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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독일, 2019년부터 차세대 자동차 S/W 기반 ‘오토사 어댑티브’ 채택

◾ 독일 자동차 업계는 2019년 양산 차량부터 ‘OTA’ 지원의 필수 인프라가 될 차세대 자동차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국제표준인 ‘오토사 어댑티브(AUTOSAR Adaptive)'를 채택할 계획

▸ OTA(Over The Air) 기능은 무선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테슬라가 

운전지원 시스템의 기능 변경이나 추가, 배터리 용량의 변경 등에 선도적으로 OTA 기술을 

적용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음

▸ 세계 유수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OTA를 자율운전 실현을 위한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하며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데, OTA를 실현하려면 무선을 통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이 ECU

(전자제어유닛)에 필수적으로 내장되어야 하며, 인프라의 정비도 필요함

▸ OTA의 수요 확대에 따라 자동차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국제표준인 ‘AUTOSAR(오토사)’는 

OTA를 지원하는 ‘AUTOSAR Adaptive(오토사 어댑티브)’의 양산 지원을 시작했으며, 독일

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이르면 2019년 양산 차량부터 이를 채택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음

▸ 미국은 현재 자동차 메이커마다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으며, 오토사 어댑

티브에 대한 검토는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이므로 양산 시기는 아직 미정이지만 만일 지원 시기

가 정해진다면 세계 자동차 업계에 큰 이슈가 될 것임

▸ 미국 자동차 업체들에 비해 독일은 아주 적극적인 입장인데, 2019~21년경에 걸쳐 속속 오토

사 어댑티브 인프라를 갖춘 양산차가 나올 전망이며, 제조업체에 따라 사용하는 기능도 다양

해서 자율운전뿐 아니라 멀티미디어 등에 폭넓게 채택될 전망

◾ 오토사 어댑티브는 자동차의 안전과 보안에 관련된 것으로, 자동차 업체들은 신뢰도 경쟁을 통해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려 하기 때문에 오토사는 향후 업체들의 채택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 자동차 메이커들은 자율운전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자율운전 기능 개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비교우위를 확보하려면 개발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 042-612-8296)과 최신ICT동향 컬럼리스트 박종훈 집필위원(soma0722@naver.com ☎ 
02-576-2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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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사 측은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발에 오토사 어댑티브와 기존의 오토사 클래식이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자동차 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보

고 있음

▸ 향후 소비자들은 자율운전자동차를 선택할 때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대신 어느 메이커

의 자동차를 신뢰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며, 안전 및 보안 기능이 확실하다면 

자동차 업체들은 가격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임

▸ 오토사 측은 자동차 업계를 포함 여러 기업이 협력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가 경쟁자가 될 수도 있지만, 오픈소스는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특히 안전이 요구되는 자동차 

분야에는 다소 부적합한 면이 있다고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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