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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텔레매틱스 서비스는 자동차업계, 단말기를 포함

한 장비업체, 콘텐츠 제공업체, 이동통신사업자 등

을 포함한 IT 업계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신규투자

와 부가가치 제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초기에

는 안전보안 및 교통정보 서비스가 대부분이었으나 

향후 통신방송 서비스와 접목되어 타 성장동력의 발

전을 수용하는 종합서비스 산업으로 진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사업자들의 서비스 제공이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1],[2]. 

국내 텔레매틱스의 시장은 높은 인터넷 보급률, 

이동통신서비스 가입률, 세계 6위의 자동차 생산국

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OEM들이 향후 세계 

자동차시장의 톱 브랜드로 부상할 수 있는 전략적 

발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

다. 그동안 텔레매틱스 산업은 값비싼 단말기 구입

비용과 각종 콘텐츠의 부재 등이 저해 요소로 작용

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IT 기술의 발전과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국내 텔레매틱스 산업

은 새로운 도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정부는 이

동통신 산업과 함께 텔레매틱스 분야를 차세대 성장

동력의 하나로 선정하면서 오는 2007년까지 1,342

억 원을 투입해 핵심기술 개발 및 산업 클러스터 구

축과 인력양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1) 또한 텔레매

틱스 산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들간의 효율

적인 협조체계 구축, 연구기관 및 학계의 관심 등도 

중요하다[3],[4]. 

이에 본 고에서는 본격적인 성장진입기에 돌입한 

국내 텔레매틱스의 사업자별 시장구조 및 서비스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국내 텔레매틱스 시장에 대한

                                                 
1) 정보통신부는 “텔레매틱스 서비스 활성화 기본계획”을 

2004년 4월에 확정ㆍ발표하였으며, 기술개발, 산업육성, 
인력양성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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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주요 텔레매틱스 시장은 GM, Ford, Toyota, Nissan 등이 속속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KT, SK 텔레콤, KTF, LG 텔레콤, 현대오토넷 등 주요 

TSP들도 텔레매틱스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하여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전략을 강
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격적인 성장진입기에 들어선 한국의 텔레매틱스 산업은 현대ㆍ기아자동차, 르
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제조업체와 통신사업자의 사업적 제휴가 체결되면서 2003년 

들어서부터 BM(Before Market)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텔레매틱스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
우자동차가 2001년 11월에 드림넷이라는 브랜드로 첫 선을 보였지만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2003년 말 현
대ㆍ기아자동차가 LG 텔레콤의 무선망을 활용한 MOZEN을 선보여 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또한 

KTF도 쌍용자동차와 제휴하여 BM용 텔레매틱스 서비스인 Ever-way를 상용서비스로 착수중에 있다. 이
에 따라 향후 국내 BM용 텔레매틱스 시장은 SK 텔레콤과 르노삼성자동차의 INS(지능형정보네비게이션
시스템), LG 텔레콤과 현대ㆍ기아자동차의 MOZEN, KTF와 쌍용자동차의 Ever-way의 3파전의 양상을 

보이며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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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인 이해와 향후 전개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국내 텔레매틱스 시장 및 서비스 특징 

1. 텔레매틱스 시장 

국내 텔레매틱스는 지난 2000년 무렵부터 도입

되기 시작했으나, 예상보다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지

는 못했다. 이것은 각종 도로ㆍ교통 지도 및 정보에 

대한 표준화 미비, 고가의 단말기로 인한 한정된 보

급과 이용자들도 서비스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4년 들어 다양한 단말기

의 등장과 많은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이

용자층이 넓혀지고 있는 추세이다[5],[6]. 국내 텔

레매틱스 시장은 (그림 1)에서와 같이 2001년 11월 

대우자동차-KTF 그룹의 “드림넷” 개시 시점으로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2002년 3월 

SK-SK 텔레콤 그룹의 휴대폰형 단말기 판매와 함

께 텔레매틱스 시장은 초기 형성기에 들어섰다. 이 

후 SK 텔레콤이 NateDrive를 시작하면서 AM(After 

Market) 텔레매틱스 시장이 개시되었고, 그리고 2

년만인 금년 2004년부터는 자동차메이커들과 함께 

국내 텔레매틱스 서비스는 본격적인 성장진입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텔레매틱스 시장은 이동통신 사업자 중심의 

AM과 자동차 업체 중심의 BM(Before Market)으

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으며, 교통정보 및 네비게이

션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우수

한 CDMA 기술과 이동통신 인프라가 잘 갖추어졌

다는 점이 텔레매틱스 시장의 성장에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초기 텔레매틱스 시

장은 이동통신 업계가 자동차 출시 이후의 시장인 

AM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시장을 이끌어 온 것

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2002년 SK 텔레콤의 진입으

로 초기 형성기에 들어선 시장은 2003년 말 현대ㆍ

기아자동차-LG 전자의 진입이 이루어진 이후 본격

적인 성장진입기에 돌입하여, 향후에는 BM 주도형

으로의 이동이 예상되며, 사업구도는 (그림 2)와 같

이 3파전 양상을 보일 것이다.  

