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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인포테인먼트의 5가지 가능성

이제 차량은 운송수단을 넘어 미디어 플랫폼으로까지 변모할 전망이다. AR/VR 콘텐츠,
인공지능 음성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의 미디어 콘텐츠를 차량 내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운전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이 가능한 자율주행차량의 경우, 차량 내 콘텐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대용량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5G 기술도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의 성장을 견인할 주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아직까지는 일부 차량 모델에
한해서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가 제공되거나, 4G LTE 기반의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지만, 향후
5G의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5G 기반의 인포테인먼트가 대중화되어 콘텐츠 시장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1.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영역
차량에 대한 인식은 운송 수단을 넘어 미디어 소비 플랫폼으로까지 진화하고 있다. 시장조사
기관인 Deloitte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인의 차량 기반(in-vehicle) 미디어 소비 시간은
2030년에 520억 시간, 2040년에는 950억 시간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길 안내 기능,
실시간 도로정보 알림 기능뿐만 아니라, 동영상 시청 등 미디어 기능까지 제공하는 기술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n-Vehicle Infotainment)가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차량 업계에서는 인포테인먼트 기술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차량제조업체인
Volvo는 통신사업자인 Ericsson, 스트리밍 플랫폼인 Netflix와 2016년에 제휴를 맺었다.

Volvo는 Ericsson이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Netflix가 보유한 콘텐츠를 차량 내에서
스트리밍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차량 제조업체인 Porsche와 VR 스타트업인 Holoride도
차량 뒷좌석 승객용 VR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 차량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VR 기기를
착용하면, 승객 본인이 가상현실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멀미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Porsche 측의 설명이다. 더불어 Porsche는 2019년 8월에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인
Apple Music과의 제휴를 발표했다. Porsche는 자사 차량 모델인 Taycan에 인터넷을 연결하여
Apple Music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림 1

Porsche가 개발 중인 VR 서비스(왼쪽)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오른쪽)

출처: Porsche Newsroom, Automotive News

Deloitte는 2017년도 보고서에서 미래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기능 영역을 크게 영상, 광고,
음악, 게임, 교육 5가지로 분류했다. Deloitte의 분석에 의하면 먼저 영상 영역에서는 AR/VR
기술이 접목된 영상을 차량 내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될 것을 예상하였다. 차량 내에 유리가
스크린이 되고, 자동차 안에 있지만 다른 곳에서 다른 활동을 하는 것과 같은 가상·실감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다. 둘째로 광고 영역에서는 운전자의 위치를 감지한 후, 그에 맞는 맞춤형 광고를
제공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일례로, 특정 카페 근처에 차량이 도달하면 해당 카페 브랜드의
광고가 영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음악 영역에서는 운전 상황에 따라 음악 목록이 달리
재생될 것을 예상하였다. 예를 들어, 산책용 드라이브·출퇴근 등 다양한 운전 상황에 따라 그에
어울리는 분위기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2017년 9월에 미국 미디어 기업인 Sirius XM이
음악 스트리밍·자동 음악 추천 서비스 제공 플랫폼인 Pandora에 4억 8,0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처럼, 상황에 따른 음악 추천 서비스 제공 기능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게임 영역에서는 AR/
VR 기술이 도입된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차량 간 게임 연동 기능이 도입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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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함께 게임에 참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영역에서는
통학버스 내에서도 영상을 통해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을 예상하였다. 즉, 교실이라는 특정
공간에 대한 경계가 희미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표1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기능의 5가지 영역

