량과 달리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3년 조사 기간의 
초기에는 트래픽의 52%가 상위 1%에서 발생했습니다. 3년의 조사 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상위 1%가 2012년 9월 
16%보다 감소한 전체 월간 트래픽의 10%를 차지했습니다(그림 19). 상위 10%의 모바일 사용자는 나머지 90%가 
생성하는 트래픽과 같은 양의 트래픽을 생성하고 있습니다(그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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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상위 1%가 월 데이터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월에 52%, 2013년 9월에는 10%였습니다. 

 

그림 20 상위 10%의 사용량이 나머지 90%의 사용량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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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나머지 99%의 사용량은 상위 1%의 사용량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요금제가 상위 1% 모바일 사용자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상위 1%에 속하지 않은 사용자들이 트래픽 증가를 
주도하는 또 다른 증거는 나머지 99%의 사용량이 상위 1%의 사용량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그림 21). 더 큰 스크린의 신형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출시되면서 모든 상위 그룹에서 사용자당 월 
메가바이트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그림 22). 

그림 22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모든 상위 그룹의 절대 사용량(월간 MB)이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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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기가바이트 이상 생성하는 모바일 사용자의 비율이 지난해 크게 증가하여 2013년 말 무렵에는 24%에 
육박했습니다(그림 23). 

그림 23 사용자의 3%가 월 5GB, 24%가 월 2GB 이상 사용합니다. 

 
 

단계별 요금제 사례 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C를 참조하십시오. 

iOS 데이터 사용량이 Android 데이터 사용량을 근소한 차이로 앞질러 
3년간의 단계별 요금제 사례 연구를 시작할 때 Android 데이터 사용량이 다른 스마트폰 플랫폼의 사용량보다 
많지거나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Apple 기반 기기가 따라잡아 이제 연결 사용당 월별 메가바이트는 Android 
기기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그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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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운영 체제별 월 메가바이트 

 
 

단계별 요금제가 수적으로 무제한 요금제를 앞질렀으며, 무제한 요금제는 계속 데이터 사용량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그림 25 단계별 요금제와 무제한 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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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요금제가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짧은 연구 기간 동안 사용량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 26 공유 데이터 요금제와 일반 데이터 요금제 

 
 

운영 체제별 사용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C를 참조하십시오. 

트렌드 8: IPv6 도입 - 새로운 프로토콜 이상의 위상 확보 
IPv6로의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모바일 네트워크 사용량 및 데이터 트래픽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확산되는 최신 기기를 연결하고 관리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IPv6에 대한 Cisco VNI에서의 관심을 
계속이어가며 Cisco VNI 2013–2018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전망에서는 IPv6 지원 모바일 기기 및 연결에 대한 최신 
동향과 IPv6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잠재력을 조명합니다. 

고성장 모바일 기기 분야인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중점을 둔 이번 예측에 따르면, 2018년까지 글로벌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79%(35억 대)가 IPv6를 지원할 것입니다(이는 2013년 8억 3,700만 대에서 46%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IPv6의 OS 지원(주로 Android와 iOS) 및 IPv6를 지원하는 고속 모바일 네트워크(3.5G 이상) 이전 가속화 
트렌드를 토대로 추정한 것입니다. (ISP가 직접 IPv6 연결을 구성한 모바일 기기가 아닌 IPv6 지원 모바일 기기의 
수를 예측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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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2018년에 전 세계에서 IPv6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이 35억 대에 이를 것입니다. 

 
 

모든 모바일 기기 및 연결 중 약 절반(48%)이 2018년까지 IPv6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3년 18%(13억 
대)에서 증가한 것입니다. M2M은 IPv6 지원 기기의 증가에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예측 기간에 46배 
증가하여 2018년에는 약 6억 대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IPv6는 IP 주소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복잡한 
네트워크도 관리할 수 있으므로 현재 그리고 미래의 IoE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세한 기기 정보는 
부록 D의 표 15를 참조하십시오. 

