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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자율주행 기술 및 IOT(Internet of Everything)의 발달로 자율주행 

차량이 멀지 않은 미래 차량의 모습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구글은 

2009년부터 7년간 자율 주행 시스템을 통해 116만 마일(약 185만 km)를 

주행하였으며 (2015년 기준), 그 동안 발생한 14건의 사고 중 11건이 다른 

차량 잘못으로 인한 후방충돌사고 임을 볼 때,1) 구글의 자율주행차가 갖고 

있는 HW/SW의 결함에 의한 사고 확률은 매우 낮다. 자율주행의 상용화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으나, 운전자 보조 장치(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의 발달에 따라 각 연구단체들은 약 2025년 

부터는 자율주행이 상용화 될 것으로 예측한다. 자율주행과 함께 차량의 큰 

화두로 공유 차량을 논할 수 있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이후 떠오른 '공유 

경제'는 에어비엔비(Airbnb)의 숙박과 집 카(Zip car), 우버(Uber)등의 차량 

서비스를 통해 더욱 확장되고 있다. 협력적 소비를 바탕으로 하는 공유 

경제는, 제레미리프킨이 '소유의 종말'에서 언급하였듯 급속한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과 소유에서 경험으로의 가치 변화를 통해 그 규모가 현재 

18,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또한 2012년부터 한국에도 그린카와 쏘카가 

런칭되며 국내에서도 공유차량을 주축으로 한 공유 경제가 더욱 확장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래 차량의 큰 방향인 자율주행과 공유차량의 접점에서, 

사용자경험(UX)및 유저 인터페이스(UI)를 연구하였다. 앞서 제시한 자율 

주행이 기술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기술 중심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맞춰져 있어 사용자 중심 측면에서 자율 주행 차량이 어떠한 경험을 

제공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계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1) google car accdent. (2016.01).
   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5/jul/17/crash-self-driving-google-ca
   r-injures-three



아울러 차량 내부 인테리어 및 대시보드 활용성이 중요해지며, 전방 

주시로부터 자유로워진 운전자에게 제공할 정보의 종류 및 전달방식에 대한 

인터페이스, 인터랙션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공유 차량의 

경우, 현재 북미를 포함하여 아시아,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활발히 서비스 

중이나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서비스 형태가 거의 유사하고 그에 따라 

사용자가 느끼는 공유차량의 한계 및 불편함이 산재해있다. 

이에 자율주행 기술과 공유차량이 접목된 공유형 자율 차량을 제시하고자 

한다. 크게 자율주행, 공유차량의 연구가 병합적으로 이루어지며, 기술 및 

디자인 연구에 앞서 이 시대 자율 및 공유의 의미를 칸트의 '실천이성비판’ 

과 제레미 리프킨의 '소유의 종말'을 통해 짚어본다. 이후 자율주행의 현황 

및 차량 UI, 인터랙션과 공유차량 서비스 및 인터페이스를 문헌연구 및 

정보 조사를 통해 연구하고 현재 차량 경험 및 자율주행 차량, 공유형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인터뷰를 실제 공유 차량 유저 및 자율주행 경험자를 

포함하여 인터뷰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시나리오를 도출 한 후 

1,2차 전문가 검증을 거쳐 시나리오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최종 

결과는 공유형 자율주행 차량의 사용자 경험 시나리오(UX)및 차량, 모바일 

인터페이스(UI)이다. 본 연구가 자율주행 차량의 디자인적 접근을 통해 

보다 인간을 배려하고 안전하며 편리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기여할 것 

이라 기대한다.

주요어: 자율 주행(Autonomous Car), 공유 차량(Car sharing), 차량 

디스플레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Driver Assistance System:DAS), 

인간-기계 상호작용(Human-machine interaction:HMI),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학번: 2014-2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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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미시건,� 워싱

턴� DC

뉴욕,� 일리노이,� 하와이,� 뉴햄프셔,� 오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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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구글카를 선두로, 자율주행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2015년 

현재, 이미 자율주행 시스템을 통해 116만마일(약 185만km)를 

주행하였으며, 2020년 자율주행 차량 시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글 뿐 

아니라 GM의 경우, 2016년부터 고속도로에 한해 주행이 가능한 자율운전 

자동차 적용을 계획하였으며, 이를 비롯해 Ford, VW, Mercedes, BMW, 

Volvo에서는 2017년부터 자율주행차량 양산이 가능함을 밝혀 자율 주행 

상용화가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자율주행의 미래가 더욱 구체화 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완전 자율운행의 

안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으나, 2015년 미국 기준 네바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미시건, 워싱턴 DC 등 5개 주가 법적으로 완전 자율주행 

운전의 도로주행을 허용하였으며, 뉴욕, 일리오니, 하와이, 텍사스 등의 

12개 주가 법정 심사를 진행 중이다.

< 표 1. 2015 미국의 자동운전 자동차 법제화 현황 >2)

한국 또한, 2015년 5월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자동차와 초소형 자동차의 

시범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재정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제출함으로서, 

자율주행 초소형자동차가 국내 도로 운행에서 적합한지를 실험하는3) 임시 

2) 공영일, (2015). “구글 카 사업 동향과 전개 방향”수정 후 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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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을 허가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자율주행에 대한 트렌드는 굴지의 

자동차 회사들의 사업계획 및 각 나라의 법 개정뿐 아니라 각종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도 관찰할 수 있다. 가스너의 2015년 신기술 하이프 사이클은 

자율주행이 프리피크(pre-peak)단계에서 피크(peak)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는 여전히 초기단계이지만, 주요 모든 자동차 업체에서 단기 로드맵에 

포함할 만큼 큰 흐름이라고 진단하였다.

< 그림 1. 2015 Gartner hype cycle >4)

자율주행과 더불어 미래 자동차의 활용 방안의 또 다른 큰 흐름으로 카 

쉐어링을 논할 수 있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세계는 소유 중심의 경제체제를 넘어서 경험 중심 

체제로서의 전환을 촉구하였다. 이는 과거 소유의 개념이 강하였던 주거, 

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5).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4) Gartner hype cycle, (2015,9), www.gartner.com/newsroom/id/31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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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포함해 생활 전반의 영역으로 확대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의 규모가 2013년  51억 달러 수준에서  매년 80%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중 주류를 차지하는 북미(60%)와 유럽 

(35%)의 대표적 성공사례는 빈집(방) 공유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 

와 카 쉐어링 서비스인 `집카(Zipcar)’를 들 수 있다.5) 특히 집 카의 경우, 

2012년 기준 회원 수 76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북미의 대표적인 카 쉐어링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집카 회원의 약 40%가 기존 소유차량을 

처분하거나, 차량 구매 계획을 취소하였으며6) 미국 자동차 협회(AAA)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집카를 이용할 경우, 도시 기준 435$을 절약 할 수 

있다. 

자율주행 및 공유차량의 트렌드가 지속되어 차량에 다양하고 새로운 기능이 

도입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운전자, 차량, 모바일 및 교통체계간의 

인터랙션, UI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맞춘 인터페이스 

연구는 현 상황에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 

자동차의 큰 흐름인 자율주행과 공유차량을 연구하고, 기존 연구 집단의 

시나리오 및 기술 분석 후 사용자 조사를 통해 현 공유차량 및 일반차량, 

미래의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니즈를 발굴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유형 

자율차량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능을 추출한다. 이어서 주요 

시나리오를 설계 후, 해당 자율주행 카 쉐어링 시스템에서의 인터랙션 및 

UI를 제시하고자 한다. 

5) 김점산 외, (2014), “공유경제의 미래와 성공조건”
6) Zipcar, (2015.9), zipc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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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그림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접근이 병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미래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율 주행 차량에 대해, 먼저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에 따른 자율과 타율을 통해 자율주행의 의미를 짚어보고,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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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구분 인지 제어 책임
운전

가용성
현황

0

No� Automation

운전자에�의해� 완벽히�

제어되는�차

운전자 운전자 운전자 O 일반차량

1

Function� Specific� � �

Automation

1개�이상�특정�

제어기능을�갖춘�자동화�

시스템�장착

운전자
운전자/

자동차
운전자 O 고급차량

2

Combined� Function�

Automation�

:고속도로�주행�시�

주변차량과

차선을�인식하고�앞차�

간격� 유지

운전자 자동차 운전자 O

GM�

캐딜락

슈퍼크루

즈�기능,�

현대차

3
Limited� Self-Driving�

Automation
자동차 자동차

운전자/

자동차
O

구글차,�

벤츠

자율주행 현황 및 차량 UI,인터랙션을 조사한다.

둘째, 제레미 리프킨의 공유개념과, 공유경제의 발달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유 차량의 서비스 및 인터랙션에 대해 조사한다. 이후 

사용자 조사는 세 가지로 진행되며, 디자인 전 단계의 Pre-research 

과정에서 현재 차량 경험 및 자율주행 차량 인터뷰, 실제 공유 차량을 

사용해본 유저들을 대상으로, 공유차량 유저 인터뷰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총 55개의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1/2차 전문가 검증을 통해 

객관성을 높인다. 최종 작품은 공유형 자율 차량의 시나리오에 따른 정보 

분류 및 시각화를 통한 새로운 UI/UX 디자인이다.

본 연구는 자율주행 1-4단계 중, 가장 높은 4단계의 자율주행 차량을 대상

으로 진행한다. 자율주행의 단계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2. 자율주행 단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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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핸들�조작�

없이도�목적지까지�일정�

부분� 자율주행�가능

:교차로나�신호등,� 횡단�

보도를�인식해�자동으로�

차량� 제어,� 차선변경과�

끼어들기가능

트럭

(고속도로

자율주행)

4

Full� Self-Driving�

Automation

운전자는�목적지만�입력,�

안전� 모든�책임은�자율�

주행차의�몫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X

완전

자율

주행차

3단계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의 경우, Limited Self-Driving Automation 

으로 운전석에 핸들이 있으나, 운전자의 조작 없이도 자동차 스스로 

일정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을 말하며 이는 구글이 2020년 시판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단계이다. 마지막 4단계인 완전 자율 주행 차량의 경우 

자동차가 인지, 제어, 책임을 모두 맡는 단계로서 운전자와 소통은 하지만, 

운전은 전적으로 차량이 하는 경우를 말한다. 운전자와 탑승자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운전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신체적, 인지적으로 운전을 하기 

어려운 사람도 가능해지는 단계이다.0-4단계 중 가장 자동차 내부 활용도가 

중요해지며, 목적 및 이동 장소에 따른 차량 내 공간변화가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본 연구는 향후 상용화 연구 예정인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사용자 분석의 경우, 두 가지로 진행한다. 첫 번째로 일반차량, 공유차량,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경험 및 니즈를 인터뷰를 통해 조사한다. 자율주행 

차량 탑승 경험이 있는 연구원 및 공유차량 유저를 포함, 총8명의 인터뷰 

대상자에게 구조화 인터뷰 및 컨텍츄얼 인터뷰(Contactual Interview)를 

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5), “운전자에게는 자유를, 교통사고는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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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한다. 일반 차량에 대한 질문은 현 차량 이용 시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직접 동승해 관찰인터뷰로 진행하였으며 자율주행 차량의 경우, 실경험자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인식 및 상황, 장소에 따른 

니즈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마지막 조사는 프로토타이핑 단계에서 디자인 

시안 및 프로토타이핑 개발이 완료 된 후, 파일럿 참가자를 대상으로 

유저테스트를 진행하고, 개선 및 보완하였다. 

1.3 용어의 정리

자율 주행: Autonomous driving

운전자가 직접 조작 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주행환경을 인식해 위험을 

판단하고 주행경로를 계획하여 운전자 주행조작을 최소화하며, 스스로 

안전운행이 가능한 인간 친화형 자동차를 말한다. 센서가 주변 환경을 

인지해 주행경로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독립적으로 주행하고, 운전자가 

도로상황을 신경 쓰지 않아도 차량이 스스로 장애물을 피하며, 앞 뒤 차 

간격을 맞춰 주행한다. 즉, 자율주행 차량은 기계 중심의 기술에서 센서 

융합, 정보통신, 첨단교통, 지능제어, 필드로봇 등의 신기술을 융합한 

미래형 이동수단이다. 각종 센서와 프로그램으로 운전자 역할을 하며, 

센서에 모인 정보는 컴퓨터로 가공돼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방향 

전환가속 및 브레이킹 등 운전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자, 전산, 항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8) 셀프 드라이빙 

(Self driving), 자동 주행(Automated driving)과 거의 비슷한 의미로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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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주행: Automated driving

자동화 수준을 높인 주행으로, 차량이 오류 없이 환경 및 상황을 인지하여 

현재의 위치에서 목표하는 위치로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을 지칭한다.9) 

현재는 ‘자율 주행’이 더 많이 쓰이나, 자동화 시스템 등 자율 주행 차량의 

기술 연구 시 자동 주행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무인 자동차: Driverless car

운전자(Driver)이 없는 차량. 19세기 자동차를 표시하는 단어가 말(馬)이 

없는 차 (Horseless carriage)였던 것에 비교, 차량 주행의 주체 및 결정 

과정에서 운전자가 없이 자동 또는 원격으로 운행되는 차량을 지칭한다.10) 

공유 경제: Sharing economy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런스 레식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된 말로, 

전통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에서의 소유권 개념과 달리, 공유재로서 하나의 

개체나 지식등을 나눠 쓰는 경제 방식을 말한다. 그는 공유 경제를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특징인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즉, 물품은 물론, 생산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공유소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운동으로 확대되어 쓰이고 있다.11)

9) Reiner Hoeger외, (2008), “Highly automated vehicles for intelligent transport: 
have it approach”

10) 공영일, (2013), "자동운전 자동차(self-driving car), 어떻게 볼 것인가"
11) 고윤승, (2014), “ICT 발달에 따른 공유경제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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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차량 : Car Sharing

한 대의 자동차를 시간 단위로 여러 사람이 나눠 쓰는 것을 말한다. 개인 

소유의 차량이 대부분의 시간동안 이용되지 않고 주차되어 있음에 착안,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도 필요한 시점에 공유할 수 있는 차량이다. 렌터카 

업체와는 달리, 주택가 및 지하철 역 근처의 공영주차장을 통해 빌릴 수 

있으며, 기존 하루단위였던 렌트카에 비해 시간 단위로 차를 빌려 쓸 수 

있다. 1950년대 스위스에서 사회운동 형태로 처음 시작된 이후 90년대 

들어 서유럽과 미국에서 상업화되었으며,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실용적 소비성향이 대두되면서 확산되었다. 반납 유형에 따라 양방향과 

단방향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양방향의 경우 대여 위치에 차량을 다시 

반납하는 방식, 단방향은 편도 운행으로 대여지와 다른 장소에 반납하는 

방식을 뜻한다. 대표적인 카 쉐어링 업체는 미국의 집카(ZIPCAR), 

우버(Uber) 한국의 쏘카 등이 있다.12)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또는 

ADAS는 운전자의 운전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운전자 보조, 안전성 

강화, 편리성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첨단 감지 센서, 

지능형 영상 장비를 통해 충돌 회피, 차선 이탈 경고, 사각지대 감시, 

향상된 후방 감시등이 가능하다.13)

12) 김승현 외, (2014), "Development of a Vehicle Relocation Algorithm for the
    Promotion of One-way Car Sharing Service"
13) ADAS, (2015.09), “www.ts20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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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티드 카: Connected car  

차량과 IT기술, 모바일 디바이스가 결합된 개념으로 차량 도메인 내 통신 

연결성을 한 차원 더 높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시킨 차를 말한다. 

인터넷 접속을 통해 다른 차량 및 교통 시설, 사용자의 모바일 디바이스 

등과 연동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 모바일 기능을 차량 내 디스플레이와 

연동시킴으로써 주행 중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14) 최근에는 스마트 홈과 더불어 가정시스템과도 연동되고 

있다.

 

    

14) 이소연, 박상준, (2012) “커넥티드 카 구현을 위한 V2X 기술 및 표준화”



11

   2. 자율 주행

                    

                        2.1 자율과 타율

                        2.2 자율 주행 현황

                        2.3 자율 주행 차량 인터페이스



12

2. 자율 주행

2.1 자율과 타율

2.1.1 자율과 타율의 본질적 의미

자율(autonomy)은  타율(heteronomy)의 반대어로서 정치학에서는 자치를 

의미하지만, 칸트 윤리학에서는 의지가 의지의 본질인 이성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말하며, 칸트는 자율적 의지를 자유로운 의지로 생각했다. 

이에 대해 의지가 감성의 자연적 욕망에 의해 규정되는 것을 타율이라고 

불렀다. 칸트의 이와 같은 사고에서는, 도덕원리가 별개의 사실의 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주장과 인격의 자기 

결정이라는 주장이 통일시 되고 있지만, N. 하르트만은 책임에 기초를 두는 

것으로서의 의지의 자유는 선(善)도 악(惡)도 행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하여 

이 의미에서의 <인격적 자율>과 도덕의 <원리적 자율>을 구별했다.15) 

칸트가 주장한 자율은 '스스로 하다'를 넘어 스스로의 이성에 따르는 것을 

자율의지로 보고, 이에 반해, 스스로 행할지라도, 자신의 의지가 다른 

욕망에 의해 행해지는 것을 ‘타율’로 보았다. 이는 본질적 의지를 중시하는 

칸트의 '실천이성비판'에 근간한 것으로, 도덕 법칙을 중시했던 칸트의 

사상이 잘 드러난다. 이를 자율주행에 접목해 볼 때, '자율 주행'은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을 넘어서 센서 및 데이터에 의한 차량의 인지(認知)를 

인정하며 차량이 스스로 주행을 하는 능동적 입장임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임마누엘 칸트는 노년에 쓴 한 편지에서, 자신의 연구와 관해 세 가지 

15) 사회복지학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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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을 남겼다.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어도 좋은가?16)

이 물음들은 차량운전에 관해서도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다. 자율주행이란, 

차량이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인지하고,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차량을 말한다.17) 첫 번째 물음은 '인식'에 관한 

것으로, 차량 목적지를 선정하고,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경로를 탐색하는 

일련의 절차가 여기에 해당된다. 자율주행 차량 역시, 현재 일반차량과 

유사한 방식으로 차량 목적지를 운전자가 설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향후 ICT 융합 및 모바일과의 결합을 통해, 사람이 어디를 갈 지를 정하지 

않더라도, 차량이 스스로 스케줄 및 목적에 따라 목적지를 '인식'하고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 주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이는 더욱 정교해져, 

차량 주행의 목적이 '원하는 곳에 빨리 가고자' 인지, '드라이브 등 차량 내 

경험을 즐기는' 것인지 등의 목적과 상황을 판단하여 주행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기술 및 정보의 발달함에 따라, 차량의 인식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정교해져 사람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어디를 가고자 하는지 등을 더욱 

정밀하게 알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물음은 '행위'에 관한 것이다. 차량의 경우, 주행과 관련되며, '누가 

차를 운전하는지'와 관련된다. 이는 차량 운전 중 가장 대표적이고 주요한 

사건에 해당하며, 보다 상세히 들어가면, 주행 시 일어나는 각종 세세한 

16) 한스 요아힘 슈퇴리히, (2008), 『세계 철학사』
17) 노삼열 외, (2015), "Co-Pilot Agent for Vehicle/Driver Cooperative and   
    Autonomous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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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들 :신호에 맞춰 주행과 정지를 반복하고, 예측치 못했던 장애물 등 

돌발 상황을 피하거나 멈추는지, 또한 차량의 속도는 어느 정도로 주행할 

것인지 등의 다양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의 

인지과정과도 연결되며, '주행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결정짓는다.

세 번째 물음은 믿음(신뢰)에 대한 것이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공 지능 

시스템 사용이 필수적이므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Lee et al., 2004).즉, 기술적 구현과 함께, 사용자가 얼마나 신뢰를 가지고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확장되고 있다.18) 2015년 9월 현재 

자율주행차량의 사고율은, 사람의 조작을 제외하면 0%로, 사람의 주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안정적인 수치로 기록되고 있다. 하지만 '차는 

사람이 운전해야 한다' 는 지금까지의 멘탈 모델은, 법적 제도와 더불어 

자율주행 차량의 대중화를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1.2 진정한 '자율'을 위한 자율주행

산업혁명이 대두되며 전차 및 현대의 차량이 발명되기 전, 서양의 주요 

운송수단이었던 마차와 동양의 주요 운송수단이었던 가마는 운전자(=마부 

및 하인)와 탑승자(=상류 계층)가 구분되어 있었다. 마부나 하인에게 

행선지를 전달하면, 그들의 인력이 운송수단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마부나 하인에게 자율권은 없었으며, 이는 칸트에 따르면 스스로 움직였다 

할지라도, 외부의 욕망 및 사회적 필요에 의한 '타율'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18) 최남호 외, (2015). "미래형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 운전자의 신뢰
    와 요구사항분석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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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해 현재의 운전은 원동력(에너지), 운전자, 탑승자가 구분된 

구조를 취한다. 하지만, 현재의 운전도 대부분 운전자의 스스로의 이성에 

따르는 경우보다는,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과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즉, '운전을 하는 즐거움'이 목적이 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칸트에 따르면 현재의 운전은 운전자에게도 '자율'이 아닌 '타율'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자율주행은 '타율'로 행해지고 있는 운전들 속에서, 운전자에게 다시 

자율권을 되찾아준다. 이는 운전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로하거나 

운전하기 적합한 상황이 아닐 때는 물론, 준수한 상황 속에서도 운전자의 

두 손과 두 눈, 발을 자유롭게 함으로서 자율성을 부여한다. 더 이상 

운전을 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자유로워진 

시간을 자신의 자율의지를 가지고 향유할 수 있다. 이는 자율주행을 통해 

자동차가 이동 수단이 아닌, 나의 가치를 높이고, 자율적인 행동을 

도와주는 객체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최근 자율주행이 대두됨에 따라 차량 내부의 인테리어 및 인터페이스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운전을 하며 병행해야 하는 한정성으로 인해 그동안 

한계를 가졌던 차량 내부의 활용성이, 운전자의 두 손과 눈이 자유로워지며 

한계를 허문 것이다. 운전을 자율 주행 자동차에게 맡겨 놓은 채, 운전자는 

출퇴근 시간 및 모든 이동 시간을 자유로이 사용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새로운 의미의 '자율'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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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율 주행 현황

2.2.1 자율주행 자동차 주요기술 및 인프라 비교

2009년 구글의 본격적인 자율주행 차량 개발 이후, 벤츠, 도요타,BMW 등 

주요 자동차업체들 또한 각 회사의 장, 단기 계획에 모두 자율주행을 

포함하며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율 주행차량이 미래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구글을 포함한 애플, 

소니 등의 글로벌 IT기업들까지 자율주행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현재는 

자율주행 단계 중, 레벨2의 통합 능동제어가 일반 차량에도 도입되고 

있으며 개별 센서의 고성능화, 속도 향상, 센서 융합을 통해 레벨3의 

제한적 자동화 단계(Limited Automation)로 발전하고 있다. 2020년 구글은 

레벨3의 자율 주행 차량을 시판할 계획이다. 또한, 구글, 애플 등 굴지의 

IT기업들이 자율주행 차량 연구에 적극 나섬에 따라, 모바일과의 연계를 

통한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로서의 자율 주행 차량이 예상된다. 최근 

애플이 차량용 운영체제(IOS in the car)을 발표하였으며, MS에서는 

윈도우가 탑재된 자동차 운영체제를 개발 중이다. 자율 주행의 선두인 

구글을 비롯하여 애플 및 MS 등의 경쟁구도를 볼 때, 차량과 모바일 및 

모바일 운영체제와의 결합은 확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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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주요 자율 주행 적용 현황 및 예측 시나리오 >19)

구분 업체 시기 모델 내용

IT� 업체

google

2009 자율주행�개발� 시작

2014

자체개발� 2인승�완전� 자율주행차�공개

:운전대�및�가속페달�없애고,� 전기�

동력으로�작동,� 사각지대�감지�특수� 센서�

장착

2011
세계� 최초�자율주행�합법화� (미국�

네바다주)

2020 자율주행�차량� 시판�예정

애플 2014

자율주행기능이�장착된� 전기차�개발하는�

타이탄� 프로젝트� 수행

:12개의�카메라와�라이다�센서�장착해�

2020년까지�자율주행차�개발�목표

소니 2015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위한�

CMOS� 이미지센서�공개

로봇�카� 벤처기업� ZMP의� 지분� 2%�

인수해�자율�주행차�개발�착수

우버 2014

무인차량공유서비스�청사진�제시:�

자율주행차로�무인서비스�도입

:요금이�인하되고�차량소유�비용보다�

적어짐,� 안전� 및� 편의�제고

바이두 2014

운전자를�위한� 인공�지능�보조� 프로그램�

적용된�자율주행차�개발

:중국�교통상황�고려해�운전자�있고� 긴급�

상황에�사람�직접운전�자율주행차

엔비디아 2015

수퍼�컴퓨터� 수준의� 성능가진� 칩� ‘테그라� X1’�

공개

:자율� 주행차에� 적용돼�자동차� 스스로� 발렛�

파킹�가능하게�하고� 자율운전� 수행

퀄컴 2015

스냅드래곤� 602� AP� 기반으로�제작된�

‘마제라티’차량�공개

:터치와� 제스처,� 음성인식� 지원�인포테인먼트�

기능�및� 3D� 내비게이션� 탑재

1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5), “운전자에게는 자유를, 교통사고는Zero”
    박희준 외, (2015), “자동주행 차량을 위한 정보 동기화 인터페이스 : 공유형
    자동차 활용 시나리오를 중심으로”수정 후 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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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업체

