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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5년 파리협정과, 폭스바겐의 디젤스캔들, 환경보존을 위한 내연기관

금지 정책 등은 근미래 자동차 산업이 이뤄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의 IOT, 빅데이타,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단순히 사람을 운반하는

데 그쳤던 운송기기(People Mover)는 외부와 소통하며 인간의 삶을 편

하게 하는 스마트카(People Helper)로 개념이 변하고 있다. 최근에 출시

한 Tesla Model-3를 비롯하여 2021년 군산공장에서 생산예정인 Byton

의 M-byte는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 핵심은 ‘사용자 경험(UX)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이

라고 예상하며, 본 연구에서는 자료조사, 선행연구분석을 토대로 자동차

디자인 업계에 근무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여

현재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의 산업변화와 그에 따른 디자인 방향성을 확

인하였다. 또한,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가치와 연결되는

사용자 경험(UX) 기반 자동차 디자인 핵심요소와 하위 디자인 요소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자동차 업계 전문가를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최종적으로 사용자 경험(UX)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

핵심요소 4가지 <인터렉션(Interaction), 기능(Function), 감성(Emotion), 서

비스(Service)>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하위 디자인 요소를

추출하고 직업별, 직군별 전문가 인식의 차이와 선호도를 분석 제시하였

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가치 지향적 디자인 요소는 전기자동차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에게는 디자인의 실천 방향을 제시하며, 학계 연구자에

게는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현장을 기반으로

한 중점요소로서 이론적 연구 방향을 제공할 것이다.

주요어 : 사용자 경험(UX) 디자인, 전기자동차, 자동차 디자인

학 번 : 2016-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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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현재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큰 변혁의 시기에 직면해 있다. 2016년 파

리 모토쇼에서 다임러(Daimler AG)의 디터제체(Dieter Zetsche)는 근미

래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을 크게 C.A.S.E.라 하였다. 이는

Connected(커넥티드), Autonomous(자율주행), Shared(차량공유), Electric(전

동화)를 뜻하며 자동차의 기술 혁신보다 더 큰 개념의 자동차 산업에 대

한 새로운 인식 변화 즉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의미한다.1)

우리는 과거를 통해 모바일폰 산업이 스마트폰으로 진화해 온 과정을

학습했고 이를 통해 앞으로 자동차 산업의 변화가 인류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지 상상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은 친

환경 자동차 개발을 위해 큰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특히 유럽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정부의 내연기관 금지 정책을 기반으로 기존의 내연기

관 중심의 제품군을 단종하거나 전동화(Electrification)하면서 전기자동

차 중심의 신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생산직 제조인력 감축

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과 연관된 R&D와 비지니스에 집중하는 형식인데,

이는 기존의 양적 중심의 제조업 형태에서 스마트한 서비스업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동차 디자인 산업 현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우선 디자

인계에서는 그동안 불려오던 Vehicle Design, Transportation Design이

1) GM의 새로운 경영전략, 자동차 산업 新패러다임 CASE 대응 목적. (2019.10.03.).

https://www.itfind.or.kr/WZIN/jugidong/1884/file1716752949019912010-1884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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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용어와 함께 Mobility Design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이는 조형

적인 형상과 드라이브 퍼포먼스를 중시했던 기존의 자동차에 대한 전통

적 개념에서 벗어나 운송기기가 놓여 있는 환경과 그에 부응하는 시스템

적 요소들 즉 연결성, 기능성, 사용자 경험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많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디자인 부서에서 기존에 있었던

Exterior 디자인, Interior 디자인, CMF 디자인(Colour, Material and

Finishing Design), 컴포넌트 디자인(Component Design)팀에 사용자 경

험 디자인(User Experience Design)팀을 추가로 구성하여 많은 인재를

확보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폭스바겐 그룹은 Future Center Europe을 설

립하여 UX기반의 Mobility of The Future를 연구하고 있다. 앞으로 자

동차 산업은 전동화를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자동차 디자인의 본질적인 개념 또한 큰 변화가 예상된다.

1.2. 연구의 목적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에 자동차 디자인은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 디자인이 눈으로 인

식되는 조형적 요소의 미적 아름다움과 행동적, 심리적 요소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추구하였다면 현재는 최신 IOT나 컴퓨터 및 각종 전자 기술을

접목하며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시스템을 중심으로 스마트카를 지

향하고 있다. 또한, 기존 내연기관 플랫폼을 바탕으로 외형의 하드웨어적

큰 요소는 유지하면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

만,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만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며 디자인에

있어 보다 혁신적인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문제>, <자율주행기술 발전>, <IT 발전>, 그리고

<공유경제>에 따른 전기자동차 산업 활성화와 연계하여 디자인 인식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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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관한 흐름을 파악하고 UX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전기자동차 핵심

디자인 요소를 분석하여 미래 자동차 디자인의 방향성을 짐작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자동차 회사에 재직 중인 디자이너와 엔지니어 등

의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인식을 조

사하고 앞으로의 중요한 디자인 방향성을 분석하여 전기자동차 디자인의

역할과 기능을 제안하고자 한다.

1.3. 연구의 범위

국내 자동차 산업 현장에 있는 디자이너 전문가 그룹(2년 차 이상 자

동차 산업에 종사한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디자이너, CMF디자이너, 모

델러, 엔지니어 등)를 대상으로 전기자동차의 디자인 인식요소를 분석하

고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1) 현재 전기자동차 산업의 동향을 국내 전문가를 통해 분석한다.

2) 자율주행 관련 자동차 단계 분류 레벨 3 이하를 범위로 한다.

3) ‘사용자 경험 디자인’의 개념을 가능한 한 폭넓게 설정하여 논의하고

자 하였다.

1.4. 연구의 방법

국내 자동차 디자인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용

자 경험(UX)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의 핵심요소에 관한 내용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도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행하

여 세부 하위요소에 관해 분석하였다.

1) 국내외 문헌 조사, 인터넷, 자료조사를 통한 내용과 선행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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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자동차와 사용자 경험 디자인에 관한 이론적, 학문적 개념 고찰

3) 전기자동차 활성화에 따른 디자인 개념변화 설정을 위해 국내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FGI) 추진

4) 선행연구 조사와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통해 전기자동차 디자인 핵심요

소와 하위 세부요소 추출

5) 설문조사를 통한 핵심요소와 하위요소 검증 및 전문가 선호도(우선순

위) 도출

6) 국내 자동차 산업 자동차 디자인의 시사점 도출 및 방향성 제시

1단계 2단계 3단계

국내외 문헌 조사,

인터넷, 자료조사
‣ 전문가 심층 인터뷰 ‣ 설문조사

사회변화에 따른

디자인 인식 변화

디자인 구성요소 분석

사용자 경험 기반

자동차 디자인

핵심요소 도출

사용자 경험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 핵심요소별

하위요소 및 선호도

분석

▼

사용자 경험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 구성요소 도출

▼

전기자동차 디자인 방향성 및 시사점 도출

[표 1]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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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자동차 산업 가치 체계 변화와 디자인

2.1.1 환경변화에 따른 자동차 산업 구조 변화

파리협정이 2015년에 채택되면서 유럽은 환경오염 문제를 위해 내연기

관 자동차의 판매 금지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 또한 산업화로 인한 심각

한 대기오염 문제를 인식하고 각종 친환경 자동차 판매를 장려하고 있

다. 국내에서는 최근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사건으로 내연기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하게 되었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례로 노르웨이와 네델란드, 프랑스, 영국,

독일, 인도 등 빠르게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2) 최근 자동차 최대 시장으로 급부상한 중국은 2019년부

터 NEV(New Energy Vehicle) 정책을 시행하는데 일정량 이상의 자동

차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회사들에 친환경 자동차를 일정 비율로 함께

판매하도록 법으로 지정하였다. 미국은 이와 달리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이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여 내외적으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

다. 한국은 2030년부터 내연기관 판매 금지 관련 법안이 2017년 8월 국

회 발의만 된 상태이다. 한편으로 내연기관의 종말에 대해 부정적인 시

각도 있다.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 전기자동차의 가격이 저렴하지 않고,

회사 입장에서도 내연기관에 비해 수익성이 적으며 전기자동차를 생산하

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또한 친환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수소전기자동차(FCEV)의 연료전지 같은 대체 에너지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유럽 선진국의 정책적 지원을 배경으로 최근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자

2) 한국에너지공단. 글로벌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동향. (2019.10.03.).

http://www.energy.or.kr/web/kem_home_new/energy_issue/mail_vol71/pdf/issue_174_01_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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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 개발이라는 큰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기

자동차에 개발에 대해 상황을 주시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미루고 있었지

만, 최근에는 전기자동차용 플랫폼 개발과 그에 따르는 새로운 비즈니스

를 위해 큰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3) 한국에너지공단. 글로벌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동향. (2019.10.03.).

http://www.energy.or.kr/web/kem_home_new/energy_issue/mail_vol71/pdf/issue_174_01_02.pdf

4) (이항구, 윤자영, 2018)

자동차

브랜드
전동화 전략3)4)

Volkswagen
-2020부터 2024년까지 약 5년 동안 전동화 및 디지털화 관련

전기자동차 기술에 600억 투자 계획

BMW -2025년까지 BEV 12종 포함 총 25종의 친환경 차량 출시 계획

Daimler

Benz
-117억 달라 투자 BEV 10종 그리고 40종의 HEV 개발 계획

AUDI -2025년까지 총 20개 이상의 EV 개발 예정

Toyota -FCEV나 HEV를 넘어 중국에서 EV를 생산 및 판매 계획

GM -2023년까지 BEV / FCEV 등 20종 이상의 친환경차 라인업 확대

PSA

(Peugeot /

Citroen)

-2023년까지 판매되는 전체 차량 약 80%를 BEV, HEV로 대체 예정

Volvo
-대형 배터리와 소형 내연기관 엔진의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2019년부터 생산

Changan -내연기관 2025년까지 생산 및 판매 예정

[표 2] 자동차 브랜드별 전동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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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기술개발과 전기자동차의 발전

최초의 자동차 형식은 증기기관 자동차였다. 그 후 내연기관보다 먼

저 배터리를 중심으로 한 전기 자동차가 개발되었다. 1910년 전기 자동

차는 조작 방법이 쉽고 기름 냄새가 없어 특수 계층 사이에 많은 인기가

있었다. 하지만 배터리의 기술적 한계와 원유의 가격 하락으로 내연기관

이 발전하면서 대부분 자동차의 동력기관은 내연기관이 되었다. 이후 원

유 가격과 환경문제는 지속해서 자동차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GM은 메이저 자동차 업계 최초로 EV1을 개발하여 소량의 자

동차를 판매하였지만, 수익성 문제로 개발을 중단하였다. 2000년대에 들

면서 고유가 시대와 환경오염에 대한 배기가스 규제강화, 폭스바겐의 디

젤 스캔들 등으로 다시 전기자동차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현재는

인터넷 및 디지털, 자동화 시스템의 발달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빅데이타, 딥러닝, 인공지능의 기술로 자율주행 시스템과 인포테인먼트

(Infortainment) 시스템을 접목하여 단순한 운송수단(People Mover)으로

의 역할이 아닌 자율시스템을 갖춘 통합적 보조수단(People Helper)으로

써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핵심기술

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율주행시스템(Autonomous Navigation System),

ADAS(Advanced Driver Assistant System,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자동차와 운전자의 상호 소통을 위한 HMI(Human Machine Interface),

배터리 기반의 동력기술(Electrokinetics)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 자율주행시스템(Autonomous Navigation System)

자율주행시스템의 구성은 크게 인지시스템(Perception System), 판단

시스템(Decision System), 제어시스템(Control System) 세 가지로 나누

어 분류 할 수 있다(정찬영, 김태연, 심현철, 2019). 자율주행 시스템의

특징은 기존에 자동차 내부의 시스템 제어를 위해 작동했던 소프트웨어

가 바깥의 실세계 환경과 직접 상호작용한다는 점인데 이는 각종 센서를

통해 가능하며 센서의 종류는 레이더(Rader), 라이다(Lidar),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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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ra), 초음파 센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센서를 통해 얻은 정보는

두 개 이상의 ADAS(Adavanced Driver Assistant System,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로 차량을 제어하며 이 시스템은 자율주행시스템의 핵심이다.

5) ADAS 센서와 미국 자율주행차 시장현황. 김경민. (2019.10.10).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list/2/globalBbsDataAllView.do?data

시스템 구분 내용

인지시스템

(Perception System)

-각종 환경센서를 통해 보행자나 사물, 신호등과 같은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인지

판단시스템

(Decision System)

-환경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주행상황, 긴급상황 등을

판단하고 데이터를 저장, 주행할 경로를 생성

제어시스템

(Control System)

-판단시스템을 통해 실제로 차량을 제어하는 시스템

-조향, 감속, 가속, 제동 등의 기술을 통합하여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

[표 3] 자율주행시스템의 구성(정찬영, 김태연, 심현철, 2019)

환경센서 특성5)

카메라(Camera)

-라이다나 레이더로 부족한 정보를 광학 영상을 통해 획득

-여러 대의 카메라를 입체적으로 사용함으로 더욱 안정된 정보

추출 가능

레이더(Rader)

-Radio Detection and Ranging

-물체에 전달되고 반사된 전자기파의 시간적 계산을 통해

정보를 파악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레이더와 같은 원리지만 전파가 아니라 고출력

펄스레이저(Pulse Laser) 사용

-360도 회전 센서로 3D 스캔 정보가 많다.

초음파 센서

(Ultra Sonic)

-초음파의 반사를 이용해 물체를 식별 할 수 있다.

-감지 가능한 거리가 매우 짧다.

[표 4] 환경센서의 종류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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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DAS(Adavanced Driver Assistant System,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는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환경센서를

통해 얻은 정보를 정확히 판단함으로 차량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ADAS 관련 센서의 시장규모는 완벽한 자

율주행차량이 구현되기까지 계속 확대되고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며 각

센서들이 담당하고 있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표 5]와 같다.

3) HMI(Human Machine Interface)

Idx=164980

6) ADAS 센서와 미국 자율주행차 시장현황. 김경민. (2019,10,10)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list/2/globalBbsDataAllView.do?data

종류 내용6)

자동긴급제동 (AEB)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충돌 위험시 스스로 속도를 제어하거나 멈추는

능동적 안전 시스템

차선

유지

시스템

차선유지시스템

(LC)

-Lane Centering

-차선 이탈 시 위치를 제어하여 차선 유지

(LDW보다 발전된 능동적 시스템)

차선이탈경고 (LDW)
-Lane Departure Warning

-차선 이탈 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수동적 시스템

추돌

경고

시스템

전방추돌경고 (FCW)
-Forward Collision Warning

-앞 차량과 충돌이 판단될 시 운전자에 경고

사각지대경고 (BSW)
-Blind Spot Warning

-사각지대의 물체를 식별하고 경고

주행

관련

시스템

적응순항제어 (ACC)
-Adaptive Cruse Control

-앞 차량의 상황에 따라 속도를 제어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 (HDA)

-Highway Driving Assist

-고속도로 주행 시 스스로 차량 속도를 제어

교통체증 주행 보조

시스템 (TJA)

-Traffic Jam Assist

-자동차 전용도로와 교통체증 구간에서만

사용하도록 개발

-대부분 차선변경 기능은 적용되지 않음

자율주차 (PA)
-Parking Assist

-빈 공간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주차 수행

[표 5] ADAS의 종류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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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Interface)란 각각의 다른 사물을 연결해주는 부분이나 장

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HMI(Human Machine Interface)는 사용자와 기

계를 연결해주는 장치를 뜻하며 운전자에 의한 정보의 입출력을 통해 자

동차의 전체 시스템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자동차 기술은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중심으로 계속 발전하였다. 특히 자동차 내에 안전 관

련 전자장비가 점차 증가하면서 기계 중심에서 전자중심으로 기술이 변

화하였다. 이에 따라 스위치, 배선, 전자 제어장치의 수가 증가했고 그에

따른 배선의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보다 효율적인 통합 컨트롤 장치가 필

요해졌다. 전동화가 될수록 HMI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자율

주행시스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더불어 모빌리티의 혁신을 주도하는

중요한 장치 중 하나이다. 주요 메이커들은 이러한 통합 컨트롤 장치를

통해 자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며 직관성, 사용성, 편리성 등의

사용자 경험 요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터페이스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버튼, 다이얼, 터치패드, 터치스크린 방식을 넘어서 음성인식,

AR(Augmented Reality), 제스처 방식 등이 실용화 단계이고 HUD(Head

Up Display)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사용성을 증대하는 추세이다.

