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넥티드 자동차

자동차산업은 커넥티드 자동차 부문에서 새로운 기회
와 도전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커넥티드 자동차 기술은 자동차산업에서 지난 20년간 성장해왔습니다. 컴퓨터 통신
기술 정보 서비스 및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오디오 시스템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기술입니다. Apple CarPlay, Android Auto, 안드로이드 기반 인포테인먼트
운영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제품으로
차량용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및 기능은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및 기능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첨단 차량은 버그를 수정하고 정기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OTA(over-the-air) 소프트웨어와 사이버보안 등 추가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역량을 통해 부품업체와 자동차 제조업체는 미래 수익성 창출에 매우 중요한
데이터 수익화 솔루션에서 화이트 스페이스 매핑(white-space mapping)을 위한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IHS Markit 커넥티드 자동차 서비스는 고객이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비즈니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통찰, 맥락, 정보 및 분석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시장
현황을 파악하여 중요한 통찰을 빠르게 입수하고, 사건 및 기술 동향 중심으로
맥락을 파악하며, 깊이 있는 정보와 예측을 살펴보고, 가장 어려운 비즈니스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빈틈없는 분석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루는 주제

‒‒ 사이버 보안

‒‒ 텔레마틱스 컨트롤러

‒‒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플랫폼

‒‒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 데이터 수익화

‒‒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 OTA 업데이트

‒‒ 텔레마틱스 서비스
‒‒ UBI 보험

기획팀 및 전략팀에 유용한 기능

‒‒ 내부 의사결정자에 잠재적 수익 기회를 전달하는 데 겪는 난제 극복

‒‒ 데이터 수집 기반 서비스와 관련해 고객과 공급업체의 상호 호혜적인 가치 정의
‒‒ 차량 구매 이후 소비자의 디지털 서비스 구매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소스 증대

‒‒ 잠재적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가치 제안을 전달하는 다층적인 풍부한 정보 접근 확보

AutoTechInsight의 기능:

뉴스 및 인사이트, 보고서,
공급업체 프로파일, 서비스,
정보 & 분석, 이벤트 등
IHS Markit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접근
고객의 구독 및 구매
컨텐츠를 위한 홈페이지

12개 서비스를
필터링하고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탭 기능

최신 뉴스 보기

커넥티드 자동차 서비스는 IHS Markit 자동차 컨텐츠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IHS Markit의 자동차 전략 및 기획 솔루션인
AutoTechInsight를 통해 전달되는 서비스로, 자동차산업의 최근 동향과 미래 수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부문 뉴스 및 분석

‒‒ 애널리스트 및 웨비나에 대한 액세스 권한

‒‒ 주제별 보고서

‒‒ 공급업체 프로파일

‒‒ CFA 관계(OEM-공급업체 관계, 분석 및 조사를 기반으로
한 연구 데이터베이스)

‒‒ OEM 및 모델 기반 예측, 기술 피트먼트, 공급업체 관계(
애드온 옵션)

직접 확인해보세요: AsiaPacificAutomotive@ihsmarkit.com
AutoTechInsight의 모든 서비스를 확인해보세요: IHSMarkit.com/Korea_Automotive
고객 담당

북미 및 남미

T +1 800 447 2273
+1 303 858-6187 (미국/캐나다 이외)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T +44 1344 328 300

아시아 태평양

T +604 291 3600

E AsiaPacificAutomotive@ihsmarkit.com

IHS Markit 소개

IHS Markit(NYSE: INFO)는 전 세계 국가의 주요 산업 및 시장을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 깊이
있는 분석,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정보 제공 업체입니다. 비즈니스, 금융
및 정부 분야의 고객들이 운영 효율성 제고하며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차세대 정보, 분석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5만여 개의 기업 및 정부를 고객으로 하고 있으며 이중 포춘지 500대 기업 및 전 세계 유수
금융기관의 80%가 포함돼 있습니다.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IHS Markit은 지속 가능하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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