GM 2012

반� 자율�주행차� ‘Super� Cruise’� 시스템�공개

:국도� 수동운전� 및� 고속도로� 자율� 주행하는�

반자동� 자율� 주행�장치

Ford 2016

반� 자율�주행차� 상용화:� 차선이탈방지시스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액티브파크� 어시스트�

장착해� 다른� 자동차나� 보행자의� 움직임� 방향을�

예측

:Visteon과� 협업,� 4� LIDAR,� Amazon� 과�

파트너십� 발표

:구글과� 협업�가능성

벤츠 2015

컨셉�카� ‘F015� 럭셔리인모션’� 공개:� 운전석�

없는�완전� 자율� 주행차

:스마트홈-스마트오피스-스마트카�연결하면서�

차량이� 하나의�생활공간이� 됨

BMW 2014

자율� 주행차�쿠페� ‘235i’� 공개:� 라이더,�

360도�회전� 레이더,� 초음속센서,� 카메라�

장착,� 차의�주인공은�운전자이고�

자율주행기술은�조력자�역할

아우디
2015

A7로�팔라앨토에서�라스베가스까지�

900㎞를� 자율주행

:자율�주행차�최장거리�갱신,� 차량� 스스로�

가속� 및� 제동,� 차선변경�추월

2017 Highly� Automated� A8� 양산�계획

2015

스웨덴�일반도로�자율주행차�시험주행

:차선인식�및� 360o� 감시하는� 8개�

레이더와�카메라,� 12개� 초음파센서�탑재

볼보

르노 2014

자율� 주행차� ‘Next� Two’� 시범주행:� 30㎞�

속도로�자율주행,� 전방레이더�및�

전후방센서,� 전후방�카메라�장착해�

도로정보�수집

도요타 2013

자율� 주행차� ‘렉서스� LS� 600h’� 공개:�

카메라와�센서� 장착해� ‘Intelligent� Safety’�

실현,� 무인자율주행보다는�운전자�

보조하면서�안전성�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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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업체

혼다 2014

자율� 주행차� ‘어큐라� RLX’� 공개:� 고속도로�

진입하면서�운전자가�손을�떼자�스스로�

제한속도까지�높였고,� 앞차와�가까워지면�

자체적으로�감속

현대차 2015

‘제네� 시스’� 자율주행차�공개:고속도로�

자율주행기술�차선유지시스템(LKS),�

차간거리�제어(SCC),� 어드밴스트�크루즈�

스마트컨트롤(ASCC)� 장착

닛산 2013

전기차� ‘Leaf‘� 자율� 주행� 차:� 차� 주변� 이미지를�

360o� 보여줘� 사각지대� 사고위험

줄이고,� 물체�다가오면�운전자� 경고해주는�

어라운드� 모니터� 시스템�탑재

Tesla 2015

고속도로에서� Highly� Automated� 주행모드�

및� 자동�주차를� 2015년에� 양산.� 기존� 차량은�

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를�통해�사용� 가능

다수�업체 2017
GM,� Ford,� VW,� Mercedes,� BMW,� Volvo�

자율주행� 차량�양산� 가능� 언급

자동차�

부품� 업체

보쉬 2013

자율�주행차� 공개:� 부분� 자율주행차로�스스로�

운행하기도�하지만� 고속도로의�제한� 공간�

내에서� 차선변경,� 2015년부터�자동주차�

시스템� 양산

컨티넨탈 -

자율주행기술�프로젝트� 수행:� 어댑티브�크루즈�

컨트롤,� 비상�보조� 제동장치� 등� 운전자�

보조시스템에�주력,� 운전자에게� 경고하거나�

부담을� 줄여줌

델파이 -

아우디와�공동으로�자율� 주행차�개발:�

충돌완화시스템,� 레이다�카메라�통합�

시스템,� 전방� 충돌�및�차선�이탈� 경고�

시스템�등�적용,� 능동안전제품�최적화

발레오 2017

동일� 차선�내에서�자동으로�주행하는�

기술인�크루즈포유(Cruise4U)를� 2017년�

상용화�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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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업과 완성차 업체는 자율 주행 레벨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구글, 애플 

등의 IT 기업의 경우, 레벨3-4의 완전 자율주행을 주로 연구하고 있는 

반면, 완성차 업체들은 레벨2의 부분자율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완성차 업체인 아우디는 완전 자동 방식이 아닌 부분 자동 

방식으로서, 운전자가 운전모드와 자율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위급 시 대처하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IT업체인 구글의 경우, 

위험 상황 시 차량이 스스로 대처하는 방식이나, 아우디의 경우 차량이 

대처를 준비하면서도, 운전자에게 알람을 보내 대처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20)이는 상대적으로 법적 제도 및 도로 법규에 유연한 

IT업체와, 실제적으로 차량 생산을 하며 제약사항이 많은 완성차 업체의 

입장 차이로 설명 할 수 있다.

기업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자율 주행 차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25년 이후 고속도로에 한정해 자율 주행 

도입 및, 2030년에는 대도시까지 범위를 넓혀 자율 주행 국가를 만들 

것임을 발표했다. 영국 또한, 2014년부터 자율주행 차량의 실제 운행을 

허가하였으며, 한국 또한 2024년까지 자율 주행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림 3. Morgan Stanley 의 자율주행차 보급 전망> <그림 4. 자율 주행차량 테크놀러지 S 커브>

2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5), “운전자에게는 자유를, 교통사고는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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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gan Stanley 에 따르면 자율 주행 차량은 향후 2025년에 상용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는 0-2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향후 

기술발전 및 인프라 구축, 법제도 변화에 따라 2025년에는 4단계의 100% 

자율 주행 차량이 보급 될 것이다. 또한 Matthew Moore가 산업계 

테크놀러지 S 커브를 자율 자동차에 도입함으로서 미래 수준을 예측한 것에 

따르면, 2025년에 자율 주행 차가 상용화되며, 향후 자율 주행 차량의 

안전성이 항공기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다.21)  

자율 주행에 대한 미래는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도 관찰 할 수 있다. Intel의 

미국, 브라질, 중국 등 8개국 1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44%가 자율 주행차가 보편화 된 스마트 도시를 선호한다고 

밝혔으며, 미시간대 교통 연구소(UMTRI)는 미국, 영국, 호주, 중국, 일본, 

인도6개국의 소비자 10명중 8명이 자율 주행 차량 구매에 관심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아직 자율주행이 익숙하지 않고, 차량은 사람이 운전해야 

한다는 멘탈 모델이 강한 현 사회에서 주목할 만한 조사 결과이며, 자율 

주행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을 나타낸다.22) 또한, ABI Research에 따르면, 

세계 자율 주행 차량의 시장 전망이 2024년 110만대, 2035년 4,200만대로 

늘어나며, Navigant Research는 2035년까지 연간 9,500만 여대의 자율 

주행 차가 생산되어 전체 승용차 매출액의 75%를 이룰 것이라 전망한다. 

21)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4), “자율 주행차 최근 동향 및 도입 이슈”
2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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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자율 주행 자동차 시장 전망 >23)

구분 2015 2020 2025 2030 2035 CAGR

Adaptive� Speed� Control 4.43 41.5 93.9 111.4 124.0 18.1

Automatic� Emergency� Braking� 2.45 53.9 100.8 112.3 124.5 21.7

Automatic� Lane� Maintain 0.37 22.8 82.0 113.6 125.5 33.8

Freeway� Driving� Mode 0.02 9.7 68.5 105.6 119.5 55.2

Traffic� Jam� Mode 0.23 33.1 92.5 108.2 121.2 36.9

Autonomous� Parking� System 0.02 11.1 66.4 95.4 110.8 56.1

Self-Driving� Mode 0 1.4 27.4 76.8 109.0 82.3

Autonomous� Driving 0 0.01 4.8 47.1 95.4 88.1

무인 자동차의 기술은 크게 센서, 프로세서, 알고리즘, 엑추에이터로 

구성된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GPS, 레이저 스캐너, 레이더, 카메라, 초음파 

센서, 관성 항법 장치 등이 복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여 주행한다. GPS의 

경우, 10cm차이까지도 판별할 수 있는 정확도를 지닌다. 크게 HW센서와 

SW센서로 나뉘는데, 관성 측정 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IMU)및 

관성 항법 장치(Inertial Navigation System: INS)등을 통해 받은 정보는 

모두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핵심 기술은 크게 다섯 가지로, 

실제로 무인자동차 시스템을 구축하는 Actual System, 영상 정보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영상 중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시각정보의 입력 및 

처리 장치, 차량 운행경로를 결정하는 조향 알고리즘, 이를 전체적으로 

관제하고, 상황에 따라 맞춤 정보를 내리는 통합관제 시스템, 마지막으로 

신경회로망을 사용하여 숙련된 운전자의 운전방식을 학습함으로써, 복잡한 

모델링 없이 실시간으로 제어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지능 운행 장치로 

분류된다.

23) Navigant Research, (2013), “Autonomous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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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자율 주행 자동차 주요 기술 >24)

현재 대부분의 일반 차량은 레벨 0의 수동적 안전시스템과 레벨1의 부분적 

자율주행이 대부분이나, 일부 고급차량에 레벨2의 제한적 자율주행 관련 

기술이 탑재되어 있다. 지능형 순항 제어의 경우, 크루즈컨트롤(Cruise 

Control)로도 지칭되며, 레이저를 통해 운전자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일정 

속도 및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시켜주는 기술을 말한다. 현재 주로 고속도로 

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안개 등 기상 악천 후 시 유용하다. 차선 이탈 

방지 기술은, 블랙박스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차선을 감지, 차량이 차선 

내에서 안전하게 주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는 시스템이다. 이후 자율 

주행에서는 차선 감지 및 주의를 넘어 스스로 차선을 지켜 운행하는 것에 

접목된다. 주차 보조의 경우, 후진 일렬주차를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운전자가 후진 주차를 할 때 충돌을 방지하고, 차량방향을 주차 공간에 

맞게 변화시킨다. 자동 주차 시스템은 주차 보조가 한 단계 더 발전한 

형태로서,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내린 후 리모컨을 통해 차량 자동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가 이동 경로 계산 및 충돌을 

방지한다. 마지막으로 사각 지대 정보 안내는, 사이드미러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을 탐지해 알려주는 시스템이다.25)

24) 자율 주행 기술, (2015.10), ww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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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자율 주행 자동차 핵심 기술 요약 >26)

기술 내용

실제�무인� 자동차�

시스템

:실험실�내의� 시뮬레이션�뿐�아니라,� 실제로�무인자동차�

시스템을�구축

:구동장치인�가속기,� 감속기�및� 조향장치�등을�무인화�운행에�

맞도록�구현�및�무인자동차에�장착된�컴퓨터,� SW�및� HW를�

이용하여�제어가�가능하도록�함

비전�및�센서를�이용한�

시각정보의�입력� 및�

처리�장치

:무인화�운행을�위한�자율주행의�기본이�되는� 것으로,� 영상�

정보를�받아들이고,� 받아들인�영상�중�필요한�정보를�추출

:CCD카메라뿐만�아니라,� 초음파�센서� 및� 레인지�필더� 등의�

여러� 센서를�사용하여�거리� 및� 주행에�필요한�정보를�

복합적으로�융합한�후,� 분석�및�처리하여�장애물�회피와�돌발�

상황에�대처

무인화�운행에�적합한�

조향�알고리즘�개발

:차량의�운행경로를�최종적으로�결정하는�요인인�조향은�

차량의� � 동적�거동�및�특성과도�밀접한�연관이�있음.

:무인자동차가�주어진�경로를�안정적으로�추종하면서�경로�

오차를�최소화하는�효과적인�알고리즘�개발

통합관제�시스템과�

운행감시�고장진단�체계

:자율주행�차량�내에서�각각의�모듈화된�센서,� 프로세서,�

액추에이터들을�주어진�수행목표의�성공적인�달성을�위해�

전체적으로�운용하는�통합과제�시스템을�개발

:차량의�운행을�감시하고,� 수시로�바뀌게�되는�상황에�따라�

적절한�명령을�내리는�운행� 감시�체제를�개발하고,� 개별적인�

프로세서�및�센서에서�발생되는�여러� 상황을�분석,� 시스템의�

고장진단과�오퍼레이터에�적절한�정보를�제공�혹은�경보를�

알리는�기능�수행

지능제어�및�운행�장치

:무인운행기법으로,� 실제로�차량�모델을�이용한�수학적인�

해석에�근거하여�제어명령을�생성하는�것이� 아니라,� 신경�

회로망을�사용하여�숙련된�운전자의�운전방식을�학습함으로써,�

복잡한�모델링�없이�실시간으로�제어명령을�내릴�수�있음

25)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4), “자율 주행차 최근 동향 및 도입 이슈”
26) 전황수, (2012), “무인자동차 기술 및 개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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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구글 자율 주행차 센서 인식 모습 >27)

대표적인 자율 주행 차량인 구글카의 센서 인식 모습이다. 사람 및 사물을 

본 크기보다 더 큰 육면체로 인식하고, 각 객체의 특성에 따라 다른 컬러로 

분류된다. 또한 이렇게 인식된 데이터들은 지능 제어 및 운행 장치를 통해, 

숙련된 운전자의 운전방식을 학습해 제어 명령을 내리게 된다. 다각화된 

센서들은 조심성이 많은 운전자의 성격이 프로그램화 되어 안전운전을 

돕는다.

27) Google car, (2015.10), “Google self driving car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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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자율 주행 장점

1) 교통사고의 획기적 감소

매년 전 세계에서 교통사고로 120만 여 명이 사망하며,28) 이 중 90%가 

넘는 원인이 음주, 졸음, 운전 미숙 등의 사람의 실수 및 조작오류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미국 기준으로 연 33,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그 중 유아기-청년층인 4-34세의 경우, 총기사고나 암으로 사망하는 수를 

넘어선다. 한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운전 취약자를 대변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14.4% 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2001년 1.4%에서 2010년 5.6%로 

급증하였다. 이에 반해, 현재 구글에서는 2015년 9월 기준 116만 마일(약 

185만km)을 주행하였으며, 2009년 이래로 7년간 발생한 14건의 사고 중, 

구글 차량의 과실은 단 1건으로, 그 사고도 직원이 차량을 조작하다 

발생하였다. 즉, 자율주행 차량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서 전 인류의 

복지를 한 단계 증진시킬 수 있다.29) 

< 그림 7. 구글의 자율주행 차량 >30)

28) 세계보건기구 WHO
2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5), “운전자에게는 자유를, 교통사고는 Zero”
30) Google car, (2015.10), google self driving car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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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절감

평균적으로 미국 기준 매일 사람들은 52분을 통근시간에 보낸다. 한국의 

경우 출퇴근 혼잡 시간을 고려하면 2시간 내외를 출퇴근에 소비하고 있다. 

특히, 추석, 설 등 특정 연휴기간이 되면 귀갓길 차량 정체로 인해 많게는 

열 시간까지도 차량 내에서 시간을 소비한다. 자율주행 차량은 차량 내 

운전자 및 탑승자는 물론, 교통 체계(신호등, 도로 등) 및 다른 차량과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효율적이고 빠른 주행이 가능하다. 이는 시간 

소비를 줄여줄 뿐 아니라, 주행 시간동안 소비하는 에너지 및 배출 

이산화탄소를 줄여줌으로써 환경을 보호한다. 현 차량 중 10%만 자율 

주행차량으로 대체 되더라도, 미국 기준 매년 370억 달러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며, 향후 자율 주행차의 비율이 90%를 돌파할 경우 경제적 

가치는 연간 4,471억 달러에 도달 할 것이라 전망한다.31) 또한 자율주행 

차량의 경우 스스로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지상의 주차장들을 

지하의 차고지로 대체가 가능하다. 주차를 위한 공회전이 사라지며 지상 

주차장을 녹지나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어 더욱 환경 친화적인 공간 조성을 

할 수 있다.

    
 < 그림 8. 자율 주행 차량과 교통체계 연계 예시 >32)

31) Eno Center, (2010), “Preparing a nation for autonomous vehicles: 
opportunities, barriers and policy recommendations”

32) 자율 주행, (2015.10), www.auto-medienporta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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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 약자 배려

최근 고령화 사회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또한 증가해 2014년 한국 기준 최근 

10년간 연평균 14.4%로 증가하였다. 고령자 뿐 아니라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 약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으나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경우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타는 것에도 여러 제약이 많아 쉽게 이용이 어려운 

시점이다. 자율 주행이 실현된다면 이는 운전자에게 차량운행 기술을 

요구하지 않고 주행자가 원하는 위치에서 바로 탑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차량을 운전하기 어려웠던 교통 약자들이 차량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진정한 의미의 차량에서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실현 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이는 고령화 인구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농어촌 

지역의 이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도,농간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33)

< 표 6. 구글의 자동운전 자동차 도입 목표와 잠재적 이익 >34)

목표 잠재적�이익� (미국�기준) 비고(미국,2009년�기준)

교통사고

90%�감축

:495만�건의� 교통사고�감축

:사망자�수� 3만� 명� 감축

:부상자�수� 2백만�명�감축

:교통사고�관련� 4천억� 달러�감축

550만�건의� 교통사고

:3만� 3,808명�사망

:220만� 명� 이상의�부상

:교통사고�관련� 4,500억�달러�발생

출퇴근�시간과

에너지�낭비

90%�감축

:출퇴근�시간� 48억� 시간�감축

:72억� 리터(19억�갤런)의�연료�절약�

:생산성,� 연료비�등으로� 1,010억�

달러�절감

:교통정체로�인해� 48억� 시간과�

72억� 리터를�낭비하고�있는� 것으로�

조사됨� (Forbes,� 2013.� 1.� 22)

차� 90%�감축

:trip-mile� 당� 비용� 80%�이상� 감축

:현행� 차� 활용도(5~10%)를� 75%�

이상으로�제고

:주차� 공간의�활용도�제고

-

3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5), “운전자에게는 자유를, 교통사고는Zero”
34) 공영일, (2013), “자동운전 자동차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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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자율주행을 통해 “90,90,90”목표를 세우고 있다. 장기적으로 

교통사고를 90% 감축시키고, 출퇴근 시간의 시간 및 에너지 낭비 또한 

90%로 감축시키며, 차량에 드는 비용까지도 90%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자율 운전 차량의 상용화는 최소 2025년 이후일 것이며 구글의 목표가 

모두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나, 자율 주행은 현 

시대 모바일의 흐름이 일반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변화한 것과 같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다.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시대가 도래하기까지 현재 방식의 차량과 자율 주행 방식의 차량이 서로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겠지만 향후 완전 자율 주행차가 주가 될 경우 차량 

간 연동 및 도로 시스템과의 연동들로 현재의 교통 상황과는 비교 할 수 

없는 유연하고 신속한 교통 시스템이 확립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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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율 주행 차량 인터페이스

2.3.1 차량 내 인터페이스의 현황과 미래

최근 ICT의 발전에 따라 커넥티드 카, 즉 ICT와 차량의 융합이 주목받고 

있다. Cebit 2014의 주요 키워드는 자동차와 인터넷의 연결이었으며, CES 

2015, 2016에서는 BMW, 벤츠, 아우디 등이 앞 다투어 차량용 OS를 

선보였다. 커넥티드 카 및 자율 주행 차량이 ICT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에 따른 경험의 확장 및 차량 내부 디스플레이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운전자가 더 이상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도 되는 자율주행 차량에서 

미디어 시청은 사운드에서 영상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의 확대 및 위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커넥티드 카 

시대에 따라, 모바일(안드로이드, iOS)와의 연동 뿐 아니라 각종 SNS와의 

연동 또한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차량 내 네트워크화 및 스마트화에 따라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다양해지고 그 양 또한 많아졌다고 할 수 

있다. 가스너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커넥티드 카의 대수는 2014년 1,290만 

대에서 2015년 4,210만대로 늘어났으며, 2020년에는 2.1억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35) 커넥티드 카로의 변화에 따른 차량 내 인터페이스의 

향후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1) 디스플레이의 확대와 터치 영역의 증가

테슬러의 센터페시아는 아이패드 2대 크기의 17인치를 탑재했다. 일반 

차량의 CID (Center Information Display)에 비교했을 때 두 배가 넘는 

사이즈다. 또한 테슬러는 기존에 하드 버튼이었던 온도 조절 및 음악 재생, 

볼륨 버튼 등을 화면의 하단에 소프트 버튼으로 넣는 방식을 택했다. 

35) Installed base, (2015.10), www.gartn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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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러 외에도 최근 센터페시아 및 CID의 영역에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는 경향은 아우디, 벤츠 등 타 기업에서도 볼 수 있다. 이는 터치가 

익숙한 디지털 라이프를 반영하며, 동시에 커넥티드 카로서 제공 정보가 

증가함에 따른 흐름이다. 

< 그림 9. Ford 커넥티드 카 >36) < 그림10. Tesla Model S 센터페시아 >37)

2) 탑재 디스플레이 개수의 증가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및 양이 늘어나며 디스플레이의 크기 뿐 아니라 개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가스너는, 커넥티드 카의 수가 2015년 현재 4,210만대 

를 넘어, 2020 년에는 2.1억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38) 이는 향후 

디스플레이 수 및 크기가 확대될 것임을 필연적으로 나타낸다. 2015 CES 

에서 벤츠가 공개한 ‘럭셔리 인 모션’의 경우, 차량 실내에 CID,클러스터, 

RSE, HUD,룸 미러를 포함하여 총 6개의 스크린을 탑재하고 있다. 현 일반 

차량이 CID, 클러스터, 룸미러만을 탑재하는 것과 비교할 때, 커넥티드 

카의 보급에 따라 디스플레이 수는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6) Tesla Center facia, (2015.10), Bloomberg Business week
37)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 “요동치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38) HUD, (2015.10), www.iit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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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스플레이 영역의 확장

현재 일반 고급차량에 도입되어 있는 전방주시를 위한 HUD (Head Up 

display) 가 더욱 보편화되면서 기존에는 디스플레이의 영역이 아니었던 

부분까지도 디스플레이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향후 기술의 발전에 따라 

차량 내 증강현실등과 맞물려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 표 7. 현재 자동차 내 주요 디스플레이 적용 영역 및 기능 >39)

명칭 내용

CID(Center�

Information�

Display)

:대쉬보드�중앙에�위치

:네비게이션,� 모바일(스마트폰)� 및� 오디오� 시

스템과�결합,� 탑승자에게�차량�운행�정보,�

엔터테인먼트등�제공

:통신� 인프라�확산에� CID� 탑재�증가

계기판(Cluster)

:차량� 주행에� 필수적인� 정보(주행속도,� rpm,�

엔진�온도,� 연료량,� 경고�표시� 등)을� 운전자에

게�제공

:최근� 정보량� 증가로� LCD탑재� 증가,� 화면도�

커지는�추세

뒷자석(Rear� Seat�

Entertainment:�

RSE)

:뒷자석� 탑승자를� 위한� 오락용� 정보� 활용에�

주로�이용

:주행� 상태,� 간이� 네비게이션�등�표시

HUD

(Head� up� display)

:운전자의� 시선이� 집중되는� 전방� 유리에� 차량�

주행� 상태,� 간이� 네비게이션� 등� 일부� 정보를�

표시하여�운전자의�전방주시�유지

:투명� 플랙시블� 디스플레이가� 상용화� 될� 경우�

전면�유리�전체를�대체할�수� 있어� 장기적으로�

성장성이�높을�것으로�기대

룸�미러(Room�

Mirror� Display) :후방� 카메라�촬영� 영상�표시

39)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 “요동치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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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자율 주행 차량 인터페이스 및 인터랙션 방향성

1) 자율주행에 따른 미디어 소비 증가

모건 스탠리(2013)에 따르면, 자율 주행 차량에서는 시선을 전방에 두지 

않아도 차량 제어 및 운전이 가능하므로, 현재 차량에 비해 오디오의 

소비가 줄어들고, 비디오 등 영상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40) 

< 그림11. 오디오, 비디오 간 미디어 소비 시간 비율(미국기준) >

또한, 출퇴근 시간 등 운전을 하며 보내는 시간이 개인의 여가 시간으로 

변경되면서, 미디어 소비의 절대 시간이 늘어날 것이며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의 증가에 따라 그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수동적 

영상 시청 뿐 아니라, 능동적 행동을 요하는 하는 비디오 게임 등, 다양한 

미디어 영역으로의 확장이 예측된다. 또한, 모건 앤 스탠리는 미디어 소비 

시간과 양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자율주행으로 인해 미디어 시장이 두 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41)42) 

40) Morgan Stanley, (2013), "Autonomous Cars Self-Driving the New Auto
    Industry Paradigm"
41) Ibid.
4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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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12. 자율 주행 시 미디어 소비 예측 시나리오 >  

 < 그림13. 자율 주행에 따른 미디어 시장의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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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주행 차량 인터페이스의 방향

자율주행 차량 시, 가장 선호하는 인터랙션 조사 결과 (복수 응답 가능) 

터치스크린과 음성 인식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또한, 3위로 익숙한 

현재의 버튼이나 조이스틱을 선호하는 경향이 함께 보였다. 이는 현재 

제스쳐 조작방식 등 새 방식의 인식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차량 운행 

중 디스플레이를 조작함에 스마트폰, 타블렛과 같은 터치인터페이스가 

익숙하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터치 인터페이스가 주를 이룰 것이며, 

향후 차량 내부 활동이 중요해지며 보이스, 제스쳐 등의 인식을 통한 

인터랙션이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 그림14. 자동주행 차량 선호 인터페이스 >43)

< 그림15.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 UI 기술 특허 도면, 특허번호 US8670891 >44)

43) Ibid.
44) Future Car display, (2015.10), www.google.co.kr/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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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글의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특허에서도 터치 기반 인터페이스를 

위주로, 음성인식과 버튼을 함께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리적 위치 

정보 및 차선, 제한속도, 신호등, 건물 등과 같은 정보가 지도에 표시되며, 

주행정보가 색과 음성으로 전달된다. 탑승자가 핸들을 잡으면 ‘Ready’ 

문구와 함께 파란색의 등이 켜지며, 휠을 잡지 않는 경우에는 ‘Ready 

Please Grip Wheel’의 메시지가 표시된다. 45)(부분적 자동화 차량 대상) 

애플은 보다 적극적인 터치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있다. 최근 애플의 

특허를 보면, 차량 전면에 HUD(Head Up Display)를 장착할 것이며, 이는 

50인치가 넘는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일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는 미래의 

자율 주행 차량이 차량 내 대형 터치 인터페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터치 인터페이스는 모바일과의 연동을 통해 정보의 영역이 더욱 

확장될 것이다. 애플의 카 플레이는 모바일과 차량의 연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내부에 연결된 핀을 핸드폰에 연결하면, 모바일 UI가 재배치되어 

표현되며, 차 안에서도 모바일 경험을 끊김 없이 즐길 수 있다. ‘차량은 

모바일이다’라고 언급한 애플과 같이, IT기업에서의 자율 운전 차량은 

모바일의 연장선이자, 새로운 모바일 기기로서 핸드폰과의 연계성을 중요히 

하고 있고, 차량 내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모바일–외부 디스플레이를 

잇는 N-Screen의 변화 및 음성, 제스쳐 등을 활용한 다양한 인터랙션이 

예측된다.