4) 동력기술 (Electrokinectics)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는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 반면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를 중심으로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고 있다. 내연

기관에서 엔진, 가솔린, ECU 등이 주요 핵심기술이라 하면 전기자동차

에서는 모터, 배터리, 인버터가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추가로

회생제동장치를 통해 연비의 효율성을 증가시킨 것이 특징이다

Idx=16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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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핵심기술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율주행시스템(Autonomous Navigation System), ADAS

(Adavanced Driver Assistant System), 자동차와 운전자의 연결을 위한

HMI(Human Machine Interface), 전기 배터리 기반의 동력기술

(Electrokinetics)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위 내용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종류 내용

모터

(Motor)

-교류모터가 일반적으로 사용

-주로 유도전동기와 영구자석 전동기 사용

배터리

(Battery)

-리튬계열 전지 주로 사용

-가격이 높아 단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

인버터

(Inverter)

-내연기관의 ECU와 같은 역할 (속도 가·감속 / 제동)

-새로운 소재의 개발로 냉각장치가 사라짐

-소형화, 경량화

-고주파수에도 정상 작동, 전기자동차의 최고속도를 높임

회생제동장치

(Regenerative Brake)
-전기자동차에서 연비 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장치

[표 6] 전기자동차 핵심 동력기술 (조용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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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내용

자율주행시스템

(Autonomous

Navigation

System)

인지시스템

(Perception System)

위치인식 (Localization)

환경인식 (Environment Perception)

판단시스템

(Desicion System)

주행상황 판단

긴급상황 판단

경로 생성

제어시스템

(Control System)

횡방향 제어 시스템

(Lateral Control System)

종방향 제어 시스템

(Longitudinal Control System)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

(Adavanced

Driver Assiatant

System, ADAS)

자동긴급제동(Autonomous Emergency Braking, AEB)

차선

유지

시스템

차선유지시스템

(Lane Centering, LC)

차선 이탈 경고(Lane Departure Warning, LDW)

추돌

경고

시스템

전방 충돌 경고(Forward Collision Warning, FCW)

사각지대 경고(Blind Spot Warning, BSW)

주행

관련

시스템

적응 순항 제어

(Adaptive Cruise Control, ACC)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

(Highway Driving Assist, HDA)

교통체증 주행 보조 시스템

(Traffic Jam Assist, TJA)

자율주차 (Parking Assist System, PAS)

HMI

(Human Machine

Interface)

Center Controller

HUD(Head Up Display)

LCD(Liquid Crystal Display)

AR(Augmented Reality)

제스쳐 인식(Gesture Recognition)

음성인식(Voice Recognition)

동력 기술

(Electrokinetics)

전동기(Motor)

배터리(Battery)

인버터(Inverter)

회생제동기술 (Regenerative Brake)

충전기술(Charging)

[표 7] 전기자동차 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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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IT개발과 커넥티비티(Connectivity)

IOT개념이 자동차로 확장되고 있다. 일반적인 제품이나 생활용품을

넘어 최근에는 일상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통수단인 자동차가

IOT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4차 산업의 핵심인 5G 이동

통신의 발전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5G는 초연결성, 초고

속 등의 특성을 넘어 인공지능, 가상현실, 지능형 로봇 등과 연결되어 다

양한 융복합 신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다. 5G는 4G의 LTE에 비해 처

리용량이 약 100배 정도 많고 20배 정도 속도가 더 빠르다. 이러한 네트

워크의 기술 발전과 더불어 IOT로서의 새로운 모빌리티, 즉 커넥티드카

로서의 개념 전환이 스마트카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커넥티드카

(Connected Car)는 자동차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다양한 시스템과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하며 커넥티드 카의 개념은 텔레매틱스(Telematics)에

서 시작됐다.

텔레매틱스는 Telecommunication과 Informatics의 합성어로, 무선 네

트워크와 자동차를 연결하여 자동차 안에서 인터넷을 통해 이메일 뿐만

아니라 차량의 원격 차량제어 및 진단, 주변 환경과 관련된 차량의 위치

파악, 위험경고, 교통정보 등을 제공하는 개념이다.7) 최근 2019 국제전자

제품박람회(Consumer Electronis Show, CES)에서 선보인 커넥티드 카

는 기존의 개념을 더욱 확장했다. 스마트 시티(smart city)로 차량 중심

에서 집, 사무실, 스마트폰과 같은 다른 사물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단순한 개념에서 도시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개념이다. 앞으로 또 하

나의 가능성은 인터넷 구매와 관련된 것이다. 예전에는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직접 마트나 백화점을 갔지만, 최근에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이

용하며 자동차 공간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커넥티드카에서 중요한 점은 빅데이터이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할

7) 삼성디스플레이 뉴스룸, 자동차 IOT의 시대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2019,11.10). http://news.samsungdisplay.com/1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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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플랫폼이 필요하고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인공지능 또한 중요하다.

8) Global Auto News, 커넥티비티의 세계–1. 자동차가 플랫폼이다. (2019.12.5.)

http://global-autonews.com/bbs/board.php?bo_table=bd_028&wr_id=43

자동차

브랜드

커넥티비티

디바이스
특징8)

GM Onstar GO

-1995년에 온스타 최초 개발 / 캐딜락에 1997년 적용

-인공지능 IBM ‘왓슨’을 업계 최초 적용

-Chevrolet, GMC, Cadillac 등 27개 차종에 사용 계획

-모바일앱과 스마트폰을 연동해서 사용 가능

FORD SYNC 3

-블랙베리(Blackberry)의 QNX 소프트웨어 기반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 동시 사용 가능

-간단한 음성인식 시스템, 향후 음성인식 시스템 확장 예정

-스케줄 관리, 아마존 인공지능(AI) 비서 사용

BMW
BMW

Connected

-구글 이전부터 IT와 자동차의 Connectivity 연구

-빠른 업데이트(약 6주마다 업데이트)

-아마존 에코(Amazon Echo), 자동차의 현재 상태에 대해

음성 정보를 통해 연결 가능

AUDI Car2X

-운전자, 자동차, 스마트폰, 교통시스템의 통합 개념.

-긴급통화, 긴급출동, 아우디 서비스 지원

-휴대폰을 통해 4G LTE와 연결 가능

-교통체증이 심하면 해드램프와 테일램프가 자동으로 꺼지고

켜짐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

현대
블루링크

(Bluelink)

-스마트(Smart), 안전한(Safe), 편리한(Conveninet) 드라이빙

-원격 공조장치 조정 및 원격시동 제어 가능

-사고시 에어백으로 위치정보가 알려지며 긴급구조 가능

-차량 도난 시 추적 가능

[표 8] 브랜드별 커넥티비티 디바이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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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공유경제와 자동차 산업

1) 공유경제

공유경제의 핵심은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소유

형식 소비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유형식 소비로 바뀌는 경제적 방

법이다. 공유경제란 한번 생산된 물건이나 시스템 혹은 서비스와 같은

유·무형자원 등을 여러 명이 공유하여 사용함으로 불필요한 경제적 요소

들을 최소화하고 공동의 이익에 기여하는 협력적 소비의 경제활동이다

(이호현, 2018). 공유경제는 최근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주차문제, 1인 가구의 증가 등

의 사회적 문제,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적 이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

비 형식의 변화 등이 이러한 공유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빌리티 공유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카셰어링(Car-sharing)으로 쉽게 얘기하면 렌터카와 같은 개념이

고, 두 번째 카헤일링(Car-hailing)이란 이동하려는 소비자와 이동을 제

공하는 서비스 사업자를 연결 해 주는 개념이다. 즉 전자는 소카(Socar)

후자는 우버(Uber)를 예로 들 수 있다.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

화되면 더욱 다양한 자동차 공유서비스를 예상 할 수 있다.

2) 공유경제–국내현황

국내에서는 ‘카카오 카풀’이 택시업계와의 이해관계 상충에서 전체 서

비스를 중단하였다. 2019년 3월 대타협기구를 통해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출퇴근 시간 각 2시간씩에 한해 영업이 가능하도록 합의하

였다. 또한, 최근 국내 대표 카셰어링 서비스 기업인 소카(Socar)는 최근

타다의 VCNC를 합병하면서 운전자를 포함한 카헤일링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과 국토부의 명확한 정책지원

없이 국회에서는 최근 ‘타다 금지법’을 발의하였고 이에 이용자 약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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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명과 드라이버 1500여명이 ‘타다 금지법’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참

여하였다.9) 현재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부

재와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3) 공유경제–국외현황

공유경제는 인터넷 기술(IT)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의 발달,

글로벌 금융위기,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위기의식을 통해 빠르게 성장

하였다. 대표적인 글로벌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은 우버(Uber), 리프트

(Lyft), 디디추싱(滴滴出行, Didi Chuxing) 등이 있고 이들은 각자의 플

랫폼을 구축함으로 이윤을 창출하려 한다.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이

러한 서비스 기업들이 공유경제의 기본 논리를 벗어나고 있다고 비판하

는 경향도 있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카헤일링(Car-hailing)의 형식인데

결과적으로는 택시와 거의 비슷한 사업이고 단순히 소비자에게 비용적인

혜택만 있을 뿐이다. 최근에는 검증되지 않은 운전자들의 범죄행위로 인

해 큰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10)

2.2. 전기자동차 특성과 현황

2.2.1 전기자동차 개념과 특성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 EV)는 배터리를 통해 에너지를 얻기 때

문에 일반적인 내연기관과 달리 진동이나 소음이 적고 배기가스가 전혀

없다. 또한, 흡기, 배기, 쿨링(Cooling)에 관련된 기계 부품이 필요 없고

9) 박현익. 조선비즈. ‘타다 금지법’ 반대 서명 7만8000명. 2019. (2019.12.02).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7/2019121700687.html?utm_source=na

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10) Global Auto News, 100. 모빌리티의 미래, 2019. (2019.12.02).

http://global-autonews.com/bbs/board.php?bo_table=bd_028&wr_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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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의 수가 단순하다. 따라서 고장이 적고 관리가 쉬운 장점이 있다. 배

터리의 충전시간과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이지만 다수의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여 충전시간 단축과 생산 단가를 점점 내리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종류는 기술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HEV, PHEV, EV 순으로 발전하고

있고 대체 에너지 사용 측면에서 수소연료전지(Fuel Cell Electric

Vehicle, FCEV) 차량도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ZEV(The Zero Emission Vehicle) 규제 계획에서 2018부터 HEV를 전기

자동차에서 제외하였다.11)

2.2.2. 최신 전기자동차 동향

전기자동차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면,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에서 HEV

나 PHEV을 개발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순수 배터리 전기자동차(BEV)를

위한 모델을 출시하고 있다. 내연기관을 대표하던 스포츠카 브랜드나 프

리미엄 브랜드 또한 Zero Emission을 내세우며 경쟁력 있는 EV를 출시

하고 있다. 최근 출시되는 EV들은 브랜드 특성과 소비자의 지향하는 바

11)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2019,10,10).

https://www.ucsusa.org/resources/what-zev

구 분 특 징

하이브리드

(HEV)

-Hybrid Electric Vehicle

-일반적으로 전기모터와 엔진의 동력기관을 함께 사용

-연료 소비가 많을 때는 전기모터나 회생제동장치를 작동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배터리와 모터가 주 동력원

-배터리가 방전 되었을 때 내연기관 엔진이 보조로 작동

순수 전기 자동차(BEV)

-Battery Electric Vehicle

-내연기관 없이 배터리와 모터만 사용

-배출가스 제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FCEV)

-Fuel Cell Electric Vehicle

-리튬배터리가 아닌 연료전지를 이용해 모터를 구동

[표 9] 전기자동차 종류와 특징(백유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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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충전 플랫폼을 달리한다. 포르쉐 타이칸(Taican)의 경우 고출력

의 성능과 충전시간의 효율성을 위해 800볼트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디

자인 면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가장 핵심은 Exterior, Interior

부분 모두 전기자동차에 맞는 Brand Identity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HMI 측면에 있어 화면 모니터의 모양이나 Interface

의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만의 개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2019년 기

준으로 최근 출시한 대표적 차량들과[표 10] 글로벌 판매 순위를 [표 1

1]12)에 표시하였다.

12) INSIDEEVS. Global EV Sales In June 2019. (2019.11.23)

https://insideevs.com/news/362674/global-ev-sales-in-june-2019/

브랜드/차량명 충전시간
주행거리

(1회 충전시)
최고속도 출시년도

Tesla Model 3

(Long Range)

250KWh 기준(급속) 5분

충전에 약 120km 운전
446km 225km/h 2019

AUDI e-Tron
150KWh 기준(급속) 30분에

80% 충전 가능
328km 200km/h 2019

Mercedes-Benz

EQC

100KWh 기준(급속) 40분에

80% 충전 가능
309km

180km/h

(스로틀

제한)

2019

Porsche Taycan
270KWh 기준(급속)

22분에 80% 충전 가능
450km

260km/h

(터보)
2019

Jaguar I-Pace
100KWh 기준(급속) 40분에

80% 충전 가능
333km 200km/h 2018

[표 10] 2019년 기준 최신 전기자동차

순위 브랜드 / 자동차 글로벌 판매량 (1월-6월)

1 Tesla Model 3 39,632

2 BYD EU-Series 17,916

3 BYD Yuan EV 6,566

4 Mitsubishi Outlander PHEV 5,949

5 Tesla Model X 5,603

6 Nissan LEAF 5,242

7 Renault Zoe 4990

[표 11] 2019년 6월 기준 전기자동차 글로벌 판매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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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기자동차 디자인 패러다임 변화

2.3.1. 자율주행 자동차와 사용자 경험(UX)

1)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별 단계 분류는 SAE(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의 6단계 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표 12].13) 자율주행 자동

차와 관련된 국제법은 1949년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제네바 협약)과

1968년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비엔나 협약)을 따르며(조용혁, 장원규,

2017). 단계별 예측 시기는 국내 기준으로 2020년 레벨3, 2022년 레벨4,

2030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기본 로드맵으로 하고 있다(고한검,

2019).

13) SAE international. LEVELS OF DRIVING AUTOMATION. 2019. Jan. (2019.01.04.).

https://www.sae.org/news/2019/01/sae-updates-j3016-automated-driving-graphic

14) PSA GROUPE. 2016. (2019.01.04).

https://www.groupe-psa.com/en/newsroom/automotive-innovation/traffic-jam-chauffeur/

구분 주요기능

SAE

Level 0

운전자(Driver)

지원 기능

-자동긴급제동(AEB)

-사각지대경고(BSW)

-차선이탈경고(LDW)

SAE

Level 1
-차선유지시스템(LC) 또는 적응순항제어(ACC)

SAE

Level 2
-차선유지시스템(LC) 그리고 적응순항제어(ACC)

SAE

Level 3
자동 운전

(Automated

Driving)

기능

-교통 체증 운전자 기술(Traffic Jam Chauffeur)14)

SAE

Level 4

-무인 택시 기슬(Local Driverless Taxi)

-패달, 핸들(Steering Wheel)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다.

SAE

Level 5

-레벨 4와 동일하지만 모든 조건에서 언제 어디서나

구동 가능

[표 12] 미국 SAE International 기준 자율주행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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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 경험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의 개념적 접근은 아이폰이 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아이폰은 다른 모바일폰과 달리 디자인, 사용성, 서비

스 등 모든 면이 혁신적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디자인, 사용성, 서비스

등의 특징들을 한번에 강조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는 <사용자 경험

(UX)>이었다(김필산, 이상, 하선임, 헛헛JD). 아이폰의 출시 이후로 사용

자 경험에 대해 공학, 심리학, 사회학, 디자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

은 연구를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그 개념이 고객경험(Customer

Experience, CX)으로 더욱 포괄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시작

과 함께 사용자 경험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최근에는 스마트카

와 연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자율주행과 연관하여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이 실현될 경우 기존의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다양한 삶

의 공간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자동차를 통해 얻는 경

험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스마트카에 대한 사용자 경험 디자

인은 앞으로 많은 연구 가능성이 있다.

