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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예측 보고서는 네트워크 상의 비주얼 애플리케이션의 영향을 추적하고 예측하는 상시 

프로젝트인 Cisco® Visual Networking Index(이하 VNI)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Cisco VNI 글로벌 IP 트래픽의 예측 자료와 방법론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더 분석적인 차원에서 본 문서에 소개한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The 

Zettabyte Era—Trends and Analysis, 또는 VNI Forecast Highlights tool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2016년에 이르면 전 세계 연간 IP 트래픽이 제타바이트(1,000엑사바이트) 선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2016년 전 세계 IP 

트래픽은 연 1.1 제타바이트, 월 91.3 엑사바이트(10억 기가바이트)에 이르고 2018년에는 연 1.6 제타바이트, 월 131.6 

엑사바이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 IP 트래픽은 지난 5년간 5배 넘게 늘었고, 앞으로 5년간 3배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하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IP 트래픽은 연평균(CAGR) 21% 증가할 전망입니다. 

Busy Hour (하루 중 가장 바쁜 60분) 인터넷 트래픽이 평균 인터넷 트래픽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평균 트래픽이 25% 증가한 데 비해, Busy Hour인터넷 트래픽은 32% 증가했습니다. 2013년과 2018년 사이 평균 

인터넷 트래픽은 2.8배 증가하는 반면, Busy Hour 인터넷 트래픽은 3.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에는 

Busy Hour 인터넷 트래픽이 1.0Pbps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3억 3,500만 명이 고화질 비디오를 연속으로 

스트리밍하는 것과 맞먹는 트래픽입니다. 
 
  

 

http://www.cisco.com/en/US/solutions/collateral/ns341/ns525/ns537/ns705/ns827/VNI_Hyperconnectivity_WP.html
http://www.cisco.com/en/US/solutions/collateral/ns341/ns525/ns537/ns705/ns827/VNI_Hyperconnectivity_WP.html
http://www.cisco.com/web/solutions/sp/vni/vni_forecast_highlights/index.html
http://www.cisco.com/web/solutions/sp/vni/vni_forecast_highlight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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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는 메트로 트래픽이 장거리 트래픽을 넘어서고, 2018년이면 총 IP 트래픽의 62%를 차지할 것입니다. 메트로 

트래픽은 2013년에서 2018년까지 장거리 트래픽보다 2배 가까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높은 메트로 

네트워크의 성장세는 CDN(Content Delivery Networks)의 역할 증대에서 비롯됩니다. 이 네트워크가 장거리 링크를 

우회하여 메트로 및 지역별 백본에 트래픽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에는 CDN이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 이상을 담당할 전망입니다. 2018년에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55%가 

CDN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2013년에는 36%였습니다. 2016년 전 세계 IP 트래픽은 연 1.1 제타바이트, 월 91.3 

엑사바이트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2018년까지 전체 IP 트래픽의 절반 이상이 PC 이외의 장치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2013년 PC 이외의 장치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IP 트래픽은 33%에 불과했지만, 2018년이 되면 57%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PC 트래픽은 앞으로 

연평균 10%씩 증가하는데 반해 TV, 태블릿, 스마트폰, M2M 모듈 트래픽은 각각 35%, 74%, 64%, 84%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2018년까지 무선 및 모바일 장치의 트래픽이 유선 장치의 트래픽을 초과할 것입니다. 2018년이 되면 유선 장치의 IP 

트래픽이 전체 IP 트래픽의 39%를 차지하고, Wi-Fi 및 모바일 장치의 IP 트래픽이 61%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2013년에는 유선 장치가 56%로, IP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2018년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은 2005년 전 세계 인터넷 규모 대비 64배에 이를 것입니다. 2018년 전 세계 1인당 

인터넷 트래픽은 14 기가바이트(GB)에 달할 전망입니다. 2013년에는 1인당 5GB였습니다. 

2018년 IP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 수는 전 세계 인구의 약 2배에 이를 것입니다. 2013년 1인당 네트워크 연결 장치 

수는 평균 2대였으나, 2018년이 되면 3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치 수와 장치에 탑재되는 기능의 증가가 

트래픽 증가에 한몫을 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1인당 평균 IP 트래픽은 17 GB에 달할 전망입니다. 2013년에는 

7GB였습니다. 

