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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 Benz가 1885년 현대적 자동차를 

발명한 이후,  자동차 산업의 장기적 핵심

주제가 되어 왔다.1 에너지 측면에서 점차

중요해지는 도전과제로 환경 보호를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의 감소와 연료 소모 감소

또는 대체 에너지 사용을 통한 연비 향상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 전기차, 연료

전지 차량과 같은 “차세대” 자동차들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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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차세대 자동차를 단지 에너지 관련 혁신과만 연계하는 것은 이동성(Mobility)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발전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안전성의 혁신 또한 핵심사항이며 아마도 동등한

수준의 중요성을 가지는 발전 방향이다. 자동차의 안전성이 중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미래 

자동차 및 관련한 시스템의 발전에 있어 점차 그 역할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

자동차 안전에 관해 널리 인지된 도전과제는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사고를 줄이거나

방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왔다. 오늘날 안전 관련 주요 개선 노력은 수동적인 측면과 능동적인

측면 모두를 포함하는데, 수동적인 측면은 개념과 기술적인 측면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성숙

단계에 있다. 그러나 능동적 안전 대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나, 데이터 수집과 처리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에는, 자동차의 안전성이 정보통신기술

(ICT)과 결합하여 Info-safety 2 라는 시스템 단위로 발전하여 정보 연동 이동성(Information-

Connected Mobility)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ICT를 통해, 안전 기술은 

에너지 효율성을 포함한 자동차 산업의 다양한 측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차량 안전성의 추구는 신기술의 도입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기회를 수반하는 지능형 교통체계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ITS))의 새로운 도약을 촉진하는 한 가지 요인이다. 더욱

이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기업들의 출현을 불러오고 기존 기업들의 역할을 변화시키는 등 산업

내 역학 관계를 뒤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이미 결정된 것은 아니다:

변혁의 시대가 펼쳐지기 전에 새로운 기술들이 극복해야만 하는 도전과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기술
(ICT)

최적화된 에너지 사용성
(하이브리드, 배터리 전기 및 

연료 전지차량 등) 
전지 충전 관련 전략 

경로 효율성 

수동적 안전성
능동적 안전성 

Info-safety 

Figure 1. ICT가 이동성에 있어 에너지 효율성과 차량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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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VE SAFETY: THE FOUNDATION

수동적 안전성은 우리가 알다시피 차량 안전성의 기본이 되어 왔으며 사고의 피해를 경감시키고,

탑승자들이 사고에서 생존하기 위해 의존하는 장치이다. 과거 50년간 차량 안전성의 상당한

발전은 대체로 수동적 안전성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1959년 Volvo가 자사의 PV544 차량에

3점식 안전벨트를 도입한 것은 초기 획기적인 사건들 중 하나이다.3 수동적 안전성은 차량

구조에 설계된 몇 가지 장치들을 포함하며, 자동차 범퍼, 크럼플 존(Crumple Zone), 에어백,

안전벨트, 머리 지지대(Head Restraint)와 어깨벨트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오늘날의 수동적 안전성은 탑승자 보호에만 국한되지 않고 차량의 주위환경의 안전 또한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수동적 안전성의 현대적 기능에는 보행자 보호 시스템— 충돌 발생시 보행자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재설계된 차량 기능 —을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동적 안전성 장치의 개발은 자동차 제조사와 공급자들이 담당해 왔지만, 안전성

평가 기관과 규제 당국의 노력의 산물인 신차평가 프로그램 (New Car Assessment Programme:

NCAP)등이 자동차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해 왔다. 규제당국과 NCAP은 관련 법률의 제정과

표준화 및 신차 안전도 평가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관련 기술의 발전 방향, 개발 및 전파에 

영향을 미쳐왔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수동적 안전성 특성이 적용된 차들을 전 세계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의 여지는 남아있다. 선진국에서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감소함에 따라, 이제

자동차 제조사, 공급업체, 규제당국 등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수동적 안전성 개선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안전 기술 또한 개선의 여지를 남겨 주고 있다. 최근에는 수동적

안전성 기술에 예측 능력이 적용되기 시작해 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안전벨트, 에어백, 기타 

장비들이 닥칠 사고에 대처하도록 해준다. 이러한 예측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동적

안전성 기술을 능동적 기술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ACTIVE SAFETY: THE SHIELD 

