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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비 연합, 전체 회원사 회의에서
향상된 개발 플랫폼 소개

릴리스에는 제니비 커뮤니티가 제공하고 향상시킨 새로운 기능이 포함
캘리포니아 주, 샌 래먼 - 2016년 10월 18일 - 운수 산업용 개방형 차내
인포테인먼트(IVI) 및 연결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비영리 연합체인
제니비 연합(GENIVI Alliance)은 오늘 향상된 제니비 개발 플랫폼(GDP)인 GDP 11
RC3(Release Candidate 3)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RC 버전은 최종 출시 이전에 안정성을
증명하기 이해서 광범위하게 채택되어 테스트될 수 있는 GDP 버전이다.
이번 주에 캘리포니아 주 벌링게임에서 열린 제니비 전체 회원사 회의에서 시연된
새로운 GDP 11 RC3는 광범위한 기반의 개발자가 혁신적이고 제품화 준비가 거의 완료된
코드를 생성하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고, IVI 및 커넥티드 카 소프트웨어의
테스트, 프로토타입 제조, 향상 및 배포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동차 컨텍스트”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 도구의 역할을 할 것이다.
새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한다.





제니비 브랜드가 표시된 GUI 및 구성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론처로 풍부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개선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SDK 포함)을 포함한다.
GENIVI Baseline 버전 11과 전체 회원사 회의에서 발표된 제니비 플랫폼
준수 규격을 연동시킨다.
Remote Vehicle Interaction Core 및 SOTA Client 소프트웨어와의 차량 간의
연결성을 강화한다.

-계속-

전체 회원사 회의의 주제는 “커넥티드 카 커뮤니티에 권한 부여하기”이며 주요 업계
전문가들이 회의에 참여하여 스마트 도시라는 맥락 속의 커넥티드 카, 스마트 인프라 및
스마트 수송, 차량과 클라우드 간의 연결 및 빅 데이터의 거대한 잠재력, 기술 스타트업
회사들과 이러한 회사들이 자동차 산업에 가져올 수 이는 혁신에 대해 토론한다.
GDP 11 RC3 플랫폼 릴리스는 제니비가 지난 몇 달에 걸쳐 발표한 최신
이니셔티브이다. 초기에 제니비 연합은 다음을 발표했다:






제니비 개발 플랫폼을 강화하기 위한 대상 기능을 더 빨리 제공하도록
고안된 챌런지 보조금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연합의 GDP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 하는 회원사 및 비회원사와
개인들에게 열려 있다.
개발자 코드와 최종 사용자 코드를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오픈 소스
차량 시뮬레이터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채택자가 주행 시뮬레이션 조건
하에 IVI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안전하게 개발 및 테스트하는 것을
돕는 오픈 소스 확장형 주행 시뮬레이터를 제공한다.
이동성과 커넥티드 카 솔루션의 미래와 자동차 산업에 초점을 맞추는
스타트업 기업들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디트로이트의 테크스타즈
모빌러티(Techstars Mobility)와 체결한 협력 협정.
###

제니비 연합 소개
제니비 연합(GENIVI Alliance)은 운수 산업용 개방형 차내 인포테인먼트(IVI) 및 연결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비영리 연합체이다. 제니비 연합은
회원사들에게 140개 이상의 회사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킹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협업적
환경에서 커넥티드 카 이해 관계자들을 세계적 수준의 개발자들과 연결시켜 무료 오픈
소스 미들웨어를 만들어내고 있다. 제니비의 본부는 캘리포니아 주 샌 래먼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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