2018년까지 광대역 속도는 약 세 배 높아질 것입니다. 2018년 전 세계 유선 광대역 속도는 42 Mbps에 달할 전망입니다. 

2013년에는 16 Mbps였습니다. 

비디오 트래픽 전망 

2018년, 매달 전 세계 IP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비디오를 한 사람이 모두 보려면 500만 년 이상 걸릴 것입니다. 

2018년이 되면 1초마다 거의 100만 분 분량의 비디오 콘텐츠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될 전망입니다. 

2013년에는 기업 및 소비자를 통틀어 전 세계 IP 비디오 트래픽이 IP 트래픽의 66%를 차지했지만 2018년에는 79%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 수치에 P2P 파일 공유를 통해 교환되는 비디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8년까지 온갖 형식의 

비디오(TV, VoD, 인터넷, P2P) 콘텐츠가 전 세계 소비자 트래픽의 80~90%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2018년까지 인터넷 비디오 TV(Internet Video to TV)는 4배로 커질 전망입니다. 2013년 인터넷 비디오 TV는 두 배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해 2018년까지 4배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 트래픽이 소비자 인터넷 비디오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11%에서 2018년 14%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까지 소비자 VoD 트래픽이 두 배로 커질 전망입니다. 2018년경 월 VoD 트래픽은 DVD 60억 개와 맞먹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2018년까지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트래픽이 전체 인터넷 비디오 트래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2018년이 

되면 전체 인터넷 비디오 트래픽 가운데 67%가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을 통해 전송될 것입니다. 2013년엔 그 수치가 

53%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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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트래픽 전망 

전 세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11배 증가할 전망입니다.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61% 성장해 2018년경에는 매월 15.9 엑사바이트에 달할 것입니다.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전 세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고정 IP 트래픽보다 3배 빠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2018년이 

되면 전 세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전체 IP 트래픽의 12%에 달할 것입니다. 2013년에는 3%였습니다. 

전 세계 지역별 트래픽 전망 

IP 트래픽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잇고 있습니다.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은의 트래픽은 2013부터 2018년 사이 연평균 38%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 북미 지역의 IP 트래픽은 연평균 20% 성장하고 있으며, 2018년이 되면 매월 40.5엑사바이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미 지역의 월간 인터넷 트래픽은 DVD 70억 장에 맞먹는, 월 26.4 엑사바이트에 달할 것입니다. 

서유럽 지역의 IP 트래픽은 연평균 18% 성장하고 있으며, 2018년이 되면 매월 19.3엑사바이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유럽 지역의 월간 인터넷 트래픽은 DVD 40억 장에 맞먹는, 월 15.7 엑사바이트에 달할 것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IP 트래픽은 연평균 21% 성장하고 있으며, 2018년이 되면 매월 47.3엑사바이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월간 인터넷 트래픽은 DVD 100억 장에 맞먹는, 월 38.3 엑사바이트에 달할 

것입니다. 

남미 지역의 IP 트래픽은 연평균 21% 성장하고 있으며, 2018년이 되면 매월 8.9엑사바이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미 지역의 월간 인터넷 트래픽은 DVD 20억 개에 맞먹는, 월 7.8 엑사바이트에 달할 것입니다. 

중유럽 및 동유럽 지역의 IP 트래픽은 연평균 23%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이면 매월 10.2엑사바이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유럽 및 동유럽 지역의 월간 인터넷 트래픽은 DVD 20억 장에 맞먹는, 월 9.1 엑사바이트에 달할 것입니다.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IP 트래픽은 연평균 38%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이면 매월 5.3엑사바이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월간 인터넷 트래픽은 DVD 10억 장에 맞먹는, 월 4.9 엑사바이트에 달할 

것입니다. 

