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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기 에너지 하베스팅이 

기술, 자재, 기기 통합에 의해 발전

- 스마트홈과 자동차, 이산 제조(Discrete manufacturing) 산업에서 

  강력한 성장 가능성을 지녀

전 세계적으로 생활 수준이 상승하고, 디지털화와 경

제성장에 힘입어 효율적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고가의 공정을 

통해 전력 인프라를 재구성하였지만, 전력 위기는 아직

은 만연하다. 열전기 에너지 하베스팅(TEH : Thermo - 

electric Energy Harvesting)에 관한 기술과 자재, 기

기 통합, 그리고 생산 공정들의 발전은 초기 단계로, 이

들의 발전이 글로벌 에너지 수요 관리와 에너지 및 전

력 부족 해결, 자급형 센서, 무배터리 기기에 중요한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늘어나면서, 열전기 에너지 하베스팅은 미래 에너지 시

스템과 관련이 깊어지고 있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 한국 지사가 발표한 ‘열전기 에너

지 하베스팅의 미래(Future of Thermoelectric Energy 

Harvesting)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글로벌 열

전기 에너지 하베스팅 시장 크기는 4억 3,19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5~2025년간 22.1%의 연평균 성장률

(CAGR)과 함께 2025년 시장 크기는 31억 8,590만 달

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해당 보고서는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혁신

적인 핫스팟, 특허 및 자금 동향, 열전기 에너지 하베스

팅으로 인해 가능한 응용 분야, 시장 가능성, 성장 기회, 

현지 주요 업체, 그리고 해당 기술 도입을 가속화시키는 

전략적 계획 등, 열전기 에너지 하베스팅 시장의 현재 

프로스트 앤 설리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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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들을 분석해 놓았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 테크비전팀의 바룬 바부(Varun 

Babu) 연구원은 “열전 발전기(TEGs : Thermoelectric 

Generators)를 포함한 열전기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비용과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형

의 고효율,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확장형 애플리케이션 

양식으로 배터리 없이 화력 및 폐열 발전 기능을 제공

하면서 연구 단체들과 산업 분야에서 상당한 관심을 불

러일으켰다. 스마트홈과 공정, 자동차, 이산제조 산업

은 물론, 헬스케어와 군사 및 항공우주와 같은 산업 응

용 분야들이 성장 잠재력이 커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

고 전했다.

열전기 에너지 하베스팅에 관한 지역별 기술 개발과 

도입 추세는 아래와 같다.

• 북미 지역의 공정 제조와 화학, 석유 및 가스, 전력 

발전, 자동차와 같은 산업들에서 높은 도입률

• 유럽 자동차 분야에서 열전기 에너지 하베스팅에 

관한 R&D 활동이 왕성

• 유럽에서는 열전 발전기 제품을 위한 새로운 

   자재 및 프린팅 공정 개발

•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는 것과 

더불어 APAC특허 출원 호황

• 고효율성 컨버터 개발과 생산 확대를 위한 

   글로벌 자금 조달 

바부 연구원은 “열전기 에너지 하베스팅에 관한 투자 

비용 부담과 낮은 변환 효율,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활용될 수 있는 한정적인 자재, 인식 부족, 그리고 고온

에 취약하다는 점이 열전기 에너지 하베스팅 도입에 장

애가 되는 요인들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들은 기술 발전과 진행 중인 R&D 성과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미국 차세대 시퀀싱(NGS : Next-Generation Sequen 

cing) 인포매틱스 시장이 분자 진단과 바이오 제약, 대

학 기관에서 수요가 높아지면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

하고 있다. 제약사들이 정밀의학과 환자 맞춤 치료 개

발, 그리고 대규모 게놈 시퀀싱 프로젝트 착수에 크게 

중점을 두고 있고, NGS 기반 진단 검사에 관한 보험 

적용 및 승인 정책 개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NGS 인포

매틱 솔루션에 관한 요구사항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 한국 지사가 발표한 “미국 차세

대 시퀀싱 인포매틱스 시장 변화와 성장 기회(Transfor 

mation and Growth Opportunities in the US Next 

-generation Sequencing Informatics Market, 

Forecast to 2021)’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미국 NGS 

인포매틱스 시장 수익은 4억 1,600만 달러에 달했으며, 

2021년까지 19%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해당 보고서는 현재와 미래에 기대되는 시장 개발과 

