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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기업,
DriveNow
보다폰의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Drive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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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고객

기업정보
기업명: DriveNow GmbH & Co. KG 
주소지: Barer Straße 1 80333 Munich, 
               Germany 
홈페이지 주소: www.drive-now.com

분야
카셰어링

직원
독일 지사에 약 50명의 직원 보유

보다폰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통신
IoT(Internet of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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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코 가브리엘(Nico Gabriel), 
DriveNow CEO

솔루션의 이점
보다폰의 글로벌 IoT 플랫폼에 기반한 
탄력적인 카셰어링 서비스
주유 및 주차 비용을 포함한 
통합 요금 청구 시스템
• DriveNow ID (RFID)를 활용한 주차장 이용 등 

여러 서비스 모듈 탑재 예정
• 향후계획: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DriveNow 고객들을 위해 복합 운송체계인 
멀티모달 트랜스포트
(Multimodal transport)를 활용할 계획

기업 설명
DriveNow는 BMW 그룹과 Sixt AG사가 함께 설립한 
카셰어링 조인트 벤처입니다. 2011년 6월 출범했으며, 
양사는 조인트벤처 지분의 50%씩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BMW 그룹은 이 조인트 벤처 사업에 차량 및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 Sixt AG사는 프리미엄 
서비스, 차량 대여, IT 시스템 및 고객등록을 위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결 과제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편도(Free-Floating) 카셰어링 
방식은 매우 탄력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앱이나 컴퓨터를 통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DriveNow 차량을 찾을 수 있으며, 최소 
이용시간인 15분부터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과 불과 몇 백 미터 거리 안에 있는 BMW 또는 미니
쿠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DriveNow의 CEO인 니코 
가브리엘(Nico Gabriel)은 "현재까지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 한 대당 약 100명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DriveNow 사용자들은 먼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및 
요금지불을 마친 후, 가까운 DriveNow 대리점에서 
개인별 RFID 태그를 수령하여 자신의 
운전면허등록증에 부착해야 합니다. 사용자들이 차량 
전방유리에 설치된 RFID 인식 영역에 자신의 ID를
가까이 가져가면 차량 문이 열리며 비로소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솔루션
이러한 카셰어링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통신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니코 가브리엘은 "우리는 
네트워킹 기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적인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DriveNow는 이러한 파트너로 
보다폰을 선정했습니다.

DriveNow의 데이터 트래픽은 보다폰의 네트워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민감한 개인 
정보가 전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량에 
DriveNow의 ID가 인식되면, 저장돼있는 고객고유번호만이 
셀룰러 커넥션을 통해 데이터 센터로 전송되어 고객 데이터
베이스와의 비교 및 동기화 작업에 활용됩니다. 보다폰의
시니어 컨설턴트로서 DriveNow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는 
안드레아스 보테(Andreas Bothe)는 "차량 문 개방, 주행거리 
및 주행시간 기록, 그리고 비용 청구 프로세스는 모두
자동적으로 운영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DriveNow의 차량들은 합법적인 주차 공간이라면 어디든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차 요금의 경우, 뮌헨과 뒤셀도르프에선
정액제로 합의되어 있으며, 베를린이나 쾰른에서는 차량들이 
IoT 시스템을 통해 가상 계좌로 정산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위해, 차량의 주차 위치 정보는 보다폰 휴대전화망을 통해, 
각 도시의 휴대전화 주차시스템에 접속되어 있는 별도의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전송됩니다. 주유비와 주차 요금은 DriveNow의 
운행시간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카셰어링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는 네트워킹 기술 경험이 풍부한 
전문적인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폰을 찾았습니다.

이점
부가서비스 모듈 또한 이미 계획되고 있습니다. 니코
가브리엘은 "조만간 DriveNow 사용자들은 모두 본인의 
ID를 통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전기
자동차는 충전 요금을 자동으로 정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엠패스(mpass)를 통한 모바일 지불 과정 통합
서비스를 통해, 요금 정산은 보다 간편해지고 카셰어링 
서비스는 더욱 유연해질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는 이러한 서비스가 궁극적으로
복합운송체계인 "멀티모달(multimodal)"로 진화할 
것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DriveNow는 자전거
셰어링 시스템인 넥스트바이크(Nextbike)와 대중
교통 사업자인 뒤셀도르프의 라인반(Rheinbahn),
그리고 베를린의 베를린교통국(BVG)과 이미 협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스마트폰 앱은 복잡한 환승 거리를 
계산하여 이용자에게 최단의 경로를 제안할 수 있을 것
입니다.

DrvieNow의 CEO인 안드레아스 샤프(Andreas Schaaf) 
박사는 "이러한 협력시스템은 자전거 셰어링 사용자가 
DriveNow 차량을 이용하여 기차역까지 이동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여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스마트폰 앱은 대체 교통수단의 
이용가능 여부와 교통 정체 현상에 따라 실시간으로 경로를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네트워크가 있어야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완벽한 도구이고, 보다폰은 이상적인 파트너입니다.

DriveNow는 베를린, 뒤셀도르프, 쾰른, 뮌헨 및
샌프란시스코에서 새로운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일 DriveNow의 핵심적인 특징은 대여한 
장소와 관계없이 어디서든 반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DriveNow는 최고급 브랜드인 미니(MINI, 쿠퍼해치, 
컨버터블 및 클럽맨)와 BMW(1시리즈, X1)의 차량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DriveNow 차량에는 로고가
부착되어 있어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DriveNow는 
향후 전기차 카셰어링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독일에선 2013년 초까지 약 9만 명의 고객이 회원으로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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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는 준비 되었습니까?

DriveNow는 복합운송경로(multimodal 
routing)뿐 아니라 향후 서비스 개선에
있어서도 보다폰의 네트워킹에 기반합니다. 
스마트폰은 완벽한 도구이고,
보다폰은 이상적인 파트너입니다.
안드레아스 샤프(Andreas Schaaf) 박사, 
DriveNow 최고경영자

역동적인 시장, 세계화, 그리고 기술적 변화는 쉴 새 없는 경쟁을 유도합니다. 널리 입증된 성공 방식이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이미 자리잡은 기업들도 끊임없이 도전에 직면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IT 및 통신기술은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에 대비하는 것만이 ‘준비된 기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보다폰은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DriveNow와 같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보다 유연하고 유동적으로 운영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폰의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통신과 같은 IoT 솔루션을 통해, DriveNow는 이미 체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귀사도 준비된 기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다폰의 글로벌 솔루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vodafone.com/business/iot/kore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