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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위원회, 커넥티드 카 기술 표준화를 위한
초안 마련
커넥티드 카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범유럽 차원의 진흥책에 박차

▶ 커넥티드 카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가운데, 업계 내에서는 원활한 차량 내 통신 구현을 위한 기술 표준의 필요성이 제기
▶ 유럽 위원회는 유럽 내 주요 표준화기구를 통해 커넥티드 카 기술의 핵심 분야인 지능형 교통 시스템의 표준화 초안을 최근 발표
▶ 유럽 연합은 이번 커넥티드 카 표준화를 주축으로 관련 기술 개발 촉진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등 후속조치에도 관심
▶ 한편, 커넥티드 카 기능의 차량 내 탑재 의무화를 추진 중인 미국과 달리 유럽에서는 사생활 침해, 사이버공격 위협 등을
이유로 커넥티드 카 의무화에는 부정적인 입장

I. 성장 잠재력 높은 커넥티드 카 시장, 기술 표준 필요성 부상
▒ 시장조사기관 트랜스페런시 마켓 리서치(Transparency Market Research)가 2013년 9월
발간한 커넥티드 카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커넥티드 카 시장 규모는 2019년 1,319억 달러에
달할 전망
•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성장률은 34.7%로 예상되며, 4G/LTE 기술이 커넥티드 카의
핵심 통신기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주요 사업자들의 커넥티드 카 전략 추진이 활발한 미국과 유럽 시장이 성장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가장 거대한 소비자층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빠르게 추격할 전망
• 커넥티드 카 기능 구현 방식은 스마트폰 등 별도 단말과의 연동 방식에서 점차 차량 내 시스템 탑재
방식으로 변화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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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게임, 엔터테인먼트, 교통상황 정보, 지도 검색 등이 주목받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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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커넥티드 카 서비스로는 응급통화(eCall) 및 도난차량 추적 등 보안 기능이 주목받고 있으며,

인터넷 및 정보보호 동향
인터넷 정책·산업·문화

▒ 이에 앞서 범업계 통신기술연합체 GSMA1) 의 2013년 5월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커넥티드 카
시장이 2012년 130억 유로(약 178억 달러)에서 2018년에는 39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2)
• GSMA는 2015년까지 전체 판매되는 차량 중 20% 이상이 커넥티드 솔루션을 내장할 것이며,

2025년에는 사실상 모든 차량이 커넥티드 기능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
• 시장 초기에는 다른 스마트 기기와의 테더링 또는 스마트폰 연동 방식으로 차량에서 커넥티드 기능
활용이 이뤄지겠지만, 향후에는 차량 시스템에 직접 통신 기능을 내장한 커넥티드 카가 대세로
자리할 전망
● 구현 방식별 커넥티드 카 시스템 시장 규모

출처: GSMA(2013.5)

▒ 이처럼 커넥티드 카에 대한 업계 안팎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자동차 제조업체를 비롯해
통신사업자, IT 사업자 등이 잇따라 커넥티드 카 전략을 전개 중
• 이미 BMW, GM, 포드, 아우디, 크라이슬러, 메르세데스 벤츠, 테슬라, 토요다, 폭스바겐, 혼다 등이
기존에 제공해 오던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차량 내 통신 솔루션 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에 뛰어든 상황
• 보다폰, AT&T 등 주요 통신사들은 자동차 업체들과 협력해 자사의 통신 네트워크 및 M2M 기술을
지원하는 등 기회 모색
• 구글, 애플 등 모바일 OS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도 독자적인 커넥티드 카 플랫폼 전략을
앞세워 자동차 업계와의 공생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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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커넥티드 카 시장 공략을 위해 다수의 진영에서 독자적인 플랫폼 솔루션을 내놓으면서,
차량 내 통신 기능 구현에 있어 상호운용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기술 표준에 대한 관심이 증대

1) Global Systems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ciation
2) GSMA의 전망치는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한 차량 내 통신 기능을 구현하는 솔루션 및 서비스만을 포함하고, 상용 텔레매틱스 서비스
및 차량 출시 후 커넥티드 기능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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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넥티드 카 시장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Intelligence Transport Systems,

ITS)의 경우, 자동차마다 서로 다른 커넥티드 카 플랫폼이 탑재되어 있고 플랫폼 간 호환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사실상 구현이 불가능

II. 유럽 위원회, 유럽 표준화기구 통해 커넥티드 카 기술 표준화 초안 개발 추진
▒ 유럽연합 산하의 유럽 전기통신표준화기구3) 와 유럽 표준화위원회4) 가 커넥티드 카 표준화를 위한
초안 작성을 완료
• 전기통신표준화기구와 표준화위원회는 지난 2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지능형 교통 시스템에 관한
제 6차 워크샵에서 ‘통합 지능형 교통 시스템(Cooperative Intelligence Transport Systems,

