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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운전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이동하는 공간에서 무엇

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인식으로 부터 출발하였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AI 로봇, 초고속 네트워크를 비롯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

리가 사는 세상을 자율주행에 적합한 환경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자율주행차 관련 산업, 기술, 법, 제도, 및 관련 인프라는 경제성,

안전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변하고 있다. 과거 사람

들이 차에 대해 가진 개념이 ‘소유를 통한 자가운전과 이동’이었다

면, 점차 ‘공유와 탑승을 통한 경험’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자

율주행 개념의 도입은 향후 이동과 관련된 모든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다수의 자율주행차 연구는 주로 신뢰성,

정확성, 유용성, 사용성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미

래에는 고도화된 혁신기술이 적용된 자율주행차와 같은 제품에는

즐거움을 비롯한 감성적 가치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

는 기술 평준화를 통해 혁신기술 사이의 변별력은 줄어드는 반면,

사용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감성적 가치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

다. 특히, 감성적 가치 중 ‘즐거움’은 사용자가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 가장 큰 동기부여이자 감성적 가치를 유발하는 핵심적

인 요소이다.

차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소유, 관리, 운전, 일상의 즐거움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의 출현으로 인해 소유, 관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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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즐거움을 감소되고, ‘일상의 즐거움’은 증가할 것이다. 일상의

즐거움이란 ‘일상에서 자동차를 사용하는 즐거움‘을 의미하며, 자율

주행차가 가진 장점을 바탕으로 확대될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

은 타인의 도움 없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주차와 운전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동하는 시간에는 탑승자의 니즈에 따라 학습, 놀이, 휴

식 등 다양한 활동이 예상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관련 ’일상

의 즐거움‘은 사용자들에게 낯선 제품에 대한 거부감 감소와 지속

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는 ‘일상의 즐거움’ 기반의 ‘자율주행차 대시보드 중심의

실내 UX 디자인 제안’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 대시보드는 차량의

실내에서 탑승자와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유발하는 매개체이자 접

점이며, 자율주행차 환경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

다.

주요어 : 일상의 즐거움, UX 디자인, 자율주행차, 대시보드 디자인

학 번 : 2016-3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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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본 연구는 ‘운전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이동하는 공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 인식으로 부터 출발하였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의

발전과 사람들의 니즈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자율주행에 적합한 환경으

로 변화시키고 있다. 현재 자율주행차 관련 산업, 기술 및 인프라는 경제

성, 안전성 등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차를 바라

보는 관점도 변하고 있다. 과거 사람들이 차량에 대해 가진 개념이 ‘소유

를 통한 자가운전’이었다면, 2019년 현재 ‘공유와 탑승’으로 점차 바뀌고

있다.1) 소유가 아닌 공유와 탑승의 개념은 2018년 말, 차량 공유 기업인

우버의 시가총액이 1200억 달러로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완성차 업체

(GM, 포드, 크라이슬러)를 합친 시가총액 1122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그 중요성이 이미 증명되었다. 공유경제의 확산과 자율주행차 시대의 도

래를 통해 차량은 소유에서 공유로 자가운전은 자율주행으로 바뀌고 있

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완성차 업체인 포드는 전통적인 자동차 완성

차 제조업에서 ’Smart Mobility’와 ‘Mobility Service Provider‘라는 구체

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공유와 탑승으로 대변되는 변화의 흐름에 앞

장서고 있다. 자율주행 환경은 이와 같은 변화를 가속 시킬 것이다. 또한

자율주행 개념의 도입은 운전자가 차량을 직접 소유하고, 운전하는 상황

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앞으로 운전은 차에 맡겨두고 탑승자는 이

1)https://www.notion.so/Ride-Sharing-ab4ef165bf28406e8feb33b0cf2a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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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는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자율주행차 연구는 주로 신뢰성, 정확성, 유용성, 그리고 사용성

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2018년 테슬라와 우버의 부분

자율주행 차량에 의한 운전자 및 보행자 사망사고 발생을 계기로 안전성

과 기술의 신뢰, 그리고 오작동에 관한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다

양한 논쟁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차 관련 연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크고 작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차가 지니는 경제적, 사

회적 장점과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동일한 맥락으로 디자인 분야에

서도 자율주행차를 스마트워치와 같은 IT 제품으로 규정하고 편의성, 유

용성, 사용의 용이성 등 기능적인 차원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2)

김여민(2014)은 자동차 무인화에 따른 실내공간디자인 변화, 사용자 편의

성, 사용자 공간 등의 변화와 관계성을 중심으로,3) 임영빈(2015)은 여성

운전자의 감성어휘와 행동기반의 자동차 디자인 관련 감성가치 연구를

하였다.4) 이같이 자동차의 디자인 및 감성가치 관련 연구는 사례가 있

다. 그러나 완전 자율주행환경에서 디자인 및 사용자의 감성가치에 관한

연구는 아직 연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자율주행 관련 연구가

주로 주행 및 기계 동작의 정확성(Accuracy), 신뢰성(Reliability), 그리고

사용자에게 있어서는 사용성(Usability), 유용성(Usefulness) 중심을 두고

이뤄져 왔기 때문이며, 자율주행차 환경에서 디자인 및 감성가치 연구와

그 필요성에 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자율주행차가 지닌 고유속성과 특징 중심의 제품 공급자 관점에서 접근

2)신재권·이상우, 「혁신저항 모형에 기반 한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수용

의도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6, pp.123-134.

3)김여민·김선철, 「자동차 무인화에 따른 실내 공간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

국디지털디자인학, 2014, pp.79-80.

4)임영빈·나건, 「사용자 경험 기반 자동차 디자인 관련 감성 가치 연구」, 한국

디자인문화학회, 2015, pp.589-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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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제품과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차 역시 기술적

완성도가 확보되고, 관련 연구가 점점 구체화 고도화 되면 기존의 제품

공급자 관점에서 물리적, 지적, 감성적 즐거움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

용자 관점 중심의 디자인 접근방식으로 그 적용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

전망된다.5)

본 연구는 미래의 제품에 감성가치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그 중 ‘즐거

움‘을 자율주행 환경에서 다음과 같이 중요한 변수로 간주하였다. 첫 번

째, ‘즐거움’은 자율주행차와 같이 하이테크 기반의 고도화된 제품일수록

즐거움을 비롯한 감성가치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거부감을 낮춰 주는 것

이 중요하다. 기술 평준화를 통해 혁신기술 사이에 변별력은 줄어드는

반면, 사용자를 이해하고 즐거움을 제공하는 등의 감성적 가치가 더 큰

비중을 지닐 것이다. 두 번째, 감성적 가치 중, 즐거움은 사용자가 제품

을 사용하는데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된다. ‘지각된 즐거움(Perceived

Enjoyment)’은 낯선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6) 자율

주행차와 같은 혁신제품을 수용한다는 것은 기존 상태의 변화를 수반하

기 때문에 사용자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혁신을 수용하는 과정에

서 저항 또는 두려움이 나타난다.7) 이와 같은 저항을 제거해야만 자율주

행차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거부감 및 선입견을 없애고,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세 번째, ‘즐거움‘ 그 자체에 있다. 이진명(2018)에 따르면 지각된

유용성의 영향력은 관성의 고저에 따른 소비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5)남미경, 「사용자 경험과 감성기술 기반에 의한 즐거움 지향 가전제품디자인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18, p.204.

6)Venkatesh, & F. D. Davis. 「A theoretical extension of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Four longitudinal field studies.」 Management Science,

46(2), 2000, pp.186-204.

7)이진명·박서니·나종연,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즐거움이 스마트워치 수용

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 관성의 조절효과」, 소비자문화연구, 2018,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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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지각된 즐거움의 영향력은 관성이 높은 집단에서

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언급

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혁신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 반응

은 유용, 용이, 편의, 실용, 효율 등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속성들로

이해되어 왔으나, 즐거움, 재미, 흥미, 기쁨 등 정서적 차원의 동기에 보

다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8) 즉,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제품이야 말로 그 제품의 기능이나 사용성보다 훨씬 중요

함을 말해준다. 정경원(2010)은 ‘제품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는 기능성-사

용성-즐거움 순으로 변화한다.’9)고 언급하였다. 가령, 사람들이 지닌 자

동차에 대한 보편적인 욕구는 A지점에서 B지점까지의 안전한 이동이며,

이동의 욕구가 충족되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성과 유용성

을 요구하고, 앞의 모든 요소가 충족되면 사람들은 즐거움을 찾는다. 이

는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가 기능과 사용성보다 드라이빙이나 소유의 즐

거움에 초점을 맞추어 브랜드 정체성을 이끌어 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자율주행차를 최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간주하고, 사용자들

이 자율주행차를 바라보는 관점이 기능성-사용성-즐거움 순으로 변화한

다고 할 때, 기능성과 사용성을 넘어 즐거움에 대한 연구는 불가피하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즐거움‘은 자율주행차와 같은 혁신제품에 대한 사용자들의 거

부감을 줄여주며, 제품에 대한 사용성과 기능성을 넘어선 궁극적이고 지

속적인 즐거움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핵심적 감성가치라고 볼 수 있다.

8)이진명·박서니·나종연,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즐거움이 스마트워치 수용

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 관성의 조절효과」, 소비자문화연구, 2018, p.59.

9)정경원, 「정경원의 디자인경영 이야기」, 브랜드아큐멘, 2010, pp.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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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자율주행 환경에서 주요한 감성적 가치 중 하나인

‘즐거움‘, 그 중에서 ‘일상의 즐거움‘을 고려한 ’자율주행차 대시보드 중심

의 실내 UX 디자인‘ 제안을 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운전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이동하는 공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 인식

및 배경을 바탕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일상의 즐거움‘이 사용자들에게 혁신기술이 적용된 제품

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줄여주는 것과 지속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매력

적인 제품으로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 대시보드 중심의 실내 UX 디

자인의 방향을 제안을 통해 미래 자율주행차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선행연구 및 디자인 솔루션 제안을 하고자 한다.

독일의 자동차 역사학자 쿠르트 뫼저(2002)는 자동차와 관련된 즐거움

을 소유, 관리, 운전, 일상의 즐거움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자율주행차 환

경이 도래하면 소유, 관리, 운전의 즐거움은 감소 또는 소멸하는데 반해,

일상의 즐거움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소유의 즐거움과 관리의 즐

거움은 차량의 공유서비스 증가와 개인소유 감소로 줄어들 것이다. 운전

의 즐거움도 완전한 자율주행 환경인 레벨 5단계에서는 운전을 할 수 없

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일상의 즐거움‘은 자율주행차가 가진 장점을

기반으로 증가할 것이다. 일상의 즐거움이란 ‘일상에서 자동차를 사용하

는 즐거움‘을 의미하는데, 미래에 자율주행차가 보급이 확대되면 사람들

의 일상생활은 큰 변화와 함께 차량을 통한 즐거움이 커질 것이다. 사람

들은 운전자와 같은 타인의 도움 없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을 아끼며, 주차와 운전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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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대시보드 중심의 실내 UX 디자인’으로 대상으로 한정하

였다. 대시보드는 차량의 중심에서 차를 제어하는 주요부분에 해당하며,

운전자 및 탑승객과 가장 많은 양방향 상호작용을 유발하는 매개체이자

접점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기술의 발전과 패러다임

의 변화를 바탕으로 자동차가 전기 및 전자장치를 중심으로 전장(電裝)

화 됨에 따라, 조작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Infotainment System),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Advanced Driver-Assistance Systems) 등의 통합

으로 인해 전통적인 대시보드 개념의 재해석이 요구된다. 자율주행차는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기계학습과 사용자 분석, 맞춤형 환경 제공 등의

플랫폼을 바탕으로 사용자 가치를 극대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차에서 UX 디자인이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자율주행차로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바뀐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개념

의 UX 디자인 연구가 필요하다.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사

용자 경험도 진화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우리가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기술은 급격한 변화가 이를 뒷받침 한다. 컴퓨팅 디바이스의 입력장치는

PC 키보드에서 터치를 거쳐 음성인식단계로 진입했고 웨어러블 디바이

스의 출현으로 행동정보나 생체정보 등을 인식하는 수준에 이르렀다.10)

새로운 디지털 환경의 등장으로 UX 디자인에 필요한 선행연구와 요구

조건이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에서 실내·외의 물리적인 조형

이나 스타일링 보다는 사용자 중심의 실내 공간 구성과 디지털 환경에

기반을 둔 사용자 경험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자율주행의 마지막 단계인 완전자동화(Full Automation) 레

벨5를 전제로 한다. 자율주행차 내 다양한 요소 중 대시보드 및 UX 디

10)이향은, 「스마트 제품 영역에서의 UX디자인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연구」,

디자인지식저널, 20, 2014, p.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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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분야로 연구를 한정하며, 30·40대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자율주행

레벨5, 완전자동화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용자에게 운전과

관련된 스트레스 등의 제약조건을 배제하기 위해 사용자가 일부라도 개

입하는 환경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자율주행 관련 각 분야마다 적용

된 상이한 기술성숙도를 고려하였는데,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 구현을 위

해서는 자율주행을 구성하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고른 발전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30·40대를 주요 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

째, 30·40대는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며, 자율주행차를

가장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혁신기술이 적용

된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은 세대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

마트폰이 처음 나온 당시 20·30대로 스마트폰을 가장 주도적으로 받아들

인 세대이며, 자율주행차와 같이 하이테크가 적용된 제품에 대한 거부감

이 여전히 낮은 세대로 평가 받고 있다.

1.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사례조사, 설문조사, 시나리오 작성,

콘셉트 도출, 디자인으로 구분되며, 세부 연구방법은 다음[그림 1]과 같

은 연구 흐름도를 가진다.

1) 문헌조사 : 자율주행차에서의 즐거움을 파악하기 위해 자동차와 즐

거움 관련 23건, 자동차 관련 19건의 연구문헌을 조사, 분석하여 총 ‘자

동차와 관련된 4가지 즐거움’, ‘즐거움의 정의’, 그리고 ‘자율주행차의 즐

거움‘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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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조사 : 자율주행차 대시보드, 적용기술, 내부공간 및 UX 관련

사례연구를 위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해외 주요 자동차 및 관

련 기업의 자율주행차 디자인 총 34건을 대상으로 조사 및 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인공지능, 디스플레이, 증강현실, 제스처, 인식, 식별, 촉

감 등에 관련된 디자인 사례연구를 하였다.

3) 설문조사 : 총 18명의 30, 40대 일반인 및 자율주행차 관련 디자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및 FGI(Focused Group Interview)의 정

성조사를 실시하여, 총 2가지의 콘셉트를 도출하였으며, 45개의 ‘즐거움’

관련 감성어휘와 ‘즐거움의 요소’, 도출 및 시나리오 작성에 활용하였다.

4) 시나리오 설정 : 설문 및 정성조사를 기반으로 시나리오 작성, 총 3

명을 페르소나로 정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순차적으로 서술, 시나리

오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였다.

5) 콘셉트 도출 : 시나리오와 사용자 인터뷰 및 FGI, 및 적용 가능한

UX 디자인을 바탕으로 사용자들의 잠재적인 요구조건을 파악, ‘일상의

즐거움’을 바탕으로 한 콘셉트 2가지를 도출하였다.

6) 조형언어 확립 : 문제의 발견을 바탕으로 형태, 재료, 색채를 바탕

으로 하는 조형언어의 기호에 의미를 부여하고 구성하여 본 연구의 자율

주행차 조형에 적합한 조형언어를 확립하였다.

7) 디자인 시각화 : 도출된 콘셉트와 조형언어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미래 자율주행차 환경 및 상황설정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차 3가지 대시보드 중심의 실내 스타일링을 진행하였다.

8) UX 디자인 : 도출된 디자인 안과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일상의 즐

거움’을 고려하여 최종 20가지의 UX 디자인 및 시나리오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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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자율주행차

관련 즐거움

이론고찰

즐거움의

유형 조사

사례조사

자율주행차

디자인

‘일상의 즐거움‘ 정의 및 개념 정립

심층면접 및 FGI

결론

‘일상의 즐거움‘ 기반

UX 디자인

시나리오 및 콘셉트 도출

조형언어 정의 및 시각화

조형언어 기반

대시보드 중심 디자인

시나리오 및 콘셉트 기반

UX 디자인

[그림 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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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어의 정의

즐거움(Pleasure) : Oxford Dictionary는 즐거움(Pleasure)을 ➀‘행복한
만족과 기쁨의 느낌’, ➁‘필요성에 반하는 기쁨과 오락’, ➂‘흥미를 끌어내

는 사건이나 활동’, ➃‘감각적인 만족’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11) 본 연구

에서 ‘즐거움’을 '본성과 경험에 기반을 둔 활동과 결과를 통해 얻어지는

긍정적인 신체·정신적 기대, 충족 또는 쾌락적 감정'으로 정의하고자 한

다.

자율 주행(Autonomous driving) : 운전자가 직접 조작 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주행환경을 인식해 위험을 판단하고 주행경로를 계획하여 운전

자 주행조작을 최소화하며, 스스로 안전운행이 가능한 인간 친화형 자동

차를 말한다. 센서가 주변 환경을 인지해 주행경로를 자체적으로 결정하

며 독립적으로 주행하고, 운전자가 도로상황을 신경 쓰지 않아도 차량이

스스로 장애물을 피하며, 앞뒤 차 간격을 맞춰 주행한다. 또한 자율주행

차량은 셀프 드라이빙 (Self driving), 자동 주행(Automated driving)과

거의 비슷한 의미로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12)

자율 주행 5단계(5 levels of autonomous driving) : 자율 주행 5단계

는 미국자동차기술학회(SAE, The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에

서 자율주행 관련 기술정도를 레벨 0에서 레벨 5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레벨 0‘이 적용된 자동차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어떠한 기술을 보유하지

11)https://en.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pleasure

12)전황수·고순주, 「운전자에게는 자유를, 교통사고는 ZERO」, 한국전자통신연

구원, 2015,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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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자동차를 말한다. ‘레벨 1’은 긴급제동장치, 차선이탈경보장치 그리

고 크루즈 컨트롤 등이 달린 자동차를 뜻하며, 운전자가 늘 도로 상황과

차량의 주행 상태를 점검하고 스티어링 휠에 항상 두 손이 두어야 한다.

‘레벨 2’ 부분적 자율주행을 뜻하며,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자동차 스

스로가 조향 장치를 움직이고 앞차와의 간격 등을 고려해 스스로 속도를

줄이거나 내는 것도 가능하다. ‘레벨 3’은 자동차가 스스로 장애물을 감

지해 회피하고 길이 막히면 돌아간다. ‘레벨 4’는 ‘높은 등급의 자동화’를

의미하며, 복잡한 도심과 골목, 커브 등 돌발 상황이 예상되는 도로에서

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레벨 5’ 단계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복잡한 도

로에서도 100퍼센트 운전을 맡길 수 있으며, 사실상 운전자가 아닌 탑승

자라는 개념이 적용된 최종 단계이다.13)

UX 디자인(User Experience Design) : UX는 ‘User Experience’를 의

미하며 사용자의 경험을 고려하는 '사용자 경험'으로 해석된다. 사용자

경험(UX)은 사람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에 관한 주제를 연구하는 인간 컴

퓨터 상호작용(HCI : Human Computer Interaction) 분야에서 사용자 중

심 디자인(UCD : User Centered Design)을 설명할 때 종종 사용되었

다.6)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자 경험이 주요 화두로 부각되면서

여러 관점을 수용하며 그 범위도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개발자가 사

용자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경험을 파악하여 디자인하는 UX디자인은

모바일이나 IT전자 기기의 운영체제 또는 시스템 운용에 있어 사용자

지각이 반영되는 멘탈 모델에서 사용자의 지각, 학습, 사용성에 대한 '사

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 요소로 작용한다. 사용자 경험은 일반적

13)Skoda Automotive,「Five levels of autonomous driving」, Skoda

Storyboard, 2017,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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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업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환경 또는 과정으로 사용자에게 형성

되는 전반적인 경험을 지칭하며, 흔히 알고 있는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

털 기기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흔히 쓰이는 일반 제품들에도 널리 적용되

고 있다.14) UX디자인은 전체적인 디지털 제품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

스(UI)를 다방면으로 접근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으며, 디자인 제품의

형태, 행동, 그리고 콘텐츠를 정의하고 이러한 설계 전면을 모두 포괄한

다. 다시 말해 인간과 컴퓨터 간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인간의 측면에 더

욱 중점을 두며 모든 것을 생각한 큰 패턴을 통해 전반적인 인과관계를

생각하는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15)

14)댄 새퍼(저)·이수인(역), 「더 나은 사용자 경험(UX)을 위한 인터랙션 디

자인」, 에이콘, 2008, p.32

15)양근영·백진경·김석태, 「인간의 행동 유발에 따른 UX디자인의 사용 평

가 연구 : 스마트 폰의 감성적 선호도 조사 및 사용 평가」, 기초조형학연구,

Vol.14, No.4, 2013, pp.34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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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2.1. 제품에 관한 즐거움

자율주행차는 인공지능, 빅데이타, 무인주행을 비롯한 신기술이 대거

적용된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자 중심의 제품 관련 즐거움의 선행 연구는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 제품과 관련된 3가지의 즐거움 관련 연구를

조사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Patrick W. Jordan(1998)은 ‘제품 사용에 관한 4가지 즐거움’

에서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할 때 느끼는 즐거움을 4가지로 구분하여 각

각의 즐거움을 만족시켜야 사용자에게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

으며, 제품을 사용하는데 있어 사람들의 욕구가 기능성, 사용성, 즐거움

순으로 변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Jaasko와 Mattelmaki(2003)의 ‘즐거움 지향 디자인(Design

for Pleasurable)’은 기술적 부분을 중요시하는 제품 공급자 관점 보다

감성 기술 기반의 감동적 요소에 의해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고자 하는

사용자 관점의 변화와, 이로 인한 사용자 경험 가치(Value of User

Experience)의 비중이 미래 제품디자인에 점점 커질 것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즐거움 지향 디자인은 감성과 다양한 요소의 고려에 의해 사용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물리적⋅지적으로 편안하면서 동시에 감성적 즐거

움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언급하였다.16)

세 번째, Maslow는 욕구단계이론(Maslow's hierarchy of needs)에서

16)남미경, 「사용자 경험과 감성기술 기반에 의한 즐거움 지향 가전제품디자인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18, pp.20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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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중요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형성된다고 보았으

며, 욕구 변화를 통해 소비자로서의 개인의 변화와 이에 따른 디자인 전

략 변화를 설명하였다. 오늘날 대다수의 소비자들의 물질적인 욕구는 대

부분 충족된 상태이며, 물질적인 이익 추구보다는 동기를 중요하게 여긴

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곧 제품 개발에 있어서 사용성, 안정성, 편안함의

이슈가 충족되고 나면, 디자인의 장식적, 감성적, 상징적인 특성에 주안

점을 두고 이동한다는 것을 보여준다.17)

‘즐거움‘과 같은 감성요소는 사용성이나 기능성을 뛰어넘는 상위가치

이며, 즐거움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더 나은 감성적 가치를 제공해줄 수

있다.

2.1.1 Patrick W. Jordan의 4가지 즐거움

자율주행차 관련 즐거움 파악을 위해 Patrick W. Jordan의 ‘제품 사

용에 관한 4가지 즐거움의 유형’을 조사하였다. Jordan은 3단계로 이루어

진 다음[표 1]의 소비자 니즈 결정 단계(the hierarchy of consumer

needs) 연구에서 사용자들이 제품을 사용하는데 4가지 사용의 즐거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18) 4가지 사용의 즐거움(pleasure of use)은 기능

(functionality), 사용성(usability), 그리고 사용자가 제품에 대한 니즈를

결정하는 3단계(the hierarchy of consumer needs)로 구성되어 있으며, 1

17)정희숙·백명진·김재범, 「매슬로 욕구단계이론을 통한 병입 생수 브랜드의

디자인 분석」. 한국디자인학회지, 2011, p.177

18)Jordan, P. W, 「Human Factors for Pleasure in Product Use」, Applied

Ergonomics, 29(1), 1998, pp.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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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의 기능성과 2단계의 사용성이 충족된 후, 사용의 즐거움, 즉, 감성

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Jordan은 이 사용의 즐거움

을 물리적 즐거움(Physio-pleasure), 심리적 즐거움(Psycho-pleasure), 사

회적 즐거움(Socio-pleasure), 그리고 이상적 즐거움(Ideo-pleasure)으로

구분하고, 제품을 통해 이 즐거움들을 제공하여 만족도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19)

Jordan이 의미하는 3단계의 즐거움에 대해 설명하자면, 첫 번째, 물리

적 즐거움이란 제품의 사용에서 느낄 수 있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

각 등의 오감을 자극함으로써 신체적으로 직접 반응하며 얻게 되는 즐거

움을 의미한다. 육체를 통해 얻게 되는 감각 및 행동기반의 본능적 단계

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심리적 즐거움은 사용자의 제품을 사용하는

경험을 통해 뇌가 정서적, 감정적, 인지적 반응을 일으키며 발생시키는

즐거움과 흥분 등의 심리적 감성을 의미한다. 세 번째, 사회적 즐거움은

서비스와 제품을 기반으로 타인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즐거움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적 즐거움은 제품의 뛰어난 품질과 아름다

움, 개인적 가치와 경험 등에 부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미적 감각

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즐거움을 의미 한다.20) Jordan은 사용자들에게

사랑받는 제품이 되려면 기능성과 사용성을 만족시키고, 4가지 사용의

즐거움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Jordan, P. W, 「Designing pleasurable products: An introduction to the

new human factors」. CRCpress, 2002

20)이정민·주다영, 「차세대 이동공간 대상의 콘텐츠 감성 평가를 위한 우선순

위 도출」, 감성과학 제21권 1호, 2018,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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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내용 구성 내용 참고 이미지

1

단

계

기능성

(Functiona

lity)

　-

제품이 신뢰성을 지니고 본

래의 의도한 목적대로 원활

하게 기능이 동작하는 것을

의미

-

2

단

계

사용성

(Usability)
　-

제품의 지닌 본래의 기능성

을 넘어 사용자가 사용하는

현재의 만족도를 의미

-

3

단

계

사용의

즐거움

(Pleasure

of use)

물리적

즐거움

(Physio-

pleasure)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

각 등의 감각 기관을 자극

함으로써 신체적으로 직접

반응하며 얻는 즐거움

심리적

즐거움

(Psycho-

pleasure)

사용자의 뇌가 정서적, 인

지적 반응을 일으키며 발생

시키는 즐거움과 흥분 등의

감성

사회적

즐거움

(Socio-

pleasure)

서비스와 제품을 기반으로

타인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즐거움

이상적

즐거움

(Ideo-

pleasure)

제품의 품질이나 미적으로

아름다울 때, 그리고 개인

적 가치와 경험, 미적 감각

등에 부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느끼는 즐거움

[표 1] Jordan의 소비자 니즈 결정 단계



17

사람들의 욕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인데,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본성이기 때문이다. 가령, 차가 없는 사람은 작더라

도 본인의 차를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만, 일단 차를 갖고 난 다음에

는 더 좋은 차를 가지려고 한다. 실제로 경제수준에 따라 사람들이 자동

차를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지는데, 소형차를 타는 사람들은 연비 등과

같은 기능성에 집착하지만, 중형차부터는 편의성과 승차감 등 사용성에

관심을 두게 된다. 나아가 최고급 승용차를 타는 사람들은 운전의 즐거

움과 함께 부유함과 높은 신분을 과시하기를 원한다. 이런 맥락에서

Jordan은 제품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기능성-사용성-즐거움[그림2]으

로 변화한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보여주었다.21)

[그림 2] Jordan hierarchy of consumer needs

따라서 Jordan의 연구는 사람들의 제품사용과 관련된 욕구를 구조화

21)https://www.slideshare.net/SteveNg2/pleasure-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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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자율주행차도 제품의 하나이므로 큰 틀에서는

Jordan‘s Hierarchy가 즐거움 기반의 자율주행차 디자인 연구에 적용 가

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1.2 Jaasko와 Mattelmaki의 플레쥬어러블 디자인

제스코(Jaasko)와 매터마키(Mattelmaki)는 ‘즐거움 지향 제품과 인터

페이스 설계에 관한 2003 국제 학술대회‘에서 플레쥬어러블(Pleasurable)

디자인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플레쥬어러블 디자인은 두 단계로 나

눌 수 있으며, 외형(심미성)과 사용자 인터페이스(기능성 및 유용성)를

고려하는 단계와 사용자의 성격(사회·문화적 맥락), 제품의 의미(시간·역

사적 맥락), 환경(물리적 맥락), 상호작용(사용성 맥락), 제품 신규성(시

장 맥락)을 지니는 단계로 각각 구분하였다. 그리고 플레쥬어러블 디자

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언급한 두 단계 레벨을 순차적으로 모두 충족해

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감정을 생성하여 사용 제품

의 오류를 최소화하거나 기능을 해석하고, 작업의 복잡성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 사용자 경험 프레임 워크(User Experience Frameworks)를

받아들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22)

22)Jaasko, Vesa. and Tulli Mattelmaki, 「DPPI Proceedings of the 200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signing Pleasurable Products and Interfaces」,

Pittsburgh, PA, USA, 2003, pp.23～26.

Frank Spillers, 「Emotion as a Cognitive Artifact and the Design

Implications for Products That are Perceived As Pleasurable」, Experience

Dynamics, 2004, p.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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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즐거움을 지향하는 디자인’에서 기술적 부분을 중요시하는 제

품 공급자 관점 보다 감성 기술 기반의 감동적 요소에 의해 제품과 서비

스를 선택하고자 하는 사용자 관점의 변화와, 이로 인한 사용자 경험 가

치(Value of User Experience)의 비중이 미래 제품디자인에 점점 커질

것이라 예측한 도널드 노만의 학문적 견해와 맞닿아 있다. 따라서 이들

의 학문적 견해를 종합해보면 즐거움 지향 디자인은 감성과 다양한 인적

요소들의 고려에 의해 사용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물리적·지적으로

편안하면서 동시에 감성적 즐거움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전체론적

(Holistically) 디자인 접근방식으로 정리 할 수 있다.23)

즉, 디자인에 있어 즐거움을 지향하는 것은 제품자체의 기능적이며

사용성이 뛰어난 가치보다는, 사용자들의 감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위

의 디자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2.1.3 Maslow의 욕구단계이론

매슬로의 욕구단계이론(Maslow's hierarchy of needs)[그림3]은 인간

의 기본적인 욕구가 중요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형성된다고 보았다. 가령,

생리적 욕구와 같은 가장 하위단계의 욕구가 충족되면, 다음 단계인 안

전의 욕구가 나타나서 충족하고, 또 그 상위의 단계인 애정 및 소속의 욕

구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처음 요구되는 욕구는 다음 단계에서

달성하려는 욕구보다 강하고 해당 욕구가 만족되면, 다음 단계로 점진적

23)남미경, 「사용자 경험과 감성기술 기반에 의한 즐거움 지향 가전제품디자인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18, pp.20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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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동을 한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하는 ‘생리적 욕구’는 허기를 면하고 생명

을 유지하려는 욕구로서 가장 기본인 의복, 음식, 가택을 향한 욕구에서

부터 성욕까지 포함하며, ‘안전 욕구’는 생리적 욕구가 충족된 후 나타나

는 다음단계의 욕구로서 위험, 위협, 박탈(剝奪)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불

안을 회피하려는 욕구이며 구조, 법, 질서를 추구하려는 욕구이다. ‘소속

감과 사랑의 욕구’는 애정을 주고받으며, 가족, 친구, 친척 등과 친교를

맺고 원하는 집단에 귀속되고 싶은 욕구이며, ‘자기존중의 욕구’는 사람

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인간의 기초가 되는 욕구이다. 자아존중과 자

신감, 성취, 존중 등에 관한 욕구가 여기에 속한다. 최상위단계인 ‘자아실

현 욕구’는 자기를 계속 발전하게 하고자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

하려는 욕구이다. 다른 욕구와 달리 자아실현 욕구는 충족될수록 더욱

증대되는 경향을 보여‘성장 욕구’라고 부르기도 한다. 배우고 이해하려는

인지 욕구나 심미 욕구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편견 없는 포용적 태도를

추구해가는 단계이다.24)

매슬로가 말하는 욕구 변화는 소비자로서의 개인의 변화와 이에 따른

디자인 전략 변화를 잘 설명하고 있다. 내구재 시장에 있어서는 업 마켓

(Up-market)과 다운 마켓(Down-market) 사이의 차이가 거의 없는 오늘

날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물질적인 욕구는 대부분 충족된 상태이며, 사람

들은 물질적인 이익 추구보다는 동기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곧 제품 개발에 있어서 사용성, 안정성, 편안함의 이슈가 충족된

후, 디자인의 장식적, 감성적, 상징적인 특성에 주안점을 두고 이동한다

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동기와 상황에 따라, 제품의 인지적 속성은 유

형적 자산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25)

24)https://ko.wikipedia.org/wiki/매슬로의_욕구단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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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aslow's hierarchy of needs

2.2. 자동차와 관련된 즐거움

190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은 자동차를 유용성이 입증된 운

송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독일의 출판업자 마이어(Meyer, J.)가

과학기술에 중점을 두고 발간한 1906년도의 마이어 백과사전에 의하면

“아직도 대부분의 자동차가 스포츠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스포츠용에서 필수적인 이동수단으로 발전한 자전거와

비슷하게 바뀔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1900년대 이전의 초기 자동차는

25)정희숙·백명진·김재범, 「매슬로 욕구단계이론을 통한 병입 생수 브랜드의

디자인 분석」. 한국디자인학회지, 2011, p.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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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사치품으로 인식되어 일부 부유층 또는 귀족들이 즐거움의 도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1910년 이후 자동차의 보급과 자동차 문화의

성숙과 함께 자동차를 대하는 사람들의 욕구에 따라 자동차의 유형이 나

뉘게 되었다.

