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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생태계 확산과 엣지 컴퓨팅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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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생태계가 확산됨에 따라 무수히 많은 다양한 IoT사물에서 빅데이터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에 따라, IoT사물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원천에 그치지 않고 IoT사물에 내장된 연산 프로세스를 통
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엣지 컴퓨팅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엣지 컴퓨팅은 프로세서와 데이터를 중앙컴퓨팅 플랫폼(클라우드)로 보내지 않고, 엔드포인트
근처에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엣지 컴퓨팅은 데이터가 수집되는 끝단(엣지)에서 데이터를 즉시
분석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통해 데이터 분석결과를 가져오는 것보다 즉시성과
안정성이 담보되는 컴퓨팅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엣지 컴퓨팅은 특정한 분야의 특정한 기능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데에 적합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범용적이고 다양한 데이터를 약간의 시차를 두고 처리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방법과는 운용방법이나 사용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도 구분된다. 향후 IoT생태계가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두 기술을 적시 적소에 균형있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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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글로벌 ICT 리서치 업체 가트너(Gartner)는 2017년 글로벌 IoT 기기 사용량이 지
난해보다 31% 증가해 84억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4%로 증가해 2020년에는 204억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전체 엔
드포인트와 서비스의 지출 규모는 1조 6,896억 달러(약 1,9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21%로 성장해 2020년에는 시장규모가 2
조 9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산업용 IoT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2015년 1,13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연평균
8%씩 성장을 지속해 2022년에는 1,954억 달러의 대규모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되었다1). 산업용 IoT가 운송, 제조, 에너지, 헬스케어, 소매업 등 산업 전 분야에 적용
되면서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AI)기반의 사물인터넷(이하 IoT: Internet of Things) 시대를 가능케 하는
핵심 동력은 컴퓨팅, 빅데이터, 알고리즘(머신러닝)이며, 이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데
이터라고 볼 수 있다. 통신이 가능한 다양한 IoT 사물로부터 수많은 빅데이터가 수집
되기 때문에, IoT 사물은 하나하나가 데이터의 원천으로 인식된다. IoT의 가치는 IoT
사물로부터 얻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통해 ‘알고리즘(논리연산구조)’을 만
들어 해당 분야의 구조를 개선하거나 비즈니스 혁신을 가져오는 것에 있다. 하지만
실제로 IoT 환경에서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머신러닝을 통해 비즈니스 혁신까지 이르
기 위해서는, 우선 이에 상응하는 컴퓨팅 기술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IoT 사물에 연산 프로세서가 있어 직접 데이터 인풋에 대해 즉각
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엣지 컴퓨팅이 재조명되고 있다. 엣지 컴퓨팅은 데이터가 수집
되는 끝단(엣지)에서 데이터를 즉시 분석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통
해 데이터 분석결과를 가져오는 것보다 즉시성과 안정성이 담보되는 컴퓨팅 기술이라
고 할 수 있다.
1) Markets and Markets(2017. 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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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IoT시대에 대응하고 있는 컴퓨팅 기술, 즉 클라우드 컴퓨팅과 엣지 컴
퓨팅의 장단점을 분석해보고자 하며, 나아가 엣지와 클라우드 컴퓨팅이 보완하며 공
존하는 환경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IoT 생태계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장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등으로 혼용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 포괄적인 ICT 자원을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
가 언제 어디서든 온디맨드로 아웃소싱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2).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성장한 IoT 환경에서 우선 주목받은 기술은 클라우드 컴퓨팅
이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온라인에서 오가는 데이터의 양이 급증하였고, 더불어 IT 기
기들이 스마트 폰 등으로 확장되고, 그 기기들이 소형화되면서 데이터의 처리 및 저장
작업이 기기 외부의 별도 장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생태계가 조성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시장이 함께 성장했다.
현재 ICT 산업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데이터 센터 기
반의 인공지능 및 IoT 서비스를 활용하는 기업이 다수 존재하며 이미 산업이 발달하
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인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은 지난 4분기 증가율이 50%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가트너 전망에 따르면 이렇게 발전된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2017년, 전년도의
2,092억 달러에서 18% 성장한 2,468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한화로 280조 원 규모
이다.