순전히 피해를 줄이려는 수동적 안전성과 다르게, 능동적 안전성은 위험한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사고나 부상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능동적 안전성은 교통량,

도로 상태와 구성, 인접한 물체 등과 같은 차량의 주변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수동적 안전성 기술과 함께 피할 수 없는 충돌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수동적

안전성이 널리 인지되고 활용되는 반면, 능동적 안전성은 아직까지 이러한 수준의 인식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이 영역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인적 과실을 제거하는 것으로, 1979년 인디아나

대학교에서 수행한 획기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원인의 93%를 인적 과실이 

차지하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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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 안전성의 적용: 전방충돌 경보 

전방충돌 경보는 (FCW: Forward Collision Warning) 일반적으로 레이더나 카메라와 같은

센서를 활용하여, 도로 위의 차량들을 포함한 물체들을 감지하여 충돌의 위험이 다가올 경우

운전자에게 이를 미리 경고해 줄 수 있다.

충돌을 예상하고 사전에 운전자에게 경고해 주는 이러한 안전 기술은 사고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2001년에 발표된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의 보고서에 따르면,이러한 시스템은 이론적으로 37-74 %의 다른

차량으로부터의 후방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5 

능동적 안전성의 예측 능력은 레이더, 소나 레이더, LIDAR (Laser Imaging Detection And

Ranging), 단안 카메라와 양안 카메라 시스템과 같은 고도화된 센서들을 활용한 결과물이다.

이러한 센서들은 다양한 환경을 감지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능동적

안전 기술은 이러한 센서들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

ECU)에 전달하고 상황을 평가하여 이에 따른 위험 상황에 필요한 대응을 자동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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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출발 
후방 교통 감지 경고
차고를 떠나기 위해 후진할 때, 위험 상황을 
감지하여 경고해 줌

레이더

후방 충돌이 임박한 경우 
소리와 LED 점멸을 통해 
경고해 줌

운전자에게 임박한 충돌을 
경고해 줌

운전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룸미러에 점멸 표시 

LIDAR

전방 자동차와의 근접도에 따라 
경고해 줌 

운전자에게 임박한 충돌을 
경고해 줌

충돌 위험에 반응하여 자동으로
비상 브레이크를 작동시킴 

카메라

각 상황에 적용되는 모든 센서를 나열하지는 않음 

반대 차선의 차량 존재 유무에 따라 
하이빔과 로우빔을 자동으로 전환함 

어둠의 정도에 따라 
헤드라이트의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함

고속도로에서
전방충돌경고 
목적지까지의 주행 중, 보이지 않는 교통 흐름과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경고해 줌 

야간 주행 시 

자동 하이 빔 
어둠의 정도에 따라, 헤드라이트의 밝기도 
주변환경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됨  

Figure 2. 다양한 운전 상황에 적용되는 능동적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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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브레이크, 조종장치, 에어백, 안전벨트(수동적 안전성과의 통합)와 같은 작동계

(Actuator)에 제어 신호를 전달하여 충돌을 막기 위한 필요한 행동을 취하게 한다. 

다양한 신호에 반응할 수 있는 능동적 안전 시스템들은 주행 상황과 지역 시장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상 주행환경에서는, Figure 2에서 예시된 후방 교통감지 경고,

전방충돌 경보, 자동 하이빔 등을 이용해 상황에 맞도록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더 나아가 이러한

시스템들 중 일부는 안전성 이외의 안락함/편의성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과 같은 또 다른 가치를

제공해 준다. 예로서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Adaptive Cruise Control)은 주행 중의 가속과

감속을 최적화하여 충돌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안락함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증가시켜 준다. 더 나아가 이러한 시스템들은 상이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다. 중국과 같은 경우, 지역적인 운전 관습과 아파트가 많은 도시 환경을 고려한 주차 보조

시스템이 필요하다.6 스웨덴에서는 동물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Volvo사가 동물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7

Trends and positive drivers

상품적인 측면에서는 능동적 안전 시스템은 하이엔드 고급차량의 영역에 해당하지만 점차 선

진국의 대중적 차량들에게도 보급될 것으로 기대되며, 최종적으로는 개발도상국까지 확대될

것이다. 2013년 Ford사가 2013 Ford Fusion과 같은 저가격대의 프리미엄 패밀리 세단 차량에

일부 능동적 안전 기술들을 도입한 사례와 같이 이미 일부 자동차 제조사들에서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8