특히, 독일에서는 2차 대전을 전후로 자동차가 점차 보편화됨과 동시

에 사람들에게 자동차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사람들은 차를

타고 장거리 여행이나 휴가를 떠나고, 수리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때 사용하기도 하는 등 삶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 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자동차에 대한 개념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였으며, 자동차를 ‘개인

의 연장(延長)’이라고까지 보지 않더라도 최소한 옷이나 장식품과 같은

개인의 표현물일 수는 있다고 보았다. 한 자동차의 상표나 장비는 그 주

인의 사생활을 반영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연령과 사회화를 통해 무의식

적으로 형성된다. 출세하면 학생 때 탔던 자동차에서 세단으로 자동차

등급이 올라가고, 가족이 늘어나면 밴으로 바뀌며, 마지막으로 최상의 시

기가 되면 꿈을 이루기 위해 값비싼 스포츠 쿠페로 바뀐다.26)

자동차는 사람들에게 추억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소유의 즐거움을 선

사하였다. 자동차는 그 자체로도 사람들에게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대외 선전용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집과는 달리 차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알려주었다. 이를 통

해 자동차는 점차 사람들에게 소유의 즐거움을 부여하고 동시에 욕망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차를 소유한 사람들은 차를 애착의 대상으로 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차를 돌보고 꾸미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 세차,

수리, 실내청소, 튜닝, 그리고 도색 등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만의 개성을

지닌 차로 변화시키며 정성을 다하였다.

26)Kurt Möser, 「Geschichte des Autos, Campus Verlag」, 2002, pp.37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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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돌보고 꾸미는 즐거움은 단순히 스티커를 붙이는 것에서 글라스

틴팅(Glass Tinting), 안테나, 범퍼 및 그릴, 스포일러 조립에 이르기까지

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자동차 액세서리 및 개조산업이 제공하는 상품

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자동차 액세서리는 개성화 및 새로운 모델의 보

유를 비롯하여 고급차로 업그레이드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었다.

오래전부터 그런 유희적인 디자인 변경이 소수 자동차 마니아들의 특권

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일부 그룹에서만 통상적으로 사용되던 다양한 액

세서리가 이제는 생산 공장에서부터 제공되기에 이르렀으며, 자동차 사

용자들의 트렌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자동차 디자인에서 이러한

현상은 패션디자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매력적인 자기화가 최고

조에 달한 것은 클래식 카의 복원이나, 부품들을 가지고 스스로 차를 조

립하는 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개조문화를 살펴보면, 자동차에 대

한 사랑이 무관심보다 훨씬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동차는 사람들에게 합리적 계산에 따라 조종하는 이용하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차에 엄청나게 쏟아 붓는 에너지와 비

용을 통해 단순한 소비 관계를 넘어서, 이 공업생산품이 갖는 익명적 대

량 생산의 특성에 도전함과 동시에 정서적인 관계를 만들어낸다.27)

다수 사람들의 자동차 소유는 곧, 주택 소유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사람들은 자동차를 타고 자유롭게 교외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은 도심에서 벗어나 도심 외곽에 거주하며, 직장과 거주

지의 분산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미국식 모델은 점차 유럽으

로 확산되어 도시의 주변부로 거주지역이 확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자동차는 사람들이 쇼핑하고 여가를 즐기는 등의 삶의 방식 변화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자동차는 건축과 도시설

27)Kurt Möser, 「Geschichte des Autos, Campus Verlag」, 2002, pp.37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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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도 큰 변화를 주었다. 도심 외곽에 위치하며 주차시설을 갖추고 간

이 차고와 진입도로까지 확충하는 등의 일련의 변화를 수반하였다. 자동

차 문화가 건축 문화에 새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순서 유형 내용

1 소유의 즐거움

호화롭고 럭셔리한 자동차는 자유로움, 신분과시,

자신의 개성, 라이프 스타일, 부 등을 표현하는 수

단이자 상징이다. 자동차를 미적 쾌감 및 만족감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즐거움도

포함된다.

2 관리의 즐거움

자동차를 애착의 대상으로 보고 능동적인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차를 돌보고 꾸미는 즐거움을 느낀다.

세차, 수리, 실내청소, 튜닝, 그리고 도색 등의 과정

을 통해서 자기만의 개성을 지닌 차로 변화시키며

정성을 다하며 느끼는 즐거움이다.

3 운전의 즐거움

일상에서 벗어나 자동차를 운전하며 스릴과 속도감

을 통한 몰입의 자유를 만끽하는 즐거움이다. 역동

적인 주행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즐거움이 바로

운전의 즐거움이다.

4 일상의 즐거움

차를 타고 여행이나 휴가를 떠나고, 차안에서 휴식

을 취하며,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일상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즐거움이다. 삶의 일상적이고 소소

한 순간을 언제나 함께 하는 즐거움.

[표 2] 자동차 관련 즐거움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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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사람들에게 운전의 즐거움도 선사하였는데, 빠른 속도를 즐

길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로움을 주었다. 자동차는 단순

한 이동 수단을 넘어 소유의 즐거움, 관리의 즐거움, 운전의 즐거움, 그

리고 일상의 즐거움까지 제공해주었다.

자동차는 산업사회의 다른 생산품들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감각적이

고 미적이고 정서적인 즐거움과 욕구를 위해 발전해왔다. 시간이 흐른

후 이동과 운반 같은 실용적인 목적들이 덧붙여졌다. 자동차에는 암묵적

이고 은밀하며 어둡고 승인되지 못하는 욕구들이 결합 되어있다. 이러한

욕구들은 일반적으로 막연한 상태로 있으며, 설문조사에서도 거의 공공

연하게 인정되지 않고, 실질적인 유용성과는 관계가 적은 편이다. 또한

학술적으로 조사하기가 쉽지 않다. 자칫 그것들을 평가절하하고 비웃거

나 비정상적이며 위험하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확히 관찰하고 이해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이 은밀하고 잘못된

욕구들이야말로 개인화된 동기부여이자, 믿을 수 없는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위험한 자동차의 욕구들은 계몽을 통해서나 자동차

의 길들임을 통해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성에

서 벗어나 대중교통으로 옮겨 타는 일을 그토록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

로 이 욕구들 때문이다.28)

이 같은 욕구들은 사람들에게 마을버스와 같은 편리한 대중교통 대신

각자의 차고에 유선형의 멋진 자동차를 두게 하였고, 공중전화를 사람들

각자의 손목 위에 멋진 스마트워치로 대체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대중교통은 사람들의 개인화, 주체화, 유연화라는 욕구에 밀려버리고 말

았다. 지속 가능한 이동 또는 합리적인 개인 이동 수단이라는 콘셉트는

더 이상 대중의 문화나 욕구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비슷한 그 어떤 콘셉

28)Kurt Möser, 「Geschichte des Autos, Campus Verlag」, 2002, pp.38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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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도 대중이 가진 깊은 내밀한 욕구를 대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여가 활용을 위한 최적의 도구로 발

전했으며, 소유자의 개성을 표현과 사회적 지위를 간접적으로 암시한다.

또한 즐거움과 자유를 주는 의미로 발전하고 있다. 자동차가 한낱 이동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면 사람들은 오토바이, 패러글라이딩, 제트스키에

열광하거나, 모터스포츠에 빠져들어 스피드를 즐기고 운전의 즐거움을

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자동차 관련 즐거움의 유형은 다음[표 2]과

같다.

일반 자동차와 자율주행차 구분에 따른 즐거움 중에서 ‘운전의 즐거

움‘은 5단계 완전 자율주행 환경에서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유의

즐거움’과 ’관리의 즐거움’은 공유경제 확대와 함께 차량의 소유 감소로

즐거움이 줄어들 것이다. 반면, ’일상의 즐거움‘은 자율주행 환경에서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2.1 소유의 즐거움

자동차는 소유의 쾌락을 안겨준다. 이는 무엇보다도 대외선정용 효과

를 바탕으로 한다.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보다 더

공개적이며 노출 빈도가 높다. 이는 은밀하며, 잠재적인 욕망에 기인함을

뜻한다. 소유의 즐거움에는 차 외형에 대한 미적 쾌감, 만족감 등도 포함

하며, 언제라도 타고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주는 즐거움과 움직이는

사적 공간에 자기만의 특징을 부여할 수 있다는 기능성도 포함하고 있

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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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래의 자율주행차 환경에서 소유의 즐거움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 번째, 자율주행차 보급을 바탕으로 소유의 패러다임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율주행차를 기반으로 차량 공유가 활발하게 일

어날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차량 소유가 줄고, 자동차 공동소유, 또는

공유서비스 확대가 예상되는바 소유의 즐거움은 감소할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차량 공유경제는 급격하게 성장하는 중이다. 2021년까지 차

량공유를 3500만 명이 사용할 예정이고, 2030년에는 4억 명 이상이 이용

할 것으로 예측된다.30) 차량공유는 자율주행 차량의 도입으로 더욱 활성

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되면 파괴적 혁신으로 무

장한 공유경제형 교통서비스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무인 운송서

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의 차량 이용 패턴, 공유경제 등 패러다임

의 큰 변화를 의미한다.31) 임두빈(2018)에 의하면 자율주행차의 대중 보

급 시점인 2030년 이후를 기점으로 차량 공유서비스가 가장 활발할 것으

로 추측되며, 자율주행은 차량공유의 편의성을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

다.32) 우버(Uber), 리프트(Lyft), 그랩(Grab) 등의 메이저 차량공유 서비

스 업체들은 이미 자율주행 관련 연구와 함께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

다. 특히 우버의 경우 어드밴스트 테크놀로지 그룹(Advanced

Technology Group) 연구소에서 2016년부터 자율주행차를 운영 중이며,

현재 승객을 태우고 일부 구간에 한해 부분자율주행을 운행하고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율주행차의 장점 중에서 차의 특성을 가장 잘 활

29)Kurt Möser, 「Geschichte des Autos, Campus Verlag」, 2002, pp.374-375

30)Bert, J.·Colie, B.·Gerrits, M.·Xu, G. 「What’s Ahead for Car Sharing?」

The Boston Consulting Group, 2016

31)장원재·박준석, 「공유경제시대의 교통체계 기본구상」.한국교통연구원, 2015

32)임두빈·장진영, 엄이슬, 「미래 자동차 권력의 이동」. 삼정 Insight 56호. 삼

정KPMG 경제연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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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공유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다. 도심의 주차문제

와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공유서비스는 각광을 받고 있다. 개인

이 차를 소유할 때 지출하는 비용도 상당히 줄어들어 경제적인 이점도

분명하다. 따라서 자율주행 환경 아래에서 공유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개

인의 차량 소유비율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유의

즐거움 중 대외선전용 효과와 관련하여, 우버가 시행중인 우버 블랙

(Uber Black)과 같은 프리미엄 서비스는 일부 사람들에게 부분적인 만족

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개인 소유의 자동차를 바라보는 미적 쾌감 및 만족감과 관

련하여, 자율주행 환경에서 차량의 미적 만족도는 감소할 것이다. 제품이

점점 고도화되고 사용자 경험이 중요해질수록 스마트폰과 같이 제품의

외형에 집중하기 보다는 내부의 인테리어 디자인, GUI, UI, 그리고 사용

자경험 디자인과 같은 요소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유의 즐거움 중, 자동차의 외장을 바라볼 때 느끼는 미적

쾌감과 만족감은 감소될 것이다. 반면, 실내에서 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한 감성적 요소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2.2 관리의 즐거움

관리의 즐거움은 ‘차를 애착의 대상으로 보고 능동적인 다양한 활동

을 통해 차를 돌보고 꾸미는 즐거움과 세차, 수리, 실내청소, 튜닝, 도색

등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만의 개성을 지닌 차로 변화시키며 정성을 다하

는 즐거움’이라 정의할 수 있다. 최근 온라인 자동차 클럽 등의 동호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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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지식 및 경험 공유를 통해 차를 돌보고 꾸

미는 활동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정부는 국민부담 완화, 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구조 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차를 꾸미거나 구조를 바꾸는 등의 튜닝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도 마무리하였다. 사람들은 이를 통해 스스로 차를 관리하는 즐거움

을 느낄 수 있고 법령개정을 통해 환경도 조성되었다.

그러나 미래 자율주행 환경에서는 차량공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

선과 공유시스템의 활성화로 말미암아 관리의 즐거움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차량 공유가 확대되면 차량의 소유에 대한 욕구도 점차 사라

질 것이다. 다만, 일부 자신만의 특별한 차를 원하고 소유하고 싶은 사람

들에게는 관리의 즐거움이 여전히 의미 있을 것이다. 도색, 튜닝 등의 개

인맞춤형 니즈는 개인 소유 자율주행차에 있어 관리의 즐거움을 줄 것으

로 예상되나,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차는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100% 전장화되고 제어가 가능한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전장화와 AI가 결합된 자율주행자동차는 스

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차량의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한다. 가령, 자율주

행차가 자가진단을 한 후,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차량 스스로 정비소에 가서 정비를 받고 오는 것

도 가능해질 것이다. 차량 운전자가 직접 정비하고 관리하는 일이 줄어

들며, 관리 역시 차량공유 회사에서 시스템 속에서 이뤄질 것이다.

다만, 자율주행차는 차량의 특성 상 기존의 일반 자동차에 대비 외

부 보다는 내부, 또는 사용자 경험적 요소에 더 집중 될 것으로 보이며,

물리적인 요소보다는 디지털 요소와 관련된 즐거움이 강조될 것으로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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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운전의 즐거움

운전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주는 것이

다. 운전자가 차량을 이해하고 잘 운전하는 능력을 습득한 뒤에서야 비

로소 운전의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한 운전 경험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

다. 로마이스 슈트라케(1998)는 그의 저서 ‘여가 이동성‘에서 운전이 주는

즐거움의 결과는 일종의 흐름(Flow)이라 하였으며, 이는 “기쁨, 강한 집

중, 자신의 능력에 대한 도전, 흐름속의 움직임, 시간과 공간의 망각, 초

월, 최고의 행복감 등의 감정이 복합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필리우스

(1920)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운전대를 잡으면 다른 운전자를 이기겠다는

욕심을 가지게 되며, 그 결과 승리는 흥분과 쾌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주

장하였다. 운전은 사람들에게 감각적이고 특별한 즐거움과 경험을 줄 뿐

아니라 자율성을 부여하고 내면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 미래 자율주행차 환경에서는 운전의 즐거움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4단계까지 고도화된 자율주행차 환경에서는 탑승자에게 부분

적인 운전이 요구된다. 그러나 5단계의 완전한 자율주행차 환경으로 바

뀌면 더 이상 운전은 필요 없으며, 탑승자에게 일부 요구되던 운전개입

이 사라질 것이다. 다만 ‘운전의 즐거움‘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개인과

제조사 중심으로 사용자가 운전에 개입하는 환경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예상된다.

2016년 미시건 대학교에서 전 연령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율주행차 관련

설문조사33)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조사 참여자 중 여성의 48%

33)Schoettle, B.·Sivak, M., 「Motorists' Preferences for Different Levels of

Vehicle Automation」, Technical Report, 2016, pp.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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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율주행차를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고, 여성 응답자의 대다수가 자율

주행차에 대한 낮은 신뢰도가 그 이유라고 대답한 반면, 43%의 부정적인

의견을 낸 남성응답자 중 대부분은 자율주행차를 사용하고 싶지 않은 이유

로 운전하는 즐거움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라는 반응을 보였다.34) 위의

설문조사는 사람들이 차에 바라는 ‘운전의 즐거움’을 잘 보여주며, 일반

자동차에서 느끼는 운전의 즐거움이 관성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흥미

롭게도 이같이 관성을 가진 사용자들을 어떻게 자율주행차의 탑승자로

끌어올지는 운전의 즐거움에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기도 하다. 같은 맥

락에서 2017년 BMW는 자율주행 환경이 도래하더라도 여전히 운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선언을 하였다. 현재 운전의 즐

거움은 다른 제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즐거움이다. 또한 오

직 자동차만이 운전자에게 줄 수 있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

기 보다는 자율주행차 환경에 어울리는 운전의 즐거움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자동차 경주와 같은 쾌감, 스릴, 속도감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위험과 차체를 제어할 수 있는 기쁨을 준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운전의 즐거움은 고카트(GoKart), F1 레이싱과 같은 스포츠 엔

터테인먼트 영역에서 부분적으로 가치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

차 환경에서 운전의 즐거움을 제공해줄 만한 요소를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운전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세 가지 즐거움과는 달리 자율주행 환경에서 대체될 수 없는 유

일한 즐거움의 영역으로 간주 될 것이다.

34)박기철·정의철, 「완전 자율주행 환경에서 감각의 확장을 통한 이동의 즐거움

을 향상시키는 UX디자인 컨셉 제안」, 한국자동차공학회, 2017, p.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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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일상의 즐거움

차와 관련된 즐거움 중 일상의 즐거움은 소유, 관리, 운전의 즐거움과

함께 경제적인 활동, 일상적인 생활, 그리고 삶이라는 역사와 함께 해왔

다. 특히, 1910년대 이후 포드의 대량생산으로 차량 생산과 판매대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차를 타고 여행이

나 휴가를 떠나고, 차안에서 휴식을 취하며,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행

복한 시간을 보내고, 나만의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싶을 때 자동차는 늘

함께였다. 차로 말미암아 삶의 일상 속의 소소한 순간을 함께 하는 즐거

움이 늘어나게 되었다. 일상 속 자율주행차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즐거

움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자율주행차는 사람들에게 시공간의 제약에

서 벗어나게 해준다. 또한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대신해주며, 스스로 학습도 가능하다.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일상에서 자

율주행차 관련 즐거움을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스스로 운전하여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 환자, 장애인, 아동

등 타인의 도움 없이, 자율주행차를 이용하여 원하는 장소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부터 운전면허 취득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동의 자유와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특히, 사

용자 중 노인의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 고령화 추세로

갈수록 노인이 늘어나고 있으며, 노인은 노화로 인해 외출이나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농어촌지역 역시 고령화가 더욱

심각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며, 노인들의 병원방문, 여가활동 등의

이동은 중요하다. 노인이 이동하지 못하면 우울감이 증가하고 삶의 만족

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율주행차는 노인을 비롯헤 이동이 불

편한 사람들에게 사람의 만족도를 높여줄 것이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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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자율주행차는 시간 낭비와 주차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

게 도와준다. 완전 자율주행차 환경에서 탑승자들은 운전없이 이동시간

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주차장소를 찾아 주차하

는 수고를 덜어준다. 탑승자가 언제 차량을 다시 사용할지 알려주면 스

스로 지정된 시간에 자율주행차가 대기하여 이용할 수 있다.

세 번째, 자율주행차의 사용은 차량에 들어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 자율주행차는 스스로 도착지와 경로를 고려하고 교통체

증을 피하고, 최적의 경로와 속도를 찾는다. 이는 곧 차량에 들어가는 연

료 소모를 최소화하고 시간을 절약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자율주

행차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스스로 충전소로 이동하여 연료를

충전하거나 수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시간의 효율적인 사

용과 비용절감에 따른 경제적인 즐거움을 준다.

네 번째, 완전 자율주행차 환경은 교통 사고율을 현저히 낮출 수 있

다. 자율주행차는 사고수렴제로를 바탕으로 시스템과 환경이 설계된다.

따라서 운전자의 인지장애 및 실수, 내·외부 환경적인 요인으로 초래 가

능한 대부분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매년 평

균 교통사고로 전 세계에서 124만명이 사망한다. 국내 통계청이 발표 자

료에 의하면 국내 교통사고 원인 90% 이상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추정된

다. 국내 고속도로 교통사고 5건 중 1건은 졸음운전으로 발생한다. 일반

교통사고 보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2배 더 높은 치사율을 보였다.

자율주행차는 이와 같은 사람의 한계를 극복한다. AI나 컴퓨터는 사람처

럼 졸지 않으며, 주의를 빼앗기는 일도 없기 때문이다.36) 자율주행차에는

다양한 센서가 탑재되는데, 이는 사람들의 눈과 귀 역할을 해준다. 제한

35)이나영, 「고령사회, 자율주행차의 최대고객은 노인」, 헬스경향칼럼, 2017

36)김정훈,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의 현재와 미래」, 정보통신기술센터,

2017, p.4.



34

된 인간의 인지능력을 확장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가령, 어두운 밤이나

안개 낀 도로를 운전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나, 자율주행차에 탑

재된 정밀한 센서는 사람보다 정확하게 주변의 사물을 인식해 회피 및

주행을 도와준다. 자율주행차는 일상에서 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욕구

를 충족시켜주고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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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율주행차 문헌연구

3.1. 자율주행차의 개념과 정의

자율주행차(Autonomous Vehicle, Self-Driving Car)는 ‘운전자가 직

접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주행환경을 인식해 위험을 판단하고 주행

경로를 계획하여, 스스로 안전운행이 가능한 인간 친화형 자동차’로 정

의37)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를 무인자동차(Unmanned Vehicle,

Driverless Car)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나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국방

과 같은 분야에서 무인으로 임무를 달성하는 차량을 무인자동차라 하고,

일반 승용차와 같이 항상 사람이 탑승한 상태에서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차량을 자율주행 자동차라 구별한다.38)

인지

▶

판단

▶

제어

Ÿ ADAS센서

(카메라, 레이더 등)

Ÿ V2X

(V2V, V2I 등)

Ÿ 정밀지도

Ÿ 주행전략 결정

(추월, 회전, 가·감속 여부

등)

Ÿ 주행경로 생성

(목표궤적, 목표속도 등)

Ÿ 차량제어

(조향각 /가 ·감속

제어)

[표 3]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세스

37)전황수·고순주, 「운전자에게는 자유를, 교통사고는 Zero : 자율주행자동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5, p.3.

38)구보람·주다영, 「사용자 관점의 자율주행 단계 별 인터랙션 특성」, 예술인

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7, p.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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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는 [표 3]의 인지-판단-제어의 3단계39)의 프로세스를 거치며

주행한다. 인지단계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가장 핵심인 기술이라 볼 수

있는데, 주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야 운행에 필요한 판단을 내릴 수 있

기 때문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파악하는 주행 정보는 앞차와의 안전거

리, 현재 주행하는 차선 읽기, 커브 구간 및 직선 구간 구분하기, 전방에

돌발 상황 및 사람 감지하기 등이 있다. 인지단계에서 현재 사용 중인

GPS 정보가 아닌, 오차가 적은 정밀한 GPS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LAIDAR(Light Detection & Ranging)라는 자동차용 첨단 레이저 센서

를 이용해 주변 사물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내는 것이 첫 단계의 핵심

이다. 두 번째, 판단단계는 인지단계의 정보를 바탕으로 주행 전략을 결

정하는 단계이다. 인지단계와 판단 단계의 기술이 얼마나 잘 조화를 이

루냐에 따라 자율주행의 완성도가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제어단계는 엔

진 구동 및 주행 방향 등을 결정하여 주행을 도와준다. 인지단계가 감각

기관을 통해 사물들을 파악한 후, 판단단계는 뇌를 통한 사고과정, 제어

단계는 직접 움직이는 팔과 다리에 비유할 수 있다.40) 자율주행차가 인

지, 판단, 제어를 통해 안전운행이 가능한 이유는 센서 기술이 고도화됨

에 따라 센서를 통한 주변 환경 인식이 가능하고, 인공지능 및 컴퓨터의

발전으로 운전자 역할을 대신하여 독립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이

다. 이는 급속한 전장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동차 산업계에서

사용자의 주행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운전자 지원 시스템(DAS; Driver

Assistance System)과 같은 기술개발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가능하였다.41)

39)Detlev Mohr, Hans-Werner Kaas, 「Automotive revolution perspective

towards 2030」, McKinsey&Company, 2016, pp.8-9.

40)김영재, 「자율주행자동차, 장점만 생각할 때는 지났다. 이제는 문제점을 파

악하고 해결해야 할 때」. 오마이뉴스 칼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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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 덕분에 자율주행차는 안전사고

예방, 에너지 절감,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등의 다양한 장점

이 있다. WHO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매년 전 세계 125만명이 사망하고

있다.42) 컨설팅 전문 회사 맥킨지(Mckinsey)에 의하면 자율주행차 적용

으로 2030년 이내로 교통사고가 2015년 대비 9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43) 사고수렴 제로를 목표로 하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교

통사고 관련 사망자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절감과 관련, 자율주행차 기술이 카 쉐어링(Car Sharing)을

활성화하여, 자동차 사용을 줄여줄 것이다. 또한 자율주행차가 일렬로 기

차처럼 고속도로를 통해 이동하는 고속도로 열차(Highway Trains of

Tomorrow)를 만들어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며 동시에 에너지 소비

를 감축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EnoCenter에 따르면, 미국 내 운행 자동

차 중 10%가 자율주행차일 경우 매년 37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측된다.44) 자율주행차는 목적지로 가는 최적의 경로와 속도를 스

스로 계산해 연료 및 시간을 최소로 사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의 관점에서 자율주행차가 사회

전반에 확대되면 노년층 및 장애인과 같은 심약자의 가동성이 확장될 뿐

만 아니라, 도로 혼잡과 대형사고 등 인적 요인으로 인한 교통 문제 해

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운전자를 운전대와 전방 주시 의무

41)Rhiu, I., Kwon, 「Research Issues in Smart Vehicles and Elderly Drivers:

A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Interaction,

31(10), 2015, pp.635-666.

42)Magaret Chan, 「Ten years in public health 2007-2017」,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7, p.107.

43)Detlev Mohr, Hans-Werner Kaas, 「Automotive revolution perspective

towards 2030」, McKinsey&Company, 2016, pp.8-9.

44)Detlev Mohr, Hans-Werner Kaas, 「Automotive revolution perspective

towards 2030」, McKinsey&Company, 2016,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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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해방시키므로, 운전자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다채로운 차량 내 경

험을 가능하게 해준다.45)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거시적 관점에

서는 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 오류를 줄여 교통사고 및 교통체증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46) 미시적 관점에서는 주행 과업을 위임함으로써

물리적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른 다양한 가치 창출이 가능

해질 것으로 보인다.47)

현재 구글, 애플, 우버와 같은 IT기업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IT 관

련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IT 서비스를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지닌 다양한 서비스와 플랫폼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48) 또한 IT 기

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자율주행차 전장 부품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IT 기업과 완성차 제조사는 연구 개발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애플, 우버, 구글과 같은 IT 기업은 레벨3-4의 완전 자

율주행에 가까운 단계를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 완성차 제조사는 레벨

2-3의 부분 자율주행 연구와 차체 구성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

전기전자학회에 따르면 본격적인 상용화는 2020년 이후이며 2040년경에

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전 세계 차량의 7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49)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련 주요 업체에서의 자율주행차 연구는 가속화될 것으

45)전황수·고순주, 「운전자에게는 자유를, 교통사고는 Zero : 자율주행자동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5, p.5.

46)Choi, J. K.,·Ji, Y. G.「Investigating the Importance of Trust on Adopting

an Autonomous Vehicl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Interaction, 31(10), 2015, pp.692-702.

47)Rhiu, I., Kwon, 「Research Issues in Smart Vehicles and Elderly Drivers:

A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Interaction,

31(10), 2015, pp.635-666.

48)조재환. 「구글카 vs 애플카, 미래 놓고 격돌」2015 Retrieved from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50922083300

49)이정훈·김현용. 「자동차에 전기가 흐른다」, 이베스트투자증권31(10), 2015,

pp.63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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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정의 주요 내용
인

지

제

어

책

임

시스템

작동환경

Level

0

비자동화

(No Driving

Automation)

운전자가 전적으로 모든

조작을 제어하고, 모든 동

적 주행을 조장하는 단계

운

전

자

운

전

자

운

전

자

-

Level

1

운전자 보조

(Driver

Assistance)

자동차가 조향 지원시스

템 또는 가·감속 지원시스

템에 의해 실행되지만 사

람이 자동차의 동적 주행

에 대한 모든 기능을 수

행하는 단계

운

전

자

운

전

자

운

전

자

몇 가지

운전모

드

[표 4] SAE 기준에 따른 자율주행 레벨 5 및 시나리오

로 전망된다. 다음의 ‘[표 4] SAE 기준에 따른 자율주행 5단계 및 시나

리오‘50)는 미국자동차기술학회(SAE, The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에서 자율주행 관련 기술 정도를 레벨 0에서 레벨 5로 구분한

내용이며, 2013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 정한 레벨 0부터

레벨 4도 새로 도입된 SAE기준을 따르며, 대부분의 자율주행차 관련 연

구는 SAE 기준을 따르고 있다.