45) Future Car display, (2015.10), global-aut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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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6. 애플의 Car play 디스플레이 >46)

다양한 차량 업계에서 자율주행 차량 컨셉 영상을 통해 미래 디스플레이의 

방향을 예측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2015 CES에서 벤츠가 공개한 컨셉 

카 ‘F015 Luxury in Motion’ 는 향후 차량 내 인테리어와 연계된 

디스플레이 및 인터랙션의 확장을 보여준다. 자율 주행이 실현되며 운전석 

및 조수석, 뒷자리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자유로운 공간배치가 가능해졌고, 

‘스마트 홈-스마트오피스-스마트 카’로의 연결을 통해, 차량 공간의 속성이 

두드러지며 ‘공간 연속성’이 주목받고 있다. 

< 그림17. 벤츠가 발표한 FO15 럭셔리 인 모션 >47)

럭셔리 인 모션의 경우, 자율 주행 모드를 선택 시 핸들이 대시보드 안으로 

들어가고 앞좌석과 뒷자석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 공간은 

46) Future Car display, (2015.10), www.techradar.com
47) Luxury in motion, (2015.10), www.mercedes-ben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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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이용 목적에 따라 미팅장소, 고급스런 사적 공간 등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의 위치 및 변화가 눈에 띄는데, 디스플레이의 

영역이 확장되며 차량의 시트, 차 내 중앙부 등, 기존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에도 디스플레이가 설치된다. 또한 인터페이스 조작방식도 

기존의 터치패드 및 버튼 조작 방식을 넘어 제스쳐, 안구인식 등 새로운 

기술이 부분적으로 도입되었다. 

< 그림18. 럭셔리 인 모션의 차량 내부 옆면에 도입된 디스플레이 >48)

차량 내부 옆면에 장착된 터치형 디스플레이는 기존의 타블렛이나 

스마트폰의 사용성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제공 정보 또한  

커넥티드에 따른 Timeline을 기반으로, Time, Social, Places, Music, Beam 

cam, 3D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48) Luxury in motion, (2015.10), Mercedes F 015 INTERIOR Swivel Seats 
    Mercedes Self Driving Car Commercial CARJAM TV 4K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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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 차량

3.1 공유와 소유

3.1.1 소유의 대상에서, 경험의 대상으로

1)소유의 종말, 경험의 시대49)

지난 세기 말 이후,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세계 경제의 중심은 거대 

제조업 산업에서 지식 정보 서비스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 

경제의 핵심 화두는 '시간'이다. 매일 매 시간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기술 

속에서, 불과 6개월 전에 산 핸드폰은 구형 모델이 되고, 2년의 약정기간을 

다 채우기도 전에 상품가치는 현저히 하락한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소유의 

가치가 급격히 낮아짐에 따라, 물건을 필요할 때만 잠시 '빌리는' 렌트 사업 

이 성장하였다. 비싼 물건을 소유함으로서 생기는 유지비, 관리 필요성을 

덜어내고 다양한 서비스, 재화 중 가장 필요한 것을 선택해 그 '경험'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시행된 음악 서비스 에서도 

같은 변화를 볼 수 있다. 불과 얼마 전 까지만 하더라도, 음원을 다운받아 

‘소유’하는 행태가 일상적이었다. 하지만 스트리밍시장의 증가에 따라, 

이제는 정해진 시간에 일정 비용을 내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경험의 

'권리'를 산다. 거래의 대상이 '소유'에서 '권리'로 서비스의 경험이 바뀌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 (MS)사 등, 여럿 기업에서도 동일한 행태를 보인다.

49) Jeremy Rifkin, (2000), 『the age of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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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9. 2013-2025 공유시장과 기존 렌트 시장의 변화 예측도 >50)

 

기업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 외에도, 소유의 가치가 경험으로 옮겨간 

사례를 '공유경제'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렌트 시장이 기업 대 고객의 

시장이었다면, 공유경제는 보다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하는 입장이 

보다 동등한 관계를 지닌다. 공유경제는 물품을 물론, 생산 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그 때 그 때 빌려 쓰고, 자신이 

필요로 하지 않는 시간동안 타인에게 그 경험을 빌려주는 서비스이다. 

2013년 기준, 미국, 캐나다, 영국, 스페인, 오스트리아에 걸쳐 10,000대가 

넘는 차량 및 81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Zipcar는 그 대표적인 예시이다. 

"변화하지 않는 건, 변화하고 있는 세상뿐이다." 

제러미 리프킨은 이 세상을 끓임 없이 변화하는 존재로 규정한다. 또한, 

하이젠 베르크는 불확정성의 원리를 통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정지되어 

있거나 확정된 것은 없다. 그러므로, 존재=운동이며, 사물은 시간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대상이 아닌, 시간을 통해서만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50) Shared Economy, (2015.11), brandchannel.com



42

다시 말해서, 현재 나의 '소유'는 지금 이 시간상에서의 소유일 뿐, 절대적인 

소유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기존 소비 중심의 경제체제의 

보완으로 떠오른 공유 경제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2)공유경제의 의미와 대표 서비스 분석

< 그림20. ICT 발달을 통한 공유경제의 확산 >51)

공유경제는 ICT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하나의 플랫폼화 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였다. 조상들의 품앗이, 그리고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물품대여 

및 중고거래는 이전부터 존재해 왔으나, 공유경제와 구분 짓는다. 공유 

경제는 이전의 서비스와 달리, 그 대상과 영역이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었으며, 거래 주체 간 지인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제공자도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될 수 있고, 이용자도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 동안 

재화를 공유함으로서 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있다.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사례인 에어 비앤비(Air-bnb)의 경우, 집 안의 빈 방을 빌려준다는 

컨셉에서 시작, 현재는 그곳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도 마치 호텔을 

51) KOSEN, (2014), “공유 경제 동향 및 시사점”



43

예약하듯 방을 공유하고 있다. 

< 그림21. AirBnB 서비스 빈 방 분포 및 이용객 수 >52)

기존 경제 체제가 자원을 서로 소유하는 소유 중심의 경제 체제였다면, 

공유 경제는 자원을 나눔으로서 절약하는 공유 중심의 경제체제이다. 과거 

이윤창출을 위해 경쟁이 필수적이었던 것과 달리, 공유경제는 서로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즉, “공유경제는 물품을 소유하기 보다는 서로 

나누면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53)이며, 협력적 

소비 및 신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ICT 시대 새로운 형태의 경제이다.  

   

 < 표 8. 전통 경제와 공유 경제의 비교 >54)

전통�경제 공유�경제

소유 공유

자원�고갈 자원�절약

이윤�창출 가치�창출

경쟁 신뢰

과잉�소비 협력적�소비

공유 경제 플랫폼의 서비스 형태는 다음과 같다. 크게 대여자와 이용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형의 플랫폼으로 구성되며, 대여자는 해당 플랫폼에 

유휴 자원을 포스팅하고,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자원을 대여한다. 

52) Airbnb, (2015.11), www.airbnb.com
53) Sundarajan
54) 고윤승, (2014), “ICT 발달에 다른 공유경제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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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자는 자원의 종류 및 대여 시간에 따라 수익을 얻게 되며, 연결 

플랫폼은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게 된다. 제품 및 서비스를 실제로 보고 

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SNS 및 커뮤니티를 통한 신뢰 구축 및 기 

사용자들의 후기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후 서비스를 이용했던 

사람도, 언제든지 유휴자원이 생길 경우 포스팅을 통해 대여자가 될 수 

있다. 

< 그림22. 공유 경제 서비스 다이어그램 >55)

최근 법률문제와 관련해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공유경제에 대한 그 

규모는 2013년 기준 51억 달러에서 매년 80%이상씩 성장56)하고 있으며, 

그 종목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국내에 도입된 공유 경제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55) KOSEN, (2014), “공유 경제 동향 및 시사점”
56) 김점산 외, (2014), “공유경제의 미래와 성공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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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국내 도입 공유경제 서비스 >57)

항목 서비스�명 내용

공간

홈스테이코리아 외국인�방문객�대상� 국내�홈스테이�연결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청년창업에�대해� 훈련,� 투자,� 교육�등�지원

코자자 한옥,� 템플,� 일반주택,� 펜션�및�게스트하우스�공유

처치플러스 예배�중심의�교회를�이웃�소통공간으로�공유

모두의주차장 빈�주차공간�소유자가�운전자에�공유

한국라보 세계�각국� 청소년에�한국가정�소개

공유독서실 서울�전역� 독서실�좌석� 공유

스페이스노아 지식과�사무공간�공유해�커뮤니티�구성에�협조

교통수단

쏘카 시간�단위로�차를�대여해주는�서비스

그린카 시간�단위로�차를�대여해주는�서비스

우버 차량�대여� 서비스� (한국에서는�서비스�중지)

위트콤 IT를� 통해�무인�자전거�공유�실천

물품

헬로마켓 개인�간�직거래를�도와주는�모바일�중고장터

공쓰재프로젝트 공연�후�남은� 무대소품�재활용�및�물물교환

자락당 공동체�안에서�물건을�공유하는�문화의�장

우리울림 쓰지�않는� 악기를�빌려주거나�빌림

쫄업 작아져�못� 입는�아이�옷을� 이웃과�공유

열린옷장 청년구직자에게�면접�정장� 대여

빌리지 개인�간�중고물품을�모바일�인터넷으로�거래

타임티켓 공연�당일티켓�할인

도시광부 무료로�공유돼�함께� 입는�공유패션

정보�및�

서비스

플레이플래닛 현지�일반인�여행가이드를�중개

위시캣 앱�개발,� 웹디자인�등�프로젝트�중개

쉐어하우스 일상생활의�다양한�지식을�공유

일상예술창작센터 작가들의�창작작품을�공유,� 거래

조인어스코리아 지식에�대한�다수�의견을�공유

온오프믹스 온오프라인�행사� 및� 이벤트�관리

소셜통 사회적�경제�소식�및�정보공유

지엘코리아 글로벌�리더양성�지식공유

디자인아이피 디자인�및� 특허�컨설팅

레디엔스타트 경영,� 영업,� IT� 등� 다분야에서�멘토링�서비스

비앤비히어로
개인�소유의�집부터�한옥마을,� 농촌� 팜스테이,� 남는� 공간을�

전�세계�여행자들에�제공

5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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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공유 차량 현황

1) 공유 차량의 과거와 현재

세계 최초로 공유차량(=카 쉐어링)이 도입된 국가는 스위스로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량’이라는 의미의 ‘SEFAGE’로 시작되었다. 당시의 공유차량은 

현재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당시 개인이 지불하기에 매우 고가였던 

차량을 여러 사람이 모아서 구입하고,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 공유차량의 

초기 서비스의 모습이었다. 이후 경제 발전과 함께, 개인의 차량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초기의 공유차량 서비스는 시들었지만, 이후 ‘셰어컴’ 및 

‘ATG(자동차 공유조합)이 설립되어 현재 공유차량의 근간을 마련하였다.58)  

현재는 (세계의 공유차량 통계)

2) 공유 차량 대표 성공 사례 : Uber

소유 중심의 경제 체제에서 경험 중심의 경제 체제로 변화하는 중심에는 

차량 공유 서비스가 있다. 실제로 하루 24시간 중, 실질적으로 차량이 

이용되는 시간은 채 5시간이 되지 않으며, 80%가 넘는 시간이 주차되어 

있다. 우버(Uber)는 이러한 차량의 대기 시간동안 차를 공유하는 

서비스이다. 2015년 1월 기준, 연간 수익이 샌프란시스코 에서만 5천 

4백억원으로, 택시 시장 규모의 3배를 돌파했으며, 현재까지도 우버의 

샌프란시스코 수익은 매년 200%씩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에만 

국한된 사례가 아니다. 뉴욕에서도 우버의 사용률이 매년 4배씩 증가하고 

있으며, 런던에서는 5-6배의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버는 카 풀(Carpool)과 유사한 Uber Pool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58) 강팔문 외. (2014), “해외 카쉐어링 사업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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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3. 공유차량 서비스 Uber >59)

공유 차량으로서의 저렴한 비용에 대한 강점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60) 

한국에서의 우버는 ‘우버 택시’ 라는 명칭으로 등장했지만, 서울시 택시 

기사들의 반발 및 무면허 택시로 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들로 철수되었다. 

당시 택시 업체들의 강력한 반발은, 차량 공유시장에 대한 관심 및 그 

파급력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처럼 공유차량은 자율주행과 더불어 

미래 자동차 시장의 큰 트렌드이다. 

3) 공유차량의 의의

공유 자동차 1대는 9~13대의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고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자료에 의하면 준중형 차량을 기준으로 자차 대신 주 2회 카 

쉐어링을 이용하면 연간 최소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더 절약할 수 

있다.61) 

59) Uber app. (2016.01), newsroom.uber.com
60) Uber, (2015.10), besuccess.com
61) 박희준 외 (2015), “자동주행 차량을 위한 정보 동기화 인터페이스 : 공유형 자동차 활

용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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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0. 북미 차량 공동 이용에 따른 영향 (%) >62)

구분
저자,

년도

공동�이용�

차량� 1대당�

실제� 차량�

대체� 수(대)

개인

차량�

보유

포기�

비율

차량

구입�

미룬

비율

VMT

/VKT

감소

보행�

통행

증가

대중

교통

이용�

증가

Short-term� auto�
rental
(San� Francisco,CA)

Walb�
and�
Loudon,�
1986

- 15.4 43.1 - - -

Arlington,� VA,�
carsharing� pilot

Price�
and�
Hamilto
n,� 2005

- 25 68 40 54 54

Arlington� carsharing
Price� et�
al.,�
2006

- 29 71 43 47 47

CarSharing� Portland
(Portland,� OR)

Katzev,�
1999

- 26 53 - - -

CarSharing� Portland
Cooper�
et� al.,�
2000

- 23 25 7.6 25.8 13.5

City� CarShare
(Year� 1)
(San� Francisco)

Cervero,�
2003

- 2.5 60 3 - -

City� CarShare
(Year� 2)

Cervero�
and�
Tsai,�
2004

6.8 29.1 67.5 47 - -

City� CarShare
(Year� 4)

Cervero�
et� al.,�
2006

- - - 67 - -

PhillyCarShare
(Philadelphia,� PA)

Lane,�
2005

10.8 24.5 29.1 42 - -

TCRP�
Report(national)

Millard-
Ball� et�
al.,2005

- - - 63 37 40

Zipcar(national)
Zipcar,�
2005

15-20 32 39 79.8 37 40

AutoShare(Toronto,�
Canada)

Autosha
re,2003

6-8 15 25

CommunAuto
Commu
nAuto,�
2006

4.6 24 53
12-1
3

26-3
4

62) 이상민 외 (2010), “북미 차량 공동 이용의 이용 실태와 효과 고찰”
   Car sharing us (2015,10), trrjournalonline.trb.org/doi/pdf/10.3141/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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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이용 시 비용에는 이는 일반적으로 보험료, 연료비의 비율이 가장 

높고, 보험비, 등록비, 세금비, 오일이나 냉각수 등의 교체 비, 수리비, 

세차비 등이 포함되었다.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15-32%의 

차량 공동 이용 회원들은 기존의 차량을 판매했고, 25-71%의 회원들은 

차량을 구매하는 것을 연기했다. 63)

3.2 공유차량 서비스 및 인터페이스

3.2.1  공유차량 서비스 분석

1) 일반 차량, 렌트카, 공유차량, 우버 비교

< 표11. 일반 차량, 렌트카, 공유 차량, 우버 비교 >

항목 일반 렌트 공유 우버

차량�

소유자
본인 렌트�업체 공유�카�업체 개인

대여,반납�

장소
- 해당�회사� 지점

공유�차량� 존

으로�지정된�

공영주차장

택시와�유사해�

대여� 반납�없음

거리 - 중,장거리�위주 단거리�위주 -

날짜�및�

시간
-

웹,� 모바일,� 콜센터를�통해�예약�

(렌트업체의�경우,� 직접� 방문예약도�많음)

관리자�

유무
- 있음 무인 있음

비용�

선납/후

납

- 선납 후납 후납

관리비
있음� (차에�따라�

상이)
있음 없음 없음

63) 이상민 외 (2010), “북미 차량 공동 이용의 이용 실태와 효과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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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차량의 경우, 자신이 이용하고자 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이동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차량구입비 및 관리비로 인해 경제적 

여건이 가능하지 않으면 구입 및 유지가 어렵다. 차량이 없거나, 차량이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 차량을 대여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가 

렌터카 서비스이며, 이는 해당 업체를 방문하고 계약서 작성 후 차량을 

대여, 이후에 약속한 장소에 다시 반납하는 시스템이다. 각 업체의 대여 및 

장소가 한정적임으로, 주로 대여한 곳에서 다시 반납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대여 시간 또한 하루 이상인 경우가 많다.(최근, 시간단위의 

서비스도 일부 업체에서 제공)

공유 차량은, 기존의 렌터카에 비행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가 

특화된 서비스로, 주로 모바일을 통해 예약이 이루어지고, 대여 및 반납 

장소도 업체가 아닌 공유 차량 존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서 이루어진다. 

공영 주차장이므로 업체 관리인이 상주해있지 않으며, 스마트키를 통해 

차량을 여는 시스템이다. 스마트키는 예약 후 일정 시간동안 대여한 차에 

한해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렌터카와 달리 관리비가 

없으며, 비용 또한 서비스 이용 후 결제 방식이다. 주로 짧은 거리, 짧은 

시간에 차량이 필요한 경우 많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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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2. 국내 주요 공유차량 서비스 비교 (2014 기준) >64)

항목 쏘카 그린카

회원수 17만명 20만명

보유�차량�수 1000여대 1100여대

차고지 680곳 700곳

대여�시간 최소� 30분,� 10분� 단위 30분�단위

대여비 3000-5000원/30분� (주간�요금�주말보다�저렴)

유류비 170원~420원/km

차량�반납�지연

10분� 이상� 30분� 미만:� 10000

원

30분� 이상:� 기준요금의� 2배

5-15만원

예약�취소�시간 3시간�전까지,� 예약금액의� 10%
예약� 시간� 이내� 무료,� 예약시간� 초

과�취소�불가

잔여�연료부족 2만원 2-3만원

내부�상태�불량 3만원 2만원

미지정�장소�

반납
5만원+실비�일체 3만원+실비�일체

차량�파손,도난�

발견시�미�연락
10만원 법적�처벌

편도가능여부 일부�제공 일부�제공

흡연 10만원

우버는 자차를 가진 유저가 본인의 차를 이용해 택시형태로 차를 공유하는 

서비스이다. 콜택시처럼 우버를 통해 예약을 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우버 기사가 약속장소로 온다. 미리 예약한 도착장소에 도착하면, 앱과 

연동된 카드에서 금액이 자동으로 정산된다. 미리 탑승 및 도착 장소를 

설정하고 예상금액을 받기 때문에, 안전 및 금액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북미, 일부 유럽 국가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한국의 경우 택시업체의 반발 및 무면허 택시 운전이라는 위법판결로 인해 

서비스가 중지되었다.

64) 공유차량 서비스, (2015.10), m.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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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2O 서비스의 일환으로 최근 SNS와 연동되는 ‘카카오택시’가 출범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의 카카오톡 서비스 유저들을 대상으로, 

콜택시나 우버와 같은 방식으로 위치 및 정보를 입력하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택시를 이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타 서비스와 달리, 카카오페이를 

이용해 결제할 수 있고, 탑승 차량 정보, 위치 등을 SNS를 통해 공유 할 

수 있어 사용도가 높다.

          

< 그림24. 카카오 택시 >65)

2) 공유차량 이용 방법

공유차량의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이용도가 높은 쏘카, 그린카를 대상으로 이용 방법을 분석하였으며, 

택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 및 카카오 택시를 제외하였다. 쏘카와 

그린카는 모두 이용 방법에서 많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었다.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회원가입 시 운전면허 및 결제카드를 등록하고, 날짜, 시간, 

장소를 입력하면 대여 가능한 차량의 리스트를 볼 수 있다. 차량을 

선택하면 예약이 완료되며, 공영주차장에서 스마트키(모바일 앱)을 통해 

65) 카카오택시, (2015.10), 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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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문을 열 수 있다. 차량 이용 후 약속된 장소에 반납하면 등록된 

카드를 통해 요금이 결제된다. 이후 이용 시간 및 차량 상태 등에 따라 

추가 요금이 청구 될 수 있다. 

< 그림25. 공유 차량 이용 방법 (그린카) >66)

3.2.2  공유 차량 인터페이스 및 인터랙션 연구

현재 공유 차량의 인터페이스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차량 내부 

인터페이스로 구성되며, 씨티카(대한민국)와 IER(프랑스)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모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만을 제공하고 있었다. 차량 

내부의 경우, 일반차량과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이 있었으며, 차량 주행 

안내 기능을 할 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다.

66) 그린카, (2015.10), www.green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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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26. 공유 차량 국가별, 제공 인터페이스별 분포도 >

1) 국가별 공유차량 서비스 국가별, 인터페이스별 분석

글로벌 비즈니스(국제적으로 다양한 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는 업체)와 해당 

국가에서만 서비스를 하는 업체로 나누고, 제공 정보 및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형태에 따라 어플리케이션 / 차량 내 인터페이스로 분류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차량 공유 서비스는 집카(Zipcar)였으며 

(북미 지역에서 시작, 다양한 국가로 확대. 미국에서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음.)이 외에도 Car2go가 북미, 유럽 권에서 서비스되고 있었다. 상단의 

두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들은 대부분 로컬화 된 서비스로서, 국내 전용 

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쏘카와 그린카가 주축이 되었으며, 

전기차를 대상으로 하는 씨티카가 서비스되고 있었다. 유럽권의 경우, Car 

Jump, DriveNow, Citee Car 등 현지 서비스가 많았다. 이 외에도 

Carsh(이탈리아), Street car(영국: 현재는 Zip car에 합병), IER이 유럽권 

공유 차량 서비스들이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의 Ryde, 러시아의 youdrive 

등이 현지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었다. 각 국의 대표적인 공유 차량 

서비스들의 인터페이스 분석 결과, 총14개의 서비스 중, 씨티카와 IER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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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나머지 12개의 서비스들은 차량 내에 특별한 인터페이스 없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만을 제공하였다. 실제적으로 씨티카와 IER의 점유도가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공유 차량 경험 중 97%이상이 모바일 

인터페이스만을 통해 정보를 입력하고 제공받는 것이다.  

2) 차량 내 인터페이스 분석

시티카의 경우, 탑승 정보 및 주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예약자의 

이름을 상단에 보이게 함으로써 해당 차량이 자신이 예약한 차임을 

확인시켜줌과 동시에, 예약시간, 반납 시간 및 장소를 제공한다. 또한 현 

사용자에게 바로 앞 사람의 차량 이용 상태 (내부 청결 및 외부 청결)을 

체크하게 함으로서 데이터를 제공받는다. 이 외에도 주행 중 전기 차량 

충전소 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용 이후에는 차량 상태 점검 및 최종 이용 

시간 및 요금 등의 정보를 상황에 맞게 제공한다. 

프랑스 공유차량인 IER67)는 차량 내 디스플레이를 통해, 이용자의 목적지 

및 예상시간을 제공한다. 내비게이션 기능과 이용자의 정보가 연동되어 

따로 정보를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주행 안내가 가능하다.

< 그림27. 프랑스 공유차량 서비스인 IER의 위치 및 시간 정보 제공 >

67) IER, (2015.10), www.i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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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분석

앞서 제시한 14개의 공유차량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공유 차량 이용 

프로세스에 따라 분석하였다. 순서는 회원가입-차량 예약–도어락 해제– 

차량 이용–차량 반납–요금 결제 및 기타 순이다.         