전 세계 기업 트래픽 전망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기업 IP 트래픽은 연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첨단 비디오 통신을 채택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기업의 IP 트래픽은 두 배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인터넷 트래픽은 IP WAN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입니다. IP WAN은 연평균 10% 증가할 전망입니다. 같은 

기간 고정 기업 인터넷과 모바일 기업 인터넷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1%와 5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IP 트래픽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기업 IP 트래픽은 

연평균 23%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평균인 18%보다 확연히 빠른 증가세입니다.  2018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업 IP 트래픽은 매월 8.5엑사바이트로, 양적인 면에서 최대 규모에 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미 지역이 매월 

6.2엑사바이트로 그 뒤를 이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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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I Methodology 개요 

Cisco Visual Networking Index Forecast Methodology는 애널리스트의 예측과 자체 추정 및 예측, 직접적인 데이터 

수집을 근간으로 합니다. 광대역 연결, 비디오 구독자, 모바일 연결,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도입률에 관한 애널리스트 

예측은 SNL Kagan, Ovum, Informa Telecoms & Media, Infonetics, IDC, Gartner, AMI, Arbitron Mobile, Ookla 

Speedtest.net, Strategy Analytics, Screen Digest, Dell’Oro Group, Synergy, comScore, Nielsen 등을 통해 

제공받습니다. 여기에 애플리케이션 도입률, 이용 시간, 분당 킬로바이트에 대한 시스코의 자체 예측을 더합니다. 

도입률, 활용도, 비트율 가정은 광대역 속도, 컴퓨팅 속도 같은 기본적 기반기술과 연계합니다. 이어서, 활용도와 트래픽 

결과 전체에 대해 서비스 제공업체가 시스코와 공유하는 데이터를 이용해 타당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림 1에는 예측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림 1. Cisco VNI Forecast Methodology는 도입률과 활용도라는 기본적인 기반기술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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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IP 트래픽 성장 전망(2013-2018년) 

표 1에는 핵심 예측 결과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예측에 따르면 2013년 전 세계 IP 트래픽은 월 51.2 엑사바이트이며, 

2018년까지 약 3배 증가해 월 131.6 엑사바이트에 이를 전망입니다. 소비자 IP 트래픽은 월 108 엑사바이트에 이르고 

기업 IP 트래픽은 월 23.6 엑사바이트를 넘어설 것입니다. 

표 1. 전 세계 IP 트래픽 (2013-2018년) 

IP 트래픽(2013-2018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성장률 
(2013–2018년) 

유형별(월 페타바이트(PB)) 

고정 인터넷 34,952 42,119 50,504 60,540 72,557 86,409 20% 

관리형 IP 14,736 17,774 20,898 23,738 26,361 29,305 15% 

모바일 데이터 1,480 2,582 4,337 6,981 10,788 15,838 61% 

부문별(월 PB) 

소비자 40,905 50,375 61,439 74,361 89,689 107,958 21% 

기업 10,263 12,100 14,300 16,899 20,016 23,595 18% 

지역별(월 PB) 

아시아 태평양 17,950 22,119 26,869 32,383 39,086 47,273 21% 

북미 16,607 20,293 24,599 29,377 34,552 40,545 20% 

서유럽 8,396 9,739 11,336 13,443 16,051 19,257 18% 

중유럽 및 동유럽 3,654 4,416 5,443 6,666 8,332 10,223 23% 

남미 3,488 4,361 5,318 6,363 7,576 8,931 21% 

중동 및 아프리카 1,074 1,546 2,174 3,027 4,108 5,324 38% 

합계(월 PB) 

총 IP 트래픽 51,168 62,476 75,739 91,260 109,705 131,553 21% 
 

출처: 시스코 VNI, 2014년 

정의 

• 소비자 : 가정, 대학교, 인터넷 카페에서 생성되는 고정 IP 트래픽 
• 기업 : 기업 및 정부기관에서 생성되는 고정 IP WAN 또는 인터넷 트래픽 
• 모바일 : 휴대전화, 노트북 카드, 모바일 광대역 게이트웨이에서 발생하는 모바일 데이터와 인터넷 트래픽 
• 인터넷 : 인터넷 백본을 통과하는 모든 IP 트래픽 
• 관리형 IP : 기업 IP WAN 트래픽, TV 및 VoD의 IP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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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예측 기간 마지막 해(2018년)의 최종 사용자 부문과 네트워크 유형을 교차 분석한 것입니다. 소비자 인터넷이 