50)The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Levels of automation」, 2016,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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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2

부분 자동화

(Partly

Automated

Driving)

자동차가 조향 지원시스

템 또는 가·감속 지원시스

템에 의해 실행되지만, 주

행환경의 모니터링은 사

람이 하며 안전운전 책임

도 운전자가 부담

자

동

차

운

전

자

운

전

자

몇 가지

운전모

드

Level

3

조건부

자동화

(Highly

Automated

Driving)

시스템이 운전 조작의 모

든 측면을 제어하지만, 시

스템이 운전자의 개입을

요청하면 운전자가 적절

하게 자동차를 제어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도

운전자가 부담

자

동

차

자

동

차

운

전

자

몇 가지

운전모

드

Level

4

고도자동화

(Fully

Automated

Driving)

주행에 대한 핵심제어, 주

행환경 모니터링 및 비상

시의 대처 등을 모두 시

스템이 수행하지만, 시스

템이 전적으로 항상 제어

하는 것은 아님

자

동

차

자

동

차

자

동

차

몇 가지

운전모

드

Level

5

완전자동화

(Full

Automation)

모든 도로 조건과 환경에

서 시스템이 항상 주행

담당

자

동

차

자

동

차

자

동

차

모든

운전모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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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단계로 구분된 자율주행차 레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레벨 0

‘이 적용된 자동차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어떠한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자동차를 뜻한다. 이때 운전자가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 해야만 한다. ‘레

벨 1’은 크루즈 컨트롤, 차선이탈경보장치 그리고 긴급제동장치 등이 달

린 자동차를 뜻하며, 지정된 속도를 유지하고 차선이탈 시 경보음을 낸

다. 그렇지만 이것은 운전 보조 장치에 불과할 뿐이다. 운전자는 늘 도로

상황과 차량의 주행 상태를 점검하고 스티어링 휠에 항상 두 손이 두어

야 하는 단계이다. ‘레벨 2’ 부분적 자율주행을 뜻하며, 레벨 1과 다른 점

은 조향장치와 함께 가속과 감속까지 시스템이 제어한다는 점이다. 차선

을 벗어나지 않도록 자동차 스스로가 조향장치를 움직이고 앞차와의 간

격 등을 고려해 스스로 속도를 줄이거나 내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테슬

라 오토파일럿 이 이 ‘레벨 2’ 자율주행에 해당한다. ‘레벨 3’은 운전 시

모니터링 기준이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넘어간다. 그만큼 운전자의 주의

가 많이 줄어든다. 자동차가 스스로 장애물을 감지해 회피하기도 하고

길이 막히면 돌아가기도 한다. 구글이 선보인 자율주행자동차 역시 ‘레벨

3’에 해당한다. 그러나 운전자가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준은 아니다. 또

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운전 상황 등이 다양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레

벨 4’는 ‘높은 등급의 자동화’를 의미하며, ‘레벨 3’보다 대응할 수 있는

도로 조건과 상황이 많다. 복잡한 도심과 골목, 커브 등 돌발 상황이 예

상되는 도로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레벨 5’ 단계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실상 완전한 무인자동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

도로 운전자의 개입이나 주의가 필요없다. 복잡한 도로에서도 100퍼센트

운전을 차에 맡겨도 전혀 불안하지 않으며, 사실상 운전자라기보다 탑승

자라는 개념이 적용되는 단계로, ‘Full Automation’이라 불린다.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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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율주행차의 장·단점

자율주행차는 인공지능, 로봇, 배터리, 센서, 그리고 5G네트워크 등

관련 기술의 성숙도에 따라 급격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고도화는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친 발전만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총체적인

변화를 배경으로 한다. 현재 자율주행차의 다양한 이슈와 관련하여 기술,

안전성, 법규, 윤리문제 등 갑론을박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자율주행차가

미래사회의 패러다임과 삶의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는데 이견은 없다.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산업의 주도권을 쥐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

자율주행차가 가진 최고의 장점은 무인주행(無人走行), 즉 인간이 운

전이라는 노동에서 처음으로 해방되어 자유로워짐을 의미한다. 이는 자

율주행차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요소이다. 인지저하 등으로 운전하기 어

려운 노인, 장애가 있어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동이 가능한 장애

인, 환자, 부모가 직접 픽업을 해야 하는 유치원생·초등학생 등은 자율주

행차를 통해 원하는 장소로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다. 이동 후 자율주행

차는 스스로 주차장을 찾아가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 후 주차장을 찾는

번거로움은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차량 유지비를 감소시키며, 공유 자

동차 시스템에도 최적화되어, 차량의 개인소유도 줄어들 것이다. 자율주

행차는 스스로 도착지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고, 교통체증을 피해 최적의

이동경로와 속도를 찾는다. 또한 사용자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51)온더로드,「레벨 0부터 5까지. 자율주행차에 매겨진 등급의 비밀!」, Korea

Daily, 2018,

(http://autos.koreadaily.com/레벨-0부터-5까지-자율주행차에-매겨진-등급의-비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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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줄 뿐만 아니라 교통 사고율을 현저히 낮춰준다. 자율주행차는 사고수

렴제로 바탕의 시스템과 환경을 전제로 설계된다. 운전자의 인지장애 및

실수, 내·외부 환경적인 요인으로 초래 가능한 사고 대부분의 예방이 가

능하다. 자율주행차 탑재된 여러 종류의 센서는 인간의 눈과 귀 역할을

대신하며, 한계를 지닌 인간의 인지력을 확장 시켜준다. 가령, 비 오는

밤이나 안개 자욱한 도로를 운전 시, 인간이 지각하는 것보다 높은 정확

도로 주변의 사물을 인식해 장애물을 회피하고 안전한 주행을 돕는다.

반면, 자율주행차가 지닌 단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교통 인프라,

법규, 그리고 보험시스템의 미비를 들 수 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3

단계의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지만, 관련 법규, 인프라, 보험, 그

리고 윤리문제는 여전히 조율하며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윤

리문제는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귀속 여부를 비롯해 다양한 윤리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소재를 누구에게 물

을 것인지에 대한 답은 명확하지 않다. 탑승자가 자율주행차에 전적으로

운행을 맡겼으므로 탑승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차와 소프트웨어 제작 회사에 책임소재를 묻는 것도 적절한지 고민이 필

요하다. 그 외 법규, 보험도 동일한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네트워크 기반의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상시

해킹의 위험이 있다. 외부 해킹에 의해 사고뿐만 아니라 탑재된 센서의

오작동 또는 결함에 의한 사고 가능성도 있다. 자율주행차의 장·단점은

다음[표 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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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장점

⦁차량 공유서비스에 최적화

⦁주차난 해소, 교통체증 감소
⦁효율적인 시간 사용 가능

⦁차량 유지비 및 에너지 절약

⦁노인, 장애인, 환자, 아동 등 교통약자 이용 가능

⦁물류 무인수송 시스템, 비용 절약

⦁긴급 차량의 원활한 이동 가능

⦁대기오염 및 소음 감소

⦁시스템 주행을 통한 사고수렴 제로와 높은 안정성

⦁교통 법규 준수 및 방어 운전

단점

⦁사고 시 책임소재 불분명

⦁해킹으로부터 취약 및 통제력 상실 가능

⦁센서 오작동 및 결함 가능성

⦁혁신기술에 대한 탑승자들의 거부감 및 선입견

[표 5] 자율주행차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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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율주행차 디자인

자율주행차는 높은 전장화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플랫폼의 적용과 창

의적인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는 내연기관 기반의

엔진룸, 캐빈 등으로 구성되어왔으나, 이 같은 차량 구조는 자동차의 자

유로운 디자인에 큰 걸림돌이었다. 그러나 전기차 기반의 레벨 5단계의

자율주행차 디자인은 4가지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첫 번째,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유니버셜 및 어포던스(affordance) 디자

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차량공유 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자율주행차에 대

한 사용자들의 차량공유 니즈가 커짐에 따라 제한된 사람들에게 허용되

던 자율주행차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가족과 같은 작은 단위부터

지역 커뮤니티와 같이 큰 단위에 이르기까지 소수의 차량을 다수가 공유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소수의 차량을 다수가 사용할 때 문제가 생

기지 않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

기까지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하며, 교통약자를 비롯해 누구나 쉽

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탑승자를 인식하고 상호작용이 가능

한 개인맞춤형 플랫폼 디자인을 고려해야 한다. 사용자 특정과 인식을

통해 탑승자가 만족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나 조명을 반영한 가변적 실내

공간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자율주행차는 사용자에게 안전감과 신뢰감

을 주는 디자인을 제공해야 한다. 탑승자가 낯설거나 위험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게, 정성적이고 감성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탑승

자에게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네 번째, 사고수렴

제로를 바탕으로 재질과 소재, 컬러, 섀시, 그리고 플랫폼 구조에 이르기

까지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구성 중, 안전과 관련된 에어백이나 안

전벨트, 그리고 범퍼의 중요성이 점차 약해질 것이다. 또한, 눈에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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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변화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도 디자인 대상이 될 것

이다. 예를 들어, 조금이라도 위험한 상황을 마주칠 때 탑승자에게 사전

에 위험에 관해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과거 안전벨트와 에어백

이 탑승자에게 안전하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준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52)

3.3.1 자율주행차 외장 디자인

자동차 디자인은 19세기 말 발명된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차량 관련 기술발전으로 인해 자동차 플랫폼은 변하고 있으며, 기존의

스타일링 중심의 자동차 디자인은 큰 도전을 받고 있다. 기존 자동차 디

자인에서 진화되거나 퇴화된 부분의 경계가 모호해짐과 동시에 혁신적

디자인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다.53)

주로 엔진의 위치, 탑승인원, 그리고 차량의 사용 목적 등에 따라 플

랫폼과 외부 디자인이 바뀌었다. [그림 4]54)과 같이 엔진의 위치에 따라

Mid-front, Mid-rear, Rear engine 등으로 차의 플랫폼을 나누기도 한다.

때에 따라 필요한 시트의 개수와 탑승 인원에 따라서 나눠지기도 하고,

52)박찬웅·안성모,「자동차 디자인에서의 패러매트릭 디자인 적용특성 연구 -

EV컨셉카를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2018, p.301

53)온더로드,「레벨 0부터 5까지. 자율주행차에 매겨진 등급의 비밀!」, Korea

Daily, 2018,

(http://autos.koreadaily.com/레벨-0부터-5까지-자율주행차에-매겨진-등급의-비

밀/)

54)Stuart Macey·Geoff Wardle·Ralph Gilles「H-Point」, Design Studio Press,

2014, pp.72-76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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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 CUV, Sedan, Limousine 등 사용 목적에 따라 외부 디자인이 결

정되기도 한다.

[그림 4] 엔진 위치에 따른 자동차 레이아웃

자율주행차의 외장 디자인은 기존의 내연기관(內燃機關) 자동차 대비

디자인의 자유도가 높은 편이다. 주된 이유는 자동차 디자인의 뼈대가

되는 플랫폼의 유연한 변화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화석연료 대신 전기를 사용한다. 자율주행차는 기본적으로 전기

를 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데, 전기와 모터의 조합은 트랜스미션과 같은

기계적인 동력전달 장치를 제거하여 플랫폼에 높은 자유도를 선사한다.

두 번째, 운전자 대신 탑승자를 태우고 무인(無人)으로 운행된다. 무인운

행의 특성 상, 전·후면 및 사이드 윈드쉴드, 범퍼 등 내연기관차에 꼭 필

요했던 요소들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세 번째, 차량의 세그먼트

(Segment) 구분과 관계없이 구성요소를 표준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세그먼트 별로 분류되던 다양한 내부 부품과 구성요소가 세그먼

트를 넘어서 규격화된 단일제품으로 대체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조

사에서는 다양한 크기 및 형태를 지닌 범용적인 플랫폼 구성이 용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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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은 폭스바겐 전기차 플랫폼이며, 대부분 전기차는 이와 비슷

한 구조를 따른다. 자율주행차도 전기차와 유사한 형태의 플랫폼이 적용

될 것이라 예상된다. 자유도가 높은 플랫폼 위에 외장 디자인이 적용되

는 만큼, 기존의 자동차에 시도할 수 없었던 혁신적인 조형이 가능하다.

[그림 5] Volkswagen MEB EV Platform(2018)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변화가 예상된다. 첫 번째, 외장 디자인 영역

에서 심미적인 아름다움은 지속적인 가치를 지닐 것이다. 사람들은 스스

로 운전하지 않아도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차를 원하며, 아름답고 고

급스러운 차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표현하거나, 부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공기역학(空氣力學)를 고려한 외

부 스타일링은 여전히 차량의 조형언어에 부분적으로 유의미 할 것이다.

공기역학의 관점에서 공력성능을 염두에 둔 조형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차량의 성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자율주행 환경에서는 공기역

학을 적용해 얻는 에너지 절약보다 적정속도, 차량 제어의 최적화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장 스타일링보다는

내장 공간 활용성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에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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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모델 이미지 콘셉트

1

Toyota

E-palette

(2018)

박스 카 형태로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하며, 사용자의 니즈에 따른

유연한 실내 공간 활용도와 차량

외부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활용한

광고 및 커스터마이징 기능

2

Benz F015

Luxury

Motion

(2015)

럭셔리를 콘셉트, 내부의 넓은 실

내 공간 확보를 위해 달걀 형상의

외장디자인 적용, 주변 차량 및 보

행자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각종

기능 적용

3

Renault

EZ-GO

(2018)

소유에서 공유의 개념을 적용한

대중교통 플랫폼 연계 콘셉트 자

율주행차, 유모차나 휠체어도 손쉽

게 탈 수 있는 후방 출입문 및 대

형 유리가 특징

[표 6] 레벨 5 자율주행차 외장 콘셉트 디자인(2015년~2018년)

이나믹(Aerodynamic)을 적용한 외부 스타일링과 조형의 중요도는 현재

보다 낮아질 것이다. 세 번째, 공유자동차 보급과 이용의 증가가 외장 디

자인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1인승 공유자동차의 증가가 예상되며, 협

소한 공간에 주차하기 쉽고, 차체가 가변적인 구조를 지닐 것이다. 네 번

째, 자율주행차 만의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내연

기관차가 지닌 전형적인 조형의 특징과 차체구조가 점차 사라질 것이다..

운전자의 전방 시야 확보를 위한 윈드쉴드, 측면의 사이드미러, 앞뒤의

범퍼 등 기존 차량에서 자가운전에 필수적인 조건들이 없어지고, 자율주

행차 특성을 고려한 조형과 스타일링이 반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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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olkswagen

I.D. Vizzion

(2018)

VW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MEB

기반으로 설계, 기존 차량과 유사

한 외부 디자인,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를 위해 엔진룸, 핸들, 기어

노브, 페달 삭제

5

Honda

NeuV

(2017)

차량 쉐어링 서비스를 위한 도심

형 전기차 콘셉트, 공간 활용도를

높인 박스 카 형태의 외부 디자인,

적재공간에 전동보드 탑재, 퍼스널

모빌리티 강조

6

Volvo

360C

(2018)

원 박스 형태의 미래지향적 외관

디자인, 내부는 침실과 사무 공간,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거실 등 가

변 공간, 소리와 움직임을 감지해

차 밖의 인간과 의사소통 기능

7

AUDI

Aicon

(2017)

해치백 형상의 외관 디자인 적용,

인간중심 및 럭셔리를 고려한 디

자인 콘셉트, 헤드램프 대신 디지

털 디스플레이 적용

8

Renault

EZ-Ultimo

(2018)

‘누구나 이용 가능한 퍼스트 클래

스 라운지’의 럭셔리 거실 콘셉트,

납작한 원 박스 형상의 외부 디자

인, 여행사에서 도심 관광, 리무진

등 프리미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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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mart

Vision EQ

ForTwo

(2017)

카 쉐어링을 위한 1-2인용 소형

자율주행차 콘셉트, 달걀 형상 내·

외장 디자인 적용, 미래지향적 디

자인, 버터플라이 도어 적용으로

주변 공간 사용성 및 활용성 극대

화

10

Volkswagen

i.d.

concept

(2018)

소형 해치백 형상의 간결하면서도

볼륨을 강조한 군더더기 없는 외

장 스타일링, 후륜구동으로 동작하

며 폭스바겐 I.D. 콘셉트 시리즈의

대표 모델

11

BMW

Vision

Next 100

(2016)

날렵한 스포츠카 형상의 외장디자

인과 걸윙 도어 적용, 최적의 에어

로다이나믹을 위해 휠 아치 부분

이 인텔리전트하게 공기저항을 줄

여 주행성능과 연비를 향상시킴

12

Volkswagen

Sedric

(2018)

넓은 실내 공간 확보를 위한 박스

형 외장디자인 채택 및 양쪽 슬라

이딩 도어 적용, 전면 측면 후면에

대형 글라스 적용하여 탑승자에게

확장된 시야 제공

13

Jaguar

Future-type

(2018)

세미 탠덤 2 + 1 좌석의 좁은 외

장디자인 적용하여 도심에서의 주

차 및 이동의 최적화, 운전의 스릴

이라는 콘셉트로 자율주행 기능과

함께 자가 운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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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Toyota

Concept-i

(2017)

물방울 형상의 풍성한 볼륨과 날

렵한 쐐기 형상이 조합된 외장디

자인, 차량 외부의 인디케이터를

통해 감속, 좌우 회전, 자율주행

기능 작동 유무와 주변 보행자 및

차량에 알림 기능

15

Nio

EVE

(2017)

웨건 형상을 지닌 외장 스타일링,

탑승객의 거주 공간 및 시야확보

를 통한 쾌적성 확보를 위해 실내

유리 비율을 2배로 적용과 동시에

스마트 디스플레이로 대체

최근 4년간의 소개된 주요 차량 제조사의 자율주행차 외장 디자인 콘

셉트[표 6]는 다음과 같다. 모든 콘셉트카는 레벨 5단계 즉 완전 자율주

행을 전제로 디자인되었다. 2018년 도요타 자동차는 북미 CES 전시에서

‘E-palette‘라는 콘셉트로 자율주행차를 선보였다. E-palette는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Mobility Service Platform)’이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있다.

언제나 어디서나 소비자가 원하는 공간을 제공해준다는 리테일 콘셉트의

자율주행차이다. 외장 디자인은 박스 카(Box Car)의 형상의 넓은 실내공

간을 가지고 있다. 차량 외부 디스플레이를 활용하여 리테일에 특화된

광고 또는 개인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었다. 도요타가 원

박스 형상의 조형을 적용한 반면, 폭스바겐의 I.D. Vizzion(2018)은 기존

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유사한 3박스 패스트 백(Fast back) 형태의 스타

일링을 보여주고 있다. 폭스바겐 전기차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MEB 플

랫폼을 활용하여 디자인 되었다.

반면 르노의 EZ-Ultimo(2018), 재규어의 Future-type(2018), 벤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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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내연기관 차량과 자율주행차 콘셉트 카 플랫폼 비교

F015 Luxury Motion(2015)은 미래지향적인 외장 스타일링을 가지고 있

다. 4개의 바퀴를 차체 밖으로 최대한 위치시키고 최대한 낮은 지상고

및 전고를 적용하였다. 이는 내부의 충분한 실내 공간 확보와 함께 안정

감 있은 주행을 도와준다. 낮은 전고는 운전의 편의성 측면에서 기존 차

량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는 자가 운전이

필요치 않으며,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높이나 전고는 불필

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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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One-Box Type

Crossover Type

Coupe + Hatchback,

One box, Sedan
Coupe + Limousine

1

Volkswagen Sedric BMW Vision Next Renault EZ-Ultimo

2

Toyota E-palette Jaguar Future-type Benz F015

[표 8] 자율주행차 콘셉트 카 외장 디자인 플랫폼 구분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13가지 차량의 플랫폼과 3가지 자율주행차 콘셉

트 카를 그림[표 7]55)과 같이 함께 편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소개된 15가

지 콘셉트 카[표 6] 중 3가지 디자인만이 기존의 플랫폼과 비슷한 플랫

폼 패키지를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55)Stuart Macey·Geoff Wardle·Ralph Gilles「H-Point」, Design Studio Press,

2014, p.73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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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onda NeuV AUDI Aicon Renault EZ-GO

4

Volvo 360C Toyota Concept-i Nio EVE

반면, 다음[표 8]과 같이 나머지 12가지의 콘셉트 카는 기존의 분류체

계로는 한계를 지닌다. 자율주행차는 자유로운 플랫폼과 구조에 맞게 디

자인되었기 때문이다. 폭스바겐 Sedric(2018), 도요타 E-palette(2018), 혼

다 NeuV(2017), 볼보 360C(2018)는 기존 플랫폼 분류체계를 적용하면

원 박스(One-Box) 타입의 차량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플

랫폼 구분에서 불리던 엔진 위 후드부분의 굴곡과 전방 시야 확보를 위

한 윈드쉴드(Wind-shield)가 적용된 원 박스(One-Box) 타입의 스타일링

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나머지 콘셉트 카도 기존의 플랫폼 분류체

계에서 동일한 구조의 패키지를 찾기는 어렵다.

자율주행차는 새로운 구동 구조를 바탕으로 기존 내연기관차와 디자

인과 플랫폼에서 큰 차별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탈것에 대한 인식변화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신기술이 적용되

어 바꿀 수 있게 되더라도 모두 바꾸는 것이 혁신이라 할 수 없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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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성 속에서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할 때,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

자율주행차나 전기차 디자인은 사람들이 가진 탈것에 대한 고정된 관념

과 관성을 존중해주는 과정을 포함하는 과도기 곳에 놓여있다.

재규어의 디자이너이자 디렉터인 이안 칼럼은 2017년 모터매거진 인

터뷰에서 “전기차의 패키징에 따라 외형 디자인이 많이 바뀔 것이다. 다

만 개인적으로 전기차라도 차의 앞모습을 표현하는 방식이 기존과 완전

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전기차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왜

필요한 것인지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는 사람의 표정처럼 차

의 특징과 개성을 담은 라디에이터 그릴을 전기차에 디자인할 것이다.“

와 같이 언급하였다. 이는 플랫폼이 달라져 기존 내연기관차와 디자인을

다르게 차별화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차에 대해 요구하는 전통적인 관

념을 여전히 존중하며 변화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새로운 기술에 의한

혁신은 존중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 있기 때문이며, 수용여부는 전적으

로 디자이너와 소비자의 몫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나온 자율주행차의 외장 디자인 콘셉트는 플

랫폼의 혁신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과 비슷한 패

키징을 가진 차들과 그렇지 않은 차들이 함께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자율주행차의 본격적인 보급 전까지 기존 차량의 외장

스타일링의 일부를 응용한 디자인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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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자율주행차 내장 디자인

자율주행차의 내장 디자인은 외장 디자인보다 더 큰 변화가 예상된

다. 사용자가 실내에 거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동하는 차 안에서 할

수 없었던 업무를 하거나 영화를 감상하는 등 경험의 폭이 거의 무한대

로 확장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자율주행차 실내 환경에서의

물리적이고 조형특징과 디자인에 관해 다루고자 한다.

자율주행차량의 실내 디자인은 운전자가 운전으로부터 해방되는 개념

이 중심이 되므로 현재의 차량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을 바탕으로 공간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운전석과 승객석의 구분, 운전자와 탑승자

의 구분이 사라짐에 따른 유효공간의 확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

다. 이상적인 자율주행상태에서는 자동차 간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

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실내 디자인은 충돌규제 등에 의한 공간구조 설

계의 제약이 없어지거나, 운전석의 개념이 완전히 사라져 실내 전체가

하나의 거실처럼 사용될 것56)으로 예상된다. 외장 디자인 대비 실내 디

자인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더 큰 폭으로 변화가 가속화 될 것이다.

자율주행차 실내의 다양한 구성요소 중 운전대, 각종 정보 창, 조작부

가 포함된 대시보드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질 것이다. 대시보드는 자율주

행차에서 콕핏(Cockpit)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운전자 및 탑승객과 가장

많은 상호작용(접촉과 교류)을 유발하는 주요 부분이다. 또한 자율주행차

내에서 제어에 가장 핵심이 된다. 따라서 대시보드는 기존의 자동차와는

전혀 다른 구성요소를 지니며 변화될 것이다.

구성요소의 변화는 레벨 5단계 즉, 완전 자율주행환경 미래 시나리오

56)구상, 「자율주행기술과 자동차 디자인의 변화」, 글로벌오토뉴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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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예측할 수 있다. 레벨 5는 사고수렴제로의 환경을 바탕으로

한다. 탑승자가 아무런 조작 없이 운전을 온전히 자율주행 시스템에 맡

기는 것을 의미하며, 사고수렴 제로를 전제로 한다. 사고수렴 제로 환경

은 자동차를 구성하는 재질과 소재, 그리고 플랫폼, 섀시 구조 같은 구성

요소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된다.57) 이와 같은 요소는 자율주행

환경은 실내 디자인에 큰 변화를 주며, 관련된 다양한 구성요소의 변화

를 이끌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와 차량 사이 상호작용의 중심역할을 하

는 대시보드는 사라지지 않고 형태가 변하며, 그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IT 기업과 완성차 제조사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가 기술 중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

나 사용자 관점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어떠한 환경과 사용자의 니즈를 충

족시켜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 발전

을 기반으로 전방 주시로부터 자유로워진 운전자에게 제공할 정보의 종

류 및 전달방식에 대한 인터페이스, 인터랙션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58) 2019년 현재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한국 경기도 판교일부를 비

롯한 장소에서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단계 중, 레벨 0에서 레벨 3가 적용

된 자동차들이 시험 운행되고, 일부는 상업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는 레벨 2에서 주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및 통합 능동제어(Combined

Function Automation)라고 불리는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되어 주

행 중이다. 점차 센서의 고성능화와 융합, 그리고 속도의 향상을 통해 레

57)박기철·정의철, 「2030년 자율주행차 환경에서 운전자 경험디자인 방향 고

찰」, HCI학술대회, 2017, pp.2-3.

58)박희준, 「공유형 자율 주행 차량을 위한 UI/UX 디자인 제안」,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 pp.63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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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3를 넘어서는 제한적 자동화 단계(Limited Automation)로 발전하고

있다.

레벨 0 환경에서 운전자는 운전과 동시에 차량 내 각종 기기를 직접

조작해야만 한다. 반면 부분적이지만 차량 스스로 운전대를 조향하기 시

작하는 레벨 2 이상부터는 기기의 직접 조작을 대신할 수 있는 차량 내

새로운 경험과 실내 공간디자인에 대한 패러다임과 디자인이 필요하다.

2019년 1월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북미가전쇼(Consumer

Electronics Show)는 가전박람회가 아닌 모터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차량이 출품되었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10개사가 참여하였으며,

대부분 자동차가 모빌리티와 ICT기술의 융합이라는 콘셉트 아래 자율주

행차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MWC 2018 (Mobile World

Congress, 2018)에서도 자율주행차는 주요 핵심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자율주행차 관련 주요 키워드로는 인공지능(AI), 이동성 서비스,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무인주행 등이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 환경에서

대시보드는 인공지능, 사용자 경험, 그리고 이동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차량 내 최적의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8년 IBM은 자사 인

공지능 서비스인 왓슨을 적용한 자율주행차 디지털 대시보드까지 선보였

다. 최근 4년간의 소개된 주요 제조사의 자율주행차 내장 디자인 콘셉트

사례[표 9]는 다음과 같으며, 레벨 5단계 완전 자율주행을 전제로 디자인

되었다. 스마트는 2017년에 소개된 비전 EQ ForTwo 콘셉트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 환경을 기반으로 개인맞춤형 공간을 제시하는 디자인을 소

개하였다. 전통적인 대시보드 형상을 탈피하여 24인치 와이드 디스플레

이 스크린 적용을 적용하였으며, 탑승자의 소셜미디어에 페어링 후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받는 콘셉트를 가지고 있다. 내장 디자인은 이에 걸맞

게 밝은 톤의 간결하고 시인성 높은 디자인으로 실내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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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모델 이미지 컨셉

1

Smart

Vision EQ

ForTwo

(2017)

차량 공유 서비스 환경을 기반

개인맞춤형 공간 제공, 전통적

대시보드 대신 24인치 디스플

레이 스크린 적용, 탑승자의

소셜미디어 페어링 후 개인맞

춤 서비스 제공

2

Benz

Vision

Tokyo

(2015)

스티어링 휠과 운전석은 자율

주행 환경에서 숨겨짐, 대시

보드와 디스플레이는 홀로그램

으로 대체, LED 조명을 사용

하여 음악을 시각적으로 표현

3

Benz F015

Luxury

Motion

(2015)

제스처 및 동공 위치추적 기반

인터랙션, 고해상도 터치 디스

플레이 적용, 히든 타입 스티

어링 휠(자율주행 시 팝업), 회

전식 가변 라운드 좌석 시스템

4

Volkswagen

I.D. Pilot

(2016)

개폐식 스티어링 휠은 VW 로

고를 중앙에서 누르면 사라짐,

완전 자율 모드 작동 시, 운전

자에게 실내공간에서 더 다양

한 경험제공을 위해 최적의 실

내 공간 구성

[표 9] 레벨 5 자율주행차 내장 콘셉트 디자인 (2015년~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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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olls-Royce

Vision

Next 100

(2016)

Eleanor라 불리는 가상 Virtual

assistant가 회의를 주선하고

운행 시 필요한 정보를 탑승자

에게 전달, 엔터테인먼트 시스

템 제어, 차량 제작 시 가상

AI 에이전트의 사용자 개인 맞

춤형 서비스 가능

6

Bentley

Future of

Luxury

Concept

(2016)

홀로그램 가상 집사(AI 에이전

트) 적용, 창 아래에 적용된 초

박형 디스플레이와 소파를 통

해 럭셔리한 이미지의 대시보

드와 실내를 형상화, 고급스러

운 라운지의 이미지를 차용

7

Renault

Symbioz

(2017)

럭셔리 호텔 실내을 연상시키

는 구리, 대리석, 직물, 도자기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내부 공

간 디자인, 히든타입 스티어링

휠(자율주행 시 팝업), 회전식

가변 라운드 좌석 시스템

8

Rinspeed

XchangE

(2014)

자율주행 시 스티어링 휠이 대

시보드 아래로 숨겨짐, 실내는

랩톱 및 사무 장비 사용에 최

적화 됨, 움직이는 오피스의

콘셉트, 차체 자체 무선네트워

크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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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Volkswagen

Sedric

(2017)

스티어링 휠이 필요 없는 소파

스타일의 좌석이 있는 미니 거

실 기반의 공유 자율주행차 콘

셉트, 원격 제어 기반 운행, 사

용자의 목적지 확인 위해 음성

기반 디지털 장치 사용

10

Audi

Aicon

(2017)

AUDI Personal Intelligent

Assistant 시스템이 사용자 스

마트폰 인식 후 자동으로 개인

설정 동기화, 실내를 감싼 터

치스크린 적용, 음성 및 안구

추적을 통해 탑승자 편의성 제

공

11

NIO

EVE

(2017)

인공지능 엔진인 노미 (Nomi)

를 갖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노미 (Nomi)는 차량 내·외부를

연결, 창문을 통해 새로운 종

류의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비

전 제시

12

BMW

Vision

Next 100

(2017)

대시보드 상단 머신러닝 기반

AI 컴패니언 적용, 학습 기반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 대시

보드 표면에 Alive Geometry

적용 직관적이고 무의식적 상

호작용, 부스트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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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Volvo

360C

(2018)

전방의 대시보드가 실내 중심

이동, Transparent Display 적

용 윈도우와 테이블을 터치 디

스플레이로 대체, 탑승자에게

라운지 같은 분위기와 편의 제

공 및 원활한 인터랙션 제공

14

Renault

EZ-Go

(2018)

대형 디스플레이가 천장을 통

해 전·후면과 연결, 전면과 측

면의 유리창에 정보 표시, 사

용자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과 상호작용, 공유 차량

서비스 중심의 자율주행차 콘

셉트

15

BMW

i Inside

Future

(2017)

기존 에어터치와 제스처 컨트

롤에 홀로그램을 결합시킨 '홀

로 액티브 터치 (Holo Active

Touch)' 적용 운전자가 물리적

조작 없이 직관적인 인포테인

먼트 시스템 조작, 뒷좌석은

집과 같은 안락한 공간 연출

자율주행차는 가족이나 타인과 함께 공유 활용도가 높 때문에 맞춤형

공간을 제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이다. 스마트는 비전 EQ ForTwo

콘셉트는 개인맞춤형 공간을 위해 사용자의 스마트 디바이스 페어링을

통한 개인 선호 또는 니즈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공간 속에서 개인 맞

춤화된 앰비언트 라이팅(Ambient Lighting) 또는 컬러로 분위기를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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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반면, 벤틀리는 2016년 선보인 ‘Future of Luxury Concept’라는 자

율주행차에서 홀로그램 가상 집사(AI 에이전트) 적용하여 개인맞춤형 공

간을 구현하는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가상 집사의 탑승자 니즈 학습 기

반의 아늑한 실내 공간 연출을 통해 럭셔리한 이미지를 구축에 성공하였

다. 마치 카펫이 깔린 대저택에서 집사의 서비스를 받으며 이동하는 느

낌을 자율주행차를 통해 전달하려 하고 있다. BMW도 2017년 발표한

Vision Next 100이라는 콘셉트에서 대시보드 상단에 머신러닝 기반 AI

컴패니언을 적용하여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

의 선호 환경에 맞는 실내공간으로 바꿔주는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다.

벤츠가 2015년에 발표한 자율주행 콘셉트 카 ‘F015 Luxury Motion’은

라운지와 오피스를 콘셉트로 탑승자가 시트를 마주 보고, 사이드 및 탑

부분의 도어에는 터치가 가능한 스크린을 설치하였다. 이는 탑승자들이

함께 회의와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동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4개의 휠이

실내공간을 침범하지 않고 차량의 끝단에 위치함으로써 실내공간을 군더

더기 없는 유선형의 효율적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18년에 발표

한 르노의 EZ-Go(2018)는 이동 형 공유서비스의 접점으로 가정하고 자

전거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로서 실내공

간을 재정의 하였다. 다양한 사람들이 마을버스처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디자인되었다. 예를 들어, 차도 보다 단이 높은 보행로에서 차량 실

내로 이동할 수 있게 차량의 높이를 보행로의 높이와 맞추었다. 따라서

휠체어나 유모차를 사용하는 탑승자들도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외부와 소통하고 이동 시 자신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게 전후, 측면 사

방에 걸쳐 와이드 윈드쉴드를 적용하였다. 윈드쉴드는 탑승자의 스마트

디바이스와 연동하는 듀얼 스크린의 역할도 한다. 볼보의 360C(2018)와

벤틀리의 ‘Future of Luxury Concept(2016)’은 라운지 형상의 실내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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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채택하여 탑승자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콘셉트를 제안하였

다.