2) 민영기(2009. 10)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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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최종 사용자 지출 전망
(단위: 백만 달러)
클라우드 분류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40,812

43,772

47,556

51,652

56,176

7,169

8,851

10,616

12,580

14,798

38,567

46,331

55,143

64,870

75,734

7,150

8,768

10,427

12,159

14,004

25,290

34,603

45,559

57,897

71,552

클라우드 광고

90,257

104,516

118,520

133,566

151,091

총계

209,244

246,841

287,820

332,723

383,355

클라우드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비스
(BPaaS, 서비스형 비즈니스 프로세스)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인프라 서비스
(PaaS, 서비스형 플랫폼)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S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관리 및 안전서비스
클라우드 시스템 인프라 서비스
(IaaS, 서비스형 인프라)

Gartner(2017. 2. 22.)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5G 구축이다. IoT 환경에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4G 대비 전송속도가 270배 빠르고(20Gbps 이상), 지연속도는 30배 이상 짧은(0.001
초) 5G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또한, 첨단 반도체 적용이 필수적인 환
경에서 원가 부담의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구글이 CPU를 대신해 TPU를 자사 데이터 센터에 채택했다. TPU는 CPU나
GPU에 비해 연산처리 속도가 빠르지만(CPU의 83배, GPU의 29배)3) 주문형 반도체
의 일종으로 원가 부담이 크고 아직은 범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4).
이 밖에도 일부 IoT 시장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안전성, 즉시성 및 효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해 새롭게 엣지 컴퓨팅 기술이 검토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

3) Google cloud big data and machine learning blog(2017. 5. 12.) 인용.
4) 정희석(2017. 4. 18.)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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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과 비교해 엣지 컴퓨팅이 갖는 경쟁력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컴퓨팅 성능을 기기의 가까운 가장자리 영역(엣지 영역)에서 발휘할 수 있다는 점5)으
로 엔드포인트에서 대용량의 데이터가 생산되어 이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일부 IoT
생태계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보다 적합한 기술로 평가된다.

Ⅲ. IoT 생태계 확산과 엣지 컴퓨팅의 재조명
1. 엣지 컴퓨팅의 개념 및 특징
엣지(Edge) 컴퓨팅이란 어원 그대로 기기와 가까운 네트워크의 ‘가장자리’에서 컴
퓨팅을 지원하는 것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데이터 센터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중앙 집중형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과는 반대로 각각의 기기에서 개별 데
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표 2> 클라우드 컴퓨팅과 엣지 컴퓨팅 비교: 장단점
클라우드 컴퓨팅 장단점
- (장점) 사용량 기반의 지불로 합리적인
가격모델
- (단점) 서버 안정성에 대한 우려
- 보안 문제

엣지 컴퓨팅 장단짐
- (장점) 앤드포인트에서 직접 데이터가
수집되므로 광대역이 필요하지 않음
- 응답속도가 빠름
- (단점) 엣지 컴퓨팅의 GPU는 클라우드 컴퓨
팅의 CPU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산능력이 떨

- 상대적으로 응답속도가 느림

어짐

한편에서는 이 방식을 가리켜 엣지 컴퓨팅 대신 포그(fog, 안개) 컴퓨팅으로 부르기
도 한다. 2014년 1월 미국의 시스코가 포그 컴퓨팅으로 엣지 컴퓨팅을 처음 제안했
다. 시스코 IoT 그룹의 로베르토 데라모라(Roberto De La Mora) 수석 이사가 “포그
5) 정희석(2017. 4. 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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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서비스를 네트워크의 말단부(edge)로 확장한 패러다임”
이라고 설명하면서 중앙보다는 주변(edge, 개별 기기)에 더 주목한다는 의미에서 엣
지 컴퓨팅(Edge Computing)으로도 사용되고 있다6). 최근에는 엣지 컴퓨팅을 클라우
드 환경의 플랫폼으로 보아 엣지도 포그도 아닌 클라우드렛(cloudlet)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그림 1] 클라우드 컴퓨팅과 엣지 컴퓨팅 구조
클라우드 컴퓨팅 장단점

엣지 컴퓨팅 장단짐

주: 페타플롭(PetaFlop): 1ch 내에 가능한 연산 처리가 1000조 회에 이르는 것으로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컴퓨터 처리 속도 측정 단위를 일컫는다.
자료: 삼성 뉴스룸(2017. 5. 17.)