IP 트래픽의 주된 근원이지만 모바일 데이터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18년 경에는 상당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표 2) 

표 2. 2018년 말 현재 월간 엑사바이트 
 

 소비자 기업 합계 

인터넷 70 16 86 

관리형 IP 25 5 29 

모바일 데이터 13 3 16 

합계 108 24 132 

출처: 시스코 VNI, 2014년 
 

표 3은 표 2의 데이터를 연간 트래픽 실행률을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실행률은 2018년 말 월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표 3. 2018년 말 현재 연간 엑사바이트 
 

 소비자 기업 합계 

인터넷 841 196 1,037 

관리형 IP 296 56 352 

모바일 데이터 159 31 190 

합계 1,295 283 1,579 

출처: 시스코 VNI, 2014년 
 

소비자와 기업 트래픽은 모두 인터넷 트래픽에 좌우되는데, 기업 트래픽이 공용 인터넷과 관리형 IP에서 좀더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 4) 

표 4. 2018년 말 현재 최종 사용자 부문별 트래픽 비중 
 

 소비자 기업 

인터넷 65% 69% 

관리형 IP 23% 20% 

모바일 데이터 12% 11% 

합계 100% 100% 

출처: 시스코 VNI, 2014년 
 

소비자 트래픽이 각 네트워크 유형 부문에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소비자 트래픽은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81%, 전체 

관리형 IP 트래픽의 84%, 전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84%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표 5) 

표 5. 2018년 말 현재 네트워크 유형별 트래픽 비중 
 

 소비자 기업 합계 

인터넷  81%  19%  100%  

관리형 IP: 84% 16% 100% 

모바일 데이터 84% 16% 100% 

출처: 시스코 VNI,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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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인터넷 트래픽이 전체 IP 트래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소비자 관리형 IP(VoD)가 19%로 그 뒤를 이을 

전망입니다. (표 6) 

표 6. 2018년 말 현재 전체 트래픽 비중 
 

 소비자 기업 합계 

인터넷 53% 12% 66% 

관리형 IP 19% 4% 22% 

모바일 데이터 10% 2% 12% 

합계 82% 18% 100% 

출처: 시스코 VNI, 2014년 
 

메트로와 장거리 트래픽(2013-2018년) 
메트로 전용 트래픽(메트로 네트워크만 통과하고 장거리 트래픽 링크는 우회하는 트래픽)은 2013년 장거리 트래픽을 

앞지르고, 2018년이 되면 전체 IP 트래픽의 62%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2013년에서 2018년까지 메트로 전용 트래픽은 

장거리 트래픽보다 거의 2배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 7) 

표 7. 메트로와 장거리 트래픽(2013-2018년) 
메트로와 장거리 트래픽(2013-2018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성장률 
(2013–2018년) 

메트로 전용(월 PB) 
북미 12,194 15,573 19,634 24,298 29,790 36,148 24% 
아시아 태평양 6,740 8,672 11,246 14,321 18,128 23,110 28% 
서유럽 4,569 5,706 7,137 8,986 11,342 14,438 26% 
중유럽 및 동유럽 720 978 1,414 1,984 2,818 3,901 40% 
남미 637 844 1,210 1,638 2,150 2,793 34% 
중동 및 아프리카 148 206 298 431 602 812 41% 
장거리(월 PB) 
아시아 태평양 11,210 13,447 15,623 18,063 20,958 24,163 17% 
중유럽 및 동유럽 2,933 3,438 4,029 4,682 5,514 6,322 17% 
남미 2,851 3,517 4,108 4,724 5,426 6,137 17% 
북미 4,413 4,720 4,965 5,079 4,761 4,397 -0.1% 
서유럽 3,827 4,033 4,198 4,458 4,709 4,819 5% 
중동 및 아프리카 926 1,341 1,876 2,596 3,507 4,512 37% 
합계(월 PB) 
총 IP 트래픽 51,168 62,476 75,739 91,260 109,705 131,553 21% 

 

