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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티드 카 서비스 동향
박 석 지

미래기술공학연구소

Ⅰ. 개  요 

미래 전파서비스는 이동 통신의 스마트화 및 무선 인터

넷 기능 고도화에 따라 인터넷 접속에 의한 e-메일이나 화
상의 송수신, 웹 컨텐츠 열람, 항공권이나 티켓 예약, 은행
계좌이체 등 금융 서비스, 사용자의 위치 파악 등 사회생활
에서의 이용 형태가 다양한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 그 결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파 이용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이용도 확대되어 향후 사회생활에서 개개인이 이용하는 전

파이용기기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 십대를 이용하는 수준으

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기존의 이동통신
분야를 비롯하여 의료, 에너지, 교육, 가정/사무실/공장, 교통
/자동차/도로, 물류 및 안전/보안, 재난방지 및 안보, 농산물
관리 및 의료품 관리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다양한 Hot- 
spot 관리, 원격미디어 서비스 분야 및 사물통신을 이용한
M2M(Machine to Machine)/IoT(Internet of Thing) 등 분야에서
다양한서비스가등장하고, 혁신적인시장을만들어가고있다.
특히 최근에는 자동차, 도로, 교통시스템에서 전파서비스

가 활용되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이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서비스는 이러
한 이용자 니즈에 따라 급속히 관심과 기술개발 및 표준화

가 진행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커넥티드 카 서비
스에 대한 개념과 기술구성 및 세계 주요국의 정책동향 및

주요 참여기업의 서비스 개발 동향과 표준화 동향을 설명하

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커넥티드 카 서비스는 스마트폰 및 모바일

인터넷서비스의 발전과 확산으로 인하여 차량 안에서 소비

자가 희망하는 욕구가 반영된 서비스로 미러링크로 대표되

는 미디어 콘텐츠 스트리밍과 다양한 자동차용 애플리케이

션 서비스 등이 스마트폰과 자동차의 연결로 구현되고 있

다. 그 결과, 커넥티드 카 서비스는 IoT와 스마트카 기술이
융․복합하면서 ‘텔레매틱스+인포테인먼트+이동통신 네트

워크기술’이 통합된형태로진화하여궁극적으로플랫폼및 
솔루션이 차량 내에 탑재되어, LBS, ITS, 그리드, 스마트하
이웨이 등과 결합하여 향후 자율주행차로 성장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이러한 동향에따라 글로벌시장 중심으로 

‘IoT 융 복합기반의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개발동향과 
시장전망’을 조망하고, 연관된 정책동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 커넥티드 카 서비스 개념과 서비스 구성 요
소 및 향후 커넥티드 카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3절에서는 
국내외 커넥티드 카 서비스시장 동향과 전망, 4절에서는 커
넥티드 카 관련 핵심기술개발 및 표준화동향, 5절에서는 주
요국의 커넥티드 카 관련 정책 동향을 제시하였다.

Ⅱ. 커넥티드 카 서비스의 개념과 발전방향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는 아직까지 명확히 정립된
개념이 없으나, [그림 1] 개념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량
내 기기 또는 외부 망과의 연결 등 자동차에 네트워크 접속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 내에서도 다양한 정보 서비스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

다. 자동차를 3G/LTE 등 네트워크와 연결해 실시간으로 맞

[그림 1] Connected Car 개념도.

자료: KT 경제경영연구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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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형 양방향 서비스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동차를 스마트

디바이스(Smart Device)화하는것이다. 최근에는네트워크연
결에서 더 나아가 차량과 차량 간(V2V, Vehicle to Vehicle)
통신, 차량과 인프라 간(V2I, Vehicle to Infrastructure) 등 향
후 사물 간 통신까지 영역을 확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커넥티드 카서비스 개념은기존의 커넥티드카 서비스가 