              

3-1) 서비스 앞단에 치우쳐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앞서 제시한 14개의 공유차량 서비스 모두 서비스 앞단의 차량 예약 (장소 

및 시간 설정, 차 종 선택)에 모바일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모바일 인터페이스만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경우, 차량 이용 전까지 사용한 

모바일과 차량 내부의 일반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가 연결성이 부족하였으며, 

이는 운행 종료 후 차량 반납 시에도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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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28. 공유 차량 이용 프로세스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UI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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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특성 없이 유사한 사용성 및 UI 제공 

북미,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임에도 불구, 조사한 주요 14개의 서비스가 모두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차량 선택 및 정보 제공 화면, 차량 위치 화면, 

스마트키 화면, 예약 정보 확인 화면의 경우, 거의 동일한 UI를 제공해, 

서비스에 대한 차별성이 부족하며 디자인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 그림29. 차량 선택 및 정보제공 화면 >68)

 
                                  < 그림30. 스마트 키 화면 >69)

68) Green car UI, (2015.11), www.greencar.co.kr 
    So car UI, (2015.11), www.socar.kr
    ZIPCAR UI, (2015.11), www.zipcar.com
69) Green car UI, (2015.11), www.greencar.co.kr 
    So car UI, (2015.11), www.soca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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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1. 차량 위치 보기화면 >70)

            

70) Car sharing UI, (2015.11), www.carjump.de, www.citeecar.com,     
    www. evo.ca, www.carjump.de, www.socar.kr, www.car2g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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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용자 분석

                      

                        4.1 조사 대상 및 방법

                        4.2 조사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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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조사 대상 및 방법

4.1.1  대상선정 및 내용

연구 4에서는 질적 연구를 통해, 현재 차량 경험 및 논문의 주제가 되는 

자율차량, 공유형 자율 차량에 대해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성별 및 나이, 

운전 능숙도, 공유차량 이용 경험, 자율주행에 대한 인지도 네가지 척도를 

바탕으로 8명의 대상자를 선정,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해당 인터뷰의 

목적은 현재 다양한 차량 및 서비스에 대한 경험 및 향후 자율주행, 공유형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사용자들의 니즈를 분석함으로서 시나리오 및 

디자인에 반영할 요소들을 도출하는 것이다. 앞서, 현재 자율주행 및 공유 

차량의 현황과 각각의 UI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는 실제 차량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행위 및 지향점을 담고 있지는 못했다. 따라서 4장의 

연구에서는, 차량 이용자들의 인터뷰를 현상학적 분석 방법론을 통해 분석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Amedeo Giorgi(1985)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론을 

따라, 인터뷰의 축어록을 작성하고, 주요 내용에 따라 재분류하고 실제적인 

용어로 전환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1) 심층 면담을 위한 질문지 작성 및 예비 조사

: 운전 경험은 성별 및 나이, 능숙도에 따라 사용자마다 큰 차이를 지닌다. 

이에 편향되지 않게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실시, 

성별 및 나이, 운전 능숙도, 공유차량 이용 경험, 자율주행에 대한 인지도 

네 가지 척도를 바탕으로 총 8명의 대상자를 선정,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문헌정보의 내용을 참고 및 차량 서비스 별 운전 경험에 대한 차이를 

기준으로 주요 질문 및 하위 질문들을 작성하였다. 질문의 내용이 인터뷰 

대상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정확하지 않은 질문은 없는지에 대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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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디자이너 1인에게 예비 조사를 시행 후 최종 수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표13. 인터뷰 질문 >  

항목 세부�내용

기본�질문 성별,� 남,� 여,� 나이,� 운전경험(운전�숙련도),� 차량� 보유�유무

현재�차량에�

대한� 인식

차량� 경험에� 대한� 최근� 이야기,� 차량� 관련�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차량�

이용� 빈도� 및� 장소� 등� 일반적인� 이야기� 3-5분� /� 이후� 관련� 추가질문� 이

후� “지금�나에게,� 차량은� ______이다”

차량�경험�

관련

(차량별서비스�

비교표�제공)

일반�

차량-

조수석

조수석에�주로�언제� 앉는지

조수석에서�주로� 뭘� 하는지

조수석에서�불편했던�경험

조수석에서�편하거나�좋았던�경험

일반�

차량-

뒷자석

뒷자석에�주로�언제� 앉는지

뒷자석에서�주로� 뭘� 하는지

뒷자석에서�불편했던�경험

뒷자석에서�편하거나�좋았던�경험

일반�

차량-

운전석

운전�관련� 에피소드

운전을�하고�싶을�때는?

운전이�하고�싶지�않을� 때는?

운전�할�때�어려운�점

운전이� 어려운� 상황� 시� (졸리거나� 술을� 마시거나� 등)� 어떻게�

하는지

렌트카

이용�횟수

이용�차종

이용�경험,� 상황

만족�요인

불만족�요인

특별히�만족스러웠던,� 불만족스러웠던�경험

공유차량

(우버�

포함)

이용�횟수

이용�차종

이용�경험,� 상황

만족�요인

불만족�요인

특별히�만족스러웠던,� 불만족스러웠던�경험

대리운전

이용�횟수

이용�경험,� 상황

만족�요인

불만족�요인

특별히�만족스러웠던,� 불만족스러웠던�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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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경험�

관련

택시

(카카오

택시�

포함)

이용�횟수

이용�경험,� 상황

만족�요인

불만족�요인

특별히�만족스러웠던,� 불만족스러웠던�경험

자율�주행

자율�주행에�대한� 인식

자율�주행�시행�시,� 이용하고자�하는�상황

자율�주행�차량�내�경험

공유형�

자율주행

(자료2:공유형�

자율주행�

차량� 소개)

공유형�자율주행에�대한� 인식

이용하고자�하는�상황

해당�차량에�있었으면�하는� 기능

해당� 차량이� 모바일� 및� 다른� 환경과� 연결이� 될� 경우,� 제공되었으면� 하는�

기능

현재�차량�

서비스�종합�

인식

자가� 차량,� 렌트카,� 공유카,� 대리운전,� 택시(카카오택시� 포함),� 자율주행�

차량,� 공유형�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 편의성,� 안전성� 등을� 기준으로� 선호�

점수�

미래� 차량에�

대한� 인식
“10년후,� 나에게,� 차량은� ______이다”

마무리 설문�전,� 후� 소감이나�하고�싶은� 말�

주요 질문은 크게 (1) 소유 차량 (2) 공유 및 렌트 차량 (3) 택시, 대리운전 

등 타인 운전시의 상황 (4)자율주행 (5)공유형 자율주행으로 구성되었다. 

인터뷰 도입에서 대상자에 대한 기본 질문 : 성별, 남, 여, 나이, 운전경험 

(운전 숙련도), 차량 보유 유무를 질문 한 뒤, 이어 차량 경험에 대한 최근 

이야기, 차량 관련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차량 이용 빈도 및 장소 등 해당 

대상자가 차량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현 

차량에 대한 인식을 “지금 나에게, 차량은 ______이다” 의 질문으로 

정리하였다. 이후 현재의 차량 및 차량 서비스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각 

항목은 서비스와, 현재 개발되고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질문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차량 서비스는 일반 차량(자가 

차량 포함), 렌트카, 공유차량, 대리운전, 택시로 분류하였고, 일반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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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조수석, 뒷자석, 운전석을 나누어 문항을 구성하였는데 조수석, 

뒷자석에 대한 문항이 상대적으로 운전석에 비해 조수석 및 뒷자석의 답변 

내용이 빈약할 수 있어 운전석 관련 질문보다 먼저 배치하였다. 또한 현재 

활발히 미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우버 및 한국의 카카오택시를 조사 

범위에 포함해 보다 다양하고 생생한 경험을 듣고자 하였다. 일반 차량의 

경험의 경우, 현재 차량 내에서의 행태 및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 

하였으며 렌트, 공유 등 차량 서비스의 경험은 이용 횟수, 차종, 경험 및 

상황을 포함하여 해당 서비스 이용 시 만족, 불만족스러웠던 경험을 통해 

사용자의 페인 포인트 및 니즈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자율주행 및 공유형 자율주행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해당 차량 

서비스들의 경우, 현재 직접 경험해 본 인터뷰 대상자가 1명(이연X, 서울대 

자율주행 연구원)뿐, 아직 개발 중인 기술이기 때문에 실제 이용자를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앞서 타인이 주행하는 차량 

(택시, 대리운전)의 경험을 토대로, 자율 차량 및 공유형 자율 차량에 대한 

이미지를 구체화 시킨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 심층 인터뷰 진행

앞서 선정한 8명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2015년 9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 4주간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각 면담 시간은 개인별로 

1시간 내외였으며, 면담 장소는 인터뷰 대상자가 있는 직장 및 학교, 근처 

카페나 차량 내에서 주행 중에 이루어졌다. 앞서 제시한 인터뷰지를 

근간으로 진행되었으나, 자유로이 관련된 내용을 추가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면담 시 해당 인터뷰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해 밝힌 후 녹음에 

대한 동의를 얻고 진행하였으며 면담 후 이를 축어록으로 작성,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론에 따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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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2. 인터뷰 대상자 분류 >

인터뷰 대상자는 남성 4명, 여성 4명으로 동등한 성비였으며, 연령대의 

경우 20대-50대까지 분포되었다. 직업의 경우 대학생, 교수, 교사, 

벤처기업인, 연구원, 대리기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본 연구관련 

전문가 및 차량 전문가 / 일반인의 응답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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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14. 인터뷰 대상자 정보 >

번호 이름 성별 연령 직업
운전

능숙도

공유차량

이용경험

자율주행

인지도

1 이연X 남
20대

(중반)

자율주행� 연구원�

(전기정보공학전공�

박사과정)

중 무 상

2 이현X 남
20대

(중반)

공대� 대학생�

(자율전공)
중 유 상

3 김민X 남 40대 대리기사 상 무 하

4 박정X 남 50대 산업공학과�교수 상 무 중

5 이해X 여
20대

(초반)

미디어�전공�

대학생
하 유 중

6 조예X 여
20대

(후반)

디자인�전공�

석사과정�학생
중 유 상

7 김나X 여
20대

(후반)
벤처기업�운영 하 무 중

8 정혜X 여 50대 중학교�교사 중 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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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조사 결과 분석

4.2.1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

질적 연구 방법은 현상학적 연구를 비롯하여 근거이론 방법론, 내러티브 

연구, 사례 연구, 문화기술지, 포커스 그룹을 이용한 연구 등의 다양한 

방법론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Amedeo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는 현대 철학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철학으로, 20세기 

초, 후설(Husserl)의 논리연구I, II 를 통해 발전되었다. 후설의 현상학은, 

1950년대 이후 현상학적 운동을 일으키며 윤리학, 미학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사회과학, 간호학까지 영향을 미쳤다.71) 특히 후설은, 사물 그 

자체로 돌아가서(go to the things themselves)철학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현상학적 연구는 있는 그대로의 자료(주로 언어적 

자료)에 의존해서, 경험에 접근하고, 의미를 기술하고 조명한다. 이를 위해 

현상학적 연구자는 인터뷰 대상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대상자의 

이야기를 경청할 뿐 아니라, 표현상 애매모호한 점을 명료화하며 참여자의 

경험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요구된다.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여러 학자들(Spiegellberg,1976 / Van,Kaam,1966 / Colaizzi,1978 / 

Giorgi,1979 / van Menen,1990)에 의해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이 

아닌 개인의 경험에 초점을 두는 Girogi의 분석 방법을 통해 대상을 

분석하고자 한다.72)

첫번째 개방 코딩 단계는, 인터뷰 녹음 자료 및 본 연구자의 메모를 줄 

단위 분석을 하는 것부터 시행하였다. 먼저 심층 인터뷰시 녹음한 자료를 

71) 신경림 외,  (2004)
72) 조병주, (2011), “내담자가 체험한 상담자의 자기개방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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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한 축어록을 원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하위 범주에 따라 재분류 

하고, 키워드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인터뷰 시, 인터뷰 대상자의 

억향 및 표정을 통한 비언어적표현들의 경우, 현장에서 별도로 메모하였다. 

특히 차량 내에서 진행한 유저의 경우, 말로 표현되지 않은 운전 중 행위 

까지 함께 포착하여, 보충 근거 자료로 참고하였다. 축어록 범주화의 경우, 

8명의 인터뷰대상자들의 응답 중 유사한 부분을 추출하여 범주화하고,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대상자의 언어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연구자는 원 자료를 반복해서 읽었고, 필요시 인터뷰 대상자에게 추가 

질문을 하여 하위범주를 정교화 하였다.

4.2.2  인터뷰 결과 분석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통해 일반차량 경험 / 공유, 렌트 차량 경험 

/ 자율 주행 차량, 공유형 자율주행 차량 - 총 4개의 구성요소와 26개의 

하위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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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5. 구성 요소 및 하위 구성 요소 > 

구성요소 하위�구성� 요소 비고

1)일반� 차량�

경험

운전�중�보조�필요

(조수석에서의� 서포터� 역할� 수행.� 능숙한� 운전자나� 운전을� 즐

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길을� 보거나,� 네비게이션을� 작동� 시�

부수적�도움� 필요)

[1]

운전자체를� 좋아하기� 보다는,� 운전=이동으로서,� 본인이� 운전을�

하는�것보다�휴식을�선호하는�유저가�많음
[2]

주행� 중� 시야의� 한계� 및� 컨디션� 악화,�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어려움�및�사고� 발생�위험
[3]

주행�중�차�안에서의�활동이�매우�제한됨 [4]

자차�유지�비용� 및� 차량�지식�부족으로�인한� 차량�관리�문제 [5]

택시�및�대리운전의�불편함 [6]

2)공유,렌트�

차량�경험

장점

시간대�대여 [7]

다양한�공유차량�존 [8]

개인�공간� 형성 [9]

모바일을�통한�간편한�이용 [10]

단점

대여�및�반납� 위치 [11]

편도운행보다� 대부분� 왕복운행� :다시� 원점까지� 와서�

반납�필요
[12]

구조�및�감도� 차이로�인한� 어려움 [13]

안전�및�사고에�대한�불안감 [14]

공유재화에� 대한� 걱정� 및� 자차에� 비해� 관리� 소홀,� 책

임�전가�문제
[15]

예약�및�대기� 문제,� 이용� 시간�관련 [16]

이용요금체계 [17]

3)자율� 주행�

차량

자율� 주행에� 대한� 인식:� 아직� 안전이� 걱정되기는� 하나,� 시행된

다면�적극적으로�이용하고자�함)
[18]

자율�주행�장점 [19]

자율�주행�차량� 이용�상황 [20]

자율�주행�차량� 내부�경험 [21]

4)공유형�자율�

주행�차량

공유형�자율� 주행에�대한� 인식

(‘기사� 없는�콜택시’의�형태로�인지,� 서비스에�긍정적)
[22]

연계성� ;� Connectivity� 와� 주변�환경 [23]

제공�정보�종류� 및� 방향 [24]

공유형�자율주행에�대한�염려� :대기시간�발생�및�관리�관련 [25]

10년�뒤의�차량을�한마디로�표현한다면?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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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 차량 경험

[1]운전 중 보조 필요 : 조수석에서의 서포터 역할 수행. 능숙한 운전자나 

운전을 즐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길을 보거나, 네비게이션을 작동 시 부수

적 도움 필요

운전시, 운전자의 한정된 시야 및 행동 제약으로 인해 보조자의 역할이 필

요했다. 이는 동행자가 없을 경우에도 운전 보조 역할이 대부분의 운전자에

게 필수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1]-1운전자의 입장에서 길을 볼 때가 많아요. 사각지대나, 좌회전이나 우회

전할 때 길을 봐준다던지...(이연X)

[1]-2일단 운전을 안 하니까 편하죠. 근데 여러 가지 봐줘야 하는 경우가 생

기니까..네비가 목적지 위치에 가면 정확히 그 장소를 못 찾으니까, 간

판 같은거 봐주면서 찾아야 하죠. 주변가면 빙빙 돌아요. 옆에서 앉아도 

간판, 길 이름 등 봐줄게 많죠.(박정X)

[1]-3네비게이션 대신 작동시켜주거나, 선반에 있는 지도 같은 것을 확인하거

나..운전자의 보조 눈과 손이 되는거죠.(조예X)

[1]-4조수석에 탔을 때 바로 잠들면 운전자 또한 졸릴까봐 최대한 깨어 있으

려고 하는 편이에요. 운전자한테 자꾸 말을 거는 것도 필요해요(이해X)

[1]-5옆자리에서는 네비를 봐줘요. 목적지 네비 찍는게 운전자가 어려우면 대

신 찍어주고. (김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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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운전자체를 좋아하기 보다는, ‘운전=이동’으로서, 본인이 운전을 하는 것

보다 휴식을 선호하는 유저가 많음

일반적으로 운전을 ‘하고 싶은’ 경우보다, 출퇴근이나 통학 등 이동요인으로 

인해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부분 운전은, 모두 

이동을 위해 해야 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었다.

[2]-1저는 사실 운전하는 즐거움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운전 하는게 피곤하니까, 뒷 자석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가장 

좋죠(이연X)

[2]-2(뒷자리에 앉았을 시)아무래도 운전에 아에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편해

요..(박정X)

[2]-3퇴근길에 차가 엄청 막힐 때. 그럴 때는 차라리 그냥 지하철을 타고 싶

어요. 근데 차를 놓고 가면, 주차 문제도 있고, 나중에 다시 와야 하니

까 그게 되게 불편하죠. 차가 짐이 되어 버리니까.(김나X)

[2]-4운전을 하고 싶어서 한 적은 없어요. 그냥 어디를 가야 하니까. 그냥 운

전을 하는 목적 자체가 이동이라서.. 하기 싫을 때는, 장거리 운전할 때 

많이 피곤할 때.   (조예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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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행 중 시야의 한계 및 컨디션 악화,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어려움 및 

사고 발생 위험

인터뷰 대상자 8명이 모두 신체적, 정신적 한계 등으로 인해 주행 중 사고 

발생 위험을 겪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특히 야간 주행시나 컨디션 악화시 

문제 상황이 자주 발생되었으나,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특별히 없어 현상

이 유지되고 있었다. 또한 운전자 본인의 문제가 아닐 시라도 다른 차량으

로 인해 사고 위험이 현재에도 잠재되어 있다.

[3]-1사각지대가 안 보일때가..특히 오토바이가 차 바로 옆에 있으면 사이드

미러로 안보여서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좀 피곤할 때 운

전하면, 몸에 힘이 덜 들어가서 운전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이연X)

[3]-2최근에 사고가 났는데, 제가 운전 중에 뒤에서 차가 박았어요. 뒷사람이 

핸드폰 보다가 앞에 차를 못보고 박은거에요. 그때가 또 연휴 끝나고 

바로 다음날인가 그랫는데, 나중에 들으니 연휴 뒤 에는 사람들이 긴장

이 풀려서 사고율이 높다고 하더라구요. (조예X)

[3]-3가족끼리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타이어 펑크가 나서 갓길

에 세워두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졸음 운전하던 분이 박았죠.(이해X)

[3]-4밤새고 집에 갈 때. 진짜 엄청 졸려요. 사실 그래서 졸음 운전도 엄청 

많이 했어요. 사실 얼마 전에도, 신호 중간에 살짝 잠들었어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제가 안가고 있던 거에요, 뒤에서 다른 차들이 엄청 경적

을 울렸어요. 진짜 깜짝 놀랐죠 그 때.(김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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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행 중 차 안에서의 활동이 매우 제한됨

전방 주시를 해야 하는 운전의 특성 상, 오디오 청취를 제외하고는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차량에 동승하여 실행한 인터뷰 중, 대상자들이 신호등 

대기시에 네비게이션이나 티맵을 조정하거나, SNS 확인하는 것을 관찰 하

였으나, 이는 오히려 전방주시를 방해하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제한

적인 활동은 운전자에게 행동의 자유도를 낮췄고, 이는 졸음운전 시에도 특

별한 방법이 없어 사고유발 가능성을 높였다.  

[4]-1차를 들고 다니는 것이 오히려 자유도를 많이 뺏긴 것 같아요. 예전에

는 지하철을 탔으니까,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은 운전대에 집중해야 하니까..여가를 전혀 할 수가 없네요.(김나X)

[4]-2(졸릴 때) 차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음악 듣는거 말

고는...그리고 가능하면 창문 열어서 밖에 공기 쐬려고 헤요. 덥지 않은

데도 찬 공기 쐬려고 하고, 쉴 때 마다 진한 커피 마시려고..술 약속 때

는 차를 아에 놓고 가요.(박정X)

[4]-3운전 중에 졸릴 때가 많은데, 그냥 정신 차릴라고 노력해요. 껌을 씹으

면서..에어컨도 켜보고..특히 혼자 운전하면 좀 졸릴때가 많아요.(조예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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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차 유지비용 및 차량 지식 부족으로 인한 차량 관리 문제

차량은 꾸준한 관리 및 점검이 필수적이지만, 실제로는 잘 행해지고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다. 또한 차량 주행 시 탁송을 통해 길들여 놓을 경우, 

차량을 오래 탈 수 있지만 해당 사항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제

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았다.

[5]-1외제차라서 관리비가 많이 나가요. 엔진오일 갈때는 좀 귀찮아요. 그래

서 인터넷으로 사서 카 센타에서 가는 방식으로 하죠.as비용들이 비싸니

까.. 그러다 보니까 (외제차 센터가 비싸니까), 센터를 안가니까 점검받

는 기회가 적어요. 자체적으로 해결하니까. 동네 카센터에서 봐주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as는 안 돼고 있어요.(박정X)

[5]-2하루에 4-5시간정도 그렇게 길을 들여주면 폐차때까지 그냥 갑니다. 차

가 보통 70만 KM까지 타고 폐차해야 정상인데,15만 20만정도 되면 폐

차해버리잖아요, 그게 엔진을 빨리 소모해버리니까 그런거에요. 차를 미

리 길들이질 않아서 그런거죠.(탁송관련)(대리기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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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택시 및 대리운전의 불편함

전문 기사가 있는 차량 서비스인 택시 및 대리운전의 경우, 타인이 대신 운

전을 해 편한 부분이 있었으나 심리적, 신체적 안정감과 만족도가 낮은 경

험이 다수 있었다. 또한 운전자가 해당 지리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일일

이 설명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6]-1택시는 일단 편하긴 한데, 기사의 복불복이 너무 심해요. 난폭 운전을 

해도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안전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운전을 잘하

고 못하고를 떠나, 탔을 때 안정감이 없어요. 대리도 마찬가지.(조예X) 

[6]-2일단 관리가 잘 안 되서 냄새가 날 때가 많았고, 굳이 아저씨들 중에 

막히는 길로 가려고 하는 아저씨들이 있어서..그래도 편한 건 잠이 부족

할 때가 많았는데 그냥 잘 수 있는 것. 잠잘 수 있는 것이 제일 편해요. 

근데 길 알려줘야 할 때는 너무 귀찮아요. 그럴 땐 정말 우버가 편하

고..길 헤메거나 막힐꺼 같은 길로 기도 뭐라 못하고..비용도 계속 올라

가고 대신 주행해주는 점 말고는 좀 그렇네요.(김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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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공유 및 렌트 차량 경험(장점)

[7]시간대 대여

공유차량 이용 경험이 있는 대상자도, 아직 이용해보지 않은 대상자도 모두 

공유차량의 가장 큰 장점으로 ‘시간대 예약’을 뽑았다. 현재 일부 렌트카도 

시간대 예약이 가능하나, 대부분의 렌트카 예약 단위가 하루 단위인 것에 

비해 공유차량의 큰 장점으로 조사되었다.

[7]-1렌트카는..운전자 한명은 제대로 못 놀아요. 운전 해야하니까 술도 못마

시고. 근데 쏘카 같은 공유차량은 시간대니까 반납하고 놀면 되니까..그

리고 렌트카는 시간이 하루단위가 많으니까 좀 안 좋아요.(이연X)

[7]-2몇 시간만 빌릴 수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괜찮아요.(이연X)

[7]-3심야에 일 보러 나갈때 되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택시나 이런 것

보다..(승차거부와 함께)(이현X)

[7]-4어짜피 택시를 타야하는데, 그럴 바엔 그냥 카쉐어링같이 초단기 렌터카

를 자주 이용합니다.(이현X)

[7]-5시간이 유동적인 점이 좋았어요. 렌트는 주로 하루단위니까.(조예X)

[7]-6렌트는 주차가 되게 불편해요. 외국에서는 특히 주차 어디다가 해야 할

지 모르겠고..근처 공용주차장 위치 매번 다시 검색해야 하고..공유는 그

냥 반납해버리면 되니까 편하죠(김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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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다양한 공유차량 존

‘시간대 예약’ 다음으로 공유차량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존에 가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언급

되었다. 렌트카의 경우 해당 업소에서만 차량 렌트가 가능하나, 공유차량 

존은 공영주차장에 분포되어 있어 사용이 편리하였다.

[8]-1렌트는 지정된 영업소에 가야하고 공유 차량은 내 주변에 있는 주차장

에서 이용 할 수 있으니까. (김나X)

[9]개인 공간 형성

택시, 대리운전과 비교했을 때, 공유 및 렌트 차량은 타인이 없이 개인 공

간이 형성되어 본인의 차량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9]-1길을 잘 모르시는 분 들한테는 일일이 길을 알려드려야 하는 부담도 있

고, 택시가 잘 안 잡히는 곳을 가다 보면, 특히 이제 지금은 서울이니까 

괜찮지만, 나중에 경기도쪽으로 나가게 되면, 늦은 시간에 시외운행에서

는 못가겠다고 해도 승차거부가 아니니까, 차라리 제가 차를 갖고 다니

는게 낫겠다 싶을 때가 있고..(이현X)

[9]-2일단 짐을 많이 싫거나, 특정 경로로 이동할 때 눈치가 안보이는 게 좋

고, 운전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도 있어요.(이현X)

[9]-3택시보다 더 안전하다는 점이 큰 것 같아요. 택시기사에 대한 불안감도 

전혀 없고. 요금이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 신경 쓸 필요도 없구요. 괜

히 여행 가는 것 같이 더 재미있던 것 같았고.(이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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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모바일을 통한 간편한 이용

기존 렌트카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공유 차량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

해서 사용이 가능했다. 그 중에서도, 미국에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우버

가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유차량 서비스인 쏘카, 그린카 등의 어플리케

이션 서비스보다 활용도나 만족도가 높았다. 우버의 경우, 구글 맵과 연동

되는 부분 및 간편한 결제 부분에서 차별점을 가지고 있었다. 