국내 텔레매틱스 단말기 보급률은 <표 1> 과 (그

림 3)에서 보다시피, 전체 차량 대비 2004년 약 

1.6%에서 2005년 약 5%, 2006년 약 12%,  2007년 

약 25%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AM의 경우 2004

년 약 23만 대, 2007년 약 446만 대로 예상되며, 

BM의 경우는 2004년 약 3만 대, 2007년 약 58만 

대로 예상된다. 

전반적인 국내 텔레매틱스 동향을 살펴보면, 관

련 업체들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활발히 업체간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있으며, 자동차 업체와 이

동통신 업체를 중심으로 텔레매틱스에 필요한 교통

정보, 콘텐츠, 단말기, 하드웨어 업체 등이 개별적인 

 

텔레매틱스 시장 형성기(AM 주도) 텔레매틱스 시장 성장기(BM, AM 경쟁) 

대우자동차-KTF 
드림넷(BM) 

SK 텔레콤 
NateDrive(AM) 

드림넷(BM) 중단 

르노삼성자동차 
NateDrive(INS-300)(BM) 

현대/기아자동차 
MOZEN(BM) 

KTF 
K-ways(AM) 

쌍용자동차 
Ever-way(가칭)(BM) 예정 

2002 2003 2004 2005 

2004. 8. 기준 

? 르노삼성자동차 
위성 DMB 기반 텔레매틱스(2005) 

? KT 
휴대인터넷기반 텔레매틱스(2006) 

<자료>: ETRI 기술혁신정책연구팀 작성, 2004. 8. 

(그림 1) 국내 텔레매틱스 시장 발전단계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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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SK 텔레콤-르노삼성자동차 그룹, 현대ㆍ기아

자동차-LG 텔레콤 그룹, 쌍용자동차-KTF 그룹2))

을 형성하고 있다((그림 2), <표 2> 참조). 

                                                 
2) 대우자동차-KTF 그룹의 “드림넷” 서비스는 낮은 이용률과 

기능상의 제약, GM 대우로의 전환 등의 이유로 중단된 상태
이며, 쌍용-KTF의 BM용 텔레매틱스 서비스인 “Ever-
way”는 곧 출시 예정 

국내 텔레매틱스 산업은 국내 1인 당 연평균 차

량 주행시간이 약 750시간으로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높다. 이에 따라 시장선점을 위한 기업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

다 높은 서비스 전략이 요구된다. 향후 W-CDMA 

활성화, WiBro 및 DMB 보급, 레저활동의 증가 등

으로 텔레매틱스가 새로운 자동차 문화로 자리 잡을 

 
?  SK 텔레콤의 NateDrive(AM): 2002. 4.~ 
? 르노삼성자동차의 INS-300 시스템을 통한 NateDrive(BM): 2003. 9.~ 
? 르노삼성자동차는 TU 미디어콥을 통한 위성 DMB 제공 계획(2005) 

?  SK 텔레콤, SK㈜ 
? 르노삼성자동차 
? 삼성전자 
?  TU 미디어콥 

? 현대ㆍ기아자동차 
?  LG 텔레콤 
?  LG 전자 

?  KTF, KT 
? 쌍용자동차 
?  현대오토넷 

? 현대ㆍ기아자동차-LG 텔레콤의 MOZEN(BM): 2004. 11.~ 
?  단말기(LG 전자): MTS 200, MTS 300 

?  KTF의 K-ways(AM): 2004. 5.~ 
? 쌍용자동차-KTF의 Ever-way(가칭) 서비스 예정(2004년 말)(BM) 
?  KT는 휴대인터넷 기반의 텔레매틱스 서비스 제공 계획(2006) 

<자료>: ETRI 기술혁신정책연구팀 작성, 2004. 8. 

(그림 2) 국내 텔레매틱스 업체의 사업 구도(2004년 8월 기준) 

 
<표 1> 국내 텔레매틱스 단말기 보급 전망                                                                     (단위: 대)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AM 8,418 34,935 108,547 280,662 579,856 

BM 116,753 231,357 812,142 2,045,842 4,459,819 

보급률 0.77% 1.55% 5.10% 12.30% 25.49% 

<자료>: ETRI 기술혁신정책연구팀 예측, 2004. 10.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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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내 텔레매틱스 단말기 보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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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국내 텔레매틱스 시장은 <표 3> 및 (그림 4)에

서와 같이 연평균 74.2%의 성장률로 2007년에 약 

3조 5,600억 원에서 2010년 약 6조 1,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 텔레매틱스 서비스 특징 

우리나라는 IT 선진국으로서 신기술 서비스 확산

이 매우 빠른 편이며, 특히 교통 혼잡과 높은 자동차 

이용시간 등의 요인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텔레매

틱스 서비스 시장이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초기에는 단말기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나, 성숙기에 접어든 2004년 이후에는 서비스

의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텔레매틱스 사업

동향을 단말기 업체와 서비스 사업자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 <표 5> 참조). 