차량 안전 중심 서비스를 바탕으로 기본 정보만을 제공하는

텔레매틱스 서비스였지만, <표 1>의 주요 자동차 기업의 2
세대커넥티드카서비스에서보는바와같이, 스마트폰과네
트워크의 발전에 따라 차량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앱 콘텐츠 활용 및 더 빠른 정보 서비스 제공이 중심이 된

2세대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
사용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최근 들어서는 유저 수요(실
시간 도로/목적지 정보 등) 및 운전자 경험(음성 제어/ 터치
스크린 등)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커넥티드 카 서비스는 개인화, 양방향, 실시간 서

비스 제공을 위한 텔레매틱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갖추
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텔레매틱스(Telematics)는 차량
의 위치파악기술,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무선 통신망과 차
량 내 단말기를 통해 차량, 운전자, 탑승자에게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최종 사용자에게 공급되

기까지 텔레매틱스 서비스 사업자, 칩셋 공급업체, 모듈 업
체, 단말제조업체, 이동통신사업자, 솔루션 개발 등 다양한
업체들이 연관되어 있다. 반면에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표 1> 주요 자동차 기업의 2세대 커넥티드 카 서비스

사업자 GM Ford Toyoda Audi

출시일 2010 2010 2011 2013

주요

기능

․차량안전

진단

․실시간응급

구조

․정기차량

진단

․모바일연결

․긴급구조

․차량진단

․911 자동
연결

․정기차량

진단

․모바일연결

․정보지원

․정보지원

․내비게이션

․모바일연결

․정보지원

․실시간정보

제공

․모바일연결

․내비게이션

자료: Wireless Intelligence(2013), KT경제경영연구소(2012), 각
사 홈페이지.

시스템은 정보(Information)과 오락(Entertainment)의 합성어

로, 정보 전달에 오락성을 가미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기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CD/라디오 등의 오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쳤으나, 커넥티드 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은 내비게이션이나 계기판, DMB, MP3, 사진 뷰어 등을 내
장하고, 여기에 모바일 운영체제를 탑재함으로써 외부기기
와의 연결까지 가능한 통합적인 차량 내부 시스템으로 진화

하였다.
또한 서비스 대상에 따라 커넥티드 카 서비스의 주요 기

능을 보면 <표 2>와 같다.
커넥티드 카 서비스의 발전은 안전성, 편의성 및 연결성, 

친환경성 등 기능향상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안전성을
위하여 차선이탈 경보시스템, 차선유지지원시스템, 후측방
경보시스템, 능동형 안전시스템, 스마트쿠르즈컨트롤 등 예
방 안전 기술이 진화하고 있고, 운전자 사이드 무릎 및 보행
자 에어백, 밸트백, 액티브후드시스템 등 충동안전을 위한
기술이 진화하고 있다. 편의성 및 연결성을 위하여 카 인포
테인먼트 중심의 IT기술 이용이 확대되고, 4G 인터넷서비
스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WAVE(Wireless Access Vehicular 
Environment) 이용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와 연결하고, 
고속무선통신, 모바일 앱 등 클라우드 모빌리티 서비스 제
공을 위하여 클라우드 환경기반의 서비스 제공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차량 내 기기 또는 외부망과의 연결 등 자동차에 네

트워크 접속 기능을 접목시켜 자동차 내에서도 다양한 정보

<표 2> 서비스 대상에 따른 커넥티드 카 서비스 기능

운전자를 위한

커넥티드 카

승객을 위한

커넥티드 카

차량을 위한

커넥티드 카

․실시간 도로 정보

․내비게이션

․주차 보조 기능

․기상 정보

․엔터테인먼트

․친화경 주행

․클라우드 서비스

․차량 앱

․스트리밍 비디오

․모바일 오피스

․안내 서비스

․기상 정보

․소셜 미디어

․게임

․앱 액세스

․정비/진단
․차량 추적

․차량 간(V2V) 
통신

․차량과 인프라

(V2I) 통신
․텔레매틱스 및

보험 추적

․eCall 및 응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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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넥티드 카는