[10]-1우버가 진짜 편해요. 일단 택시 안 잡아도 되고, 앱 자체가 네비앱까지 

되니까, 구글 맵이랑 연동해서 내가 가려는 목적지를 운전자랑 같이 

볼 수 있고, 목적지를 처음에 찍지 않아도, 찍으면서 가면 또 바로 연

동이 되니까. 평가 제도도 있으니까, 일반 택시보다 친절하고 위험요소

가 덜하죠. 아 결제가 그냥 내리면 되니까 편하고.(김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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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공유 및 렌트 차량 경험(단점)

[11]대여 및 반납 위치

다양한 공유차량 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으나, 대여 장소로 

가지러 가고, 다시 반납장소에 반납하는 등의 행위가 가장 큰 불편함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해당 장소를 찾아가도, 유저가 빌린 차가 어디에 주

차되어 있는지를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며, 일부 픽업 서비스를 하고 

있는 렌트카에서도 픽업기사와 시간 및 장소를 약속하고, 그게 맞춰서 움직

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11]-1사실 공유차량 보다는 택시가 편한 것 같아요. 가지러 가고, 다시 갖다

놓고 하는 것이 번거로워서....근데 렌트카는 시간이 긴데, 차를 하루를 

빌리기는 좀 그럴 때는 공유차량이 나은 것 같아요. 택시는 아주 짧은 

거리에 쓰고, 한 5시간만 넘으면 쏘카를 탈 것 같고, 아에 10시간이면 

렌트를 하고.(박정X)

[11]-2주차장에 갔는데, 그게 주차 빌딩 이었는데 차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

가 너무 어려운거에요. 겨우 찾았는데 주차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

서 차 빼기도 엄청 어렵고.. (조예X)

[11]-3차가 주차되어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은 조금 귀찮았어요(이해X)

[11]-4렌트카는 주로 가져다주는 서비스를 이용하였구요. 네 주로 그런 서비

스를 찾아서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픽업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

도, 시간이랑 장소를 맞춰서 가야하니까..그게 아니면 그 렌트 업체가 

있는 곳으로 가야하고. 그게 렌트카가 얼마 없는 곳이면 특히 동선이 

꼬이기도 하고, 불편하고.(이연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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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편도운행보다 대부분 왕복운행 :다시 원점까지 와서 반납 필요

현재 일부 구간에 한해 편도운행이 시행되고 있으나, 왕복운행이 훨신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결국 원점까지 다시 돌아와서 반납을 해야 하

였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동선이 길어지게 되었다.

[12]-1대중교통으로 가기에 편한 곳은 그쪽까지 가서 하는 것이 저렴하고, 

또 편도운행이 별로 없어서, 반납할 때 여기까지 다시 돌아와야 하니

까.(조예X)

[13]구조 및 감도 차이로 인한 어려움

각 차량마다 다른 구조와 감도 차이로 인해 당황하였거나 불편함을 겪었었

다는 응답이 많았다. 좌석위치나 사이드 미러의 경우 수동으로 조절을 해서 

사용하였으나, 엑셀 및 브레이크 감도의 경우 운전을 하면서 적응 할 수 밖

에 없어서 운전에 능숙하지 않은 사용자의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또

한 본네트, 윈도우브러쉬, 에어컨 등의 버튼이 각 차량마다 상이해 여러 다

른 버튼을 연속적으로 누르면서 해당 기능을 찾아야했다.

[13]-1일단 처음 타는 차라서, 감도, 좌석위치, 백미러 같은 부분이 너무 달

라서, 평소에 안하던 행동을 해야 해서 그게 피곤했고, 인터페이스도 

생소하고 에어컨도 버튼이 어딨는지를 잘 못 찾겠고..그건 사실 렌트도 

그랬어요. 브레이크랑 엑셀감도가 너무 다르니까..그거 적응하는데 꽤 

걸렸어요.(조예X)

[13]-2운전자 분께서 자동차 구조가 달라서 첨에 당황하셨어요(이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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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안전 및 사고에 대한 불안감

개인 자차가 아니라서 작은 사고라도 났을 경우,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라는 

불안도가 높았으며, 차 자체도 중저가의 차가 많기 때문에 자차에 비해 안

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안전 및 사고에 대한 불안감

은 공유차량의 이용 확산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14]-1과연 그 차가 어느 정도 안전하고 그런지가 따질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싼 차가 많으니까.(박정X)

[14]-2차를 써야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곤란하죠, 말할 사람이 없으면.(박정X)

[14]-3공공재니까 책임소재나 사고걱정이 더 들어서. 혹시 사고 났을 때 일

이 더 복잡해지기도 하고 (조예X)

[14]-4사고가 나면 너무 일이 커지니깐 더 조심해야한단 생각이 들었었고..

(이해X)

[14]-5콜센터가 잘 안 받는단 말을 많이 들어서 좀 그래요. 그래도 공유차량

은 주로 도심서 짧게 짧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큰 물어볼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조예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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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공유재화에 대한 걱정 및 자차에 비해 관리 소홀, 책임 전가 문제

안전과 사고에 대한 불안감 외에도 공유재화에 대한 걱정 및 차량 손상 시 

책임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재의 특성상 다

른 이용자의 영향을 많이 받거나, 함부로 이용을 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

었다. 또한 이후 차량과실 여부를 부당하게 물을 수 있어 이용 전 차를 꼼

꼼히 다 사진으로 남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15]-1전 이용자의 흔적에 많이 의존(이현X)

[15]-2공공재의 부조리가 있을 것 같아요.아무래도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나고, 

스크래치가 났는지를 알 수 없잖아요.(이연X)

[15]-3무인시스템이다 보니, 그만큼 관리가 꼼꼼히 안되는 것 같아요.(김나X)

[15]-4전에는 차량을 이용하고 주차할라하는데, 후방감지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까워지면 소리가 삐삐 나야하는데 삐~~이러길래 이상해서 봤더니, 

깨먹어 놓으셔서, 당황한 적도 있고..죽을뻔했어요. 관악 구청 쪽 세종 

오피스텔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차를 타고 남부순환도로로 가는 길에 

신호도 없고 하니까 천천히 지나가는데, 하필 운전석 쪽에서 전속력으

로 차가 돌진을 하는데, 아슬아슬하게 스쳐서 엄청 놀랜 적이 있었어

요. 잘못하면 죽겠구나 싶더라구요.(이현X)

[15]-5전에 반납해야 하는 사람이 제대로 반납을 안해서 차가 없을 수도 있

는거고 (박정X)

[15]-6차타기 전에 차 기스 난 거 다 찍어놔야해서..사실 저는 반납하고도 좀 

불안하더라고요. 원래 기스가 많던 차인데,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조예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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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예약 및 대기 문제, 이용 시간 관련

현재 공유차량 시스템은 (콜)택시 등에 비해 예약 등에서 장소, 시간 등 확

인해야 하는 점이 많아 번거롭다는 의견이 많았다. 

[16]-1공유차량은 빠르게 어딘가를 가야 하는데, 택시는 비싸니까. 근데 사실 

공유차량이 신경 쓸게 많아서 돈을 더 내고 택시를 탈 것 같기도 해

요.(조예X)

[16]-2일단 내가 탈 수 있는 위치에 차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른 곳에 

갖다놔도 되는지, 다른 곳이라면 어디에 갖다놓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귀찮았어요. 예약 절차가 좀 신경 쓸 것이 많았어요. 그때 광화문

쪽에도 있었고, 어디에도 있었고...지점은 많은데 차종도 다 있다고 나

와 놓고, 실제로 그 지역에는 차종도 별로 없고..(조예X)

[16]-3시간 예약할 때. 첨에 이정도면 되겠지 했었는데 밥을 먹다보니 반납

시간이 촉박해서 두번정도 연장을 했었어요. 반납 시간을 계속 생각해

야해서 계속 불안했었고.. (이해X)

[16]-4시내는 우버가 많아요. 근데 공항에서 렌트카를 반납하고, 우버를 타려

고 했더니 아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에요. 그게 또 바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Call’을 누르고 결과를 기다려야 하니까, 진짜 좀 애매했어요. 

로딩 보고 있는 것도 지루하고.. 실시간으로 차량 돌아다니는 것이 입

력이 되거나, 지금 이 위치에서는 우버 이용이 불가합니다 같은 분석

결과가 바로바로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김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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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이용 요금 체제

자가 차량의 경우, 연비주행을 하거나 저렴한 주유소를 가는 행동이 일반적

이나, 공유차량의 경우 일련의 합리적 행동들이 전혀 요금에 반영이 안되고 

있었다. 

[17]-1거리요금이 연비가 안나오는 차로 측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연비를 잘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근데 막상 결제되는 요금이, 훨신 덜 

쓴거 같은데..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때는 그런 경

우가 크고요. 그래서 아에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렌트업체를 이

용하는 편입니다.(이현X)

[17]-2제가 정말 기름을 넣고, 예를 들면 연비가 잘나오도록 운전을 한다, 저

렴한 주유소를 간다, 그런 노력들이 전혀 반영이 안되니까 갑갑하더라

구요.(이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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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율 주행 차량

[18]자율 주행에 대한 인식: 아직 안전이 걱정되기는 하나, 시행된다면 적

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함

안전에 대한 걱정이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에게 있었으나, 8명의 인터뷰 

대상자 중 6명이 자율주행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특히, 비전문가인데도 불

구, 자율주행 차량이 더욱 많아질수록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18]-1안전함에 대해서 100% 보장 된다면 너무 좋죠. 면허도 필요 없고. 그 

시간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얼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이해X)

[18]-2야맹증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대리기사)

[18]-3자율주행 차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안전해질 것 같아요.

(조예X)

[18]-4되기만 하면 진짜 엄청 편할 것 같아요. 매일 쓸거에요. 제가 운전을 

하고 싶거나 운전하는 맛을 좋아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그게 경치 좋

은 곳도 아니고, 통근 통학용은 특히 그렇죠. 계속 서다 가다 하는데 

그게 좋을 리가 있나요.(김나X)

[18]-5일단은 좀 걱정이 되는 점이, 센서에 먼지가 꼈을 때나, 센서 기능이 

다 됬을 때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센서 믿고 하다가..

그런게 굉장히 어렵고..그 다음에 도로 노면이 일관성이 없어서, 선이 

없기도 하고, 흙도 있고 시멘트도 있고,...포장이 되기도 했고 안 되기

도 했고..그런 것들을 다 센싱 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일 것 같아요. 기

대 반, 걱정 반 인거죠 (박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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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자율 주행 장점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자율주행에 대해 긍정적인지 꼬리 질문을 통한 인

터뷰를 진행하였다. 

[19]-1아무래도 현재보다 스트레스를 훨신 덜 받겠죠,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자기는 자율주행차량이 나올 때까지 면허를 취득하지 않을꺼라고 하더

라구요.(이현X)

[19]-2보통 대중교통타면 책을 많이 읽거든요, 근데 지금 운전을 할 때는 책

을 못 보니까 주로 라디오를 많이 듣는데, 자율주행이 되면 책을 많이 

볼 것 같아요. 게임도 하고..여가시간에 하고 싶은 일들을 차 안에서 

할 것 같아요.(조예X)

[19]-3기본적으로 운전석이 거의 필요가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 

한명이 더 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기사, 대신 운전해 주

는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택시는 승차거부를 하지만, 자율주행 

차량은 그런 것을 안 하니까.   (조예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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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자율 주행 차량 이용 상황

어떤 상황에 자율 주행 차량을 이용하고 싶은지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

다. 주로 신체적, 인지적 한계에 대한 대답들로 피곤할 때나 밤 운전, 음주

시에 대한 의견이 많았으며, 장거리운전 등 피로도와 지루함을 느끼는 상황 

시 접목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외에 운전 초보자들이나 고령자 

운전에도 유용 할 것이라는 응답을 들을 수 있었다.

[20]-1술 마시고 집에 들어갈 때가 가장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장거리 운전

을 할 때(이연X)

[20]-2운전 초보자들이 가장 필요 할 것 같아요. 차가 더 운전을 잘하는 상

황일 태니까, 운전자에게 이런식으로 도움을 주는거죠.(이연X)

[20]-3아무래도 피곤할때나,,아, 취업을 하면 차를 가지고 갔는데 술을 마시

게 되면..예기치않게 운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

요.(이현X)

[20]-4밤에 시골길이나 국도는 조명이 어두우니까, 자율주행이 훨씬 안전하

고 편할 것 같아요. 이른아침은 운전하기 졸린 상태니까. 우리 몸이 운

전이 좀 불편한 이른 아침이나 밤에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고 싶네요.

(조예X)

[20]-5명절 피곤 할 때 막힐 때 모두 이용하고 싶어요. 주차도 자신 없으니 

해주면 좋고. 사실 그냥 언제든 항상 자율주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

끔 스피드를 즐기며 달리고 싶을때 빼구요.(이해X)

[20]-6나이 들었을때요. 내가 운전 안해도 되니까. (정혜X)



88

[21]자율 주행 내부 경험

선행 질문에 이어 구체적으로 자율차량 내부 경험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

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각 상황별로 해야 하는 일,

당시에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21]-1일단 저는 출근길에 잠을 자며 올 것 같아요.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별 걱정을 안하고 있는데, 사고가 난다해도 사람에 의한 것일 것 같고, 

지금까지도 그런 것처럼.(조예X)

[21]-2이동 중에 하는 행동..남는 시간만큼은 필요한 것을 하는데 쓰지 않을

까요? 완전 편하게 늘어져서 쉬거나, 잠을 자거나, 업무가 있으면 업무

를 하거나..(김나X)

[21]-3운전을 하면서 힘 빼기보단, 편하게 미팅준비를 하면서 ,오면서 미팅 

후 편하게 쉬거나 미팅정리를 하기도 하고..몸이 아플때도 좋을 것 같

아요..(정혜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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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유형 자율 주행 차량

[22]공유형 자율 주행에 대한 인식: ‘기사 없는 콜택시’의 형태로 인지, 

서비스에 긍정적

일반 자율주행 차량과의 차이점을 먼저 제시하고, 공유형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전반적으로 현재 택시나 렌트카, 공유 차량을 

대체 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자가 차량을 포함해 해당 서비스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로서의 성격으로 인지되고 있었다. 

[22]-1일단은 확실히 편할 것 같아요. 구글차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그 차를 

불러오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고, 알아서 보내는 것도 어렵지 않고, 주

차도 많이 연구 되고 있고(이연X)

[22]-2자율은 ‘내가 들고 다닌다’는 개념, 공유형 자율차량은 ‘나를 대리러오

는 개념’이 클 것 같아요. 자율 콜택시같이. (이연X)

[22]-3동선이 길지 않고, 가끔씩만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공유형이 더 좋

을 것 같아요.(이연X)

[22]-4지금은 공유차량을 출고하면,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놓아야 하거든요? 

완전 무인화가 되면 콜택시처럼 될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현제)

[22]-5아마 택시용도를 대체하게 되지 않을까..대중교통으로 가긴 불편한데, 

주차가 골란한 곳.(이현X)

[22]-6지금 공유차량들은 전부 다 차고지를 두고 운행하고 있거든요, 사람들 

생활권조사랑 주차권영역이 가능한 위주인데, 그런 제약이 줄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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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 자차를 가지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하잖아요, 당장 제가 사는 

원룸도 주차가 곤란해서, 아무래도 그런 제약이 덜하지 않을까?(이현

X)

[22]-7장애인들이나 운전 못하는 사람도 차량을 자유롭게 탈 수 있고, 이동

시켜주고 하는 방향이니까(이연X)

[22]-8일단 주차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는 점이 제일 좋겠네요. 괜찮은 환승

차량 느낌. 예를 들어 공항을 가면 주차비가 많이 드는데, 나를 공항에 

대려다주고, 자기가 스스로 갈 수 도 있고, 주차 할 시간이 없거나 공

간이 없을 때도 그렇고. 제가 공유차량을 이용할 때는 낮선 차로, 낮선 

곳에 차량을 주차하는 점이 제일 어려웠는데 공유형 자율주행 차량이 

되면 그 점이 좋을 것 같아요.(조예X)

[22]-9보급이 진짜 많이 되서, 내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차를 쓸 수 있다고 

가정하면, 자차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관리의 부담도 없고.(김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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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연계성: Connectivity 와 주변 환경

커넥티드(Connected) 카로서의 공유형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질문이었다. 

특히 자가 차량에 비해 공유재가 가질 수 있는 장점으로,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들 수 있었으며, 차량 간 연계, 사용자의 모바일과의 연계, 클라우딩

에 대한 응답을 들을 수 있었다.

[23]-1대중교통과의 연계는 확실히 중요 할 것 같아요. 세계레벨로 확장하면 

당장 이웃나라에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저만 하더라도 광

역이동은 대중교통을 타고 갔다가 거기서 카쉐어링을 할 때가 있었어

요.(이현X)

[23]-2전철이나 기차가 더 빠른 구간도 있고, 차는 막힐 수도 있고, 대중교통

이랑 연결하는게 더 저렴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긴 구간은 한 번에 가

는 것보다 중간에 갈아타는게 비용적, 시간적 측면에서 다 좋을 것 같

아요. 특히 여행 갔을 때. 그리고 해외여행까지 생각을 해보면, 특히 

더 그렇죠.(정혜X)

[23]-3지금 구글 나우같이, 제가 입력을 안해도 집-직장 최단경로를 알려주

는데, 그런 기능이랑 연동되면 좋을 것 같아요.(이현X)

[23]-4일단 공유차량들끼리 연결이 되면, 공유차량들이 여러 군데에 퍼져 있

을 탠데, 그리고 대부분 시내에 있을 태니까, 막히거나 사고가 나거나 

하는 실시간 정보들을 더 빠르게 알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티맵 같

은 것 보다 더 정확하게.(조예X)

[23]-5다른 사람이랑 연계가 돼서, 비슷한 구간을 가는 사람 합승이 되던지, 

저렴하게..(이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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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차 자체보다 관련 인프라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차량 연계되

서..특히 주차장,도로..그게 가장 필요할꺼 같아요..(이현X)

[23]-7핸드폰이랑 연결이 된다면, 시동을 먼저 켜놓고 시트를 따뜻하게 덥혀 

놓는 것이요. 원래 시동을 키고 바로 주행을 하면 엔진에 별로 안 좋

은데, 그냥 무시하고 주로 가잖아요, 그런 것 대신, 제가 차에 도착하

기 한 5분 전에, 미리 시동을 켜고 대비를 하고 있다든지..그리고 내가 

모바일로 지도나 가고 싶은 곳을 찾아봤을 때, 그걸 자동으로 경로에 

넣어놓는다 던지요.(조예X)

[23]-8스케줄에 따라서 맞춰서 운전을 해준다던지. 만약 시간이 여유 있는 

스케줄이라면 예쁜 거리나 이런 곳을 거쳐 가는 것을 제안한다던지요. 

스케쥴이 너무 빡빡한 경우라면 잘수 있게 취침모드를 제안한다던지

(이해X)

[23]-9매일 매일 같은 장소를 가진 않을 수 있잖아요, 주말이나.. 내 캘린더

랑 연동해서, 내가 가려는 장소를 미리 최적길을 다 알아놓고, 내가 나

갈 때쯤 미리 미리 와서 대기하고 그냥 타면 되는 거죠. 맵을 보고 싶

으면 옵션 정보도 제공하고. 참, 그리고 자동차를 탈 때 낭만이, 밖의 

경치를 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Route 66가 역

사적인 도로라 일부러 그 길로 가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구요, 그런 컨

텐츠들을 접목시켜서, 문을 살짝 열어 낭만을 즐길 수 있게 해준다던

지..그런 컨텐츠 요소들이 들어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먼 

길을 갈 때는 그럴만한 곳이 많아요. (김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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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제공 정보 종류 및 방향

앞서 인터뷰에서 응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떠한 정보들을 제공받았으면 

하는지,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 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경로 및 

시간에 대한 응답이 많았으며, 이 외에도 테마별 적용 및 필수 정보외의 선

택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24]-1더 멀리 나가면 굳이 방향을 일일이 알려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도 경

로나 시간 같은 건 알려줘야 하고..(이연X)

[24]-2음성인식으로 네비랑 대화가 되고, 네비는 센터페시아 영역에 있잖아

요, 그게 허드로 띄워지는 건데, 허드를 넘어서 유리창에 띄워져있는 

것 같이. 실제 내 앞에 증강현실이 보여지는 거죠. 지금 방향이나 속도 

같은거가. 약간 게임형태요.(이연X)

[24]-3근데 핸드폰은 특정한 위치를 찾을 때가 편하고, 펼쳐지는 지도가, 모

르는 지역에 갔을 때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좋아요.(조예X)

[24]-4사람이랑 말하듯이 음성으로 모든 것이 되면 좋겠어요. 지금 운전할 

때 생각해보면, 신호 걸렸을 때 네비 주소하나만 바꾸려고 해도 오래 

걸려서.. 음성 인식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전

면 유리부분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HUD같이. 어쨌든 내가 운전을 

안 해도 전방 주시는 할 것 같아요. 전방이든, 칵핏 가운데 스크린이

든, 메인은 앞을 볼 수 있는 곳에.(조예X)

[24]-5일단 도착예정시간이나 남은 거리 등 기본적인 정보는 항상 볼 수 있

었으면 좋겠구요. 테마가 있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가끔 피곤 할때

는 호텥 같이 편안하게 잘 수 있다거나, 친구랑 같이 있을 때는 파티

처럼 재미있게 음악을 틀고 놀수 있다거나요. (이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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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유형 자율주행에 대한 염려 :대기시간 발생 및 관리 관련

현재 공유차량에서 발생하는 예약 시스템 및 대기시간에 대한 문제, 공공재

의 단점이 공유형 자율주행에서도 동일하게 있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었

다.

[25]-1예약 반납 시스템이 빠르고 쉽게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이해X)

[25]-2스케줄링의 문제, 이 사람을 내려주고 어디까지 간다고 할 때, 어떤 차

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이연X)

[25]-3대기시간이 생길수도 있어서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요? 자차가 아니라 

관리를 잘 안할꺼 같기도 해요.(이연X)

[25]-4공유 차량은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망가뜨려놓고 책임지지 않으려

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량은 굉장히 까다로운 시스템

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 서로간의 양도 시 책임소재 명확해야 하잖아

요 그리고 범퍼를 부딪쳤는데 티가 안 나는데 센서가 고장 났을 수도 

있고..센서가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꼭 필요하겠네요.

(박정X) 단, 사용자가 귀찮지 않게요. 아무래도 안정화되려면 시간이 

많이 흘러야 할 것 같습니다. 키를 딱 꽃았을 때, 센서가 잘 작동되는

지, 작동이 안되는 건 어떤 것인지, 어떤 기능이 되고 안 되는지를 스

마트폰이나 차량 내 디스플레이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박정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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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년 뒤의 차량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터뷰의 마무리로, 지금까지 이야기하며 구체화 된 10년 뒤의 차량에 대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당 차량에 대해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인터뷰 대상

자들이 미래 차량 서비스에 어떠한 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와 차량에 대한 철학을 볼 수 있었다.

[26]-1나에게 차량은 새로운 통신기기이다’(박정X)

[26]-2제 개인 기사죠.(조예X)

[26]-3나에게 차량은 또 다른 집이다. (이해X)

[26]-4그때가 되면 가상현실도 상용화가 많이 돼서, 물리적 이동 자체가 지

금이랑 다른 것이 아닐까..아주 개인적인 경험, Real world 에서만 느

낄 수 있는 감정. 여행이나 연인을 만나거나...그런 낭만적 경험. 그래

서 ‘낭만이동’ 이 될 것 같아요.(김나X)

[26]-5지금도 ‘발’이긴 하지만..그때는 더욱 ‘자유로운 발’이라고 할 수 있겠

네요. 나를 더욱 자유롭게 해주는 발. 예를 들어 등산을 가면, 다시 똑

같은 곳으로 지금은 내려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곳으로 내려

와도 바로 차를 타고 갈 수 있으니 더 자유롭죠. (정혜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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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정리

해당 인터뷰는 현재 차량 서비스 및 연구 주제인 자율 주행, 공유형 자율 

주행 차량 서비스를 다루고, 이를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통해 

정리하였다. 총 4개의 구성요소와 26개의 하위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인터뷰의 전반인 기존 차량 서비스에 대한 부분의 경우, 향후 시나리오 및 

기능 제안, 디자인을 함에 있어 사용자들의 운전습관을 고려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차량 서비스의 장, 단점을 경험을 통해 분석, 개선하고자 

시행이 되었으며, 특히 현재 공유, 렌트차량 경험 부분에서 풍부한 

인사이트를 도출 할 수 있었다. 이어서 인터뷰의 후반에 실시된 자율 차량, 

공유형 자율 차량의 경우 실제 경험해본 사용자가 8명의 인터뷰 대상자 중 

1명뿐이었으나, 현재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대리운전, 택시 등의 

서비스와 인터뷰 전반에서 풀어낸 기존 차량의 이야기를 통해 인터뷰 

대상자가 이미지를 구체화하여 진행 할 수 있었다.