국내 텔레매틱스는 안전보안 및 교통정보 서비스 

<표 3> 국내 텔레매틱스 시장전망                                                                           (단위: 억 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CAGR(%) 

단말기 시장 1,772   5,416  13,257 26,335 34,236 41,083 47,245 72.8 

서비스 시장  440  1,582  4,120 9,244 11,093 12,757 14,670 79.4 

합계  2,212 6,998  17,377 35,579 45,328 53,849 61,915 74.2 

<자료> : ETRI 기술혁신정책연구팀 예측, 20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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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내 텔레매틱스 시장전망 

<표 2> 국내 주요 텔레매틱스 서비스 

서비스 명 MOZEN NateDrive K-ways 

주관사 현대/기아자동차 SK 텔레콤  KTF  

제휴사 LG 텔레콤 SK(주)  삼성화재  

단말기 업체 현대오토넷, LG 전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서비스 개시 2003. 11. 2002. 4.  2004. 5.  

시장 구분 Before Market After Market  After Market  

대상 차종 현대/기아차종 전차종 전차종  

단말기 가격 100~193만 원(네비게이션 겸용 단말기) 30~40만 원 30~40만 원  

가입비 4만 원 없음  없음  

이용 요금 
(통신료 별도) 

28,000원/월 
부가서비스 300원/건당 

20,000원/월 
9,000원/월(월 8번 사용)  
Text 접속 500원/건당  

9,000원/월  
음성정보 13회차부터 700원, 
교통정보 100원/건당 100원  

가입 회원 수 약 1천 명(2004. 6.) 약 13만 명(2004. 6.)  약 3천 명(2004. 6.)  

<자료>: 각 업체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200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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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부분이지만, 향후 통신방송 서비스와 접목되어 

차세대광대역네트워크(BcN),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DMB) 등 타 성장동력의 발전을 수용하는 종합서

비스 산업으로 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미래지향적인 서비스 개발과 함께 단

말기, 콘텐츠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사업자인 KTF는 2004년 5월에 

텔레매틱스 서비스인 K-ways를 선보였는데, 이 서

비스는 전용 휴대전화 및 부속장치를 통해 이용자의 

음성을 인식한 뒤 실시간 교통상황을 지도로 보여준 

다. PDA(개인용 휴대단말기)가 아닌 휴대전화용 지

도를 제공하고 길 안내를 하는 것은 K-ways가 처

음이다. K-ways는 또한 주유소ㆍ음식점 등 도로주

변 시설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변검색 

기능, 특정 지점을 거친 경로를 검색할 수 있는 경로

지정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했다.  

한편, 현대ㆍ기아자동차는 LG 텔레콤과 제휴해 

2003년 11월부터 MOZEN이라는 브랜드로 텔레매

틱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OZEN은 차량 안

에 장착된 단말기 화면을 통해 교통정보를 비롯해 

 
<표 4> 국내 텔레매틱스 단말기 업체 동향 

업체 주요 동향 

현대 
오토넷 

? 현대ㆍ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KTF에 공급하며, 주로 고급차종이 목표  
? 멀티미디어 기능 제공  
? AV 통합형태의 단말기(이동통신 단말기+AV 시스템 + 네비게이션 시스템의 통합으로 기능 구현)  
? CD-ROM 형태의 지도 채택에 다른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불가능  
? 지속적으로 AV 통합형 단말의 시장확대 추진  

삼성전자 

? 르노삼성, KTF 이동전화형 보급형 단말 공급  
? 정보수신 전용 단말기 공급  
? 텔레매틱스 본체에 임베디드 시키지 않는 탈착형 휴대폰 단말기 이용  
? 100만 원 이하의 단말기 가격으로 대중화를 목표로 시장 개척  
? 3D 네비게이션, 디지털멀티미디어 방송(DMB), 카오디오, 차량정보관리 등 탑재  

현대 
모비스 

? 현대ㆍ기아 자동차의 애프터마켓용 공급  
? 첨단 텔레매틱스 단말인 엑스라이드 출시(20여 가지 기능 통합)  

- 라디오, TV, 항법장치, 텔레매틱스, AV, 인터넷 등 일체형 멀티미디어 정보단말  
- 음성인식 기능 제공  
- 최초의 무선통신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 지원  

