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디지털 엣지 플레이북

디지털 통합으로 실현하는 민첩성 강화, 비용 절감 그리고 
원활한 기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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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플레이북에서는 자동차 업계가 공급망 파트너와 비즈니스 에코시스템 그리고 고객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디지털 커넥티드카의 기능을 제공하는 방안을 설명합니다. 자동차 기업은 디지털 엣지에서 
입지를 확보하여 에코시스템 참여자에게서 나오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네트워크, 클라우드 및 
IT 제공업체에 원활하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고객 환경을 개인화하고 비즈니스의 위험을 
최소화하며 에코시스템에서 영향력을  확대하여 디지털 자동차 산업의 리더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도전과제 

혁신적인 디지털 커텍티드 카의 기능에 대한 고객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자동차 제조사들은 IT 및 
비즈니스 운영 방식을 혁신하여 민첩성과 실시간 고객 참여를 강화하고, 파트너 기반의 협업 및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중앙집중형 IT 
인프라는 유연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많이 들며, 타사 공급망 파트너 및 비즈니스 에코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새로운 디지털 기능들을 통합할 수 없습니다.

요구사항

자동차 업계가 새 디지털 기술을 통합하고, 적극적인 파트너 협업을 실현하며, 비즈니스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로 분산된 인터커넥션 플랫폼에 IT 인프라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자동차 업체가 파트너, 에코시스템 및 고객과 안전하게 상호 연결된다면 디지털 엣지에서 
프리미엄 커텍티드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플레이북에 제시된 전략에 따라 프라이빗 
데이터 익스체인지를 실현함으로써 혁신과 매출 성장, 수익성 제고의 효과를 경험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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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플레이북제약 사항 및 기능동향과 통찰력

동향 통찰력 제약 사항 기능 전략 로드맵 플랫폼

신기술의 등장과 
고객 요구사항의 
변화에 따라 
자동차 업계는 
분산형 
아키텍처를 
도입해 디지털 
커넥티드카에 
쏟아지는  기대를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인터커넥션 
대역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자동차 업계도 
에코시스템과 
클라우드, 
디바이스 그리고 
분석 기능을 
통합해 고객에게 
고부가가치 연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중앙집중형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자동차 
산업 구조는 고객 
참여, 공급망의 
민첩성과 협업, 
혁신 서비스의 
제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분산형 인터커넥션 
플랫폼을 도입하면 
디지털 참여 과정이 
간소해지므로 
파트너와 
에코시스템, 자동차 
및 고객 데이터를 
유연하게 통합해 
프리미엄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에코시스템 
참여자들에게 
개인화 서비스와 
표준화된 거버넌스 
및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비즈니스 
익스체인지 포인트 
사용자 및 차량 
가까이에 분산 
배치하고 있습니다.

전환 로드맵은 
Interconnection 
Oriented 
Architecture® 
(IOA®) 에서 
제공하는 모범 
사례로 파트너, 
에코시스템, 고객 
및 자동차를 상호 
연결하여 디지털 
비즈니스를 
실현하는 방안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Platform 
Equinix®에서 
제공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업계가 부가가치가 높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려면 디지털 아키텍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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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동향

요약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혁신적인 디지털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디지털 혁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IT 기능으로는 
제공하지 못하는 프리미엄 디지털 서비스를 선호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이에 대응하여 신기술을 빠르고 간단히 통합하고 공급망, 
에코시스템, 자동차, 고객의 인터커넥션을 통해 상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동적 IT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디지털과 커넥티드 서비스가 산업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등장...

시사점

•  커스터마이징, 텔레매틱스, 미디어, 커넥티드 
서비스(IoT)의 빠른 채택으로  수익과 서비스 
모델의 재구축이 시급합니다. 

• 프리미엄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고, 신규 진입 
업체와 경쟁해서 수익을 높이려면 클라우드와 
SaaS 솔루션을 통합해야 합니다.

McKinsey, Disruptive Trends that Will Transform the 
Auto Industry

...IT를 재구성하여 공급망과 
에코시스템의 실시간 상호 작용을 
도모해야 합니다.