전반 인터뷰가 운전 습관 및 행태에 대한 고려, 현 상황에 대한 개선에 

중점을 맞춰 진행되었다면, 후반의 인터뷰는 각 인터뷰 대상자의 인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공유형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시나리오 디자인 

에 적용됨으로서 본 연구의 보편성 및 타당성을 위해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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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품 연구

5.1 시나리오 도출 및 검증 

5.1.1  시나리오 도출

연구1-3의 문헌 연구 및 연구4의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총 55개의 공유형 

자율주행에 접목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1차적으로 도출하였다. 각 시나리오 

들은 공유형 자율주행에 국한되지 않고, 커넥티드 카, 일반 자율주행 등 

미래 차량에 접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초기 단계 

에서 폭넓은 아이디어 발산 및 수집을 위해 기존 연구단체에서 발표된 

시나리오와 일부 유사성을 지닌 부분이 포함되었다.

5.1.2  시나리오 1차 검증

시나리오 검증을 위해 총 5명의 전문가에게 평가척도를 제시 후 이동성, 

안정성, 편리성, 신사업성의 가치를 기준으로 향후 공유형 자율주행 차량에 

접목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평가 방법은 55개의 시나리오 

를 1-5점(소숫점 제외)로 점수를 부여해, 최종 합산 점수가 50점이 되도록 

하였다. 각 항목 간 점수 및 평균,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 표16. 시나리오 1차 검증 전문가 정보 > 

번호 이름 연령 직업 연구�분야

1 이연준 20대
서울대학교�

자율주행�연구원
자율주행�차량�센서� 개발

2 이민구 30대
현대모비스�자동차�

개발�담당
ADAS� 센서�개발,� 차량�양산�전�검증

3 이기영 40대
한국도로공사�

수석연구원
도로관점에서의�자율주행�담당

4 구용본 30대
ETRI(전자정보연구정

보센터)� 연구원
자율주행�카메라�및� 센서�인식�개발

5 박정선 50대 산업공학과�교수 인간공학�및�사용성�테스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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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 시나리오 1차 전문가 평가 결과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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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4. 시나리오 1차 전문가 평가 결과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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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 데이터를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해 네 가지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A.평균이 높고 표준편차가 높은 그룹 (평균 0.8이상, 표준편차 1.2이상)

-B.평균이 높고 표준편차가 낮은 그룹 (평균 0.8이상, 표준편차 1.2미만)

-C.평균이 낮고 표준편차가 높은 그룹 (평균 0.8미만, 표준편차 1.2이상)

-D.평균이 낮고 표준편차가 낮은 그룹 (평균 0.8미만, 표준편차 1.2미만)

기준은 총 시나리오의 평균 및 표준편차의 평균 및 분포도를 고려하여 산정되었다. 

A,B그룹의 경우 전문가 평가 결과 '이동성, 안정성, 편리성, 신 사업성'의 기준에서 

시나리오의 타당성이 높음을 나타내었으며 C,D 그룹의 경우 상대적으로 타당성이 

낮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A.평균이 높고 표준편차가 높은 그룹 (평균 0.8이상, 표준편차 1.2이상)

< 표17. A그룹 구성요소 >

번호 키워드 평균 σ(X) 번호 키워드 평균 σ(X)

1 차가�끊김 1.0 1.26 2 미팅�준비 1.8 1.83

4 친구�픽업 0.8 1.6 6 야간�버스 1.4 1.2

8 명절�도로� 주행 2.2 1.93 9 OBD 1.4 1.78

10 로드�소팅 2.0 1.26 19 타�교통수단�연계 2.0 1.67

21 예상치�못한�음주 1.6 1.35 25 기상�악조건� +밤 1.4 1.2

26 차량�내부� 자동조절 1.0 1.26 29 자동-수동�변환 1.6 1.85

32 의료�연동 1.4 1.95 37 숨쉬는�자동차 2.0 1.89

38
직관적�인터페이스�

경로�조절
1.6 1.49 41 본방�사수 1.4 1.35

42 무드�라이팅 1.2 1.46 46 비서 1.4 1.74

47 모바일�호텔 0.8 1.6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 그룹이다. 2차 검증을 

통해 각 시나리오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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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평균이 높고 표준편차가 낮은 그룹 (평균 0.8이상, 표준편차 1.2미만)

< 표18. B그룹 구성요소 >

번호 키워드 평균 σ(X) 번호 키워드 평균 σ(X)

3 차량�간�연계 1.6 1.0 5 통학�단체�버스 0.8 0.74

11
외부�디스플레이�

연동
0.8 0.97 15 보이지�않는�주차장 2.2 1.16

24 다�구간�출장 3.0 0.89 27
단체-개인�자율�

공유차량�연결
0.8 0.97

34 나를�따라오는�차 1.6 1.0 36 나만의�퀵서비스 1.6 0.8

39 디지털�노마드 1.2 0.9 49 모바일�연동:� 음악 0.8 1.16

51 국지형�스피커 1.0 1.26

                               

전문가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그룹이다. 평균이 높을 뿐 아니라, 

표준편차가 낮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주요 시나리오들로 구성되었다. 각 

요소가 전부 2차 검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3)C.평균이 낮고 표준편차가 높은 그룹 (평균 0.8미만, 표준편차 1.2이상)

< 표19.. C그룹 구성요소 >

번호 키워드 평균 σ(X) 번호 키워드 평균 σ(X)

44 골드�시니어 0.6 1.2 53 쿡�카 0.6 1.2

54 접이식�탈착형�차량 0.6 1.2 55 수납 0.6 1.2

                                

C그룹은 평균이 낮으나  개인 선호에 따라 선호에 차이가 클 수 있는 항목들을 

포함한다. 골드시니어를 위한 자율주행 서비스, 간단한 요리 및 섭취가 가능한 

차량 서비스, 접이식 카, 수납 특화 차량 총 4가지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주제인 '공유형 자율주행 차량'과 연계성이 높지 않은 항목들로 구성되어 

2차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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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평균이 낮고 표준편차가 낮은 그룹 (평균 0.8미만, 표준편차 1.2미만)

< 표20. D그룹 구성요소 >

번호 키워드 평균 σ(X) 번호 키워드 평균 σ(X)

7 시내�주행 0.4 0.48 12
모바일�연동

:지도,� 일정
0.6 0.80

13 모바일�연동:� SNS 0.4 0.80 14
스마트�그리드�전기�

충전
0.2 0.40

16 파티카 0.0 0.00 17 차량�자율�탁송 0.0 0.00

18 운전감�조정 0.4 0.80 20 프라이버시 0.0 0.00

22 따로,� 또� 같이 0.0 0.00 23 2인�이상의�운전자 0.0 0.00

28 카풀 0.4 0.80 30
Telepresence�

(현존감)
0.0 0.00

31 속도의�쾌감�시각화 0.2 0.40 33 외부�커스터마이징 0.0 0.00

35 REAL� 타요 0.2 0.40 40 디지털�전광판 0.4 0.48

43 인터랙티브�도로 0.4 0.80 45 차량�간� 인터랙션 0.4 0.80

48 LBS� 개인화 0.0 0.00 50
내가�좋아하는�그�

향기
0.2 0.4

52
조금�큰�유모차,�

조금�작은� 유치원
0.0 0.00

                                   

평균이 낮은 항목들은 복수의 심사위원들에게 대부분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이 기준점 이하였던 25개의 항목(총 55개) 중 3개의 시나리오를 

제외한 22개의 시나리오가 평균과 표준편차가 모두 낮았다. 이 항목들은 최종 

시나리오에서 제외되었다.

55개의 시나리오 중 2차 검증의 대상이 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평균, 표준 

편차 외에도 사용자 분석 시 인터뷰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었던 부분에 추가 

점수를 주어 시나리오를 선정하였다.



104

번호 키워드 시나리오 평균 기타

1 차�끊김

휴일이라�차가�일찍�끊김을�잊고�신나게�놀았다.�

대중교통은�끊겼지만,� 공유형�자율주행�차량을�타면�

차량정보가�집에�전달되며,� 편안히�잠을� 자며�집에�

도착한다.

1.0 0.5

2 미팅준비

pt발표�날,� 발표장까지� 1시간�이상�걸리는데�아직�

준비가�덜�되었다.� 공유형�자율주행�차�안에서�

pt준비를�하며�미팅장소로�향한다.

1.8 0.5

3 차량�간�연계

강북,� 강남,� 서초에�떨어져있는�친척들과�같이�전남�

광주의�할머니�댁에�간다.� 차량끼리�서로�연결되어,� �

로드트레인으로�자율주행이�가능하다.� 차�내부도�

연계되어�함께�이야기하며�휴게소에�들른다.� �

1.6

4 친구�픽업

친구들과�여행가는�날,� 자율주행�차가�차례차례�

자동으로�태우고�목적지로�간다.(모바일과�연동되어�

주소정보제공)

0.8

5
통학�단체�

버스

무인운전�통학�단체버스�안,� 각� 자리마다� 15인치�

이상의�모니터가�있다.� 핸드폰�미러링�및�

지문인식을�통해�계정에�접속한다.� 회사에�도착하지�

않아도�차량� 내� 이메일�체크부터�업무가�시작된다.

0.8

6 야간�버스

밤2시에�설악산으로�출발하는�새벽차를�타고�

있지만,� 피곤한�운전자가�아닌�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안전히,� 각� 사람들이�타면�생기는�개인화된�

칸막이를�통해�편안히�숙면을�취한다.� 잘�자고�

일어나보니�도착이다.

1.4

7 시내�주행

서울대입구3번�출구,� 버스�줄이�매우� 길어�수업�

시간이�가까워진�학생들끼리�버스정류장에서�

자율주행�차량을�함께� 타고�학교에�간다.� 가고자�

하는�세부�위치에�따라�차량이�소팅된다.

0.4

8
명절�도로�

주행

가다�서다를�반복하는�막히는�차�안.� 스르르�눈을�

감으면�차가� 자율주행을�시작한다.� 스스로�차량거리�

유지를�하며� 주행한다.

2.2 0.5

9

OBD

(On� Board

Diagnosis)�

공유차량의�안전성이�의심된다.� OBD의�정보를�

쉽게�보여주는�인터페이스를�통해,� 차량의�상태를�

실시간으로�알�수�있다.� 자율주행의�센서�정상�

작동여부�또한�함께�보여진다.

1.4 0.5

10 로드�소팅

스마트그리드와�도로-차량�연계로,� 유사한�길을�

가는�차량들을�배분하여�가장�효율적인�길로�

주행한다.

2

11
외부�

디스플레이

대중교통�정류장에서�주변에�있는�자율형�

공유차량을�볼�수�있다.� 픽업을�선택하면,� 가장�
0.8

< 표21. 시나리오 1차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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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가까이에�있는�차량이�바로�온다.� 카풀�또한�

가능하다.

12
모바일�연동

:지도,� 일정

내�스마트폰의�일정과�연동되어,� 내가�목적지를�

입력하지�않아도�먼저� 목적지�및�경로를�제안한다.�

해당�스케줄에�따라�내부� 인테리어�및� 분위기를�

변환한다.

0.6 0.5

13
모바일�연동

:SNS

친구들과�나눈� SNS를�통해� '어디�갈까?'고민� 할�

때,� 평소�스크랩하거나�언급했던�데이터를�분석해�

장소를�제안한다.

0.4 0.5

14
스마트그리드

전기�충전

주행�시�도로에�깔린�압전소자를�통해� 달리며�

전기충전이�가능하다.
0.2

15
보이지�않는�

주차장

지상의�주차장이�없어지고,� 차에서�내리면�차가�

자동으로�지하�멀티�라운지로�이동한다.� 차를�다시�

불러오면,� 그동안�충분히�충전된�차량이�다시�

도착해�대기한다.�

2.2 0.5

16 파티카

12시의�신데렐라.� 파티를�더�즐기고�싶지만�

귀가해야하는�사람들에게�파티의�분위기를�음악,�

조명,� 향기로�재생시켜준다.� 차량�내부는�움직이는�

파티장이�된다.

0.0

17
차량�자율�

탁송

내가�신차를�보고�구입한건�역삼동이지만,� 차량이�

출고되는�공장은�울산.� 울산까지�가서�가져오거나�

탁송을�할�필요� 없이,� 출고된�차량이�집� 앞으로�

자율주행해서�온다.

0.0

18 운전감�조정

때로는�운전의�손맛을�느끼며�주행하고�싶기도�

하고,� 때로는�두�눈과�손,� 발을�운전으로부터�

자유롭게�해주고�싶다.� 때로는�도로의�질감을�

느끼고�싶기도�하고,� 때로는�구름� 위를�걷는�듯한�

편안한�승차감이�좋다.� 취향�및�상황에�따라�핸들�

및� 주행�느낌을�조정한다.

0.4 0.5

19
타�교통수단�

연계

압구정에서�부산으로�여행가는�길,� 집� 앞에서부터�

자율주행�차를�타고�부산까지�갈�수도� 있지만,�

ktx가�더�빠르므로�자율주행차량을�타고�

서울역까지�간�후,� ktx로� 갈아탄다.� 내가�부산에�

가있는�동안� 서울역의�주차비는�걱정할�필요가�

없다.� 이미� 내� 차는�내�차고�안에� 들어가�있으니까.�

4일�뒤�나를� 데리러�서울역으로�다시�올�것이다.

2

20 프라이버시

남편과의�기념일�날.� 차량�내부가�편안한�

bar형태로�바뀌며,� 결혼식�때�들었던�축가가�

재생되고,� 차량�선탠이�자연스럽게�어두워지며�

결혼식�영상이�전방에�재생된다.� 차량�유리의�

선탠정도를�자유롭게�조절�가능하며,� 어두워진�

유리에는�영상�및�사진�재생이�가능하다.

0.0



106

21
예상치�못한�

음주

갑자기�과장님이�일정에�없던�회식을�제안하신다.�

차를�가져왔지만,� 운전을�자율주행에�맞기면�되므로�

거절하지�않고�마신다.�

1.6

22 따로,� 또�같이

오랜만에�만난�고등학교�동창들.� 한�친구가� 2차로�

자신의�집으로�친구들을�초대했다.� 오랜만에�옛날�

이야기�하며� 자신의�차를� 타고가자는�친구.� 내� 차는�

자율주행을�통해�오게� 하고,� 나는� 친구와�함께� 못다�

한� 이야기를�하며�친구의�집으로�향한다.�

0.0

23
2인�이상의�

운전자

모바일을�통해�하나의�차량을�두�명�이상이�함께�

운전을�가능하게�한다.
0.0

24 다�구간�출장

부산,� 포항,� 울산으로�출장을�가는�날.� 서울역까지�

자율주행차량을�이용�후,� 서울역-부산까지� ktx를�

타고�이동했다.� 자율주행�차량을�필요한�시간대만�

빌려서�이동시간�틈틈이�미팅준비를�하니� 이틀간�

총� 사용시간이� 8시간도�되지� 않는다.� 서울역�기차�

도착시간에�맞춰�또�다른� 공유�차량이�나를�마중�

나와�집에�대려다�준다.�

3 0.5

25
기상�악조건�

+밤

야맹증이�있어�밤에는�시야가�잘�안�보이는데�

비까지�내린다.� 낮에는�스스로�주행하는�것을�

즐길지라도,� 이럴� 땐� 운전을�차에게�맞기고�눈을�

편안히�감고� 음악에�귀를� 기울인다.

1.4 0.5

26
차량�내부�

자동�조정�

내� 차는�섬세해야�한다.� 내가�타는�공유차량이�매번�

다른�차일지라도,� 내� 계정에�맞춰� 자동�조절되어�

편안함을�준다.

1 0.5

27
단체-개인�

자율차량�연결

일정구간을�반복�운행하는�단체� 자율�공유차량을�

타고�있다가,� 내�핸드폰을�통해�개인형�자율�공유�

차량으로�환승하라는�메시지가�뜬다.� 정류장에�

내리니�바로� 차량이�나를� 기다리고�있다.� 단체-개인�

자율공유차량의�연계를�통해� 저렴하면서도�안�가는�

곳� 없이�주행이�가능하다.

0.8

28 카풀

같은�구간을�가는�차량�중�카풀ok로�설정되어�있는�

유저가�탄�차량이�소팅되어�보여�진다.� 카풀을�통해�

더욱�저렴하게�자율형�공유차량을�이용하며,� 서로의�

목적지�및�정보가�클라우드에�저장되어�있고�

실시간으로�차량�및�내부� 상태가�연동되므로,�

상대방에�대한�걱정�없이� 카풀을�이용할�수�있다.

0.4 0.5

29
자동-수동�

변환

'차는�그래도�운전하는�맛이지'� 스스로�운전하는�

맛을�유지하기�위해�자율주행ON,OFF가�가능하며�

뻑뻑한/부드러운�등의�디테일한�감도�설정이�

가능하다.� 그러나�사람이�주행할�시에도,� 사고�

방지를�위한� 자율주행은�그대로�유지된다.

1.6 0.5

30 Telepresence '돌아가신�부모님과�함께�살았던�시골집이�문득문득�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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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감)

그리워지는�나.� 내� 차는� 나를�그�당시�그�곳으로�

대려다�준다.� 차량�전체에�그때의�풍경이�펼쳐지고�

코끝에�밥짓는�냄새가�일렁인다.� 차량이�장소의�

특성을�기억하고�재생할�수�있다.

(조명,� 색감,� 냄새�등을�재현)�

31
속도의�쾌감�

시각화

안전한�자율주행을�위해�도로의�규정치를�넘는�

속도는�제한된다.� 그러나�속도가�더�빠르게�

느껴지는�시각효과�및� 전면에�펼쳐지는�증강현실로�

마치�레이싱게임을�하듯�현재의�속도가�더�빠르게�

느껴지며�주행을�즐긴다.

0.2

32 의료�연동

바쁠수록�장소�간�이동시간은�길어진다.� 바빠서�

정기검진을�하러�병원에�가지�못하는�내가�차에�

탑승하면�목소리,� 체온,� 움직임,� 손바닥의�땀�등을�

종합적으로�판단해�내� 몸을�진단해준다.� 관련�

가까운�병원을�제안해주기도�하며,� 위급상황에�처한�

경우�병원에�차량이�스스로�연락해�도움을�

요청한다.� EX)건강검진(체중,혈압,체온� 등)� /� 미용�

케어(피부�관리,� 태닝,� 화이트닝)� /� 전동�안마� /�

인바디� /� 스트레스�측정�등

1.4 0.5

33
외부�

커스터마이징

공유차량일수록,� 내것같아�보이고�싶은�욕구.�

내부뿐�아니라�외부도�내가�조정하고�싶은�대로�

커스터마이징이�가능하다.

0.0

34
나를�

따라오는�차

서울대를�통해�관악산에�올라와,� 과천�쪽으로�

내려가고자�한다.� 올라온�장소와�다른�장소로�

내려가지만,� 차는� A-B지점을�알아서�이동해서�나를�

기다리고�있다.

1.6

35 REAL� 타요

아이가�타면� 외형�뿐�아니라�내부에서도�타요�

노래가�나오며�내부�구조가�변화된다.� (개인�인식에�

따른�맞춤�변화)

0.2

36
나만의�

퀵서비스

무인�퀵서비스.� 깜박하고�집에� 두고�온�중요한�미팅�

자료를�차를� 통해�보내면,� 차량이�바로�가져와준다.
1.6

37 숨쉬는�자동차

인공지능�대화식(Siri� 등)의� 적극도입을�통해,� 마치�

자동차가�정말�숨쉬는�생명체같이�느껴지게�한다.�

디스플레이를�통해� 차량�및�주행의�상태를�

표정으로�나타내는�것도�가능하다.

2 0.5

38

직관적�

인터페이스�

경로조절

차량�뒷�자석에�앉아서도,� 주행�상황을�체크하고,�

손가락으로�그림을�그리듯�경로를�쉽게�설정할�수�

있다.

1.6

39 디지털�노마드
차=이동수단을�넘어� 주거공간이�된�사람들을�위한�

서비스
1.2

40 디지털�전광판
차량외부를�디지털아트처럼�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다.� 전하고자�하는� 말을�적은�전광판으로�사용�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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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여럿이�무리지어�표현을�할�수도�있다.

41 본방사수

좋아하는�프로그램이�하는�시간이�다가왔는데,� 아직�

차� 안일�때-유리의�밝기가�어두워지며�미디어모드로�

변환이�가능하다.� 차량�내�스피커는�서라운드�

스피커의�효과를�내어� 더욱�몰입감있는�시청이�

가능하다.

1.4 0.5

42 무드�라이팅

차량�내부의�분위기를�파티처럼,� 차�내�조명의세기�

및� 색감�조절이�가능하며,� 차�옆면의�디스플레이로�

음악�믹싱�및�디제잉이�가능하다.

1.2 0.5

43
인터랙티브�

도로
날씨�및�밝기에�따른�노면�변화를�제공한다. 0.4

44 골드시니어
장기간�주행이�어려운,� 사고가�나면�쉽게�다치는�

골드시니어들을�위한�서비스
0.4

45
차량�간�

인터랙션

로드�트레인�외에�차-차간의�인터랙션을�통한�

서비스
0.4

46 비서

모바일과의�연동으로�내�스케줄에�맞춰서�알아서�

나를�깨워주고,대려다주고,다시�대리러오는�비서�

같은�차량

1.4 0.5

47 모바일�호텔
디지털�노마드족-모바일�호텔로서의�기능을�하는�

자율주행�차량
0.8

48 LBS개인화

'여긴�우리가� 1000일에�왔던곳',� '여긴�우리가�처음�

살았던�신혼집..'등의� 장소별�개인화된�정보가�

입력되고,� 이후�해당� 장소를�지나갈�때,� 당시의�

사진�및�내용과�함께�기억을�되살려준다.� 추억�

매개로서의�자율주행차량

0 0.5

49
모바일�연동:�

음악

차�안에서�한창� 신나게�듣던� 음악이,� 목적지를�

도착하자�내� 이어폰을�통해�이어서�재생된다.
0.8

50
내가�좋아하는�

그� 향기

AIR� SYSTEM에서�내가� 원하는�공기� 및� 향을�

선택할�수�있다.
0.2

51 국지형�스피커

같은�차�안에서도,음악�취향이�다른�사람들,� 하지만�

이어폰을�끼면�대화가�단절되는�느낌이�싫다면?�

국지형�스피커를�통해� 차량�운전석,� 조수석과�차량�

뒷자석에�각각�다른�사운드�재생이�가능하다.�

1

52

조금�큰�

유모차,� 제일�

작은�유치원

아이가�놀�수�있는� 공간이�있는� 운송수단.� 간이용�

침대�가능,� 차체�사운드도�조용히,� 깨지�않게
0.0

53
쿡�카

(Cook� Car)
간단한�요리� 및� 섭취가�가능한�차량 0.6

54
접이식�탈착형�

차량

1-2인이�탈�때,� 3-4인이� 탈� 때� 차량이�접히거나�

부분탈착이�가능한�차량
0.6

55 수납 냉장고,� 옷장,� 신발� 수납�등이�가능한�차량 0.6

73) 2차 검증 대상 탈락 요소 음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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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시나리오 2차 검증

1차 검증의 점수를 토대로 2차 검증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평균 및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선정되었으며, 점수가 낮더라도, 높은 점수를 받은 

요소와 유사한 시나리오들은 합쳐서 재평가하였다. 또한 자율주행시의 특정 

상황을 묘사한 요소는 2차 기능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총 26개의 요소를 

도출하고, 그 중 유사성이 있는 것을 합쳐 최종 16개의 평가 요소를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차량 내부 활동 / 사용자 맞춤형 차량 제어 / 

도로-차 시나리오 / 도로-차-주차장-타 교통수단 연계 / 모바일 연동 / 

기타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모바일 연동 지도/일정/SNS의 경우, 1차 

검증에서 D그룹으로 분류되었으나, 4장 연구의 인터뷰에서 사용자의 

니즈로 많이 언급되어 2차 시나리오에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2명의 자율 

주행 전문가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검증 방식은 1차와 동일하게 이동성, 

안정성, 편리성, 신사업성의 가치를 기준으로 50점을 1-5점 사이로 각 

시나리오에 분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 표22. 시나리오 2차 검증 전문가 정보 > 

번호 이름 연령 직업 연구�분야

1 박병재 30대
ETRI(전자정보연구정

보센터)� 연구원
자율주행�카메라�및� 센서�인식�개발

2 김진우 30대
ETRI(전자정보연구정

보센터)� 연구원
자율주행�차량� UI/UX

검증된 시나리오 및 개별 총합 점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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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3. 시나리오 2차 >

분류 키워드 시나리오 평균
비고
74)

차량�

내부�

활동

미팅�

준비,�

차량�

내�미팅

공유형� 자율주행� 차� 안에서� pt준비를� 하며� 미팅장소

로�향한다.� 긴장을� 풀기� 위해� 잠깐�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거나,� 이동� 중� 차량� 내에서� 미팅을� 진행하기도�

한다.

3.0 2

의료�

연동

바빠서�정기검진을�하러�병원에�가지�못하는�내가� 차

에� 탑승하면�목소리,� 체온,� 움직임,� 손바닥의�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 몸을� 진단해준다.� 관련� 가까운�

병원을� 제안해주기도� 하며,� 위급상황에� 처한� 경우� 병

원에�차량이�스스로�연락해�도움을�요청한다.

EX)건강검진(체중,혈압,체온� 등)� /� 미용� 케어(피부관

리,� 태닝,� 화이트닝)� /� 전동� 안마� /� 인바디� /� 스트레

스�측정�

2.5 32

차량�내

Entertai

nment�

유리의�밝기가� 어두워지며� 미디어모드로�변환이�가능

하다.� 차량� 내의� 스피커는� 서라운드� 스피커의� 효과를�

내어� 더욱� 몰입감있는� 시청이� 가능하다.� 또한� 차량�

내부의� 분위기를� 파티처럼,� 차� 내� 조명의세기� 및� 색

감� 조절이� 가능하며,� 차� 옆면의� 디스플레이로� 음악�

믹싱및�디제잉이�가능하다.