지역적 이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능동적 안전성 분야의 시장 지속성을 위해서는 중국이나

아세안 국가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수요 창출이 요구된다.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이러한

시장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초기단계에서 신기술을 홍보하고 이후에 확산을 가속화하는데

상당히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국 판매용 차량들에 능동적 안전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 Geely Automobile사는 Gleagle GX7 차량에 360도 파노라믹 

영상 시스템을 도입하였다.9 Geely Automobile Holdings Limited의 상임이사인 Dr. Zhao

Fuquan는, “여전히 급성장 중인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고급차량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안전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능동적 안전 시스템에 대한 시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10 라고 말하였다.

시장 촉진 요인 측면에서는, 과거 수동적 안전 기술들과 마찬가지로, 규제와 NCAP의 진화 및

변화가 능동적 안전 기술에 대한 기대치를 높임과 동시에 기존 기술의 전세계적인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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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uro NCAP 평가기준에 자동 비상 브레이크 기능과 같은 능동적 안전성 평가 항목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들이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시장 인지도를 증가시켜 소비자의 수요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11

또 다른 시장 촉진 요인으로는 보험사나 리스사와 같은 서비스 공급자들의 능동적 안전 기술

에 대한 지지를 들 수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능동적 안전 기술의 도입이 사고를 감소시켜

보험 상품에 대한 운전자들의 보험료를 낮추도록 해준다. 논리적으로 낮은 보험료는 운전자

들에게 능동적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게 만드는 동기가 될 수 있다. 일부 리스사들은 능동적 안전

시스템 도입을 통해 수리비를 감소시키고 차량 다운타임을 줄여 수익을 늘리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리스사의 지지는 사용자들에게 능동적 안전 시스템의 유용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능동적 안전 시스템에 친숙해 지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12

Player dynamics

능동적 안전 시스템은 전통적인 차량 기술보다 반도체와 제어장치 등을 포함한 첨단 전자기술에

훨씬 더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는 산업 가치사슬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정 공급업체의 형태로 새로운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능동적 안전 시스템 개발에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들과

그들의 부품 공급업체들은 전통적으로 자동차 기술개발에 동인 역할을 해왔으나, 첨단 지능

안전 기술의 급격한 증가는 이들 중 많은 기업들로 하여금 수많은 새로운 기술들과 이들을

통합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짧은 시간 내에 익히는 데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일부 기업은 특정 기술

또는 그 기술을 소유한 공급업체의 인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다른 기업들은 그들과의

협력을 통한 개발방안을 선택하고 있다.  

Figure 3. 능동적 안전성 확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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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의 확대 
•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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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리스사 )

• 원가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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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ing the challenges
물론 능동적 안전성을 가능케 하는 기술적 경이는 무료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운전자 보조

장비들과 이들이 필요로 하는 능동적 안전 시스템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비용은 

매우 비싸질 수 있다.

이상적인 능동적 안전 시스템은 최소한도의 하드웨어 부품들을 사용하면서 최대한 많은 기능을

갖춘 시스템이다. 그러나 실제로 센서들의 최상의 조합을 결정하는 일은 극히 어려운 문제이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저가 차량에도 능동적 안전 기능의 추가를 고려하고 있지만, 대중적 보급을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비용이 크게 감소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가지 방안은 한정된 기능의 능동적 안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애프터마켓에서 판매하는 방안이다. 이런 방식은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또는 어쩌면

전혀 관계 없는 기능들로 구성된 비싼 옵션 패키지를 구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가격 적정성은 단순한 시스템이 차량에 설치하기 쉽다는 일반적인

법칙에서 기인한 것이다.13

또한, 보다 고가의 최신 기술은 신형 차량들에 적용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구형 모델들은 적절한

가격으로 애프터마켓에서의 판매가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애프터마켓 솔루션들은 사후적으로

추가가 용이하며, 특정 자동차 모델들에 기본적으로 능동적 안전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가격 적정성과 장비 유연성이라는 장점을 기반으로, 애프터

마켓 솔루션은 특히 개발 도상국 시장에서 능동적 안전 상품의 보급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방안은 능동적 안전 기술을 위한 공통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다. 다양한 센서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통합, 처리하며 다수의 능동적 안전 기능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플랫폼은 불필요한 하드웨어를 제거하고 전체적인 시스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플랫폼이