성장 요인, 저해 요인, 분야별 수익 전망, 그리고 고객  

빅데이터 분석이 미국 차세대 시퀀싱 

인포매틱스 시장의 두 자리 수 성장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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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에 관한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BaseSpace 

(Illumina), DNAnexus, Bina Technologies, Qiagen, 

Seven Bridges, Agilent, Edico Genome, Pierian 

Dx, SolveBio, Bluebee Genomics, Fabric Genomics 

등 주요 업체들의 경쟁 구도에 관한 분석 내용 역시 담고 

있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 헬스케어 산업부의 피유쉬 반살

(Piyush Bansal) 연구원은 “임상 응용 분야에 초점을 

맞춘 엔드 투 엔드(End-to-End) 인포매틱스 솔루션을 

고객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다. 엔드 투 엔드 인포

매틱스 툴이 부족하고 임상 응용 분야가 중심인 분석 

파이프라인의 가용성이 한정적이어서 연구원들이 외부 

플랫폼으로 옮기는 것을 꺼려하는 점이 핵심 산업 과제

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해당 시장 기업의 성공 

비결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NGS 인포매틱스 시장을 활성화시킨 여러 트렌

드와 개발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 Illumina, Qiagen, Roche와 같은 기업들이 자신

들만의 고유한 엔드 투 엔드 제품 및 솔루션들을 

개발하기 위해 인수합병 활동에 적극적

• NGS 바이오 인포매틱스 역량을 강화시켜 고객들에

게 통합되고, 상호 운용이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

기 위한 전략적 제휴 및 파트너십, 협력 방안을 강구

• 서비스 제공에 통합된 공공 및 민영 클라우스 솔루

션들과 함께 계속 늘어나는 하이엔드 데이터 스토

리지 클라이언트 조건들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

반의 솔루션 도입률 상승

• 정밀 의학 및 분자 진단 기업들이 인포매틱스 제품 

개발에 주력

•해석용 ‘멀티오믹스(Multi-omics)’ 데이터를 포함

•임상적 해석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개발

• 많은 처리량의 시퀀싱 장비와 개체군 규모의 게놈 

시퀀싱의 출시로 초고속 산출 및 데이터 분석 툴에 

관한 강력한 수요가 발생

• 장기간 인포매틱스 플랙폼을 시퀀싱 장비와의 통

합으로 주요 인포매틱스 솔루션에서 시퀀싱-투-

레포트(Sequencing-to-Report) 제공으로 전환

• 전문용에 초점을 맞춰 개발되는 공공 시퀀싱 프로

젝트 지원

• DNA 샘플-투-임상 레포트(DNA sample-to-

clinical report) 역량에 중점을 두고 있는 대기업

들과 더불어 SaaS(Software-as-a-Service)와 

같은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 등장

반살 연구원은 “빅데이터 정보 기술사들이 해당 시장

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공지능을 기반으

로 한 산출 & 해석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해 

HER과 영상 데이터와 같은 의료 부문과 게놈 데이터가 

통합될 것이다. 임상적 해석 및 보고 기능이 서비스 제

공사들 간에 차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

기 때문에, 위와 같은 통합은 시장 경쟁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들에게 혁신을 강요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2017. 10  165

산업동향 & 전망

스마트폰과 맞춤형 서비스, 늘어나는 신기술에 능통

한 고객들과 디지털화, 그리고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생

체인식 기술들의 발달로, 자동차 산업 기업들의 전략에 

게이미피케이션 기술 도입이 촉진되고 있다. 또한, 기술

과 게이미피케이션 융합은 OEM사들과 티어 1 공급사

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들을 추구할 수 있

는 흥미로운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 한국 지사가 발표한 ‘자동차산업의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in the Automotive Indu 

stry, Forecast to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5

년간 자동차 게이미피케이션 시장은 18.28%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보고서는 게이

미피케이션 개념과 자동차산업에 선진 기술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또한, 게이미피케이션 기술에 의