2.3.2. 전기자동차 익스테리어 디자인의 특징

[그림 1] 2019 테슬라 사이버 트럭(Tesla Cyber Tr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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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는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 관련 가장 혁신적

인 시도를 진행 중이다. 특히 엘런 머스크(Elon Reeve Musk)의 스마트

하고 창의적인 경영 방식이 테슬라를 대표 전기자동차 회사로 이끌고 있

다. 최근에 발표한 사이버 트럭(Cyber Truck) 또한 언론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그동안 문제였던 전기자동차의 비싼 가격을 생산 자동화, 프레

스 금형, 페인트 과정 등의 단순화로 생산 단가를 낮춰 해결하려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 이러한 생산 기술의 단순화 작업은 자동차 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 기존의 자동차들이 아름다운 면과 라인들을

조형미를 살려 강조했던 반면에 사이버 트럭은 시각적인 조형미보다는

자동화 생산 기술에 적합한 단순한 디자인으로 파격적인 모습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전기자동차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살펴보면 에너지 효율성

에 집중하는데 관련 요소로는 프론트 그릴(Grille), 에어로 다이나믹, 프

로포션(Proportion) 등이 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디테일이나 시그너쳐

라이팅의 효과적인 사용을 통해 전기자동차의 감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

어, [그림 3]15)16)에서 살펴보면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과 동력구조가 달

라서 프론트 그릴(Grille)이 필요 없다. 내연기관의 경우 방열기

(Radiator)로 엔진의 열을 식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정한 양의 공기가

그릴을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하지만 전기자동차는 모터의 사용으로 그

릴에 공기 구멍이 필요가 없고 이를 막음으로 공기 저항을 줄여 에너지

효율에도 도움이 된다. 자동차에서 프론트 그릴은 가장 중요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요소이며, 때로는 그릴 없는 자동차에 대한 이질감으로 소비

자들이 전기자동차에 그릴을 요구할 때도 있다[그림 4]17)18). 에어로 다

이나믹 특징으로는 프론트 그릴 제거, 최소의 공기 저항을 지향하는 휠

디자인, 프론트 및 리어 범퍼의 트레일링 에지(Trailing Edge)나 캄테일

15) Front Fascia System for Tesla Model 3 (2019.11.16)

https://bulletproofautomotive.com/product/unplugged-ascension-front-fascia-tesla-3/

16) 2019 Audi A4 S line Turbo Blue Front (2019.11.16)

https://www.autobics.com/2019-audi-a4-s-line-turbo-blue-front/

17) Audi e-tron. (2019.11.18). http://www.downloadallwallpapers.com/download.php?id=1521

18) 2019 Audi A4 S line Turbo Blue Front (2019.11.16)

https://www.autobics.com/2019-audi-a4-s-line-turbo-blue-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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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m Tail)등의 디자인으로 공기의 저항을 줄이는 방법 등이 있다.

한편 배터리의 무게는 전기자동차 설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배터리의

무게와 그에 맞는 휠, 타이어의 두께나 크기, 그리고 모터, 서스펜션

(suspension) 등의 위치 등 전반적인 발란스를 통해 전기차 특유의 프로

포션을 설계한다[그림 2]19).

[그림 2] 전기자동차 프로포션과 휠디자인(BMW i3)

[그림 3] 전기자동차(좌)와 고성능 내연기관 자동차(우) 프론트 그릴 비교

[그림 4] 전기자동차(좌)와 고성능 내연기관 자동차(우) 프론트 아이덴티티

19) BMW i3. (2019.11.16). https://www.netcarshow.com/bmw/2018-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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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전기자동차 인테리어 디자인의 특징

테슬라는 기존 자동차 디자인이 추구했던 조형미보다 사용자 경험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테슬라 모델 3(Tesla Model 3)의 경우

지금까지 익숙해 있던 인테리어의 레이아웃을 바꿈으로써 기존의 전통적

인 방식의 디자인 구조가 아닌 매우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다. 그동

안 사용했던 클러스터 게이지(Cluster Guage)나, 버튼, 대부분의 인터페

이스를 하나의 모니터에 집중함으로 심플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을

추구하였고 각종 파츠, 버튼들과 배선들을 최소화함으로 생산 단가도 절

감하는 효과를 갖게 되었다[그림5]20)21). 전기자동차 인테리어 디자인의

핵심은 공간의 변화․활용이다. 내연기관이 엔진 패키지와 엔진과 연결

된 트랜스미션에 의해 차의 성격과 공간의 제약이 컸던 반면 모터의 사

용으로 내연기관과 관련된 여러 부품이 없어짐으로 기본적인 공간이 넓

어지게 되었다. 추가로 인포테인먼트와 자율주행시스템이 더해지면서 자

동차 공간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다. 특히 Level 5의 완벽한 자율주행

시스템의 자동차가 완성되고 관련 국제법규가 조정되어 현실적으로 운행

이 가능해지면 지금까지 인식하던 자동차의 개념이 바뀌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완벽한 기술의 Level 5인 경우, 운전자의

제어가 필요 없으므로 핸들(Steering Wheel)이 사라지고 기본적인 운전

자의 비전(Vision)과 관련된 요소(윈드실드, 미러, 윈도우 등)들이 제거되

면서 새로운 개념의 자동차가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운전해야 하는 시

간은 줄고 그 시간에 인터넷 쇼핑부터 영화관람, 업무 등 다른 여러 생

활을 추구할 수 있다.

[그림 5] 전기자동차와 내연기관 자동차 실내 비교

20) Tesla Model3 Interior. (2019.11.18). https://techcrunch.com/

21) BMW M5 Interior. (2019.11.18).

https://www.caricos.com/cars/b/bmw/2018_bmw_m5/images/1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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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전기자동차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

일반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은 HEV나 PHEV 차량 개발 시 내연기관과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동력형식에 따라 디테일이나 디자인 부분 변경을

통해 차량을 구분하여 생산한다. 이러한 방법은 효율적인 운영 방식으로

생산 단가를 줄이고 새로운 제품 개발에 있어 좀 더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장르의 자동차를 소개함으로 선택의

폭을 넓히는 장점이 있다. 플랫폼은 자동차 생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

소이며 개발을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대

부분의 EV는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내연기관 기반 아키텍처를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제작을 하였다. 하지만 최근에 자동차 회사들은 전

기자동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큰 비용을 들이고 있다. 예를 들

어 폭스바겐은 MLB, MQB와 다른 전기자동차 전용 MEB 플랫폼을 개

발하고 있는데 MEB 플랫폼의 특징은 부품의 모듈화에 있으며 모듈화를

이용해 하나의 플랫폼으로 여러 가지 차종을 만들 수 있다[그림 6]22).

[그림 6] Volkswagen MEB 플랫폼

22) WARDAUTO. (2019.12.15)

https://www.wardsauto.com/technology/all-electric-meb-platform-drive-new-firsts-v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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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 경험(UX) 디자인의 이해

3.1. 사용자 경험 디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3.1.1. 사용자 경험 디자인의 정의

이론적으로 사용자 경험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시스템을 사용

하면서 지각하고 반응하는 총체적인 경험을 의미한다(Christian Kraft. 2014

재인용). 닐슨노먼그룹(NNGroup)은 상품 및 서비스와 그것을 제공하는

기업과 상호작용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경험의 총합이라고 사용자

경험을 정의하였다(강아영, 2019 재인용). UX의 이론적 정의는 명확해

보이지만, 디자인 실무에서 그 영역에 대한 개념은 명확하지가 않다. 또

한, 대학교육에서도 UX 디자인에 대한 전공 영역이 모호한 것이 현실이

다. 심리학, 산업공학, 컴퓨터 공학,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인터렉션디

자인 등의 다양한 전공과 연계되어 있어 어느 한 곳에서 전문적인 UX

디자인을 공부한다고 말하기가 힘들다. UX의 개념은 실질적으로는 아이

폰이 등장하면서 함께 시작하였다. 당시 아이폰은 다른 모바일폰과는 비

교할 수 없을 정도의 뛰어난 특징을 갖고 있었다. 아이폰의 출시는 흔히

들 말하는 모바일폰 패러다임 전환의 역사적 순간이었다. 당시에 아이폰

의 특성인 디자인, 기능성, 서비스 등을 한마디로 나타내기에 적당한 용

어는 ‘사용자 경험’이었다(김필산, 이상, 하선임, 헛헛JD). 이처럼 아이폰

이 등장했을 때가 스마트폰 UX(Smart Phone UX) 시대였다면, 앞으로

는 스마트 카 UX(Smart Car UX) 시대가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누

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스마트카(Smart Car) 시장을 선점할 것인가 하

는 점은 성공적인 사용자 경험 디자인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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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사용자 경험 디자인 구성요소

인지과학, 심리학, 디자인 등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사용자 경험 디자인 구성요소가 소개되었다. [표 13]에는 대표적으로 사

용되었던 사용자 경험 요소들을 간략하게 나타내었다.

연구자 구분 사용자 경험 디자인 요소

도널드 노먼

(Donald A. Norman)

감성디자인

(Emotional Design)

본능적(Visceral Level)

행동적(Behavioral Level)

반성적(Reflective Level)

제시 제임스 가렛

(Jesse James Garrett)

주관적(Subjective)

임시적(Ephemeral)

무형(Intangible)

지각(Perception)

인지(Cognition)

감성(Emotion)

행동(Action)

번트 슈미트

(Bernd H. Schmitt)

능동적 요소

관계(Relate Experience)

행동(Act Experience)

사고(Think Experience)

수동적 요소
감성(Feel Experience)

감각(Sense Experience)

피터 모빌

(Peter Moville)
UX 전략 요소

가치있는(Valuable)

발견가능한(Findable)

매력적인(Desirable)

접근가능한(Accessible)

사용하기쉬운(Usable)

유용한(Useful)

믿을만한(Credible)

프랭크 구오

(Frank Guo)

Four Elements for

UX

사용성(Usability)

가치성(Value)

적응성(Adaptability)

매력성(Desirability)

로버트 루비노프

(Robert Rubinoff)

사용자 경험을 분석,

4가지 요소로 제품

사용자 경험 평가

기능성(Functionality)

사용성(Usability)

콘텐츠(Contents)

브랜딩(Branding)

피터 테스밋 및 폴 헥커

(Pitter Desmet & Paul Hekkert)

제품 경험 체계에서

사용자 경험을 3가지

단계로 다시 정의

의미적 경험(Experience of meaning)

미적 경험(Aesthetic Experience)

감성적 경험(Emotional Experience)

[표 13] 사용자 경험 디자인 요소(위문근, 201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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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기 자동차의 사용자 경험 디자인 요소

자동차 디자인 실무 현장에서 사용자 경험 디자인에 관한 영역은 매우

한정적이다. 물론 UX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디자이너가 있지만, 그 전

문성에 있어서 엔지니어링 분야와 자동차 디자인 분야를 동시에 총체적

으로 연결하는 전문가는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사용자 경험이 주로 자동

차 실내 사용성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디자인 중에

서 특히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디자이너와의 협업이 주를 이루는 것이 현

실이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익스테리어 디자인도 보행자 안전이나

야간 주행 안전 등과 관련된 법규를 기본으로 이미 UX 기반의 디자인

을 하고 있다. 라이트를 예로 들면[그림 7]23), 헤드램프와 테일램프는 야

간 주행 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보행자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안

전 요소이며 동시에 시그너처 라이트를 통해 자동차 브랜드 아이덴티티

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디자인 요소이다(김필산, 이산, 하선임, 헛헛

JD). 또한, [그림 8]24)에서 보면 도어의 오픈 형식에 따라 도어핸들(Door

handle)이 사용자에게 편리한 방향(가로, 세로)으로 디자인되었다. 인테

리어 디자인 분야 못지않게 CMF 디자인 분야도 다양한 머테리얼과 칼

라들을 사용해 사용자의 감성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느낌을 갖게 한다.

자동차 디자인에 있어서 사용자 경험 요소는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뚜

렷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많은 분야에서 존재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자동

차 개발에 있어서 이러한 사용자 경험 디자인 요소는 더욱 다양해지고

그에 따른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예상한다. 이를 반영하여 본 논문

<4. 전기자동차 산업 변화 인식과 디자인 핵심요소 추출>에서는 자동차

디자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여 사용자 경험 요소를

추출하고 그 요소를 기반으로 한 전기자동차의 디자인 핵심요소를 도출

23) Renault Megane and Megane GT. (2019.12.04)

https://www.caricos.com/cars/r/renault/2016_renault_megane/images/23.html

24) 채영석.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시승기. (2019.12.04)

http://global-autonews.com/bbs/board.php?bo_table=ct_097&wr_id=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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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5. 사용자 경험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 요소에 대한 전문

가 선호도 분석>에서는 도출된 핵심요소에 대한 하위요소를 선별하여

전문가 설문을 통해 요소별 선호도와 우선순위 등 세부적인 분석을 시행하

였다.

[그림 7] 자동차 헤드램프 & 테일램프

[그림 8] 현대 스타렉스 도어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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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자동차 산업 변화 인식과 디자인

핵심요소 추출

4.1. 전문가 심층 인터뷰 개요

4.1.1. 인터뷰 목적

디자인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디자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핵심요소

항목 도출을 위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전기자동차 산업 활성화와

연계하여 디자인 인식 변화에 관한 흐름을 파악하고 사용자 경험(UX)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전기자동차 핵심요소를 분석하여 근미래 전기자동

차 디자인의 방향성을 짐작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자동차 회

사에 재직 중인 디자이너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앞으로의 디자인 방향성을 분석하여 전기자동차 디자인

역할과 기능을 제안하고자 한다.

4.1.2. 인터뷰 대상

본 연구에서 심층 인터뷰 참여자 선정은 자동차 산업에 2년 이상 종사

하고 자동차 디자인 개발 업무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경험자로 선정하였

다. 심층 인터뷰를 위한 전문가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첫째, 2년 이상 국내 자동차 산업계에 종사한 남·녀 디자이너로 대기업

과 중소기업을 포함하며, 한 회사에 치중하지 않도록 선정하였다.

둘째, 인터뷰에서 요구되는 항목에 대하여 전문가적인 자기 생각과 지식,

경험 등을 충분히 전달 할 수 있는 자동차 디자이너로 담당 분야

는 익스테리어 디자인과 인테리어 디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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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국내 자동차 회사에 재직 중인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최종 선정하였다. 참여자의 평균 경력은 6.56년이며 인테리

어 디자이너 6명, 익스테리어 디자이너 3명이 참여하였다. 모두 자동차

디자인을 국내·외에서 전공하였으며 평균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다. 실제

전기자동차 개발을 담당하는 참여자도 있었으며 대부분은 전기자동차 개

발 부분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위치에 있으므로 전문성 있는 내용의 인

터뷰가 시행되었다. 회사명은 무기명으로 표기했다.

참여자 유형 참여자 구분 참여인원(단위:명) 평균 경력

자동차

디자이너

익스테리어(Exterior) 디자이너 3
6.56년

인테리어(Interior) 디자이너 6

총 합 계 9

[표 14] 심층 인터뷰 참여자

구분 코드 회사 직무 업무
경력

(년차)
학력 성별 나이

1 A
○○○

(대기업)

자동차

디자이너
익스테리어 6 대졸 남 37

2 B
○○○

(대기업)

자동차

디자이너
인테리어 3 대졸 남 34

3 C
○○○

(대기업)

자동차

디자이너
인테리어 10 대졸 남 41

4 D
○○○

(대기업)

자동차

디자이너
인테리어 5 대졸 남 36

5 E
○○○

(중견기업)

자동차

디자이너
익스테리어 7

박사

재학
남 43

6 F
○○○

(대기업)

자동차

디자이너
익스테리어 8 대졸 남 39

7 G
○○○

(대기업)

자동차

디자이너
인테리어 14 대졸 남 14

8 H
○○○

(대기업)

자동차

디자이너
인테리어 2 대졸 남 36

9 I
○○○

(대기업)

자동차

디자이너
익스테리어 4 대졸 남 -

총합계 9명

[표 15] 심층 인터뷰 참여자 전문분야 및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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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인터뷰 방식 및 내용

선정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전

문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는 각 50분씩 진행하였다. 참여가 어려

우면 이메일을 통해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참여자에게는 본 연구에

대한 목적, 진행 방식, 그리고 인터뷰 결과의 활용범위, 연구윤리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인터뷰 과정은 최대한 명확하게 연구에 반영하고자

녹음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윤리를 기준으로 참

여자에게 녹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구하였다. 심층 인터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먼저 포괄적인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대한 질문

두 번째, 자동차 산업 변화에 따른 디자인의 인식 변화와 핵심요소, 속

성, 가치 등의 변화에 관련된 개괄적 질문

세 번째, 전기자동차 사용자 경험(UX) 디자인 요소 질문

네 번째, 전기자동차 디자인 변화에 따른 요구와 태도에 대한 질문

다섯 번째, 앞으로의 시사점에 대하여 인터뷰대상자가 지속해서 생각해

온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하도록 유도하는 질문

[그림 9] 심층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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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터뷰 내용은 자동차 산업 변화에 대한 의미와 효과를 주제로

반구조화된 9개의 인터뷰 질문을 구성하였다. 현장 전문가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응답하였고 이를 토대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

다. [표 16]은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 내용이다.

