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즉시 보도
제니비 연합, 액센츄어(Accenture), 덴소(DENSO) 및 현대모비스를
신규 회원사로 발표
세 개의 1 급 핵심 회원사의 신규 가입은 제니비 연합의 성장 모멘텀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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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개발 및 채택을 주도하는 자동차 및 가전 산업의 연합체인 제니비 연합(GENIVI
Alliance)은 오늘 액센츄어(Accenture), 덴소(DENSO Corporation) 및 현대모비스와 같은 신규
핵심 기업의 가입으로 회원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액센츄어는 국제적 경영 컨설팅, 기술 서비스 및 아웃소싱 기업이며 215,000 명의
인력이 120 여개 국가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액센츄어는 자동차 산업과
이동성 서비스 전문 기술을 조합하여 OEM 기업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혁신적 대안을
개발하고 있다.
덴소(DENSO Corporation)는 일본의 아이치현에 본사가 있으며 열 관리, 파워트레인
제어, 전기, 전자와 정보 및 안전 부문의 첨단 기술, 시스템 및 구성품을 공급하는 국제적인
주요 자동차 부품업체이다. 동사의 고객은 전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이다. 전세계적으로 동사는
34 개 국가와 지역(일본 포함)에 200 여 개의 자회사와 계열사를 두고 있고 120,000 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다.
한국의 제조업체인 현대모비스는 전세계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자동차 부품업체이며
브레이크 시스템(ABS/ESC), 스티어링 시스템(MDPS), 첨단 에어백, LED 램프 및 친환경
자동차의 핵심 부품뿐 아니라 자동차의 3 대 주요 모듈로 알려진 섀시 모듈, 칵핏 모듈 및
-계속-

-2프론드 엔드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 동사의 R&D 부문은 충돌전 안전 장치(PCS),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LKAS), 타이어 공기압 감시 시스템(TPMS), 첨단
안전 차량(ASV) 및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동사는 7 개 국가(한국 포함)에 25 개의 모듈 및 부품 공장을 두고 있고
한국 북미, 독일, 중국, 인도에 6 개의 R&D 센터를 두고 있다.
핵심 회원사 이외에도 다음 12 개의 새로운 부회원사가 연합에 가입했다: 오토내비
소프트웨어(AutoNavi Software Company, Ltd.), 베르트란트 잉게니오이어뷔로(Bertrandt
Ingenieurbüro GmbH), CSR 테크놀러지(CSR Technology, Inc.), 칸리코쿠 켄큐쇼
(Kanrikogaku Kenkyusho Ltd.), 마힌드라 사티암(Mahindra Satyam), 네트워크 시스템즈 앤드
테크놀러지스(Network Systems & Technologies Ltd.), 노베로(novero GmbH), 파이케르
어쿠스틱(Peiker Acustic GmbH & Co. KG), 피 슈르로크(Pi Shurlok), 퀄컴(Qualcomm Inc.),
라잇웨어 오이(Rightware Oy), 세굴라 테크놀러지스 오토모티브(Segula Technologies
Automotive). 따라서 회원사는 모두 112 개사로 늘어났다.
제니비 회장 그래엄 스멧허스트는"IVI 에코시스템 부문의 기업들은 GENIVI 플랫폼의
중요성과 실현 가능성의 관점에서 미래가 갖는 의미에 대한 OEM 의 인식에 부응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1 급 기업들과 신규 부회원사들은 시장에서 자동차 산업에 더 큰 차별화와
비용 절감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혁신을 추진하는 데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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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비의 본부는 캘리포니아 샌 래먼에
있다. www.geniv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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