궁극적으로자율주행차를목표로하고있다. 자율주행차(Self- 
driving Car, Autonomous Car)는일반적으로사람이탑승한상
태에서 사람의 개입(제어)없이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차량을
의미한다. 무인자동차(Unmanned Vehicle, Driverless Car)는사
람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차량을

의미하나,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3년 3월
Google의 자율주행차가 80만 마일 무사고 운행을 기록하였
고, 유럽에서는 Mercedez-Benz가 2013년 9월 S500 Intelligent 
Drive 연구차량으로 100 km 시범자율주행에 성공하였으며, 
일본에서는 Nissan이 2013년 8월 자율주행차 Leaf를 공개한
바 있다. Morgan Stanley 보고서에 의하면 2026년에는 자율
주행차 대중화를 위한 관련 기술과 인프라가 완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Ⅲ. 국내외 커넥티드 카 서비스 시장동향과 전망

커넥티드 카 서비스 시장은 교통정보, 콜센터 지원, 그리
고 웹기반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차량 내 서비스 부문(Servi- 
ces)과 CRM과 같은 텔레매틱스 서비스 제공 부문(TSP), 모
바일 데이터 트래픽과 같은 연결성 제공 부문(Telecom), 텔
레매틱스 제어 유닛과같은 하드웨어 부문(Hardware)으로 분
류된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발표한자료에따
르면, 아래 [그림 2]에서보는바와같이 2013년세계시장규
모는 223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20.2 % 성장률을 보이며, 
2017년 46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비스(Services) 부문은 2013년 156억 달러 규모에서 연

평균 16.6 % 성장률을 보이며 2017년 288억 달러 규모로 성
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동차와 인터넷 기술 융합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사업 기회가 제공되겠지

만, 커넥티드카의 서비스 분야는 스마트폰과차량이연결되
어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하는 형태가 주를 이룰 것으로 전

망되었다. 자동차와 통신망이 연결되어 다양한 정보를 통신
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인 텔레매틱스 서비스 제공(TSP) 부
문은 2013년 29억달러규모에서연평균 16.2 % 성장률을 보
이며, 2017년 5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과 같은 연결성 제공 부문(Telecom)

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CAGR
(%)

Ser-
vices

15,550 18,448 21,440 24,793 28,750 16.6

TSP  2,944  3,498  4,041  4,653  5,361 16.2
Tele-
com

 1,526  2,058  2,716  3,469  4,387 30.2

Hard-
ware

 2,297  3,176  4,666  6,297  8,059 36.9

합계 22,318 27,180 32,863 39,212 46,558 20.2

[그림 2] 세계 커넥티드 카 서비스 시장동향과 전망(단위: 백
만불).

자료 :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GSMA, 2013. 2).

은 2013년 15억 달러규모에서 연평균 30.2 % 성장률을보이
며, 2017년 4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텔레매틱스 제어 유닛과 같은 하드웨어 부문(Hardware)은

2013년 23억 달러 규모에서 2017년 81억 달러 규모로 성장
할것으로전망되며, 36.9 %의가장높은연평균성장률을보
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각 부문별 2013∼2017년의 시장점유
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차량 내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텔레매틱스 제어 유닛과 같은 하드웨어 부분과

텔레매틱스 서비스 제공부문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내의 경우, 아래 <표 3>과 같이 주로 스마트폰을 통한

차량의 원격 제어 및 차량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현대
와 기아가 제공하고 있는 BlueLink와 UVO 서비스는 내비게
이션, 원격 차량 제어 등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나, 현대차
의 BlueLink는 원격 조정 등에 중점을 둔 텔레매틱스 서비
스를 강조하고, 기아차 UVO는 음성 인식 기능을 강조해 정
보와 엔터테인먼트를 강조하며, 각사의 서비스를 차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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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내 커넥티드 카 서비스 동향

업체 서비스 주요 내용

현대

차

Blue-
Link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날씨 정보, 음성으
로 문자메시지 전송