해 분열된 핵심 산업 분야와 게이미피케이션을 이끄는 

트렌드, 그리고 자동차 분야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을 어

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 자동차산업부의 미나 수브라마니

안(Meena Subramanian) 연구원은 “자동차산업에서는 

판매 촉진과 투자수익(ROI) 개선, 기업 내 직원 간의 상

호작용, 그리고 높은 고객만족도를 지원하기 위해 게이

미케이션 기술을 수용하고 있다. 혁신 및 기술 융합으로 

자동차 기업들은 아직 손길이 닿지 않은 성장 기회들을 

잡기 위해서는 다른 산업 분야와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예로 BMW Connected와 Amazon 

Prime Now service 통합을 들 수 있다.”고 전했다.

자동차 게이미피케이션 기술 개발 상황과 트렌드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 웨어러블, VR, AR, 생체인식, 몸짓 인식, 그라피티 

벽(Graffiti walls), 로토스코프(Rotoscope) 기술,  

QR 코드, 홀로그래픽 프로젝션, 클라우드 기반 모

바일, 웹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차산업에 쓰일 주요 

기술들로 꼽히고 있다.

• 생체인식은 자동차산업에서 주목받고 있는 핵심 기술 

중 하나이다. 자동차 생체인식 부문에는 빌트인(Built-

in, 휠과 자석에 바이오 센서)과 브로트인(Brought 

-in, 스마트폰과 스마트 워치, 스마트 안경, 피트니

스 밴드),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되

어 있다.

• 자동차 OEM사들과 티어 1 공급사, 모빌리티 운영

사, 기술 전문 기업들이 생체 인증과 AI, 머신러닝

과 같은 선진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통합 게이미피케이션 기술 도입으로

자동차 에코시스템 성장을 도모

- 게이미피케이션과의 기술 융합이 자동차 에코시스템 성장 기회를 확장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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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분야에서 각광받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배

터리 관리 시스템(BMS : Battery Management System) 

시장이 어마한 기술적 혁신과 성장을 크게 겪고 있다. 

전기자동차에 관한 수요 증가와 데이터 수집 방식 강

화, 열 관리 기법 개선, 그리고 에너지 혼합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 BMS 시장 성

장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사용하기 쉬운 기능들과 

과하지 않은 설계, 그리고 무선의 사전 예측이 가능한 

BMS는 빠르게 진화하는 에코시스템에 많은 성장 기회

들을 주고 있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 한국 지사가 발표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새로운 혁신(Emerging Innovations in Battery 

Management Systems) 보고서’는 의료와 통신, 가전 

제품,  유틸리티 그리드 등 BMS를 사용하는 응용 분야

들을 분석했다. 또한 향후 전망과 도입 동향, 전략적 인

사이트, 주요 혁신에 초점을 맞춰, BMS 분야에 새로운 

혁신과 기술 개발을 살펴보고 있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 테크비전팀의 코우탐 쿠마 칸나다

산(Kowtham Kumar Kannadasan) 연구원은 “최근 들어 

배기가스 문제로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관한 수요

가 급증하면서, 자동차 부문에서의 BMS 혁신이 BMS 시

장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충

전식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진동으로 인한 전기 노화 특

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첨단 BMS 솔루션 생산

을 위한 R&D에 크게 투자하고 있다.”고 전했다.

BMS에 관한 주요 개발 및 성장 기회들을 아래와 같

이 나열했다.