구분 분류 질문 인터뷰 세부내용

1
자동차

산업변화 인식

질문1 -자동차 산업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질문2 -자동차 산업 변화에서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2
전기자동차

디자인 요소

질문3

-전기자동차의 활성화에 따라 가장 중요하게 부각

되는 디자인 구성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 제시)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질문4
-전기자동차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있었습니까?

3

전기자동차

사용자

경험(UX)

디자인 요소

질문5
-전기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사용자 경험 요소는

무엇입니까?

4

전기자동차

디자인 변화에

따른 요구와

태도

질문6
-전기자동차는 본인에게 있어 어떠한 변화와 영향을

주었나요?

질문7

-현재 전기자동차와 관련하여 디자이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역량 - 지식은

무엇입니까?

5

전기자동차

디자인 변화에

따른 시사점

질문8
-자동차 산업변화에 따른 디자인의 문제점, 어려운

점, 대응 방안, 향후 발전 방향은 무엇입니까?

질문9
-자동차 산업변화에 따른 자동차 디자인 인식 체계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표 16] 심층 인터뷰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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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분석방법

인터뷰 자료를 기반으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미리 설정한 카테고리와

판단기준에 따라 분석하여 현장 전문가들의 사용자 경험과 전기자동차

디자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였다. 주어진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나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여 설문을 위한 예비

연구로 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연구방법과 심층 인터뷰 진행방법, 흐름

도는 다음과 같다.

인터뷰 진행 녹취 및 1차 분석 최종분석

-디자이너 인터뷰 및

참여대상 그룹에 따른

심층 인터뷰

-인터뷰 기록, 녹음

진행

‣
-인터뷰 내용을 녹음,

녹취를 풀어 자료

텍스트로 변환
‣

- 인터뷰 내용분석

텍스트화

- 연구 질문별 내용분석

및 핵심내용 도출

-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

인식 변화 체계와

핵심요소 분석,

하위요소도출

1단계 2단계 3단계

[표 17] 인터뷰 진행 및 분석과정



- 34 -

4.2. 심층 인터뷰 결과 분석

자동차 산업이 전기자동차로 이행되는 시점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

다 근본적인 이해와 변화 의식 파악을 위해 자동차 산업의 변화 흐름,

전기자동차 디자인 변화 인식, 변화에 따른 요구, 시사점 등을 물었다.

이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용자 경험(UX)을 기반으로 한 전기자동차

디자인에 대한 핵심요소를 추출하고 그에 대한 하위요소를 분석하였다.

인터뷰 내용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자동차 산업 변화 인식, ②전기

자동차 디자인 요소, ③전기자동차 사용자 경험(UX) 디자인 요소, ④전

기자동차 디자인 변화에 따른 요구와 태도, ⑤전기자동차 디자인 변화에

따른 시사점에 관하여 물어보았다.

4.2.1. 자동차 산업 변화 인식

심층 인터뷰 결과 대부분 환경문제와 기술개발로 인해 자동차 산업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인식하였고 현재는 과도기적 시기라고 판단

하였다. 구체적인 변화 요소로는 인터페이스의 변화, 판금기술과 다양한

소재를 통한 디자인 혁신, 커넥티비티, 자동차의 개념 전환, 스마트 테크

놀로지 등을 언급하였다[그림 10].

“전기차, 공유, 연결성, 그리고 자율주행 이 네 가지 키워드를 통해 자동차 산업은

완전히 변화할 것이며 현재는 그 과도기의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5년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현재의 자동차 산업은 전동화(Electrification)와 자율주행이라는 기능혁신, 판금기술과

소재의 다양화를 통한 디자인적 혁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변혁기에 있다고 보고 있음”

(10년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자동차의 연료가 배터리 등 친한경 에너지로 대체될 것이며, 차세대 스마트카와

자율주행 기술이 자동차 산업 자체를 변화시키고, 특히 인테리어와 HMI 관련

인터페이스에 많은 변화가 나타남”

(14년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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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드

경력 /

직무 /

업무

질문1 질문2

최근 자동차 산업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최근 자동차 산업변화에서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A

6년차

익스테리어

디자이너

-환경문제와 전기자동차가 더욱

더 드러나고 있고, Major OEM

들이 ICE25) Vehicle 개발의 투

자가 점점 둔화되고, 전기차와

다른 형식의 미래의 Mobility에

집중함에 따라 자동차 산업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음

-Smart Technology, Sharing

Platform과 Autonomous 기

술발전으로, 별개의 교통수

단들의 개념에서, 전체적으

로 통합된 System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음

B

3년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산업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전

동화와 세부적인 세그먼트화 초

개인화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

음

-자동차에 국한된 제품을 넘

어 라이프 모빌리티로의 전

환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

각됨

-특히 전동화가 되면서 실내

에서 하드웨어보다는 UX와

소프트웨어가 강조되고 있음

C

10년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현재의 자동차 산업은 전동화

(Electrification)와 자율주행이라

는 기능혁신, 판금기술과 소재의

다양화를 통한 디자인적 혁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변혁기에 있

다고 보고 있음

-자율주행과 커넥티비티를 통

해서 자동차 주행의 개념과

운전 중에 운전자의 역할 변

화가 가장 큰 변화라고 보고

있음

D

5년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변혁의 시기임

-전기차, 공유, 연결성, 그리

고 자율주행 이 네 가지 키

워드를 통해 자동차 산업은

완전히 변화할 것이며 현재

는 그 과도기의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E

7년차

익스테리어

디자이너

-자율주행이라는 100년 만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생각됨

-자율주행과 전기/전자화라고

생각됨

G

14년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자동차의 전동화와 스마트카의

등장으로 자동차와 IT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음

-자동차의 연료가 배터리 등

친한경 에너지로 대체될 것

이며, 차세대 스마트카와 자

율주행 기술이 자동차 산업

자체를 변화시키고, 특히 인

테리어와 HMI 관련 인터페

이스에 많은 변화가 나타남

[표 18] 자동차 산업 변화 인식도 주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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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심층 인터뷰에서 도출된 자동차 산업 변화 요인

25) 내연기관(Internal Combustion Engine, ICE)

H

2년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전기자동차 영역이 전보다 활성

화되면서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

는 것 같음

-질문1과 같이 전기차 영역

확대로 자동차 패키지가 더

단순해지고 디자인도 기존과

는 다른 느낌에 차들이 많아

질 것 같음

I

4년차

익스테리어

디자이너

-자율주행, 전동화, 인수합병,

Shared car

-자율주행발전과 전기자동차

분야의 확대

F

8년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기존 업체들의 대안에너지를 기

반으로 하는 차량의 개발

-국가/기업들의 대안 에너지 차

량에 대한 지원으로 인한 많은

스타트업들의 태동

-많은 스타트업들의 새로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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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전기자동차 디자인 요소

디자인적 요소로는 전기자동차 플랫폼의 변화로 인한 익스테리어와 인

테리어의 공간적 자유도를 언급했다. 익스테리어 요소로는 에어로 다이

나믹, 프로포션, 새로운 서패이스(Surface)와 볼륨(Volume), 라이팅

(Lighting), 디테일의 변화, 인테리어 요소로는 인체공학적, UX를 고려한

인터페이스 디자인, 인포테인먼트의 발달, 새로운 소재, 디테일 등을 언

급했고, 공통으로는 새로운 캐릭터(Brand Identity)가 중요하다고 응답

하였다.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작은 익스테리어라고 생각한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구동계

대부분을 생략하고 단순화 할 수 있다는 전기 자동차의 장점을 바탕으로 익스테리어

디자인의 자유도는 매우 높아질 것이다. 그에 따라 인테리어 디자인 역시 공간의 제약이

줄어들며 다양한 활용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들이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UX/UI

디자인이다. 클러스터나 각종 정보 전달을 위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또한 전기

자동차에 걸맞은 첨단의 최신 전자 디바이스와 같은 디자인을 필요로 할 것이다.”

(5년차 인테리어 디자인 담당)

인원 내용

A디자이너

-Electric Layout과 실내공간을 부각하는 새로운 프로포션(Proportion)

-시각적으로 친밀감을 주는 Sufrace과 Volume의 구연

-기술의 향상을 표현하고 부각하는 라이팅(Lighting)과 디테일(Detail)

-인체공학적이고 연결성이 강조된 실내 디자인

B디자이너

-새로운 패키지와 프로포션

-공기역학적 디자인과 충전을 위한 디테일

-실내 거주성

C디자이너

-패키지(배터리나 드라이버 위치 등의 레이아웃-가장 중요)

-인테리어 UX

-커넥티비티

D디자이너

-익스테리어(내연기관 자동차의 구동계 대부분을 생략하고 단순화 할

수 있다는 전기 자동차의 장점을 바탕으로 익스테리어 디자인의 자유

도는 매우 높아질 것)

-인테리어 디자인 역시 공간의 제약이 줄어들며 다양한 활용 방법에 관

한 아이디어들이 나타남

-UX/UI 디자인(클러스터나 각종 정보 전달을 위한 인포테인먼트 시스

템, 전기 자동차에 걸맞은 첨단의 최신 전자 디바이스와 같은 디자인)

[표 19] 전기자동차 활성화에 따른 사용자 경험 기반 디자인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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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드

경력 /

직무 /

업무

질문3 질문4

전기자동차의 활성화에 따라

가장 중요하게 주목받는 디자인

구성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 제시)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전기자동차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있었습니까?

A

6년차

익스테리어

디자이너

-Electric Layout과 실내 공간을

부각하는 새로운 프로포션, 시각

적으로 친밀감을 주는 Sufrace

와 Volume의 구연, 기술의 향상

을 표현하는 라이팅과 디테일,

인체공학적이고 연결성이 강조

된 실내 디자인

-새로운 패키지와 프로포션(가장

중요)

-모든 요소가 단순화되어가고

있으며, UX의 의존도가 높아

지고 있음

[표 20] 전기자동차 디자인 구성 요소에 대한 세부 응답 내용

E디자이너 -내용없음

F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인의 공간활용

-새로운 소재

-표면처리를 활용한 새로운 이미지 구현

-새로운 플랫폼

G디자이너

-전기자동차의 독특함을 주는 디자인 아이텐티티(가장 중요)

-UX를 고려한 커넥티드 인터페이스 디자인

-친환경과 지속 가능함을 주는 편안한 느낌의 색채와 재질

H디자이너

-프로포션

-고유캐릭터

-디테일

I디자이너

-엔진 Layout에 상관없는 Side Profile

-Cooling 생각하지 않는 Front-end Design

-공기역학적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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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3년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부각되는 요소는 공기역학적 디

자인과 충전을 위한 디테일 파

츠 그리고 실내 거주성 등을 들

수 있음

-실내공간이 ICE차량에 비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프론트

이미지가 더 심플해짐

C
10년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패키지 (배터리 및 드라이버 포

지션 레이아웃 – 가장중요)

-인테리어 UX

-커넥티비티

-테슬라 사이버 트럭. 소재 혁

신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디

자인 혁신에 반영된 사례라고

볼수 있음

D

5년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작은 익

스테리어라고 생각한다. 내연기

관 자동차의 구동계 대부분을

생략하고 단순화 할 수 있다는

전기 자동차의 장점을 바탕으로

익스테리어 디자인의 자유도는

매우 높아질 것이다. 그에 따라

인테리어 디자인 역시 공간의

제약이 줄어들며 다양한 활용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들이 나타

날 것임

-마지막으로 UX/UI 디자인, 클러

스터나 각종 정보 전달을 위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또한 전기

자동차에 걸맞게 첨단의 최신

전자 디바이스(Device)와 같은

디자인을 해야 할 것 같음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디자인

고민의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지만, 미래의 디자인처럼 보

이는 전기자동차

E
7년차

익스테리어

디자이너

-내용없음
-엔진의 삭제에 따른 실내 공

간의 변화라고 생각함

F

8년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내장디자인의 공간활용

-새로운 소재, 표면처리를 활용한

새로운 이미지 구현, 새로운 플

랫폼

-최근 작은 스타트업에서 이루

어지는 구동 시스템과 연계되

는 전기자동차의 디자인이 인

상적

G

14년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전기자동차의 독특함을 주는 디

자인 아이덴티티(가장 중요한 요

소)

-테슬라 자동차 인테리어의 모

든 인터페이스를 센터 디스플

레이 하나로 집약한 것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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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문가가 제시한 사용자 경험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 요소를 바

탕으로 단어 구름 그래픽을 제작하여 강조된 텍스트를 살펴보았다. 44개

의 단어가 [그림12]와 같이 분석되었는데 프로포션, 실내, 디자인, 새로

운, 디테일 등의 단어가 강조됨을 알 수 있다.

-UX를 고려한 커넥티드 인터페

이스 디자인

-친환경과 지속 가능함을 주는

편안한 느낌의 색채와 재질

장 인상적임

H

2년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프로포션/고유 캐릭터/디테일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

소는 브랜드 고유의 캐릭터를

잡아내는 것이 전기자동차 시장

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부분이 전기 자동차 디자

인을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 과

도기 단계이기 때문에 전기자동

차만의 고유 캐릭터를 만들어내

는 브랜드가 시장을 선도할 것

같음

-기존 내연기관차의 패키지와

비교해 인테리어에서 더 다양

한 공간활용과 디자인이 가능

하다고 생각함

I

4년차

익스테리어

디자이너

-엔진 Lay-out에 상관없는 Side

Profile

-Cooling 생각하지 않는 Front

Design

-공기역학적 디자인

-새로운 전기모터와 배터리

Layout으로 기존에 볼 수 없

었던 Side Profile

[그림 11] 사용자 경험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 요소에서 제시된 44개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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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전기자동차 사용자 경험 디자인 요소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용자 경험 디자인 요소가 도출되었다.

몇몇 디자이너들은 충전기술이 전기자동차의 가장 차별적인 요소라 생각

하였다. 충전 경험을 통해 전기자동차의 성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시설

(충전소)이나 편리함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커넥티비티의

개념을 통해 자동차가 스마트폰이나 다른 기기들과 연결되어 유저의 확

장된 개념에 대해서도 인식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스마트 테크놀로지,

HMI에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림 13]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전기자동차 디자인 요소

[그림 12] 사용자 경험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 요소에 대한 단어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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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경력/직무/업무

질문5

전기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사용자 경험 요소는

무엇입니까?

A

6년차

익스테리어

디자이너

-Human Centered

-기기와의 연결성(connectivity)

-AI, Smart Technology 등

B

3년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충전과 수납성 넓은 실내 공간, 정숙성 등이 와닿음

C

10년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커넥티비티, 근래의 자동차들의 핸드폰이나 컴퓨터 단말기,

혹은 다른 차량에서 원격으로 자동차의 정보를 공유하거나

심지어 원격 조정까지 가능하게 디자인되어 있음

-21세기의 자동차 디자인은 자동차 하나의 독립된 제품디자

인이 아닌 자동차에서 확장된 유저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

느냐가 디자인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

D

5년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직접 사용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함. 직접 운전을 해보면

서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과 어떤 점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들이 긍정적으로 다가오는지 아닌지에 대해 직접 느

껴볼 필요가 있음

-또한, 시내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 등을 해보며 충전소에서

충전을 해보는 것 역시 현재 전기 자동차 산업의 현실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에 중요하다고 생각함

E

7년차

익스테리어

디자이너

-내용없음

F

8년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충전 시스템은 상징적이고 소비자로서 전기차임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임

G

14년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HMI 인터페이스가 중요함

H

2년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개인적인 생각은 전기자동차의 특성을 살려 기존 내연기관

차보다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주행 감각을 살리는 것이

중요

I

4년차

익스테리어

디자이너

-무공해 차량으로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경험한다는 것

[표 21] 전기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사용자 경험 요소에 대한 세부 응답 내용



- 43 -

4.2.4. 전기자동차 디자인 변화에 따른 전문가 요구와 태도

전기자동차 활성화에 따른 사용자 경험 디자인 변화에 관한 질문에는

본인의 업무 변화(전기자동차 디자인), 다양한 공간 아이디어를 실현 가

능성을 제시했으며, 응답한 디자이너들은 디자인의 큰 변화를 예감하고

있었다. 디자이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역량과 지식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그중 인지과학, 인문학에 대한 이해와 전

자제품 등 최신 트렌드의 이해와 습득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또한, 새로

운 플랫폼의 이해 등도 제시하였다. 아래의 [표 22], [표 23]은 전기자동

차 활성화에 다른 사용자 경험 디자인 변화에 관한 응답 내용이다. 이를

통해 현장 디자이너들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다.

