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 전망

프로스트 앤 설리번 보고서

자율주행과 컨넥티드, 전기화 기술에 대한 R&D가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두 자릿수 성장 기회 제공
- 미래 e-모빌리티 시장 구축을 위해 OEM사들은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해야 해

자동차산업이 수익 감소에 직면하면서, 다른 수익원

프로스트 앤 설리번 한국 지사가 최근 발표한 ‘글로벌

을 강구해야 하는 동시에, 고객들이 다음 구매 시에도 자

주요 자동차사들의 자율주행, 컨넥티드, 전기화 전략

신들의 브랜드를 다시 찾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분석 보고서(Global Key Automakers’ Autonomous,

해졌다. 이에 자동차 제조사들은 완전한 연결성과 완벽

Connected and Electrification Strategies, Forecast

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축하기 위해 자율주행과 컨넥

to 2025)’에 따르면, 2015~2025년간 10개 주요 자동차

티드, 전기화 기술에 관한 R&D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OEM사들이 자율주행과 컨넥티드, 전기화(ACE : Auto

이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진화하는 자동차 시장에서 성

nomous, Connected, and Electrification) 기술에 대

공하려면, 제조사들은 제품 공급사만이 아닌, 모빌리티

한 R&D에 3,45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변모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핵심 기술 개발과 투자계획, 비용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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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전문지식, 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
OEM사들의 R&D 활동에 대한 전략적 개요를 제공한

•시장 경쟁을 위해 프리미엄 및 대량생산하는 자동
차사들에게 컨넥티드 자동차 기술은 필수이다.

다. Volkswagen(VW), Toyota, BMW, General Motors,

•유럽과 미국 OEM사들이 파트너십이나 인수를 통

Ford, Mercedes(Daimler), Nissan-Renault, Tesla와

한 협력 개발에 주안점을 두는 반면, 일본 OEM사

같은 주요 기업들의 ACE 기술 전략들에 대한 내용들도

들은 자체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담고 있다.

•유럽 및 아시아 OEM사들이 기초 및 심층 연구 비
용을 동등하게 배정하고 있지만, 미국 OEM사들은

프로스트 앤 설리번 자동차 산업부의 자가디쉬 찬드

기초 연구 비용을 줄이고 있다.

란(Jagadeesh Chandran) 연구원은 “시장 기대에 부응

•자율주행 및 전기화 기술이 2018~2019년에 수익

하기 위해 OEM사들은 지금 가능한 것들보다 형태와

을 낼 것으로 보여, 컨넥티드 기술이 단기간 수익에

기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을 목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로 하고 있다. OEM사들은 잠재적 e모빌리티 시장 구

•앞으로 새로운 수익과 사업 기회의 80% 이상이 인공

축을 위해 유틸리티와 충전 인프라, 모빌리티 제공사,

지능 및 머신러닝 부문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제공사, 렌탈 기업 등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력
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전했다.

찬드란 연구원은 “한편, 다양한 자율주행 및 컨넥티
드 자동차 기술 개발로 인해 개발 활동에 있어 인재 보

OEM사들의 R&D 활동은 아래와 같다.

유 및 보호와 관련된 문제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5~2025년간 각 OEM사당 평균 14억 3천만

현재 같거나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의 컨

달러를 투자하는 자율주행 기술이 최대 투자부문

넥티드 카 서비스 공급사들은 전혀 다른 수익 모델로

으로 부상했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의 서비스들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

•분산된 R&D 활동들이 더 높은 지속성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 때문에 해당 시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OEM사들
은 이들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전했다.

IoT 애플리케이션 융합으로
사이버 보안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상황 인식 컴퓨팅과 같은 새로

래 분야 중 하나이다. 융합된 기술 역량들을 활용하는 것

운 기술들과 사물인터넷을 융합시켜 현재 컨넥티드 에

이 개발자들이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에서 사용자 데이

코시스템을 둘러싼 보안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터를 정확히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컨넥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황인식 접근 제어를 통한 보편

티드 세계에서 적합한 상호운용성을 위해 사용자 애플

적인 보안은 현재 개발자들에 의해 한창 연구 중인 미

리케이션과 유연성을 포함한 올인원 패키지 보안 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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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 제공하고 있다.

하기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 층의 혁신
•IoT 플랫폼을 사용하는 여러 산업 분야 기관들 간

프로스트 앤 설리번 한국 지사가 발표한 ‘컨넥티드 세
계의 사이버 보안 혁신(Cybersecurity Innovations in the

에 규제 준수에 대한 요구들이 늘어남에 따른 새로
운 ID 및 액세스 관리 기술 개발

Connected World)’ 보고서는 사이버 보안 에코시스템 내

•에코시스템의 고유한 문제들을 식별하고, 초기에 사

핵심 기술 개발 영역을 식별하고, 보안 및 기술 혁신,

이버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분야들에 적용되

과제, 주요 공격 대상과 표준화 활동, 보안을 강화한 협

는 침입 예방 및 리스크 분석 솔루션 개발에 박차

력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해커들이 언제든 컨넥티드 시스템을 공격해 데이터
프로스트 앤 설리번 테크비전팀의 스왑나딥 나약(Swap

와 시스템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이

nadeep Nayak) 연구원은 “이전에 지문인식 기술이 높

같은 보안상의 침해로 서비스들을 중단시켜 고객만족

은 성장과 상당한 매출을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채

도를 저하시키고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줘, 기업

와 안면, 정맥 인식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산업 전반

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 보안에 관한 표준 부재

에 걸쳐 왕성하게 도입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새

와 위협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종합 송루션의 부재, 교

로운 형태의 생체인증은 주로 실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차 플랫폼 보안 기술의 부재가 기관들이 꼽는 주요 보

데 있어 정확성과 유연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

안 과제들이다.

다. 여기에 고급 분석 기능이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세
분화시키는 한편, 컨넥티드 에코시스템에서 신속하고 실

나약 연구원은 “교차 산업 응용을 위한 안심 통합 시스

용적인 인사이트를 얻어 기업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중

템이 부족한 것이 사물인터넷 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 모든 애플리케이션 분야에 쓰이는 통합 애플리케이
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 Application Program

컨넥티드 세계에서 주요 사이버 보안 트렌드들은
다음과 같다.
•특정 유형의 공격으로부터 네트워크 보호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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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g Interface)와 더불어 미래 만물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이 일반 보안 클라우드 인프라에 활용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