• 앞으로 5~7년간 데이터센터 산업에서 전자 설계와 

전기화학, 셀 모델링이 강화된 대규모 BMS에 대한 

필요성 증가

• 향상된 사전 예측 및 진단 기능과 함께 BMS 통합, 

그리고 BMS 안전 기준을 높이기 위한 다중 산업 

인증

• 포크리프트 트랙킹 시스템에서의 응용 가능성이 

   효율적인 차량 데이터 관리로 연결

• 스마트폰과 데스크톱 컴퓨터, 랩톰과 같은 무선 전

원 기기의 충전 배터리와 서브 시스템 전원 공급

• 더 나은 배터리 관리 기술 개발을 늘리는 소재 과

학 개선

• 고속 단발 방전과 배터리 팩의 건강 상태(SoH : State 

of Health)를 관리하는 BMS의 필요성에 의해 송

전탑 및 무선 교환국에서 전력 백업

• 음성 피드백과 무선 연결로 많은 용량의 배터리

   팩이 필요한 의료 및 피트니스 산업에 응용

칸나다산 연구원은 “현지 제조사들의 수가 많아지면

서 표준 제품 인증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품질에 영향

을 미치는 여러 사양의 제품들을 제공하고 있다. 실내 

온도 조절과 온-보드 엔터테인먼트, 좌석 난방과 같은 

고급 기능 도입이 많아지면서, 제조사들에게 시스템을 

덜 복잡하게 설계하면서 추가 기능들을 수행하는 BMS 

모델들을 개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겨주었다.”고 말했다.

와해성 혁신과 애플리케이션이 

배터리 관리 시스템 시장을 활성화시켜

- 자동차 분야에서의 활발한 R&D가 첨단 BMS 솔루션 개발에 박차를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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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이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 경제 

모든 분야에 단계적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AI와 IoT, 

셀프 서비스 가상화, SQL(Structured Query Language)

과 같은 ICT 분야의 와해성 기술 혁신이 다양한 응용 

분야들과 시장들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빅데이터 시장

은 현재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

부 지원 기술들의 발전과 더불어 수많은 기술들의 융합

을 경험하고 있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 한국지사가 발표한 ‘빅데이터를 

이끄는 기술 발전(Technology Advancements Shaping 

Big Data Progress) 보고서’는 기술 융합을 통해 빅데

이터 분야가 안고 있는 문제들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

라,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잠재력

을 가진 ICT 내 주요 기술 개발 분야들을 식별한다. 해

당 기술로는 AI와 IoT, 자가 서비스 가상화, SQL, 인메

모리 컴퓨팅(In-memory computing), 가상현실, 소프

트웨어 기반 가상 머신, 센서 데이터, IDaaS(Identity-as 

-a-Service)가 있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 테크비전팀의 수압나딥 나약(Swap 

nadeep Nayak) 연구원은 “디지털과 컨넥티드 시대인 

만큼 현재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고객 데이

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기존의 빅데이터 솔

루션들은 개인의 사용 지식으로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 

과거 데이터에 관한 분석과 행동에 관한 인사이트만을 

빅데이터와 IoT, 그리고 AI가 

차세대 애플리케이션을 이끌어

- 빅데이터 발전에 가상화 기술과 브레인 컴퓨팅 인터페이스에 대한 

   새로운 성장 기회들이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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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수 있었다. 숙련된 인적자원이 부족한 것 역시 

인사이트의 수준을 더욱 제한시켰다. 최근 AI가 발전하

면서 개발자들은 데이터 간의 숨겨진 관련성들을 밝힐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최소한의 데이터 입력으로 데

이터 분석 과정을 크게 용이하게 만들어 빅데이터 성능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빅데이터 발전으로 향후 상당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 부문들은 아래와 같다. 

•가상화 기술 : 빅데이터 도입을 가속화시키는데 있

어 가상화 기술이 앞으로 더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리얼리티(Reality) 기술 역시, 보다 더 정교하

고 사용하기 쉬운 상호작용 시스템으로 혁신을 위한 자

금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기술들이 기업 사용자들의 

눈길을 더욱 끌어모아, 단순화된 빅데이터 툴에 대한 

수요를 크게 높힐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리얼리티 기

술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5G 무선과 같은 차세대 무

선 기술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다.

•브레인 컴퓨팅 인터페이스(BCI : Brain Computing 

Interface)의 발전 : 연구기관들이 HMI(Human-Machine 

Interaction)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으로 빅데이터와 BCI, 그리고 AI가 융합해 미래 유망한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현재 컴퓨팅 인프라와 더불

어, 데이터 확장성과 대화형 인터페이스, 그리고 가치있

는 인사이트의 신속한 전달, 이 3가지 핵심 과제를 해결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약 연구원은 “빅데이터 발전을 이끄는 주요 기업들

로는 Amazon, Google, Oracle, Microsoft, Facebook, 

Cloudera, Presto, Actifio, Red Hat, IBM이 있다. 이

들 기업들이 앞으로의 빅데이터 성장을 이끌고 새로운 

핵심기술들에 대한 시장 기회들을 강화시킬 것이다. 또

한 이들은 여러 지역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다.”라고 전했다.