“자동차를 기존에는 운송기기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했다면, 전기자동차의 영향으로

자동차를 Product 또는 Device로 바라보는 시각이 커졌다고 생각한다”

(6년차 익스테리어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공간 활용성에 관한 한계를 많이 해소해 주었다. 그 덕분에

다양한 공간 아이디어를 실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전기 자동차 디자인의 무한한

가능성이 기대된다. 자동차디자이너로서 디자인의 많은 요소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아직까진 전기차로 인한 디자인적 변화의 변곡점에 다다르진 않은

듯하다. 하지만 곧 그 시점이 다가온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5년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인더스트리의 고전적 디자인 체제가 붕괴되고 카셰어링이 대중화되면 자동차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 거라 생각한다. 급변하는 디자인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서 디자이너들은

고전적 디자인 기술을 학습하는 것보다 새로운 기술을 디자인에 도입할 수 있는

창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10년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분 내용

인지과학/

인문학 이해

-사용자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를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하려면 인지과학과 같은 인문학에 대한 이해 필요

-인지과학과 같은 인문학에 대한 이해

[표 22] 전기자동차 활성화에 따른 사용자 경험 디자인 변화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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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이해

-엔지니어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전기/전자 관련 지식

-전자제품의 발전과 흐름

새로운

플랫폼

트랜드 이해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이해

-최신 전자제품의 트렌드 AI, VR등

-새로운 Layout과 Package의 지식, Tech Trend 이해

-자동차 디자인 이외의 디자인 트렌드, 미래의 기술에 대한 요구

디자인의

중요성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에 필요한 부분을 디자인적으로 해소

코

드

경력 / 직무

/ 업무

질문6 질문7

전기자동차는 본인에게 있어

어떠한 변화와 영향을

주었나요?

현재 전기자동차와 관련하여

디자이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역량과

지식은 무엇입니까?

A

6년차

익스테리어

디자이너

-자동차를 기존에는 운송기기

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했다

면, 전기자동차의 영향으로

자동차를 Product 또는

Device로 바라보는 시각이

커졌다고 생각함

-새로운 Layout과 Package의

지식, Tech Trend와 자동차

디자인 이외의 디자인 트렌드,

미래의 기술 등등

B

3년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내용없음 -내용없음

C
10년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전기자동차를 디자인하고 있

음

-인더스트리의 고전적 디자인

체제가 붕괴되고 카셰어링이

대중화되게 되면 자동차 수요

가 급격하게 줄어들 거라 생

각함

-급변하는 디자인 환경에서 생

존을 위해서 디자이너들은 고

전적 디자인 기술을 학습하는

것보다 새로운 기술을 디자인

에 도입할 수 있는 창의성이

필요함

D
5년차

인테리어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공간

활용성에 관한 한계를 많이

-전기 자동차 산업의 발전은

전장부품들과 연관이 깊음

[표 23] 전기자동차 디자인 변화에 따른 요구도 세부 응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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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해소해 주었고 그 덕분에 다

양한 공간 아이디어를 실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전

기 자동차 디자인의 무한한

가능성이 기대됨

-디자이너로서 최신 전자제품

의 트렌드, AI, VR등과 같은

전자제품의 발전과 흐름을 읽

어야 함

-이와 같은 트렌드는 사용자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고 이를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하려

면 인지과학과 같은 인문학에

대한 이해도 역시 중요함

E
7년차

익스테리어

디자이너

-자동차 디자이너로서 디자인

의 많은 요소가 사라지는 것

에 대해 아쉬움이 있음

-여러 가지 역량이 필요하겠지

만 엔지니어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전기/전자 관련 지

식이 필요해 보임

F

8년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아직까진 전기차로 인한 디

자인적 변화의 변곡점에 다

다르진 않은 듯함 하지만 곧

그 시점이 다가온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음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이해,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에 필요한 부분 디자인적

으로 해소

G

14년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자동차를 볼 때 예전에는 익

스테리어에 주요 포커스를

두었다면, 전기자동차, 자율

주행자동차로 인해 인테리어

공간이 중요해지며 사용자들

의 이동성 경험제공에 집중

하는 공간으로 변화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는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재와 미래 트랜드를 파악하

고 사용자 경험을 토대로 하

여 어떻게 디자인에 반영할

것인가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

함

H

2년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전기자동차의 전혀 다른 패

키지를 통해서 기존 내연기

관에서 생각할 수 없었던 다

양한 디자인을 생각해보고

적용할 수 있음

-전기자동차는 디자인적으로나

엔지니어링적으로 아직 과도

기인 것 같음

-디자이너로서 새로운 기술들

과 다른 분야의 디자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접목할 수 있

는지 기존 생각의 틀을 깨는

혁신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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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전기자동차 디자인 변화에 따른 시사점

전기자동차 활성화에 따른 많은 변화 속에서도 ‘자동차’라는 제품의 특

별함에 대해서는 중요성이 계속될 것임을 확신했다. 중요요소로 기능기

반 디자인, 사용자 중심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인터렉션 디자인을 제시

했다. 또한, 디자이너들은 구조적으로 더욱 심플해지는 디자인, 공유경제,

자동차에 대한 개념변화로 앞으로 전기자동차 시장의 가속화(다양한 모

델 경쟁)가 예상된다고 보고 있었다. 그러므로 전기자동차의 아이덴티티

(명확한 고유 이미지 등)를 구축하는 것을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스타일링 위주의 디자인에서, 간략하고 간결하지만 사용자 중심적이고, function driven

디자인으로 인식이 더욱 변화 될 것으로 예상 된다” (6년차 익스테리어 디자이너)

“스타일 중심에서 서비스/인터랙션으로의 이동이 불가피해 보인다”

(7년차 익스테리어 디자이너)”

“자동차 디자인을 최신 멀티미디어 디바이스와 같은 전자제품 정도로 인식할 수도 있을

같다. 하지만 자동차 디자인이 현재까지 각 시대 상황이나 기술발전 등을 통해 변화해온

역사가 있고 그에 따라 발전해온 방향이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여 '자동차'라는 제품의 특별한 디자인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7년차 익스테리어 디자이너)

I

4년차

익스테리어

디자니어

-디자인의 자유도가 높아지고

한 단계 더 진화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

-전기 자동차의 구조적인 특징

을 이해하고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의 차별점을 디자인

화 시키는 것

코

드

경력/직무/

업무

질문8 질문9

자동차 산업변화에 따른

디자인의 문제점, 어려운 점,

대응방안, 향후 발전 방향은

무엇입니까?

자동차 산업변화에 따른

자동차 디자인 인식 체계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A
6년차

익스테리어

-그동안 중요시되었던 Styling의

요소를, 점점 더 Simplified 되

-스타일링 위주의 디자인에서,

간략하고 간결하지만, 사용자

[표 24] 전기자동차 디자인 변화에 따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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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는 디자인 안에서 어떠한 차별

성으로 부각할지의 대한 고민

이 있을 것 같음

중심적이고, Function driven

디자인으로 인식이 더욱 변화

될 것으로 예상함

B

3년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내용없음 -내용없음

C
10년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자동차 상품성이 스타일에서

첨단기술로 이동하면서 앞으로

의 디자인은 기존의 형상적 아

름다움을 찾는 디자인이 아닌

기술발달에 대응하는 형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함

-자동차가 하나의 분야가 아닌

가전제품 디자인의 일부로 편

입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음

D

5년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문제점, 어려운 점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더 많

은 가능성이 열렸다고 생각함

-특히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앞으로의 자동차 인테리어의

변화는 자율주행의 시대가 오

면서 매우 급변할 가능성이 크

다고 예상됨

-자동차 디자인을 최신 멀티미

디어 디바이스와 같은 전자제

품 정도로 인식할 수도 있을

같음

-하지만 자동차 디자인이 현재

까지 각 시대 상황이나 기술

발전 등을 통해 변화해온 역

사가 있고 그에 따라 발전해

온 방향이 있었던 것처럼 앞

으로도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

여 '자동차'라는 제품의 특별

한 디자인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함

E

7년차

익스테리어

디자이너

-내용없음

-스타일 중심에서 서비스/인터

랙션으로의 이동이 불가피해

보임

F

8년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전기차디자인 특수성의 모호함

기존 소비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거부감(차별화된 디자인 비선

호)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새로

운 발상의 전환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새로 생

기고 또 도퇴될 것임

-어떤 것들이 살아남을 것이며

어떻게 기존 업체에 흡수되고

융화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요소들이 전기차 스러움을 대

표하는 상징적인 디자인이 될

것인가? 를 생각해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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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14년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의 과도

기적 시점으로 향후 시장이 어

떻게 변화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움

-컨셉카들이 오토쇼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

일뿐 향후 시장이 어떤 방향으

로 흘러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차내에서 사용자 경험

을 토대로 Pain point를 찾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새로

운 시각으로 이노베이션 아이

디어를 창출하여 IT와 융합된

새로운 기술들을 차에 적용한

다면 향후 발전 가능하다고 생

각함

-자동차는 더 이상 단순한 이

동순단이 아니라 이동 시간

동안에 새로운 경험과 질적

만족을 주는 공간으로 변화할

것임

-개인이 소유보다는 공유 개념

으로 인식이 변화될 것임

H

2년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산업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어

려운 점보다는 새로운 것을 어

떻게 제안하고 리드할 수 있느

냐가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음

-전기자동차 특성상 구조적인

부분이 더 간단하므로 기존 내

연기관 차보다 제한이나 한계

는 더 줄어드는 장점을 이용하

여 브랜드 고유의 아이텐디티

와 기존 내연기관차의 디자인

인식을 깨는 새로운 디자인 인

식이 필요함

-아직은 차를 개인의 소유물

공간이라는 인식이 많지만, 전

기차로 넘어가면서 생산의 접

근성이 쉬우므로 새로운 브랜

드들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봄

-기존의 차보다 가격적으로 휠

씬 저렴하거나 공유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영역이 더 많이

활성화될 것 같음

I

4년차

익스테리어

디자이너

-인수합병으로 인한 플랫폼 공

유 때문에 디자인 제약, 전기자

동차 산업의 발달로 신생업체

들의 저품질 자동차 생산 예측.

-전기 자동차의 공유 자동차가

발전하면서 전기자동차는 단

순한 디자인으로, 반면 내연기

관 자동차는 거칠고 과격한

디자인으로 방향이 잡힐 것으

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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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사용자 경험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 핵심요소 추출

전문가 대상 심층 인터뷰 분석을 통해 사용자 경험(UX)을 기반으로 한

전기자동차 핵심요소를 추출하였다. 전기자동차 핵심요소로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었으며[그림 14] 이에 대한 하위요소를 [그림 15]와 같이 도출

하였다.

[그림 14] 사용자 경험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 핵심요소

26) 여기서 감성이란 사용자의 감성적 측면으로 주로 디자인을 의미한다.

하위요소 핵심요소

HMI, 인터페이스 변화, 인테리어 레이아웃의 변화, 인포테인먼트 인터렉션

스마트 테크놀러지, 실내공간의 확장, 자동차의 개념 변화, 운전자

역할 변화, 자율주행, 에어로 다이나믹
기능

스타일이 점점 단순화, 새로운 레이아웃, 판금기술, 다양한 소재를

통한 혁신
감성26)

충전 서비스, 커넥티비티, 미래 모빌리티, 공유 플랫폼, 공유

자동차, 스타트업,
서비스

[표 25] 사용자 경험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 핵심요소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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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사용자 경험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 핵심요소와 하위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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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자 경험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 요소에

대한 전문가 선호도 분석

5.1. 설문조사 개요

5.1.1. 설문 목적

자동차 산업 변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 차이와 사용자 특성을 고려

한 전기자동차 디자인 핵심요소를 도출하였고, 이에 따른 중요 하위요소

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10일-15일 약 5일간 자동차 현장에 근

무하는 디자이너 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실제 현장에서 디자인 업무를 하는 익스테리어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

이너, CMF디자이너, 모델러(Clay 및 Digital)와 엔지니어 등 74명의 전

문가가 참여하였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산업 전문가 대상 전기자동차 디자인 변화 인식 분석

2) 미래 자동차 디자인, 사용자 경험(UX)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 핵심요

소와 그에 따른 주요 하위요소 분석

3) 사용자 경험(UX)기반 전기자동차 활성화에 따른 디자인 방향성 및

발전과제 도출

본 연구자가 자료조사, 선행연구, 심층 인터뷰 결과로 얻게 된 사용자

경험(UX) 기반 전기자동차의 핵심가치와 하위요소에 대한 전문가 선호

도를 분석하기 위해 문항을 설계하였다[표 27]. 실제 자동차 디자인 현장

에서 이루어지는 전기자동차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앞으로의 전기자동차 디자인의 방향성과 사용자 특성을 고려한 전

기자동차 중요요소를 도출하고 업무에 따른 인식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

이는지 분석하여, 앞으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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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설문 대상

본 연구의 설문에서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군은 배제하고 현

재 자동차 산업 실무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은 자동차 디자인 관련된 전문가로 그 유형을 폭넓게 설정하였

다. 설문의 순서는 우선 설문의 취지를 설명하고, 대면이나 이메일을 통

해 설문 내용을 취합 하였다. 성의 없이 작성된 설문을 제외하고 익스테

리어 디자이너 22명, 인테리어 디자이너 11명, 엔지니어 14명,

Digital/Clay 모델러 16명, CMF 디자이너 6명, 기타 5명 총 74명의 설문

지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에 응한 대상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정

보와 특성 분포는 다음 내용과 같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에 대해서는 남성 66명(89.2%), 여성 8명

(10.8%) 순으로 많았다. 연령의 경우는 30대 이하 41명(55.4%), 40대 25

명(33.8%), 50대 8명(10.8%) 순으로 많았다.

<혼인>의 경우는 기혼 57명(77.0%), 미혼 17명(23.0%) 순으로 많았다.

<현재 거주지역>의 경우는 경기 41명(55.4%), 서울 31명(41.9%), 그

외 2명(2.7%) 순으로 많았다.

<학력>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 55명(74.3%), 대학원 졸업 15명(20.3%),

고졸 2명(2.7%), 박사 1명(1.4%), 그 외 기타 1명(1.4%) 순으로 많았다.

<직무>의 경우는 익스테리어 디자이너 22명(29.7%), Digital/Clay 모

델러 16명(21.6%), 엔지니어 14명(18.9%), 인테리어 디자이너 11명

(14.9%), CMF 디자이너 6명(8.1%), 그 외 기타 5명(6.8%) 순으로 많았다.

<직군>의 경우는 디자이너군 60명(81.1%), 엔지니어군 14명(18.9%)

순으로 많았다. 전공 분야의 경우는 자동차 디자인전공 42명(56.8%), 전

기/기계공학분야 전공 16명(21.6%), 제품디자인 전공 10명(13.5%), 기타

5명(6.8%), UX 디자인 전공 1명(1.4%) 순으로 많았다.

