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즉시 보도 

 

제니비 연합(GENIVI Alliance)과 개방형 연결성 재단이  

차량 연결성 분야의 개방형 표준에 대해 협력  

 

두 단체가 국제적으로 가정과 주변에서 새로운 스마트 기술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커넥티드 카에 대한 표준화된 접근 방법을 구상 

   
 

캘리포니아 주 샌 래먼 및 오레곤 주 비버튼 – 2017년 2월 15일 – 커넥티드 카용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및 표준을 개발하는 단체인 제니비 연합(GENIVI Alliance)과 

주도적 사물 인터넷(IoT) 표준 기관인 개방형 연결성 재단(Open Connectivity Foundation: 

OCF)은 오늘 제휴 계약을 발표했다. 이 계약 하에 두 단체는 스마트 홈, 커넥티드 카 및 

기타 IoT 기기 간의 안정한 정보 검색 및 교환을 위한 통일된 모델을 포함하여 차량 

연결성 및 차량 데이터 교환을 위한 개방형 표준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공동 노력은 단대단 보안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점증하는 V2X (차량 대 만물) 솔루션의 

기초가 되어 다양한 분야에 걸친 새로운 기회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GENIVI와 OCF는 개방형 웹 플랫폼 API (Open Web Platform API) 규격을 

개발하는 W3C 자동차 실무 그룹(W3C Automotive Working Group)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차량 데이터를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게 노출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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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17에서, 두 단체는 GENIVI 원격 차량 상호작용(Remote Vehicle 

Interaction: RVI), 차량 신호 규격(Vehicle Signal Specification: VSS) 및 OCF의 loTivity 

기술을 사용하여 차량 대 스마트 홈 연결을 제공하는 스마트 홈 게이트웨이를 시연했다. 

시연은 호평을 받았으며 커넥티드 카가 IoT 및 스마트 홈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획기적인 접근 방법을 보여주었다. 

 박준호 OCF 상무이사는 이렇게 말했다. “OCF는 기술 파트너십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소비와 기업의 안전한 상호운용성을 유지한다는 우리의 비전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오늘의 발표가 전체 IoT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규격 및 

오픈 소스 컴포넌트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오랫 동안 GENIVI와 생산적 협력을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오픈 소스 기술을 적용하여 주요 IoT 프로젝트에 기여했고 CES 2017에서 

기술 시연을 하여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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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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enivi.org/


   
 
 

개방형 연결성 재단 소개 

 

수많은 연결된 기기(기기, 휴대폰, 컴퓨터 및 센서)는 제조사, 운영체제, 칩세트 또는 

물리적 이동과 상관없이 서로 통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방형 연결성 재단(Open 

Connectivity Foundation: OCF)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규격을 만들었고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OCF는 IoT 시장의 무수한 기회를 창출하고, 산업 

혁신을 가속화하고, 개발자와 기업이 단일한 개방형 규격으로 연결되는 솔루션을 

만들도록 돕습니다. OCF는 소비자, 기업 및 산업을 위해 안전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도록 돕습니다. 현재 올신 연합(AllSeen Alliance)이 OCF 산하 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www.openconnectivit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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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담당 - 제니비 연합: 

Craig Miner 
+1.248.840.8368 
cminer@quell.com 
 

언론 담당 – OCF: 

Danielle Tarp 
+1.415.856.5182 
OCFPR@blancandot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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