자율주행차의 실내공간은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탑승자가

가장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공간인 만큼 현재 다양한 실내 공간 레이아

웃, 소재, 컬러 등 관련 연구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

3.3.3 자율주행차 UX/UI 디자인

현재 자율주행차 디자인 및 콘셉트 카를 중심으로, 탑승자에게 운전

하는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공간의 자유로움을 부여한 공간디자인과

사용성에 관해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59) 그러나 자율주행 기술과 인공지

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차량 내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이용하는 사용자

경험 디자인, 인터페이스 디자인, 인터랙션 디자인 연구가 활발하게 연구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율주행 환경 및 디자인에서

HMI(Human-Machine Interface)라 불리는 차량과 탑승자 사이의 인터페

이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유인(有人) 자동차와 운전자, 무인자

동차와 탑승자 사이의 인터페이스는 전혀 다른 환경을 지향하며 다른 배

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에서는 기존 자동차에 적용되었던

인터페이스와는 완전히 다른 관점의 디자인 연구가 요구된다.

인터페이스와 인터랙션을 간략히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인터페이스

는 차량과 사람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매개체의 역할이자 접점으

59)박기철·정의철, 「완전 자율주행 환경에서 감각의 확장을 통한 이동의 즐거움

을 향상시키는 UX디자인 컨셉 제안」, 자동차공학회 추계학술대회, 2017,

pp.1431-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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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자가 이를 통해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연

속적인 상호작용 활동을 인터랙션(Interaction)이라고 부른다. 반면, 사용

자 경험(User Experience)은 인터페이스와 인터랙션을 포함하고 차량을

사용할 때 탑승자들이 만나는 다양한 모든 경험을 말한다. 그 경험은 직

접 차 안에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험일 수도 있고, 콘텐츠 또는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UX/UI 디자인 및 인터랙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과거 사람

이 운전하는 차에서는 힘들었던 경험의 요소들이 자율주행차에서 온전히

실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공지능, 기계학습, 5G 등에 기반을 둔

다양한 신기술 적용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과거 운전과 동시에 간단

한 전화통화가 가능했던 반면, 미래의 자율주행 환경에서는 물리적 피드

백이 가능한 홀로그램을 통해 상대방에게 물리적 감각을 전달하고 받는

상호작용을 비롯한 경험과 콘텐츠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음성이나 홀로그램 등 새롭게 적용된 신기술 사례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중, 대화형 음성 에이전트는 이러한 자율주행 환

경에서 운전자를 운전에서 해방시키고, 콘텐츠 이용을 도와줄 인터랙션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60) 대화형 음성인식 인공지능이란 음성을 통해 사

용자와 상호작용하는 기술로, 시스템의 메시지가 사용자에게 음성으로

전달되는 동시에 사용자의 반응을 유도하는 시스템이다.61) 대화형 음성

에이전트의 이러한 특성은 자율주행 환경에서의 사용자 경험에 최적화되

어 있다. 이는 운전자가 운전과 운전 외 콘텐츠를 동시에 이용하는 데

60)서민수·홍승혜·이정명, 「반자율주행 맥락에서 AI 에이전트의 멀티모달 인터

랙션이 운전자 경험에 미치는 효과 : 시각적 캐릭터 유무를 중심으로」” 한국콘

텐츠학회논문지, 2018, pp.92-95.

61)김현근·김지선·지승도, 「다중 에이전트를 이용한 캐릭터 기반 대화형 인공

지능 설계」” 한국시뮬레이션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7, pp.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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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는 인지적 노력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행 중 발생하는 운전

자의 주의 분산은 사고 위험 요소이며, 특히 운전자가 엔터테인먼트 및

정보 콘텐츠를 이용할 때 주의가 산만해진다. 이때 음성 에이전트는 인

지 과정이 단순하여 운전자의 상황 인식 능력을 줄 뿐만 아니라 인지 부

하를 줄여 사고 위험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또한, 자율주행 환경에서 운

전자에게 기술에 대한 신뢰감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을 줄 수 있다. 자율

주행 자동차의 운전 경험을 위해서는 신뢰 요소가 중요하고, 에이전트는

운전자의 신뢰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음성

외 다른 인터페이스 요소를 함께 활용한 멀티 모달 인터랙션(Multi

Modal Interaction)은 일반적인 환경에서 대화형 음성 에이전트의 효과

를 강화할 수 있다. 모바일 환경에서 음성과 시각 인터페이스를 연계하

여 개선했을 때, 음성 에이전트 사용자의 학습 용이성과 만족도가 증진

되었다. 대화형 음성 에이전트의 의인화, 또는 캐릭터 요소를 활용한 청

각-시각 복합적 인터랙션이 대화형 음성 에이전트의 사용 지속 의도와

만족도 등 사용자 경험을 증진 시키는 효과도 나타났다.62)

특히, 로봇 형 대시보드는 자율주행차의 출현과 더불어 논의되기 시

작하였는데, 2019년 현재 아마존의 에코나 구글의 구글홈과 같은 AI 에

이전트의 등장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다양한 시도와 실험이 이뤄지고 있

다. 전성준, 이상진, 김진우(2016)는 자율주행환경에서 대화형 에이전트의

물리적 실재(實在) 디자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임승규, 이재문

(2015)은 차량 내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설계 및 프로토타이핑에 관한 연

구를 하였고, 노예경, 남택진(2017)은 자율주행 환경에서 운전자의 감성

적 인터랙션을 위한 디자인 연구에서 반려동물을 응용한 대화형 인공지

62)서민수·홍승혜·이정명, 「반자율주행 맥락에서 AI 에이전트의 멀티모달 인터

랙션이 운전자 경험에 미치는 효과 : 시각적 캐릭터 유무를 중심으로」” 한국콘

텐츠학회논문지, 2018, pp.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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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에이전트 로봇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자율주행 환경을 염

두에 둔 인공지능 대화형 로봇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생

명체 특성을 적용한 대화형 에이전트는 탑승자와 자율주행차 사이의 커

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 자율주행차 내의 사용자 상

호작용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동물이나 사람의 의인

화된 표정을 사용하여 친근감을 높여 사용자의 거부감을 낮춰 탑승자와

원활한 소통을 하려는 노력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2013년부터 2019년 7년간 소개된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대시보드 로

봇 사례[표 10]는 다음과 같다. 2013년 폭스바겐과 MIT가 협업하여 소

개된 AIDA는 ‘AI Driving Agent‘로 불리며,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반으로 디자인 되었다. AIDA는 사용자의 운전습관을 학습

하고 이를 바탕으로 탑승자의 감정 인식 및 니즈 파악 후 탑승자의 상황

에 맞는 피드백과 정보를 제공한다. 2016년 도요타는 ’Kirobo Mini’라는

차량용 Companion Robot을 소개하였는데, 탑승자의 감정을 인식하고 차

량의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여 다양한 인터랙션을 제공하는 특징을 가진

다. 특히, 탑승자의 감정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사용자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돕는다. 2018년 5월 중국의 NIO에서 양산을 시

작한 NOMI Mate라는 인공지능 로봇은 최초의 양산 형 차량 인공지능

로봇 에이전트로 인식될 전망이다. NIO는 자사 ES8이라는 SUV 전기

차량의 대시보드 위에 탑재한 로봇이다. NOMI Mate는 음성인식 및 클

라우드 기반의 AI Companion 로봇이며, 탑승자 인식을 기반으로 정보

및 관심사를 학습하고, 탑승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과 차량 내 각종 기

기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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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이미지 용도 기능

BYD

i Robot

(2012)

　

Personal

Assistant

BYD 'i'네트워킹 기반의

운전자 피로 경보 시스템,

무선 인터넷 및 음성 작

동 제어, 위치서비스 및

음악 다운로드

VW & MIT

AIDA

(2013)

　

AI Driving

Agent

사용자의 운전습관 학습,

머신러닝, 탑승자 감정인

식, 네비게이션 기능

Toyota

Kirobo Mini

(2016)

　

Companion

Robot

탑승자의 감정인식, 차량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여

다양한 인터랙션 제공, 탑

승자 커뮤니케이션 가능

NTC

Dashbot

(2016)

　

AI Speaker

AI 스피커, 스마트폰 연

동 음성인식 정보검색, 음

악재생, 스트리밍 서비스,

음성제어, 음성텍스트변환

German

Autolabs

Chris

(2017)

　

Digital

Assistant

제스처 컨트롤, 음성인식

정보검색, 음악재생, 스트

리밍 서비스, 스마트폰 연

동 음성 제어

[표 10] 자율주행차 AI기반 대화형 대시보드 로봇 (2012년~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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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 Baidu

Xiao Du

(2018)

　

AI Driving

Agent

탑승자 인식, 운전자 경고

알람, 차량 내 기기 제어,

일정관리, 각종 정보 제공

NIO

NOMI Mate

(2018)

AI

Companion

탑승자 정보 및 관심사

학습, 탑승자 음성 인식,

차량 내 정보 제공, 클라

우드 기반 탑승자와 커뮤

니케이션

그러나 디자인 탐색과정에서 생명체 기반 인터랙션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이론적 근거에 바탕을 두기보다는 로봇의 외형과 사람 음성에

한정되는 등 생명체의 특성을 일차원적으로 조합하는 접근에 가까운 것

이 사실이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네비게이션의 기존 기능을 대화형 음

성이나 이모티콘으로 치환하여 친근하게 제공하는데 머물러 있는 편이

다. 아우디(AUDI)사의 AIDA와 중국 자동차 업체 NIO사의 NOMI Mate

를 제외한 대부분 사례는 구체화된 형태의 실물 또는 실증 연구가 부족

한 편이며 모터쇼 등에서 콘셉트를 선보이거나 아이디어 제안에 그치고

있는 편이다.63)

차량 내 인터랙션 디자인 중 지능형 에이전트 로봇뿐만 아니라 디스

플레이와 인포테인먼트도 실내 사용자 경험과 인터랙션에 영향을 끼칠

63)노예경·남택진, 「자율 주행 차량-운전자의 감성적 인터랙션을 위한 대시보

드 디자인」,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2, 2017, pp.559-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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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요소로 간주 된다. 향후 자율주행차에서 상호작용이 가능한 다양

한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사용될 전망이다. 이는 손발이 자유로워진 사용

자들에게 사용성 뿐만 아니라 편의성 측면에서도 확장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차량 내 탑재되는 디스플레이 수의 증가 및 크기의 확대

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화

에 힘입어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질이 점차 증가하고 있

다.64) 현재 벤츠를 비롯한 몇몇 완성차 업체는 CID(Central Information

Display), MRVS(Mirror Replacement Vision System), RSE(Rear Seat

Entertainment), HUD(Head Up Display) 등을 통해 미디어 콘텐츠를 스

트리밍 또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로 활용하고 있다.65) 이를 바탕

으로 디스플레이 기반의 미디어 상호작용 비율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

망된다.

2019년 차량에 적용되는 주요 디스플레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

차량 내 주요 디스플레이 적용 영역 및 기능‘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5가지로 구분66)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의 자율주행 차량에 적용될

디스플레이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64)박희준, 「공유형 자율 주행 차량을 위한 UI/UX 디자인 제안」,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 pp.635-666.

65)2017년 주목받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와 OLED display

66)산업분석팀, 「요동치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 P.36,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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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CID

(Central

Information

Display)

　

대시보드 중앙에 위치/ 네비

게이션, 스마트폰 및 오디오

시스템과 결합, 탑승자에게

차량운행 정보, 엔터테인먼트

등 제공 / 통신 인프라 확산

에 따라 탑재 증가

Cluster

　

차량주행에 필수적인 정보

(주행속도, RPM, 엔진온도,

연료량, 경고표시 등)을 운전

자에게 즉시 제공 / 차량 내

제공되는 정보량의 증가로

디스플레이가 사이즈 증가

MRVS

(Mirror

Replacement

Vision System)
　

사이드 카메라와 후방 카메라

를 활용해 룸미러의 디스플레

이에서 차량의 측·후방을 보

여주는 시스템. 운전자가 차

선을 변경할 때 변경하는 방

향으로 시야를 확대해주고,

후진할 때 차량 뒤쪽의 사람·

사물을 탐지하며 위험 감지

시 운전자에게 경고

[표 11] 차량 내 주요 디스플레이 적용 영역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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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D

(Head Up

Display)

　

운전자의 시선이 집중되는 전

방유리에 차량 주행상태, 간

이 네비게이션 등 일부정보를

표시하여 운전자의 시선을 안

전하게 유지 / 투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상용화 될 경우

유리전체를 대체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성 기대

RSE

(Rear Seat

Entertainment)

　 뒷좌석 탑승자를 위한 오락

용 정보 활용에 주로이용 /

주행상태, 간이 네비게이션

등도 표시

테슬라의 자사 모델S 세단 센타페시아 영역에 17인치의 대형 LCD

탑재한 것을 시작으로 디스플레이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대체하는 경

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비슷한 사례로 르노의 중형 세단인 탈리스만도

유사한 위치에 대형 LCD 패널을 실장하고, 주요 공조 및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합시켰다. 대형 디스플레이가 인포테인먼트와 공조 시스템을

포함하는 현상은 앞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규어와 아우디의

경우, 클러스터를 디지털화하고 확장하여 각종 정보를 클러스터를 통해

받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벤츠는 클러스터와 센타페시아의 디스플

레이를 하나로 통일하고, 가로로 확장된 디스플레이 안에 모든 공조장치

및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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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Mercedes Benz F015 Luxury Motion Concept (2015)

2015년 벤츠에서 소개된 F015 콘셉트 카[그림 6]는 6개의 대형 터치

스크린이 적용되었으며, 2017년 파나소닉에서 소개한 자율주행차 내부에

는 4개의 고화질의 터치스크린 태블릿이 탑재되었다. 이는 자율주행차

내에서 디스플레이가 인터페이스의 중요한 접점이 됨을 보여준다.

디스플레이와 음성인식 대화형 AI 에이전트를 함께 적용한 인포테인

먼트 시스템의 발전도 눈여겨 볼만하다. 벤츠는 2018년 1월 CES에서 인

공지능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엠벅스(MBUX, Mercedes-Benz User

Experience)를 소개하였다. 엠벅스는 인공지능 및 사용자 경험 제공, 터

치스크린 및 3D 그래픽스 기능, 인공지능 음성인식, 인공지능 사용자 분

석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다. 특히, 엠벅스는 23개

언어를 지원하는 벤츠의 독자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이 탑재되며, 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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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 접속이 필요한 경우는 클라우드와 통신하게 된다.67) 벤츠의 엠벅스

는 타사보다 한 발 더 앞선 기술로 상용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와 유사한 사례로 현대자동차의 인텔리전트 퍼스널 콕핏, 파나소닉의 차

세대 모바일 캐빈, 삼성의 디지털 콕핏(Digital Cockpit) 등의 인포테인먼

트 시스템 등이 있다.

[그림 7] BMW 7에 적용된 델파이 제스처 컨트롤 시스템

2017년 BMW는 델파이와 함께 ‘제스처 컨트롤‘[그림 7]이라는 인터페

이스를 7시리즈를 통해서 양산 형 자동차에 처음 적용하였다. 제스처 컨

트롤(Gesture Control)은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손바닥을 위아래 또는 좌

우로 흔드는 등 다양하고 복잡한 동작을 통해 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제스처 컨트롤 인터페이스는 현재 운전자가 운전에 집

67)CES 2018이 제시하는 자율주행 및 스마트카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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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며 방해받지 않고 인포테인먼트를 비롯한 실내 다양한 부가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기술이다. 이미 BMW, 벤츠, 그리고 폭스바

겐을 비롯한 양산 차에 부분적으로 적용되었으며, 향후 자율주행차 환경

에서는 음성인식과 함께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물리적으로 버튼을 누르

거나 스티어링 휠을 조향하는 등의 행위 없이 간단한 손짓만으로도 인터

랙션이 가능해 자율주행차 환경에서 탑승자의 자유도를 최대한 확보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2019년 대부분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Infotainment System)은

음성인식과 간단한 제스처 인식을 기반으로 콕핏에서 사용자가 명령을

내리면 네트워크로 연결된 인공지능 서버가 인식하고, 인식한 내용을 차

량 제어, 응답, 정보, 엔터테인먼트 등 제공한다.68) 이와 같이 인포테인먼

트 시스템을 자유롭게 차량 내에서 활용한 사례가 늘고 있다. 차량을 이

동하는 공간으로 간주하고, 차량 내부에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가 확장되고 홀로그램과 글라스를 이용한 영상 재

현 등의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차가 움직이는 이동의 수단에서 즐기는

유희와 경험의 수단으로 진화함에 따라 적절한 콘텐츠와 아이템 제공이

미래 자동차의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69)

자율주행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의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음성인식과 사용자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화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며, 자유로운 공간 활용을 인

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결합하여 사용자에게 맞는 최적의 공간을 제공한

다. 그뿐만 아니라 확장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원

하는 다양한 콘텐츠와 아이템이 제공될 것이다. 이처럼 자율주행차 환경

68)[CES 2018] 자율주행車타고 스마트시티로...2018 CES, 자동차 인공지능·사물

인터넷으로 무장

69)[TMS 2017] 자율주행차 미래 경쟁력은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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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과정에서 이동을 통해 공간의 벽이 허물어지

고 있다. 또한 AI, 대시보드,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의 경계가 점차

약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예를 들어, 전방의 윈드쉴드는 HUD나 대형스

크린으로 대체되고, 터치 및 제스처 인식, 음성 기반의 인포테인먼트 기

능을 겸할 것이다. 사이드 도어는 창문 대신 투명한 스크린이 적용되거

나 투사된 스크린을 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스웨덴 회사 NEVS의 경

우 2017년 공개한 자율주행차 ‘InMotion’ 콘셉트의 경우 바퀴가 달린 거

실 개념을 적용해 창문이 디스플레이로 변하고 작업공간을 최대한 확보

가 가능한 디자인을 소개하였다.70) 무인차량 내에서 사용자와 상호작용

이 가능한 적절한 도구를 각각 디스플레이, 대시보드, 음성 및 제스처 기

반 AI 에이전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구분가능하다. 미래 자율주행

차 환경에서는 사용자와 상호작용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기반에 둔 양방

향 인터랙션으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70)스웨덴 회사 NEVS, 바퀴가 달린 거실 개념의 레벨 5 자율주행차 ‘InMotion’

컨셉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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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율주행차의 즐거움

4.1. 자율주행차와 사용자의 관계

Schoettle(2014)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미국, 영국, 호주사람을 대상

으로 한 자율주행 차량과 기술의 수용 및 신뢰와 관련한 사전 연구 및

설문조사 자료에 의하면 약 60% 이상의 사람들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

한 긍정적인 인식 및 가치에 대한 기대를 지니고 있다. 또한 향후 본인

의 차량에 자율주행 기술이 장착되기를 희망한다고 한다.71) Payre(2014)

의 연구에서는 레벨 4단계인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Fully Automated

Car)에 대한 태도와 사전 수용도를 조사한 결과, 421명의 참가자 중 약

70%가 자율주행차를 사용하는 것에 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

다.72) 독일의 시장 조사 전문가 KUS가 1000명의 독일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중 67%의 사람들은 자율주행차가 안전한

장거리 운행을 돕거나, 위험 요인을 감지하고 운전자 보조시스템이 실제

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하지 않고

오로지 자율주행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에 관해 다수의 설문 참여자는 부

정적 견해를 나타내었다.

설문대상 중 60%는 잠재적인 사고 상황에서 운전자 보조시스템이 인

71)B. Schettle, M. Sivak, 「A Survey of Public Opinion about Autonomous

and Self-Driving vehicles in the US, the UK and Australia」,Transportation

Research Institute, UMTRI-2014-21, 2014

72)Payre, W., Cestac, J., & Delhomme, P. 「Intention to use a fully

automated car: Attitudes and a priori acceptability」,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F: traffic psychology and behaviour, 27, 2014, pp.25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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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대처 능력을 완전히 대신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95%가 넘

는 사람들이 자율주행을 하고 있어도 손은 스티어링 휠, 발은 브레이크

페달에 가져놓아야 마음이 편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73) 이는 사람들

이 자율주행차에 가진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설문 참여인원 중 다수는 자율주행차와 기술이 미래사회의 지도를 바

꿀 것이라는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람

들은 자율주행 환경에서 무인운행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위급

한 상황 시 즉각적이고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나타내었다. 사람들은 초기 단계부터 운전자의 부분개입이 필요

한 고도자동화(Fully Automated Driving) 4단계까지는 비교적 쉽게 자

율주행차 수용에 관대한 반응을 보인다. 반면, 레벨 5 완전자동화(Full

Automation)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기술의 신뢰와 안전문제에 대한 부분

에서 불신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나이에 따라 자

율주행차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데, 미국의 미시간 대학 조사자료에

따르면 18~29세 이하의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거부감

이 덜 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자율주행차를 믿는

비율은 10%도 되지 않았다.74) 성별에서도 차이를 보였으며, 여성 대비

남성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자율주행차 사용에 긍정적이었다.

응답자 중 다수가 자율주행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일부

응답자들은 자율주행차에 탑승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이유를 다음 [그림

8] 'Technology Adoption Life Cycle(TALC)'75)의 기술수용 곡선을 통

73)https://hackernoon.com/evaluating-drivers-of-cryptocurrency-mass-

adoption-62fbc961fb00

74)www.m.ridemag.co.kr/news/articleView.html?dxno=6931

75)https://medium.com/@shivayogiks/what-is-technology-adoption-life-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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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명이 가능하다.

이 그래프는 혁신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대중의 수용

정도를 보여준다. ‘The Chasm’이라는 심리적 장벽을 중심으로 왼쪽은

초기시장 오른쪽은 주류시장과 후기시장으로 나눈다. 혁신적인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면, ‘Innovator’ 불리는 혁신수용자와, ‘Early

Adopter’라 불리는 선각수용자에 의해 초기 단계에서 제품이 사용된다.

이들은 신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이며, 초기에 남들이 써보지

못한 제품을 쓰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지나 제품이 일반 대

중을 만나기 직전 캐즘(Chasm)이라는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그림 8] Technology Adoption Life Cycle(TALC)

and-chasm-e07084e799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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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즘은 기술의 원활한 수용을 막는 구덩이와 같으며, 대중들에게 다

가가기 직전 해당 신제품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이를 넘

어서면 사람들이 기술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낯설고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 다수의 혁신적인 제품들이 대중을 만나 주

류시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혁신수용자와 선각수용자들 사이에서만 머무

르게 되는 경우는 이 캐즘의 장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품이 주류

시장에 안착하고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캐즘

의 유무와 길이가 이를 좌우한다. 만약 이 단계를 지나면, ‘Early

Majority’라 불리는 초기수용자와 ‘Late Majority’라 불리는 후기 수용자

라는 주류수용집단을 만나게 되며, 이들의 수용 여부가 곧 제품의 성패

를 좌우한다.

[그림 9] Gartner Hype Cycle for Emerging Technologie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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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계에서는 혁신가나 얼리어답터를 제외한 다수는 낯선 기술들에

대해 막연하고 잠재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그 대상이 자율주행차와

같이 하이테크가 적용되고 사람의 안전과 기술의 신뢰성과 연관된 것이

라면 더욱 거부감이 크다.

이와 같이 사용자들의 인식을 이해하는데 다음‘[그림 9] Gartner

Hype Cycle for Emerging Technologies, 2018‘의 그래프가 도움이 된다.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은 정보기술연구 회사인 가트너(Gartner)가

기술의 성숙도를 표현하기 위한 그래프이며, 기술에 관한 시장의 기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사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하이프 사이

클은 기술 촉발의 단계(Technology Trigger), 부풀려진 기대의 정점

(Peak of Inflated Expectations), 환멸의 단계(Trough of

Disillusionment), 계몽의 단계(Slope of Enlightenment), 생산성 안정의

단계(Plateau of Productivity) 총 5단계로 이뤄져 있다. 세로축은 ’시장의

기대’ 가로축은 ‘시간’이며, 시간에 따른 시장의 기대심리를 그래프로 잘

나타내고 있다.

그래프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기술 촉발의

단계’는 신기술의 출현이 언론 등 각종 매체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사

회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매체들은 신기술의 시장과 사회에

서의 잠재적인 영향력에 대해 주로 다루며 일부 기업만이 그 기술의 도

입을 검토한다. 두 번째, ‘부풀려진 기대의 정점의 단계’는 신기술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일부 성공 사례로 더욱 증폭되어 최고조에 이르지만 성공

보다는 실패 사례가 주로 나타난다.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사업 전략과

신기술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기업의 수는 증가한다. 세 번째, ‘환멸의 단

계‘는 신기술의 기대와 실제 성능간의 괴리, 다양한 한계점의 노출, 수익

모델의 부재 등이 실망으로 작용하여 기대는 최저점에 이른다. 이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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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기술에 대한 거품이 꺼지며, 해당 기술에 대해 언론 보도나 시장의

기대가 급격히 감소한다. 일부 기업은 통합이나 도산에 이르고 이 단계

에서 사멸하는 기술도 나타난다. 네 번째, ’계몽의 단계‘는 일부의 성공사

례와 실패에 대한 교훈으로 기술에 대한 현실인식이 새로운 적용 가능성

을 높여준다. 이 시기에 일부 기업들은 기술에 대한 적용, 위험, 이익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현실적인 경험으로 시장에 대응한다. 다섯

번째, ’생산성 안정의 단계’의 단계는 신기술의 가시화된 가치의 정도에

따라 현실 인식이 확산되면서 응용 분야가 확대되고 안정적인 사회 수용

단계를 맞이한다.76)

2018년 하이프 사이클 그래프 상 자율주행차는 ‘Autonomous Driving

Level 4’로 언급이 되어있으며, 두 번째 ‘부풀려진 기대의 정점의 단계’와

세 번째 ‘환멸의 단계‘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는 자율주행 레벨 4 주행

관련 일부 기업의 성공과 실패사례가 동시에 나타나 대중들의 기대와 실

망이 교차함과 동시에 실제 자율주행의 한계점과 실제 수익모델에 대한

의구심, 이론과 주행사이의 괴리 등으로 일부 기업은 자율주행차에서 손

을 떼기도 한다. 실제로 2018년 5월 현대자동차는 레벨 4단계의 자율주

행 성능을 가진 ‘넥쏘’와 ‘제네시스 G80‘을 약 190km거리의 서울과 평창

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에 투입하여 성공적인 운행을 수행하였다. 이에 앞

서 1월에는 토요타 연구소(Toyota Research Institute)는 렉서스에 기반

을 둔 레벨 4단계의 자율주행 차를 북미가전박람회(CES 2018)에서 공개

하였다. 이같이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도로이기는 하나 레벨4 단계의 자

율주행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도 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은 다가올 미래와

기술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 반면, 2018년 3월 우버의 자율주행차량이

76)안현섭·신하용, 「가트너 하이프 사이글의 시스템 다이나믹스 모델링」, 대

한산업공학회, 2008, p.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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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를 단순 물체로 인식하는 ’인식오류‘로 인해 길을 무단횡단 하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같은 달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때 차량은 부분 자율주행 기능인 테슬라 오토파일럿(Tesla Auto

Pilot) 기능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주행하던 테슬라 차량에서,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가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같은 해 11월에는 애

플의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시험운행 중 처음으로 추돌사고를 당했다.

사고 후 애플은 ‘프로젝트 타이탄’ 소속의 자율주행차 개발 인력을 약

200명을 감축하였다.

4.2. 자율주행차에서 일상의 즐거움

본 연구에서 ‘일상의 즐거움’을 ‘일상에서 자율주행차를 사용하는 다

양한 즐거움‘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일상의 즐거움은 다음[표 12]과 같이

소유, 관리, ’운전의 즐거움’과는 구분이 가능하다. 과거 자동차에서 느꼈

던 즐거움 중, 세 가지 즐거움(소유의 즐거움, 관리의 즐거움, 운전의 즐

거움)은 자율주행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감소 또는 소멸이 예상된다. 반면,

자율주행차 환경에서 일상의 즐거움은 유일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다. 이는 자율주행차가 가진 여러 장점에 기인하는데, 자율주행차가 보편

화 되면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큰 변화를 맞이함과 동시에 욕구 충족을

통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상 속에서 자율주행차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즐거움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차는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그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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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하는 것을 대신해주며, 스스로 학습도 가능하다. 다음과 같이 자율

주행차와 관련된 ‘일상의 즐거움‘을 세분화 할 수 있다.

첫 번째, 스스로 운전 및 이동이 어려운 노인, 환자, 장애인, 아동 등

타인의 도움 없이, 자율주행차를 이용하여 원하는 장소로 편리하게 이동

이 가능할 것이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어려운 사

람들에게 무한한 이동의 자유와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특히, 사용자

중 노인의 비율이 늘어날 것이다. 이는 세계적 고령화 추세로 갈수록 노

인이 늘어나고 있으며, 노인은 노화로 인해 외출이나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농·어촌지역 역시 고령화가 더욱 심각하

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 반면, 노인들의 병원방문, 여가활동 등의 이

동은 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 노인이 이동하지 못하면 우울감이 증

가하고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율주행차는 노인을

비롯해 이동이 불편한 이들에게 사람의 만족도를 높여줄 것이다.77) 두

번째, 자율주행차는 시간 낭비와 주차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도와준

다. 완전 자율주행차 환경에서 탑승자들은 운전할 필요가 없는 대신 이

동시간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주차장소를 찾아 주

차하는 수고를 덜어준다. 언제 다시 차를 사용할지 알려주면 스스로 지

정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 세 번째, 자율주행차는 차량에 들어가는 비

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자율주행차는 스스로 도착지와 경로를 고려

하고 교통체증을 피해 최적의 이동 경로와 속도를 찾는다. 이는 곧 차량

에 들어가는 연료 소모를 최소화해 비용 절약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또

한, 자율주행차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스스로 충전소로 이동하

77)이나영, 「고령사회, 자율주행차의 최대고객은 노인」, 헬스경향칼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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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즐거움

유형

구분

일반 자동차 자율주행차(레벨 5단계)

1
소유의

즐거움

Ÿ 값비싼 차의 소유는 곧 소

유의 사회적 지위 또는 부

상징

Ÿ 차는 소유자의 개성 및 라

이프 스타일 표현

Ÿ 차를 미적 쾌감 및 만족감

의 대상으로 인식

Ÿ 자유로운 이동의 즐거움

Ÿ 일반자동차 대비 소유의 즐

거움 감소

Ÿ 공유서비스 확대 및 소유

감소

Ÿ 반면 공유의 즐거움 증가(가

령, 우버 블랙의 경우 이용

자의 사회적 지위 또는 부

나타냄)

2
관리의

즐거움

Ÿ 차를 애착의 대상으로 인식

Ÿ 차 관리를 위한 다양한 활

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낌

Ÿ 튜닝, 도색 등을 통해서 소

유자의 개성 표현

Ÿ 일반자동차 대비 관리의 즐

거움 감소

Ÿ 차량 공유서비스 회사가 관

리를 대행

Ÿ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일부

영역에서는 관리

3
운전의

즐거움

Ÿ 승부욕 자극과 성취감

Ÿ 몰입과 속도감을 통한 자유

로움과 쾌감

Ÿ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동성

Ÿ 일반자동차 대비 운전의 즐

거움 감소

Ÿ 자율주행 레벨0-4단계는 운

전의 즐거움 존재

Ÿ 자율주행 레벨 5단계는 운

전 제로

4
일상의

즐거움

Ÿ 운전자 의도대로 여행이나

휴가를 가는 자유로움

Ÿ 탑승자가 차안에서 휴식과

여유를 즐김

Ÿ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시

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

Ÿ 삶의 일상적이고 소소한 순

간을 함께 하는 즐거움

Ÿ 일반자동차 대비 일상의 즐

거움 증가

Ÿ 언제어디서나 원하는 장소

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가능

Ÿ 운전 및 사고 부담감 없음

Ÿ 비용 및 시간 절약

[표 12] 자동차 구분에 따른 즐거움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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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료를 충전할 수 있다. 사용자들에게 일상 속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과 비용 절감이 가능한 경제적인 즐거움도 선사한다. 네 번째, 완전

자율주행차 환경은 교통 사고율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완전 자율주행

차는 사고수렴제로를 바탕으로 시스템과 환경이 설계되며, 운전자의 인

지장애 및 실수, 내·외부 환경적인 요인으로 초래 가능한 대부분 사고의

사전예방이 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매년 평균 교

통사고로 124만명이 사망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교통사고

원인은 90% 이상이 운전자의 부주의 때문이며,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5건 중 1건은 졸음운전으로 발생한다. 일반 교통사고 보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2배 더 높은 치사율을 보였다. 자율주행차는 이런 사람의

한계를 극복한다. 컴퓨터는 사람처럼 졸지 않으며, 주의를 빼앗기는 일도

없다.78) 자율주행차에는 다양한 센서가 탑재되는데, 이는 사람들의 눈과

귀 역할을 해준다. 제한된 인간의 인지능력을 확장 시켜주는 역할을 한

다. 이를테면, 어두운 밤이나 안개 낀 도로를 운전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

한 일이나,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정밀한 센서는 사람보다 정확하게 주변

의 사물을 인식해 회피 및 주행을 도와준다. 언급한 사례뿐만 아니라 일

상에서 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다양하고 수많은 욕구충족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78)김정훈,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의 현재와 미래」, 정보통신기술센터,

2017,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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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일상의 즐거움과 기술수용의 관계

[그림 10] Davis(1989)의 기술수용모델(TAM)

하이테크 제품이나 첨단기술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다음[그림

10]의 Davis(1989)의 기술수용모델(TAM)은 수용자의 정보기술수용과

사용행동을 설명하는데 간단하면서도 설명력이 매우 높은 모형으로 인정

받고 있다. 이 모델의 변형과 확장이 수월하여 정보기술 수용 현상의 다

양성을 다루는 데 적합하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많은 후속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기술수용모델(TAM)은 수용자의 수용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로 수용자들이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각된 유용

성(Perceived Usefulness)과 지각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을 제

시하였다. 지각된 유용성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작업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지각된 용이성은 정보시스

템을 사용하는 데 정신적 노력이 적게 든다는 것을 의미한다.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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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TAM을 기본으로 하여 ‘즐거움

‘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지각된 즐거움이

TAM 연구에서 중요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데, 지각된 즐거움(perceived

enjoyment)이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목적(multi-purpose) 기술의 수용

에서 주로 도입되고 있는 행동 신념(손승혜 외, 201)으로 예측되는 성과

의 중요성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컴퓨터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즐겁다

고 느끼는 정도(Davis, Bagozi, & Warshaw, 192) 또는 개인 수준의 인

지적이고 지적인 몰입 상태 혹은 개개인의 경향적인 특성(Hackbarth et

al., 203)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위의 언급한 연구에 의하면, 지각된 즐

거움은 사용자가 어떠한 기술을 수용해 사용하는데 있어 즐거움을 느끼

고, 몰입함으로써 만족이나 지속적인 사용과 같은 연속적인 행동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Venkatesh,(2000) 역시

지각된 즐거움은 사용자의 기술수용에 긍정적인 영향80)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Heijden(2004)는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이 높을수록 지각된

즐거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주장81)하였다.