5G가 출시되면 아시아 태평양 통신업계에 변화의 바

람이 불 것이다.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는 동시에 데이

터 비용은 낮아지고, 새로운 산업들이 등장하면서 모바

일 네트워크 사업자(MNO)들과 고정 광대역 제공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현재 4G 보급률이 10%로, 4G 시장도 아직 성장단계

에 머물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에게 4G와 더불어 5G의 

높은 구현 비용과 서비스 수요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한

아시아 태평양 5G 조기 시행에 

모바일 네트워크사의 신중한 전략과 

강력한 정부/규제 지원이 요구돼

- 가격대 관리를 위한 선택 시장 및 스펙트럼/네트워크 공유에 

   초기 집중하는 것이 5G 도약을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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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다. 고객 이동을 관리하면서 기존의 2G/3G/4G 

MNO 네트워크 및 서비스 포트폴리오에 5G를 효율적

으로 적용하는 것 역시 어려울 것이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의 쿠아 메이 리(Quah Mei Lee) 

연구원은 “5G가 국가 경제성장 및 디지털 경제 변화에 

공헌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정부와 업계 규제기관들을 중심으로 5G를 통해 인터넷 

속도가 더 빠르도록 압박할 것이다. 여기에 기업 차원

의 5G에 대한 실제 투자 규모가 알려지지 않았고,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모델들이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는 사

실들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고 전했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 한국 지사가 발표한 ‘아시아 태

평양 지역 5 G 분석 보고서(5G in Asia-Pacific, Forecast 

to 2022)’는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와 네트워크 장비 

공급업체, 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2022년까지의 아태

지역 5G 시장을 조사해 전망한 보고서이다. 5G의 주요 

기능과 사용 사례, 잠재적 시장 크기, 출시 기간, 가능한 

주파수, 스펙트럼 고려사항, 그리고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를 위한 5G 구현 방식에 대해 조사했다. 미국과 

유럽, 영국 시장에 대한 글로벌 벤치마킹과 더불어 한

국과 일본, 중국, 홍콩, 대만,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

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캄

보디아,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라오스 

등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은 2022년 아시아 태평양 5G 서

비스 가입 고객이 2억8,40만명에 달하면서 45억 달러

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매출을 낼 수 있는 5G 사용 사례 또는 특정 사용 사례

들에 대해 고객들로부터 충분한 수요가 없다면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4.5G로 업그레이드하여 5G 업그

레이드를 최대한 미루는 것이 비용면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나 개발도상국에서는 5G와 함께 스펙트럼 

및 네트워크 공유가 기대된다. 네트워크 공유를 통해 필

요한 사이트 수는 30~40%, 자본 지출은 20-30%, 운

영비는 25~30%까지 줄일 수 있다. 실제로 각국의 규제 

당국들은 스펙트럼 부족을 극복하고, 초기에 적정 가격

으로 5G를 도입하기 위해 스펙트럼/네트워크 공유를 

의무화할 수도 있다.

메이 리 연구원은 “스마트폰을 비롯해 5G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장비들의 가격들을 대중화된 가격대로 책

정할 수 있을 때가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5G를 

선보이는 적절한 트리거 포인트(Trigger point)가 될 

것이다. 빠르면 2023년 또는 2025년 되서야 실현될 것

이다.”라고 전했다.

그 사이, 5G개발로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 네트워

크 장비 제조 등의 산업에서 수익을 높힐 수 있는 기회

들이 나타날 것이다 사업모델 수립에 중요한 첫걸음이

자 5G 상용화로 가는데 필요한 단계인 현지 수요를 이

해하는데 있어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시범사업

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솔루션 개발 시간

과 파트너십, 그리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사업모델들이 

필요하다. 다른 혁신과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5G 사용 

사례들을 규제들을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5G는 디지털 사업을 현대화시키고 변화시키는데 주

요 역할을 할 것이며,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산업에 기회들을 줄 것이다. 

하지만 2020년까지 5G를 구체화가 되기 앞서 풀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스트 앤 설리번 한국지사(miok.

lee@frost.com)로 문의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