시사점

•  디지털 엣지의 분산형 IT 아키텍처에서 IoT
와 클라우드, 기타 디지털 기능을 통합하면 
정보를 직접적이고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  호환 가능한 비즈니스 에코시스템과 
협업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엣지에서 파트너, 
고객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IT
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MarketsandMarkets, Connected Car Market Worth 37.7 
Million Units by 2022

...IT를 재구성하여 공급망과 
에코시스템의 실시간 상호 작용을 
도모해야 합니다.

시사점

•  디지털 엣지의 분산형 IT 아키텍처에서 IoT
와 클라우드, 기타 디지털 기능을 통합하면 
정보를 직접적이고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  호환 가능한 비즈니스 에코시스템과 협업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엣지에서 파트너, 고객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IT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IBM, Automotive 2025: Industry Without Borders

자동차�업계�임원�중 
��%는 ����년까지의 
업계�최대�성장�동인으로 
타�산업과의�협업을 
꼽았습니다.

20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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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년이�되면�자동차 
업계�수익�성장�중 
절반가량이�디지털 
서비스에서�창출될 
전망입니다.

자동차�업계�임원�중 
��%는 ����년까지의 
업계�최대�성장�동인으로 
타�산업과의�협업을 
꼽았습니다.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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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커넥션 인사이트

요약
인터커넥션을 통해 안전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익스체인지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인터커넥션 대역폭이 인터넷 트래픽보다 두 배 더 빠르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자동차 업계 역시 인터커넥션 대역폭이 급성장하면서 고객과 자동차, 파트너, 에코시스템 가까이에 비즈니스 교환 지점을 배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산형 인터커넥션 플랫폼에서 혁신적인 디지털 커넥티드카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 프리미엄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 인터커넥션 대역폭이란 비공개/직접 교환 트래픽에 프로비저닝된 총용량을 말합니다. 공급업체 중립형 콜로케이션 데이터센터 안에 분산된 IT 교환 지점이 있으며, 각 지점마다 여러 파트너와 공급업체가 위치하는 구조입니다.

*인터커넥션 대역폭이 인터넷 트래픽의 
증가세를 추월할 전망...

기회
디지털 비즈니스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 간에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교환하는, '기회의 상호 연결' 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공급망, 
에코시스템, 고객 근처에 사적인 트래픽 교환 
및 통제 지점을 분산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Equinix, 글로벌 인터커넥션 지수 제2권

기회
기업이 클라우드 및 IT 공급업체와 상호 
연결하는 비중이 매년 98%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업계는 이들 
서비스 공급업체와 상호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디지털 커넥티드 서비스를 더욱 
빠르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IT 공급업체와 연결하는 
기업 연평균 98% 증가 예상. 

Equinix, 글로벌 인터커넥션 지수 제2권

기회
자동차 업계는 전 세계에 분산된 콜로케이션 
시설에서 일어나는 인터커넥션을 통해 중요한 
디지털 기술을 IT 인프라에 통합하는 작업을 
가속화하면서, 프리미엄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조(자동차 포함) 부문은 매년 56% 
성장 예상...

Equinix, 글로벌 인터커넥션 지수 제2권

연결�유형별�트래픽�성장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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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모델 
OEMs 조립 딜러

R&D, 자원확보 & 
제품�개발

제조 & 유통망 마케팅, 영업, 
유통 & 서비스

5G

5G

현재의 제약 사항
기존의 인프라는 경직돼 있고 유연성이 
낮아 고객의 참여가 쉽지 않으며, 혁신이 
더딥니다.