2.0

41,

42,

51

사용자�

맞춤형�

차량�

제어

차량

내부�

자동

조정

내� 차는� 섬세해야� 한다.� 내가� 타는� 공유차량이� 매번�

다른� 차일지라도,� 한�번�기억해놓은�내� 시트,백미러
3.0

26,

38,

39,

47

자동,�

수동�

조정

'차는� 그래도� 운전하는� 맛이지'� 스스로� 운전하는� 맛

을� 유지하기� 위해� 자율주행ON,OFF가� 가능하며� 뻑뻑

한/부드러운� 등의� 디테일한� 감도� 설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람이� 주행할� 시에도,� 사고� 방지를� 위한� 자

율주행은�그대로�유지된다.

2.5 29

도로-차-

주차장

-타교통

수단�

연계

다�구간�

출장

부산,� 포항,� 울산으로�출장을�가는� 날.� 서울역까지�자

율주행차량을� 이용� 후,� 서울역-부산까지� ktx를� 타고�

이동했다.� 자율주행� 차량을� 필요한� 시간대만� 빌려서�

이동시간� 틈틈히� 미팅준비를� 하니� 이틀간� 총� 사용시

간이� 8시간도� 되지� 않는다.� 서울역� 기차도착시간에�

맞춰� 또� 다른� 공유� 차량이� 나를� 마중나와� 집에� 대려

다�준다.�

4.5 24

로드

소팅

스마트�그리드와�도로-차량� 연계로,� 유사한�길을�

가는� 차량들을�소팅하고,� 배분하여�가장�효율적인�

길로� 주행한다.

3.5
10,

45

74) 시나리오 1차 요소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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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차-

주차장

-타�

교통수

단�연계

보이지�

않는

주차장

지상의�주차장이�없어지고,� 차에서�내리면,� 차가�

자동으로�지하�멀티�라운지로�이동한다.� 차를�다시�

불러오면,� 그동안�충분히�충전된�차량이�다시�도착�

해� 대기한다.�

3.5
15,

34

차량�간�

연계

친척들과�같이�전남�광주의�할머니댁에�간다.�

차량끼리�서로�연결되어,� 로드트레인으로�자율�

주행이�가능하다.� 차� 내부끼리도�연계되어�함께�

이야기하며�휴게소에�들른다.� �

3.5
3,

19

카풀

서울대입구3번�출구,� 버스�줄이�매우� 길어�

수업시간이�가까워진�학생들끼리�버스정류장에서�

자율주행차량을�함께�타고�학교에�간다.� 가고자�

하는�세부�위치에�따라�차량이�소팅된다.� 버스�

정류장의�디스플레이를�통해� 차량�정보�확인이�

가능하다.

2.5 28

모바일�

연동

지도,

일정

내�스마트폰의�일정과�연동되어,� 내가�목적지를�

입력하지�않아도�먼저� 목적지�및�경로를�제안한다.�

해당�스케줄에�따라�내부� 인테리어�및� 분위기를�

변환한다.(미팅,� 휴식,� 파티준비..)

4.5 12

SNS

'어디�갈까?'고민� 할� 때,� 평소�가고� 싶다거나�관심�

있어�스크랩,� 이야기를�했던�데이터를�분석해�

장소를�제안한다.

3.5 13

기타

명절�

도로

주행

가다�서다를�반복하는�막히는�차�안.� 스르르�눈을�

감으면�차가� 알아서�자율주행을�시작한다.� 스스로�

차량거리�유지를�하며� 주행한다.�

3.5 8

OBD

공유차량의�안전성이�의심된다.� OBD의�정보를�쉽게�

보여주는�인터페이스를�통해,� 차량의�상태를�

실시간으로�알�수�있다.� 자율주행의�센서�정상�

작동여부�또한�함께�보여진다.

2.0 9

숨쉬는�

자동차

인공지능�대화식(Siri� 등)의� 적극도입을�통해,� 마치�

자동차가�정말�숨쉬는�생명체같이�느껴지게�한다.�

디스플레이를�통해� 차량�및�주행의�상태를�표정으로�

나타내는�등도�가능하다.

2.0 37

나만의�

퀵서비스

깜박하고�집에�두고�온�중요한�미팅�자료를�차를�

통해�보내면,� 차량이�바로�가져와준다.
1.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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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검증 결과, 다 구간 출장 시나리오 및 모바일 연동(지도, 일정)이   

이동성, 안정성, 편리성, 신 사업성 부분에서 가장 유의미한 시나리오로 

도출되었다. 이 외에도 로드 소팅, 보이지 않는 주차장, 차량 간 연계, 

SNS연동, 명절 도로 주행, 미팅 준비, 차량 내부 자동 조정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보이지 않는 주차장’을 

비롯하여 상당수의 시나리오가 4장 사용자 분석-인터뷰와 유사한 방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4장 및 5장의 검증된 시나리오를 토대로 퍼소나 및 

상황을 설정, 최종 시나리오를 제안하였다.

5.2 서비스 주요 컨셉 및 구조

5.2.1  기존 차량 서비스와 자율형 공유차량 비교 

< 그림35. 기존 차량 서비스와 자율형 공유차량 비교 >

공유형 자율주행 차량은 기본 자율주행 차량과 비교할 때, 차량 소유주가 

개인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는 현 공유차량 및 렌트 

차량과 마찬가지로, 업체가 소유주가 되며 필요시마다 공유차량을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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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다. 하지만 자율 주행 시스템을 접목, 대여 및 반납을 사용자가 

하지 않아도 됨으로서 현 시스템의 가장 큰 불편함을 없앴다. 모든 

프로세스는 모바일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용 직후 요금결제가 후납으로 

이루어진다. 즉, ‘공유형 자율주행 차량’은 자율주행의 편리함과 공유형의 

차량 다양성 및 관리 부담 해소를 접목한 ‘개인 맞춤형 자율택시’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5.2.2  주요 서비스 컨셉

앞서 검증한 시나리오 중 기존 자율차량대비 ‘공유형’ 자율 주행 차량이 

가지는 주요 서비스 컨셉은 다음과 같다.

< 표24. 주요 서비스 컨셉 >

컨셉 내용

숨쉬는�자동차
터치�인터페이스보다�더욱� 직관적이고�사용성이�편리한�음성기반�

대화식�인터랙션

자유도� 높은� 일회성�

개인�이동� 수단

유저의�운전� 조건에�관계없이�편안하고�안전한�운행�가능

목적�및�일정에�맞는�차량�다양성�및�반납장소,� 시간� 유연성

OBD를�통한�차량

상태�자동� 점검

이용�전,� 중,후�차량�상태를�실시간으로�진단하여�안전함을�알림.�

차� 외부� 흠집,� 충격감지,� 냄새� 센서,� 연비,� 엔진� 고장,� 냉각수� 상

태� 및� 온도�등

상황별� 모드� 제공� 및�

사용자�맞춤�조정

릴렉스(Relax),� 펀(Fun),비즈니스(Business),프라이빗(Private)� 네

가지�상황별�모드�추천�및�제공,유저에�맞게�차량� 세팅�조정

자동-수동�주행�모드
‘운전하는�즐거움’을� 선택�할�수�있는�자동-수동�주행�모드�

변환�시스템

1)숨쉬는 자동차

차량 내 인터페이스의 발전에 따라 본 서비스는 음성 기반의 인공지능을 

탑재해 탑승자와 대화를 통한 인터랙션을 주요 인터랙션으로 구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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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터치 인터페이스가 제공되긴 하되, 음성을 기본으로 하고 

터치인터페이스를 부가적으로 사용하여 더욱 직관적이고 빠른 사용성을 

제공한다. 또한 음성 인터랙션과 함께 원형변화를 통한 차량 상태를 함께 

제공함으로서 HMI(Human Machine Interface)측면에서 마치 생명체와 

대화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

        

< 그림36. 원형 변화를 통한 차량 상태 및 감정표현 예시 >

2)자유도 높은 일회성 개인 이동 수단

현재 공유차량 및 렌트카의 경우, 반납 장소와 시간이 유연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페인포인트로 작용했다. 공유형 자율 주행 차량은 자율 

픽업 및 하차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무인 택시의 성격을 지닌다. 이는 또한 

현재의 대중교통 및 택시와 같이 ‘일회성’사용이 가능함으로서 주행 시간 

외에도 꾸준한 관리 및 유지가 필요한 자가 자율 차량에 비해 높은 

자유도를 가지게 된다.

3)On Board Diagnostics(OBD)를 통한 차량 상태 자동 점검

자율주행 차량은 현 차량에 비해 센서의 정상 작동 및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센서가 오작동할 경우 바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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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4장의 사용자 리서치에서, 현 공유차량이 공공재로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거나, 차량 안전관련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응답들을 

보았을 때, 공유형 자율주행 차량의 실시간 센서 및 차량 유지관련 정상 

체크 여부는 필수적이다. OBD란, On Board Diagnostics 의 약자로서 

차량이 자율적으로 냉각수, 엔진오일 등의 상태를 체크하는 기술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OBD의 기능을 확장하여 자율 주행 시대의 센서 

정상 작동 여부 및 교체 시기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현재, 

OBD가 현재 출시되어있는 차량에 설치되어있는 기술이나, 일부 준전문가 

및 관련 업무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확인이 어렵다. 본 서비스는, 차량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그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조치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안한다. 

4)상황별 모드 제공 및 사용자 맞춤 조정

공유차량이 자가 차량에 비해 지닐 수 있는 장점이자 단점은, 주행 차량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상황, 인원, 목적에 따라 맞춤형 차를 

선택할 수 있어 강점이 될 수 있으나, 각 차량이 자가 차량만큼 정서적, 

신체적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기 어렵다는 점 또한 작용한다. 이에 공유형 

자율 차량은 사용자들의 계정과 연동하여 맞춤형 차량 세팅 및 상황에 따른 

모드를 제공한다. 총 4가지의 모드((릴렉스(Relax), 펀(Fun), 

비즈니스(Business), 프라이빗(Private))를 선택 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지 않아도 모바일의 일정과 연동해 가장 적절한 

모드를 추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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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동-수동 주행 모드

4장의 사용자 분석 결과, 통근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전하는 것에 대한 니즈가 적으나, 일부 유저의 경우 특정 

상황시 스스로 운전하는 손맛을 유지하기를 원했다. 본 서비스는 ‘운전하는 

즐거움’을 선택 할 수 있는 자동-수동 주행 모드 변환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서 상황 및 사용자의 선호에 따라 자율주행 모드 혹은 수동 주행 

모드를 선택하여 주행할 수 있다. 

 

5.3 로고 및 네이밍

< 그림37. 어플리케이션 실행화면 및 차량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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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8. 사용 폰트 및 메인 컬러 >

에스코트 (ESCORT)는 사전적 의미로 호위대 또는 호위하다의 뜻을 

지닌다. 공유형 자율주행 차량 ‘에스코트’는 언제 어디서든 사용자의 근처에 

있으며, 동행하며 지켜주는 서비스이다. 자가 차량이 아니여도 캘린더 연동 

및 모바일을 통해 목적에 맞는 차량을 선택해 이용이 가능하며, 마치 개인 

호위대처럼 사용자의 주행을 지켜주고 동행한다. 폰트는 Vista Sans 

시리즈를 사용하였으며, 컬러는 블랙 및 민트 블루 계열의 색상을 

사용하였다.

5.4 UI/UX 디자인

5.4.1  모바일 UI 디자인

3장의 문헌연구 결과, 현재 공유차량 어플리케이션들은 모두 유사한 UI로 

각 서비스별 특징을 표현하거나 차별성을 갖지 못했다. 또한 차량을 선택 

시 이미지 한 장 및 간단 정보만을 제공함으로서, 실제적으로 사용자의 

선택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60도 카메라를 

이용해 차량의 내, 외부 이미지를 모두 제공한다. 차량을 선택 후, 간단한 

플리핑을 통해 마치 실제 차를 둘러보듯 360도로 차량 관찰이 가능하며, 

줌인을 하고 더블 탭 할 시 차량의 문이 열리며 내부를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차량을 실제로 가서 보지 않더라도 실제와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며, 

동시에 다양한 차량 종류를 고르는 재미를 극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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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구조 및 상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그림39. 모바일 UI 구조도: 기능 >

< 그림40. 모바일 UI 구조도: 화면 >

메인화면이 default로 설정되어 있으며, 픽업 (Pick Up)/나의 일정,경로 

(My Journey)/세팅 (Setting)으로 나뉘어있다. 픽업은 차량을 예약하는 

화면이며 My Journey에서는 Recent(최근 이용) 및 History 탭을 제공한다. 

Setting 에서는 자주 이용하는 차량 및 위치, 신용도 등을 체크할 수 있으며 

결제카드등을 변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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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41. 스플레시 스크린 / 메인 화면 >

1)스플레시 스크린 / 메인 화면

메인 페이지는 사용자의 모바일과 연동되어 일정에 따른 추천 차량 및 

금액을 알려준다. 차량을 선택하면 360도 확인 및 상세보기가 가능하며, 

일정을 선택 시 지도에서 경로를 볼 수 있고, 일정의 일부만 드래그하면 

해당 부분에서만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 메인 화면 하단에  바로 Call 

기능을 두어 빠른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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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42. 차량 상세보기 / 경로 화면 >

2)차량 상세보기 / 경로 화면

메인 화면 하단부분에 연동된 일정에 따른 경로가 표시된다. 동행자가 있을 

경우 함께 표시되며, 바 형태의 일정을 일부분만 드래그 할 경우 해당 

경로로만 예약된다. 하단의 Call버튼을 누르면 바로 차량 예약이 완료된다. 

또한 일정에 따른 각 구간별 추천 모드를 함께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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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43. 차량 예약 화면 (Now) >

3)차량 예약 화면 (Now)

Pick Up모드에서는 우선적으로 차량을 지금 이용할 것인지, 나중에 이용할 

것인지를 물어보고, Now를 선택시 바로 혼자 및 일행과 탑승 할지, 카풀 

서비스를 이용할지 선택할 수 있다. 카풀 기능의 경우 유사한 경로를 가는 

사용자들끼리 저렴한 금액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122

< 그림44. 차량 예약 화면 (Share) >

4)차량 예약 화면 (Share)

지도에 현재 해당 목적지로 카풀이 가능한 차량이 표시된다. 가장 나와 

경로가 비슷하고,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차량별로 원의 크기가 

다르게 표시되어 추천되며 원을 선택시 차량의 이미지와 함께 가격, 시간, 

혼자 이용 대비 절약 금액이 표시된다. Call을 선택하면 차량이 

도착하기까지 카운트다운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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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45. My Journey 화면 >

5)My Journey 화면

최근 이용 경로, History, 총 구간 및 차량 이용 행태를 분석한 내 

신용도를 확인 할 수 있다. History 선택 시 지금까지 갔던 경로들이 지도 

위에 중첩되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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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46. 스플레시 스크린 / 메인 화면 >

6)My Journey 화면

상단의 검색바를 통해 특정 날짜 및 장소로 검색이 가능하다. 해당 경로가 

하이 라이팅되며, 목적지, 총 이용 거리, 이용 목적, 동행자의 정보가 

확인된다. 또한 경로를 선택하면 그 장소에서 찍었던 사진이 연동되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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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UI 디자인 (차량 디스플레이)

1) 차량 서비스 구조

차량 디스플레이는 크게 전면 및 측,후면 - 두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주요 

정보는 전면 디스플레이를 통해 보여지며, 측, 후면은 응급상황 시나 

전면의 확장 및 다른 차량에게 정보를 알릴 시 사용된다. 또한 전면 

디스플레이에서 대시보드 영역이 가장 주요한 디스플레이로, 차량 주요 

정보 및 공유 관련 내용이 표시되며, HUD영역의 경우 미디어 및 텍스트, 

증강현실로 표시된다.  

< 그림47. 차량 디스플레이 위치 및 정보 분류 >

2) UI 컨셉

현재 차량 서비스들의 경우 버튼형태 및 터치형 인터페이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서비스는 대화식 인공지능을 메인 인풋 기능으로 설정, 

음성인식을 통한 결과값을 디스플레이에 표시하며, 부가적으로 터치 및 

제스처 인식으로 제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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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48. 대시보드 및 HUD영역 정보 분류 >

메인 디스플레이인 대시보드는 세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정보를 전달한다. 

가장 좌측의 경우, 차량 및 주행상태를 표시하는 영역으로 속도, 주의, 

경고, 현재모드 표시(자동/수동), OBD를 통한 차량 상태를 표시한다. 

가운데 영역의 경우 기본적인 시간, 거리, 날씨 외에 각종 미디어 정보를 

포함한다. 음악 뿐 아니라 TV프로그램, 영화 등 다양한 미디어들의 탭이 

생성되며, 터치를 통해 미디어 변경이 가능하다. 우측의 경우, 모바일 및 

클라우드 와의 연동이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으로,  LBS (Location Based 

System)을 통해 목적지 정보, POI(Point of Interest) 의 정보 및 공유관련 

정보 등이 표시된다. 또한 주요 기능중 하나인 모드설정이 가능하며, 

모드를 바꿀 시  소셜 기능을 통해 모바일을 사용하지 않고도 연락 및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HUD 영역의 경우, 주행 상태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가 다르다. 먼저 

자동모드의 경우, 증강현실을 통해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각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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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되거나 차량과의 대화 시 음성자막이 함께 보이게 된다. 또한 시각 

미디어 재생이나 화상 미팅 등이 전면 HUD영역을 통해 이루어진다. 반면 

수동모드의 경우, 전방 영역은 주행보조를 위한 방향 지시 및 알람 기능을 

증강현실을 통해 수행한다. 각 영역 모두 음성 인식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대쉬보드의 경우 부가적으로 터치인식이 가능하다. 또한 차량 

전면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제스처를 통해 제어할 수 있다.

< 그림49. Auto 모드 차량 주요 UI 화면 >

자동 모드의 경우. 속도 표현에서도 기존 원형의 속도계를 차용하지 않고 

부드러운 곡선 그래프를 통해 속도를 나타낸다. 이는 기본적으로 릭렉스 

(Relax), 펀(Fun). 미팅(Meeting), 프라이빗(Private) 모드 및 도로 상황, 

사용자의 일정 및 속도 변경을 통해 이루어진다. HUD영역의 경우 

제안표시와 함께 음성의 자막이 부가적으로 표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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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50. Manual 모드 차량 주요 UI 화면 >

수동모드에서는 대시보드 좌측에 속도 및 RPM이 원형으로 나타나며 HUD 

영역에 증강현실을 통한 주행 보조가 표시된다. 기타 대시보드의 중앙 및 

우측영역은 자동모드와 동일하다.

5.4.2  UX 디자인(차 내 경험 최적화를 위한 차량 디자인)

자율주행이 보편화됨에 따라, 차량 경험의 중심이 주행에서 실내 공간 

활용도로 변화하고 있다.75) 현재 양산되는 차량의 경우, 운전감을 극대화 

한 디자인이 주류를 이루나 이후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 하며 넓어진 공간 

내부에서의 경험을 즐길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한다. 또한 커넥티드 카의 

발달에 따른 차량의 스마트화로 차량 내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많아짐에 

따라 이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의 활용성이 증가하고 있다. Morgan 

75) 장호근 외,(2015),“자동차의 조향 조작을 위한 로터리 햅틱 스위치의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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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ley 에 따르면, 주행 중 전방주시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미디어 

소비의 절대 시간이 늘어날 것이며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의 증가에 따라 그 

종류 또한 다양해질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디어 소비 및 정보 

전달을 위해 차량 전면의 유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실내 공간을 넓힌 

디자인을 제안한다. 

차량�운전감�극대화�모델� 예시 공유형�자율�주행�컨셉카�디자인

< 그림51. 공유형 자율 주행 차량 및 기존 컨셉카 형태 비교 >76)

차 내 경험이 다양화됨에 따라 실내 공간에서의 다양한 경험에 최적화된 

모드를 지원한다. 총 4가지의 모드가 지원되며, 릴렉스(Relax), 펀(Fun), 

비즈니스(Business), 프라이빗(Private)에 따라 차 내 인테리어가 변경되며, 

이는 차량UI를 통해서도 추가 변경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차량 인테리어 

변경 예시는 다음과 같다. 프라이빗 모드의 경우, 개인별 설정해놓은 선호 

인테리어로 변경됨으로서 자율이 아닌 수동모드로 주행 시에도 자가 차량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76) GrabCAD 모델링 발췌 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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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모드 비즈니스,펀� 모드 릴렉스�모드 프라이빗�모드

차량�유리가�

어두워지며,�

기존에�설정해�

놓은�개인별�

맞춤인테리어로�

전환

 < 그림52. 주요 모드별 예시 차량 내부 이미지 >

5.5 최종 시나리오 시각화

1,2차 전문가 검증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A/B그룹 및 사용자 분석 시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던 요소들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및 디자인을 

완성하였다. 앞서 제시한 55개의 요소 중,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은 일부 

요소가 스토리의 맥락에 맞춰 수정되어 함께 적용되었다.

시나리오는 기본적으로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를 전제로 하며 숨쉬는 

자동차를 적극도입하고 간략화된 HMI(Human machine interface)을 통해, 

차량에 감성을 도입했다. 이는 차량 및 주행의 상태를 표정으로 나타낸다. 

5.5.1  페르소나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 및 이해를 위해 페르소나를 설정하였다. 

사용자 중심 디자인 프로세스 상에서의 페르소나는 쿠퍼(Cooper)이래로 

프루이트(Pruitt) 와 아들린(Adlin)에 의해 발전되어 온 기법으로서, 제품 및 

서비스 기획 시에 구체적인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고 디자인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쿠퍼(1999)에 따르면, 페르소나 설정의 목적은 핵심 사용자층의 

행동양식과 습관을 80% 이상 알아내기 위한 것이다. 이는 최종 사용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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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데 있어,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의 인격체로써 그들을 인지하게 

됨으로써, 실제적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쉽게 접근하고 추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 페르소나인 유저A와 함께 공유형 자율차량인 

B의 페르소나를 설정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아닌 사물에 대해서는 

페르소나를 설정하지 않으나 인공지능 기반의 차량 디자인임을 고려, 

유저와 함께 페르소나를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 표25. 페르소나 >  

대상 상세�내용

Chloe� (대표유저)

36세

능력도�많고,� 일도�많은� IT� 기업�팀장� :�

“차는�자아의�확장이다”

나는�길고�짧은�이동이�많다.� 자동차를�타고�이동하는�동안에도�

일을� 하거나,� 친구를�초대해�함께�취미를�즐기거나,� 휴식을�취하곤�

한다.� 일�잘하고,� 욕심도�많지만,� 바쁜�일상에�자꾸�뭘�빠뜨리는�

경우가�잦다.�

Objective:

:바쁜�생활에서�자신만의�여유를�찾고자�함

:일과�여가를�모두�중시해서�둘�중�하나도�놓치고�싶지� 않아함�

상황:

회사에서�조율해준�공유형�자율차량�탑승�

Escort�

(공유형�자율주행�

차량�서비스)

“사용자�및� 교통�빅데이터를�기반으로�나를� 도와주는�똑똑하고�

푸근한�비서”

:빅데이터�및� 축적된�지식이�많다

:인공지능을�통한�대화로�마치�살아있는�듯한� 느낌을�준다.�

:유저의�모바일과�연결되고,� 유저의�패턴을�인식해�

:사람들이�마치�자신의�차를�탄�것처럼�편안함을�느끼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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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시나리오 배경

시나리오의 시간, 공간적 배경은 2025년의 미국으로 가정하였다. 각 발표 

주체 간 예측하는 자율주행차량 보편화 시점은 조금씩 다르나, 대체적으로  

많은 연구단체들이 2025년에 자율형 차량이 상용화 될 것이라고 예측77) 

하고 있다. 본 시나리오는 자율형 차량이 보편화된 시점을 가정하며, 

자율화 정도 또한 완전 자율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NHTSA 기준 

3.8-4단계)공간적 배경은 자율주행이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미국으로 

가정하였다. 

차량의 경우, 기본 요소로서 인공지능 대화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음성 

인식을 주요 제어 요소로 사용 가능한 ‘숨쉬는 자동차’을 전제하였으며, 현 

시점에도 상용화되고 있는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의 요소를 기본으로 

하였다. 최종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5.5.3 최종 시나리오 제안

크게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시각화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높은 

평균값과 적은 표준편차 값을 가진 B그룹의 다 구간 출장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두 번째 시나리오는 주말 가족 여행을 배경으로 주요 기능들을 

제시하였다. 

77)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4),“자율 주행차 최근 동향 및 도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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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53. 출장 일정 맞춤 차량 추천 > 

1) 예약 : 출장 일정 맞춤 차량 추천

내일은 뉴욕 맨헤튼으로 출장을 가는 날. 에스코트가 모바일을 통해 내일 

모시러 갈까요? 라는 음성 메세지를 보내왔다. 차량 정보와 함께 간단한 

최적 경로 및 예상 시간이 모바일에 표시되며, 어떤 차량을 탈 것인지 

이미지가 보인다. 내일은 출장을 같이 가는 동료를 중간에 태우고, 두 

명에서 함께 가는 일정이다. 

주요 기능: 자동 픽업, 모바일 연동(일정)

모바일 일정기능과 연동, 해당 일정에 맞는 차량 추천 및 경로, 가격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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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54. 추천 차량 상세 보기 및 선택 및 경로 선택 > 

2) 예약 : 추천 차량 상세 보기 및 선택 및 경로 선택

추천해준 차량을 선택해 회전해가며 살펴본다. 차량을 선택 후 경로를 

확인한다. 클라우드를 통해 내 일정과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 있다. 일부 

경로만 이용할 수도 있지만, 여러 회사에 출장을 가야 해서 그대로 Call을 

한다.

