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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폰,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M2M 서비스 부문 

글로벌 최고 리더로 선정 
- 보다폰, 실행능력과 비전완성도에서 2년 연속 업계 선두 

- 보다폰 그룹의 기술력 … 세계적으로 중요하고 성공적인 M2M 활용의 기반 

 

2015년 9월 14일, 대한민국 서울 – 세계 최대 글로벌 이동통신 기업인 보다폰(Vodafone)은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에서 전세계 M2M(Machine-to-Machine)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최고 리더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실행능력’과 ‘비전완성도’를 기준으로 평가되었으며, 보다폰은 모든 항목에서 2년 연속 

업계 선두를 지켰다. 

 

보다폰의 M2M 총괄인 에릭 브레네이스(Erik Brenneis)는 “M2M은 경쟁이 치열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시장”이라며, “보다폰 네트워크의 크기 및 범위와 고객 만족을 위한 노력으로, 2년 연속 리더로 선정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다폰은 지난 20년 동안 전세계 M2M 고객들에게 커넥션을 제공해왔다. 보다폰 그룹의 기술력은 

스마트 미터링, 스마트카, 장비 관리, 모바일 헬스 등 세계적으로 중요하고 성공적인 M2M 

어플리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가트너 매직 쿼더런트 평가항목 중 ‘실행능력’에서는 해당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세부적으로는 전체적인 상업성, 가격 및 판매, 시장 반응 및 기록, 마케팅, 고객 경험 및 운영 

등이 포함된다. 또 다른 평가항목인 ‘비전완성도’에서는 시장 이해, 마케팅 전략, 영업 전략, 제품 판매 

전략, 비즈니스 모델, 업계 전략, 혁신, 그리고 지리적 전략 등이 고려된다. 

 

2015년 8월 26일, 에릭 굿네스(Eric Goodness), 킹유 풍(King-Yew Foong), 레이프올로프 왈린(Leif-Olof 

Wallin), 그리고 가트야 루드(Katja Ruud)가 발표한 ‘전세계 머신 투 머신(M2M) 서비스에 대한 가트너 

매직 쿼더런트’ 보고서의 전문은 해당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 

 

http://www.vodafone.com/business/m2m/vodafone-retains-leadership-position-in-gartner-magic-quadrant-for-managed-machine-to-machine-services-worldwide-2015-09-14


보다폰 M2M(Machine-to-Machine)에 대하여 

보다폰은 세계 최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이며, 음성, 메시지, 데이터와 유선 통신을 포함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다폰은 26개국에서 이동통신 사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55개국 이상의 

이동통신사와 파트너를 맺고 있다. 2015년 6월 30일에 집계된 바에 의하면, 보다폰은 4억4천900만명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보유하였으며 1,200만명의 유선 광대역 통신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vodafone.com을 참조하면 된다. 

 

매직 쿼더런트에 대하여 

가트너 (Gartner, Inc.)는 세계 최고의 IT 리서치 자문기업이다. 가트너는 자사 고객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기술과 통찰력을 제공한다. 보고서 작성 시, 특정 기업이나 제품 및 서비스를 지지하지 

않으며 높은 평가를 받은 기업의 기술을 도입하도록 조언하지 않는다. 가트너 보고서는 가트너 

연구기관의 종합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절대적인 사실이 아닐 수 있다. 가트너는 

어떠한 표현, 암시, 상품성, 적합성에 대해서도 보증하지 않음을 밝힌다. 

 

글로벌 웹 페이지 주소: http://m2m.vodafone.com/insight_news 

코리아 웹 페이지 주소: http://m2m.vodafone.com/ss/m2m/home/korea 

유튜브: http://www.youtube.com/playlist?list=PL6253EF719F0738A8 

트위터: @vodafone_m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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