‣내비게이션 연동 서비스와 차량 문 개폐

및 시동 서비스 제공

스마트

커넥

티비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과 연동하여 콘텐츠
활용 편의성 극대화

  - 차량 내 구축된 와이파이와 이동통신망
을 활용

통합정보

시스템

‣멀티미디어와 내비게이션, 텔레매틱스는
물론 차량의 공조 정보와 운행 정보를 8 
인치 모니터에 표시

기아

차
UVO ‣MS와 공동 개발, 음성인식으로 오디오, 미

디어 기기 작동

르노

삼성

모바일

텔레

매틱스

‣SKT와 모바일텔레매틱스 공동 개발, 내비
게이션과 원격 제어, 도난방지와 긴급구조
통신, 자동차 원격 검침 등의 기능을 제공

스마트

엔트리

시스템

‣카메라, MP3, PDA, TV 기능을 하나로 통
합해 휴대폰으로 자동차의 문 개폐 가능, 
조명 및 시트 조정 가능

고 있다.

Ⅳ. 커넥티드 카 관련 핵심기술개발 및 표준화 동향

자동차는 언제나 사고 발생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
는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기 때문에 자동차 메

이커들을 중심으로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추

진되고 있다. 이 중에서 차량이 주행 중 도로 인프라 및 다
른 차량과 지속적으로 상호 통신하며, 교통상황 등 각종 정
보를 교환 및 공유하는 V2X가 주목받고 있다. V2X는 자동
차끼리 직접 또는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인프라와 전방 교

통정보, 차량접근, 추돌 가능성 등의 정보교류 및 운전자에
게 알린다는 점에서 사고를 예방하거나, 연속 사고 발생 방
지에 효과적이다.
자동차 내부 통신(IVC)을 위하여 LIN(Local Interconnect 

Network), CAN(Controller Area Network), 플렉스레이(FlexRay) 
등다양한차량내통신규격이사용되고있다. 이중에서 LIN

[그림 3] 커넥티드 카 부문별 시장점유율 현황 및 전망.
자료 :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GSMA, 2013.2).

과 CAN은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차량 내 통신 규격으로
각각 최대 속도가 40 kbit/s, 1 Mbit/s이다. 플렉스레이의 경
우, 10 Mbit/s로 CAN보다 빠르다. 원가 때문에 어떤 한 가지
통신 표준을 따르기보다는 구현 기능에 따라 네트워크 표준

을 달리 쓰고 있다. 최근 주목받는 차량용 네트워크 기술은
이더넷이다. 이더넷은 속도가 100 Mbit/s로 플렉스레이 대비
100배나 빠르다.
자동차 간 통신 기술은 자동차의 이동성, 연산 능력, 가용

전력량 등 특징에 따라 크게 Mobile Ad-hoc Networks(MA- 
NETs), Wireless Mesh/Sensor Networks, 자동차 네트워크로
분류할 수 있다. 자동차 네트워크는 Wi-Fi(IEEE 802.11 b/g), 
WiMAX(IEEE 802.16e) 등 무선통신 기술에 의해서 구성하고 
있다. 특히 IEEE 802.11p로불리는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s (WAVE)는 자동차용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설
계되었다. WAVE 통신을 위해선 각 자동차들이 WAVE용
모듈을 포함하고 있는 OBU 탑재하고 있다. WAVE를 통해
자동차들은 스스로 네트워크를 구성, 주변 자동차와 충돌
방지 등 안전 기능을 위하여 차량위치, 속도, 가속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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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다.
자동차와 인프라 간(V2I) 통신에는 RSU(Road Side Unit)