출처: 시스코 VNI,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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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트래픽(2013-2018년) 
인터넷 비디오를 TV나 기타 장치로 전송하는 비디오 스트리밍이 등장해 인기를 끌면서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가 

콘텐츠의 주된 전송 방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18년까지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55%가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를 통과하게 될 전망입니다. 2013년에는 이 수치가 36%였습니다. 또 2018년까지 전 세계 인터넷 비디오 

트래픽의 67%가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2013년에는 53%였습니다. (표 8) 

표 8. 전 세계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인터넷 트래픽(2013-2018년) 
CDN 트래픽(2013-2018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성장률 

(2013–2018년) 
지역별(월 PB) 
북미 5,609 7,538 10,187 13,627 18,018 23,064 33% 
아시아 태평양 3,310 4,446 6,171 8,474 11,631 15,909 37% 
서유럽 3,137 4,021 5,195 6,790 8,907 11,724 30% 
중유럽 및 동유럽 522 704 1,059 1,542 2,233 3,184 44% 
남미 483 613 842 1,127 1,488 1,939 32% 
중동 및 아프리카 114 165 250 373 535 722 45% 
합계(월 PB) 
CDN 인터넷 트래픽 13,175 17,488 23,703 31,933 42,813 56,542 34% 

 

출처: 시스코 VNI, 2014년 
 

소비자 IP 트래픽(2013-2018년) 
표 9와 같이 전 세계 소비자 IP 트래픽은 2018년 월 108 엑사바이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소비자 IP 

트래픽의 대부분은 인터넷 트래픽입니다. 

표 9. 전 세계 소비자 IP 트래픽(2013-2018년) 
소비자 IP 트래픽(2013-2018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성장률 

(2013–2018년) 

유형별(월 PB) 

인터넷 27,882 33,782 40,640 48,861 58,703 70,070 20% 
관리형 IP 11,834 14,491 17,236 19,725 22,018 24,660 16% 
모바일 데이터 1,189 2,102 3,563 5,774 8,968 13,228 62% 
지역별(월 PB) 
아시아 태평양 14,369 17,766 21,662 26,249 31,850 38,745 22% 

북미 14,059 17,269 20,998 25,040 29,326 34,319 20% 

서유럽 6,549 7,633 8,878 10,568 12,694 15,340 19% 
중유럽 및 동유럽 2,508 3,183 4,051 5,055 6,417 7,954 26% 
남미 2,756 3,511 4,341 5,233 6,268 7,424 22% 
중동 및 아프리카 664 1,014 1,509 2,216 3,134 4,177 44% 
합계(월 PB) 

소비자 IP 트래픽 40,905 50,375 61,439 74,361 89,689 107,958 21% 
 

출처: 시스코 VNI,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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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인터넷 트래픽(2013-2018년)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IP 트래픽은 인터넷을 통하지만 어느 한 서비스 사업자의 네트워크에 국한되지 않는 IP 

트래픽입니다. 인터넷 비디오 스트리밍과 다운로드가 광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2018년이면 전체 

소비자 인터넷 트래픽의 76% 이상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표 10) 

표 10. 전 세계 소비자 인터넷 트래픽(2013-2018년) 
소비자 인터넷 트래픽(2013-2018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성장률 

(2013–2018년) 
네트워크별(월 PB) 
고정 27,882 33,782 40,640 48,861 58,703 70,070 20% 
모바일 1,189 2,102 3,563 5,774 8,968 13,228 62% 
하위 부문별(월 PB) 
인터넷 비디오 17,455 22,600 29,210 37,783 48,900 62,972 29% 
웹, 이메일, 데이터 5,505 6,706 8,150 9,913 11,827 13,430 20% 
파일 공유 6,085 6,548 6,803 6,875 6,856 6,784 2% 
온라인 게임: 26 30 41 64 88 113 34% 
지역별(월 PB) 
아시아 태평양 10,939 13,540 16,586 20,402 25,353 31,544 24% 
북미 7,474 9,234 11,551 14,369 17,554 21,235 23% 
서유럽 5,117 5,948 6,936 8,372 10,259 12,625 20% 
중유럽 및 동유럽 2,309 2,909 3,696 4,612 5,833 7,237 26% 
남미 2,602 3,280 3,972 4,722 5,606 6,569 20% 
중동 및 아프리카 630 973 1,461 2,158 3,067 4,087 45% 
합계(월 PB) 
소비자 인터넷 트래픽 29,071 35,884 44,203 54,636 67,672 83,298 23% 