영상

- AR/VR 영상 등 몰입형 콘텐츠 제공

광고

- 운전자 위치 감지 후, 근처 시설에 대한 광고 제공

음악

- 운전 상황에 따라 음악 재생 목록을 달리 제공

게임

- AR/VR 게임 기능 제공
- 타 차량과의 연동으로 게임에 다수 참가 허용

교육

- 차량 내 영상 제공 기능을 통해 교실 외에서도 수업을 진행
출처: Deloitte

위 다섯 가지 영역 관련 기술 중에는 이미 개발된 기술도 있지만, 아직 구상 단계인 기술도
존재한다. 자동차 제조 업계에서는 차량이 미디어 플랫폼으로 변모하는 추세에 맞춰, 각 영역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포테인먼트의 핵심 기술로 불리는 5G가
각 기술 개발에 적용되면 향후 더욱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공개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 5G: 자율주행차량 인포테인먼트의 핵심 기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기술의 초석은 5G이다. 이론상으로 5G는 현재 상용화된 4G LTE보다 최대
20배의 속도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온라인 매체인 MSN의 분석에 따르면, 5G 네트워크를
사용할 경우, 2.5GB 분량의 초고화질 영화를 1초 만에 다운받을 수 있으며, 반경 1제곱 km 내
접속 가능한 기기는 100만 개에 달한다고 한다. 즉, 5G 기술의 구현은 대용량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을 가능케 한다. 실시간으로 고화질 동영상을 시청할 때에도 5G기술이 활용되는 셈이다.

널리 알려진 바대로 5G 기술의 도입은 자율주행차량의 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율주행차량에는 운전제어장치 뿐만 아니라 카메라, 라이다(LIDAR)1, 레이더(RADAR)2등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장치도 추가적으로 탑재되는데, 해당 감지 장치는 주행·차량
데이터를 수집한 후, 클라우드의 인공지능(AI)으로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하게 된다. 클라우드의
인공지능은 전송된 데이터를 분석한 뒤에 원격으로 차량에 자율 주행 신호를 부여한다. 이 때
실시간 데이터 전송에 활용되는 기술이 5G이다. 즉, 5G 기술의 도입을 통해 자율주행차량과
클라우드 인공지능 간 데이터 전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5G가 상용화되면 차량의 고장여부를 진단하거나 도로상의 돌발 상황을 감지하는 등 자율주행
차량의 대내외 정보가 5G를 통해 실시간으로 주어질 수 있다. 또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기술 등
차량 내 콘텐츠 기능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대용량 9D 영화의 감상이나 개인 맞춤용
음성서비스의 제공 등 방송·광고·음악·게임·교육 영역의 인포테인먼트 기술이 더욱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특히 무인운전이 가능한 자율주행차량의 경우, 운전 중에 여유가 생긴 운전자를
겨냥한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다수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2.1 영상
차량 업계에서는 5G 네트워크가 탑재된 가상현실·3D 영상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일례로 차량 제조업체인 Nissan은 2D 형태로 구현되던 차량용 위치 안내 영상을 5G
기반의 3D 영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차량 정보의 정확성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 2019년 1월에 개최된 세계가전전시회(CES)에서 Nissan은 가상현실 형태의
운전 정보 제공 기술인 Invisible-to-Visible(이하 I2V)을 선보였다. 현실과 가상세계를 융합한
기술로 불리는 I2V는 차량 내·외부 감지장치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차 주변 상황의
파악, 전방 상황 예측 등 각종 위치 서비스를 3D 영상으로 선보인다. 또한 교통 정체가 발생하면
대체 교통 경로를 3D 영상으로 제공하며, 운전자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AR 형태의 아바타까지
구현 가능하다.

1) 빛의 반사를 이용한 장치로, 사물을 3D로 식별 가능하다.
2) 전자기파를 발생하여 물체의 거리와 방향을 인식하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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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Nissan의 I2V 기술

출처: Autocar

2019년 3월, Nissan은 일본 통신업체인 NTT Docomo와 함께 5G가 접목된 I2V 기술의
실증 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5G 통신이 접목된 I2V 기술은 대용량의 차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5G 기술은 차량 감지 장치가 수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 AI로 실시간 전송하는 과정과, AI가 분석한 위치 데이터를 다시 차량으로
전송하는 과정을 모두 지원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주변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만큼, 차량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은 위치 안내 서비스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5G 기술로 고화질
영상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3D 형태 아바타의 화질 또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2.2 광고

운전자의 위치나 제품 선호도를 감지한 후, 관련 서비스의 광고 영상을 제공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미국 옥외광고업체인 Clear Channel Outdoors는 보행자가 옥외광고를 지나치는 패턴을
분석하고, 특정 옥외광고 선호도를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처럼 광고업계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를 제공하기 보다는, 개개인의 선호도에 부합할 수 있는 광고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한편, 차량업계에서도 광고 제공 서비스의 변화를 선도하려는 양상이
목격되고 있다. 대량 탑승객을 대상으로 한 라디오 광고보다는, 탑승객 개인의 스마트폰 이용 행태
등을 분석하여, 각각의 취향에 부합하는 광고를 선보이려는 기술이 나타나고 있다.