1. 고객 참여의 한계
 사용자 및 소비자와 연결이 어려움

2. 재고 관리의 가시성이   
 낮음 
 시장 동향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움

3. 더딘 혁신 주기
 파트너십이 확장 및 새로운 프로세스 적용이 어려움

4. 유연성이 부족한   
 인프라 
 성수기에 비용효율적으로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움

요약
종래의 운영방식과 인프라로는 자동차 제조사가 고객, 파트너, 딜러와 긴밀하게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 공급망 및 유통 수요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성장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제품 수명 주기를 민첩하게 관리하기 힘들어 최신제품 적기에 개발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혁신적인 
커넥티드 카를 적기에 출시하지 못함으로써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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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자동차의 기능
최적화된 IT 인프라를 갖추면 고객과 
파트너의 참여, 데이터 통합 및 혁신이 
실현됩니다.

1. 옴니채널 구매/서비스 환경
 고객이 원하는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 능력

2. 협업 중심의 공급망 
 엔드-투-엔드 가시성을         
 제공하는 인프라

3.  에코시스템 기반 혁신 
 제한 없는 파트너 에코시스템을 통한 차별화

4. 서비스형   
 모빌리티(MaaS)  
 구현 
 시장 통찰력 확보 및   
 데이터를 수익화의         
 도구로 활용

요약
자동차 업계는 통합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옴니채널 환경을 제공하고 공급망 파트너와 보다 긴밀히 협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조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가시성을 확보하고 운영을 최적화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파트너 에코시스템과 MaaS 공급업체를 이용하면 혁신이 촉진되어 고객 정보 확보와 
데이터 수익화의 길도 열립니다.

제품�개발 

인력, 
직원, 

파트너 

시장�조율 

마케팅 & 영업 

R&D/자원확보 

제조

유통망

유통 & 서비스

5G

5G

디지털�참여

디지털�에코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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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디지털 비즈니스를 설계할 때는 
인터커넥션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요약

자동차 제조사: 글로벌 인터커넥션 플랫폼에서 
인프라를 재구성하면 혁신적인 신기술을 
접목해 고객 경험 차별화, 비즈니스 위험 완화, 
에코시스템 파트너/데이터를 통한 규모의 
확장 등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SaaS, 콘텐츠, 기타서비스 
공급업체: 자동차 제조사를 위해 확장성이 
뛰어난 (종량제 모델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플랫폼 기능 및 정보 
교환소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호스팅 및 관리서비스 공급업체: 자동차 
제조사가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타사 솔루션을 
유연하게 통합해 프리미엄 디지털&커넥티드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차별화 

인터커넥션을 통한 차별화된 경험 구축
• 고객의 요구사항을 예측하는 맞춤형(customized)        

솔루션 제공 
• 효율적인 옴니채널을 위한 맞춤형 제품 설계 
• 자동차와 고객 가까이에 전략적인 글로벌 입지 구축

2
비즈니스 리스크 

완화  

인터커넥션 플랫폼을 통해 비즈니스 위험요소 완화
• 표준화된 글로벌 플랫폼에서 업무를 간소화 
• 운영 최적화 및 M&A 간소화  
• 신규 시장과 솔루션의 신속한 테스트 

3
에코시스템을 

통한 규모 확대 

상호 연결된 통찰력과 에코시스템을 통한 규모의 
확장
• 자동차와 고객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로컬에서         

처리 및 교환 
• 고객, 파트너, 직원이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인사이트를 적시에 제공 
• 파트너 및 데이터로 가치사슬을 확대해 혁신적인         

디지털&커넥티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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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와 함께 제품 혁신 

  파트너 가치사슬을 유연하게 조정  
 

 옴니채널 및 예측 정보 제공  

실시간 고객 및 시장 데이터 확보

로드맵 디지털, 커넥티드 
서비스 제공

요약
이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로드맵은 자동차 업계가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게 혁신 솔루션을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모델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위 3단계 절차에 따르면 에코시스템 참여자의 
경험을 차별화면서 비즈니스 위험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에코시스템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부가가치의 디지털 커넥티드카 기능을 전 세계 신속하게 제공하는 
혁신도 이룰 수 있습니다.