? 고급형 단말 중심의 제품 출시  
? 전용 홈페이지 통해 최신 교통지도 수시 업데이트  
? 차량 위치 추적 및 고장진단기능 갖춤  

LG 전자 

? 현대ㆍ기아자동차에 “MOZEN” 서비스용 단말기 공급  
? 현대ㆍ기아자동차의 중형 승용차 및 RV 목표  
? 무선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신에 초점  
? 상대적으로 저가인 보급형 단말 개발  
?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GM에도 공급 예정  

모빌콤 

? 차량항법장치 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실시간 정보제공 중심의 AV 통합형에 집중  
? SK의 AV 통합형 단말 공급  
? KT bizmeka에 “Q-Navi”라는 단말기 공급  
- 차량용 네비게이션 기능과 PDA 기능을 접목한 멀티미디어 시스템이며, 기존 CD 타입의 네비게이션과는 달리 

메모리(CF 카드) 타입을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KT bizmeka 서버와 연동하여 동적인 
시스템으로 동작  

네스테크 
? 자동차용 멀티미디어 정보단말(차량용 PC)인 카맨아이 공급  
? 카맨아이 시장개척 차원에서 모바일 정보센터인 프라우디 정보센터 운영중  
? 대우일렉트로닉스를 통해 차량용 단말을 GM 대우자동차에 공급  

모비딕 
? 자동차용 종합 멀티미디어 통신단말기인 AUTO PC를 개발하여 보급  
? 기존 자동차용 AV, TV, MP3 및 네비게이션 등을 하나의 유닛으로 통합한 시스템  
? AV, Navigation, Communication, Computer, Car Monitor 등의 기능 부여  

기타 
? 카포인트: 삼성화재-KTF의 애니넷 서비스에 단말기 공급  
? 대우정밀: GM대우자동차에 단말기 공급  

<자료>: IITA, 주간기술동향, 통권 1124호(2003. 12.) 등의 자료를 참고로 ETRI 재작성, 200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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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ㆍ금융거래 등이 가능하며, 인터넷 접속

을 통해 호텔 예약과 팩스 송수신까지 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르노삼성자동차도 ‘고급형 텔레매틱스 

시스템사업’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여 “INS(지능형 

정보네비게이션시스템)”을 개발하여 SM5와 SM3 

등 자사 SM 시리즈 이용고객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III. 국내 텔레매틱스 사업 현황 

1. 텔레매틱스 사업 구도 

자동차 제조업체, 통신사업자, 텔레매틱스 서비

스 사업자(telematics service provider), 단말기 

제조업체, 콘텐츠 제공자(CP)간의 유기적인 value 

chain을 형성하고 있는 국내 텔레매틱스 산업은 

(그림 5)에서와 같이 자동차 제조업체(OEM) 및 통

신사업자 주도로 경로안내 서비스 중심으로 진행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수의 CP, 단말기 

제조업체가 경쟁을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각기 이

들 개별 기업의 역할, 필요역량, 수익원천, 경쟁요

소들은 매우 다양한 편이다[7],[8].  

2. 서비스 현황 

가. 자동차 제조업체별 서비스 현황 

1) 현대ㆍ기아자동차의 모젠(MOZEN) 

현대ㆍ기아자동차는 지난 2000년 LG 텔레콤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텔레매틱스 시장 진입을 준비하

여 2003년 11월 뉴그랜져 XG, 뉴 EF 소나타, 리갈 

등 3개의 차량을 대상으로 텔레매틱스 서비스인 

MOZEN을 출시했다. 현재 에쿠스, 뉴그랜져 XG, 

NF 소나타, 테라칸, 투산 등 현대차종과 오피러스, 

리갈, 카니발2, 쏘렌토, 스포티지 등 기아차종의 차

량에 MOZEN 단말기를 장착 판매하여 서비스를 제

공중이다. 특히 에쿠스와 오피러스 차종에 장착하는 

MOZEN 신형 단말기(MTS-300)는 화살표 방식으

<표 5> 국내 텔레매틱스 서비스 사업자 동향 

업체 주요 동향 

SK 텔레콤 
? 2002년 3월 앤트랙 서비스 개시(스탠다드 서비스: SK텔레콤의 NateDrive)  
? 2002년 말 가입자 8만 명 달성 이후 10만 명에 육박했던 가입자 수는 2003년 상반기까지 8만 명으로 하락  
? PDA나 소형 TV 등 다양한 외장형 단말 개발을 통해 서비스 제공 계획  

KTF 

? 2004년 5월 K-ways 서비스 개시  
? 쌍용자동차와 제휴하여 Ever-way 서비스 2004년 9월 출시 예정  
? 휴대폰과 LCD 창 네비게이션을 연동시켜 단말 타입의 K-ways 와이드서비스 제공 예정(항법용지도가 내장 

되어 입체적 길안내 가능)  