IoT 산업에 엣지 컴퓨팅 도입이 가능해진 것은 반도체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이 선
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GPU 활용이 확대되면서 엣지 컴퓨팅 기술
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7).
6) 조선비즈(2016. 10. 23.)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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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U는 CPU보다 연산 성능이 다소 떨어지지만 병렬 연산처리에 특화되어 있어 다
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IoT 생태계에서 급진적으로 증가
될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기에는 GPU가 더욱 적합하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GPU 생산의 70~80%를 담당하고 있는 점유율 1위 사업자인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
터 매출은 2016년 145%의 높은 성장을 달성했다. 엔비디아가 분산형 엣지 컴퓨팅 시
장을 주도적으로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GPU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엣
지 컴퓨팅의 발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림 2]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정희석(2017. 4. 18.)

리서치 업체인 마켓 리서치 퓨처(Market Research Future))는 글로벌 엣지 컴퓨
팅 시장 규모가 2023년에는 19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더불어 2017년부
터 2023년까지 연평균 17.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
였다8).
7) 정희석(2017. 4. 18.) 참조.
8) Market Research Future(2017. 6.)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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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엣지 컴퓨팅의 적용사례
(1) 엣지 컴퓨팅을 활용한 산업 사례
엣지 컴퓨팅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단점인 안전성, 즉시성 및 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표 3> 산업에서의 엣지 컴퓨팅 활용
효과
안전성

산업
자율주행 자동차

설명
자율주행차 시장은 순간의 네트워크 지연이나 데이터 전송
오류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항공엔진, 드론
연안 석유시추 시설

산업기계 자체가 중앙 서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중앙서버와의 연결이 어려움

사막에 위치한 물 분사 펌프
즉시성

증강현실

사람의 시청각 반응 능력은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불과

가상현실

몇백 ms**차이만으로도 가상현실 몰입감에 영향을 미칠

생체(음성, 안면)인식
효율성

스마트 팩토리

수 있음
제조 기업의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대규모의 센서 데이터가
발생하며 이의 효율적인 처리가 필요함

주*) 인간이 일상적 밝기 조건에서 안면을 인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370ms~최대 620ms,
음성 인식에도 짧게는 300ms~길게는 450ms 소요(삼성뉴스룸, 2017. 5. 17.)
주**) 밀리세컨드, 1초의 1000분의 1

우선, 안전성 문제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
적인 분야가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이다. 일반적인 차량도 약 100여개의 중앙처리장치
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보다 더욱 복잡한 프로세스로 이루어질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순간의 네트워크 지연이나 데이터 전송오류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기계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너트
워크 망을 통해 물리적으로 떨어진 데이터 센터로 보내야하며,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
터를 분석한 후 다시 기계로 송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자율주행 자동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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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사용해 중앙 데이터센터에서 처리된 데이터를 기다려야 한
다면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다음으로 증강현실, 가상현실, 생체인식 등 최근 각광 받고 있는 기술들은 엔드포인
트에서 대용량 데이터가 발생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만으로는 즉시성 문제가 발
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처럼 클라우드 컴퓨팅이 엣지 컴퓨팅으로 바뀌게 되면
데이터 처리 시간이 큰 폭으로 단축되기 때문에 예민한 시청각 반응으로 인해 단 몇
백 밀리세컨드(ms)의 차이로 몰입감에 차이가 발생하는 가상현실에는 큰 영향을 미
치게 될 것이다.
이 밖에도 사막 한 가운데의 물 공급 펌프나 연안의 석유 시추 시설, 드론이나 항공
엔진처럼 그 필요성에 의해 산업기계 자체가 중앙 데이터센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야 하는 기술 역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로만은 신속한 데이터 처리에 어
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가 필수적인 스마트 팩토리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
스템보다는 엣지 컴퓨팅이 적합하다. 스마트 팩토리는 센서로부터 막대한 양의 데이
터가 생성되는데 엣지 컴퓨팅을 활용하면 센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중앙 데이터센
터까지 보내지 않아도 되고, 후에 중앙 데이터센터에는 엣지 컴퓨팅으로 줄어든 데이
터만 송신하면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자원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전송 단계에서의 데이터 보안 위협과 데이터 오염 위험도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엣지 컴퓨팅의 장점에 대해 마하다예프 사티야나라야난(Mahadev Satya
narayanan) 미국 카네기멜론대학 교수는 다음 세 가지를 꼽았다. 엣지 컴퓨팅이 도입
되면 데이터의 부하(負荷)가 대폭 감소하며, 이렇게 되면 비디오 센서에서 보내는 자
료가 증가하고 화질이 개선되어 기존 대역폭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또한 엣지에서 한 번 처리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내게 되면 프라이버시 정책
을 강화할 수 있으며, 보안이 강화될 수 있다9).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엣지 컴퓨팅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중앙 집중형 커뮤니케
9) 삼성뉴스룸(2017. 5. 1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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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 엣지 컴퓨팅을 활용한 기업 사례
일본 기업은 가장 적극적으로 엣지 컴퓨팅을 산업에 도입하고 있다. 빅데이터, 클라
우드 등 대부분의 IT분야에서 미국과 독일 등이 이미 한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
서 일본은 로봇을 앞세운 제조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기업은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 스마트 팩토리 도입이 시기적으로 늦었고, 뒤쳐져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기업들이 집중한 것이 ‘엣지 컴퓨팅’이다. 대표적으로 도시바,
미쓰비시, 후지쯔 등은 엣지 컴퓨팅을 활용한 다양한 솔루션을 마련하였다.
특히, 도시바는 엣지 컴퓨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도시바의 ‘마이스터
(Meister)’는 엣지 컴퓨팅을 활용하여 제품 기획, 설계, 생산, 운전, 보수 등 제조 현장
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축적하여 생산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10).
최근 일본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는 인텔, 에릭슨, NTT 등과 ‘오토모티브 엣지 컴퓨
팅 컨소시엄’을 출범시켰다. 차량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처리하
는 대신 엣지 컴퓨팅을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 목적이다11).
IoT를 산업에 가장 먼저 도입한 제너럴 일렉트릭(이하 GE)의 프리딕스(Predix)는
대표적인 엣지 컴퓨팅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자사의 1조 개의 관리 자산에
부착된 1천만 개가 넘는 센서에서 발생하는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여 수집, 분
석,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재 프리딕스는 특정 산업분야가 아닌 제조, 의료, 에너지 등
전 산업에 확산·적용되고 있다12).