<경력>의 경우는 10년 미만 35명(47.3%), 10년에서 20년 사이 24명

(32.4%), 20년 이상 15명(20.3%)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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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범주 빈도 백분율(%) 비고

성별

　

남자 66 89.2

여자 8 10.8

연령

　

　

30대 이하 41 55.4

40대 25 33.8

50대 8 10.8

혼인

　

기혼 57 77.0

미혼 17 23.0

현재 거주지역

　

　

서울 31 41.9

경기 41 55.4

그외 2 2.7

학력

　

　

　

고졸 2 2.7

대학교 졸업 55 74.3

대학원 졸업 15 20.3

박사과정 1 1.4

기타 1 1.4

직무

　

　

　

　

엔지니어 14 18.9

익스테리어 디자이너 22 29.7

인테리어 디자이너 11 14.9

CMF 디자이너 6 8.1

Digital/Clay 모델러 16 21.6

기타 5 6.8

직군

　

엔지니어군 14 18.9

디자이너군 60 81.1

전공분야

　

　

　

자동차디자인전공 42 56.8

제품디자인 전공 10 13.5

UX 디자인 전공 1 1.4

전기/기계공학분야 전공 16 21.6

기타 5 6.8

경력

　

　

10년 미만 35 47.3

10년 에서 20년 사이 24 32.4

20년 이상 15 20.3

[표 26] 설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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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설문조사 응답자 전공

[그림 16] 설문조사 응답자 경력

[그림 18] 설문조사 응답자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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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설문조사 내용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이너, 엔지니어 대상 전기자동차와 디자인 변화 인식 조사

2) 전기자동차 사용자 경험(UX) 디자인 방향성

3) 사용자 경험(UX)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 핵심요소 분석 조사

4) 사용자 경험(UX)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 핵심요소 우선순위

5) 전기자동차 활성화에 따른 디자인 향후 발전과제 도출

구분 대분류 항목 질문 질의방식

0
응답자

특성
일반 정도

성별, 연령, 학력, 재직년수, 전공분야, 담당

업무

제시된

항목선택

1

AS

-IS

전기자동차

산업 및 디

자인 인식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시된

항목선택

2
전기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에 있어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전기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대한 국내 디자

이너의 관심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

까?

4
자신의 담당 분야와 사용자 경험(UX) 디자

인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전기자동차

사용자 경

험(UX) 디

자인 방향

사용자 경험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 관련

하여 디자이너로서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

은 무엇입니까?

6

TO

-BE

사용자 경

험(UX) 기

반 전기자

동차 디자

인 핵심요

소 적절성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사용자 경

험(UX)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의 핵심

요소를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습니다.

① 인터렉션 ② 기능 ③ 서비스 ④ 감성

으로 도출하였습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7

[표 27] 설문조사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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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5.2.1.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모든 문항의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27) 모든 값은 소수점 7-8자리 수

준에서 계산된 후 반올림되었으므로, 이미 반올림된 값으로 계산한 것과

경미한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분석프로그램은 IBM SPSS 26이며 구조방

정식 관련 분석이 포함된 경우 AMOS 24도 추가되었다. 교차분석은 일

반적 특성에 따른 전기자동차 산업 관련 항목 중심으로 카이제곱 검정

(chi-square test)을 실행하였다. 디자인 요소와 관련된 문항을 추출하고

직군별로 세부적인 결과를 살펴보았다.

27) 설문문항은 <①매우 불만족-②-③-④보통-⑤-⑥-⑦매우 만족>으로 제시되었다.

8

사용자 경

험(UX) 기

반 전기자

동차 디자

인 요소 우

선순위

도출된 사용자 경험(UX)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의 4가지 핵심요소에 대하여 중요하

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선택하여 주세

요.

9 전기자동차

사용자 경

험 디자인

(UX) 활성

화를 위한

발전과제

국내 전기자동차 사용자 경험(UX) 디자인

인식 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장 집중 해야

될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
사용자 경험 기반 전기자동차 개발 관련

자유로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항목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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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산업의 활성화

<문항 1>에서 <문항 4>까지는 전기자동차 산업 및 사용자 경험(UX)

디자인 인식에 대한 질문이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산

업의 활성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 생각을 물었다.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생각의 경우는 ④ 보통 23명(31.1%), ⑤ 14명

(18.9%), ③ 14명(18.9%), ② 9명(12.2%), ⑥ 7명(9.5%), ① 기대대비 매

우 불만족 6명(8.1%), ⑦ 기대대비 매우 만족 1명(1.4%) 순으로 많았다.

보통 이하가 52명(70%)으로 나타났고 보통이상은 45명(60%)으로 나타났

다. 보통 미만은 전체의 약 40%로 전기자동차 활성화와 추진현황에 대

해서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였다.

[그림 19]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산업 활성화에 대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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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

전기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에 있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

을 알아보았다. 국가정책(보조금, 내연기관 자동차 제한 등) 25명(33.8%),

충분한 충전소 시설 확충 22명(29.7%), 배터리 기술(신뢰성, 지속성, 편

리성) 14명(18.9%),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 8명(10.8%), 그 외 기

타 2명(2.7%), IT 기술의 발전 1명(1.4%), 전동화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1명(1.4%), 사용자 경험(UX) 디자인 요소 1명(1.4%)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국가정책(보조금, 내연기관 자동차 제한 등 33.8%)

을 가장 영향력이 높은 요인으로 꼽았다. 자동차 산업 특성상 이해관계

자와 다양한 산업과 융합된 국가적 차원의 산업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에 종사하는 전문가 대부분은 국가정책의 중요성을 지목했다. 그다음으

로는 충분한 충전소 시설 확충(29.7%), 배터리 기술(18.9%)로 응답했다.

[그림 20] 전기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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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산업 변화에 대한 디자이너의 관심도

전기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대한 국내 디자이너의 관심도는 얼마나 많

다고 보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⑥ 많음 28명(37.8%), ④ 보통 16명

(21.6%), ⑤ 12명(16.2%), ⑦ 매우 많음 10명(13.5%), ③ 5명(6.8%), ② 2

명(2.7%), ① 많지 않음 1명(1.4%) 순으로 많았다. 또한, 자유롭게 응답

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정부의 규제가 심하다.”

“자율주행이나 새로운 IT 시스템을 개발하여도 국내에서 테스트 규제가 심하다”

“국가 정책, 충전소, UX 기술 등 다양한 방면의 추진이 필요하다.”

전기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대한 국내 디자이너의 관심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많은 자동차 산업 종사자들은 전

기자동차의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크며,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자동차

산업, 디자인의 변화 또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전기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대한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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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업무와 사용자 경험 디자인과의 연관성

<문항 4>는 자신의 담당 분야와 사용자 경험(UX) 디자인 연관성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자신의 담당 분야와 사용자 경험

(UX) 디자인의 연관성의 경우는 ⑥ 많음 21명(28.4%), ⑤ 19명(25.7%),

⑦ 매우 많음 18명(24.3%), ④ 보통 8명(10.8%), ① 많지 않음 4명

(5.4%), ② 2명(2.7%), ③ 2명(2.7%) 순으로 많았다.

자신의 담당업무와 사용자 경험 디자인과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에 대

하여는 5.4%(4명)를 제외한 94.6%(70명)가 관련성이 많음에 응답했다.

자동차 산업이 사용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도 사용

자 경험, 사용자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이 본인의 업무와 밀접하다고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22] 담당 업무분야와 사용자(UX) 디자인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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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경험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 관련 어려운 점

전기자동차 디자인 관련하여 현장 디자이너로서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문항에는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UX 디자인의 이해 부족을

선택한 사람은 36명(48.6%), 비선택 38명(51.4%) 이었다. 최근 IT기술 이

해도 부족을 선택한 사람은 22명(29.7%), 비선택은 52명(70.3%)으로 나

타났다. 새로운 트랜드의 자동차 산업 관련 정보 부족의 경우는 선택 18

명(24.3%), 비선택 56명(75.7%)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부족의 경우는 선택 19명(25.7%), 비선택 55명(74.3%)으로

많았다. 다양한 방면의 기술 이해도 부족은 비선택 선택 26명(35.1%), 48

명(64.9%) 순으로 많았다. 엔지니어와 협업과정에 생기는 문제는 선택

25명(33.8%), 비선택 49명(66.2%) 순으로 많았다. 회사 기술력 한계는 선

택 24명(32.4%) 비선택 50명(67.6%), 기타의 경우는 선택 3명(4.1%), 비

[그림 23] 사용자 경험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 관련 가장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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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71명(95.9%), 순으로 많았다. 앞의 설문 문항과 비교하여 사용자 경

험 디자인에 대한 중요도, 업무와의 밀접성에 대해서는 높다고 응답한

데 반해 응답자 중 46%(33명)가 사용자 경험(UX) 디자인의 이해 부족을

가장 힘든 점으로 꼽았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동차 산업의 변화

에 대한 공감대와 중요도는 인식하고 있으나, 현장 전문가 대상의 교육

이 절실함을 느낄 수 있다. 향후 UX 관련 자동차 디자인, 전기자동차 활

성화 부분에 있어서 전문인력 양성과 인식 강화에 대한 과제를 우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문항 5>는 사용자 경험(UX) 기반의 전기자동차

디자인 관련하여 디자이너로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들을 개방형식으

로 답하도록 유도했으며 다음과 같은 응답이 나타났다.

“자율주행차량과 전기차 간의 연관성에 대한 지식 부족”

“디자인 매니지먼트의 고리타분한 업무처리 방식”

“공식처럼 굳어진 부품들과 소비자들이 느끼는 거부감”

이는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지식 부족, 자동차 대기업의 보수적인 디

자인 프로세스 과정, 생산 가격과 관련된 기존 부품의 재사용으로 인한

혁신적 개발 지연 등으로 해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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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전기자동차 디자인 핵심요소에 대한 전문가 선

호도 분석

￭ 사용자 경험(UX)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 요소(안) 적절성

사용자 경험 디자인과 전기자동차에 대한 문헌 조사와 선행연구 분석,

전문가 심층 인터뷰 조사를 통해 도출된 사용자 경험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의 핵심요소를 [그림 24]와 같이 구조화하였다. 제시된 핵심가치

인터렉션, 기능기반, 사용자, 서비스, 감성 중심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질

문에는 67%(48명)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설문지 <문항 6>에서 <문항

8번>까지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사용자 경험 기반 전기자동

차 디자인>의 핵심요소와 관련된 질문이다. <문항 6>에서 전기자동차

사용자 경험(UX) 디자인 핵심 요소(안) 적절성의 경우 ⑥ 26명(35.1%),

⑤ 23명(31.1%), ④ 보통 17명(23.0%), ⑦ 매우 만족 6명(8.1%), ② 2명

(2.7%) 순으로 많았다[그림 25].

[그림 24] 사용자 경험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 핵심요소



- 64 -

<문항 6>과 같이 대답한 이유를 작성하고, 추가할 요소가 있으면 작

성해달라는 개방형 질문에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ICE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 디자인 개발 전반에서 스타일링

중심에서 기능, 감성, 서비스 중심적인 방향으로 전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기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사용자 중심의 감성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Infrastructure instead of the word ‘service’.”

“사용자 경험 디자인에 <생산 부분>의 내용이 추가된다면 좋을 것 같다. 전기차이지만

여전히 이 차가 생산되는 과정이나 재료부품의 출처 등도 활용할 수 있다면 제품의

좋은 이야기가 되어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소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과거 운송 디자인과 차별화 전략을 위한 적절한 디자인 요소로 판단된다.”

“위의 핵심요소들이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루어 결과를 도출했을 때의 Output이

기대된다. 핵심요소에 <이동수단 본질의 변화> 관련 항목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그림 25] 사용자 경험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 구성요소(안)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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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경험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 핵심요소 우선순위

도출된 사용자 경험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의 4가지 요소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알아보는 문항이며 결과는 다음과 같

다. 도출된 문항 4가지<인터렉션, 기능, 서비스, 감성>의 1순위, 2순위, 3

순위, 4순위를 제시하도록 했고 순위 항목의 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영역

별로 가장 후순위 항목에 1점을 부여하고, 그보다 한 계단 높아질 때마

다 1점씩을 더 부여하여, 최종적으로 항목별 총점 및 그에 따른 통합 순

위를 산출하였다. 예를 들어, 4개 항목으로 구성된 영역일 경우 1순위에

응답한 항목의 경우는 4점, 2순위에 응답한 항목의 경우는 3점, 3순위에

응답한 항목의 경우는 2점, 4순위에 응답한 항목의 경우는 1점으로 하여

그 총점을 산출하였다. 항목이 5개 이상인 경우는 1순위부터 5순위 까지

만 지정하도록 하였다. 우선순위는 각 항목에 따라 얻은 순위 점수(순위

요율×선택자수)를 합하고 최고 높은 점수를 얻은 항목에 100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항목들과 상대 비교한 자료이다.

순위 인터렉션 기능 서비스 감성 합계(명)

1순위(x4점) 37 19 8 10 74

2순위(x3점) 22 25 12 15 74

3순위(x2점) 13 21 22 18 74

4순위(x1점) 2 9 32 31 74

[표 29] 사용자 경험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 핵심요소 우선순위-2

디자인
요소

1순위
(x4점)

2순위
(x3점)

3순위
(x2점)

4순위
(x1점)

합 계　
(획득점수)

명 점수 명 점수 명 점수 명 점수 명 점수

인터렉션 37 148 22 66 13 26 2 2 74 242

기능 19 76 25 75 21 42 9 9 74 202

서비스 8 32 12 36 22 44 32 32 74 144

감성 10 40 15 45 18 36 31 31 74 152

[표 28] 사용자 경험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 핵심요소 우선순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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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8-1>부터 <문항 8-4>까지 사용자 경험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

인의 핵심요소에 대한 하위요소 설정에 대한 우선순위, 중요도를 작성하

였다. <문항 8>의 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된 사용자 경험 기반 전기자동

차 디자인의 요소 4가지의 우선순위의 결과는 위와 같이 응답했다. 1순

위로는 인터렉션, 2순위 기능, 3순위 감성, 4순위 서비스로 응답했다. 엔

지니어, 익스테리어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CMF디자이너, 디지털

모델러 5개 직무로 분류하여 전기자동차 디자인 요소 4가지의 우선순위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유사한 응답률을 보였으나 익스테리어 디자이너

는 인터렉션 부분에 엔지니어는 인터렉션과 기능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

했다. 특히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인터렉션과 감성 부분에 중요도를 높게

보는 특징이 있었다. 디자인 요소 우선순위에 대한 결과를 직무별로 교

차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6] 사용자 경험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 핵심요소 우선순위



- 67 -

직군 우선순위 비율(%) 빈도(명)

익스테리어 디자이너

인터렉션 54.50% 12명

기능중심 18.20% 4명

서비스 13.60% 3명

감성중심 13.60% 3명

인테리어 디자이너

인터렉션 36.40% 4명

기능중심 18.20% 2명

서비스 9.1% 1명

감성중심 36.40% 4명

엔지니어

인터렉션 57.10% 8명

기능중심 42.90% 6명

서비스 0.00% 0명

감성중심 0.00% 0명

CMF 디자이너

인터렉션 33.30% 2명

기능중심 33.30% 2명

서비스 16.70% 1명

감성중심 16.70% 1명

Digital/Clay 모델러

인터렉션 43.80% 7명

기능중심 25.00% 4명

서비스 18.80% 3명

감성중심 12.50% 2명

기타

인터렉션 80.00% 4명

기능중심 33.30% 1명

서비스 0.00% 0명

감성중심 0.00% 0명

[표 30] 직무별 전기자동차 디자인 요소 우선순위 (n=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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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직무별 전기자동차 디자인 우선순위

[그림 28] 익스테리어 디자이너 우선순위

[그림 29] 인테리어 디자이너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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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엔지니어 우선순위

[그림 31] CMF 디자이너 우선순위

[그림 32] Digital/Clay 모델러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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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의 경우 인터렉션 8명(57.1%), 기능 6명(42.9%), 서비스 0명

(0.0%), 감성 0명(0.0%), 익스테리어 디자이너의 경우 인터렉션 12명

(54.5%), 기능 4명(18.2%), 서비스 3명(13.6%), 감성 3명(13.6%), 인테리

어 디자이너의 경우 인터렉션 4명(36.4%), 기능 2명(18.2%), 서비스 1명

(9.1%), 감성 4명(36.4%), CMF 디자이너의 경우 기능 2명(33.3%), 인터

렉션 2명(33.3%), 서비스 1명(16.7%), 감성 1명(16.7%), Digital/Clay 모델

러의 경우 인터렉션 7명(43.8%), 기능 4명(25.0%), 서비스 3명(18.8%),

감성 2명(12.5%) 이었고, 기타의 경우 인터렉션 4명(80.0%), 기능 1명

(20.0%), 서비스 0명(0.0%), 감성 0명(0.0%) 이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서비스’, 엔지니어는 ‘서비스’와 ‘감성’에 대한 관

심도가 적었다. 익스테리어 디자이너는 인터렉션에 압도적으로 높은 응

답을 했고,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그에 반해 고르개 4가지 영역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엔지니어는 ‘서비스’와 ‘감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

했다. CMF 디자이너도 적절한 이해를 보였고 모델러는 ‘인터렉션’을 1순

위로 꼽았다. 단 교차분석에 있어서 각 직군별 모집단이 적은 관계로 이

를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나 향후 활성화 단계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다.