첨단기술이 적용된 제품 중 자율주행차는 특히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자율주행차의 자동화 시스템이 많이 발전하였지만 아무리 훌륭

한 시스템이라도 사용자가 믿지 않아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시스

템 성능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82) 따라서 자동화 분야에서는 신뢰

79)유재현·박철,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연구에 대한

종합적 고찰」, Entru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Vol.9, No.2, 2010,

p.31

80)Venkatesh, & F. D. Davis. 「A theoretical extension of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Four longitudinal field studies.」 Management Science,

46(2), 2000, pp.186-204.

81)H. van der Heijden. 「User Acceptance of Hedonic Information System

s」. MIS Quarterly, 28(4), 2004, pp.695-704.

82)Parasuraman R, Riley V. 「Humans and automation: Use, mis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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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간이 자동화 시스템을 이해하는 과정에서의 반드시 필요한 핵심 요

소로 보고 있다.83)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에서는 자동화가 높은 시스템에

서 사람이 해당 시스템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수용성

(Acceptance)과 시스템에 온전히 맡겨도 좋은지와 같은 신임(Belief)을

결정짓는 요소로 보고 있다. 또한, 이는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인간의 태

도와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84) Ghazizadeh

(2012)도 자동화 수준이 높아지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뢰가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차 환경에서 사용자의 거부감을 줄이

고 기술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뢰와 즐거움‘ 이 두 가지를 가장 중

요한 요소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자율주행 시스템의 수용에 필요한 핵심

요소인 ’신뢰‘는 기술의 성숙도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라 가정하였으며,

탑승자에게 디자인을 통한 ‘즐거움’이라는 감성가치 부여에 초점을 맞추

어 진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동하는 공간 안에서의 지

각된 즐거움을 통해 탑승자에게 기술수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

를 할 것이다. 이렇게 높아진 기술수용도는 자율주행차를 사용하는 사람

들에게 신기술이 적용된 낯선 제품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주어 쉽게 사용

하게 도와준다. 레벨 4단계의 자율주행차는 다음[그림 11] ‘Hype Cycle

disuse, abuse」, Human Factors: The Journal of the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Society, 39(2), 1997, pp.230-53

83)Meyer, J., Wiczorek, R., & Günzler, T. 「Measures of Reliance and

Compliance in Aided Visual Scanning」. Human Factors: The Journal

of the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Society, 56(5), 2014,

pp.840-849

84)Carter, L., & Bélanger, F. 「The utilization of e-government

services: Citizen trust, innovation and acceptance factors」.

Information Systems Journal, 15, 2005,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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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echnology Adoption Lifecycle Plotted together‘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로는 부풀려진 기대의 정점과 환멸의 단계 사이와 아래로는 캐즘

(Chasm)의 위치에 오버랩 되어있다. 이를 벗어나 주류시장에 진입하거

나 ‘계몽의 단계‘에 올라서려면 기술에 대한 신뢰확보와 함께 사용자들의

두려움을 낮추어 기술수용도를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림 11] Hype Cycle and Technology Adoption Lifecycle Plotted together

자율주행차와 같은 제품에 대한 접근성 또는 수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혁신기술이 곧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모든

새로운 기술들이 혁신일수는 없으나 적어도 현재까지 진행된 자율주행차

연구만 보더라도 사람들과 사회에 긍정적인 가치를 주기에 충분한 기술

로 여겨진다. 사람들이 좋은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욕구가 커지다 보면

자연스레 기술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편리하고 유용한 기술임에

도 막연한 기술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사용을 꺼리면 사용자와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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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새로운 시장선점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에 대한 수용 정도를 높이고 막연한 두려움은 낮

출 필요가 있다.

[그림 12] 매슬로의 욕구단계 다이어그램 & Jordan의 소비자 니즈 결정 단계

‘제품 사용에 관한 4가지 즐거움의 유형’ 관해 연구한 Patrick W.

Jordan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제품을 사용하는데 있어 4가지 사용의 즐

거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85) 4가지 사용의 즐거움(pleasure of use)은

기능(functionality), 사용성(usability)과 함께 사용자가 제품에 대한 니즈

를 결정하는 3단계(the hierarchy of consumer needs)를 구성하고 있으

며, 기능적 요소가 충족되어야 사용성의 요소가 충족될 수 있고, 해당 요

소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결국 사용의 즐거움, 즉, 감성적인 즐거움을 누

릴 수 있다고 보았다. Jordan은 이 사용의 즐거움을 물리적 즐거움

(Physio-pleasure), 심리적 즐거움(Psycho-pleasure), 사회적 즐거움

85)Jordan, P. W, 「Human Factors for Pleasure in Product Use」, Applied

Ergonomics, 29(1), 1998, pp.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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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o-pleasure), 이상적 즐거움(Ideo-pleasure)으로 나누고, 제품을 통해

이 즐거움들을 제공하여 만족도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

다.86) 즉, 사용자에게 사랑을 받는 제품이 되려면 기능성과 사용성 뿐만

아니라 사용의 즐거움과 4가지 하위 즐거움 요소의 충족이 필요한 것이

다.

매슬로는 그의 연구 욕구단계이론(Maslow's hierarchy of needs)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물질적인 욕구는 대부분 충족된 상태이며,

사람들은 물질적인 이익 추구보다는 동기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업급하

였다. 이는 곧 제품 개발에 있어서 사용성, 안정성, 편안함의 이슈가 충

족되고 나면, 디자인의 장식적, 감성적, 상징적인 특성에 주안점을 두고

이동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동기와 상황에 따라, 제품의 인지적

속성은 유형적 자산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진다.“87)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Patrick Jordan의 ‘즐거움 유형’과 Maslow의 ‘욕구이론’은 자

동차의 본연의 기능인 효율성과 사용성을 넘어 즐거움이라는 감성가치가

사용자에게 더 중요함을 다음[그림 12]의 그래프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다.

86)Jordan, P. W, 「Designing pleasurable products: An introduction to the

new human factors」. CRCpress, 2002

87)정희숙·백명진·김재범, 「매슬로 욕구단계이론을 통한 병입 생수 브랜드의

디자인 분석」. 한국디자인학회지, 2011, p.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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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1~3년) 중기(5~10년) 장기(10년 이상)

방법

양적추세분석

델파이기법

질적추세분석

메가 트렌드 비전전략

시나리오 기법

[표 13] 시계별 적합한 방법론

5. 디자인을 위한 시나리오 설정

즐거움 기반의 자율주행차 대시보드 디자인을 위해 사용자경험을 바

탕으로 한 시나리오 기법을 진행해보고자 한다. [표 13]의 시계별 적합한

방법론88)에 의하면, 시나리오 기법은 단기가 아닌 중기와 장기 미래 예

측에 적합하다. 본 연구는 2035년으로 예상되는 자율주행 5단계의 Fully

Autonomous상황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 특성 상 단기 연구방법으로 적

합한 양적추세분석과 델파이기법, 그리고 질적추세분석 보다는 중기 메

가트렌드와 장기 비전전략을 고려한 시나리오 기법이 적절한 미래예측

방법론이라 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시나리오 기법은 복잡하고 급변하는 불확실성 시대의 비선형적

불연속 변화에 대해 창의적 발상을 유도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다수의

대안적 미래(alternative futures)에 대한 선택의 폭(option)을 확장한다.

불확실성의 예측 및 관리(조기 포착, 적시 대응)를 통해 위험의 발발을

88)김규현, 「페르소나 유형을 적용한 주거지형 U-City 체험지구 사용자

시나리오 개발」,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5(3), 2015.7,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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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으로 최소화할 뿐 아니라, 발발 이후 복구비용 또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 차원에서 전략적인 접근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왔

다.89) 시나리오 기반 디자인은 직간접적으로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참여시키는 사용자중심 디자인 및 마케팅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시나리오란 본래 연극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극의 개요나 줄거리를 뜻

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다가올 미래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그려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으로서 시나리오 방법론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

나리오 이론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다양한 미래 환경이

발생할 수 있는 현대의 상황 아래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혹은 대안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90) 사용자의 경험 기반의 시나리오 설정을 위해, 먼

저 페르소나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니즈와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미래 상

황을 예측하였다. 이는 차세대 자율주행차 디자인 연구와 같이 미래 사

용자 경험이 중요한 분야의 미래 연구에 적합한 방법이다.

사용자의 니즈와 경험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 시나리오 프로세스를 재

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UX 디자인 시나리오 프로세스는 무엇보다 사

용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외부 환경의 거시적인 요인보다는 사

용자의 정보와 행동패턴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User Profiling 단계에서

는 현재의 상태나 라이프 스타일, 니즈, 요구사항 등 사용자 정보 분석과

장소와 행동 등의 행동패턴분석 및 서비스나 제품과의 관계분석 등을 주

로 파악한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상의 사용자 페

르소나를 설정한다. 다음 단계로는 설정된 페르소나 유형별로 시나리오

구조를 설계하고 각각의 시나리오를 개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

89)정재호, 「미래예측방법론: 이론과 실제」, 나라경제, 206.10, p.121.

90)김효일 외, 「사용자경험에 기반한 UX디자인시나리오 개발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0(4), 2010.10 p.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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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사용자의 핵심 요구사항을 파악함으로서 미래상

황에 활용될 수 있는 콘텐츠 및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다.91)

사용자 참여적 방법 인류학적 관찰 방법

직접적

방법

-인터뷰(Interview) or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사용성 평가 (Usability Testing)

-참여적 관찰

(Participant Observation)

간접적

방법

-개인적 경험 기록법

(Time Use Diary...etc)

-설문지(survey)

-비디오 에스노그래피

(Video Ethnography)

[표 14] 시나리오 수집을 위한 방법

본 연구에서 시나리오 수집을 위한 방법[표 14]92)으로 사용자 참여적

방법 중 직접적 방법으로 심층인터뷰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으며, 간접적 방법으로 인터뷰 참여자를 포

함하여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91)김규현, 「디자인 시나리오 구조설계 방법론에 대한 연구」, 한국디자인

지식산업포럼, 2010, p.3

92)김현정，「시나리오 기반 인터페이스 디자인 방법론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2003. 05, p.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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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단계 내용

1
시나리오

수집단계

사용자/사용상

황 이해

현재의 사용자 및 사용상황에 대한 자료,

즉 요구사항 시나리오를 수집하는 단계이

다.

요구사항 시나

리오 작성

사용자와 사용상황의 이해 단계에서 현

사용상황의 시나리오를 충분히 타당할 만

큼 수집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2
시나리오

분석단계

수집 시나리오

분석

수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3
디자인 전

개단계

아이디어 발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적절하고 가능성 있

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는 단계이다

문제해결 시나

리오 작성

시나리오 기반의 다양한 아이디어 들을

문제인식의 관점에서 해결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로 작성

[표 15] 시나리오 기반 디자인 프로세스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는 사용자 이해,

프로파일 작성, 시나리오 작성, 디자인의 전개의 단계[표 15]로 정형화된

다.93)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용자 및 사용상황의 이해, 요구

93)유승헌，「디자인 아이디어 발상을 위한 디자인 시나리오 작성 지원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 코믹챗을 활용한 시나리오 기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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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시나리오 작성, 수집된 자료 분석 및 해결안 아이디어 발상, 문제해

결 시나리오 작성의 세부 단계로 전개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인 사용

자 및 사용상황의 이해 단계는 현재 사용자 및 사용상황에 대한 자료,

즉 요구사항 시나리오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이 과정은 자연스럽

게 두 번째 단계인 요구사항 시나리오 작성으로 귀결된다. 보드커의 요

구사항 시나리오 정의에 따르면 요구사항 시나리오를 잘 기술하는 것만

으로도 새로운 해결안의 아이디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와 같이 요구

사항 시나리오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인 해결안 자료 분석과 아이디

어 발상과 이를 통한 디자인의 결과물을 구체화하는 문제해결 시나리오

로 이어진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이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요구사항 시나리오 작성은 사용자와

사용상황의 이해단계에서 현 사용상황의 시나리오를 충분히 타당할 만큼

수집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나리오 수집

방법의 특성상 사용자를 직접 만나고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하는데 비해

이상적인 대표 사용자는 실제 없으며 다양한 사용상황을 연출하는 시나

리오들을 수집해야 한다는 이율배반적 목표가 존재한다. 또한, 현 사용상

황 시나리오에 내포된 정보를 해석해내는 것이 쉽지 않은 작업이며, 실

제로 디자인 문제를 시각화 혹은 해결안 아이디어 발상 단계에 접어들면

정보를 읽어 들이는데 있어서 디자이너의 직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

고 리서치 결과와 정확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94)

위에 언급한 문제를 종합하면, 시나리오 기반 디자인 기법의 실행에

있어 첫 번째 관건은 어떻게 하면 현 사용상황의 시나리오를 충분히 타

기법의 적용을 중심으로」, KAIST 석사학위 청구논문，2000. p40

94)유승헌，ibid,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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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할 만큼 수집하느냐는 것이고, 두 번째 관건은 디자인 문제 인식과 그

에 대한 해결안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어떻게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5.1. 시나리오와 페르소나

페르소나는 사용자 경험 디자인에서 사용자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특정 사용 목적을 가진 사용자 유형을 실제 존재하는 인물처

럼 묘사하는 방법론이기 때문이다. 일부 페르소나를 조사과정의 부산물

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으나 페르소나는 시스템이 의도하는 사용자의 모

습을 그린 것이다. 이름과 신상에 관한 정보 및 기획자나 디자이너가 원

하는 대로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페르소나 포맷

은 존재하지 않는다. 몇 개의 글머리 기호 목록 또는 몇 단락의 이야기

로 표현될 때도 있을 정도로 전문가마다 접근방식도 모두 다르다. 어떤

접근법을 선택하든 페르소나에는 반드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것과 사

용자가 기대가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도 받아들일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이다.95)

페르소나는 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이나 유스케이스(Use-case)

분석 혹은 기능 정의 등의 개발과정에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 또한 페

르소나는 마케팅, 디자인, 판매 등 다양한 조직 간에 사용자 이해를 위한

상호소통의 도구로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96)

95)서혜미, 모바일 사용자 경험 설계를 위한 페르소나 기반의 시나리오법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4.

96)https://ko.wikipedia.org/wiki/페르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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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인터뷰 대상

자율주행차에 대한 니즈 및 인식
성

별

연

령

직

업

A 남 31

직

장

인

-출·퇴근 시 사용 선호(왕복 2시간의 출퇴근 거리, 경기도

수원-경기도 화성 남양동 왕복)

-출근과 퇴근 시 각각 다른 사용 목적

-반려동물 케어 및 차량 셀프 정비 니즈

-자율주행차를 탑승자 자신을 표현하는 대상으로 인식

-창의적 활동을 하는 작업실이자 공간으로 간주

[표 16] 심층인터뷰를 통한 사용자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니즈 및 인식

본 연구에서는 미래 자율주행차 환경 가정을 바탕으로 사용자들의 심

층인터뷰 과정을 통해 페르소나를 도출하고, 각 페르소나에 적합한 시나

리오를 도출하려 한다.

5.2. 시나리오를 위한 심층인터뷰

페르소나 및 시나리오 설정을 위해 2차 심층인터뷰를 다음과 같이 시

행하였다. 일정은 2018년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수도권에 거주

하는 30대 남녀 8명을 대상으로, 각각 1시간의 심층 인터뷰 후, 다음[표

16]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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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 39

직

장

인

-차량 내 적절한 환경조성을 통한 사생활을 지킬 수 있는

공간

-공간 내에서 심리적 안정감 확보 니즈

-차 안에서 물리적인 활동(걷기, 피트니스...etc) 니즈

-왕복 1시간 반 거리 출퇴근

C 여 38

직

장

인

-개인 맞춤형 공간으로 인식

-몰입감 높은 학습 공간(퍼스널 트레이닝..tec)니즈

-집중 가능한 환경 조성(ASMR), 업무, 배움터

-명상과 휴식의 공간

-육아관련 정보 취득 및 반려동물 케어

-왕복 4시간 거리 출퇴근(인천-가산디지털 단지 왕복)

D 여 36

대

학

원

생

-자율주행차의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 감성 원함

-대부분 디지털화된 환경에서도 물리적인 요소(버튼..등)

필요

-외부인과는 단절, 외부환경과는 소통 원함

-시각기반의 학습 및 활동에 대한 니즈

-왕복 2시간 반 의 출퇴근 거리

E 여 33

대

학

원

생

-차량 내 AI Agent 필요

-학습을 위한 실시간 피드백 니즈

-개인맞춤형 공간 및 서비스 요구

-집에서 하던 행위들의 연장선

-왕복 1시간의 출퇴근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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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남 40

직

장

인

-내부 공간은 개인중심적인 공간이 될 것

-자율주행차 내에서도 스마트폰은 여전히 중요한 위치

-자율주행차 내의 모든 요소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보조

해주는 역할

-시트의 중요성 증대 및 몰입감주는 공간

-왕복 2시간 거리의 출퇴근

G 여 36
주

부

-차량 내 동승자간의 상호작용 보다는 개인 공간 확보가

가장 중요

-동승자와의 감정소모 보다는 AI가 나을 듯

-반려동물 케어를 위한 니즈

-두 자녀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기능

-일일 평균 사용시간 1시간 30분

-회당 평균 탑승시간 30분 이내

H 여 35

직

장

인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개인

공간

-AI 집사 니즈

-출퇴근 시 학습 니즈

-왕복 2시간 반의 출퇴근 거리

경기도 거주 38세 직장인 C와 40세 직장인 F, 그리고 35세 직장인 H

는 개인적인 공간이면서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을 자율주행차에서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였다. 몰입도 높은 공간에서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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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휴식 또는 학습,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그 이유로 꼽았다. 반면, 서울

거주 31세 남 A는 자율주행차를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자 반려

동물을 케어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니즈가 있었으며, 창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화된 공간으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서울거주 36세 주부 G는

반려동물 케어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통학과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한 니

즈를 가지고 있었다.

33세 대학원생인 E와 G, H는 자율주행차에서 인공지능을 통해 개인

맞춤형 기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율주행차가 단지 더 유

용한 이동의 수단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을 케어하고 사람

이하기 힘든 일을 대신해주며, 개인의 선호도를 파악을 통한 개인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인공지능 기계라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뷰 전 사전조사를 통해 자율주행차 환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동과 실내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이동은 출퇴근과 여

행, 실내 활동은 학습과 엔터테인먼트로 총 4가지 상황으로 세분화하였

다. 자율주행차가 사용되어질 4가지 환경을 바탕으로 총 8명과 인터뷰를

하였다. 참여자들에게 자율주행차를 사용 시, 선호하는 상황을 묻는 질문

에 8명 모두 출퇴근, 이동, 엔터테인먼트, 학습 순으로 응답하였다. 자율

주행차 사용에 있어 출퇴근 상황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가장 빈번한

사용과 잉여 시간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니즈로 나타났으며, 인터뷰

대상자들의 평균 출퇴근 시 차를 이용시간은 2시간 4분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선호도를 나타낸 이동은 출·퇴근을 제외한 일상생활에서

의 빈번한 단거리 이동에 대한 니즈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습

과 엔터테인먼트 활동은 차량의 이동과 함께 할 때 높은 니즈를 타나내

었다. 따라서 위의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출퇴근과 높은 빈도의 단거

리 이동환경을 가정하여 3가지 페르소나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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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

소나

주요

상황
특징 니즈

A

31세

(남)

출·

퇴근

-왕복 2시간 소요 출·퇴근

-경기도에 거주, 미혼

-주중에 자가용으로 출퇴근

-자기계발에 대한 니즈 강함

-업무 외의 창의적 창작활동

에 대한 니즈 높음

-SNS 활용에 능함

-출·퇴근 시 개인공간 안에서

의 휴식이 필요하며 출근과

퇴근 시 각각 다른 형태의 휴

식을 필요로 한다.

-결핍의 상태를 충족시켜 주

는 것이 즐거움이자 행복이다.

-차를 통해 나를 표현할 수

있다.

B

38세

(여)

-어린 자녀가 있는 워킹 맘

-왕복 4시간 소요 출퇴근, (거

주지 경기도, 직장 서울)

-시어머님이 주로 아이들 케

어

-육아와 직장에서 벗어나 온

전한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다

-그 공간은 철저히 개인맞춤

형 공간이어야 하며 기계학습

[표 17] 3가지 유형의 페르소나

5.3. 시나리오 및 페르소나 도출

심층인터뷰의 사용자 니즈를 바탕으로, 가장 빈번한 사용이 예상되는

출퇴근과 일상생활이라는 상황을 전제로 다음[표 17]과 같이 페르소나를

구성하였다. 총 3명의 페르소나는 심층 인터뷰와 FGI(Focus Group

Interview)를 바탕으로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여 재구성하였다. 각각 30대

직장인 및 주부를 대표 페르소나로 구성한 이유는, 향후 자율주행차가

보급되었을 때,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며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낮은 거

부감을 바탕으로 가장 높은 사용빈도가 예상되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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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주말에도 업무를 봄

-시간의 효율적인 사용이 필

요함,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인

데 반해 주어진 역할을 많음

을 통해서 탑승자를 학습하는

것도 좋다.

-VR(Virtual Reality) 같은 기

술을 사용해서라도 적절한 휴

식을 취할 수 있다면 선호

C

36세

(여)

일상

생활

-오전 4시간 시간제 근무

-두 자녀(딸) 양육

-서울 거주

-회당 평균 차량 사용 시간

30분 이내

-자택에 차량 2대 소유, 경차

는 남편 출퇴근용, 나머지 1대

는 두 자녀와 본인의 일상생

활에서 사용

-반려동물 소유

자녀 통학 및 장보기에 주로

차량 사용

-차량 내 동승자간의 상호작

용 보다는 개인 공간 확보중

요

-동승자와의 감정소모 보다는

AI가 나을 듯

-반려동물 케어를 위한 니즈

-자녀 탑승 시 실시간 모니터

링 니즈

-회당 평균 차량 사용 시간

30분 이내

A는 31세의 미혼 남성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경기도에 위치한 대기

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주중에는 혼잡한 출퇴근을 피해 이른

아침 차를 운전해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회사로 출근한다. 출퇴근 거리

는 왕복 120km가량 되며 시간은 왕복 2시간 정도 소요된다. 그는 출근

시 영어공부를 하거나 오디오북을 들으며 출퇴근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

낸다. 퇴근 시, 출근과는 반대로 목적지가 동일한 동료와 함께 대화하며

퇴근하거나,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하루의 스트레

스를 해소한다. 또한 음악을 만드는 것을 즐겨 주로 집에 가면 악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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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황 시간 내용

출근

기상 05:30 기상 후 세면

출근

준비

05:35

출근 준비를 하며 AI스피커를 통해 가상운행 기능에

접속, 직장까지 소요되는 시간 알림 받음

(자율주행차-스마트폰-AI스피커)

7시 직장 도착 예상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5분으로

예상 (5시55분 탑승 시 7시 도착)

05:50

엘리베이터 탑승 시, 자동으로 주차장으로 안내

엘리베이터 하차 후, 차량으로 걸어감, 스마트 워치

로 위치 확인

차량은 탑승자가 근거리로 접근하면, 안면인식을 통

한 신원확인 후 환영 인사(환영 조명과 사운드)

차량

탑승
05:54 차량의 문이 자동으로 열림, 탑승

목적지

향해

이동

05:55
탑승 후, 조명과 사운드를 비롯해 사용자에 맞게 개

인맞춤형 환경 제공

[표 18] A의 출·퇴근 시나리오

다루거나 음악을 듣는 일로 여가시간을 보낸다. A가 주장하는 즐거움은

‘욕구에 대한 결핍의 상태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차를 자

신을 동일 시 하며 차를 통해 나를 표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A의

출·퇴근 시나리오[표 18]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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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6

AI 에이전트가 탑승자에게 인사 후, 탑승자에게 하

루 일정 제공

탑승자의 니즈에 따라 정보의 양을 가감

탑승자의 요구에 따라 어학 학습콘텐츠를 제공

전날 학습한 내용 피드백 제공, 학습에 알맞은 환경

제공으로 몰입감 증대

06:40

학습 종료 후, 탑승자가 선호하는 분야의 아침 주요

뉴스 제공

뉴스 중 탑승자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자동 검색

06:50
부모님에게 차 안에서 영상메시지를 통해 안부 전

함

06:55
회사 도착 전, 자율주행차가 미리 주문한 머핀과 커

피를 건네받음

07:00 회사 주차장에 도착, 하차, 운전 모드 해제

대기

및

자가

점검

정비소

이동

11:00 자율주행차 타이어 공기압 이상

11:20
탑승자 없이 스스로 이동 후, 정비소로 이동, 타이어

공기압 체크 후 교체

업그레

이드
13:00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버전 업그레이드

퇴근 퇴근 17:00 사용자 퇴근준비하며, 스마트와치 통해 로비에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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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17:05

대기 지시

차량 이동 후, 로비에서 탑승자 기다림

17:10

탑승자 나오는 것을 위치기반으로 인식 이동

차량은 탑승자가 근거리로 접근하면, 안면인식을 통

한 신원확인 후 환영 인사 (환영 조명과 사운드)

차량

탑승
차량의 문이 자동으로 열림, 탑승

목적지

향해

이동

17:20

탑승 후, 조명과 사운드를 비롯해 사용자에 맞게 개

인맞춤형 환경 제공

AI 에이전트가 탑승자에게 저녁 인사

1725
퇴근 시 탑승자가 선호하는 창작활동 공간으로 환경

변화(뮤직 스튜디오로 바뀜)

1730

뮤직 스튜디오에서 작업하며 하루를 정리하고 스트

레스 해소

실시간 작업에 필요한 공간 배치 및 변화

차량 외부에서는 탑승자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외부 조명 또는 디스플레이 동작

도착
목적지

도착
18:20

목적지에 도착 / 탑승자는 여전히 음악에 몰입

자율주행차는 탑승자의 몰입을 인식, 지속적으로 환

경 제공, 몰입상태를 방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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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
탑승자 하차 준비 함 / 차량은 로비로 이동하며 하

차 준비

18:52
탑승자 하차 후, 주차장의 빈자리를 찾아 스스로 이

동 / 대기모드로 전환 및 충전

심층 인터뷰 내용 중 자율주행차 환경에서 제약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이동 및 효율적인 시간사용에 대한 니즈가 많았다. 자율주행환경에서

도로, 인프라 및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기반으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정

확한 시간 예측이 가능하다. 이는 사용자에게 목적지까지의 시간을 역으

로 계산해서 언제 차량을 이용하면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이다.

시나리오 상에서 A는 매일 회사에 도착할 시간을 기상과 동시에 알림으

로 받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출근 준비를 한다. 차량은 사용자의 걸음걸

이와 안면인식과 같은 생체인증 정보를 통해 신원확인을 하고 자동으로

문을 열어준다. 사용자는 차량 탑승과 동시에 조명, 사운드와 같은 실내

구성요소의 개인맞춤화 과정을 거친다. 실내에는 AI 에이전트를 통해 사

용자 맞춤화된 정보와 뉴스를 듣게 된다. 차량이 목적지에 도착 후, 스스

로 사용자에 맞춤화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와 자가 정비를 한다. 출입정

보 기반으로 탑승자의 차량 탑승 시간을 미리 예측하여 로비에 대기하며

탑승자가 선호하는 공간으로 창작활동의 공간으로 환경을 변화시킨다.

사용자는 퇴근하며 자율주행차를 통해 최적의 몰입된 환경을 제공받으

며, 창작활동을 한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자율주행차는 스스로 주차자리

를 잡고 대기모드로 들어가게 된다.

B는 38세의 워킹맘이며 6세 자녀 하나를 두고, 인천에 거주하며 서울

에 위치한 통신 네트워크 분야의 중견기업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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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황 시간 내용

출근

기상 06:00 기상 후 세면

출근

준비

06:05

출근 준비를 하며 AI스피커를 통해 가상운행 기능에

접속, 직장까지 소요되는 시간 알림 받음

(자율주행차-스마트폰-AI스피커)

06:15

8시 직장 도착 예상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30분으

로 예상(6시30분 탑승 시 8시 도착)

탑승자 주차장으로 이동

차량은 탑승자가 근거리 접근 시, 안면인식을 통한

신원확인 후 환영 인사(환영 조명과 사운드)

[표 19] B의 출·퇴근 시나리오

있다. 집에서 회사로 바로 가는 교통편이 없어 매일 마다 왕복 4시간 이

상을 출퇴근에 사용하고 있다. B는 새로운 전자기기에 대한 높은 호기심

을 가지고 있으며, 최신기술이 적용된 제품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에 관

해서도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 그녀에게 출퇴근 시간은 육아와 직장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시간이며 나를 되찾는 시간을 의미한다.