LG 텔레콤 
? 현대ㆍ기아 자동차와 제휴하면서 BM에 중점(MOZEN 서비스)  
? 텔레매틱스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현대ㆍ기아 + LG 텔레콤)  
  (통신기술, 요금제, 고객센터 구축, 가입프로세스 등 세부 업무 추진)  

현대ㆍ기아 
자동차 

? 2002년 하반기 시범 서비스를 시작  
? 2003년 11월 텔레매틱스 서비스인 MOZEN 개시  
? 텔레매틱스 단말기를 옵션판매가 아닌 기본장착으로 보급  
? 현대차는 2007년까지 70만 대, 기아차는 2009년까지 60만 대를 장착할 계획  
? IBM과 통신인프라 및 포털서비스 시스템 관련 포괄적 제휴  

대우 자동차 
? 2001년 11월 드림넷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시작  
? 2002년 말 텔레매틱스 서비스에 대한 저조한 이용률 등을 이유로 서비스 중단  
? 2003년 상반기 이후 드림넷 II를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GM 인수에 따라 백지화  

르노삼성 
자동차 

? SK 텔레콤 및 삼성전자와의 업무조인을 통해 텔레매틱스 상용화 준비  
? 2003년 10월 출시된 2004년형 SM5에 텔레매틱스 시스템 장착을 통해 시장 진출  

쌍용자동차 
? 2002년부터 KTF 컨소시엄과 텔레매틱스 서비스 제휴  
? 2004년 6월 시범서비스를 거쳐 향후 뉴체어맨, 뉴렉스턴 등에 상용화 예정  
? 늦게 시작한 서비스를 빠른 전송속도 및 서비스 품질로 극복할 계획  

기타 ? 삼성애니넷(텔레매틱스 서비스 ‘애니넷’의 전용단말기를 무상 임대)  

<자료>: IITA, 주간기술동향, 통권 1124호(2003. 12.) 참고로 ETRI 재작성, 200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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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길안내하던 MTS-200과 달리 DVD 네비게이션

을 기반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상세한 지도를 제공

하며, 목적지까지의 주행경로 외에 주변 도로의 교

통상황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

다. 텔레매틱스 단말기를 기본 옵션화하여 2007년

까지 130만 대의 차량에 장착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그림 6) 참조). 

MOZEN 서비스는 안전서비스, 교통정보서비스, 

 

Content Provider 

Wireless Carrier 

Service Provider 

OEM 

Terminal Mfg. 

? 로티스 
? 포인트아이 
? 교통방송 
? 팅크웨어 
? 만도맵앤소프트 

? SK 텔레콤 
? KTF 
? LG 텔레콤 

? SK/SK 텔레콤 
? 대우자판 
? 현대기아자동차 
? 앤트랙 

? 현대ㆍ기아자동차 
? 르노삼성자동차 
? 쌍용자동차 

? 모빌콤 
? 현대오토넷 
? LG 전자 
? 삼성전자 
? 모비딕 
? 보이스웨어 
? 대우정밀 
? 네스테크 
? 카포인트 

? 다수의 CP, 단말기 제조업체가 경쟁 
? 전문 웹솔루션 업체들에 의해 가격중심의 경쟁구도가 형성 
? 진입장벽이 낮아 난립 

? 무선인프라 세계 최고 수준 
? 자동차 업계와 다각적인 제휴 결성 
? 네트워크 및 시설 투자 필요성에 의해 경쟁심화 

? 교통정보 위주 
? 사업자간 연계를 통한 수익성 확보 

? 고급차종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 텔레매틱스 사업의 가장 중요한 player 
? 통신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한 사업 전개 
? 부분적으로 자체 콜센터 운영 

? 현대ㆍ기아자동차-LG 전자, 삼성전자-르노삼성자동차의 진입과 
함께 BM이 활성화되어 감 

? LG 전자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GM에도 공급 예정 

주요 업체 특징 

<자료>: ETRI 기술혁신정책연구팀, 2004. 8. 

(그림 5) 국내 텔레매틱스 서비스 관련 사업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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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그림 6) MOZEN 서비스 및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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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서비스, 비서서비스, 특별서비스로 구성되며 

(<표 6> 참조), 이용요금은 가입비는 4만 원, 이용료

는 월 28,000원이며 음성통화는 10초 당 18원, 데이

터는 패킷 당 2.5원으로 서비스 제공중이며 부가서

비스인 비서서비스는 건당 300원에 제공중이다.  

현대ㆍ기아자동차는 향후 제조업 중심의 하드웨

어 업체에서 고객서비스 중심의 회사로 이미지를 변

신하는 데 MOZEN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 아래, 

MOZEN 서비스를 모바일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전

에 따른 소비자들의 욕구변화, 첨단 차량관리 서비

스, 첨단 네비게이션 기반 운전자 위치기반서비스, 

첨단안전구난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9].  