 

출처: 시스코 VNI, 2014년 

정의 

 웹, 이메일, 데이터 : 웹, 이메일, 즉석 메시지 전송, 기타 데이터 트래픽(파일 공유 제외)  
 파일 공유 : BitTorrent, eDonkey 등 공인 P2P 시스템에서 나오는 P2P 트래픽과 웹 기반 파일 공유 

시스템에서 나오는 트래픽 
 게임 : 캐주얼 온라인 게임, 네트워크 콘솔 게임, 멀티플레이서 가상 세계 게임 
 인터넷 비디오 : 단편 비디오(예: YouTube), 장편 비디오(예: Hulu), 라이브 인터넷 비디오, 인터넷 비디오 

TV(예: Roku를 통한 Netflix), 온라인 비디오 구매와 대여, 웹캠 시청, 웹 기반 비디오 모니터링(P2P 비디오 

파일 다운로드 제외) 
 

웹, 이메일, 데이터 

이 카테고리에는 웹 서핑, 이메일, 즉석 메시지 전송, 데이터(HTTP와 FTP를 통한 파일 전송 포함), 기타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됩니다(표 11).  데이터에는 인터넷 비디오가 PC 예측으로 포착하지 못하는 비디오 파일의 

다운로드가 포함됩니다. 이 카테고리에는 개인 인터넷 사용자가 유발하는 트래픽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인터넷 

사용자란 집, 학교, 인터넷 카페, 기타 회사가 아닌 장소에서 데스트톱 또는 노트북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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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전 세계 소비자 웹, 이메일, 데이터 트래픽(2013-2018년) 
소비자 웹, 이메일, 데이터 트래픽(2013-2018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성장률 

(2013–2018년) 
네트워크별(월 PB) 

고정 웹 및 데이터 4,939 5,625 6,385 7,183 7,858 8,061 10% 

모바일 웹 및 데이터 515 867 1,384 2,088 2,990 3,994 51% 

지역별(월 PB) 

아시아 태평양 2,072 2,488 2,981 3,547 4,267 4,942 19% 

북미 1,508 1,809 2,194 2,601 2,879 3,144 16% 

서유럽 1,023 1,101 1,189 1,317 1,458 1,505 8% 

중유럽 및 동유럽 287 384 545 766 1,025 1,225 34% 

중동 및 아프리카 137 221 331 465 597 610 35% 

남미 427 489 530 575 622 629 8% 

합계(월 PB) 

소비자 웹, 이메일, 데이터 5,454 6,492 7,769 9,270 10,848 12,055 17% 
 

출처: 시스코 VNI, 2014년 

파일 공유 
BitTorrent, eDonkey 등 P2P 애플리케이션에서 나오는 트래픽과 웹 기반 파일 공유에서 나오는 트래픽이 여기에 

속합니다. P2P 트래픽 중 비디오의 교환이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비디오가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인터넷 비디오 PC와 인터넷 비디오 TV 카테고리에 반영된 트래픽 외에 P2P 비디오 트래픽도 감안해야 합니다. 

표 12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소비자 P2P 트래픽에 대한 예측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P2P 카테고리는 

전통적인 파일 교환에 국한되어 있으며 PPStream이나 PPLive 같은 P2P를 통해 전송되는 상용 비디오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표 12. 전 세계 소비자 파일 공유 트래픽(2013-2018년) 
소비자 파일 공유(2013-2018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성장률 

(2013–2018년) 
네트워크별(월 PB) 
고정 6,044 6,492 6,729 6,783 6,744 6,652 2% 
모바일 41 56 74 92 112 131 26% 
하위 부문별(월 PB) 