지역별로는 아시아 태평양이 2018년까지 IPv6 지원 기기 및 연결 수가 22억에 이르러 예측 기간 내내 선두를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및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은 예측 기간 동안 각각 CAGR 35% 및 34%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정보는 부록 D의 표 16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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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2018년에 글로벌 IPv6 지원 모바일 기기가 49억 대에 도달할 것입니다. 

 
 

Cisco VNI 모바일 전망에서는 모바일 기기 IPv6 연결의 큰 잠재적 가치를 고려하여 IPv6 네트워크와의 연결이 
활성화되는 IPv6 지원 기기의 누진 비율에 기초한 IPv6 네트워크 트래픽을 추정합니다. 2018년까지 IPv6 지원 
기기의 50%가 IPv6 네트워크에 연결될 경우, 전 세계적으로 IPv6 트래픽이 월 6.6엑사바이트 또는 총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3년보다 73배 증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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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2013–2018 IPv6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전망 

 
 

또 다른 관점에서 최신 IPv6 구축 동향을 파악하려면 Cisco 6Lab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Cisco 6Lab 분석에서는 
국가별로 IPv6 프리픽스(prefix) 배포 및 IPv6 웹 콘텐츠 제공 현황에 대한 최신 통계 자료와 IPv6 사용자 추정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Pv6 기기 기능의 통합, 콘텐츠 제공, 네트워크 구축과 맞물리면서 IPv6의 "도입 여부"가 아니라 
"도입 시점"이 통신 사업자에게 관건이 되었으며 최종 사용자도 IPv6의 잠재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트렌드 9: 모바일 "프라임 타임" 정의 - 최대 사용량과 평균 사용량 
모바일 비디오 애플리케이션은 하루 중 특정 시점에 집중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프라임 타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웹 및 일반 데이터 사용량은 하루 종일 발생하는 편이지만, 비디오 사용량은 저녁에 최고에 달합니다. 
따라서 비디오는 웹 및 데이터보다 피크 시간 대비 평균 시간(peak-to-average) 비율이 높습니다. 실시간 비디오 및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 VOD(video-on-demand)보다 피크 시간 대비 평균 시간 비율이 높습니다. 모바일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에서 비디오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또한 비디오에서도 라이브 비디오 및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 
늘어나면서 전체 모바일 데이터의 피크 시간 대비 평균 시간 비율이 높아집니다. 최번시 모바일 트래픽은 평균시 
트래픽보다 약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모바일 최번시 트래픽이 평균시 트래픽보다 2013년 
66% 대비 83%로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림 30). 

http://6lab.cisco.com/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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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2013년에는 모바일 최번시 트래픽이 평균시 트래픽 대비 66% 많았으며, 이 비율이 2018년에는 83%에 이를 것입니다.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최번시 트래픽의 더 빠른 증가 속도는 고정 네트워크만큼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모바일 
네트워크에서는 고정 네트워크에서 피크 시간 대비 평균 시간 비율을 낮추는 역할을 했던 피어 투 피어 파일 공유 
트래픽이 많았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양상은 비디오가 피어 투 피어를 누르고 지배적인 애플리케이션이 
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트렌드가 상대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모바일 사업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CAGR 64%로 증가할 모바일 최번시 트래픽에 대비해야 합니다. 