바쁜 업무와 육아 탓에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며,

부족한 운동량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틈틈이 요가와 필라테스를 하고,

자기개발도 부지런히 하는 편이다. B의 출퇴근 시나리오[표 19]는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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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탑승
06:28 차량의 문이 자동으로 열림, 탑승

목적지

향해

이동

06:30

탑승 후, 조명과 사운드를 비롯해 사용자에 맞게 개

인맞춤형 환경 제공

AI 에이전트가 탑승자에게 인사 후, 탑승자에게 하

루 일정 제공

06:35
탑승자 요청으로 단기 숙면모드 전환 / 시트가 무중

력모드 상태로 전환, 조명 및 사운드 ASMR전환

07:40

도착 20분 전, 도착 알람

밝은 조명과 함께 뷰티모드로 전환, 요일에 맞는 추

천 화장 제안, 탑승자 화장 및 머리손질

07:50 자녀의 등교 준비 영상으로 확인 / 키즈 폰과 연동

08:00 회사 주차장에 도착, 하차, 운전 모드 해제

대기

및

자가

점검

업무차

배송

14:30
자율주행차에 물건 실어 협력업체에 보냄 / 지정된

목적지를 향해 운행

15:30

배송 후, 주차장 지정된 위치에서 충전

업그레

이드

충전과 동시에 최신 필라테스 및 요가 프로그램 업

데이트

퇴근 퇴근 18:00 사용자 퇴근준비하며, 스마트와치 건물 앞에 차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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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기 지시

18:05

차량 이동 후, 건물 로비에서 탑승자 기다림

탑승자 나오는 것을 위치기반으로 인식 이동

18:10

차량은 탑승자가 근거리로 접근하면, 안면인식을 통

한 신원확인 후 환영 인사(환영 조명과 사운드)

차량

탑승
차량의 문이 자동으로 열림, 탑승

목적지

향해

이동

18:15

탑승 후, 조명과 사운드를 비롯해 사용자에 맞게 개

인맞춤형 환경 제공

AI 에이전트가 탑승자에게 저녁 인사

퇴근 시 탑승자가 선호하는 피트니스 공간으로 환경

변화(피트니스 공간으로 바뀜)

낮에 업데이트를 해둔 새로운 필라테스 프로그램

체험

요가에 필요한 공간 배치 및 변화

AI 트레이너 프로그램을 통해 AI트레이너가 실시간

으로 탑승자에게 올바른 동작 실시간 피드백

도착
목적지

도착
19:30 목적지에 도착 / 탑승자는 여전히 요가에 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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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
자율주행차는 탑승자의 몰입을 인식, 지속적으로 환

경 제공, 탑승자의 몰입을 방해하지 않음

19:40

자녀에게서 연락이 옮 / 차량은 로비로 이동하며 하

차 준비

탑승자를 하차 시킨 후, 주차장의 빈자리를 찾아 스

스로 이동 / 대기모드로 전환 및 충전

구분 상황 시간 내용

출근

및

자녀

통학

기상

07:40 기상 후 세면, 아침 준비 및 두 딸 깨움

07:55 간단한 아침 식사

[표 20] C의 일상생활 시나리오

C는 서울에 거주하며 각각 9세와 7세의 자녀를 둔 36세의 전업주부

이다. C의 일상생활은 가사와 양육, 일주일에 3번 각각 4시간의 시간제

업무를 하고 있다. 집에는 차량이 2대 있으며, 한 대는 남편의 출퇴근용

이고, 나머지 한 대는 C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도이다. 주로 아이

들의 통학, 마트 장보기, 쇼핑, 본인의 출퇴근 등에 이용하고 있으며, 대

부분 차량 사용 시간은 평균 30분 이내이다. B와는 달리 새로운 전자기

기에 대해 낮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신기술의 사용법을 어려움을

겪고 있다. C의 일상생활 시나리오[표 20]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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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탑승

08:15 C, 두 자녀와 함께 주차장으로 이동

0820

차량이 탑승자의 이동인 인지, 아파트 1층 현관 앞

으로 스스로 이동

차량은 탑승자가 근거리 접근 시, 안면인식을 통한

신원확인 후 환영 인사(환영 조명과 사운드)

차량의 문이 자동으로 열림, 탑승

탑승 후, 조명과 사운드를 비롯해 사용자에 맞게 개

인맞춤형 환경 제공 및 AI 활성화

경로 탐색 및 주요 탑승자(C) 피드백

목적지

로

이동

(출근)

08:25 500m거리(약 3분소요)의 유치원으로 이동

08:30
탑승자(C와 두 번째 딸) 하차, 딸을 유치원 5층으로

바래다 줌

08:35 약 5분 동안 첫째 딸은 차 안에서 C를 기다림

08:40

600m거리(약 3분소요)의 초등학교로 이동

초등학교로 도착, 첫째 딸을 내려주고 직장(시간제

업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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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8km거리(약 20분) 이동

직장 정문 도착, 하차

09:15
스스로 주차장으로 이동 및 주차,

운전모드 OFF/대기모드 ON

쇼핑

목적지

로

이동

(퇴근)

13:30 C 차량 호출 및 차량 로비에 대기

13:50

10km거리의 대형할인점으로 이동

할인점 도착 후 입구에서 정차, C 하차

14:50

스스로 주차장으로 이동 및 대기

장보기 마치고 스마트밴드로 차량 호출

차량 출구에 차량 대기, 짐 싣고, C 승차

15:10

약 5km 거리 집으로 이동,

이동하며 첫째 딸 스케줄 확인(방과 후 활동, 학원)

통학
자녀

픽업
아파트 로비로 이동, 정차 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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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동

15:30 첫째 딸, 초등학교 정문에서 픽업 대기

15:40

픽업 후 영어 학원으로 이동

첫째 딸 영어 학원 하차 후, 둘째 어린이집으로 이

동

16:00
둘째 픽업, 집으로 이동, C에게 아파트 도착 예상시

간 알림

16:10
둘째 아파트 로비에서 하차 및 C 집으로 픽업

차량 주차장 이동 및 대기

16:40

첫째 픽업 위에 영어 학원으로 이동, 스마트 밴드로

원거리 위치인식 후 안면인식으로 탑승자 특정

첫째 픽업 및 피아노 학원으로 이동

16:50 아파트 주차장으로 복귀

17:40 첫째 픽업 위에 피아노 학원으로 이동

17:50

픽업 후 집(아파트)로 로비로 이동, 첫째 하차

차량 주차장으로 이동 후 주차 및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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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가족의 평균 차량이용시간은 30분 이내이며, 횟수는 일일 평균 4회

로 나타났다. 주로 단거리 출·퇴근과 쇼핑, 그리고 두 자녀의 학교와 학

원 통학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차 한 대로 출퇴근과 쇼핑, 자녀의 통학

을 지원하기 때문에 시간은 짧으나 가족들의 다양한 니즈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출·퇴근 시에는 이동시간에 화장을 하거나 업무 관련 메일

확인을 하고, 쇼핑 시에는 지정된 장소에서의 승·하차와 탑승자와의 원

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요소인 반면, 자녀들의 통학에는 안전한 픽

업과 이동 그리고 C의 자녀 모니터링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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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나리오 기반 2가지 콘셉트 설정

위의 시나리오와 페르소나를 기반으로 디자인을 위한 2가지 콘셉트를

추출하였다. A콘셉트는 차량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지닌 다양한 소통

(Human-Environment-Information) 사이의 니즈에 주목하여 전개하였

다. 반면, B콘셉트는 사용자들이 가진 주요 니즈인 휴식의 종류에 초점

을 맞추어 진행하였으며, Active Rest와 Passive Rest로 구분되는 휴식

즉, 학습이나 게임을 하며 취하는 휴식과 어두운 장소에서 잔잔한 음악

을 들으며 취하는 것과 같은 휴식에서 오는 차이를 콘셉트로 추출하였

다. 구체적인 2가지 콘셉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6.1. 2가지 콘셉트 도출

첫 번째, A콘셉트는 현재 차량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다양한 소통의

니즈를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A콘셉트의 아이디어는 심층면접 시,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언급한 내용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발전 시켰으

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 참여자는 ‘지하철을 탈 때 항상 스마트

폰을 보는데, 스마트폰만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타인과의 불필요한 접점

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 사람들과 얘기하고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인데, 지하철이나 버

스에서만은 낯선 타인에게 방해 받지 않고 나만의 공간을 확보하고 싶다

고 하였다. 그렇게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스마트폰에 집중한다고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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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of

Communication
Result

Concept

Keyword

Human

↔

Environment

운행 시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치게 될 때

전방에 카메라로 찍어 SNS를 통해 공유, 차

자체가 SNS가 될 수 있을 것

공유

VR과 같은 가상현실 기기를 통해 탑승자가

원하는 환경을 제공 및 욕구 충족
개인 맞춤

거리의 사람들이나 아름다운 경치 등을 보

며 외부 환경을 느끼고 소통했으면 좋을 것
소통

[표 21] 출·퇴근 시나리오 기반 커뮤니케이션 요인과 심층면접 결과

급하였다. 그녀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편이고 같은 노선일 경우,

지하철과 버스 중 버스를 선호하는 편이라고 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지하철은 타면 깜깜한 환경 밖에 없고, 밖을 봐

도 지하뿐이다. 그러나 버스는 다르다 버스는 풍경, 기온, 날씨, 그리고

계절의 변화가 있으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보인다.’라고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사람들은 차량을 통한 이동 시 다양한 종류의 소통을 원한다고

가정하였고, 8명의 심층 인터뷰 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 중 소통과 관련

된 부분은 아래[표 21]와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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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감성을 느낄 수 있게 적절한 수준

의 환경을 반영
소통

Environment

↔

Information

출근길에 탑승자가 좋아하는 따뜻한 머핀이

나 커피 등의 서비스 제공 받는 것
효율

외부환경을 파악하여 차량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적당한 프로그램 추천 (노면이 규칙적

인 구간에서는 영화나 독서 등의 시각적 자

극 관련 프로그램 추천…등)

효율

차량의 외부를 통해서 바깥의 환경 즉, 보행

자 또는 타 차량과 소통하는 것
소통

차량외부의 환경을 다양한 정보로 가공하여

탑승자에게 제공
정보 제공

Human

↔

Information

이동 시 탑승자들은 뉴스/날씨 같은 정보 취

득 또는 학습
학습

학습 /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위한 최적의 몰

입감 제공을 위해 탑승자를 파악하고 외부

와의 단절된 환경(조명, 사운드..등)을 제공

개인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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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자의 기분을 외부로 나타내는 것/차가

나를 표현하는 것, 차를 나의 아바타로 여기

고 이를 기반으로 외부와 커뮤니케이션(나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수단 중의 하나)

소통

필라테스 / 요가와 같이 실내에서 이동 시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퍼스널

트레이너의 전문적인 피드백을 받고 싶은

니즈

개인 맞춤

차량 내 동승자와 같은 느낌의 AI에이전트

/ AI 컴패니언, 나와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니즈

소통

인터뷰 참여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소통을 원하는데, 그 중에서 주로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사용자↔Human, 사용자↔Environment, 사용자↔

Information 사이의 소통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표 19]와 같이 Human↔Environment↔Information 사이의 커뮤니케이

션에 대한 욕구를 출·퇴근 시나리오 기반 커뮤니케이션 요인으로 정리를

하였다.

[그림 13]은 대중교통 중 각각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때 사용자들

이 소통하고 있는 영역을 보여준다. Environment↔Information에 걸쳐진

영역은 버스를 이용할 때, Information에 걸쳐진 영역은 지하철을 이용할

때를 나타낸다. 사용자들은 차량을 통한 이동 시, 위의 3가지 소통의 욕

구가 있지만 현재의 이동 수단에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용자가 필

요로 하는 소통에 관한 결핍의 욕구는 욕구가 만족될 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즐거움에 관한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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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사용자들의 다양한 소통(Human-Environment-Information)니즈

두 번째, B콘셉트는 사용자들이 미래에 자율주행차를 주로 휴식을 취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였

다. 다음[표 22]는 출·퇴근 이동 시, 휴식의 종류를 보여준다. 이동하는 환

경에서 사용자들마다 휴식의 종류와 방법은 각기 다르며, 휴식은 능동적

휴식(Active Rest)과 수동적 휴식(Passive Rest)으로 나뉜다. 주로 능동적인

휴식은 육체적인 활동 또는 놀이를 통해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휴식을 뜻

하며, 수동적인 휴식은 잔잔한 음악이나 ASMR(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을 통해 정신적으로 재충전하며 심장박동이 느려지는

휴식을 의미한다. [표 22]은 8명의 심층 인터뷰를 대상자가 응답한 휴식의

종류와 내용을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휴식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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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휴식의 종류

출근 퇴근

1

출근 시, 영어공부,

미드, 등의 학습 및

꾸준한 자기개발 니

즈

Active

Rest

퇴근 시, 힐링이 가능한

릴렉스 체어에 누워 안

마 받길 원함

깜깜한 상태에서 최대한

편안한 자세의 휴식을

원함

Passive

Rest

2

소음이 없는 편안한

환경에서 심리적 안

정감을 가질 수 있는

휴식 원함.

밖으로부터 사생활이

보호되기 원함

Passive

Rest

차 안에서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 등의 운동 니

즈

운동하며 뉴스 시청 원

함

Active

Rest

[표 22] 출·퇴근 이동 시, 휴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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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느 것에 몰두하기

보다는 아늑한 환경

에서 편안한 분위기

가 연출이 필요.

화장을 하거나 영화

를 보거나 독서를 하

는 등의 휴식

Active

Rest

명상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편안하게 하루를

되돌아 볼 수 있는, 백

색소음 같은 것을 들으

며 명상

하루 종일 있었던 일에

대한 위안과 위로를 받

길 원함

VR 기기 등을 사용하여

치유의 느낌을 경험하고

싶음

Passive

Rest

4

출퇴근 시간은 실제로 나에게 손발이 자유로운 자유시간.

자료를 많이 보고 관련기사 연구주제와 관련된 것 시청,

음악 감상, 업무 및 학습 니즈

Active

Rest

5 출근 시, 수면 욕구
Passive

Rest

퇴근 시 핸드폰 게임,

음악 감상, 독서, 메신저

등…을 하고 싶음

Active

Rest

6 휴식을 위한 수면
Passive

Rest

음악 및 영화 감상과 학

습 원함

Active

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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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화상통화를 통해 자

녀들 케어 원함.

자녀 케어 관련 좀

더 적극적인 단계에

서 모니터링 하고 싶

은 욕구

Active

Rest

잠을 자거나 휴식 가능

하나 다양한 활동에는

어려움.

차 안에서의 학습은 비

효율적이며 집중하는데

한계.

일부 업무는 가능.

Passive

Rest

8

영어 공부 또는 독서,

팟 캐스트, 아이가 어

떻게 보살핌 받고 있

는지 정보를 얻고 싶

음.

아침은 전투적임.

학습을 원함.

인풋을 하며 하루를

시작 원함. 휴식 및

출근 시 나만의 시간

을 방해받고 싶지 않

음

Active

Rest

퇴근 시 친구와 함께 잔

잔한 음악을 들으며 대

화 원함.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 원함

Passive

Rest

사람들은 출·퇴근 시 취하는 휴식의 종류가 다르며, 8명의 인터뷰 참

여자 중 1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출근할 때 와 퇴근할 때의 다른 종류

의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휴식의 종류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가지 휴식의 패턴이 서로 바뀌지는 않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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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콘셉트의 커뮤니케이션 요소 분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전조사를 거쳐 2가지 콘셉트를 도출하였다.

그 중 첫 번째 콘셉트를 선정하여 후속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콘셉

트를 선정한 이유는 움직이는 이동 공간을 기반으로 한 ‘Human ↔

Information ↔ Environment‘ 사이 커뮤니케이션이 자율주행차의 미래

환경에 더 적합한 콘셉트라는 판단 때문이다. 과거 피처폰에서 스마트폰

으로 넘어가며, 휴대전화의 전통적으로 요구되던 통화의 기능은 점차 약

해지고, 강력한 네트워크와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한 IoT 및 생태계가

구축되어 모바일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했던 것을 경험하였다. 마찬가지

로 자율주행차는 휴식과 편안한 이동이라는 지극히 기본적인 욕구가 충

족이 되면, 자율주행차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를 커뮤니케이션이라 가정

하였다.

첫 번째 콘셉트를 바탕으로 사람들은 이동하는 공간 속에서 ‘Human

↔ Information ↔ Environment‘ 사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 욕구와

결핍에 대한 니즈[표 23]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예컨대, 대중교통 이용

시, 지하철의 경우 Environment ↔ Human과의 단절이 생기며, 버스의

경우 지하철보다는 Environment과의 단절이 다소 완화되나 여전히

Human과의 단절은 남는다. (운전자가 있는)개인 이동수단의 경우,

Human과 소통이 단절된다. A, B, C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탑승자 1인

중심의 도심형 퍼스널 모빌리티(출·퇴근 및 일상생활 시나리오 기반)를

제안하며, 상황에 따라 최대 3인의 추가 인원이 함께 탑승 가능한 자율

주행차 대시보드 중심의 실내 디자인 및 UX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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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eeds Solutions

Human

(타인과의

소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원

한다. 그 소통은 대화, 게임, 채팅, 놀이

등의 다양한 형태를 취하며, 상황과 환

경에 따라 다른 다양한 욕구가 있다. 대

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

거나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다. 그

들은 마치 타인과의 소통을 원하지 않

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처

럼 보인다.

사용자 심층인터뷰 결과 대부분의 사람

들은 소통을 원하지만, 모르는 타인과의

소통은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며, 타인과

의 터치 포인트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오히려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음악을 듣

는 다고 한다. 또 다른 이유로 스마트폰

과 음악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

고 있다고 한다. 스마트폰의 메신저를

통해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음악청취를

통해 뮤지션과 감정을 공유한다. 이는

디지털 기기를 통한 또 다른 형태의 소

통이다.

-Driverless를 기반

으로 1인 탑승자의

경우 물리적으로 떨

어져있는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

해 최적의 몰입 가

능한 공간 및 환경

을 제공

-2인 이상이 차량을

탑승하였을 때 주

탑승자를 중앙에 두

고 앉을 수 있는 실

내 레이아웃을 통해

직접적인 커뮤니케

이션 시 필요한 최

적의 환경을 제공

-상황에 따라 타 차

량의 탑승자와도 소

통 가능한 환경 조

성

[표 23] 각각의 커뮤니케이션 니즈와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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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외부환경과

상호작용)

’드라이브 하다’라는 뜻에는 차를 매개

로 ‘휴식을 취한다.’라는 개념이 포함되

어 있다. 차를 몰고 교외로 나가 운전하

며, 바람을 맞고 계절의 변화, 날씨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경험하는 것이

다.

이 같이 운전은 이동뿐만 아니라 사람

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영감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으며, ‘휴식’에는 ‘자연과

의 교감 또는 소통을 원하는 욕구가 있

다.

지하철 이용 시 사람들은 이런 외부의

경험(날씨, 기온, 계절의 변화 및 환경..

등)과는 철저히 단절되며, 퍼스널 스마

트 디바이스를 통해 Human(타인과의

소통) 및 Information(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교류)에 집중하게 된다.

버스의 경우 지하철보다는 외부환경과

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 지하철

대비 퍼스널 스마트 디바이스의 사용이

줄어들며, 외부 환경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외부의 상황 또는

환경을 실내에 도입

하여 탑승자를 환기

시킬 수 있는 시스

템 제공. 사용자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환경 제

공(예를 들어, 기온,

습도, 바람, 소음 등

체감 가능한 모든

요소를 차량 내에서

사용자에게 제공)

-필요에 따라 외부

환경을 반영하거나

차단, 항상 외부환

경과의 소통을 원하

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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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교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교류를 통해 고려

가능한 니즈는 ‘학습 또는 배움의 욕구’,

‘인터넷, 유튜브 등을 통한 정보탐색의

욕구’, ‘음악 감상, 영화관람 등의 엔터

테인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 등이 있

다.

개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디지털 네

트워크 기기는 스마트폰(or 퍼스널 스마

트 디바이스…등)이며, 사용자의 성향을

포함한 모든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

기 때문에 사용자 니즈를 고려한 정보

를 통한 소통에 최적화 되어있다.

‘사용자에게 디지털화된 정보로 경험 가

능한 모든 것’을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

크를 통한 정보교류’라 정의한다.

-퍼스널 스마트 디

바이스 시스템을 주

요 시스템으로 사용

하고, 개인의 성향

및 정보를 기반으로

탑승자의 니즈를 충

족

-Finger & palm &

motion gesture,

eye tracking, face

recognition 등 탑승

자의 니즈를 비언어

적 또는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

구를 사용

-위와 같은 적절한

환경조성을 통해 사

용자가 일정한 공간

안에서 최적의 몰입

가능한 상황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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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동

승 자 와

원 활 한

소 통 을

원함

주 탑승자의

시선에 따른

시트 움직임

-탑승자 사이의

대화에서 서로

마주보는 대화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중요

-안구의 움직임

트래킹 후, 탑승

자의 의도대로

-주 탑승자와 동승자의 시트가

서로 마주보는 시트 구조

-설명 시 디스플레이 방향으로

시트가 회전, 디스플레이 기반

의 인터랙션 환경 조성

-주 탑승자와 동승자는 각각 안

면인식과 같은 생체인증 시스템

으로 인지, 차량 실내에서 시트

[표 24] Human (타인과의 소통)

6.3. 커뮤니케이션 시나리오 구분에 따른 UX디자인

[표 23]의 ‘각각의 커뮤니케이션 니즈와 솔루션’에 3가지 시나리오[표

21, 22, 23]를 적용하여 예상 가능한 UX 디자인을 다음과 같이 고려해보

았다. 다음[표 24]의 ‘Human (타인과의 소통)’에서 사용자의 니즈를 ‘동

승자와 소통‘과 ’외부와의 소통‘, 2가지로 구분하였다. 우선, 동승자와의

소통은 차량의 실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으로 일반적인 차와 자율주행

차의 가장 큰 차이점인 운전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운전자는 동승

자와 어떤 상호작용을 원하는가?’ 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반면,

외부와의 소통 관련하여, 차를 자기표현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외부를 타

인과의 소통을 위한 매개체로 정의 하였다. 또한 각각의 니즈에 2가지씩

세부 상황 별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예상

가능한 UX 디자인 상황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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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움직임 포지션은 자유로움

탑승자 간 대

화 시, 실내

환경은 상호

소통을 위해

최적화된 환

경으로 변환

상대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화

에 방해되는 요

소 제거, 주변

상황을 고려한

적당한 환경 조

성

-상대방에 집중 가능한 디스플

레이, 인디케이터, 외부정보 등

의 시각정보를 적절히 차단, 몰

입 가능한 최적의 환경 제공

-학습 등, 집중이 필요한 상황

에서도 유사한 환경 제공(기계

학습)

-상대방과의 대

화 분위기에 적

합한 환경 조성

-주변 환경을

고려한 ASMR

높은 볼륨의 음악을 들으며 상

대방과 상호 소통 시, 음악에

적당한 조명을 적용. 상황에 맞

게 소리를 낮추고 적당한 음악

선곡, 조용한 분위기의 상호작

용 환경에서는 조용한 배경음악

과 조명효과

외 부 의

사 람 과

원 활 한

소 통 을

원함

차량 외장을

타인과 소통

의 매개체로

사용(자기 개

성 표현)

보행자와 탑승

자, 탑승자와 탑

승자 사이의 상

호작용을 위해

차량 외부 곡면

디스플레이 적용

탑승자가 알리고 싶거나 소통하

고 싶은 내용을 외부에 미러링

(Mirroring), 차량 외부는 탑승

자 자신을 표현하는 대상이자

외부인과의 소통의 매개체

다른 차를 탄

자녀(가족, 지

인..등)들의 상

황 궁금함.

물리적으로는 다

른 공간이지만

디지털 기반의

동일한 환경조성

Seamless interaction을 위한

Camera embedded display를

적용하여 눈 맞추며 상호작용이

가능한 인터랙션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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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Environment (외부환경과 상호작용)

[표 25]는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사용자의 니

즈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 번째, 열악한 외부 환경을 차단

하고 쾌적한 내부 환경 유지를 원하는 니즈이고, 두 번째는 외부환경의

변화를 감성적으로 느끼고 싶어 하는 니즈이다. 마지막은 외부환경을 완

전히 차단하여 외부와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는 사적인 공간에 대한 니즈

를 들 수 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외부 환경과의 단절은 유사해보이지만, 다소 차이

를 보인다. 열악한 외부환경을 차단하는 것은 외부의 환경과 어느 정도

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원한다는 전제 아래 탑승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부정적인 상황의 배제를 뜻한다. 가령, 외부의 강렬한 햇볕과 소음이 이

에 해당된다. 햇볕과 소음을 적절히 차단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외부와의 상호작용은 유

지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세 번째, 외부와의 완전한 단절은 내부에 완

전히 고립된 환경과 공간에서의 니즈를 뜻한다. 이는 외부의 소음이 전

혀 없는 공간에서 음악 감상과 명상 등의 활동이 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외부 환경변화를 감성적으로 느끼고 싶은 욕구이다. 이는 탑승

자가 외부의 환경을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보조적인 기능과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각적 자극에 청각, 촉각 자극과 같은 공감각적인 자극을

추가한다면, 사용자가 느끼는 감정과 감각의 폭은 확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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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악 한

외부 환

경 차단

쾌 적 한

내부 환

경 유지

원함

자외선이 강

한 날 글라스

만으로 자외

선을 차단 부

족

Transparent

D i s p l a y를

적용, 글라스

에서 디지털

커튼 적용

글라스 위에서 손으로 커튼을 닫는

상하좌우 Motion Gesture 통해 다양

한 패턴이 자외선을 가려주는 기능.

글라스와 손의 거리를 인식, 자외선

투과율(투명도)을 조정

-차량 외부의

소음에 탑승

자들이 스트

레스를 받음.

-외부 소음

구분 필요(소

음, ASMR

등)

-노이즈 캔

슬링 기능을

사용하여 외

부의 소음을

차단할 수

없을까?

-외부소음과

어울리는 음

색 추가

노이즈 캔슬링 가능을 사용하여 외

부의 소음은 차단하고 각각의 탑승

자들에게 필요한 청각 자극을 제공.

예를 들어, 차 안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아이에게는 외부의 특정 소음

을 차단하고 백색소음을 제공, 영화

감상을 하는 탑승자에게는 외부의

소음제거 및 특정 탑승자에게만 청

각 자극(Parametric Speaker 사용)

-이동 중 도

로 위의 차나

빌딩을 보는

대신 아름다

운 풍경을 느

끼고 싶다.

-밖을 바라보

는 행위를 통

해 휴식을 하

고 싶다.

글라스를 통

해 자연 속

에서 여행하

는 것과 같

은 느낌의

시각적 자극

디스플레이 상, 외부의 풍경 대신 자

연 속을 달리는 영상 제공. 탐승자의

눈동자의 위치를 인식하여 탑승자의

시선에 따른 이미지의 변화를 부여

하여 실제와 같은 생동감을 부여

디스플레이

상에 도심

주행이 아닌

아름다운 풍

경의 교외로

주행하는 영

상 제공

차량은 도심 속의 도로 위를 달리지

만, 내부의 창문이자 디스플레이는

도심을 주행하는 바깥 풍경이 아닌

아름다운 풍경의 교외로 주행하는

풍경의 영상을 보여줌. 실제감을 위

해 탑승자의 시각을 파악하여 각도

에 따라 움직이는 디스플레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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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환

경 변 화

를 감성

적 으 로

느 끼 고

싶다.

각 계절과 주

변 환경(풍

경, 환경, 날

씨....등)의 변

화를 감성적

으로 느끼고

싶다.

외부의 물리

적인 요소를

실내에 맞추

고, 주어진

각 환경 별

감성적 요소

추가

외부의 기온, 풍향, 조도 등을 실내

에 동일하게 구현함과 동시에 각 계

절로 대변되는 해당 음악을 스피커

에서 들려주고, 디스플레이에서도 동

일한 맥락의 시각효과 추가, AI기반

의 기계학습을 통해 환경과 사용자

연결

이동 시 계절

의 변화를 눈

으로 직접 보

고 느끼고 싶

다.

측면을 바라

보며 이동

(실내 측면

고려 레이아

웃 적용)

사용자의 시선을 인식, 측면의 풍경

을 응시 상황 시 시트가 스스로 움

직여 사용자가 창문을 통해 외부를

바라보기 적합한 시야확보와 제공이

가능한 가변 시트 시스템 적용

외 부 환

경을 완

전히 차

단한 사

적인 공

간

선호하는 음

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

는 내부 환경

의 구을 원함

탑승자의 선

호도와 음악

을 인지, 최

적의 내부

환경 구성

음악의 장르를 구분하고, 그에 따른

조명과 음량, 창문의 디스플레이에서

는 해당 음악의 뮤직비디오 또는 관

련된 적절한 영상 제공

사용자 경험

및 데이터 기

반 실시간 맞

춤형 공간을

제공 받으면

어떨까?

퍼스널 디바

이스와 연동,

개인 선호도

파악, 사용자

맞춤형 환경

제공

사용자의 잠재적 니즈를 파악한 후,

사적인 공간에서만 가능한 활동이나

상호작용을 제안, 가령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질러서 스

트레스를 해소하는 등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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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즈
세부상황 별

시나리오
인사이트 예상 가능한 UX 디자인

<<오염된 공기 표시>>의 경우, 외

부 공기질 ‘PM2.5 60% 오염’과 같

[표 26] Information (원활한 정보교류를 통한 상호작용)

다음[표 26]은 원활한 정보교류를 통한 상호작용에 관해 언급하고 있

다. 사용자의 니즈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새로운 방

식으로 정보를 얻거나 소통, 두 번째는 정보취득 또는 검색 시 몰입, 세

번째는, 정보습득 시, 새로운 형태의 습득 경험, 마지막은 익숙한 행동

기반 상호작용에 관한 니즈를 들 수 있다.

외부와 정보를 습득하는데 좀 더 편리하고 다양한 경험을 원하는 사

용자의 욕구가 나타나 있다. 특히, 오직 자율주행차에서 가능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미래에 자율주행차는 스마트폰의 역할을

할 것이며, 무인이동 뿐만 아니라 각종 디지털 환경에서 중요한 핵심 요

소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현재 스마트폰이 가진 모든 경

험디자인적인 요소와 서비스를 자율주행차에서도 구현이 가능하리라 전

망된다. 사용자 경험과 인터랙션의 확장도 예상된다. 현재 스마트폰이

2D 디스플레이 상 UI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인 사용자 경험과 인터랙션

을 제공하는데 반해, 자율주행차는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물리적 공간

내에서 실내 활동, 제스처, 음성, 시각, 청각 등을 포함하여 확장되고 공

감각적이며, 동시에 멀티모달(Multimodal)이 가능한 사용자 경험과 상호

작용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과거 사용자가 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제

공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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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방 식 으

로 정보

를 얻거

나 소통

하고 싶

은 니즈

-감각의

치 환 을

통한 소

통 방법

외부의 날씨

와 오염도 등

의 환경을 정

량적 수치가

아닌 감성적,

감각적인 방

식으로 인지

할 수는 없을

까?

디지털화된

정보를 탑승

자들에게 물

리적으로 피

드백으로 제

공 / 디지털

정보를 물리

적 자극으로

변환

이 정량적인 수치 대신 글라스가 어

두워지거나 뿌옇게 흐려지는 효과로

외부의 공기 오염도 전달

<<외부 온도 표시>>의 경우, 외부

의 온도가 높으면 난색으로, 온도가

낮으면 한색으로 표현 글라스에 표

현, 외부기온과 내부의 기온차이가

많이 나면 마치 유리창에 습기가 찬

것처럼 표현(손으로 좌우 닦는 제스

처 취하면 뿌연 부분이 맑게 변함)

<<차량 속도 및 운행 관련>>

-속도의 가감속의 경우 가상의 엔진

음을 통해 알림

-내리막길에서는 규칙적인 진동을

통해 내리막길이자 미끄럼 구간알림

정 보 취

득 또는

검색 시

몰 입 에

대한 니

즈

인터넷 검색

시, 인터넷 세

상 속에 들어

가서 검색하

고 있는 느낌

마치 인터넷

속의 환경을

시각적, 물

리적, 환경

으로 표현

주요 디스플레이 주변에 화면에 따

라 연동되는 앰비언트 라이팅 구현,

바디 제스처로 검색 및 조정,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차량 내부

전체에 확장하여 구현. 다양한 인풋

방식과 피드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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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 습

득 시,

새 로 운

형 태 의

습 득 경

험을 원

함

스마트 폰과

차량 내 디스

플레이 사이

새로운 차원

의 미러링 경

험이면 어떨

까?

미러링 시

단순히 화면

의 확장보다

는 정보 이

동을 시각화

(A→B)

스마트 디바이스를 정해진 위치에

올려두면, 마치 종이에 물감이 서서

히 퍼지듯 디스플레이와 디바이스

사이에 미러링이 이뤄지는 과정을

시각화, 자연의 물리적 법칙을 디지

털 환경에 적용한 새로운 UI

알림(알람)의

경우 청각자

극 대신 시트

의 진동을 통

해 알리면 어

떨까?

자극의 변환

과 감각의

확장을 적

용, 감각의

치환을 통해

서 사용자의

감각을 환기

시키면 어떨

까?

-화상 전화가 올 경우 or 스케줄러

와 연동된 알림을 탑승자에게 시트

에 물리적 피드백으로 알림

-피드백이 좌에서 우측으로, 또는

우에서 좌측으로 방향성이 있는 진

동, 알림의 주체와 위치를 인지시킴

스릴과 속도

감을 즐기고

싶다.