가 인프라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다. RSU가 존재하지 않
는 환경에서는 IEEE 802.11a/b/g/n WLAN, IEEE 802.16e 
WiMAX 및 상용 이동 전화망을 직접 이용할 수 있다. 향후
유망한 자동차 네트워크들 중 하나는 IEEE P1609(WAVE)와
IEEE 802.11p, Dedicated Short-range Communications(DSRC)
를 결합한 시스템으로전망되고 있다. 네트워크 계층부터 어
플리케이션계층까지를담당하는WAVE 프로토콜계층은효
율적인 전송을 위한 네트웍 자원관리, 암호화 인증과 같은
보안지원, 자동차 이동성을위한 주소체계와 라우팅을포함
하는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으며, IEEE 802.11p는 IP네트
워크와 WAVE Short Messages Protocol(WSMP)을 지원하는
데이터 링크 계층 표준을 정의하고 있다. DSRC는 5.9 GHz 
대역에서 정의된 7개의 10 MHz 채널들을 사용하여 최대 1 
km까지 통신이 가능한 물리 계층 표준이다. 또한 이더넷은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근거리 통신 네트워크로 이미

IT 산업에서 검증된 기술이다. BMW와 폴크스바겐 등 글로
벌 완성차 업체들이 이더넷을 적용한 신 모델을 출시하고

있으며, 2016년 전후 많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이더넷
을 차량 네트워크로 적용할 예정으로 수 년 내 차량용 주력

네트워크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러한 V2V 통신시스템을 위한 주파수 및 기술 이용 계

획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IEEE는 FCC가 면허불요대역으로
개방을 고려 중인 5.9 Hz 대역 기반의 802.11pWiFi 활용을
위한 무선랜, DSRC 기술 공존 연구를 수행 중이며, 유럽에
서는 C-ITS 운영을 위하여 5.9 GHz 대역 내 WiFi 이용을 고
려하고 있으며, WiFi 이용 시 간섭 및 공유에 대한 연구 진
행 중이다. 따라서 미국 및 유럽의 차량 간 통신 의무 탑재

[그림 4] WAVE 프로토콜 스택.

정책에 대비하여, 우리도 5 GHz 대역 기술 간 공존 연구 수
행을 통해 차량 간 통신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할 필요

가 있다.
IEEE 1609에서는 차량 간 통신프로토콜 WAVE의 표준화

를 진행 중으로 IEEE 802.11p를 물리 계층, 5.85∼5.925 GHz
의 전용 주파수 대역으로 사용하고 있다.

Ⅴ. 주요국의 커넥티드 카 관련정책 동향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커넥티트 카 서비스
의 개발 보급을 위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교통부(USDOT,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산하 RITA(Research and Innovative Technology Administration)
의 ‘Connected Vehicle Research’ 프로젝트를 통해 V2X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5년
에 걸쳐 진행되는 ITS 5개년 계획으로 이 프로젝트에서는
기술(technology),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정책 및 관련 조
직(policy & institution) 등 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V2X 
통신과 관련된 연구는 애플리케이션 항목 중 안전성(safety) 
부문에 해당한다. 차량간 통신에초점을 맞춘 것이 ‘Vehicle- 
to-Vehicle(V2V) Communications for Safety’ 프로그램으로 ‘Sa- 
fety Pilot’이라 불리는 실제 도로 현장에서의 테스트를 통해
관련 기술들을 검증하고 있으며, 정해진 테스트베드 상에서 
실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유효성을 검증하는‘Safety 
Pilot Driver Clinics’ 단계, 실제도로상에서 V2V 또는 V2I 통
신을위한 장치를 설치하고, 실제 상황에서의서비스유효성
을 검증하는 ‘Safety Pilot Model Deployment’ 단계 등 2단계
로 구분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CVIS(Cooperative Vehicle 

Infrastructure System)와 SAFESPOT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V2X 관련 기술 개발 추진하고 있다. CVIS 프로젝트는 유럽
ITS 전문기관인 ERTICO의 주관 하에 2006년 2월부터 2010
년 1월까지 실시하였다. 이것은 EU가 약 2억 유로의 지원금
을 제공하였으며, V2X 관련 단말 표준화, 차량과 도로장비
의트래픽및네트워크모니터링시스템구축등을목표로하