2) 르노삼성자동차의 INS 

르노삼성자동차는 2003년부터 삼성전자, SK 텔

레콤, TU 미디어콥 등과 전략적 제휴를 맺으며 이

를 바탕으로 텔레매틱스 시장공략에 나서고 있다

[10]. 르노삼성자동차는 2003년 9월 SK 텔레콤과 

공동으로 텔레매틱스 시스템인 “INS(지능형 정보네

비게이션시스템)”을 개발하여 SM5와 SM3 등 자사 

SM 시리즈 이용고객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

다. 또한 2004년 4월 삼성전자와 고급형 텔레매틱

스 시스템 사업 제휴를 맺어 SK 텔레콤의 통신망과 

콘텐츠를 활용하고, 고성능 3차원 지도를 내장한 네

비게이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 자동차 오

디오 및 차량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텔레매틱

스 시스템을 추진중이다((그림 7) 참조). 

르노삼성자동차의 INS를 통해 제공되는 텔레매

틱스 서비스는 현위치를 인식, 길안내기능과 음성으

로 길을 안내하는 음성정보서비스, 교통정보와 뉴

스, 날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핸

즈프리기능, 긴급구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서비

스 등으로 구성된다.  

나. 이동통신 사업자별 서비스 현황 

1) SK 텔레콤의 NateDrive 

 SK 텔레콤은 기존에 음성통화가 중심이 됐던 이

동통신망 사업을 무선 데이터 통신으로 확대하기 위

한 방안 중의 하나로 텔레매틱스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SK 텔레콤은 2002년 3월 SK(주), 삼성전자

<표 6> 현대ㆍ기아자동차의 주요 MOZEN 서비스 

서비스 제공서비스 종류 

안전서비스 SOS, 도난추적, 에어백전개 자동통보,  
원격문열림, 도난경보알림  

교통정보서비스 길안내, 교통정보, 위험지역알림  

생활정보서비스 추천 코스, 생활정보, 개인정보관리  

비서서비스 
길안내서비스 요청, 교통정보 요청, 추천 
맛집 요청, 전화연결 서비스 요청, 증권정
보 요청, 날씨정보 요청  

특별서비스 
멤버십 홈페이지, 음성정보, 핸즈프리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자료>: MOZEN 홈페이지(www.mozen.com) 참고로 작성, 2004. 

 
INS-300 진행 네트워크 

SKT 무선망 

NateDrive 서비스 
? 경로 계산(교통정보) 
? 지도 데이터베이스 
? 교통/생활정보 

NATEDrive 
정보센터 

휴대폰 
NATEDrive 서비스 연결 

INS-300 
? 현재 위치 인식 
? 길 안내 기능 
(경로 데이터 수신, 경로이탈 감지, 상황에 
따라 NateDrive 서비스 재접속 등) 

? 긴급 구난 서비스 
? 길 안내 음성 안내 

기지국 GPS 위성 

현재 위치정보 

<자료>: 르노삼성자동차 홈페이지(www.renaultsamsungm.com/NewJsp/ins300/index.html), 2004. 8. 

(그림 7) 르노삼성자동차의 텔레매틱스 단말기 INS-300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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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SK 텔레콤의 주요 NateDrive 서비스 

서비스 제공 서비스 종류 

My Drive 
최근 길안내, 예약된 길안내, 길안내 
즐겨찾기, 교통정보 즐겨찾기 등 

길안내서비스 빠른 길, 초행길, 다중경로, 대안경로 
안내 

안전운전도우미 
규정속도, 사고다발구간, 급커브구간 
등 안내정보 

교통정보서비스 
한강교량, 도시고속화도로, 주요도로, 
터널, 교차로, 영상정보, 지역별 정체 
구간, 교통뉴스 등 

긴급서비스 구급차 출동, 차량 긴급수리, 견인 

레저&라이프서비스 맛집, 놀이시설, 휴식지, 드라이브 
코스 등 추천 

주변시설물찾기서비스 주유소, 음식점, 은행 등 찾기 

<자료>: NateDrive 홈페이지(drive.nate.com) 참고로 작성, 2004. 10. 

와 공동으로 NateDrive를 출시해 본격적으로 텔레

매틱스 시장에 진출했다. 삼성전자의 이동전화에 본

체, 거치대, GPS 안테나 등으로 구성된 네비게이션 

키트를 장착하는 형식으로 시작된 NateDrive는 이

후 이동전화 기종의 다변화와 안전운전 기능 등이 

추가되었고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으로 초

기 텔레매틱스 시장 형성의 주도권을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실시간 정보를 분석해 최상의 경로를 음성

과 그래픽으로 제공하는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중이

며, 2002년 4월 서비스 개시 2년 만에 이용자 수 13

만 명(2004년 6월 기준)으로 최다 가입자를 보유하

고 있다. NateDrive는 기존의 네비게이션과 달리 

네이트와 텔레매틱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무선

망과 GPS의 컨버전스형 상품으로 교통상황을 실시

간으로 수집, 분석해 최상의 경로를 음성과 그래픽

으로 제시하는 양방향 서비스이다. SK 텔레콤은 특

히 다음커뮤니케이션, 모비딕, 제주지역 SI 및 콘텐

츠 개발업체 4곳, SKC＆C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보통신부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제주도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 사업자로 선정되어 텔레

매틱스 사업에 상당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11]. 