자율주행차량 전용 쇼핑 서비스 제공 업체인 shop in ride는 자동차 GPS를 소셜 미디어 광고와
연동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차량 GPS 시스템과 운전자의 스마트폰을 연동한 후, 운전자가
스마트폰에서 특정 소셜 미디어 광고를 시청하면 해당 데이터가 차량의 GPS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기술이다. GPS 시스템에 소셜 미디어 광고 데이터가 도착한 후, GPS 시스템은 해당
광고 대상의 판매처를 도착 지점으로 내비게이션을 설정한다. Shop in ride의 CEO인 Gary
Goralnick은 2019년도 4월자 미국 마케팅 협회(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광고 기능이 자율주행자동차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즉, 운전에서 비교적 해방된 탑승객들의 차량 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증가하면서 차량 내
광고·마케팅 기능 또한 각광받을 것이다. 특히 5G가 해당 기능에 적용된다면, 탑승객의 취향을
반영한 광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 시스템에 전송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탑승자의 온라인 이용 행태와 차량 위치 서비스를 접목한 광고 기능의 예시

출처: shop in ride

2.3 음악

Google의 자율주행기술 개발 부문인 Waymo는 미국 Phoenix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율주행 배차 서비스인 Waymo One에 무료 와이파이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다. Waymo는 이미 올 4월부터 승객의 Waymo 계정과 Google Play Music3 계정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광고 없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제공
영역이 차량분야 까지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3) Google이 제공하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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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차량 제조업체에서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음성서비스까지 차량에
탑재하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즉, 위치 안내 서비스뿐만 아니라 뉴스 보도 서비스, 스마트홈
서비스4, 엔터테인먼트 제공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음성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차량 제조업체인 GM은 2020년 상반기부터 Amazon이 개발한 음성 인식 서비스인 Alexa를
자사 차량 모델 중 Chevrolet, Buick, GMC, Cadillac에 도입할 계획이다. GM의 발표에
따르면 4G LTE가 연결된 자사 차량에는 업데이트 된 Alexa 기능이 포함될 예정이며, 위치 안내
기능·음악 재생 기능·팟캐스트 재생 기능·전화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가 Alexa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Alexa 기능을 도입한 차량 제조업체는 GM 외에도 여럿 있다. BMW, Ford, Audi, Toyota 등 차량
제조 업계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업체들이 잇따라 Alexa를 자차 기능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Ford는 2017년에 자사 차량 모델 중 일부에 Alexa 기능을
도입하여 음성만으로 차 시동을 걸거나 차량 잠금 기능을 해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또한 Audi는 2019년 1월부터 북미와 유럽에서 출시되는 자사 모델 중 E-Tron과 전기 SUV에
한해 Alexa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아우디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차량과 연동할 필요 없이,
차량 내에 Alexa를 직접 도입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편리성을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위 차량
업체들은 자사 차량 모델 중 일부에 한해 Alexa를 도입했지만, 향후 5G 기반의 음성서비스가
확산된다면 차량 모델 전체에서 해당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음성인식 기반의 가전 모니터링 서비스를 일컫는다.

그림 4

Alexa가 장착된 차량 내부

출처: Techcrunch

2.4 게임

단순 영상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성격을 지닌 게임 콘텐츠도 대표적인 자율주행차량 인포테인
먼트로 부각되고 있다. 2019년 4월에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Tesla는 블록 퍼즐 게임인
<2048>과 <Super Breakout>을 자사 모델 중 Model X, Model S, Model 3의 대시보드에
탑재했다. Tesla가 차내에 게임 기능을 도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8월에는
<Missile Command>, <Asteroids>, <Lunar Lander>, <Centipede>를 자차에 탑재한 바 있다.
그림 5