속도감이 전해질 수 있게 크기와 방

향성을 지닌 소리와 진동의 확대 적

용

익 숙 한

행동 기

반 상호

작용

스마트 디바

이스에서 사

용되는 UI를

별도의 학습

없이 사용

터치 기반

UI를 제스

처 기반의

UI로 변환

책의 다음 장을 넘기는 UI→허공에

다음 장을 넘기는 제스처 구현,

손가락 사이 거리조절을 통한 Zoom

In & Out UI → 두 팔 사이의 간격

을 조절하여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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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아이디어 스케치_1

6.4. 시나리오 및 UX 기반의 아이디어 시각화

[그림 14]에서 탑승자와 소통 가능한 최적의 레이아웃 제공, 탑승인원

을 1인과 다수의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최적의 공간 활용성 제공 위한

공간 레이아웃으로 시각화 하였다. 사용자와 외부 환경 사이에 상호작용

을 위한 매개체로 Transparent Display를 글라스 루프에 적용하여, AR

과 같이 외부 환경을 차량 내부로 옮겼다. 예를 들어, 루프에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나무그늘 형상의 스킨을 만들거나 낙엽이 쌓인 느낌의 패

턴, 또는 눈이 쌓인 패턴 등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반영하여, 외부 환경

을 차량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또한 풍경을 감상하거나 외부환경

변화를 쉽게 인지를 위해, 차량 탑승 시, 탑승자가 전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측면을 바라보며 이동 가능한 레이아웃을 적용하였다. 현재 이동

수단은 정면을 바라보며 멀미를 예방하고, 관성에 반한 운동 시 어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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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아이디어 스케치_3

움을 방지 목적이 있으나, 측면을 응시하고 자율주행 시 시스템을 통해

이와 같은 부작용의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15]에서 1인 또는 다수의 사용자의 탑승을 고려 사용자 간 최

적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물리적 공간에 관한 아이디어 전개를 하였다.

자율주행차 전면부위에 전방 도어 적용을 통해 승·하차 시 도움을 줄 수

있다. 도어가 사이드에 위치할 필요 없이, 주차 공간 절약과 탑승자 동

선, 최적의 사용성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자유로운 설계조건과 자율주행

차 장점을 고려하여 도어가 전면에 위치, 기존의 차량과 내부 이동 및

공간사용 차별화를 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의 스마트폰과 차량의

대형 디스플레이와 미러링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 시 제약을 없애고, 확

장된 디스플레이와 다양한 상호작용(Motion & Gesture Recognition…

etc) 등을 통해 다양한 사용성을 확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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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아이디어 스케치_2

[그림 16]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교류는 ‘디지털화된 정보로 경험가

능 한 모든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려 가능한 니즈는

‘학습 또는 배움의 욕구’, ‘인터넷, 유튜브 등을 통한 정보탐색의 욕구’,

‘SNS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연결되고 싶은 욕구‘, ‘Role Playing Game

과 같이 온라인 상 가상 활동 등이 있다. 탑승자들의 모든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퍼스널 스마트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사용자에게 디지털

화된 정보로 경험 가능한 모든 것’을 자율주행차에서 제공하고, 이를 ‘네

트워크를 통한 정보교류’라 정의하였다. 차량 내 측면 대형 디스플레이,

퍼스널 스마트 디바이스와 직관적인 미러링(Mirroring)을 위해 디스플레

이에 직접 탑재하는 방식 적용하였다. 물리적 결합을 통하지 않은 미러

링 경우 사용자의 사용성, 집중도가 분산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직접 스

마트 디바이스를 디스플레이에 탑재하는 방식은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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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아이디어 스케치_4

다음[그림 17]과 같이 다수의 탑승자 이용 시, 주요 1인 탑승자에게

최적의 활동 공간을 제공뿐만 아니라 나머지 동승자에게도 소통 가능한

공간을 고려하고 있다. [그림 18]에서 1인 이상 탑승 시, 주 탑승자의 시

트를 회전시켜 다른 탑승자와 마주보며 커뮤니케이션 또는 다양한 활동

가능한 레이아웃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트 포지션의 사례(예, 휴식모드)

에서 시트를 한쪽 구석으로 밀고 나머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탑승

자에게 개인적인 공간 사용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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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아이디어 스케치_5

[그림 19]에서 외부 및 내부의 환경을 기반으로 가상의 디지털 블라

인드를 적용하여 날씨와 같은 외부 환경 반영하여 탑승자가 직접 제어가

가능(모션 컨트롤 등의 인터랙션 등을 통해 제어)하게 디자인 하였다. 또

한 퍼스널 스마트 디바이스가 미러링된 디스플레이를 분할하거나 사용성

을 고려하여 개임맞춤화가 가능하도록 제안하였다.

미러링을 통해 단지 확장된 퍼스널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한다는 개

념보다는, 저장된 포터블 디바이스의 정보를 기반으로 몰입감을 확보하

고, 확장된 새로운 개념의 인터랙션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연구를 진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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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아이디어 스케치_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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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율주행차 실내디자인을 위한 조형언어

‘자율주행환경에서 다양한 일상의 즐거움 수용이 가능한 차량의 실내

UX 디자인’에 적용할 조형언어를 제안하고자 한다. 차량의 실내 디자인

은 UX 디자인을 담을 수 있는 물리적인 플랫폼이자 배경이 된다. 실내

디자인에는 자율주행차에 알맞은 조형언어가 적용되어야 한다. 조형언어

란 디자이너가 디자인과 관련하여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기반

으로 자신만의 주장과 철학을 확립하고, 그에 상응하는 세상에 없던 새

로운 디자인 결과물을 제시하는 것이다. 조형언어를 정립에 앞서, 먼저

디자인과 관련된 새로운 상황과 문제의 발견을 통해 디자이너는 디자이

너로서 자신의 새롭고 독창적인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새로운 조형언

어는 새로운 상황과 문제의 발견을 기반으로 하며, 크게 기호, 의미, 그

리고 구성으로 이뤄지며, 기호는 다시 새로운 형태요소, 색채, 그리고 질

감으로 나뉜다. 이렇게 구분된 기호를 바탕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디자이

너의 의도대로 구성하여 최종 조형언어를 완성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조형언어의 수정 및 발전이 있었다. 단

계를 거치며, 조형언어의 부정적인 피드백을 개선하고 반영하여, 본 연구

의 콘셉트에 부합하는 자율주행차 조형언어를 최종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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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조형언어의 기호(형태, 색채, 재료)

조형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기호는 형태, 색채, 재료로

구성되며, 조형언어를 구성하는 토대가 된다. 본 연구의 기호 중, 형태는

둥글둥글한 오브제 느낌의 조형은 장난감과 가구에서 영감을 얻었다. 특

히, 장난감은 모서리가 없이 안전하게 디자인되어 있다. 색채와 형태에

있어 지속적인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 또한 누구나 어린 시절 가지고

놀던 다양한 형태의 장난감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경험을 자율주행차 조형에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첫 번째,

둥글둥글하고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는 형태는 탑승자를 안전하게 보호하

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장난감에 쓰인 조형은 어린이가 상상력을 마음

껏 발휘하게 도와주는 그릇이 된다.

반면, 가구는 배치와 구성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공간의 재창조가 가

능하다. 그에 따라 사용자의 이동 동선과 공간이 가지는 의미가 정의된

다. 이와 같이 장난감과 가구에서 형태적 모티브를 얻은 새로운 조형언

어는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유희적이며, 환상적이고 새로운 세계로 진

입하는 통로이자 공간의 역할을 한다.

다음[그림 20]은 단순한 형태 이미지로 시각화한 ‘조형언어의 형태 요

소’이다. 보는 바와 같이 형태요소는 모서리가 둥글고 푹신한 느낌의 단

순한 형태를 적용하여 역동성을 배제한 정적인 형태를 의도하였다. 또한

소프트한 질감과 어울리는 형태와 시각적 인지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 하

였다. 콘셉트에 부합하는 조형을 위해, 기능적 형상 배제, 하나의 오브제

같은 조형, 가전보다는 가구 또는 장식품 같은 느낌의 조형, 그리고 운송

도구에서 사용되는 속도감 있는 조형을 배제한 형태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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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가구와 장난감에서 모티브를 얻은 조형언어의 형태 요소

다음[그림 21]은 ‘조형언어의 색채 요소’이다. 형태와 마찬가지로 가구

와 장난감에서 주로 사용되는 채도가 높고 선명한 비비드(Vivid) 컬러을

적용하고, 단일한 공간 속에서 다양한 색채가 조화롭도록 색채를 구성하

였다. 무채색이 가득한 빌딩숲과 도로에서 화려하고 강렬한 색상이 시각

을 자극하고, 탑승자를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의 경험을 이끌어 줄 것으

로 기대된다. 현재 대다수의 자동차는 무채색의 외장컬러와 내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과거 자동차가 부와 신분상징의 수단으로서 역할에

힘입은바가 크기 때문이다. 쇼퍼 드리븐 카(Chauffeur Driven Car)의 대

부분이 무채색의 내·외장인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와 같이 중후하며 품

격이 느껴지는 이미지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자율주행 환경과 공유서비

스의 증가로 차는 점차 소유재(所有材)에서 소비재(消費財)가 강한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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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를 바탕으로 차는 더 이상 이동과

자기표현을 위한 수단을 넘어, 탑승자에게 재미있고 환상적인 경험의 공

간으로 재정의 되어야 한다. 환상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구

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밝고 화사한 색채 적용을 통해 시각

적으로 화려하고 환상적인 자극을 꾀하였다. 소재는 나무, 직물, 메탈과

같이 자연물에서 최대한 가져오되 가공을 최소화한 소재를 적용하였다.

[그림 21] 조형언어의 색채 요소

시트와 쿠션에는 소프트한 질감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딱딱한 질

감의 소재를 사용하였다. 색채와 관련하여, 소프트한 재질에는 초록색과

파란색 중심의 한색(寒色)을 적용하였고, 손잡이, 등받이, 파티션 등과 같

이 딱딱한 소재의 제품에는 오렌지와 빨간색 중심의 난색(暖色)이 각각

적용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닌 ‘차갑고 딱딱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고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의외성(意外性)을 부여하여, 유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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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이자 환상적인 경험을 위한 요소로 적용하였다.

[그림 22] 조형언어의 재료 요소

다음[그림 22]은 ‘조형언어의 재료 요소’이다. 방과 같은 편안한 공간

을 콘셉트로 기존에 자동차에서 쉽게 시도하지 않았던 소재를 적용하였

다. 현재 자동차에 주로 사용되는 내장 소재는 내구성과 동일함 품질을

위해 대량생산과 가공이 용이한 인조가죽, 화학소재의 내장재가 적용되

어 있다.

반면, 자율주행차 환경에서는 개인맞춤화와 소량생산을 바탕으로 개

인의 개성을 존중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직조를 적용한 직물소재와 나

무와 메탈 등의 자연소재를 적용하기에 용이하다. 시트는 개인 맞춤형으

로 직조된 소프트한 질감의 부드러운 느낌의 패브릭 소재를 적용하고,

우드소재의 쉘을 시트를 중심으로 실내에 다수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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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조형언어의 구성과 의미

색채, 형태, 재료로 대표되는 조형언어 기호 완성 후, 조형언어의 의

미와 구성을 고려하였다. 조형언어의 의미를 찾기 위해 ‘운전으로부터 해

방된 사람들은 이동공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의 발견에서 

부터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의 발견은 다음의 다섯 가지 질문

을 필요로 한다. 첫 번째, 자율주행차는 효율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

야 하는가?, 두 번째, 자율주행차를 유희의 공간, 아주 새로운 경험을 주

는 공간으로 재해석 할 수 없을까?, 세 번째,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매개체이자 입구라는 개념이 될 수 없을까?, 네 번째, 이동수단에 관념적

으로 사용되는 공기역학을 고려한 스타일링을 배제할 수 없을까?, 다섯

번째, 자율주행차는 휴식과 물리적 편안함을 제공의 수단으로만 인식되

어야 하는가? 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발견과 질문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의 실내공간에

대해 ‘유희의 공간이자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진입하는 나만의 공간’을

내방과 같은 편안한 공간‘으로 정의하였다. 내방과 같이 온전히 나만의

공간이어야 자유롭게 사고하고, 편안하게 즐기는 유희의 공간으로서 의

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 대부분의 자율주행차 실내공간은 기능

적으로 최적화되어 있다. 시트는 탑승자의 몸을 인체공학적으로 감싸며,

주행 중 흔들림으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인

조가죽과 화학소재의 구성요소가 다수 적용되었다. 또한, 공력성능과 관

계없는 실내도 공기역학(Aerodynamic)을 고려한 스타일링이 적용되어있

다. 편안한 내방과 같은 실내 공간으로 구성하기 위해 주된 형태 요소로

가구를 모티브로 삼았다. 현재 기능적이며 가죽으로 감싸진 버킷

(Bucket) 형상의 시트는 비비드 컬러와 직물 소재의 스툴(Stool)이나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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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소파로 바뀌고, 차와 탑승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돕던 대시보드는 사

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을 돕는 테이블로 바뀌었다.

[그림 23] 조형언어의 모티브가 된 가구와 장난감

본 연구의 조형언어는 다음[그림 23]의 ‘조형언어의 모티브가 된 가구

와 장난감 ’에서 가져온 모티브를 적용하여, 유선형의 둥글둥글한 조형과

화사하고 밝은 색채를 사용하였다. 조형언어를 통해 디자인의 본연의 가

치인 즐거움과 다양성을 주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편안한 내방과 같이

즐거우며,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유희의 공간이자 새로운 차원의 세

계로 진입하는 나만의 공간’으로 정의하고자 하였다. 콘셉트 키워드로는 

Imagination, Fun, Fantasy, Unreality으로 4가지를 정하였으며, 세부적

으로는 상상력을 마음껏 펼친 기존과 다른 자율주행차 내부 조형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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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디지털화를 통한 공간의 몰입감 부여, 그리고 감각의 확장을 통

한 오감의 극대화 및 새로운 경험 등을 고려하여, 조형언어의 의미와 구

성을 제안하였다. 

7.3. 조형언어의 시각화

7.3.1 조형언어 기반 아이디어 스케치

본 장은 ‘구성과 의미’를 기반으로 조형언어를 스케치와 렌더링으로

시각화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유희의 공간이자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진

입하는 나만의 공간’이라는 조형 콘셉트를 시각화 하였다. 다음[그림 24]

의 실내공간에는 직물이 적용된 의자와 가구가 구성되어있다. 바닥에는

펠트(Felt) 소재의 카펫이 깔려있으며, 차량 이용 시 집과 같이 신발을

벗고 이용이 가능하다. 차량 내부의 실내만 보면 자동차의 내부라고 생

각하기 쉽지 않다. 실내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 시트의 경우, 기존의

자동차는 전면을 향하는 시트 포지션을 하고 있다. 교통사고에 대비해

탑승자의 몸을 감싸주며, 사고 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에어백과 안전벨

트를 실장 할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레벨 5 자율주행차는 사고수렴

제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트가 몸을 감싸고 있을 필요도 없고, 내부

에 각종 안전장치가 구비될 필요도 없다. 따라서 기존의 운전자가 운전

하는 방식의 차량과는 시트의 디자인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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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Adient AI17(좌), Mercedes Benz F105(우) 실내 인테리어 및 시트

[그림 24] 실내 구성 아이디어 스케치-1

시트는 탑승자의 몸을 감싸는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야 하는가?, 실내

좌석 모두가 전면을 바라봐야하는 것인가?, 일어서거나 다양한 자세로

실내에서 있을 수 없는가?, 레벨 5 자율주행차는 탑승자가 운전에서 완

전히 해방되며, 실내에서도 움직임이 완전히 자유로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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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그림 25]의 ‘Adient AI17(좌), Mercedes Benz F105(우) 실내 인

테리어 및 시트’는 5단계 자율주행차를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여전히 공

기역학적인 형태로 몸을 감싸며, 낮은 포지션으로 전면을 향하고 있다.

[그림 26] 실내 구성 아이디어 스케치-2

다음[그림 26]은 자동차 실내에서 느껴지는 효율적인 형태와 공기역

학을 고려한 조형을 배제하고, 시각적으로 편안하고 통일된 형태의 조합

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실내 공간을 창출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앉을 거

리를 고려하여 배치하였으며, 바닥의 경계선을 소재를 기준으로 실내공

간의 용도(거실, 방)를 구분하였다. 딱딱한 소재에는 따뜻한 색상, 반면

부드러운 소재에는 차가운 색상 적용을 통해 보색대비를 표현하였다. 딱

딱한 소재에는 부드러운 느낌의 질감, 부드러운 소재에는 딱딱한 질감

적용을 통해 사용자의 기대와는 다른 의외성을 부여하였다. 1인 중심의

1+2인 실내 공간 구현을 위해, 하나의 공간 내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

간을 칸막이를 통해 상징적이고 물리적으로 분할 가능한 아이디어를 시

각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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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조형언어 기반 1차 시각화 결과물

본 장은 조형언어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3가지 콘셉트를 모델링과

렌더링을 통해 시각화하였다. 기본적인 플랫폼 패키지는 공유하며, 1인을

중심으로 1+2인을 고려할 공간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을 진행 하였다.

[그림 27] 1차 A 콘셉트 렌더링

A 콘셉트[그림 27]는 전·후면으로 나누어 공간을 분할하였다. 후면에

는 3인이 함께 앉을 수 있는 라운드 소파와 테이블이 마련되어있다. 그

뒤로는 ‘ㄱ’형상의 디스플레이 기능이 있는 글라스가 위치해있어 외부의

풍경을 보거나 다양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다. 테이블은 높이 조절이 가

능해 높이를 낮추면 소파와 같은 높이를 유지해 방과 같은 독립된 공간

으로 나눌 수 있다. 입구 우측면에 위치한 AI 기반 대형 디스플레이는

기계학습을 통한 사용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영상이나 학습에 필요한

콘텐츠 제공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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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1차 B 콘셉트 렌더링

B 콘셉트[그림 28]는 입구 우측 편에 미러링이 가능한 대형 디스플레

이가 위치해 있으며, 좌측면과 후면에는 각각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다.

좁은 실내공간에서 1+2인까지 탑승 가능한 레이아웃을 위해 의자를 최

대한 외벽에 밀착시켰다. 각각 다른 바닥 재질을 적용하여 입구 우측의

공간은 거실로 좌·후측 면에는 방으로 공간을 구분하였다. 거실의 공간

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바닥재를 적용하고, 방에는 펠트(Felt)소재의 직물

을 적용하였다. 거실공간은 대형 디스플레이와 스툴의자를 두어 자유로

운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반면, 방 공간은 주로 주 탑승자

가 쉬거나, 동승자와의 함께하기 용이한 구조로 구성하였다. 소재는 바닥

과 벽에 친환경적인 나무소재를 적용하여 내부의 구성요소들은 선명하고

화사한 색상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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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1차 C 콘셉트 렌더링

C 콘셉트[그림 29]는 A, B와는 달리 주 탑승자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

하였다. 중앙 좌측에 세워진 파티션을 중심으로 우측은 공적인 공간, 좌

측은 사적인 공간으로 공간분할을 하였다. 파티션 너머의 좌측 공간은

주 탑승자가 누워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외부와 통하

는 글라스를 적용하지 않아 개인 공간 사용하며,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배제하였다. 우측 공간은 바닥의 소재를 기준으로 리빙 룸과 방으로 공

간을 나누었으며, 방에 해당하는 공간 속 의자는 파티션이 180도를 감싸

고 있어, 아늑한 사적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157

7.3.3 조형언어 기반 2차 시각화 결과물

조형언어와 콘셉트를 기반으로 1차 총 3가지(A, B, C) 디자인[그림

30]으로 시각화 하였다. 다음의 몇 가지 피드백을 반영하여 2차 디자인

으로 수정 및 발전 시켰으며, 피드백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선과 면이

정제되지 않았으며 동일한 조형이 반복되었다. 두 번째, 비비드한 색채의

사용이 지나치다. 세 번째, 내·외벽에 부적절한 재질이 적용되었고, 전반

적으로 재질 표현이 잘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2차 디자인을 시각화

하였다.

[그림 30] 조형언어 기반 2차 콘셉트 렌더링

1차 B안을 바탕으로 정제된 선과 면을 적용하고, 동일한 조형의 반복

을 줄였다. 비비드한 색채의 사용을 줄이고, 채도와 톤을 다소 낮춘 색채

를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내·외벽에는 자율주행차에 적합한 내구성과

대량 가공에 적합한 메탈 소재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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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조형언어 기반 3차(최종) 시각화 결과물

1차, 2차 시각화 결과물을 수정·보완하고, 조형언어를 적용한 최종 디

자인[그림 31]을 하였다. 외장은 넓은 실내 공간 확보를 위해 박스 형상

으로 형태를 구성하였으며, 모서리 부분에 위치한 휠 하우스와 휠을 바

디 최 외곽으로 옮겼다. 자율주행차의 플랫폼은 내연기관 차량 대비 자

유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전기차는 구동계와 동력계의 구분 없이, 휠에

서 가까운 부분에 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효율적인 실장이 가능하다. 구

동계와 동력계는 인휠(In-wheel) 모터와 차량 하부에 플랫 배터리를 적

용하여 넓은 실내공간을 확보하였다.

[그림 31] 3차 콘셉트 렌더링_1

실내 공간[그림 32]은 탑승자의 다양한 활동과 쾌적한 거주를 고려하

여 시트와 테이블과 같은 실내 구성요소를 내벽 쪽으로 최대한 밀착 배

치하였다. 실내 구성요소의 레이아웃은 1차 A, B안을 장점만을 취하여

구성하였다.



159

[그림 32] 3차 콘셉트 렌더링_2

형태는 직선과 곡선으로 이루어진 모서리가 둥근 선과 면을 사용하여

사용하였으며, 가구와 장난감에서 영감을 얻었다. 모서리가 없는 직선과

둥근 형태의 조합은 탑승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공기역학과 역동

성을 배제한 정적인 조형과 구성은 이동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잊게 해주

며, 내 방과 같은 편안함을 제공한다. 방과 같은 느낌을 위해 기능적 형

상 배제, 오브제 같은 조형, 자동차보다는 가구에 가까운 디자인을 적용

하였다.

색채는 선명하고 채도가 높은 컬러와 우드컬러를 적용하였다. 부드러

운 소재의 패브릭에는 주로 비비드 컬러를 사용하고, 테이블 의자 구조

등 딱딱한 재질에는 우드의 질감과 색상을 적용하였다. 우드 소재와 색

상은 실내에서 뼈대와 구조물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소프트한 소재와 비

비드한 색상은 편안하고 푹신해 앉을 거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색상과

소재로 탑승자에게 구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다양한 색상의 조화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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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 단조롭기 쉬운 실내 공간을 다채로운 경험과 이동의 세계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소재는 나무, 직물, 메탈과 같이 자연물에서 최대한 가져오

되 가공을 최소화한 소재를 적용하였다.

[그림 33] 3차 콘셉트 렌더링_3

실내 시트 구성[그림 33]은 1+2인의 탑승자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였

다. 등받이가 조절되는 1인용 메인 시트는 측면의 대형 디스플레이를 향

하고 있으며, 360도 제자리 회전과 3방향으로 이동 할 수 있다. 주 탑승

자는 메인시트에 앉아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휴식 등의 다양한 실내 활동

이 가능하다. 나머지 2인 시트와 ‘ㄱ’자 형상의 3인승 시트는 최대 3인이

탑승하였을 때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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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3차 콘셉트 상황 별 렌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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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디자인은 ‘운전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은 이동공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물음으로부터 ‘구성과 의미‘를 찾으려 하였다. 자율주행차는

기존에 자동차를 지배하던 패러다임에 반하여 새로운 의미를 가져야 하

며, 더 이상 이동과 휴식과 같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목적으로만 사용

되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현재도 자동차는 사람들의 이상적인 욕구

와 꿈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의 자동차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매

순간 즐거운 경험과 새로운 체험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편안한 내방과

같이 즐거우며,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유희의 공간이자 새로운 차원

의 세계로 진입하는 나만의 공간’[그림 34]이 되어야 한다. Imagination,

Fun, Fantasy, Unreality으로 대표되는 4가지 콘셉트 키워드를 바탕으로,

상상력이 바탕이 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가상의 디지털화를 통한 공

간의 몰입감과 감각의 확장을 통한 오감의 극대화 및 새로운 경험 등을

고려하여, 최종 조형언어의 의미와 구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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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자율주행차 플랫폼 및 재원

차량 사이즈는 현재 주행하는 일반적인 4인승 차량과 비교해 폭

(2265mm), 높이(2355mm), 길이(3505mm)로 다소 크게 설계되었다. 자율

주행차의 크기는 현재 도로에 운행 중인 차와 인프라 영향을 받을 것으

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도로의 폭, 주차장 같은 관련 공용시설을 공유하

며, 함께 운행되어야하기 때문이다. 폭의 경우는 도어가 뒤에 위치하기

때문에 사이드에서 도어 오픈 공간만큼 더 증가하였다. 높이는 탑승자가

서서 생활하는 공간까지 고려하였다. 1인을 중심으로 추가 2인 탑승을

고려한 플랫폼과 재원을 바탕으로 다음[그림 35]과 같이 설계되었다.

[그림 35] 자율주행차 차량 플랫폼 및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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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상의 즐거움을 고려한 실내 UX 디자인

본 연구는 ‘미래에 무인이동이 가능한 차 안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인식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그룹 및 심층 인터뷰 결과,

인터뷰 참여자들은 자율주행차를 떠올릴 때, 손발이 자유로운 무인이동

의 장점뿐만 아니라 학습, 쇼핑, 가상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즐거

움의 욕구’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차량 관련 4가지 즐거움(운전의 즐거

움, 소유의 즐거움, 관리의 즐거움, 일상의 즐거움) 중, ‘일상의 즐거움‘이

미래 자율주행차 환경에서 가장 유의미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의 즐거움‘이란 ‘탑승자가 일상에서 자율주행차를 사용하며 느끼

는 즐거움’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차를 타고 여행이나 휴가를

떠나고 차안에서 휴식을 취하며,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일상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활동과 삶의 일상적이고 소소한 순간을 함께 하며 느끼는

즐거운 감정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즐거움’은 자율주행차에서 매우 중

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즐거움’은 사람들에게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지

속가능한 가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하이테크가 적용된 자율주행차와

같은 낯선 제품에 대해 사용자들이 가진 거부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

다.

‘일상의 즐거움’을 기반으로 자율주행차에 즐거움을 부여하기 위해

‘Human ↔ Environment ↔ Information 사이의 소통‘이라는 콘셉트 도

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조형언어 구성과 실내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자

율주행차 실내 디자인은 ‘일상의 즐거움 수용이 가능한 UX 디자인’을 위

한 물리적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향후 탑승자의 실내 동선과

활동을 비롯한 사용자 경험을 포괄하며, 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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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차량 이용시간에 따른 UX 디자인

사용자 인터뷰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초기 시나리오 도출 후, 페르

소나를 구성하여 각각의 최종 시나리오에 맞는 UX 디자인을 도출하였

다. 3명의 페르소나[표 27]는 각각 30대 주부(여), 직장인(남), 직장인(여)

으로, 직업, 가족, 사용시간, 니즈 등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대

상은 30대이며, 30대는 향후 자율주행차 환경이 도래하였을 때, 자율주행

차와 같은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낮고 경제적인 부담에

서 자유로운 세대로 예상된다.

페르소나 A는 36세의 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주부이다. 페르소나 A

는 장보기, 자녀 통학, 등으로 잦은 근거리 이동의 니즈를 가지고 있다.

일평균 편도 이동시간 및 거리는 각각 15분 이내와 10km 미만이며, 평

균 5회의 잦은 이동을 한다. 페르소나 A는 차량 내 동승자간 상호작용

보다는 짧은 시간 동안 개인 공간 활용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또

한 자녀와 반려동물 케어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에 관심을 가지고 있

다. 페르소나 A의 주 사용목적은 일상에서의 근거리 이동과 편의성이다.

페르소나 B는 31세의 서울에 거주하는 싱글이며, 수도권에 직장을 둔 대

기업 연구원이다. 페르소나 B는 출·퇴근 및 주말 교외 원거리 이동의 니

즈를 가지고 있다. 편도 이동시간 및 거리는 각각 1시간가량에 편도

50km 정도이며, 일평균 2회의 이동을 한다. 페르소나 B는 개인 공간에

서 출·퇴근 시 각각 다른 형태의 학습과 휴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페르소나 B는 결핍의 상태를 충족시켜 주는 것을 즐거움이자

행복이라 느끼고 있으며, 차를 개인의 개성표현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

다. 페르소나 B의 주요 사용목적은 원거리 출·퇴근, 휴식, 및 학습이다.

페르소나 C는 38세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워킹맘이며, 서울에 직장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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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소나 A

(A 시나리오)

페르소나 B

(B 시나리오)

페르소나 C

(C 시나리오)

사용

콘셉트
Everyday Life Daily Commute Daily Commute

사용자 36세 (여) 주부 31세 (남), 직장인 38세 (여), 직장인

이용

시간

w 평균 15분 / 5회

w 총 1시간 15분

w 평균 1시간 / 2회

w 총 2시간

w 평균 2시간 / 2회

w 총 4시간

[표 27] 차량 이용시간에 따른 페르소나 별 니즈 구분

중소기업 연구원이다. 페르소나 C는 출·퇴근 원거리 이동의 니즈를 가지

고 있다. 편도 이동시간 및 거리는 각각 2시간가량에 편도 40km 정도이

며, 일평균 2회의 이동을 한다. 페르소나 C는 육아와 직장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나를 이해하고

개임맞춤형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르소나 C의 주요 사

용목적은 원거리 출·퇴근과 편안한 휴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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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w 오전 4시간 시간

제 근무

w 두 자녀(딸) 양육,

서울 거주

w 차량 2대 소유, 경

차는 남편 출·퇴

근용, 나머지 1대

는 두 자녀와 함

께 사용

w 반려동물 소유

w 자녀 통학 및 장

보기, 등 차량 사

용

w 왕복 2시간 소요

출·퇴근

w 경기도 거주, 미혼

w 주중에는 자가용

출퇴근

w 자기계발 및 학습

에 대한 강한 욕

구

w 업무 외 창의적인

창작활동 원하며,

많은 시간 할애

w SNS 활용에 능함

w 자녀 있는 워킹

맘

w 주변 가족(어머니,

아버지 등)이 주

로 자녀들 케어

w 가끔 주말에도 업

무 보는 상황

w 효율적인 시간 사

용이 필요함.

w 주어진 시간 부족

반면 사회적으로

주어진 역할 많음

니즈

w 차량 내 동승자간

상호작용 보다는

짧은 시간 동안

개인 공간 활용

니즈

w 동승자와 감정소

모는 낭비, 따라서

상황에 따라 AI

에이전트 선호

w 반려동물 케어 니

즈

w 자녀 탑승 시 실

시간 모니터링 기

능 원함

w 출·퇴근 시 사적

인 개인공간에서

휴식이 필요하며

출·퇴근 시 각각

다른 형태의 휴식

을 원함

w 결핍의 상태를 충

족시켜 주는 것이

즐거움이자 행복

이라 느낌

w 차를 개인의 개성

표현의 수단으로

인식

w 육아와 직장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

만의 공간을 가지

고 싶은 욕구

w 공간은 완전히 몰

입가능한 개인맞

춤형 공간이어야

하며, 머신러닝을

통해 탑승자의 의

도 이해, 학습 선

호 니즈

w 최슨 영상 기술

(VR, MR, AR

등)을 통한 휴식

과 서비스 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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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소나 A, 페르소나 B, 페르소나 C는 낯선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30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자율주행차에 대한 인식과

니즈에 대해 차이를 보이는데 자율주행차 사용거리, 사용시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르소나 A는 일일 평균 5회 사용 평균 15분 탑

승, 페르소나 B는 일일 평균 2회 사용 편도 1시간 탑승, 페르소나 C는

일일 평균 2회 사용 편도 2시간 탑승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차량 이용시간에 따른 시나리오 별 단계화된 니즈

이를 다음[그림 36]의 ‘차량 이용시간에 따른 시나리오 별 단계화된

니즈‘로 구성하였다. 각각 A, B, C로 구분된 페르소나는 시나리오 A,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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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오 B, 시나리오 C로 간주할 수 있다. 페르소나 A는 주로 잦은 근거

리 이동과 두 자녀를 돌보는 일이 많으므로, 실시간 근거리 대기모드와

차량 내 동승자 인지 및 모니터링에 대해 관심을 보였으며, 짧은 시간동

안 할 수 있는 웹 검색과 온라인 쇼핑 등에 대한 니즈가 높았다. 반면,

페로소나 B와 페르소나 C는 원거리 이동과 장시간 사용에 따른 휴식과

엔터테인 활동 및 학습 등에 관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B 시나리오와

C 시나리오는 실내 요소의 구성변화로 인한 공간의 재창출과 장시간 몰

입이 가능한 개인적 공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이동시간과 거리에 따른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있었다.