NateDrive의 요금은 프리미엄서비스(월정액 2

만 원), 레귤러서비스(월정액 9천 원, 추가사용에 따

라 요금부과), 라이트서비스(기본료 없이 사용에 따

른 요금부과)가 있다. 이용요금은 가입비 무료(SK 

가입자, 비가입자 55,000원, 2004년 현재)이나, 정

액제 2,000원/월, 종량제인 경우 text 접속 건당 

500원, 음성접속 건당 1,500원의 비용이 든다. 주요 

텔레매틱스 서비스는 <표 7>과 같다. 

2) KTF의 K-ways 

KTF는 이동통신사업을 통해 쌓아온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 경험을 기반으로, 텔레매틱스 서비스 

분야에서도 경쟁력 있는 TSP(텔레매틱스 서비스 

제공업자)로서 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KTF는 AM 시장에서는 단말제조사인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항법용 지도업체, 교통정보제공사업자 등

과 약 1년 이상의 연구개발을 통해 2004년 5월에 

상용화한 K-ways를 출시하였다. 텍스트 위주의 도

로상황 안내가 아닌 음성 네비게이션과 입체지도가 

결합된 안내가 가능하며, 월 기본료는 9,000원에 제

공중이다. 제공 서비스로는 목적지 음성입력서비스

(경로안내/교통정보, 12회 무료, 13회 이상 건당 

700원), 목적지 문자입력, 교통정보서비스(무제한), 

주변시설 찾기, 긴급구난신고접수서비스(무제한), 안

전운전(무제한), 교통정보서비스(건당 80원) 등이 

있다[12].  

현재 쌍용자동차와 제휴하여 추진하고 있는 BM

용 텔레매틱스 서비스로는 “Ever-way”라는 브랜드

로 상용서비스에 착수할 예정으로 우선 체어맨, 로

비우스, 렉스턴 등 고급형 차량에 적용하고 점차 확

대할 계획이다. 특히 Ever-way는 CDMA2000 1x 

 
<표 8> KTF의 주요 K-ways 서비스 

서비스 제공 서비스 종류 

경로탐색서비스 
최근 목적지, 목적지 즐겨찾기, 목적지 명칭 
검색, 목적지 분류검색, 목적지 음성 입력, 
경로계속안내  

교통정보서비스 
전방교통정보, 교통정보 즐겨찾기, 사고/정체 
정보, 시내 주요지점, 고속도로/주요 국도, 
음성교통정보  

주변검색 
주유소/충전소, 음식/음료, 생활/자동차 편 
의, 숙박, 은행, 관광/레저 

즐겨찾기 
개인 목적지함, 받은 목적지함, 맞춤길, 
회피지 목록, 최근 목적지함  

긴급도우미 
차량 견인, 타이어 펑크/교체, 배터리 충전,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차량위치 확인  
등 긴급서비스 

<자료>: K-ways 홈페이지(www.k-ways.com) 참고로 작성, 20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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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DO 네트워크에서 적용되어 기존 텍스트 기반

의 서비스 및 콘텐츠를 그래픽 환경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타사의 turn by turn식의 길 안내 서비스와 

달리 전체지도 길 안내 기능을 제공해 서비스 차별

화가 가능할 것이라 본다. 이에 따라 교통정보의 경

우 기존 텍스트 위주의 서비스는 물론 서울시 전체 

주요 도로상의 교통상황을 그래픽으로 제공 가능하

고, 특정지역의 경우에 대해서는 정지영상 등으로도 

교통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주요 텔레매틱스 서

비스는 <표 8>과 같다. 

다. 기타 업체 

이 밖의 국내 텔레매틱스 사업자로는 자동차업체

인 쌍용자동차, 통신업체인 LG 텔레콤과 KT가 있

다. 쌍용자동차는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과 편안한 

운전환경을 조성하는 1x EV-DO 기반 초고속서비

스로 차별화된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통해 고객만족

과 수익실현이라는 목표아래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텔레매틱스 관련 TFT

를 구성 운영중이며 KTF와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위한 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KTF는 무선통신망 

제공, 서비스 센터 구축 및 운영을 맡고 쌍용자동차

는 현대오토넷을 통해 단말기 개발과 인터페이스 개

발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중이며, 음성인

식기능 강화, DVD 네비게이션을 기반으로 주행안

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단말기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LG 텔레콤은 자동차 내수시장의 75%를 점유

하고 있는 현대ㆍ기아자동차와 사업제휴를 체결하

면서 “MOZEN”의 출시와 함께 BM 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중이다.  