주요 기능: 차량 상세보기, 경로 및 모드 변경, 맞춤형 call

차량을 선택하면 360도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내, 외부를 직접 꼼꼼히 살펴 

보고 선택 할 수 있다. 또한 일정과 연동된 경로가 자동으로 표시되고, 

경로 중 일부만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일정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하는 모드(휴식 및 케어(Relax), 엔터테인먼트(Fun),비즈니스(Business), 

프라이빗(Private))모드가 추천된다. 해당 모드는 모바일 및 차량 이용 시 

변경 할 수 있다. 경로 중 동행자가 있을 경우 함께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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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55. 경로 확인 및 차량 호출 > 

3) 경로 확인 및 차량 호출

일정 부분을 선택하면 경로 확인이 가능하고 하단의 Call버튼으로 차량을 

예약한다.

주요 기능: 모바일 연동 (일정)

사용자가 스스로 일정을 입력하지 않아도, 모바일 및 클라우드와 연동되어 

해당 일정에 따른 추천 차량 및 경로, 금액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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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56. 자동 픽업 > 

4) 탑승 : 자동 픽업

출장준비 중, 모바일을 통해 차량이 충전소에서 출발했다는 메세지가 

수신되고, 곧 차량이 도착했다는 메세지를 받았다.

주요 기능: 자동 픽업, 모바일 연동

자율 주행을 통해, 기사 없이도 차량이 스스로 출발지에 와서 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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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57. 센서 및 차량 시스템 안전 확인 및 개인 맞춤형 차량 탑승 > 

5) 탑승 : 센서 및 차량 시스템 안전 확인 및 개인 맞춤형 차량 탑승

지문인식을 통해 차량 문이 열린다. 좌석은 이미 따뜻하게 데워져 있고, 

내가 혼자 차를 탔을 시에 늘 쓰던 구조로 도착되어 있다. 집에서 듣던 

노래가 그대로 흘러나오며 에스코트 서비스를 몇 번 이용하였는지, 나의 

신용도는 어느 정도인지 표시되며 OBD를 통해, 현재 차량의 센서 상태가 

보여진다. 정보를 쉽게 보여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차량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주요 기능: 모바일 연동, 지문 인식, 차량 커스터마이징, OBD, 신용도 체크

자율주행은 센서의 정상작동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다양한 사람이 

이용하는 공유 시스템안에서 더욱 중요도가 높다. ‘에스코트’는 OBD 

(On-board diagnostics)를 통해, 각 센서별 정상 작동 여부를 포함, 냉각수, 

연료 탱크 등의 상태를 알려줌으로써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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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58. 클라우드 연동, 지문인식을 통한 정보 확인 > 

6) 탑승 : 클라우드 연동, 지문인식을 통한 정보 확인

차 안에서 간략한 뉴스를 전면유리를 통해 훑어보고, 오늘의 일정 및 경로, 

해당 지역 날씨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 파일 내보내기를 하니 내 

클라우드에 접근할 것 인지를 묻는 창이 뜬다. 지문인식을 하니 회사에서 

보던 자료를 화면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손가락 포인팅 및 핀치 인, 

핀치 아웃으로 자료를 선택하고 확대해서 볼 수 있다.

주요 기능: 모바일 연동, 클라우드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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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59. 일행 픽업 > 

7) 주행 : 일행 픽업

곧 회사동료인 janet을 태워 갈 것임을 알려준다.

주요 기능: 모바일 연동, 중간 픽업, 차량 내부 커스터마이징

일정 공유를 통해 동행자가 있을 경우, 중간 픽업이 가능하다. 동행자 탑승 

이후 필요시, 모드가 자동 변경된다.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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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행 : 미팅 장소 도착 후 차량 자율 이동 및 충전

미팅 장소에 거의 다 도착했음을 에스코트가 알려준다. Janet과 내가 

내리니, 차는 스스로 가장 가까운 지하 멀티 라운지로 이동 한다 

주요 기능: 보이지 않는 주차장

차량들은 가장 가까운 지하의 멀티 라운지로 스스로 이동한다. 기존에 

주차장이었던 지상의 공간들은 사람들을 위한 쉼터 및 공원으로 변화하며,

지하에 위치한 차량 멀티 라운지 ‘보이지 않는 주차장’에서는 차량 시스템 

점검 및 충전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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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60. 타 회사 사람들과 함께 매장으로 이동 및 내부 회의 > 

9) 주행 : 타 회사 사람들과 함께 매장으로 이동

미팅 중, 직접 매장에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매장으로 

가는 길, 로드 트레인 기능을 이용해 차량이 자동 연결되어 주행한다. 차량 

내에서 차량 내 디스플레이로 자료를 함께 보며 Janet과 회의를 한다.

주요 기능: 로드 트레인, 로드 소팅, 내부 회의

로드 트레인 기능을 통해 차량 간 연동이 되어 주행이 가능하다. 주행 

경로가 공유되고, 차량 간 커뮤니케이션으로 경로 수정이 가능하다. 또한 

자율 시스템으로 주행 중 운전에 신경 쓰지 않고 차량 내에서 미팅이 

가능하며, 운전자가 따로 없어 회사 기밀유출의 염려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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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61. A회사 미팅 종료 후 B회사로 이동 > 

10) A회사 미팅 종료 후 B회사로 이동  

점심 식사가 끝나갈 때쯤, 다음 미팅이 있는 B사에 가기 위해 차량을 

Call한다. 중간 시간을 이용해 차량 내부에서 측면 디스플레이를 통해 

자료를 보며 미팅을 진행한다.

주요 기능: 다 구간 출장, 차 내 미팅

하루에 여러 목적지를 가야 하는 경우, 미리 예약해놓은 차량을 시간에 

맞춰 대기시킨다. 다시 예약 및 대기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미리 경로 간 

설정해놓은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차량 내 디스플레이를 통해 화상 

메시지 전달 및 미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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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62. 미팅 종료 후 귀가 > 

11) 미팅 종료 후 귀가  

해가 어둑어둑 질 무렵, 차량 내부는 은은한 빛과 아로마, 히팅기능을 

제공했다. 핸들의 지문인식장치에 손가락을 올리니  오늘의 스트레스 지수 

를 체크해준다. 여러 번의 미팅을 해서인지 스트레스 지수가 꽤 높다. 

오늘의 바이오리듬을 알려주기도 한다. 평소 저혈당이므로 현재 스트레스 

지수는 불안 단계임을 표시해주고, 추천 운동 및 음식을 제공한다. 해당 

정보들은 자동으로 모바일과 연동된다. 자동 안마기능을 켜놓으니 평소에 

내가 자주 뭉치는 근육 위주로 마사지를 해준다. 마치 휴가지의 마사지 

샵에 온 기분이다. 잠이 스르르 들고, 차량 내 볼륨이 스르르 낮아진다.

주요 기능: 생체인식, 메디컬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4가지의 모드 외에도, 일행 수 및 차량 이용 목적에 

따라 맞춤형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 메디컬 특화 차량의 경우, 스트레스 

측정, 체온 및 BMI측정, 안마, 원적외선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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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착

다시 음악 볼륨이 올라가며, 곧 집에 도착한다는 음성이 나온다. 푹 자면서 

와서 그런지 한결 개운하다. 스트레스 수치 또한 내려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내가 내린 이후에도 차는 Janet을 태우고 집에 대려다준다. 곧 

모바일을 통해 Janet을 잘 내려다주었다는 메세지가 왔다. 

주요 기능: 동행인 기사 서비스, 카풀

차량을 예약한 유저가 먼저 내린 이후에도 동행인의 목적지까지 자동으로 

주행이 가능하다. 동행인이 전부 내린 후 전체 서비스가 종료되며, 

옵션으로 비용 함께 내기 (카풀)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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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63. 주말 여행 > 

13) 주말 여행

주말, 결혼기념일을 맞아 결혼 전에 데이트 겸 많이 다녔던 로드아일랜드에 

가기로 했다. 차량을 타니, 가능한 경로들이 나열되며, 우리가 자주 다녔던 

길로 갈 것인지, 새로 생긴 도로로 갈 것인지를 물어본다.

주요 기능: 계정 연동 경로 선택 안내

최단 거리 뿐 아니라 계정 연동을 통해 자주 이용하는 경로를 구분해준다. 

또한 각 경로와 가까운 가볼만한 곳을 함께 알려줘 일정에 참고가 

가능하다. (예시: 미국의 역사적인 도로 Route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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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64. 경로 선택 및 운전 모드 변환 > 

14) 경로 선택 및 운전 모드 변환

옛날 결혼 전 기분을 내보고 싶어 자주 다녔던 경로를 선택하고, 오랫 만에 

자율모드를 수동으로 전환하고 운전하는 손맛을 느낀다.

주요 기능: 자동-수동 모드

운전자가 스스로 주행을 원하는 경우, 자동-수동모드 변경을 통해 수동 

운전이 가능하다. 



147

< 그림65. 개인 계정 기반 데이터 추천 제공 > 

15) 개인 계정 기반 데이터 추천 제공

창밖으로 내가 다닌 학교를 곧 지나갈 것임을 알려준다. 

주요 기능: 계정 연동 및 LBS기반 추천, Hud 네비게이션 (수동 주행 모드)

증강현실로 지나치는 장소에 대한 유용한 정보 및 스토리를 제공한다. 또한 

개인 계정의 프로필 및 사진을 찍은 장소들과 연동되어, 일반적인 장소에 

대한 정보 제공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 및 추억에 관한 

장소정보까지 제공한다. 

수동 주행 모드에서는 전면 디스플레이를 통해 주행 경로 제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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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66. 로맨틱 모드에서의 영화 감상 > 

16) 귀가: 로맨틱 모드에서의 영화 감상

집에 가는 길, 피곤한지 아이가 먼저 잠이 든다. Romantic으로 모드로 

전환하니 분위기 있는 영화를 볼지 물어본다.

주요 기능: 모드 변환, 미디어 감상, 차 내 구조 변경

모드 변경에 따라 차량 유리 밝기 및 내부 조명이 변환된다. 또한 전면의 

스크린을 통해 차량 구조 변경을 할 수 있다. 미디어 시청 시, 전면 유리 

외에 측면유리까지 확장되어 넓은 화각의 미디어 시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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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67. 차량 이용 전, 후 상태 비교 > 

17) 귀가: 차량 이용 전, 후 상태 비교

집에 도착했다. 하루 동안 쓴 연료 및 비용이 표시되며, OBD를 통해 이용 

전과 후의 차량 상태를 비교해준다. 총 주행 거리 및 비용이 최종 확인된다. 

차에서 내린 후, 차량 이용 완료여부에 대한 메시지가 수신되고, 자동으로 

결제된다. 차량은 스스로 차고지로 이동한다.

주요 기능: OBD

차량 주행 시작 시와 동일하게 주행 마감 시에도 OBD(On-board 

diagnostics)를 통해 센서 이상 여부 및 주행 관련 요소들의 변화, 이상 

여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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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영상 제작 및 작품 전시

2015.12.04.(금)- 2015.12.13.(일)까지 서울대학교 미술관 MoA에서 전시를 

진행하였다. 영상을 제작해 전시하였으며 전시 벽면에는 두 개의 큰 

시나리오(비즈니스/여가) 를 여정 및 기능에 따라 아이콘화하여 표현해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림68. 전시 인포그래픽 > 

< 그림69. 전시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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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6.1 결과 요약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큰 흐름인 자율 주행과 카 쉐어링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이 두 흐름의 접점 지대에서 공유 차량의 단점을 

보완하여 개인차량 및 택시의 편리성을 유지하며 친환경 공유 재화로서의 

차량 및 인터페이스를 제안하였다. 

연구는 크게 확산 및 수렴, 재 확산 및 수렴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먼저 

자율주행 및 공유 차량에 대한 연구에 앞서, ‘자율과 타율’, ‘공유와 소유’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을 통해 자율주행의 의미와 공유차량의 의미를 칸트의 

철학과 제레미리프킨의 소유의 종말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후 기존 차량 

서비스 경험 및 자율주행 인식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Georgi의 질적 

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문헌 연구 및 사용자 연구를 토대로, 

현재 자율주행 및 공유차량의 현황 및 사용자 측면에서의 기존 차량 경험을 

통해 인사이트를 발굴하였다. 이후 연구1-4를 토대로 재 확산 과정을 거쳐 

55개의 기능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총 2차의 전문가 검증을 통해 시나리오의 

신뢰도를 높였다. 전문가 검증이 완료된 시나리오들을 바탕으로 페르소나를 

설정, 차량 및 모바일 UI/UX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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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연구 결론

벤츠, 아우디 등 완성차 업계 뿐 아니라 구글, 애플 등 IT업계 등 세계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 프로젝트는 차량 업계의 큰 

흐름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기술 중점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차량 내 경험에 대한 연구가 심도있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차 내 환경의 인터페이스 또한 각 회사 간 약간의 디자인적 

차이만 있을 뿐, 기능적으로 큰 차별점을 지니지 못하였다. 본 논문은 

자율주행시대, 차량에서의 경험 및 내부 UI를 집중적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가 자가 차량인 자율주행을 전체함에 반해, 공유형 자율주행 

차량을 제안함으로서 개인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차량을 이용할 수 

있고, 차량 관리 등의 불편함 없이 다양한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본 디자인의 방향은 자율주행 뿐 아니라 공유 차량의 관점에서도 큰 의의를 

지닌다. 3장의 공유차량 문헌 연구 및 4장의 사용자 분석에서, 공유차량의 

가장 큰 문제는 세 가지로 압축되었다.

-대여 및 반납 위치

-공공재에 대한 불안함

-차량 구조의 이질성과 불편함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유형 자율주행 차량은, 자율 픽업 시스템을 통해 

대여 및 반납장소로 가야하는 불편함을 없앴으며, OBD를 통한 센서 및 

자가 차량 점검으로 신뢰도 높은 차량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각 

사용자 계정 연결을 통해 공유 차량에서도 유저 커스터마이징 및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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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로 내 차 같은 편안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4가지의 모드 제공 

(릴렉스(Relax), 펀(Fun),비즈니스(Business), 프라이빗(Private))으로 자율 

주행차량 내에서의 다양한 경험에 맞춘 인테리어를 제안하였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에 치우쳐있는 공유차량 디스플레이를 차량까지 확대하였으며 

모바일 및 차량의 UI를 차별화하였다.  

< 그림70. 에스코트 UI 포지셔닝 맵 >

< 그림71. 모바일 UI 디자인 차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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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72. 차량 UI 디자인 차별화 >

자율 주행의 진보를 통한 새로운 공유 차량 시스템은 현재의 일반 차량 

유저뿐 아니라, 노약자 및 장애우 등 현재 차량 운전이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차량을 안전히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점이 될 것이다.78)

78) 박희준 외, (2015), “자동주행 차량을 위한 정보 동기화 인터페이스: 공유형 자동차 
    활용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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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73. 현재 자율주행 차량 및 공유형 자율주행 차량 고객 여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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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향후 방향

‘Digital humanism’

본 연구가 제시하는 공유형 자율주행 차량은 ‘디지털 휴머니즘’으로서, 

디지털의 발달과 휴머니즘의 공생을 추구한다. 

< 표26. 본 연구의 가치 >

기술�방향 차량�관련�키워드 사회적�가치

섬세한�기계

(Sophisticated� Machine)

개인� 공간

(My� own� space)

따로� 또� 같이,� 개인화된�

공간� 추구

(Personalized� Space)

시적�기술

(Tech-Poetic)

인격화된�교통� 수단

(Humanized�

transportation)

정서적�연결

(Connected� Emotion)

철학적�소비

(Philosophy�

Consumption)

공유� 차량� (Sharing� Car)
공유� 경제�

(Sharing� Economy)
 

1)Sophisticated Machine: My own space

기술의 발전으로 인류는 단순한 사용의 편의를 넘어, 불편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섬세한 제품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는 ‘주행 공간’에서 ‘주거 

공간’으로의 변화에 따른 자율차량이 더욱 개인화된 공간을 제시해야함을 

나타낸다. 또한, ‘따로 또 같이’는 공유재가 지니는 ‘같이’의 가치 안에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 하는 

니즈를 대변하고 있다.

2)Tech Poetic:  Humanized transportation

기술은 하이엔드(high-end) 요소를 넘어서서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가치를 

충족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인공지능 발달을 통한 기계와 인간의 정서적 

교류를 나타낸다. 차량은 운송 및 주거 수단을 넘어 사용자와 소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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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화되는 방향으로 진화 할 것이다. 인간을 닮은 차량은 사용자와의 

지속적 소통으로 정서적 연결까지도 가능해 질 것이다.

3)Philosophy Consumption / Sharing

소비자는 사회적인 가치나 브랜드의 철학이 확실한, 즉 분명한 의미와 

철학을 제공하는 제품에 동조하고 참여할 것이다. 공유 차량 또한, 재화의 

가치가 사유에서 경험으로 옮겨가는 현 트렌드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착한 

소비, 똑똑한 소비를 중시하는 사용자의 공유형 차량에 대한 관심 및 사용 

빈도가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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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인터뷰 질문

                        전문가 평가 요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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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질문

1. 기본 질문

2. 지금의 나에게 있어 vehicle의 존재 (intro)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 / 꼬리 질문)

“지금부터 자동차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여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 차량 경험 관련

4. 자동주행에 대한 의견

5. 미래의 나에게 있어 vehicle의 존재 (closing)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시각디자인 석사과정 박희준입니다. 본 연구는 차

량 운행 및 시승 경험에 관한 질문들로, 응답 및 녹음원본은 학술적 용도가 

아닌 상업적 용도로는 활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기본질문

성별, 남, 여, 나이, 운전경험(운전 숙련도), 차량 보유 유무

2. 지금 나에게, 차량은 ________이다.

"지금부터 자동차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여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차량 경험에 대한 최근 이야기, 차량 관련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차량 이용 빈도 및 장소 등 일반적인 이야기 3-5분 / 이후 관련 추가질문) 

3.차량 경험 관련

(2분간 먼저 조수석, 뒷자석 경험 물음 / 5분간 운전석 경험 물음)

자료1:면허 취득 (혹시 가능하다면 면허 취득 이전의 운전 연습부터...) - 

장롱면허(기간이 있는 경우) - 다시 운전대를 잡았을 때 - 운전의 숙련 과

정 등을 기록할 수 있는 Time line 화살표 (각 시점 별로 운전경험을 상세

히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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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조수석, 뒷 자석

-조수석에 주로 언제 앉는지

-조수석에서 주로 뭘 하는지

-조수석에서 불편했던 경험

-조수석에서 편하거나 좋았던 경험

-뒷 자석에 주로 언제 앉는지

-뒷 자석에서 주로 뭘 하는지

-뒷 자석에서 불편했던 경험

-뒷 자석에서 편하거나 좋았던 경험

2-2. 운전할 때

-운전 관련 에피소드

-내가 운전을 하고 싶을 때는?

-운전이 하고 싶지 않을 때는?

-내가 운전 할 때 어려운 점

-운전할 때 화가 날 때는?

-운전이 어려운 상황 시 (졸리거나 술을 마시거나 등) 어떻게 하는지?

(자료2: 일반 차량, 렌트카, 공유차량, 자율주행 차량 비교분석 표)

3-3.자차 경험(렌트, 공유와 같이)

-이용 횟수

-이용 차종

-이용 경험 (주로 언제 이용하는 지)

-이용 시 만족도:

-만족 요인:

-불만족 요인: 

-특별히 만족스러웠던, 불만족스러웠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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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렌트 경험

-이용 횟수

-이용 차종

-이용 경험 :여행/ 출장/ 택시 대신 등

-이용 시 만족도:

-만족 요인:

-불만족 요인: 예약, 결제/ 가격 / 차량이용 전(렌트카 가지러 갈 때 등)/ 

차량이용 중/ 차량 이용 후(렌트카 반납 등)

-특별히 만족스러웠던, 불만족스러웠던 경험:

(자료3: 공유차량 소개)

3-4.공유차량 경험

-이용 횟수

-이용 서비스

-이용 차종

-이용 경험 :여행/ 출장/ 택시 대신 등

-이용 시 만족도:

-만족 요인:

-불만족 요인: 예약, 결제/ 가격 / 차량이용 전(공유카 가지러 갈 때 등)/ 

차량이용 중/ 차량 이용 후(공유카 반납 등)

-특별히 만족스러웠던, 불만족스러웠던 경험:

3-5. 대리운전 및 택시 경험 부가 질문

(동일)

(자료4: 자동주행차량 소개-동영상 포함)

4.자율주행에 대한 인식

-자동주행에 있었으면 하는 것

-자동주행 차량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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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자동주행을 하고 싶은지 (상황): 중복 가능

:명절/ 피곤할 때 /막힐 때 / 드라이브 할 때/ 미팅 준비 등, 다른 일이 급

할 때 / 고속도로 주행 / 시내도로 주행 / 파킹 시 등

-언제 자동주행을 하고 싶은지 (시간대)

:새벽/오전/낮/저녁/밤

5. 자율주행+공유차량

(자료5: 공유형 자율주행 차량 아이디어 소개)

-안전하다면, 이 차를 타고 싶은지

-어떨 때 이 차를 타고 싶은지(상황 및 시점)

-이 차에 있었으면 하는 기능

-이 차가 내 핸드폰과 연결되어, 다이어리나 SNS 등과 정보교환이 가능하

다면, 어떤 것을 해줬으면 하는지

-내 집과 연결된다면?

-다른 차와 연결된다면?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와 연결된다면? 

6. 자차, 렌트 차량, 공유 차량, 대리운전, 택시(카카오택시 포함), 자율주행 

차량, 공유형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 편의성, 안전성 등을 기준으로 선호 점

수 

7. 10년 후, 나에게 차량은 ______이다.

8. 설문 전, 후 소감이나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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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평가 요청 서식

안녕하세요, OOO연구원님, 저는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윤주현 교수님 랩

에서 연구 중인 석사과정 박희준입니다.

저는 완전자율주행차량이 시행 시, 사용자에게 어떤 경험을 줄 수 있는지에 

공유차량의 서비스를 접목하여, '공유형 자율주행 차량 UI/UX'를 디자인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리서치를 모두 마치고, 미래 공유형 자율주행 

차량 시나리오를 뽑고 있던 중, 시나리오 검증에 자율주행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필요하여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은, 미래 차량에 접목할만한 시나리오들을 뽑아놓은 엑셀시트입니

다.

본 시나리오 중, 공유형 자율주행차량 시나리오로 발전시킬 만한 시나리오

들에 1-5점(소수점제외)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시나리오의 선택 개수는 

제한이 없으나, 한 시나리오 당 최대 점수는 5점(최하0점, 소수점 제외)입니

다. 시나리오 평가 기준은 이동성, 안전성, 편리성, 신 사업성 등의 가치입

니다. 간단히 보시고 2-3분 내로 체크하실 수 있는 문항입니다. 졸업연구에 

전문가분의 조언이 꼭 필요해 요청드립니다.

 

시간 내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신다면 이를 바탕으로 좋은 연

구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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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74. 전문가 평가 엑셀시트 >79)

79) 세부 내용은 본문 104p-108p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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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ous car seems to be appeared nearby in several years in 

accordance with grown base technology and IoT(Internet of things) 

environment. Google already passed over 1.16 million miles for seven 

years since the year 2009, only with 14 accidents. And 11 over 14 

accidents were rear collision independently by other cars. Not by google 

car. Researchers have different opinions on the start of commercial 

production of autonomous vehicle. According to the quick development 

of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some research center 

carefully expects the production in the year 2025.

One more issue for vehicle is car sharing or shared car. Bankruptcy of 

Lehman Brothers in 2008 triggered worldwide sharing economy. 

Consumers widely pay for their experience rather than ownership 

became expanded. As Jeremy Rifkin mentioned (Jeremy Rifkin, 

2000,『The age of access』) with the lead of rapid develop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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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technology, currently it has grown up big issue reaching 

180 million dollar-market based on several collaborative consumption 

examples services became general like Airbnb for local stay as well as 

Zip car and Uber for car sharing. Also in Korea, Green-Car and 

So-car launched and extended sharing economy based on domestic 

car-sharing market. 

This research shows crossed area of both sharing and autonomous as 

keyword of future vehicle environment. First, UI and UX for autonomous 

driving and car sharing. Despite of rapid enhancement of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most researches were focused mainly on technology 

itself, not on its users and user experiences which need more academic 

concerns. Furthermore, lack of research area on interaction or interface 

of autonomous which will cover in-vehicle interior/information 

providing for drive-less driver, triggered me to research on this issue. 

On the other hand, car-sharing has its similarity in service in North 

America, Asia and Europe. These car-sharing users have common limits 

and weak points over sharing the car. 

Second, this research focused again on Autonomous vehicle also as 

shared vehicle - case for shared autonomous car in detail. Totally in 

the agglomerative point of view on autonomous driving and car 

sharing, I found background of its meaning from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of Immanuel Kant under the 

basis of technology and design. On account of three significant words: 

driving experience, autonomous car and the one while sharing, I t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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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s. As the result, I gathered 55 small scenario items through 

interviewing car sharing or auto driving experienced users. For a couple 

of times, collected scenarios got verified by several experts. Five experts 

(including automotive designer) voted on 55 scenarios which are 

extracted from both research method of desk research and user 

investigation. Two different experts verified 16 scenarios to arrange 

them, which scenarios were dealt to be the clue of design concepts. 

Finally, this research concludes a visualization model of UI and UX for 

shared autonomous car. Out of tech-based previous researches,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convenience and experience for human in the 

further studies.

Keywords : Autonomous Driving, Car sharing, Shared Car, Vehicle 

display, Connected Car, Human-machine interaction,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Student Number : 2014-20738

E-mail: 0324swee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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