기능하는 한 가지 방식은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수집, 결합하여 단일의 정확한 상황평가를 통해

적절한 구동장치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14 공통 플랫폼의 추가적인 장점은 새로운

개발자들로 하여금 공통 플랫폼에서의 특정 기능의 개발에만 집중하도록 장려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효율적인 자원의 분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앞부분에 언급된

다양한 필요와 요구사항에 맞춰 추가적인 기능 개발에 대한 여지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THE NEXT STAGE OF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CONNECTED 

MOBILITY 

수동적 차량 안전성은 능동적 차량 안전성 개발의 기반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차량의 직접적인

주변 환경을 센서로 측정하여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센서들에 의해 수집된 정보를 차량간에 그리고 차량과 주변환경 간에 공유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V2X (Vehicle-to-X, X 는 다른 차량, 기간시설, 도로 등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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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의 영향

차량 구조

안전벨트 에어백

측정> 
처리 > 

충돌 회피 / 충격완화

운영

3. CONNECTED MOBILITY
• INFo-SAFETy는 V2X 통신을 

통해 안전성을 증가 시킴

• 에너지/교통 등 효율성 개선 

• 다양한 산업으로부터의
새로운 참여자 증가 (IT, 통신 등) 

2. ACTIVE SAFETY 
• 차량 주위 환경에 반응하여 

차량 경보, 정지 또는 조작 

• 전자부품, 반도체, 제어장치 등을 
제공하는 특수 부품업체들의 
시장 진입 1. PASSIVE SAFETY 

• 사고시 피해 경감  

• 주요 산업 참여자들은 자동차 
제조사들과 부품업체들임.  

안전도 혁신 수준

Figure 4. 안전 혁신의 단계

기술의 주요 개념이다. 

"Info-safety"이라고 불리는 개념은 네트워크화된 이동성 환경이라는 보다 큰 비전에 기여하고

있다. "연결된 이동성(Connected Mobility)" 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이러한 환경은, 지능형교통체계

(ITS)의 다음 진화 단계이다. 이는 환경 내 다양한 정보 센서, 포털, 센터들로 구성되며, 그들은

함께 보다 발전된 활용을 목적으로 정보의 측정, 교환, 취합, 처리 및 저장을 수행하게 된다. 

오늘날의 ITS와 비교하여, 미래의 차량들은 (능동적 안전 시스템을 통해) 측정하고 공유하는

정보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모바일 센서로서 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센서들의

활용은 네비게이션 기술과 도로변의 센서 정보 등의 제한된 정보만을 활용하는 현재의 ITS 기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ITS 센서들이(GPS 센서를 제외하고) 고정되어 있는 반면, 차량 센서들은

이동이 가능하다. 모바일 센서들의 통합은 감시 범위를 확장시키고 상황의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능동적 안전 시스템은 주로 승용차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정보 가용성은 연결된 이동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의 응용범위가 능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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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시스템과 관련 센서들을 적용한 버스, 트럭, 개인용 이동 차량 등 모든 운송 수단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센서 네트워크의 대두는 어떤 면에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인상적이지만, 연결된 이동성의 도입을

둘러싼 광범위한 질문들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방대한 정보의 축적을 통하여 무엇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누구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으며, 이를 통해 누가 돈을 버는가? 마지막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의 실현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e value of data 

연결된 이동성은 방대한 지구 공간적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연결된 이동성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의 목록은 금융

시장 분석가가 아닌 사람들에게조차 흥미로울 수 있다. 차량 수준에서는, 원격 차량 대 차량 또는

차량 대 기간시설 통신을 통해 안전성뿐 아니라 운전 중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가다

서다의 반복과 교통에서의 공회전은 에너지 낭비의 중요 요인이다. ) 차량 외에서는 민간 그리고

공공 부문 모두에서의 정보의 활용이 가능하다. 