  KT는 최근 신사업개발단 내에 텔레매틱스 담

당부서를 신설해 텔레매틱스 사업에 본격 착수했으

며, 삼성전자와 전략적 제휴대상 분야로 텔레매틱스

를 정하는 등 상당히 의욕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초고속인터넷의 우위를 기반으로 텔레매틱스 

사업 추진 시 자회사인 KTF와 적극적인 공조체제

로 시장을 주도한다는 목표이다. KT의 사업 기본방

침은 차량 및 통신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한 핵심 콘

텐츠 확보 및 공동개발,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교통

인프라 제공 체제 확보, 차량 제조사와의 협력을 통

한 서비스 차별화 및 고객기반 구축, 유무선 인프라 

연계서비스 개발 등이다. 향후 2005년까지 사업계

획 및 준비기간으로 정하고 2006년에 휴대인터넷 

등에 기반한 텔레매틱스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IV. 맺음말 

텔레매틱스 서비스는 단지 차량이 정보화되는 차

원을 넘어 통신서비스와 자동차, 단말기, 콘텐츠 및 

솔루션이 결합되는 차세대 융합산업의 전형적인 모

습이다. 국내 텔레매틱스 서비스는 자동차 제조업

체, 통신사업자, 단말기 제조업체, 보험회사 등 대기

업 위주의 종합 서비스 제공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향후에는 제한된 고객, 특화된 서비스를 위

한 소규모의 센터 등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것은 텔레매틱스 사업의 주체가 시장상황에 따라 매

우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

성 또한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성공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국내의 주요 텔레매틱스 사업의 특징으로는 자동

차 제조업체와 통신사업자들의 활발한 전략적 제휴

를 통하여 막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종산업인 자동차와 정보통신의 전

략적 제휴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가 아닐 수 없

다. 자동차산업은 비교적 안정적인 산업 환경으로 

제품주기가 6년으로 비교적 긴 시장접근 시간을 갖

고 있는 반면, 정보통신산업은 매우 빠르게 시장 및 

산업구도가 변화하고 있으며 제품 및 서비스의 주기

는 매우 짧다. 따라서 이종 산업간의 이슈를 풀기 위

해서는 기업간 win-win 전략을 전개하는 것이 절실

하며, 이 전략은 대고객 관계, 고객 및 제휴 파트너

와의 이해 등이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텔레매틱스 사업의 

수익성 창출에 있다. 어느 산업에서나 마찬가지이지

만 텔레매틱스 시장에서도 초기에는 수익성 있는 비

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 비



전자통신동향분석 제19권 제6호 2004년 12월 

 

198 

즈니스 모델을 갖추기 위해 철저한 사업계획을 구상

할 필요가 있는데, 즉 직간접 매출 정보, 개발비를 

포함한 비용공유 정보, 투자 정보, 고정 및 변동 비

용을 포함한 사업 모델과 텔레매틱스 전략에 의한 

사업계획 대비 기대되는 결과들에 대한 대응책을 사

전에 수립해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포괄적

인 사업성 분석은 향후 전략적 제휴 구축 시 각 기업

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가 되기 때문

이다. 

최근 정부차원의 협력모델로 건설교통부, 산업자

원부, 정보통신부,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교통정보

센터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진행중이다. 또한 텔레매

틱스 단말기는 과거와 비교해 한층 가격이 낮아져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순한 네비게이션 기능만을 갖춘 이름뿐인 텔

레매틱스가 200만 원대를 호가했지만, 최근 개발된 

텔레매틱스 단말기들은 100만 원대 초반의 제품도 

적지 않다. 일본의 텔레매틱스 시장이 1998년부터 

급성장한 근본 요인을 살펴보면, 100만 원대의 저가 

단말기의 보급과 교통정보센터인 VICS와 총무성 

등 8개의 부처가 공동으로 텔레매틱스 모델을 구축

한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국내의 시도는 커다

란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성장진입기에 돌입한 국내 텔레매틱스 

산업의 도약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인터넷 보급

률, 이동통신서비스 가입률, 세계 6위의 자동차 생

산국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보다 빠른 속도로 급성장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국내 텔레매틱스 산업

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종산업

간 협력모델의 구축이 절실하며, 도로교통 및 지리 

 

 

 

 

 

 

 

 

정보, 멀티미디어콘텐츠 등에서 표준화를 통한 중복

투자 방지, 그리고 융합산업으로서 자동차 안전관련 

법률정비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단말기 세제지원 

등이 관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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