Tesla 차량에 탑재된 게임 기능의 구동화면

출처: Enga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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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R/VR 기반의 게임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다. 차량 앞 유리나 창문을 디스플레이로 활용해
AR/VR 형태의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udi는 <Star Wars>, <Marvel> 등 다량의
콘텐츠를 보유한 Disney와 손을 잡고 인포테인먼트용 VR 기술을 개발했다. Audi는 해당 기술에
Audi Experience Ride라는 명칭을 붙였으며, 2019년 세계가전전시회(CES)에서 기술을 최초
시연했다. 차량 탑승객이 VR 기기를 착용하면 <Marvel> 시리즈 등장인물을 모티브로 한 VR
게임인 <Marvel's Avengers: Rocket's Rescue Run>이 재생된다. 참가자들은 VR 헤드셋인
Oculus를 착용하고 달리는 차량 내에서 가상의 적을 향해 무기를 발사하는 게임을 20분간 체험할
수 있었다. Audi의 발표에 따르면, VR 게임은 현실과 또 다른 세계에서 활동하는 느낌을 부여하기
때문에,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의 사용에 비해 차량 멀미의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그림 6

Oculus 기기를 착용한 탑승객(왼쪽)과 탑승객의 눈에 비친
<Marvel’s Avengers: Rocket’s Rescue Run> 화면(오른쪽)

출처: YouTube

2D 영상에서 AR/VR 영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차량 내 게임 콘텐츠에 5G 기술이 적용된다면,
현재 AR/VR 콘텐츠의 잠재적 위험요소인 버퍼링 문제가 상당수 개선될 수 있다. 콘텐츠 재생
문제가 심심치 않게 불거졌던 기존 LTE 기반 AR/VR 콘텐츠에 비해, 5G 기반 AR/VR 콘텐츠는
데이터 용량이 약 4배 더 많기 때문에 고해상도일 뿐만 아니라 버퍼링 문제없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2.5 교육

차량을 교육 현장으로 변모시키는 기술은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았으며, 구상 단계에 머물고

있다. 차량 내에 설치된 TV를 통해 교육용 비디오를 재생하는 경우는 흔한 편이지만, 차량 자체가
하나의 교실로써의 기능을 갖춘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차량 전용 AR/VR 콘텐츠가 일부 공개된
바 있지만, 대다수는 위치 안내 영상 서비스나 게임 콘텐츠에 편중되었기 때문이다.

현재로써는 관련 기술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차량 내 교육 콘텐츠 시장의 잠재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모바일 서비스 제공 업체인 Kajeet의 발표에 의하면, 미국 10대 학생들이
통학버스에서 보내는 시간은 매년 5억 2,000만 시간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통학버스를
또 다른 교육 플랫폼으로 인식한 Kajeet은 일부 학교와 제휴를 맺고, 통학버스에 4G LTE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4G LTE의 도입으로 교육 자료 전송, 교육 영상 재생 등 교육 콘텐츠의
제공이 보다 원활해진 셈이다. Kajeet 측은 향후에 차량에 AR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도입하고,
5G 네트워크를 연결한다면 차량 이 제 2의 교실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3.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업계에서 5G의 전망
대용량 데이터 전송과 초저지연의 특성을 지닌 5G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영상·광고·음악·게임·교육 서비스 등 차량 내에서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실시간
데이터의 전송과 고화질 구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존 4G LTE는 화면 끊김 문제와 화질
저하로 인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장에서 각광받지 못했다. 하지만 데이터 용량이 4G LTE의
몇 배에 달하는 5G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차량 내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며, 고화질의
콘텐츠를 제공하여 차량 내 미디어의 품질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5G의 도입은 자율주행차량 내 콘텐츠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측된다. 자율주행
차량은 운전자에게 시간적 여유를 선사하며, 따라서 운전자가 차량 내에서 콘텐츠를 감상할
확률은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VR/AR/MR 기반의 차량 내 콘텐츠가 등장함으로써
향후 차량은 운송수단 외에 미디어 플랫폼으로써의 입지 또한 굳건해질 것이다. 또한 기기 간
연결이 가능한 5G 기술의 도입을 통해, 서로 다른 차량 운전자가 동일한 VR 게임에 참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공간의 구분이 희미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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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는 차량 제조업체에서 일부 차량 모델에 한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제공
하고 있다. 또한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제공되는 차량도 5G 대신 4G LTE 기반인 경우가
다수이다. 하지만 5G 기술의 확산이 가속화되는 현재, 5G 기반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가 대량
제공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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