결론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가 많은 네트워크 사용자에게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바일 음성 서비스는 
이미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필수 기능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모바일 데이터, 비디오, TV 서비스는 빠른 속도로 
소비자의 일상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기업 모두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선진 
시장과 신흥 시장 모두에서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 모빌리티는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모바일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데이터 및 비디오에 의한 대역폭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모바일 M2M 연결도 
꾸준히 증가하는 중입니다. 향후 5년간 세계 각처에서 거시 경제적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모바일 
비디오의 도입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백홀 용량을 늘림으로써 모바일 광대역, 데이터 액세스, 비디오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사용 트렌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모바일 인 프라 비용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더 우수한 서비스 이식성과 상호운용성이 필요합니다. 모바일 및 휴대용 
기기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이러한 기기를 투명하게 연결하고 고성능 컴퓨팅 및 고급 실시간 비디오와 멀티미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이러한 개방성으로 공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더욱 향상된 모바일 광대역 경험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무선 네트워크가 확대되면 모바일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액세스하는 소비자의 수가 증가하여 더 큰 규모의 경제 효과 및 더 저렴한 비트당 비용이 
요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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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태의 광고, 미디어 및 콘텐츠 파트너십, M2M 등의 모바일 서비스, 실시간 게임, (미래의) 증강 현실을 
이용하는 각종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함에 따라 통신 사업자와 OTT(Over-the-Top) 제공업체 모두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바일 사업자, 콘텐츠 제공업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기타 관계자가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비디오 트래픽에서 수익 창출 기회를 모색함에 따라 새로운 파트너십, 에코시스템, 전략적 
통합이 필요해졌습니다. 사업자는 비디오 트래픽에서 효과적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동시에 인프라 설비 투자를 
늘리는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들은 더 민첩하게 행동하고 신속하게 방향을 전환하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Web 3.0 소비자를 고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중립적인 규제 프로세스 및 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이 
발전하고 있지만, 최고의 품질과 속도를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업계는 한때 유선 
네트워크에서만 가능했던 경험을 이제 무선 기술로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므로, 향후 몇 년은 통신 사업자와 
운영자에게 앞으로 다양한 모바일 지원 기기와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미래의 네트워크 구축을 계획하는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추가 정보 
문의 사항은 traffic-inquiries@cisco.com으로 보내주십시오. 

mailto:traffic-inquiries@cis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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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Cisco VNI 글로벌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전망 보고서 
표 6은 Cisco VNI 글로벌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전망 상세 데이터입니다. 휴대용 기기 범주에는 모바일 데이터 
카드가 있는 노트북, USB 모뎀, 셀룰러 연결 기능을 내장한 기타 휴대용 기기가 있습니다. 

표 6 글로벌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2013년~2018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CAGR  
2013–2018 

애플리케이션 카테고리별(TB/월) 

데이터 606,405 957,382 1,437,249 2,073,797 2,832,137 3,531,107 42% 

파일 공유 66,671 127,235 221,808 308,643 391,641 466,347 48% 

비디오 793,944 1,458,730 2,579,242 4,370,458 7,094,943 10,956,123 69% 

M2M 20,736 49,286 113,415 246,198 490,226 907,472 113% 

기기 유형별(TB/월) 

일반 휴대폰 50,425 68,087 91,030 118,901 143,427 154,258 25% 

스마트폰 923,361 1,684,096 2,883,253 4,679,786 7,217,671 10,534,617 63% 

노트북 컴퓨터 365,011 500,827 678,627 882,051 1,117,171 1,365,892 30% 

태블릿 127,027 287,996 581,401 1,065,826 1,829,859 2,881,415 87% 

M2M 20,736 49,286 113,415 246,198 490,226 907,472 113% 

기타 휴대용 기기 1,196 2,341 3,987 6,333 10,593 17,394 71% 

지역별(TB/월) 

북미 388,583 624,586 969,032 1,453,312 2,100,830 2,953,875 50% 

서유럽 253,679 389,397 592,818 888,378 1,310,517 1,900,486 50% 

아시아 태평양 523,918 953,085 1,670,216 2,777,483 4,441,514 6,717,828 67% 

라틴 아메리카 91,863 177,273 307,822 505,265 789,313 1,158,090 66% 

중부 유럽 및 동유럽  124,059 241,016 434,096 723,186 1,135,470 1,641,205 68% 

중동 및 아프리카 105,655 207,277 377,731 651,472 1,031,304 1,489,565 70% 

합계(월간 TB) 

총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1,487,756 2,592,634 4,351,714 6,999,096 10,808,947 15,861,049 61% 

출처: Cisco, 2014 
 

Cisco VNI 글로벌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전망 보고서는 Informa Telecoms and Media, Strategy Analytics, 
Infonetics, Ovum, Gartner, IDC, Dell’Oro, Synergy, ACG Research, Nielsen, comScore, Arbitron Mobile, Maravedis 
및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에서 발표한 일부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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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VNI 방법론은 연결과 기기의 수 및 증가에서 시작하여 애플리케이션 보급률을 적용한 다음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기반을 Cisco가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예측한 사용 시간(분) 및 분당 KB와 곱합니다. 이 방법은 가정과 
기초적 요인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고 Cisco 고유의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며 고도의 애플리케이션, 분야, 지리, 
기기별 특성을 제공하도록 발전하였습니다.  

