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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폰, 콘티넨탈과 협력해 세계 도로안전 향상 위한 

디지털 타이어 모니터링 플랫폼 제공 
 

- 보다폰-콘티넨탈, 모든 차량 IoT 기반 타이어 상태 모니터링 플랫폼 ‘콘티커넥트’ 발표 

- 비용 소모적 타이어 고장과 사고 예방 … 유지보수 절감과 친환경적 운전 제공 

 

2018년 4월 2일, 대한민국 서울 – 세계 최대 이동통신 기업인 보다폰(Vodafone)이 세계적 자동차 

부품회사 콘티넨탈(Continental)과 협력해 전세계의 도로안전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디지털 타이어 

모니터링 플랫폼인 콘티커넥트(ContiConnect)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상업용 차량을 디지털 타이어 모니터링 플랫폼에 연결시킴으로써 도로의 안전과 차량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콘티커넥트는 이미 미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태국에 배포됐으며, 계속해서 

전세계 각국에 제공될 예정이다. 

 

콘티커넥트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타이어의 온도와 압력 데이터를 중앙 웹 포털에 전송함으로써 

차량 관리자들이 모든 차량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 낮은 온도나 높은 

압력 데이터가 감지될 경우, 해당 시스템은 자동으로 운전자와 차량 관리자에게 알림을 전송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 새로운 플랫폼은 높은 비용을 야기시키는 타이어 고장과 상업용 차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고를 

방지하고 차량 가동 시간을 최대화한다. 보다폰의 무선통신 네트워크는 전세계 어디든 사용자가 

지정한 위치에 실시간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송한다.  

 

콘티넨탈의 상업용 타이어 사업부 디지털 솔루션 매니저인 마이클 뉴헤이셀(Michael Neuheisel)은 

“콘티커넥트는 화물 수송이나 버스 등의 상업용 차량 운영자들과 건설 기업들이 보유 차량에 대한 

관리 활동을 더욱 잘 파악하고 타이어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다”며, “차량 

관리자들은 기록된 데이터를 활용해 차량의 가동 시간을 최대화하고 유지보수 비용과 연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다폰의 IoT 사업부 글로벌 디렉터인 스테파노 가스토(Stefano Gastaut)는 “콘티커넥트는 IoT가 

예상하지 못한 분야에서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매우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이는 

트럭 운전자들이 겪는 타이어 관련 고장과 사고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모든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제고하는 도로 환경을 조성한다”고 말했다. 

 

콘티넨탈의 특수 센서는 타이어의 압력 및 온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해당 데이터를 

이동통신모뎀을 통해 콘티넨탈 서버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서버 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이를 

분석한다. 위험 수치가 감지될 경우 콘티커넥트는 알림을 전송해 차량 관리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친환경적이면서 효율적인 도로 주행 능력  

콘티커넥트는 상업용 차량에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인 도로 주행 능력을 제공한다. 차량 관리자들은 

정기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타이어 교체와 유지보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으며, 이는 타이어의 성능 향상과 수명 연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은 타이어가 연료 사용량과 상업용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시킬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환경을 보호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일례로, 타이어를 80%의 압력으로 

운영하면 주행거리 100km 당 연료 사용량이 0.9리터 가량 증가한다. 연간 평균 주행거리를 

120,000km으로 계산하면, 타이어 당 1,080리터의 더 많은 연료가 소모된다. 따라서 콘티커넥트는 

환경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상업용 차량의 수익성을 향상시킨다.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IoT 서비스 

콘티커넥트 시스템은 SMS(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운전석에 

디스플레이 기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 보다폰이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는 차량 

관리자들이 주행 중인 모든 차량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보다폰에 대하여 

보다폰은 세계 최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이며, 음성, 메시지, 데이터와 유선 통신을 포함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다폰은 26개국에서 이동통신 사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49개국 이상의 이동통신

사와 파트너를 맺고, 19개 시장에서 유선 광대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12월 31일에 집계된 

바에 의하면, 보다폰은 5억 2,910만명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보유했으며 1,930만명의 유선 광대역 통

신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vodafone.com을 참조하면 된다. 

 

글로벌 웹페이지 미디어 문의: www.vodafone.com/media/contact  

코리아 웹페이지 주소: www.vodafone.com/iot/korea 

 

http://www.vodafone.com/
http://www.vodafone.com/media/contact
http://www.vodafone.com/iot/korea


보도자료 문의 

TEXT100 Sunny / vodafone@sunny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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