C-ITS)’의 표준화 기본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발표
• 해당 표준안은 과거 2008년 유럽 위원회가 발표한 ‘유럽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 전개를 위한 액션
플랜(Action plan for the deployment of ITS in Europe)’의 일환으로, 당시 유럽 위원회는
주요 표준화기구에게 커넥티드 카 표준안 작성을 명령5)
• 이후 수행기관 조정 과정에서 전기통신표준화기구와 표준화위원회가 최종 결정되어 현재까지
커넥티드 카 표준화 작업을 주도

▒ 전기통신표준화기구와 표준화위원회는 이번에 확정된 커넥티드 카 표준 초안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미공개
• 2009년 10월 발표된 유럽 위원회의 표준안 작성 명령에 근거할 때, 이번 표준안에는 차량 간
통신(Vehicle to Vehicle, V2V) 및 차량 대 도로 인프라 간 통신(Vehicle to Infrastructure, V2I6) ),
도로 인프라 간 통신(Infrastructure to Infrastructure, I2I) 등의 규격을 규정할 것으로 예상
• 전기통신표준화기구와 표준화위원회는 서로 다른 제조사의 커넥티드 카 간의 원활한 통신을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o support the interoperability of co-operative systems for intelligent
transport in the European community’로 2009년 10월 발표
6) 또는 Infrastructure to Vehicle(I2V)

/

5) 해당 명령의 정식 명칭은 ‘M/453: Standardization mandate addressed to CEN, CENELEC and ETSI in the fiel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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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TSI
4) Comité Européen de Normalisation, CEN

2014 Vol.1

31

보장하기 위한 사항들이 이번 표준안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

인터넷 및 정보보호 동향

• 이 외에도 커넥티드 카 시스템의 HW 및 SW 규격, 커넥티드 카 통신 구현과 관련된 각종
가이드라인이 표준안 초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

인터넷 정책·산업·문화

▒ 전기통신표준화기구와 표준화위원회는 기존 표준안 초안을 조정하고 보다 복잡한 활용 사례도
포괄한 2차 표준화 작업에 착수
• 암스테르담 그룹7) , 유럽 텔레매틱스 도입협력기구8) 등을 통해 수리되는 자동차 업계 및 도로
인프라 운영업체의 의견이 2차 표준화 작업에 반영될 예정
• 또, 유럽에서 개발된 커넥티드 카 표준안이 글로벌 표준으로 인정받기 위해 국제 표준화기구9) ,
미국 전기전자학회10) , 미국 자동차 기술자협회11) 등과의 협력도 계획 중

▒ 유럽 위원회는 이번 커넥티드 카 표준 초안이 완성될 경우 커넥티드 카 시장에서 유럽의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며, 그로 인해 유럽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
• 현재 유럽 자동차 업계는 약 1,300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커넥티드 카 표준
확보를 통해 유럽이 차세대 자동차 개발 경쟁에서 앞서나감으로써 제 2의 부흥기를 맞게 될 전망
• 이 외에도 유럽 위원회는 커넥티드 카 표준이 정착할 경우 도로 주행 시 요구되는 각종 교통 정보
제공이 활성화하면서 교통 정체 완화, 사고 예방 등으로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고 언급

▒ 유럽 연합은 커넥티드 카 표준화 작업 외에도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자 각종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커넥티드 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주력
• 유럽 연합은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2002년부터 현재까지 커넥티드 카 산업 활성화를 위한 40여
개의 과제에 총 1억 8,000만 달러를 투입
• 2010년 7월에는 유럽 전역의 교통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커넥티드 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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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한 ‘지침 2010/40/EU(Directive 2010/40/EU)’12) 를 발표

7) Amsterdam Group
8) European Telematics Implementation Coordination Organization, ERTICO
9)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ISO
10)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EE
11)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SAE
12) 유럽 내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교통 인프라와 차량 간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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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유럽, 차량 간 통신 기술 탑재 의무화 추진 중인 미국과는 다른 입장
▒ 한편, 미국 교통부13) 는 미래형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간 통신 기능 탑재를 의무화할 계획이며, 차량
간 통신에 대한 연구결과 보고서도 조만간 발간해 관련 규제안의 토대를 마련할 방침
• 운수부의 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의 재임 기한인 2017년
내에 차량 간 통신 기술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될 것으로 관측

▒ 반면, 유럽연합은 유럽 내에서 커넥티드 카를 판매할 시에는 유럽위원회의 표준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
• IT 전문 매체 기가옴(GigaOM)에 따르면, 유럽 위원회의 닐리 크로에스(Neelie Kroes) 부의장
대변인은 유럽에서 모든 차량에 반드시 커넥티드 카 기능이 탑재될 필요는 없으나, 다만 유럽
내에서 커넥티드 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유럽 위원회의 표준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언급

▒ 유럽의 입장은 차량 내 통신 기능의 탑재로 인해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
• 통신 기능이 탑재된 차량은 다른 스마트 단말과 마찬가지로 사이버공격의 위협에 노출될 여지가
크며, 커넥티드 카를 통해 특정 차량의 행선지나 운전자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수집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도 야기
• 기가옴 역시 해당 데이터들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운전자가 존재함에도 커넥티드 카 기능을
의무화할 경우 상당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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