● 기초적 요소 포함. 고정 IP 트래픽 전망과 마찬가지로 Cisco VNI 글로벌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전망 
업데이트는 주요 과정과 가능한 연결 속도, 연결 요금 및 기기 가격, 연산 처리 성능, 화면 크기 및 해상도 및 
심지어 기기 배터리 수명 까지 기초적 요소를 더 긴밀하게 연결합니다. 이 업데이트에서는 모바일 연결 
속도와 예측 모델의 분당 KB 가정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Cisco GIST(Global Internet Speed Test) 
애플리케이션의 독점 데이터가 국가별 현재 연도 스마트폰 연결 속도의 기준치로 사용했습니다. 

● 기기 중심의 접근법. 모바일 네트워크 기기의 수와 종류가 증가하면서 연결 수준이 아닌 기기 수준의 트래픽 
모델링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본 Cisco VNI 글로벌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전망 업데이트에는 스마트폰, 
일반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넷북, e-리더, 디지털 스틸 카메라,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디지털 액자, 차량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및 핸드헬드 게임 콘솔의 트래픽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 트래픽 오프로드의 영향 추정. Cisco VNI 글로벌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전망 모델은 듀얼 모드 기기와 
펨토셀이 핸드셋 트래픽에 미치는 영향을 수량화하였습니다. 오프로드 효과를 모델링하는 데 Cisco IBSG 
Connected Life Market Watch의 독점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 애플리케이션 수준의 특성 구체화. 본 전망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 특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http://gistdata.ciscovn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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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글로벌 4G 네트워크 및 연결 

표 7 지역별 4G 연결의 증가 

  2013년 2018년 

  4G 연결 수 총 연결 비율 4G 연결 수 총 연결 비율 

아시아 태평양 80,920,533 2.3% 667,956,749 13.1% 

중앙 유럽 및 동유럽 1,846,331 0.3% 88,665,716 10.1% 

라틴 아메리카 936,408 0.1% 86,222,002 9.1% 

중동 및 아프리카 3,648,081 0.3% 86,576,973 5.3% 

북미 104,290,345 24.5% 372,559,550 50.6% 

서유럽 11,458,739 1.9% 228,065,764 24.3% 

글로벌 203,100,439 2.9% 1,530,046,754 15.0% 

출처: Cisco, 2014 
 

표 8 지역별 웨어러블 디바이스 증가율 

  2013년 2018년 

  웨어러블 디바이스 수 글로벌의 비율 웨어러블 디바이스 수 글로벌의 비율 

아시아 태평양 4,502,201 20.8% 43,810,250 24.8% 

중앙 유럽 및 동유럽 1,078,646 5.0% 9,864,884 5.6% 

라틴 아메리카 984,497 4.5% 9,709,040 5.5% 

중동 및 아프리카 712,403 3.3% 7,955,103 4.5% 

북미 9,063,366 41.8% 59,829,286 33.8% 

서유럽 5,347,081 24.7% 45,775,527 25.9% 

글로벌 21,688,195 100.0% 176,944,090 100.0% 

출처: Cisc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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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단계별 요금제가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에 미치는 초기 영향에 관한 사례 연구 

상위 1% 모바일 데이터 가입자의 역할 변화 
3년 전, 상위 1% 모바일 데이터 가입자가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나치게 컸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불균형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위 1% 가입자의 트래픽 
양은 2010년 1월의 52%에서 2013년 9월에 10%로 감소했습니다. 최근 2012년 10월에서 2013년 9월까지 이 
조사를 반복한 결과, 상위 1% 가입자의 트래픽이 15%에서 10%로 감소했습니다(표 9). 

