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즉시 보도
로버트 보쉬(Robert Bosch), 타타 컨설턴시 서비시즈(Tata Consultancy Services) 및
톰톰(TomTom), 제니비 연합(GENIVI Alliance)에 가입
13 개 회원사의 신규 가입으로 지속성 성장 가능
캘리포니아 샌 래먼 - 2011 년 1 월 5 일 - 개방형 차량내 인포테인먼트(IVI) 기준 플랫폼의

개발 및 채택을 주도하는 자동차 및 가전 산업의 연합체인 제니비 연합(GENIVI Alliance)은 오늘
로버트 보쉬(Robert Bosch), 타타 컨설턴시 서비시즈(Tata Consultancy Services) 및
톰톰(TomTom)이 연합에 핵심 회원사로 가입했다고 발표했다.

핵심 회원사로서 각각은 연합의 기술적 및 마케팅 방향을 정립하도록 돕기 위한 기술
협의회 및 실무 그룹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로버트 보쉬 카 멀티미디어(Robert Bosch Car Multimedia GmbH)는 오락, 내비게이션,
텔레매틱스 및 운전자 지원 기능을 차량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게 하는 지능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 제시 및 처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연료
소비량 및 배출가스 저감에 대한 고객의 관심 증대와 같은 문제들을 고려하기 위하여 운전자
정보 및 지원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보쉬 자동차 멀티미디어 사업부문의 자동차 내비게이션 및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사업
단위의 수석 부사장 마이클 볼레는 "이 연합에서 우리의 일차적 목표는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개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제니비를 인포테인먼트 영역의 표준화를 향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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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 컨설턴시 서비시즈(Tata Consultancy Services)는 실질적 결과를 국제적 기업들에
제공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의 확실성을 보장하는 IT 서비스, 비즈니스 솔루션 및
아웃소싱 기업이다. 엔지니어링 및 산업 서비스 사업부는 자동차, 우주항공, 하이테크, 통신
및 기타 주요 산업에 제품 엔지니어링 및 생산 설비 솔루션을 제공하는 TCS 전략의 필수적
일부이다. 인도 최대 기업 집단인 타타 그룹의 계열사인 TCS 는 42 개 국가에서 174,000 여
명의 세계 최고의 훈련을 받은 IT 컨설턴트들을 고용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및 산업 서비스 사업부의 부사장겸 국제적 책임자인 레구 아야스와미는
"제니비는 차량내 인포테인먼트 환경을 창조했고 IVI 부문의 주요 이해당사자들은 그것의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인포테인먼트 영역의 다양한 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는 제니비 연합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제니비와의 이러한 협력은 우리가 더 나은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의 자동차 OEM 및 1 등급
고객에게 제품을 출시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

톰톰(TomTom N.V.)(AEX: TOM2)은 세계 최고 수준의 위치 및 내비게이션 솔루션
업체이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3,000 여 명을 고용하고 있다. 매일
5,000 여만 명의 사람들이 전용 휴대용 내비게이션 장치(PND), 인대쉬 카 시스템 또는 법인
차량 관리를 위한 추적 솔루션의 형태로 동사의 솔루션을 매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톰톰의 디지털 지도를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에서 사용한다.

톰톰 자동차 사업부는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그들의 공급업체에게 통합형 내비게이션
시스템, 라이브 서비스 및 첨단 자동차 그레이드 매핑 컨텐츠를 포함하여 위치 및 내비게이션
솔루션을 제공한다.

톰톰 자동차 사업부의 전무이사 가일즈 쉬림프턴은 "공유 표준은 차량내 인포테인먼트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모든 업체를 위해서 개발 주기 단축, 출시 기간 단축 및 원가
절감을 가능하게 하여 모두를 이롭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조치는 생산업체들에게 미래의 차량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공통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생산하는 목표를 갖고 개방적 혁신 및 플랫폼에 전념하는 톰톰의 노력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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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알텐(Alten SA), 베어링포인트(BearingPoint GmbH), 비스퀘어(BSQUARE), 갈리
시안 오토모티브 테크놀러지 센터(Galician Automotive Technology Centre: CTAG), 하먼
인터내셔널 인더스트리즈(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인포뱅크(Infobank Corporation),
인트린식 소프트웨어 인터내셔널(Intrinsyc Software International), 엠포메이션 테크놀러지즈
(MFORMATION Technologies), 미탁 인터내셔널 코포레이션(Mitac International Corporation)
및 비텍(Vitec Co., Ltd.)이 연합에 부회원으로 가입하여 총회원사가 거의 100 개에 육박해 전
체 자동차 생태계를 아우를 수준이 되었다.

제니비 회장 그래엄 스멧허스트는 "영향력이 높은 이러한 핵심 회원사들의 가입과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솔루션을 추구하는 새로운 부회원사들의 가입으로 연합이 더욱
강해졌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회원사들과 같은 명망있는 기업들의 지속적 관심은 IVI 장치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IVIV 장치를 소비자 시장에 출시하는 기간을
단축한다는 연합의 사명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제니비 연합 소개
제니비 연합은 차량내 인포테인먼트(IVI) 오픈 소스 개발 플랫폼의 광범위한 채택을
추진하기 위한 비영리 조직이다. 제니비는 요구사항 조정, 기준 구현사항의 실현, 인증
프로그램 제공, 활발한 오픈 소스 IVI 커뮤니티 촉진을 통해서 이것을 달성할 것이다. 제니비의
활동은 개발 주기 단축, 출시 기간 단축, IVI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비용 절감을 낳을
것이다. 제니비의 본부는 캘리포니아 샌 래먼에 있다 GENIVI 의 본부는 캘리포니아 샌 래먼에
있다. www.geniv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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