페르소나 A를 바탕으로 7가지로 대표되는 [표 28] ‘A 시나리오 기반

주요 UX 상황 및 내용’을 구성하였다. ①의 UX 상황은 주요 1인이 탑

승하는 환경에서 탑승자의 선호도 및 스케줄을 파악한 후, 차량 내 휴먼

스케일 기반의 가상쇼핑(Virtual Shopping) 경험을 제공한다. 차량의 이

동반경과 동선을 고려하여, 근거리에 위치한 오프라인 숍과 온·오프라인

정보를 공유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이동 시, 사용자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근거리에 위치한 오프라인 의류 숍의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실

시간 1:1 스케일의 가상 피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약 탑승자가 흥미를

가지면, 오프라인 숍으로 이동하여 실물의 옷을 입어보고 구매할 수 있

다. ②의 UX 상황은 시니어, 어린이 탑승 시, 실사이즈 AR 또는 MR을

통한 커뮤니케이션과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인지능력이 저하된 시니어

또는 어린이의 경우 자가 운전이 불가능하므로 자율주행차 탑승을 통한

단독이동이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 탑승자와 원거리 보호자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가상·증강현실 시스템이 필요하

다. 예를 들어, 자녀의 통학 시, 보호자 없이 자율주행차를 통해 학교-학

원, 학교-집, 집-학교 간의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다. 이동 시 증강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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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자녀와 부모는 서로 소통하며, 안심하고 목적지까지 이동이 가능하

다. ③의 UX 상황은 탑승자에게 목적지 까지 이동 경로 및 거리, 남은

시간 등의 정보를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직관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동 시, 거리와 이동시간에 따른 정보의 전달방식은 차이가 있어야 한

다. 근거리의 경우 직관적이고, 원거리의 경우 은유적인 정보제공이 자율

주행 환경에서 적절할 수 있다. ④의 UX 상황은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가변 투명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것이다. 자율주행차는 외부의 온도와 햇

볕의 세기 등 차를 둘러싼 주변 환경 인지 및 탑승자의 니즈 파악 후,

투명 디스플레이(Transparent Display)를 통해 상황에 맞는 직관적인 콘

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가령, 햇볕이 아주 강렬한 경우, 디스플레이 상

에 디지털 블라인드를 적용해 마치 창문을 커튼으로 닫아 그늘을 만드는

것과 동일한 환경을 연출한다. ⑤의 UX 상황은 탑승자의 건강과 안전을

체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이다. 차량 내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탑승

자의 활력징후(Vital Sign)와 심리상태를 모니터링을 통해, 어린이와 노

인과 같은 약자 탑승 시, 발생 가능한 긴급 상황을 대비할 수 있다. ⑥의

UX 상황은 2인 이상 탑승 시, 탑승자를 개별 인지 후, 각각의 탑승자에

게 개인 맞춤형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방향지향성 스피커(Parametric

Speaker), 프라이버시 스크린(Privacy Screen)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같

은 공간에서 개별 탑승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서로 간섭 없는 개별 콘텐

츠 사용이 가능하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속에서 기술의 진보를 통해

가상으로 공간을 분할하고 사용할 수 있다. 가령, 부모와 미취학 아동 동

시 탑승 시, 자율주행차 실내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부모는 스릴러물을

미취학 아동은 유아용 콘텐츠를 서로 간섭 없이 소비할 수 있다. ⑦의

UX 상황은 차량의 스마트폰 화를 통한 몰입감 증대이다. 스마트폰에서

적용되던 터치 중심의 그래픽 유저인터페이스(Graphical Use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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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UX 상황(씬) 내용

①

w 사용자의 선호도와 스케줄을 파

악 후, 차량 내 실사이즈 기반

Virtual Shopping 경험 제공

w 차량 이동 동선 고려, 근처 오

프라인 숍과 매칭

w 의류 숍, 슈퍼마켓 등

②

w 시니어, 어린이 탑승 시, 실사이

즈 AR 또는 MR을 통한 커뮤니

케이션

w 탑승자에게 심리적 안정감 제공

[표 28] A 시나리오 기반 주요 UX 상황 및 내용

가 물리적인 형태에 디지털 정보에 부여하는 포괄적 개념의 텐저블 유저

인터페이스(Tangible User Interface)로 변화한다. 향후, 이와 같은 환경

의 변화에 기반을 둔 다양한 방식의 인터랙션과 인터페이스가 선보일 것

이다. 실내 공간에서 단순한 조형의 물리적 버튼만으로 다양한 명령과

상호작용, 그리고 콘텐츠 소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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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w 탑승자에게 목적지 까지 이동

동선 및 거리, 남은 시간 등의

정보를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제공

w 직관적인 정보(맵, 시간 등) 제

공

④

w Transparent Display를 활용해

직관적인 상호작용 가능한 디스

플레이 적용

w 외부 온도, 햇볕의 세기 인지

후, 탑승자에게 상황에 맞는

Tinted Glass 제공

⑤

w 안전한 자녀 귀가 및 통학을 위

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w Vital Sign 및 현재 건강 상태

모니터링

w 입력된 동선을 중심으로 보호자

에게 현재 상황 및 정보 전달

⑥

w 2인 이상 탑승 시, 개별 탑승자

인지 후, 각각의 탑승자에게 개

인 맞춤형 환경 제공

w Privacy Display, Parametric

Speaker 적용, 동일한 공간에서

사용자에 따른 가상의 공간 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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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w 차량의 스마트폰 화, 몰입감 증

대

w 터치 중심의 UI가 모션 및 제스

처 중심의 PUI로 변화

w 변화된 인터랙션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페르소나 B를 바탕으로 7가지로 대표되는 [표 29] ‘B 시나리오

기반 주요 UX 상황 및 내용’을 구성하였다. ⑧의 UX 상황은 차량

이동 시, 예상시간과 거리를 기반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콘텐츠

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거리 이동 시 영화감상, 수면, 학

습. 동영상 강의 등의 콘텐츠를 탑승자에게 미리 제안하고, 동의를

얻은 후 시간에 따른 최적화된 실내 환경을 제공한다. 반면, 단거리

이동 시 짧은 영상 및 카툰, 잡지, 뉴스 청취. 등 단시간 내 만족할

만한 정보 취득이 가능한 환경으로 조성된다. ⑨의 UX 상황은 차량

을 둘러싼 투명 디스플레이에서 제공 가능한 1:1 스케일 기반의 육

체활동을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공급한다. 예를 들어, 통근 등의 매

일 반복되는 이동 시, 요가나 필라테스 등 규칙적이고 활동적인 프

로그램을 제공한다. ⑩의 UX 상황은 예상 이동 시간을 고려하여,

의자나 테이블 등의 실내 구성요소의 재배치를 통해 탑승자 중심의

최적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해진 공간에 의자와 테이블을 넣

어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아닌, 구성요소의 재배치와 변화를 통해

공간을 재창출한다. 이를테면, 단거리 이동 시 간단한 구조 변경을

하고, 장거리 이동 시 의자와 테이블이 침대로 변환되는 등의 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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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통해 장시간 이동에 따른 탑승자에게 좀 더 편안한 공간을 제

공한다. ⑪의 UX 상황은 외부 환경과 상황 인지 후, 탑승자에게 최

적 실내 환경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위에 언급하였던 ④의 UX 상

황과 유사하다. 다만 ④는 직관적인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하는데 반

해, ⑪은 은유적인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투명 디스플레이를 통해 탑

승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한다. 가정하여 말하자면, ④에서는 직관적

인 블라인드가 햇볕을 가려주었다면 은유적인 상호작용 하에서는

투명 디스플레이상에 가로수 그늘이나 낙엽 패턴을 적용할 수 있다.

⑫의 UX 상황은 자율주행차를 이동 형 오피스로 사용하는 것이다.

차량 안에서 화상 회의가 가능하며, 모든 시스템은 탑승자의 오피스

와 미러링 된다. 그뿐만 아니라 탑승자의 위치에 따라 클라우드 기

반의 온·오프라인 최적화된 오피스 플랫폼을 제공한다. ⑬의 UX 상

황은 차량 이동 시 , 이동거리와 시간 고려 후, 탑승자에게 목적지

및 도착시간 정보를 은유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차량 내, 모든 상

호작용은 단거리 이동 시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유발시키고, 장거리

이동 시, 은유적인 상호작용 유발한다. ⑭의 UX 상황은 탑승자의

니즈를 바탕으로 선택된 콘텐츠에 따라 밝기, 사운드, 진동 등을 실

내 구성 요소를 조절하여 실내 공간에서 몰입감을 증대시킨다. 이를

테면, 영화감상 시 조도를 낮추고 외부소음을 억제하여 영화에 깊이

몰입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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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UX 상황(씬) 내용

⑧

w 탑승자 인식 후, 이동거리에 따

른 적절한 프로그램 제공

w 장거리 이동 시(영화감상, 수면,

학습. 동영상 강의 등)

w 단거리 이동 시(유튜브 영상, 짧

은 카툰, 잡지, 뉴스 청취. 등)

⑨

w 1:1 스케일 기반의 육체활동이

가능한 콘텐츠 적용

w 요가, 필라테스 등

w 1시간 거리 이동 시, 규칙적인

프로그램 제공

w 원거리 온라인 1:1 맞춤형 학습

⑩

w 예상 이동 시간 기반, 실내 구

성요소 재배치를 통해 탑승자

중심의 최적의 공간 재창출

w 단거리 이동 시(간단한 구조 변

경)

w 장거리 이동 시(침대변환, 무중

력 마사지 시트 등)

⑪

w 외부 환경과 상황 인지 후, 탑

승자에게 최적 실내 환경 제공

w Transparent Display를 통해 외

부의 부정적인 요소 제거

w 은유적인 상호작용.

w 예)가로수 그늘, 자연에서 차용

한 은유적 패턴(바람, 비, 등)

[표 29] B 시나리오 기반 주요 UX 상황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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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w 이동 형 오피스로 사용, 화상

회의가 가능한 밀폐된 공간 제

공

w 모든 시스템은 탑승자의 오피스

와 미러링 됨

w 온·오프라인 최적화된 오피스

플랫폼

⑬

w 네비게이션 기능 시, 이동거리

와 시간 고려 후, 탑승자에게

목적지 및 도착시간 정보를 은

유적으로 전달

w 차량 내 모든 상호작용, 단거리

이동시, 직접적인 상호작용 유

발, 반면 장거리 이동 시, 은유

적인 상호작용 유발

⑭

w 선택된 콘텐츠 기반으로 밝기,

사운드, 진동 등을 실내 분위기

를 좌우하는 요소를 조절하여

실내 공간에서 몰입감 증대

w 영화감상, 통화, 독서, 업무 등

Task 특화된 실내 환경 제공

페르소나 C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6가지로 대표되는 [표 30] ‘C 시나

리오 기반 주요 UX 상황 및 내용’을 구성하였다. ⑮의 UX 상황은 차량

이동 시, 탑승자의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실내 구성요소(스크린, 스피

커, 진동 등)의 제어를 통해 새로운 주행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테면, 도심 주행 시, 복잡한 도심의 빌딩 대신 산과 강을 지나 근교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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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착각을 준다. 터널 통과 시, 어둡고 답답한 터널 대신 교외로 주

행하는 것 같은 환경을 조성해주며, 흐린 날의 경우 맑은 날의 조도와 외

부 환경으로 조정하여 맑은 날에 운행하는 것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준다.

이는 탑승자에게 의외성(意外性)을 부여하고 공간의 이동에 대한 다른 관

점을 제공한다. ⑯의 UX 상황은 자율주행차가 사용자 학습을 통해 탑승

자의 선호도를 파악 후, 개인 맞춤형 공간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디지털

기반의 패턴, 색상, 조명 등이 변환된다. 탑승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선

호하는 내장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며, ⑰의 UX 상황은 탑승자 심리 및

행동인지를 통해 밝기, 사운드, 진동 등을 실내 구성 요소를 조절하여 실

내 공간에서 탑승자가 최대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다. 예컨

대, 게임, 영화감상, 통화, 독서, 업무 등에 특화된 실내 환경을 제공해준

다. ⑯은 차량의 실내 디자인을 규정하며, ⑰은 특정한 상황과 환경에서

몰임갑 증대를 위해 일정 시간동안만 활성화된다. ⑱의 UX 상황은 감각

의 치환을 통해 탑승자에게 새로운 방식의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제공하

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목적지 도착 시 알람 음 대신 진동 등의 물리적

피드백(Tactile Feedback)을 제공하거나, 청각을 촉각으로, 시각을 청각으

로, 촉각을 시각으로 변환시켜 탑승자에게 제공한다. ⑲의 UX 상황은 자

율주행차 실내를 완전한 가상경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좁

은 실내를 VR, MR, AR 등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디바이스와 최적

화 하여 공간을 구성한다. 실내에는 탑승자를 인지하고 파악할 수 있는

각종 센서가 탑재되어있으며, 이를 통해 HMD(Head Mounted Display)를

착용한 탑승자는 좀 더 몰입이 가능한 공간에서 가상경험을 하게된다. ⑳

의 UX 상황은 차량의 실내·외 공간을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

이다. 차량을 자신과 일치시키는 새로운 경험을 말한다. 차를 통해 자신

의 개성을 표출하고 남들과 다른 나만의 차를 만들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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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UX 상황(씬) 내용

⑮

w 이동 시, 실내 구성요소(스피커,

스크린, 진동 등) 제어를 통해

새로운 주행 경험 제공

w 예) ① 도심 주행 → 근교 주행

② 터널 통과 → 터널 X

③ 흐린 날 → 맑은 날

⑯

w 스마트폰 또는 사용자 학습을

통해, 선호도 파악 후, 차량실내

구성요소 개인 맞춤형 공간으로

변화

w 디지털 기반의 패턴, 색상, 조명

등 변환

⑰

w 탑승자 심리 및 행동인지를 통

해 밝기, 사운드, 진동 등을 실

내 구성 요소를 조절하여 실내

공간에서 몰입감 증대

w 게임, 영화감상, 통화, 독서, 업

무 등 Task 특화된 실내 환경

제공

⑱

w 감각의 치환을 통해 탑승자에게

새로운 방식의 상호작용 및 피

드백 제공

w 알람음 대신 햅틱 피드백 제공

w 예) ① 청각 → 촉각

② 청각 → 시각

③ 시각 → 청각 등.

[표 30] C 시나리오 기반 주요 UX 상황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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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

w 차량 실내를 가상의 경험이 가

능한 공간으로 간주

w VR, MR, AR 등 가상현실 기반

디바이스와 차량 실내 구성요소

의 끊김 없는 연결을 바탕으로

전혀 새로운 사용자 경험 제공,

예)진동, 사운드, 온도, 풍량, 풍

향, 습도 조절..등

⑳

w 차량의 실내·외 공간을 자기표

현의 수단으로 간주

w 차량을 자신과 일치시키는 새로

운 경험, 몰입감 극대화

w 예), Private Commercial ADs,

Avatar.....etc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의 자율주행차 UX 상황에 있어 사용시간

의 길이가 UX 디자인에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그 이유는 사용시간의

길이에 따라 탑승자의 니즈도 각기 다르며, 차량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험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표 31]의 ‘사용시간 별 UX

디자인 구분‘을 구성하였다. 사용시간 30분일 경우, 1번에서 4번까지의

상황이 주된 상황으로 예상되며, 5번에서 12번까지는 60분사용 상황도

일부 만족함을 의미한다. 사용시간 60분일 경우, 9번에서 12번까지의 상

황이 주된 상황으로 예상되며, 5번에서 8번, 13번에서 16번까지는 각각

30분사용과 120분사용 상황도 일부 만족시킴을 의미한다. 또한 사용시간

120분일 경우, 17번에서 20번까지의 상황이 주된 상황으로 예상되며, 9번

에서 16번까지는 60분사용 일부 만족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시간에

의해 구분이 가능하나 주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탑승자의 니즈와 환경에

따라 부분적으로는 가변적 적용이 가능하다.



180

① ⑤ ⑨ ⑬ ⑰

② ⑥ ⑩ ⑭ ⑱

③ ⑦ ⑪ ⑮ ⑲

④ ⑧ ⑫ ⑯ ⑳

30 min.

60 min.

120 min.

[표 31] 사용시간 별 UX 디자인 구분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UX 디자인 환경에서 시간에 따른 2가지 큰 방

향성을 엿볼 수 있다. 첫 번째, 짧은 시간 이동 시,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더 효율적이다. 반면, 긴 시간 이동 시, 좀 더 은유적인 상호작용이 요구

된다. 이는 실내 대부분의 인터랙션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이동 시간과 목적에 맞게 실내 공간이 재구성되어야 한다. 재구

성을 위해서는 실내 구성요소들의 변환과 이동을 통해 공간을 재창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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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X

디자인

시나리오

커뮤니케이션의 종류

Human

↔

Information

Environment

↔

Human

Information

↔

Environment

① l - l

② l - -

③ l l -

④ - l l

⑤ l - -

⑥ l - l

⑦ l - -

⑧ l - -

⑨ l - -

⑩ - l l

⑪ - l l

⑫ l - -

⑬ l l -

⑭ l l -

⑮ - l -

⑯ - - l

⑰ l l -

⑱ l l -

⑲ l l -

⑳ l l l

[표 32] UX 디자인 시나리오 관련 커뮤니케이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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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표 21]의 ‘출·퇴근 시나리오 기반 커뮤니케이션 요인과 심

층면접 결과‘와 최종 제안된 20가지 UX 디자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UX

디자인 시나리오 관련 커뮤니케이션 종류’를 다음[표 32]과 같이 구성하였다.

각각의 UX 디자인 및 시나리오는 미래의 자율주행 환경에서사람, 환경, 정보

(Human↔Information, Environment↔Human, Information↔Environment)

사이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UX 디자인 시나리오에 적용되었

는지 보여주며, 각각의 UX 시나리오는 1가지 이상의 커뮤니케이션 요소

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⑩번의 시나리오는 예상 이동 시간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실내 구성요소의 재배치를 통해 탑승자 중심의 최적의 공

간을 재창출한다. 외부의 환경 변수와 이동시간을 계산하여 탑승자에게

적합한 최적의 시트 및 테이블을 배치하는 것은 ‘Information↔

Environment’, 재구성된 실내구성 요소와 탑승자의 관계는 ‘Environment↔

Human’ 사이의 소통이자 인터랙션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요소의 적용을 통해 일상의 즐거움을 적용한 UX 디자인 시나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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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인터랙션 종류 적용상황 적용기술 피드백

위

치

1

Gesture

Body
Ÿ Indoor Activity

프로그램에 적용

가능(요가, 필라

테스, 전신 운동

등)

Ÿ 디스플레이 및

조명의 각종 기

능 조절

움직임

인지

디스플레이 상

에서 인체 움직

임을 감지하고

화면 상 사용자

움직임과 그래

픽의 중첩으로

표현함

㉮

2 Arm ㉯

3 Shoulder ㉰

4 Head
탑승자가 응시하는

방향에 위치한 기능

활성화 준비 상태

안면

인지
조명(L ight ing

& Indicator) 밝

기 변화

㉱

5 Eye
동공

인지
㉲

6 Finger

w 디스플레이 상의

Function Button

이 활성화 된 상

태에서 손가락으

로 버튼 제어하

는 제스처 시 동

작

손가락

및

손바닥

미세

움직임

인지

디스플레이 상

에서 손가락 끝

부분 활성화

㉳

[표 33] 자율주행차 내 활동에 따른 인터랙션 분류

8.2. 자율주행차 적용 인터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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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Hand

(엄지 검지로 잡아

오른쪽으로 회전

→ 음량 높이기)

Ÿ 디스플레이 위에

손바닥으로 닦는

제스처 시 디스

플레이 화면 전

환(뿌연 상태에

서 맑아짐)

Ÿ 손바닥 허공에서

좌우로 쓸어내리

는 제스처 음악

다음 곡 재생

((책)다음 페이지

넘김)

㉴

8 Voice

음성 인식 기반 명

령 수행, 검색, 길

찾기, 기능…..등

음성

인지
AI Agent 응대 ㉵

9
Facial

Expression

탑승자 감정상태 인

지 후, 상황에 따른

적절한 환경 조성

기계학습 기반 상황

에 따른 적절한 피

드백 제공

표정 및

감정

인지

감정 상태에 따

른 실내 조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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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ulti-

modal

Finger

↔

Voice

w 디스플레이상에

서 가리키는 앱

활성화 및 제어+

음성으로 추가

명령

w 지시하는 방향인

식과 음성으로

각종 기능 활성

화 및 명령 수행

음성 및

미세

움직임

인지

비주얼 및 사운

드 활성화

(실내 조도

및 환경 조절)

㉷

12

Eye

↔

Voice

㉸

13

Head

↔

Eye

응시하는 방향으로

시트 회전 및 디스

플레이 활성화, 상호

작용

안면 및

동공

인지

빛과 사운드로

활성화

(준비단계

→실행단계)

㉹

14

Hand

↔

Eye 응시하는 디스플레

이 상에서 제스처로

상호작용

미세

움직임

및 동공

인지

㉺

15

Finger

↔

Ey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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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표 33] ‘자율주행차 내 활동에 따른 인터랙션 분류’는 차량 내

인터랙션의 종류에 따라 기능과 역할을 구분한 것이다. 차량 내 인터랙

션의 종류는 크게 제스처, 음성, 얼굴표정, 멀티모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스처는 세부적으로 몸 전체, 어깨, 팔, 머리, 눈, 손, 손가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멀티모달(Multi-modal)은 하나 이상의 인풋 명령을 동시에 인지

하고 수행하는 것을 뜻하며, 손가락과 음성, 눈동자와 음성, 머리와 눈,

손과 눈, 눈과 머리, 손가락과 눈으로 구분 가능하다. 예컨대, 손가락으로

특정 지점을 가리키며, 동시에 음성으로 명령을 내릴 경우가 이에 해당

한다.

[그림 37] 자율주행차 내 인터랙션 대상 위치

제스처와 관련하여, 다음[그림 37] 차량의 입구 우측에 위치한 디스플

레이와 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설정하였다. 해당 디스플레이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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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블랙컬러의 얇은 베젤 테두리가 적용된 디스

플레이는 차량 내에서 유일하게 터치가 가능한 메인 디스플레이며, 블랙

컬러의 베젤 디스플레이를 감싸고 있는 디스플레이는 차량의 우측면을

대부분 차지 할 만큼 넓은 투명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였다. 이 2개의 디

스플레이는 주로 1:1 휴먼 스케일을 적용한 인터랙션에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제스처(㉮㉯㉰㉱㉲㉳㉴)와 관계가 있으며, 블랙 베젤 디스플레이

는 직접 손가락으로 터치가 가능한 손가락(㉳)과 관계가 있다. 음성(㉵)

과 얼굴표정(㉶)은 입구와 천장의 기둥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주요 상

호작용의 대상인 디스플레이와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 마이크와 카메라

를 탑승자의 시선을 피해 머리위의 높이에 적용하였다. 또한 얼굴표정을

인식하기 위해 4방향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어느 위치에서도 탑승자의 안

면인식을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멀티모달 인터랙션(㉷㉸㉹㉺㉻)과 관

련하여, 블랙 베젤 디스플레이서만 상호작용하도록 설정하였다. 이는 차

량 내 빈번한 멀티모달 상황에서 오류를 줄이고 정확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이때 카메라는 탑승자의 시선 또는 제스처가 블랙 베젤 디스

플레이로 향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멀티모달 인터랙션 명령 수행을 위한

활성화 및 준비 단계로 변환된다.

차량 내 원활한 인터랙션을 위해 샤이테크(Shy-Tech) 기술을 적용하

였다. 샤이테크는 겉으로 기술이 드러나지 않으며, 차량 내 기능을 수행

하는 동작 요소들이 표면에 내장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 관련 기능을 불

러내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다가 탑승자의 목적에 맞게 기능을 수행하려

할 때 비로소 나타나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인공지능(AI)이 적용된 자

율주행차를 바탕으로 인간중심 디자인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졌으

며, 차량 내 제스처를 비롯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Natural Interaction)

이 필요해짐에 따라 샤이테크의 니즈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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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 행동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센서를 눈에 보이지 않게 감추어

탑승자들이 잠재적으로 지닌 어렵고 낯선 기술에 대한 거부감도 낮춰준

다. 다음[그림 38]은 BMW사의 Vision iNEXT(2019) 콘셉트 카에 적용된

샤이테크의 사례이다. BMW는 이를 통해 사람과 소통하는 새로운 모빌

리티 트렌드를 제시하였으며 자율주행차를 더욱 인간중심적이고 감성적

인 모빌리티로 만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UX 디자인에 적용된 기술은

탑승자의 눈에 뛰지 않고, 탑승자가 의도할 때, 나타나서 반응하며 상호

작용이 가능한 샤이테크를 적극 적용하였다.

[그림 38] “Shy-Tech”, BMW Vision iNEXT(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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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론

본 연구는 ‘운전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이동하는 공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인식과 배경으로 부터 출발하였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공유경제, 전장화(電裝化)는 자율주행차 시대의 도래를 더욱 가속

화시키고 있다. 현재 자율주행차 연구는 주로 차량의 신뢰성, 정확성, 유

용성, 사용성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와 같이 고도화

된 기술이 필요한 혁신제품일수록 사용자들이 지닌 욕구나 감성적 가치

를 반영한 연구는 필요하다. 이는 향후 혁신제품일수록 기술평준화를 통

한 혁신기술 사이에 변별력은 줄어드는 반면, 사용자를 이해하고 공감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율주행 환경에서 사용자

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감성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소통‘과 ‘일상의 즐거

움‘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 대시보드 중심의 실내 UX 디자인‘ 제안

을 목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즐거움은 사용자가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되

며, 긍정적이고 감성적인 가치를 유발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현

재 차량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소유, 관리, 운전, 일상의 즐거움으

로 구분할 때, 향후 자율주행차 환경에서는 일상의 즐거움이 가장 주요

한 즐거움이 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행조사와 심층인터뷰

를 한 후, 탑승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요소이자 콘셉트 키워드로 ‘소통’을

설정하고 사용자 시나리오를 구체화와 동시에 3가지 사용자 환경으로 구

분하고, 각각의 직업과 니즈, 환경을 가진 페르소나를 구성하였다. 독립

변수로 각기 다른 사용시간과 횟수를 설정하였으며, 차량 이용시간에 따

른 단계화된 니즈를 구성하였다. 각각의 사용 시나리오 중, A 시나리오

의 사용자 환경은 짧은 이용시간과 빈번한 사용횟수로 다수의 구성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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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사용하는 반면, C 시나리오는 긴 이용시간과 드문 사용횟수로 1

인이 주로 사용하는 환경이다. B 시나리오는 각각의 사용인원, 시간 및

횟수가 A 시나리오와 C 시나리오의 중간에 위치하며, 모든 페르소나는

낯선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세대로 인식되는 30대로 설정하였다.

A 시나리오는 실시간 근거리 대기모드와 차량 내 동승자 인지 및 모니

터링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으며, 웹 검색과 온라인 쇼핑 등 단시간 사

용 가능한 상황에 대한 니즈가 높은 반면, B 시나리오와 C 시나리오는

원거리 이동과 장시간 사용에 따른 휴식, 엔터테인 활동, 학습 등의 욕구

를 가지고 있었다. B 시나리오 및 C 시나리오는 실내 요소의 구성변화

로 인한 공간의 재창출과 장시간 몰입이 가능한 개인적 공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동시간과 거리에 따른 개인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A 시나리오 기반 7가지(①~⑦), B 시나리오 기반

7가지(⑧~⑭), C 시나리오 기반 6가지(⑮~⑳) 총 20가지 일상의 즐거움

기반 UX 디자인이 제안되었다.

최종 제안된 UX 디자인 및 각각의 시나리오는 미래의 자율주행 환

경에서 사람, 환경, 정보(Human↔Information, Human↔Environment,

Environment↔Information)’ 사이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상의 즐거움

을 반영한 다양한 UX 디자인 시나리오에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UX 디자인 시나리오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유추

할 수 있다. 첫 번째, 차량 이용시간에 따라 각기 다른 탑승자의 니즈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8.1장에서 언급한 ‘차량 이용시간에 따른

단계화된 니즈‘에 따르면, 주로 근거리 이동과 잦은 탑승 니즈를 가진

사용자 환경에서는 실시간 근거리 대기 모드와 탑승자 모니터링에 대

한 니즈가 있었다. 반면, 장거리 이동을 주로 하는 탑승자는 차량 실내

를 장시간동안 몰입 가능한 공간으로 간주하고, 학습, 엔터테인먼트,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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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 이동시간 및 거리에 따라

주로 적용되는 인터랙션의 종류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 단거리 이동 시에는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

타났는데, 거리가 짧거나 도착이 임박했을 때 직접적인 자극을 통해 탑

승자에게 도착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이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반

면, 원거리 이동 시. 도착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탑승자의 자세에 따라 맞

춰져있던 시트의 각도와 테이블의 위치가 제자리로 이동하거나, 어두웠

던 윈도우가 서서히 밝아지면서 목적지에 도착이 임박했음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실내 구성요소

의 변화로 인한 공간의 재창출과 장시간 몰입이 가능한 개인적인 맞춤형

공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직·간접적인 인터랙션은

실내 구성요소에 폭넓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이동

시간과 목적에 맞는 가변적인 공간구성이 필요하다. 실내 구성요소들의

변환과 이동을 통해 공간의 재창출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탑승자가 휴

식을 원할 때, 휴식이 능동적 휴식(Active Rest)과 수동적 휴식(Passive

Rest)을 구분하여 탑승자가 원하는 최적의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수동적 휴식일 때는 조도를 적절히 낮추고, 외부 소음을 최대한 억

제한 후 탑승자가 가장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시트포지션을 비롯한 상

황에 적합한 공간 연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미래의 교통 환경에서 주요한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자

율주행차 환경을 기반으로 한 UX 디자인 선행연구를 표방하고 있다. 자

울주행 환경 레벨 5을 고려하여, 자율주행차와 탑승자 중심의 UX 디자

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참고문헌과 유사 분야의 선행연구, 시나리

오, 사용자 중심의 조사 및 검증을 통해 논리적인 추론과 유추 과정을

거치며 ‘일상의 즐거움을 기반으로 한 UX 디자인’ 제안을 하였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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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연구는 실험이나 프로토타이핑을 통한 가설을 검증하지 못한 실증

적 한계를 지니며, 이는 향후 레벨 5 환경의 자율주행차 실험이 가능한

시뮬레이터 기반 연구 환경이 조성되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나리오 중심의 미래예측을 통한 자율주행차 환경 기반 UX

디자인 선행연구로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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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UX design proposal for

vehicles that can accommodate

various daily pleasures in

autonomous driving

environments

Pak, Kicheol

Dept. of Crafts and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began from recognizing the question of 'what would

people do in moving space once they are liberated from driving?'

Due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 environment in which

self-driving vehicles could operate is gradually forming. The concept

regarding vehicles is slowly changing from possessing them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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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 to boarding on shared vehicles. The introduction of self-driving

vehicles fundamentally changes the environment in which the drivers

possess and drive their vehicles for themselves. Since the introduction

of such a concept, drivers can assign the driving to their vehicles

and carry out any other task in moving space without restriction.

Currently, self-driving vehicles are primarily studied in the aspects of

their reliability, accuracy, and usability. In the future, however, it

would be more important for self-driving vehicles with innovative

technology to combine emotional values such as user satisfaction.

This is because standardization of technology would reduce

discrimination among many innovative technologies, while emotional

values such as user satisfaction and genuine understanding of users

would hold a greater weight. In particular, user satisfaction is the

key element in delivering consistent emotional values and can become

a substantial motivation for people to adopt such products. User

satisfaction that people could experience from a car could be divided

into that of possession, management, driving and comfort in everyday

life. The advent of self-driving vehicles and its related environment

would reduce people's satisfaction in possessing, managing and

driving a car, while it would increase their satisfaction in enjoying

comfort in everyday life.

This study proposes interior UX design that revolves around the

dashboard of self-driving vehicles based on 'comfort in everyday life'

which is one of the major emotional values in an autonomous

environment. The reason behind selecting the dashboard as the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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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utlining the UX is because the dashboard is the medium that

connects the driver to the vehicle interior and therefore, it is the part

where substantial changes would be applied in self-driving vehicles.

Keywords : UX Design, Autonomous Vehicle, Dashboard, daily

pleasures

Student Number : 2016-3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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