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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디바이스(장비)의�품질을�높이기�위해�자동차�보험�회사는�점진적으로�기술�경쟁에�뛰어들고�있습니다. 운전자에게 
다가오는�위험에�대해�경고하고�데이터를�수집하여�필요할�때�보험�제공자에게�알릴�수�있는�시스템을�고려합니다. IoT의�빠른 
성장�덕분에�한때�미래�지향적인�개념이�이미�현실이�되었습니다.

우리의� 고객은� 일본의� 개인용� 컴퓨터� 제조업체입니다. 업계에서 ��년� 이상의� 경험을� 쌓은� 이� 회사의 
노트북과� 기술은� 혁신, 품질� 및� 안정성에서� 표준을� 정립했습니다. 최근에는 R&D에� 투자하여� 파트너와 
최종�사용자�고객이�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지원하는�풍부한�가치와�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그들은�시스템이�클라이언트의�차량에�장착된 D* 회사의 TCU(Telematic Control Unit) 장치로�부터�제어 
시스템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시스템이� 자동차� 충돌과� 같이 
클라이언트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문제를� 감지할� 때마다� 필요한� 경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전화를�걸것입니다.

����년부터 FPT 소프트웨어의 
주요�고객으로써,  ����년 �
월에�자동차�보험�고객의�시장 
출시�지원을�목표로�하는 
클라우드�플랫폼�기반 IoT 
솔루션을�모색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FPT Software의� 전문가들은�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과� 보험용 
텔레매틱스를�융합하는�솔루션을�구현했습니다. 이를�통해�운전자는�잠재적인�도로�위험을�미리�경고하는 
동시에�보다�광범위한�운전자�모니터링�및�개선�프로그램에�사용할�데이터를�캡처할�수�있습니다.

FPT 소프트웨어는� 파트너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Azure IoT(사물인터넷)를� 기회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이러한�리소스를�활용하여�텔레메틱스�운전자�지원�시스템(ADAS)을�구축했습니다. 신중한�선택�과정을�거쳐, 
우리�팀은 Azure IoT Hub와�함께�작동하도록�인증된�자이로(Gyro), G 센서, GNSS를�포함한�약 ��만�개의 
텔레매틱스�컨트롤�유닛�장치와�센서를�배치하기로�결정했습니다.

그런�다음 FPT Software는�선택된�장치와 MS Azure IoT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차� 보험� 회사가� 실시간� 데이터를� 안전하게 
클라우드로� 보내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전자의� 잠재적� 위험을 
감지할�수�있는�텔레매틱스�솔루션을�설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FPT Software는 MS 클라우드�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 및 SLA를� 사용하여� 연중무휴(���
일,매주,��시간) 원격�모니터링, 연결된�현장�서비스,예측�분석, 개인화�및�사용자�지정을�용이하게�하는�즉시 
사용�가능한�솔루션을�제공하는�데�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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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Hubs(이벤트� 허브)를� 통해� 진단� 차량� 이벤트가 
수집되고 Stream Analytics(스트림� 분석기)로� 전달되어 
Azure IoT Hub에서� 실시간으로� 텔레매틱스� 메시지를 
선택하고�데이터�저장을�위해�서비스�계층으로�보냅니다.

데이터에�따라�우리�시스템은�데이터와�메시지를�검색하고 
저장하기�위해 Microsoft SQL Server(MSSQL), Cosmos 
DB, 스토리지� 계정(Blob, Queue, Table)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사용합니다.

DataBrick, DataFactory 및 Power BI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원격�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 시각화를 
생성합니다.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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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의�협력을�촉진하기�위해 FPT Software는�고객의�표준(standard)에�대한�기대에�부응하여�고품질 
솔루션과�결과물을�제공하기�위해�노력했습니다. 이제�우리�고객은 TDAS(텔레매틱스�운전�보조�시스템)을 
적용하는것에�만족합니다.

고객의�사례에서�입증된�실용성, 편의성�및�커뮤니티�가치로�인해�이�텔레매틱스�및 ADAS 구동�솔루션은 
보험업계의�비즈니스에�상당한�효율성을�제공할�수�있는�큰�잠재력을�가지고�있습니다.

FPT는�베트남에�본사를�두고�있는�세계�유수의�기술·IT 서비스�제공�업체로�매출액은�약 ��억달러이며�만����명의�직원이 
일하고�있다FPT는�디지털�전환의�선구자로서�스마트�공장, 디지털�플랫폼, RPA, AI, IoT, 엔터프라이즈�모빌리티, 클라우드, 
증강현실/가상현실, 비즈니스�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서비스, 비즈니스�프로세스�아웃소싱(BPO) 등에서�세계�최고 
수준의�서비스를�제공한다. FPT는�전�세계의 ����개가�넘는�고객사에�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그�가운데 ��개�기업이�항공 
우주, 자동차, 금융�및�은행, 물류�및�운송, 유틸리티�및�기타�산업�분야의�포춘�글로벌 ���대�기업이다. FPT 코리아는 FPT의 
자회사입니다. 

가치

FPT소프트웨어 개요

자세한�내용은�웹사이트�참조: www.fpt-software.kr

사고�예방을�강력하게�지원합니다. 이것은�운전 
습관의 "기록"을�사고�예방�활동을�위한 "자산"으로 
변화시킵니다

함축(응축)된�기능은�사고를�감지하고�예방하기�위한 
모든�사람의�노력을�효과적으로�강화시켜�줍니다

운전자의�안전�운전을�촉진하고�관리자의�관리를 
효율화하고�사고를�줄이는�메커니즘을�가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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