고 있다. 또한 ‘스마트 도로 상의 스마트 차량(Smart Vehicles 
on Smart Roads)’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European Com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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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on Information Society Technologies의 지원 하에 실시된 통
합연구프로젝트(integrated research project, IP)로 SAFESPOT
이 추진되고있다. 이프로젝트는 차량과 도로상의인프라를 
활용해 안전한 교통 시스템을 구축을 목표로, 범유럽 자동
차 연구조직인 EUCAR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컨소시엄에는 유럽 12개국의 차량 제조업체, 도로 운영업
체, 연구기관 등 52개 회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국토교통성, 경찰철, 총무성, 경제산업성 연

계하여 ITS Japan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ITS Japan 사업은
VICS, DSSS로 구성되어 있다. VICS(Vehic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는 중앙센터에서 수집, 처리된 교통
정체, 교통규제 등에 대한 도로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차내
장치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DSSS(Dri- 
ving Safety Support System; 안전운전 지원 시스템), V2I 통신
에 의해 운전자의 인지나 판단의 지연 및 잘못에 의한 교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의 일환으로 ‘안
전하고 친환경적인 사회(Greener and Safer Society)’실현을
위한 민관협력 프로젝트 ‘ITS Green Safety’를 추진하고 있
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성은지난 1991년부터 ASV(Advanced 
Safety Vehicle)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V2V와 V2I를 비롯한
최신 기술을 이용한 안전 운전 지원 시스템 탑재 차량을 지

칭하며, ASV 관련 기술의 개발, 상용화, 그리고 보급을 촉
진하기 위한 프로젝트 ‘ASV 추진계획’ 진행하고 있다. ASV 
추진계획은 5년 단위로 구분되며, 현재 2011∼2015년에 걸
친 ‘제5차 ASV 추진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Ⅵ. 결  언

이 논문에서는 커넥티드 카 서비스에 대한 개념과 기술

구성 및 세계 주요국의 정책동향 및 주요 참여기업의 서비

스 개발 동향과 표준화 동향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최근 세
계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사물인터넷 시장

을 중심으로 기술 표준을 선점하기 위하여 합종연횡 중이

다. 과거 치열한 경쟁상대로 대립했던 업체가 최근에는 제
휴관계를 맺는가 하면, 경쟁관계에 있는 단체나 기관에 참
여한 상태로 향후 승자의 편에 합류할 기회를 엿보기도 한

다. 급조된 제휴 관계이지만, 사물인터넷(IoT)이 촉발시킬

‘빅뱅’을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의 최선의 선택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일으킨 모바일 1차 대전은 구글의 안드로
이드 진영과 애플이 양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커넥티드 카 서비스와 스마트홈, 헬스케어, 웨어러블(착용
형) 기기 등 사물인터넷 기술로 대변되는 미래 시장은 춘추
전국시대에 가까운 양상이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
은 이 기술 표준 선점을 가장 우선의 목표로 하고 있다. 사
물인터넷 기술 표준을 위한 진영은 구글과 애플, 그 외 업체
들이 합종 연횡한 연합체 등 4∼5개로 두드러진 상태이다. 
커넥티드 카 서비스는 이러한 통신연합 외에도 벤츠, BMW 
등 유럽, GM, Ford 등 미국, Toyoda 등 일본 등 세계 적인
자동차 기업 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여 기술개발 및 서비스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동향 하
에서 우리도 관련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련기술개발은 물론, 서비스 이용을 위한표준화 
활동 및 서비스 도입이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Ⅶ. 요  약

최근 자동차, 도로, 교통시스템에서 전파서비스의 활용과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이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다,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서비스는 이러한 이용자 니
즈에 따라 등장하여 급속히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급속
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러한 동향의 커넥티드 카 서비스에 대한 개념과 기술구성

및 세계 주요국의 정책동향 및 주요 참여기업의 서비스 개

발 동향과 표준화 동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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