입증된 IOA(Interconnection Oriented 
Architecture)의 모범사례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 회사를 위한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로드맵

    고객, 파트너, 직원 전체로 서비스 분산   

   변화하는 사용자, 기기에 맞춰 전달방식 조정

  지역별 통찰력을 통해 사용자 정의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각 지역에서 디지털 커넥티드 서비스 제공

안전한 로컬 거점 구축과 배포

1
서비스 차별화

2 3

비즈니스 
위험 분산

에코시스템을 통한 
규모 확대

1
서비스 차별화

지역별 디지털 요구사항에 
맞춰 서비스 차별화 

 

2
비즈니스 위험 분산

간소화, 표준화를 통해 
민첩성을 높이고 비즈니스 
위험을 완화 

3
에코시스템을 통한 

규모 확대

신규 데이터 소스 발굴, 
실시간 인사이트 공유 및 
정보 교환 

IT 거
버넌스 표

준화 

일관성 있
는 디

지털 비
즈니스 정

책 구
현 

데이터 통
합으로 컴

플라이언스 실
현 

적극적인 파
트너 참

여 실
현

제품 혁
신 및

 신
규 시

장 테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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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본 플레이북에 제시된 전략 및 로드맵의 효과를 현실화하려면  아키텍처와 플랫폼에 세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요 거점들을 확보해야 하고, 주요 디지털 에코시스템과 프라이빗 인터커넥션을 구축해야 하며, 
서비스 제어를 통합, 표준화, 간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글로벌 커버리지

필요한 곳에 디지털 엣지 제어거점 구축

인터커넥션과 
에코시스템

아래 주체 간에 데이터를 직접/동적/개별적으로 교환

통합과 
제어 

디지털&물리적 서비스를 통합해 다음 요소를 
제어 및 최적화

고객

네트워크

보안

직원

클라우드

데이터

파트너

결제

애플리케이션

사물

공급파트너

비즈니스

모든 곳에   도달    
•  글로벌, 주요 도시 및 개별 마켓
•  지역별 규제 준수
•  비즈니스 활동과 사무소

모두와 인터커넥션
• 네트워크&클라우드 공급업체에 접속
• 에코시스템 교환에 참여
• 상용화된 서비스 활용
• 데이터 공유 및 교환
• 디지털 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

모든 것을 통합
• 제어 기능이 있는 마켓플레이스
• 클라우드 및 관리 서비스
• 프라이빗 데이터와 배포 저장소
• 글로벌 표준 정책
• 비즈니스 연속성 및 통제
• 디지털 상거래 및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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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퀴닉스 리소스

상세 브리핑이나 당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략 
워크숍을 요청하세요.
Equinix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equinix.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quinix 미주
대표번호: +1.650.598.6000 
Email: info@equinix.com

Equinix 유럽중동
대표번호: +31.20.754.0305 
Email: info@eu.equinix.com

Equinix 아시아태평양
대표번호: +852.2970.7788 
Email: info@ap.equinix.com

글로벌 
인터커넥션 지수    

인터커넥션 대역폭의 증가가 자동차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eqix.it/kr-gxi

경영 전략 
가이드       

디지털 에지의 이점
디지털 비즈니스 과제를
해결하는 글로벌 인터커넥션 
eqix.it/ISG-KR

에퀴닉스에 
대하여

에퀴닉스에 대하여 더 알아보기
eqix.it/kr-co-fact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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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nix.kr

Equinix(Nasdaq: EQIX)는 고도로 상호 연결된 데이터센터 안에서 세계 유수의 기업을 고객, 
직원, 파트너와 연결해 주는 기업입니다. 5개 대륙 52개 시장에서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비즈니스 및 IT&클라우드 전략을 가속화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갈수록 상호 의존적으로 변해가는 디지털 경제에서는 인터커넥션이 성공의 필수 요소입니다.              
Equinix는 세계 유일의 글로벌 인터커넥션 플랫폼을 운영함으로써 기업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equinix.kr 

Equinix 미주
대표번호 : +1.650.598.6000 
Email: info@equinix.com

Equinix 유럽중동
대표번호 : +31.20.754.0305 
Email: info@eu.equinix.com

Equinix 아시아태평양
대표번호 : +852.2970.7788 
Email: info@ap.equini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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