P2P 파일 전송 5,081 5,254 5,205 4,946 4,559 4,088 -4% 

기타 파일 전송 1,004 1,294 1,598 1,929 2,297 2,696 22% 
지역별(월 PB) 
아시아 태평양 2,560 2,794 2,935 3,009 3,041 3,020 3% 
북미 802 878 951 1,018 1,073 1,124 7% 
서유럽 1,184 1,181 1,145 1,130 1,115 1,086 -2% 

중유럽 및 동유럽 872 951 992 956 923 891 0% 

남미 567 634 673 672 649 608 1% 
중동 및 아프리카 100 110 107 90 55 54 -12% 
합계(월 PB) 
소비자 파일 공유 6,085 6,548 6,803 6,875 6,856 6,784 2% 

 

출처: 시스코 VNI,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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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비디오 

인터넷 비디오 TV 부문을 제외한 인터넷 비디오 하위 부문은 모두 다운로드 받거나 스트리밍 받아 PC 화면으로 보는 

온라인 비디오로 구성됩니다(표 13). 인터넷 비디오 TV란 셋톱 박스(STB) 또는 동등한 장치를 통해 비디오를 TV로 

인터넷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비디오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의 상당 부분은 영화사, 방송사 같은 

기존 콘텐츠 제작자가 제공하는 무료 클립, 단편, 기타 콘텐츠입니다. 

표 13. 전 세계 소비자 인터넷 비디오(2013-2018년) 
소비자 인터넷 비디오(2013-2018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성장률 

(2013–2018년) 

네트워크별(월 PB) 

고정 16,873 21,635 27,485 34,832 44,012 55,244 27% 

모바일 633 1,179 2,106 3,594 5,867 9,103 70% 

카테고리별(월 PB) 

비디오 15,666 20,263 26,085 33,740 43,843 56,800 29% 

인터넷 비디오 TV 1,840 2,551 3,505 4,686 6,036 7,547 33% 

지역별(월 PB) 

아시아 태평양 6,302 8,253 10,665 13,837 18,032 23,566 30% 

북미 5,153 6,533 8,388 10,721 13,562 16,917 27% 

서유럽 2,901 3,655 4,588 5,903 7,655 9,995 28% 

남미 1,606 2,156 2,768 3,473 4,332 5,326 27% 

중유럽 및 동유럽 1,151 1,574 2,158 2,889 3,884 5,119 35% 

중동 및 아프리카 393 643 1,023 1,603 2,415 3,424 54% 

합계(월 PB) 

소비자 인터넷 비디오 17,506 22,814 29,590 38,426 49,879 64,347 30% 
 

출처: 시스코 VNI, 2014년 

정의 
 인터넷 비디오 TV : 인터넷 기반 셋톱 박스(예: Roku) 또는 그 동등한 장치(예: Microsoft Xbox 360)의 힘을 

빌어 인터넷을 통해 TV 화면으로 전송되는 비디오, 인터넷 기반 TV 또는 PC-TV 연결 

 비디오 : 비디오에는 다음 카테고리가 포함됩니다. 

◦ 단편 : 사용자가 만든 비디오, 비디오 클립 (통상 7분 미만) 

◦ 비디오 호출 : 스마트폰, 비스마트폰, 태블릿에서 고정 인터넷에 전송되는 비디오 메시지 또는 호출  

◦ 장편 : 일반적으로 길이가 7분이 넘는 비디오 콘텐츠 

◦ 라이브 인터넷 TV : 인터넷을 통한 P2P TV (P2P 비디오 다운로드 제외), 라이브 텔레비전 스트리밍 

◦ 인터넷 PVR: 라이브 TV 콘텐츠 녹화 후 재생 

◦ 배경 비디오: Nannycam, petcam, 가정 보안, 기타 연속 비디오 스트림 

◦ 모바일 비디오: 2세대(2G), 3G, 4G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하는 모든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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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관리형 IP 트래픽(2013-2018년) 
관리형 IP 비디오는 기존의 상용 TV 서비스가 생성하는 IP 트래픽을 말합니다(표 14). 이 트래픽은 단일 서비스 

사업자의 트래픽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인터넷 트래픽으로 보지 않습니다. (셋톱 박스로 전송되는 인터넷 비디오는 이전 