5.2.3. 전기자동차 디자인 하위요소에 대한 전문가 선

호도 분석

전문가 그룹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도출된 4가지 핵심요소와 그에 따른

사용자 경험(UX)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 하위요소 및 우선순위를 다음

과 같이 분석하였다28). 각 항목에 따라 얻은 순위 점수(선택자수×순위요

율)를 합하고 최고 높은 점수를 얻은 항목에 100을 기준으로 하고 다른

항목들과 상대 비교한 자료이다.

28) [표 31]에서는 하위요소 3순위 까지만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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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렉션>의 하위요소 : 직관성, 사용성, HMI 차별성

-<기능>의 하위요소 : 새로운 IOT 기술/기능 중심 디자인/실내 공간

확장성, 자동차 개념변화(Smart Mobility), 주행안전성(ADAS)

-<서비스>의 하위요소 : 커넥티비티 기반 서비스(Connectivity Service,

Data Download, Internet shopping), 스마트 시티와 모빌리티의 커넥티

비티(Smart City & Mobility), 충전 서비스(Charging Service)

-<감성>의 하위요소 : 단순성(Simplicity), 차별화(Brand Identity), 새

로움(Newness)

영역/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합계 통합

순위인원
(x5점)

인원
(x4점)

인원
(x3점)

인원
(x2점)

인원
(x1점)

인원

(획득점수)

인

터

렉

션

직관성

(Intuition)

38

(190)

19

(76)

4

(12)

2

(4)

3

(3)

66

(285)
1

사용성

(Usability)

19

(95)

31

(124)

9

(27)

8

(16)

1

(1)

68

(263)
2

HMI의 차별성

(Identity)

5

(25)

6

(24)

12

(36)

15

(30)

15

(15)

53

(130)
3

기

능

새로운 IOT

기술/기능 중심

디자인/실내

공간 확장성

39

(195)

33

(132)

31

(93)

41

(82)

34

(34)

178

(536)
1

자동차

개념변화

(Smart Mobility)

16

(80)

9

(36)

17

(51)

8

(16)

13

(13)

63

(196)
2

주행안전성

(ADAS)

11

(55)

13

(52)

12

(36)

11

(22)

8

(8)

55

(173)
3

서

비

스

커넥티비티

기반

서비스(Connecti

vity Service,

Data

Download,

Internet

shopping)

12

(60)

23

(92)

14

(42)

9

(18)

6

(6)

64

(218)
1

스마트 시티와

모빌리티의

커넥티비티(Sm

art City &

Mobility)

12

(60)

14

(56)

20

(60)

13

(26)

7

(7)

66

(209)
2

[표 31] 사용자 경험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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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디자인 요소: 인터렉션

첫 번째 디자인 요소인 ‘인터렉션’의 하위요소 우선순위 결과는 [표

32]와 같이 도출되었다. 인터렉션에 해당하는 하위요소를 제시하고 우선

순위,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1순위는 직관성(Intuition), 2순위는 사용성

(Usability), 3순위는 HMI의 차별성(Identity), 4순위는 인테리어 레이아

웃 변화(Interior Layout), 5순위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infotainment

system), 6순위는 뉴 인터페이스(Voice Recognition, Gesture Interface,

HUD, AR), 7순위는 모니터의 확장성(Monitor Size)이었다. 설문에 참여

한 74명의 현장 전문가는 인터렉션 디자인의 <1-3순위> 하위요소로 ‘직

관성’, ‘사용성’, ‘차별성’을 꼽았다

충전 서비스

(Charging

Service)

22

(110)

8

(32)

10

(30)

4

(8)

13

(13)

57

(193)
3

감

성

단순성

(Simplicity)

21

(105)

9

(36)

12

(36)

10

(20)

7

(7)

59

(204)
1

차별화

(Brand Identity)

11

(55)

18

(72)

14

(42)

11

(22)

9

(9)

63

(200)
2

새로움

(Newness)

6

(30)

18

(72)

17

(51)

10

(20)

11

(11)

62

(184)
3

영역/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합계 통합

순위인원
(x5점)

인원
(x4점)

인원
(x3점)

인원
(x2점)

인원
(x1점)

인원

(획득점수)

직관성(Intuition)
38

(190)

19

(76)

4

(12)

2

(4)

3

(3)

66

(285)
1

사용성(Usability)
19

(95)

31

(124)

9

(27)

8

(16)

1

(1)

68

(263)
2

HMI의

차별성(Identity)

5

(25)

6

(24)

12

(36)

15

(30)

15

(15)

53

(130)
3

인테리어

레이아웃

변화(Interior

Layout)

4

(20)

8

(32)

9

(27)

12

(24)

17

(17)

50

(120)
4

인포테인먼트시스

템(infotainment

system)

3

(15)

5

(20)

18

(54)

9

(18)

8

(8)

43

(115)
5

[표 32] 전기자동차 디자인 <인터렉션> 하위요소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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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 응한 직무는 엔지니어, 익스테리어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

자이너, CMF 디자이너, Digital(Clay)모델러 등이며 직무별로 교차분석

을 통해 우선순위를 살펴보았다. 인터렉션의 하위 디자인 요소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터렉션 관련 모니터의 확장성(Monitor

Size)이나 인테리어 레이아웃(Interior Layout)의 변화 보다는 대부분이

직관성(Intuiton)과 사용성(Usability)에 고르게 분포하였다. 여기서 주목

해야 할 부분은 전반적으로 <모니터의 확장성(Monitor Size), 인테리어

레이아웃 변화(Interior Layout), 뉴인터페이스(Voice Recognition,

Gesture Interface), 인포테인먼트시스템(infotainment system)>과 같은

최근에 중점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트랜디한 기술적 요소보다는 인터렉션

의 본질적 요소인 인간 중심의 직관성이나 사용성에 계속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33], [표 34]는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로 나누어 직군

별 교차분석을 통해 우선순위에 관련한 내용이다. 인터렉션 부분의 하위

디자인 요소에 대하여 엔지니어는 사용성, 디자이너는 직관성을 1순위로

가장 높게 선택하였다.

뉴

인터페이스(Voice

Recognition,

Gesture Interface,

HUD, AR)

4

(20)

2

(8)

11

(33)

17

(34)

18

(18)

52

(113)
6

모니터의

확장성(Monitor

Size)

1

(5)

3

(12)

11

(33)

11

(22)

12

(12)

38

(84)
7



- 74 -

유효

응답수

직관성 (Intuition) 38

사용성 (Usability) 19

HMI의 차별성

(Identity)
5

인테리어 레이아웃 변화

(Interior Layout)
4

뉴 인터페이스

(Voice Recognition,, AR

Gesture Interface, HUD)

4

모니터의 확장성

(Monitor Size)
1

인포테인먼트시스템

(infotainment system)
3

엔지니어

익스테리어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CMF 디자이너

Digital / Clay 모델러

기타

[표 33] 전기자동차 디자인 <인터렉션> 하위요소 직무별 응답률

[그림 33] 직군별 <인터렉션> 하위요소 순위 응답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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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디자인 요소: 기능

두 번째 디자인 요소인 ‘기능’의 하위요소 우선순위 결과는 [표35]와

같이 도출되었다. 기능에 해당하는 하위요소를 제시하고 우선순위, 중요

도를 분석하였다. 1순위는 새로운 IOT 기술/기능 중심 디자인/실내 공간

확장성, 2순위는 자동차 개념변화(Smart Mobility), 3순위는 주행안전성

(ADAS), 4순위는 인체공학적 디자인(Human Factors), 5순위는 에어로

다이나믹(Aero Dynamic)이었다.

영역/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합계 통합

순위인원
(x5점)

인원
(x4점)

인원
(x3점)

인원
(x2점)

인원
(x1점)

인원

(획득점수)

새로운 IOT

기술/기능 중심

디자인/실내 공간

확장성 29)

39

(195)

33

(132)

31

(93)

41

(82)

34

(34)

178

(536)
1

자동차 개념변화

(Smart Mobility)

16

(80)

9

(36)

17

(51)

8

(16)

13

(13)

63

(196)
2

주행안전성

(ADAS)

11

(55)

13

(52)

12

(36)

11

(22)

8

(8)

55

(173)
3

인체공학적 디자인

(Human Factors)

3

(15)

17

(68)

12

(36)

13

(26)

14

(14)

59

(159)
4

에어로 다이나믹

(Aero Dynamic)

5

(25)

2

(8)

2

(6)

1

(2)

5

(5)

15

(46)
5

[표 35] 전기자동차 디자인 <기능> 하위요소 순위

구분 하위요소

엔지니어 디자이너
빈도 비율 빈도 비율

n % n %

인터렉션

직관성(Intuition) 5 35.7 33 55

사용성(Usability) 6 42.9 13 21.7

HMI의 차별성(Identity) 0 0 5 8.3

인테리어 레이아웃 변화

(Interior Layout)
0 0 4 6.7

뉴 인터페이스

(Voice Recognition, Gesture

Interface, HUD, AR)

2 14.3 2 3.3

모니터의 확장성(Monitor Size) 0 0 1 1.7

인포테인먼트시스템

(infotainment system)
1 7.1 2 3.3

[표 34] 전기자동차 디자인 <인터렉션> 하위요소 직군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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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 응한 직무는 엔지니어, 익스테리어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

이너, CMF 디자이너, Digital / Clay 모델러 등이다. 직무별로 교차분석

을 통해 우선순위를 살펴보았다. 기능 부분의 하위 디자인 요소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표 36], 자동차 개념변화(Smart Mobility)에 대한 항목

은 모든 직무별로 어느 정도 분포되었고, 기능 중심 디자인

(Function-based Design)에서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보다 익스테리어 디

자이너들의 분포가 많았다. 공학과 관련된 에어로 다이나믹(Aero

Dynamic)이나 인체공학적 디자인(Human Factors) 요소에서는 예상외로

엔지니어들의 관심이 없었다. 기능요소 전반에서는 익스테리어 디자이너

들이 다른 직군에 비해 보다 폭넓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29) <새로운 IOT기술/기능중심디자인/실내공간 확장성>은 ‘기능’면에서 같은 범주이지만 

직군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표36].  

유효

응답수

새로운 IOT 기술 8

기능 중심 디자인

(Function-based Design)
22

실내 공간 확장성

(Interior Space)
9

자동차 개념변화

(Smart Mobility)
16

주행 안전성 (ADAS) 11

에어로 다이나믹

(Aero Dynamic)
5

인체공학적 디자인

(Human Factors)
3

엔지니어

익스테리어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CMF 디자이너

Digital / Clay 모델러

기타

[표 36] 전기자동차 디자인 <기능> 하위요소 직무별 응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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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와 [표 37]은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로 구분하여 직군별로 교차분

석을 통해 나타낸 우선순위 분석 내용이다. 기능 부분의 하위 디자인 요

소에 대하여 엔지니어는 에어로 다이나믹과 인간공학 요소를 배제하였

다. 디자이너는 새로운 IOT 기술/기능 중심 디자인/실내 공간 확장성을

1순위로 가장 높게 선택하였다.

구분 하위요소

엔지니어 디자이너

빈도 비율 빈도 비율

n % n %

기능

새로운 IOT 기술/기능

중심 디자인/실내

공간 확장성

(Interior Space)

6 42.9 33 55

자동차 개념변화

(Smart Mobility)
5 35.7 11 18.3

주행안전성(ADAS) 3 21.4 8 13.3

에어로 다이나믹

(Aero Dynamic)
0 0 5 8.3

인체공학적 디자인

(Human Factors)
0 0 3 5

[표 37] 전기자동차 디자인 <기능> 하위요소 직군별 비교

[그림 34] 직군별 <기능> 하위요소 순위 응답 비교



- 78 -

￭ 전기자동차 디자인 요소: 서비스

세 번째 디자인 요소인 기능의 ‘서비스’의 하위 요소 우선순위 결과는

[표 38]과 같이 도출되었다. 서비스에 해당하는 하위요소를 제시하고 우

선순위,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1위 충전서비스(Charging Service), 2위

커넥티비티 기반 서비스(Connectivity Service-Data download Internet

Shopping), 3위 스마트 시티와 모빌리티의 커넥티비티(Smart City

&Mobility), , 4위 자율주행에 따른 실내 서비스 디자인 확장, 5위 공유

플랫폼(Sharing Platform), 6위 카셰어링 서비스(Mobility Service), 7위

자동화 생산 관리(Factory Automation)로 나타났다. 서비스 요소의 세부

특성으로 첫 번째는, 전기자동차의 핵심인 충전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점이다. 충전 서비스에 대한 편리함은 전기자동차의 판매량과

도 직결되는 부분으로 그 중요성을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 셰어링과 같이 최근에 이슈가 되는 비즈니스보다 네트워크 기반

의 커넥티비티 기반 서비스(Connectivity Service-Data download

Internet Shopping)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래 산업

에 있어서 셰어링 비지니스보다 커넥티비티 기반 비즈니스에 보다 큰 가

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다.

영역/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합계 통합

순위인원
(x5점)

인원
(x4점)

인원
(x3점)

인원
(x2점)

인원
(x1점)

인원

(획득점수)

충전 서비스

(Charging Service)

22

(110)

8

(32)

10

(30)

4

(8)

13

(13)

57

(193) 1

커넥티비티 기반

서비스(Connectivity

Service, Data

Download, Internet

shopping)

12

(60)

23

(92)

14

(42)

9

(18)

6

(6)

64

(218) 2

스마트 시티와

모빌리티의

커넥티비티

(Smart City &

Mobility)

12

(60)

14

(56)

20

(60)

13

(26)

7

(7)

66

(209) 3

[표 38] 전기자동차 디자인 <서비스> 하위요소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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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표 40]는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로 구분하여 직군별로 교차분

석을 통해 우선순위를 살펴보았다. 서비스 부분의 하위 디자인 요소에

대하여 엔지니어는 커넥티비티 기반 서비스, 디자이너는 충전 서비스를

1순위로 가장 높게 선택하였다.

자율주행에 따른

실내 서비스 디자인

확장

10

(50)

9

(36)

10

(30)

19

(38)

9

(9)

57

(163) 4

공유 플랫폼

(Sharing Platform)

6

(30)

9

(36)

11

(33)

9

(18)

16

(16)

51

(133) 5

카셰어링 서비스

(Mobility Service)

9

(45)

6

(24)

7

(21)

13

(26)

15

(15)

50

(131) 6

자동화 생산관리

(Factory

Automation)

3

(15)

5

(20)

2

(6)

7

(14)

8

(8)

25

(63) 7

유효응답수

자동화 생산 관리

(Factory Automation)
3

카쉐어링 서비스

(Mobility Service)
9

커넥티비티 기반 서비스

(Connectivity,

Service-Data download,

Internet Shopping)

12

스마트 시티와

모빌리티의 커넥티비티

(Smart City &Mobility)

12

공유 플랫폼

(Sharing Platform)
6

자율주행에 따른

실내 서비스

디자인 확장

10

충전 서비스

(Charging Service)
22

엔지니어 익스테리어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CMF 디자이너

Digital / Clay 모델러 기타

[표 39] 전기자동차 디자인 <서비스> 하위요소 직무별 응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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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하위요소

엔지니어 디자이너

빈도 비율 빈도 비율

n % n %

서비스

자동화 생산관리

(Factory Automation)
1 7.1 2 3.3

카셰어링 서비스(Mobility Service) 1 7.1 8 13.3

커넥티비티 기반 서비스

(Connectivity Service, Data

Download, Internet shopping)

4 28.6 8 13.3

스마트 시티와 모빌리티의

커넥티비티

(Smart City & Mobility)

2 14.3 10 16.7

공유 플랫폼(Sharing Platform) 1 7.1 5 8.3

자율주행에 따른 실내 서비스

디자인 확장
1 7.1 9 15

충전 서비스(Charging Service) 4 28.6 18 30

[표 40] 전기자동차 디자인 <서비스> 하위요소 직군별 비교

[그림 35] 직군별 <서비스> 하위요소 순위 응답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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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디자인 요소: 감성

네 번째 디자인 요소인 ‘감성’의 하위요소 우선순위 결과는 [표 41]과

같이 도출되었다. 감성에 해당하는 하위요소를 제시하고 우선순위, 중요

도를 분석하였다.30) 1위 단순성(Simplicity), 2위 차별화(Brand Identity),

3위 새로움(Newness), 4위 뉴 프로포션(New Proportion), 5위 디테일

(Graphic Pattern Material), 6위 뉴 라이팅(New Lighting)으로 나타났

다. [표 42]를 살펴보면, 직무별로 단순성과 차별화에 고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미래 전기자동차의 감성적 특성으로 디자인적 방향

을 보여주는 중요한 디자인적 요소라 볼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회사

에서 전기자동차의 디자인은 점점 단순화되며 그 단순함 속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하려 노력하고 있다.