Figure 5. 연결된 이동성의 정보 흐름

정보 취득자

센서

차량 내부

각속도

연료 압력 센서

차량 외부

소나 

레이더 

LIDAR

카메라

도로주변 기간 시설

GPS 센서

등

데이터

배터리 전기차의 잔여 
배터리 량과 근처의 

가용 충전소 

실시간 주행환경 정보 

실시간 사고 정보 

실시간 교통 정보 

등

서비스 

차량

에너지 사용의 최적 
효율화를 위한 권고 
(휘발유, 전기 등) 

충전 전략 

교통사고 분석 

경로 안내 

차량 이외 활용 

교통 수요 관리

주문형 수송

감시 

지역 모니터링 

등

최종사용자

개인

카풀(CAR PooL) 

택시 집단

보험사들 

공공

도시 계획자 

법 집행 기관

기타

연구소 

대학 

개별 운전자들 

등

감지 제공 사용 취합/ 처리 /
저장 

정보 통합자 

예시

정보 제공자 최종사용자



155THE RISE OF SAFETY INNOVATIONS IN INTELLIGENT MOBILITY

DELO I TTEREV I EW.COM     Deloitte Review

연결된 이동성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주요 서비스는 교통혼잡을 방지하는 교통 수요

관리이다. 또 다른 서비스는 주문형 수송으로, 연결된 이동성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수송 요구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듯 연결된 이동성의

응용 가능성은 무궁무진 하다. 

Who does what, and who makes money? 

연결된 이동성을 구성하는 산업의 활동 주체들을 크게 정보 취득자, 정보 통합자, 정보

제공자의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정보 취득자는 네트워크를 위하여 센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주체들을 의미한다. 정보 통합자는 정보의 취합, 저장, 처리, 분석 및 정보

제공자들에게의 전달을 수행한다. 정보 제공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결된 이동성에서의 정보 활용

• Info-safety: 차량이 장애물을 발견하고 이를 같은 도로에 있는 다른 차량들과 차량 

대 차량 통신을 통하여 공유함 

• 에너지 효율성

° 실시간 교통 정보가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경로를 결정하는데 이용됨.

° 실시간 주행 상황 정보가 주행 환경(곡선 주로, 언덕, 결빙 등)을 감안하여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 하기 위해 사용되어 자동적으로 최적의 추진 옵션–연료 또는 

전기에너지–을 결정하여 효율을 극대화시킴. 

° 실시간 정보가 주행과 충전 최적화를 위해 사용됨. 

• 교통 수요 관리: 최근의 교통사고나 교통혼잡 정보와 같은 실시간 교통 상황을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교통을 분산시키고 정확한 이동 시간을 추정함.

• 주문형 수송: 수송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 

그들을 태워야 하는지를 결정하여 개인 뿐만 아니라 대중 교통 서비스 제공자에게 

기회를 제공함. 

• 감시: 자동차 절도, 뺑소니 등의 범죄/사고의 감시를 위한 카메라 센서를 통한 

영상 정보의 사용 

• 지역 모니터링: (예를 들어) 주변 지역에서의 기업들의 업무 개시와 종료 등과 같은 

지역 활동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카메라 센서의 영상정보를 활용 

핵심 요약: 대규모의 복잡한 정보 원천에 기반하는 연결된 이동성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들은 안전성, 에너지 효율성, 편의성 등 다양한 효익을 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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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합자와 정보 제공자의 영역에서는 흥미로운 신규 서비스 기회가 존재한다. 정보 통합자는

대량의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며, 데이터 정렬이나 마이닝 등 정보 제공자의 니즈와 관련하여

개발되는 서비스에서 부가가치가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보 통합자가 정보 제공자 역할을

겸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다. (Google의 경우 전세계 거리에 대한 정보를 취합, 저장하는 일을

수행하는 동시에 최종 사용자에게 자신들이 직접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차량 소유자와 같은 정보 취득자의 사업 기회는 명확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정보의 주요 원천으로서, 그들은 정보 통합자와 정보 제공자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정보 취득자들은 보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에 필수

불가결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아마도 몇 가지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자동차 제조사와 공급업체의 역할에 관한 흥미로운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들은 정보 제공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고객의 행동, 취향, 그리고 차량에 대한 니즈와

연관된 산업에서의 경험을 활용하여 적절한 서비스나 솔루션을 제공하기를 원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 자동차 제조사들은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결된 이동성이 현실화될

때 이를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물론 협력이라는

옵션이 항상 존재한다. 연결된 이동성 분야에서의 기회를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사들과 공급자들은 IT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맺어 각자의 강점을 이용하고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다. 이는 전체 네트워크에 이득을 제공하고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다. 