표 9 사용자 계층별 트래픽의 비율, 2012년 10월 ~ 2013년 9월 

데이터 사용자 
 

2012년 
10월 

2012년 
11월 

2012년 
12월 

2013년 
1월 

2013년 
2월 

2013년 
3월 

2013년 
4월 

2013년 
5월 

2013년 
6월 

2013년 
7월 

2013년 
8월 

2013년 
9월 

상위 1%의 
트래픽 비율 

15% 14% 15% 15% 19% 17% 15% 13% 14% 13% 12% 10% 

상위 10%의 
트래픽 비율 

49% 48% 48% 47% 59% 59% 48% 46% 46% 42% 42% 40% 

출처: Cisco VNI, 2014년 
 

표 10 사용자 계층별 평균 트래픽(MB/월) 

평균 월 MB 2012년 
10월 

2012년 
11월 

2012년 
12월 

2013년 
1월 

2013년 
2월 

2013년 
3월 

2013년 
4월 

2013년 
5월 

2013년 
6월 

2013년 
7월 

2013년 
8월 

2013년 
9월 

상위 1% 12,445 12,635 12,278 13,230 12,180 10,699 15,697 12,738 15,807 16,281 16,424 12,785 

상위 5% 5,399 5,632 5,450 5,724 5,225 4,750 6,525 5,958 6,748 7,213 7,501 6,799 

상위 10% 3,827 4,008 3,857 4,059 3,687 3,438 4,626 4,341 4,824 5,179 5,392 5,048 

상위 20% 2,727 2,862 2,701 2,953 2,549 2,422 3,293 3,166 3,451 3,690 3,840 3,689 

출처: Cisco VNI, 2014년 
 

단계별 요금제에서는 무제한 요금제보다 월 메가바이트 사용량이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둔화 징후와 
함께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증가 트렌드를 보이고 있으며 단계별 요금제 전환이 전반적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 2GB 이상을 생성하는 모바일 데이터 사용자의 수가 조사 기간에 2배로 증가했고, 월 200MB 이상을 생성하는 
사용자의 비율이 75%에 도달했습니다(표 11). 

표 11 1%의 모바일 데이터 사용자가 월 5GB 사용 

% 2012년 
10월 

2012년 
11월 

2012년 
12월 

2013년 
1월 

2013년 
2월 

2013년 
3월 

2013년 
4월 

2013년 
5월 

2013년 
6월 

2013년 
7월 

2013년 
8월 

2013
년 9월 

5GB 이상 1% 2% 1% 2% 2% 2% 2% 2% 2% 3% 3% 3% 

2GB 이상 12% 13% 11% 15% 16% 17% 16% 17% 18% 20% 23% 24% 

200MB 이상 54% 56% 56% 56% 57% 58% 59% 60% 62% 74% 75% 75% 

20MB 이상 70% 72% 72% 73% 74% 74% 74% 76% 77% 93% 93% 93% 

출처: Cisco VNI,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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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사용량의 급증은 사용량 한도만으로 요금 단계를 정의한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용량보다 너무 
낮게 모바일 데이터 상한이 설정된 경우 경쟁업체에게 기회로 돌아 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통신 사업자가 
더 세분화된 단계, 공유 데이터 요금제와 테더링 및 핫스팟 기능에 별도 요금을 부과하는 데이터 추가 요금제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금제는 데이터 상한제에 비해 가입자의 입장에서 경계를 늦추어야 하는 경향이 
있지만,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시나리오에서 수익원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공유 데이터 패밀리 요금제가 
도입되었지만, 전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운영 체제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단계별 요금제의 효과가 분명한 반면, 연결당 평균 사용량은 단계별 요금제와 무제한 요금제 모두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Android 및 Apple 기반 기기 모두 단계별 요금제와 무제한 요금제에서 대역폭 사용량이 
증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무제한 요금제에서는 Android 기반 기기의 평균 월 메가바이트 사용량이 더 많고, 
단계별 요금제에서는 Apple 기반 iOS의 사용량이 더 많습니다(표 12와 표 13). 

