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 혁명과 미래 이동성의 진화 

초연결 지능형 자동차 
Hyper-connected Intell igent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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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 혁명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를 융합한 차세대 산업혁명 2016.1. 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WEF) 

1차 산업혁명 
증기기관 기반 

3차 산업혁명 
컴퓨터∙인터넷 기반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기술 기반 

2차 산업혁명 
전기 에너지 기반 

Connected Converged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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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ruptive technology 

Clayton Christensen 교수 



미래 자동차의 모습은? 



친환경 전기 자동차 

배터리 기술, 짧은 주행 거리, 낮은 동력 성능 등의 한계 

극복 



친환경 전기 자동차 

공유경제 메가시티 카셰어링 모빌리티 



2 0 2 0 년 대  후 반  완 성 차  시 장  규 모  

약 1억 3천 8백만대 
커넥티드 카 



SMART 

커넥티드 카 

대용량/고속 네트워크 연결 

주행 환경 정보 

각종 센서 정보 



인공지능이 점차 현실화 



고성능 분산처리 시스템의 결정체 

+ 딥러닝 기술 방대한 데이터 분석 



약 25Gbyte 
시간 당 

약 250개의 
센서와 제어기 

고성능 프로세서 탑재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지능형 안전 
시스템 + 

연간 전세계 생산차 

약 8천 6백만대 

하루 

2시간 

1,570 Exabyte 
HD 영상 13,300년 동안 재생 



일반 자동차 

폐기 



커넥티드 카 

빅데이터 분석 기술 인공지능 알고리즘 + 



스스로 인식, 판단하여 차량 제어 및 운전 지원 



광범위한 안전 실현 



능동적이고, 개인화된 기능과 서비스 제공 



미래 라이프 스타일의 혁신을 주도하게 될 

커넥티드카 

지능화된 연결성이 실현된 미래 



커넥티드 카 

지능형 원격 서비스 완벽한 자율주행 스마트 트래픽 모빌리티 허브 





지능형 원격 지원 서비스 



지속적, 정기적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Re-booting 



커넥티드 카 

지능형 원격 서비스 완벽한 자율주행 스마트 트래픽 모빌리티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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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2.4명 0.7명 1.3명 0.6명 1.1명 

한국 독일 미국 일본 OECD 평균 

교통사고 발생 현황 
* 출처 : 교통사고 현황, 국가지표체계, 통계청 



교통사고 발생 원인 

과속, 신호위반 등 
운전자 법규위반 

운전자의 부주의한 습관 외부적 요인 기타 

*출처 : 교통사고 유형 및 원인 분석 연구 (2012, 교통안전공단) 

51.2% 

41.2% 

92.4% 
운전자 과실 

5.6% 
2% 



센서 융합 기술 
차량 제어 기술 

자율주행 기술 
장거리 레이더 Long Range Radar 

레이저 스캐너 Laser Scanner 

감지 범위 200m 

주행 환경       타 차량          보행자      도로의 형태       표지판 



국내 최다 추돌사고 
인천 영종대교 106종 추돌사고 

운전 중 만나게 되는 안개 

사  상 

파  손 

재산 피해 

132명 

106명 

13억2천여만원 



자율주행 커넥티드 카 

광범위한 주행 환경 파악 / 타차량 센서, 카메라 정보취합 



커넥티드 카 

지능형 원격 서비스 완벽한 자율주행 스마트 트래픽 모빌리티 허브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 

33조 4천억원, GDP의 약 2.2% 



커넥티드 카 

지능형 원격 서비스 완벽한 자율주행 스마트 트래픽 모빌리티 허브 



ICT 기술의 혁신 

스마트폰 스마트TV 스마트 가전 스마트 워치 



커넥티드 카 모빌리티 허브 

스마트홈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스토어 



차량과 스마트홈 간 연계 기능 및 서비스 기술 



스마트 파킹 시스템과 연계 



스마트폰 연계 
다양한 서비스, 기술 개발  



초연결 지능형 자동차 
Hyper-Connected Intelligent Car 

정보의 허브 



‘초연결 지능형 자동차’ 핵심 기술 육성 

초고속 차량 네트워크 카-클라우드 시스템 빅데이터 커넥티드 카 보안 

자체 클라우드 운영 역량 강화 



빅데이터 분석 



글로벌 빅데이터 센터 설립 



ccOS 
(Connected Car Operating System) 



Open  
Innovation 

글로벌 ICT업체 스타트업 



 

커넥티드카 기술 협력 



서버형 음성인식 



Home to Car 



스마트시티 



초연결 지능형 자동차 
Hyper-Connected Intelligent Car 

미래 라이프 스타일의 혁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