핵심 요약: 산업의 주요 참여자들인 정보 취득자, 통합자, 제공자들은 모두 연결된 이동성 

시장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e fine print 

데이터가 주도하는 이상적인 세상에는 한가지 분명한 문제가 따르게 된다: 연결된 이동성은

개인의 사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잠재 가능성이 있다. 카메라와 같은 센서가 넘쳐나는

커뮤니티에서는,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들은 그들의 행동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된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정보들이 수집,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제가 수립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복잡한 수익 - 비용 분석의 대상이 되며, 연결된 이동성을 통한 이익과 

이와 동등하게 중요한 사회적 가치인 개인 정보의 소유와 사용과의 비교가 이루어 질 것이다.

연결된 이동성을 대중 교통 시스템과 택시와 같은 차량 집단을 통해 배치하는 방안은 사생활이

보다 덜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매력적인 중간 단계의 접근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범 프로그램으로는 보다 방대한 이슈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계량화되고 잘 이해된 리스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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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이익이 분명해지면, 개별 차량 운전자들 또는 사회 전체가 연결된 이동성의 기술적 잠재력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간단히 말해 노력의 규모와 비용에 대한 것이다. 연결된 이동성은 또한 

실현가능성과 보안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 이는 즉각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다.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가장 큰 과제는 이해관계자 (민간, 공공부문, 소비자) 들의 기여도이다.

산업의 참여자들은 투자를 실행하고 자원을 제공해야 하며, 실제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이다. 네트워크의 효과성은 이의 보급 정도에 달려 있는데, 공공부문에서의

투자는 많은 국가에서의 긴축 재정으로 인해 보급이 더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보안 관련 영향은 (약하게 표현하여도) 매우 크다. 연결된 이동성 네트워크는 이의

기술적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행동 유형을 노출할 수 있는 개인 

정보에 크게 의존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와 사기 행위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다. 데이터 보안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이는 금융 서비스 영역에서의 중요성과도 비견할 만한 수준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관련 시스템은 강한 회복력을 가져야 하며 핵심 보안 기능은 연결된

보안성을 통해 얻어지는 정보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핵심 요약: 사생활과 보안 관련 우려, 그리고 민간, 공공 부문의 참여는 극복해야 할 도전과제이고,

이러한 과제의 극복은 연결된 이동성의 미래를 밝혀줄 것이다. 

UNLOCKING NEW POSSIBILITIES

차량안전성 분야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기술적 진보가 지속되어 왔다. 수동적 안전성부터 능동적

안전성, 연결된 이동성까지, 개념과 기술 양쪽 측면에서 거대한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동적

안전성, 능동적 안전성, 그리고 연결된 이동성은 서로를 대체하는 대신 공존하면서 자동차 산업의

또 다른 중요한 테마인 에너지 효율성의 개선을 포함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통합되어야 한다.

자동차 산업은 IT와 통신 분야에서 상당수의 새로운 참여자들이 부상함에 따라 산업의 전방과

후방 모두에서 가치사슬이 재구축되는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자동차 개발에서의 수십 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 제조사들과 

공급업체들이 초기 우위를 선점할 것이다. 자동차 제조사들과 공급업체들은 연결된 이동성과

연계된 새로운 기술과 신사업 양쪽 모두의 과실을 수확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신규 산업 진출

기업들이 잠재적인 위협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협력을 위한 기회로 여겨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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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자동운전

Robert Bosch GmbH사의 Chassis Systems Control 부문의 사장인 Gerhard Steiger는,

현재 자동차 산업은 기존의 안전성 기능에 추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그 예로 자동 운전은 “기존기업과 신규 진출기업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라고 말했다.15

명확히 보여지는 우선적인 혜택은 계속된 집중과 운행으로 인한 피로의 경감이지만, 이 기술은

차량 안전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 또한 가지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몇몇의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무사고의 개인화된 이동성 망(Mobility Network)의 조성을

통한 안전성과 에너지 효율성 혜택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일정 수의 자동운전차량을

일부 지역에 도입하고 있다.16

"자동화"라는 용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완전 자동화된 차량—운전자가 없는 차량 포함—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법적인 합의로 인해 차량 내

운전자의 탑승이 의무화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자동운전 시 운전자의 탑승 의무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진 캘리포니아17, 플로리다18, 네바다19의 사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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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통합할 것인지를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가 존재한다. 추가적인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전통적 기업과 신규 참여자들간의 연합이 미래지능형 교통을 위한 방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D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