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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비 연합, 챌런지 보조금 프로그램 발표 
제니비 연합의 개발 커뮤니티 참여를 촉진하고 제니비 개발 플랫폼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보조금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주, 샌 래먼 – 2016년 7월 21일 – 운수 산업용 개방형 차내 
인포테인먼트(IVI) 및 연결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비영리 연합체인 
제니비 연합(GENIVI Alliance)은 오늘 제니비 개발 플랫폼(GENIVI Development Platform: 
GDP)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 수치 달성을 가속화할 목적으로 고안된 제니비 챌런지 보조금 
프로그램(GENIVI Challenge Grant Program)을 발표했다.   

제니비 챌런지 보조금 프로그램은 연합의 GDP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 하는 회원사 및 비회원사와 개인들에게 열려 있다.  코드를 기여하고 
제니비 개발 커뮤니티가 승인할 경우 제니비가 미화 최대 50,000 달러의 챌런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은 무선 업데이트를 포함하여 차내 데이터 인터페이스 및 소프트웨어 관리와 
같은 일곱 가지 GDP 기능 분야의 주요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제니비가 채택하여 GDP 
코드베이스에 포함시키는 소프트웨어의 기여자에게 지급된다.   

-계속- 

스티브 크럼 제니비 상무이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대적 차량에 요구되는 
소프트웨어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산업은 IVI를 개선하기 위한 견고하고 사용하기 
간편한 도구와, 더 광범위한 개발자 기반을 참여시키는 커넥티드 카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챌런지 보조금 프로그램은 그러한 도구로서 제니비 개발 플랫폼의 입지를 
강화하는 기능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고, 제니비 개발 플랫폼을 개선하는 혁신적인 우수한 
코드를 기여하는 개발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확대시킨다." 



	 	 

제니비 챌런지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참여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등록 양식은 GENIVI Wiki에서 찾을 수 있다.  제니비는 목표로 하는 기능들 가운데 일부가 
2016년 10월 17일이 포함된 주에 있을 전체 회원사 회의 때까지 기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제니비 연합 소개  

제니비 연합(GENIVI Alliance)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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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담당 - 제니비 연합 (GENIVI All iance): 
Craig Miner 
제니비 연합 (GENIVI Alliance) 
+1.248.840.8368 
cminer@que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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