섹션의 인터넷 비디오 TV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14. 전 세계 소비자 관리형 IP 트래픽(2013-2018년) 
소비자 관리형 IP 트래픽(2013-2018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성장률 

(2013–2018년) 

네트워크별(월 PB) 

고정 11,834 14,491 17,236 19,725 22,018 24,660 16% 

지역별(월 PB) 

아시아 태평양 3,430 4,226 5,075 5,847 6,497 7,201 16% 

북미 6,584 8,035 9,447 10,671 11,772 13,084 15% 

서유럽 1,432 1,685 1,942 2,196 2,435 2,714 14% 

중유럽 및 동유럽 199 274 355 443 584 717 29% 

남미 155 231 369 511 662 854 41% 

중동 및 아프리카 34 41 48 58 67 90 21% 

합계(월 PB) 

괸리형 IP 비디오 트래픽 11,834 14,491 17,236 19,725 22,018 24,660 16% 
 

출처: 시스코 VNI, 2014년 

기업 IP 트래픽 

기업 예측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 세계 컴퓨터의 수를 토대로 합니다. 경험상 기업의 데이터 활용도를 측정하는 가장 

정확한 수단입니다. 평균 기업 사용자는 매월 4GB의 인터넷과 WAN 트래픽을 생성합니다. 대기업 사용자라면 그보다 

큰, 월 8-10GB의 트래픽을 생성하기도 합니다(표 15). 

표 15. 기업 IP 트래픽 (2013-2018년) 
기업 IP 트래픽(2013-2018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성장률 

(2013–2018년) 
네트워크 유형별(월 PB) 

기업 인터넷 트래픽 7,070 8,338 9,864 11,679 13,853 16,339 18% 

기업 괸리형 IP 트래픽  2,902 3,283 3,661 4,013 4,343 4,645 10% 

기업 모바일 데이터 291 480 774 1,207 1,820 2,610 55% 

지역별(월 PB) 

아시아 태평양 3,581 4,353 5,207 6,134 7,236 8,529 19% 

북미 2,548 3,025 3,601 4,337 5,225 6,225 20% 

서유럽 1,847 2,107 2,458 2,875 3,356 3,918 16% 

중유럽 및 동유럽 1,145 1,233 1,392 1,612 1,915 2,269 15% 

남미 731 850 977 1,129 1,309 1,507 16% 

중동 및 아프리카 410 532 665 811 974 1,147 23% 

합계(월 PB) 

기업 IP 트래픽 10,263 12,100 14,300 16,899 20,016 23,595 18% 
 

출처: 시스코 VNI,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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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기업 인터넷 트래픽 : 공용 인터넷을 오가는 모든 기업 트래픽 
 기업 관리형 IP 트래픽 : IP를 통해 전송되지만 기업 WAN 안에 남아 있는 모든 기업 트래픽 
 기업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 모바일 접속점을 통과하는 모든 기업 트래픽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문자 메시지 전송, 멀티미디어 메시지 전송, 휴대기기 비디오 서비스 등 휴대기기 기반의 

데이터 트래픽을 말합니다(표 16). 모바일 인터넷 트래픽은 휴대용 컴퓨터와 휴대기기 기반의 모바일 인터넷 활용으로 

발생합니다. 

표 16. 모바일 데이터와 인터넷 트래픽(2013-2018년) 
모바일 데이터와 인터넷 트래픽(2013-2018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성장률 

(2013–2018년) 

지역별(월 PB) 
아시아 태평양 524 953 1,670 2,777 4,442 6,718 67% 

북미 389 625 969 1,453 2,101 2,954 50% 

서유럽 254 389 593 888 1,310 1,900 50% 
중유럽 및 동유럽 117 231 420 705 1,115 1,619 69% 
남미 92 177 308 505 789 1,158 66% 
중동 및 아프리카 106 207 378 651 1,031 1,490 70% 
합계(월 PB) 

모바일 데이터와 인터넷 1,480 2,582 4,337 6,981 10,788 15,838 61% 
 

출처: 시스코 VNI, 2014년 

추가 정보 

추가 정보는 관련 문서인 The Zettabyte Era-Trends and Analysu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traffic-

inquiries@cisco.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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