10) 매경증권(2017. 7. 7.) 인용.
11) 디지털데일리(2017. 8. 18.) 인용.
12) 이미정(2015. 7. 24.)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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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엣지 컴퓨팅과 클라우드 컴퓨팅의 미래
엣지 컴퓨팅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개념적으로 명백히 구분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이
‘경쟁’ 관계가 아닌 ‘공존’ 관계로 나아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림 3] 엣지-투-클라우드 구조

자료: 삼성 뉴스룸(2017.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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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기기들이 더욱 실용화되면서 실시간으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전송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인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상황
에서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의 중앙 데이터 센터로 전송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때문에 기기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직접처리하고 분석하며,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엣지 컴퓨팅은 필수불가결한 기술이다. 하지만 엣지 컴퓨팅은 엣지와
클라우드 간 협업이 이루어질 때 그 존재가 빛을 낼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엣지투-클라우드(Edge-to-Cloud)’라고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엣지는 산업데이터를 최적화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며, 이를
기반으로 작업과 관련된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게 된다. 엣지와 클라우드 컴퓨팅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며 안전하게 대응하여 분석하고 이를 적
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 분야에서 급속도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교통 신호(신호등, 가로등 등) 시설은 엣지 컴퓨팅 기반의 기기에서 정
보를 처리하여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엣지-투-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관련 어플리케이션들은 해당 위치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
터 변화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위치에서 의미 있는 분석을 수행한다.
또한 엣지-투-클라우드 체계에서는 데이터를 엣지에서 클라우드로 보낼 때 프라이
버시 정책을 강화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DDos 공격 등의 웹서비스 공격 등으로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도 엣지 컴퓨팅에서는 엣지 플랫폼 상의 처방으로 서
비스를 사용 할 수 있는 등 보안 수준이 향상되는 효과도 있다13).

Ⅳ. 결론
IoT시장은 향후 5년간(’16~’20) 연평균 34% 성장이 예상될 만큼 폭발적인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IoT서비스 구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빅데
이터인데,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머신러닝을 통해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것은 클라우드
13) 삼성 뉴스룸(2017. 5. 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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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기술로 가능하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머신러닝을 통해 직관적이고 구조적인
알고리즘을 만들어내 산업설비에 대해 점검하고 예측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역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IoT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
인 컴퓨팅임에 틀림없다. 다만 즉시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엣지 컴퓨팅의 장점
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는 있어 보인다. 결국
엣지 컴퓨팅은 특정한 분야의 특정한 기능을 즉각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데에 적합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범용적이고 다양한 데이터를 약간의 시차를 두고 처
리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방법과는 다르다. 향후 IoT시대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
상됨에 따라, 이 두 기술을 목적에 많게 균형적으로 잘 활용하는지 여부가 시장에서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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