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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비 연합 회장, TU-오토모티브 시상식에서 올해의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  

 
 

캘리포니아 주 샌 래먼, – 2015년 6월 9일– - 제니비 연합(GENIVI® Alliance) 

의장이자 재규어 랜드로버의 미래 인포테인먼트 책임자 매트 존스(Matt Jones)는 

미시건 주 노비에서 최근에 열린 TU-오토모티브 디트로이트 2015 시상식에서 "올해의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되었다. 

심사위원들은 커넥티드 카 산업의 여러 부문의 업계 리더들을 심사한 후 존스를 

"연결성에 대한 재규어 랜드로버의 접근을 정의하고 제니비와 관련하여 두드러진 

활동을 보였다"고 인정했다. 

존스와 그의 재규어 랜드로버 팀 엔지니어들은 제니비 내에서 차내 요소들과 

클라우드 기반구조 모두를 다루는 플랫폼 구성요소들을 창출하기 위한 제니비 내의 

노력을 선도하는 부문에서 쌓은 업적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예는 원격 차량 

상호작용(Remote Vehicle Interaction: RVI)이다. 이것은 모든 네트워크 상의 인증, 

승인, 서비스 발견, 데이터 교환을 취급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및 모바일 장치에 차량을 

연결하는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이다.  

-계속- 

 



 

또한 그는 2014년 오레곤 주 포틀랜드에서 재규어 랜드로버의 오픈 소프트웨어 

기술 센터(Open Software Technology Center)를 개설하고, 자동차에 집중하는 소규모 

소프트웨어 회사에 인포테인먼트 엔지니어링 지원 및 작업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포틀랜드에 재규어 랜드로버 기술 보육 센터(Jaguar Land Rover Technology 

Incubator)를 설립하기 위한 최근의 설비 확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존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명한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인정을 받는 것은 커다란 영예이다.  이것은 재규어 랜드로버가 제니비 및 Linux 진영과 

함께 하고 있는 오픈 소프트웨어 작업이 업계에서 이미 수용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또한 올해 초, 오토모티브 뉴스(Automotive News)는 오픈 소스 인포테인먼트 

산업에서 많은 업적을 달성한 존스를 "떠오르는 별들"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다. 

스티브 크럼 제니비 연합 집행 이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니비는 

의장으로서 매트의 지도력과 우리의 기술적 성과를 위한 재규어 랜드로버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기여를 매우 높이 평가한다.  이들의 IVI 문제 해결과 다른 회원사들의 공헌은 

제니비가 풍부한 인포테인먼트 기능에 대한 소비자의 증대하는 요구를 충족하는 기술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TU-오토모티브는 자동차 기술 진영에 텔레매틱스, 자동차 이동성, 

자율주행차량, 법률 및 보험에 대한 행사와 사업 지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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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비 연합 소개  

제니비는 규정된 오픈 소스 차내 인포테인먼트(IVI) 소프트웨어의 광범위한 채택을 

추진하는 비영리 자동차 산업 연합체이다. 제니비의 활동은 개발 주기 단축, 출시 기간 

단축, IVI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비용 절감을 낳을 것이다. 150개가 넘는 

회원사로 구성된 제니비의 본부는 캘리포니아 샌 래먼에 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www.genivi.org를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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