표 12 무제한 요금제의 모바일 운영 체제별 월 MB 사용량 

 2012년 
10월 

2012년 
11월 

2012년 
12월 

2013년 
1월 

2013년 
2월 

2013년 
3월 

2013년 
4월 

2013년 
5월 

2013년 
6월 

2013년 
7월 

2013년 
8월 

2013년 
9월 

Android 1,497 1,585 1,601 1,733 1,938 1,857 2,288 1,964 2,435 2,447 2,583 2,226 

iOS 1,131 1,246 1,191 1,211 1,311 1,214 1,380 1,449 1,559 1,635 1,759 1,767 

Palm OS 819 414 497 543 876 1,288 882 1,144 1,658 228 491 886 

Windows 501 630 484 1,259 2,083 2,332 1,685 1,480 1,655 1,678 1,079 804 

Blackberry 168 192 167 138 152 128 243 308 302 309 437 411 

출처: Cisco VNI, 2014년 
 

표 13 단계별 요금제의 모바일 운영 체제별 월 MB 사용량 

운영 체제 2012년 
10월 

2012년 
11월 

2012년 
12월 

2013년 
1월 

2013년 
2월 

2013년 
3월 

2013년 
4월 

2013년 
5월 

2013년 
6월 

2013년 
7월 

2013년 
8월 

2013년 
9월 

iOS 748 835 782 893 929 943 958 983 1,049 1,068 1,132 1,122 

Android 451 468 462 515 565 582 585 583 632 944 1,000 1,051 

Windows 607 531 611 632 731 829 748 760 876 926 882 976 

Blackberry 229 250 203 261 292 277 263 314 345 403 445 415 

Palm OS 75 130 157 199 176 213 171 224 154 261 253 244 

출처: Cisco VNI, 2014년 
 

공유 데이터 요금제는 선진 시장에 도입되었으며, 초기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유 요금제의 트래픽 사용량이 더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공유 요금제와 일반 요금제 모두 월 사용량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표 14 공유 요금제와 일반 요금제 

공유 요금제와 일반 
요금제(MB/월) 

2012년 
10월 

2012년 
11월 

2012년 
12월 

2013
년 1월 

2013년 
2월 

2013년 
3월 

2013년 
4월 

2013년 
5월 

2013년 
6월 

2013년 
7월 

2013년 
8월 

2013년 
9월 

일반 요금제 792 840 808 877 953 942 1,006 995 1,107 1,345 1,432 1,416 

공유 요금제 648 733 703 725 752 742 808 798 841 908 952 946 

출처: Cisco VNI,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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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IPv6 지원 기기, 2013–2018 
표 15에서는 지역별 IPv6 지원 전망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표 16에서는 기기 유형별로 IPv6 지원 기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 15 기기 유형별 IPv6 지원 기기, 2013–2018 

기기(1,000)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CAGR  
2013–2018 

글로벌 1,294,935 1,841,342 2,471,825 3,173,249 3,961,932 4,934,672 31% 

노트북 컴퓨터  121,760 150,661 178,331 204,668 232,977 258,095 16% 

M2M  12,720 37,258 86,692 176,847 329,307 586,186 115% 

일반 휴대폰  309,801 435,880 544,815 577,148 548,431 546,823 12% 

기타 휴대 기기  14,005 13,293 13,040 15,069 18,573 22,698 10% 

스마트폰  766,567 1,089,696 1,473,281 1,944,511 2,476,418 3,049,246 32% 

태블릿  70,082 114,554 175,667 255,006 356,226 471,625 46% 

출처: Cisco, 2014 
 

표 16 지역별 IPv6 지원 기기, 2013–2018 

기기(1,000)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CAGR  
2013–2018 

글로벌 1,294,935 1,841,342 2,471,825 3,173,249 3,961,932 4,934,672 31% 

아시아 태평양  526,332 770,169 1,063,814 1,378,683 1,759,816 2,261,164 34% 

라틴 아메리카  110,158 164,800 228,623 301,506 377,236 465,365 33% 

북미 185,044 237,832 291,560 357,057 424,930 503,103 22% 

서유럽 235,026 313,392 390,085 473,251 553,732 639,970 22% 

중앙 유럽 및 동유럽 105,196 156,350 219,743 298,522 385,027 467,562 35% 

중동 및 아프리카 133,179 198,800 278,000 364,231 461,190 597,508 35% 

출처: Cisc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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