30) 설문조사 단계에서 ‘스타일링’이 문항으로 제시되었으나 나머지 하위요소를 아우르는

용어로 중복됨에 따라 이번 분석에서는 ‘스타일링’에 응답한 23명을 제외한 51명 만의

결과만을 별도로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영역/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합계
통합

순위
인원
(x5점)

인원
(x4점)

인원
(x3점)

인원
(x2점)

인원
(x1점)

인원

(획득점수)

단순성

(Simplicity)

21

(105)

9

(36)

12

(36)

10

(20)

7

(7)

59

(204)
1

차별화

(Brand Identity)

11

(55)

18

(72)

14

(42)

11

(22)

9

(9)

63

(200)
2

새로움(Newness)
6

(30)

18

(72)

17

(51)

10

(20)

11

(11)

62

(184)
3

뉴프로포션

(New Proportion)

6

(30)

6

(24)

12

(36)

11

(22)

9

(9)

44

(121)
4

디테일

(Graphic, Pattern,

Material)

4

(20)

6

(24)

5

(15)

10

(20)

21

(21)

46

(100)
5

뉴라이팅

(New Lighting)

3

(15)

4

(16)

3

(9)

14

(28)

7

(7)

31

(75)
6

[표 41] 전기자동차 디자인 <감성> 하위요소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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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표 43]은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로 구분하여 직군별로 교차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를 살펴보았다. 감성 부분의 하위 디자인 요소에

대하여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는 단순함을 1순위로 가장 높게 선택하였다.

유효

응답수

단순성 (Simplicity) 21

새로움 (Newness) 6

차별화 (Brand Identity) 11

뉴 프로포션

(New Proportion)
6

뉴 라이팅 (New Lighting) 3

디테일 (Graphic,

Pattern, Material)
4

엔지니어

익스테리어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CMF 디자이너

Digital / Clay 모델러

기타

[표 42] 전기자동차 디자인 <감성> 하위요소 직무별 응답률

[그림 36] 직군별 <감성> 하위요소 순위 응답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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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경험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 활성화 방안

사용자 경험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발전과제에 대한

<문항 8-9>에서는 복수응답을 통해 <관련 법규, 시스템의 변화>와 <자

동차 회사의 전략 및 투자>가 공동 일 순위, 두 번째로, <IT 및 전자

관련 전문회사와의 협업 체계 구축>을 꼽았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위 3

가지를 중복적으로 선택했다. 이는 전기자동차 발전의 국가 산업으로서

정책, 법규, 사회 시스템과의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국가, 회사 차원의

거시적이고 전략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이를 활성화할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구분 하위요소

엔지니어 디자이너

빈도 비율 빈도 비율

n % n %

감성

단순성(Simplicity) 4 50 17 39.5

새로움(Newness) 0 0 6 14

차별화

(Brand Identity)
2 25 9 20.9

뉴프로포션

(New Proportion)
0 0 6 14

뉴라이팅

(New Lighting)
1 12.5 2 4.7

디테일

(Graphic, Pattern, Material)
2 12.4 2 6.8

[표 43] 전기자동차 디자인 <감성> 하위요소 직군별 비교

순 위 항 목 응답수(명)

1 관련 법규, 시스템 변화 41

2 자동차 회사의 전략 및 투자 41

3 IT, 전자 관련 전문회사와의 협업 체계 구축 40

4 디자인 변화를 위한 변화하는 소비자, 경험자 모니터링제 23

5 공유경제에 대한 한국사회 인식 변화 18

6 디자이너를 위한 교육 17

7 에너지 신성장 동력 및 전기자동차의 이해를 위한 전문교육 12

8 해외 회사의 벤치마킹 4

합 계 (복수선택)31) 196

[표 44] 전기자동차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발전과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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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경험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에 대한 현장 전문가 의견

마지막으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사용자 경험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

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자유로운 의견을 물었다. 대부분의 현장 전문가

는 전기자동차 활성화로 인해 UX 디자인이 많이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

하였다.

“전기자동차 뿐만 아니라 ICE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 디자인 개발 전반에서 스타일링

중심적에서 기능, 감성, 서비스 중심적인 방향으로 전향되고 있다”

“기존의 전기차 인테리어처럼 하이테크적인 느낌을 강조하는 디지인과 인터페이스

보다는 좀 더 사용자와 직관적으로 연결돼 있고 사용성이 쉬운 UX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기자동차 시장이 활성화 됨에 따라 새로운 인테리어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UX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디자이너들

또한 자동차에 대한 개념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디자인적으로 더 새롭고

단순화된 시도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전기 자동차 디자인은 기존의 자동차에 전기 자동차 요소를 접목한 디자인으로

형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다. 하지만 미래에는 전용 전기 자동차 플랫폼이

31) 합계는 응답자수가 아닌 복수로 응답된 데이터의 합계임

[그림 37] 전기자동차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발전과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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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프로포션과 실내 공간이 창출될 것이므로 전기

자동차 UX 디자인의 자유도와 발전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내는 중국 및 미국 등의 전기차가 활성화된 시장에 비해 전기차를 이용해본 유저

자체가 부족한 게 단점인데, 이러한 류의 리서치가 많이 보급되고 기존의 내연차량과

비교했을 때 가질 수 있는 특성과 사용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저씬이 많이

연구되어야 할 것 같다. 전자제품에서 더 이상 스타일링으로만 디자인을 찍어내기보다

사용자와 서비스, 관계 중심으로 디자인을 도출해내는 방식처럼 자동차의 디자인도

비슷한 방식으로 점점 변화할 것 같다.”

“안정성과 직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많은 교육과 협력이 중요할 것 같다”

“소비자 사용패턴 환경변화에 대한 꾸준한 스터디와 신속하게 변화하는 기술발전을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스터디 하는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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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디자인 산업계에 종사하는 현장 전문가를 대상

으로 심층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사용자 경험(UX) 기반 전기자

동차 디자인 핵심요소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에 추출된 디자인 핵심요

소를 중심으로 하위요소를 세분화하여 전기자동차 디자인의 방향성을 연

구하였다. 대부분의 현장 전문가는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있어 패러다임

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었다. 사용자 경험(UX)이 자신의 담당 분야에 연

관성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사용자 경험(UX)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디

자이너로 요구되는 관련 기술․지식 등에 대한 이해는 저조하게 나타났

다. 이에 대한 사용자 경험(UX) 기반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식 확대와

관련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이 도출되었다. 많은 전문

가가 자동차 디자인의 방향이 앞으로 스타일링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인

간 중심적인 감성이나 기능, 서비스로 바뀔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또한,

전기자동차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ICE 자동차도 스타일링보다는 기능,

감성, 서비스 중심으로 전향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단순한 기술의

투자보다는 세계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인식하면

서도 현장 전문가에게 전문적인 교육, 자동차 회사의 전략과 적극적인

투자, 국가 정책의 변화가 시급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심층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사용자 경험(UX) 기반의

전기자동차 디자인 구성요소와 하위요소를 추출하고 현장 전문가의 선호

도를 분석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헌․선행연구 조

사,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사용자 경험(UX) 기반의 전기자동차 디자인 구

성요소를 <인터렉션, 기능, 감성, 서비스> 네 가지로 추출하였다. 두 번

째로 이 추출된 네 가지 요소의 하위요소에 관하여 현장 전문가의 우선

순위도와 선호도를 측정하였다. <인터렉션>의 하위요소를 살펴보면 일

반적으로 ‘직관성’에 다양한 직군들이 분포되어 있었다. <기능>의 하위

요소를 보면 ‘새로운 IOT 기술, 기능 중심 디자인, 실내 공간 확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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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요소였다. 디자인 관점에서의 <감성>의 하위요소를 보면 ‘단순함’

에 대해 다양한 직군 분포의 우선순위를 보여주었다. <서비스>에 있어

서는 ‘충전 시스템’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인터렉

션, 기능, 감성, 서비스>로 추출된 사용자 경험(UX) 핵심요소의 하위요

소들 중 우선순위 및 선호도는 [그림 38]과 같이 도출되었다. 이 구조도

를 통해 사용자 경험 기반의 전기자동차 개발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

다. 스타일 중심의 자동차 디자인에서 인터렉션과 기능, 감성, 서비스 중

심의 스마트카로 변모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IOT 기술, 자동차

의 개념변화, 충전 서비스, 커넥티비티 등 현실적인 요소들이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자 중심의 직관성과 감성적 요소의 단순함을 중요하

게 생각했다.

[그림 38] 사용자 경험(UX)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 요소 추출과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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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전문가는 사회·경제적 변화, 환경변화, 기술의 변화에 따라

이동수단의 본질이 변화함에 대한 언급이 많았으며 이를 대비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기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전기자동차 산업의 미래방향과 발전과제 그리고 사용자 경

험(UX)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 핵심요소와 그에 따른 하위요소의 우선

순위․선호도를 살펴보았다. 이 내용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연구결과로 앞으로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산업과 디자인 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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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전문가 심층 인터뷰 양식

전문가 심층 인터뷰

질문 구분 세부내용

질문1
자동차 산업

변화 인식

자동차 산업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질문2 자동차 산업 변화에서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질문3
전기자동차

디자인 요소

전기자동차의 활성화에 따라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사용자 경험

디자인 구성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 제시)

Q.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질문4 전기자동차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있었습니까? 

질문5

전기자동차

사용자

경험(UX)

디자인 요소

전기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사용자 경험 디자인 요소는 무엇입니

까?

질문6 전기자동차

디자인 변화에

따른 요구와

태도

전기자동차는 본인에게 어떤 도움, 영향, 변화를 주었나요?

질문7
현재 전기자동차와 관련하여 디자이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

입니까? 역량 - 지식은 무엇입니까? 

질문8

전기자동차

디자인 변화에

따른 시사점

자동차 산업 변화에 따른 디자인의 문제점, 어려운 점, 대응방안, 

향후 발전 방향은 무엇입니까? 

질문9
자동차 산업 변화에 따른 자동차 디자인 인식 체계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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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전문가 설문조사 양식

「사용자 경험(UX)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 요소 추출 

연구」설문조사 

본 설문조사는 <사용자 경험(UX)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 요소 추출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귀하의 답변은 연구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이며 연구 논문을 위한 소중

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자 : 유병준

응답자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계처리 목적으로만 사용 됩니다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연 령 (  )세

혼 인 ① 기혼 ② 미혼 ③ 기타

현재 거주

지역
① 서울시 (  )구 ② 경기도 (  )시 ③ 인천 ④ 그 외

학 력
고졸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박사과정 기타

직 업
엔지니어(  ) 익스테리어디자이너(  ) 인테리어디자이너(  ) 

CMF디자이너(  ) Digital/Clay 모델러(  ) 기타(  )

전공

분야

① 자동차디자인전공 ② 제품디자인 전공 ③ UX디자인 전공

④ 전기 / 기계공학분야 전공 ⑤ 기타 (  )

거 주 지 (  )시/군/구 (  )읍/면/동

회사명

경력 동종업계 ___________년 재직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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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

생각하십니까?

2. 전기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에 있어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전기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대한 국내 디자이너의 관심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4. 자신의 담당 분야와 사용자 경험(UX) 디자인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전기자동차 사용 및 사용자 경험 (UX) 디자인 인식에 대한 의

견조사 입니다.

기대대비
매우 불만족 ≪================== 보통 ==================≫

기대대비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
② 국가정책

(보조금, 내연기관 자동차 제한 등)

③ 배터리 기술

(신뢰성, 지속성, 편리성)
④ IT기술의 발전

⑤ 충분한 충전소 시설 확충
⑥ 전동화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⑥ 사용자 경험(UX) 디자인 요소 ⑦ 기타 (                           )

많지 
않음 ≪================== 보통 ==================≫

매우 
많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많지 
않음 ≪================== 보통 ==================≫

매우 
많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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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기자동차 사용자 경험(UX) 디자인 관련하여 디자이너로서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3가지 체크해 주세요.

6.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사용자 경험(UX)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의 핵심요소를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습니다. ①인터렉션 ②기능

③서비스 ④감성 으로 도출하였습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전기자동차 사용자 경험 (UX) 디자인 방향에 대한 의견조사

입니다.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사용자 경험(UX)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의 핵심요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① 사용자 경험(UX) 디자인에 대한

이해 부족
② 최근 IT기술 이해도 부족

③ 새로운 트랜드의 자동차 산업관련

정보 부족

④ 소프트웨어(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부족

⑤ 다양한 방면의 기술 이해도 부족 ⑥ 엔지니어와 협업과정에 생기는 문제

⑦ 회사 기술력의 한계 ⑦ 기타 (                           )

매우
불만족 ≪================== 보통 ==================≫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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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번과 같이 대답한 이유를 작성하고, 추가할 요소가 있으면 작성하여

주세요.

8. 도출된 사용자 경험(UX)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의 4가지

핵심요소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선택하여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에 체크 해 주세요)

표. 사용자 경험(UX)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 요소

8-1. UX 기반 전기자동차 요소: 인터렉션 (인터렉션 디자인의

하위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택하여 주세요)

-->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하위요소가 있다면 작성하여 주세요.

( )

<사용자 경험(UX) 기반 전기자동차 디자인>의 핵심요소에 대한 하

위요소 설정을 위한 조사입니다. 하위요소에 대한 우선순위, 중요도

를 작성하여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인터렉션

기능중심

서비스

감성중심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직관성 (Intuition)

사용성 (Usability)

HMI의 차별성 (Identity)

인테리어 레이아웃 변화(Interior Layout)

뉴인터페이스 (Voice Recognition, Gesture

Interface, HUD, AR)

모니터의 확장성 (Monitor Size)

인포테인먼트시스템 (Infotain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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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UX 기반 전기자동차 요소: 기능 중심 (기능 중심 디자인의

하위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택하여 주세요)

-->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하위요소가 있다면 작성하여 주세요.

( )

8-3. UX 기반 전기자동차 요소: 서비스(서비스 디자인의 하위요소에

대한 우선순위 를 선택하여 주세요)

-->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하위요소가 있다면 작성하여 주세요.

( )

8-4. UX 기반 전기자동차 요소: 감성 중심(감성 중심 디자인의

하위요소에 대한 우 선순위를 선택하여 주세요)

-->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하위요소가 있다면 작성하여 주세요.

( )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새로운 IOT 기술

기능 중심 디자인(Function-based Design)

실내 공간 확장성(Interior Space)

자동차 개념변화(Smart Mobility)

주행안전성(ADAS)

에어로 다이나믹(Aero Dynamic)

인체공학적 디자인(Human Factors)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자동화 생산관리(Factory Automation)

카셰어링 서비스(Mobility Service)

커넥티비티 기반 서비스(Connectivity Service,

Data Download, Internet shopping)

스마트 시티와 모빌리티의 커넥티비티

(Smart City & Mobility)

공유 플랫폼(Sharing Platform)

자율주행에 따른 실내 서비스 디자인 확장

충전 서비스(Charging Service)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스타일링(Styling)

단순성(Simplicity)

새로움(Newness)

차별화(Brand Identity)

뉴프로포션(New Proportion)

뉴라이팅(New Lighting)

디테일(Graphic, Pattern,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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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내 전기자동차 사용자 경험(UX) 디자인 인식 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장 집중해야 할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를 3가지 체크 하여 주세요.

  ① 디자이너를 위한 교육

  ② 관련 법규, 시스템 변화

  ③ 공유경제에 대한 한국사회 인식 변화

  ④ 자동차 회사의 전략 및 투자

  ⑤ IT, 전자 관련 전문회사와의 협업 체계 구축

  ⑥ 해외 회사의 벤치마킹

  ⑦ 에너지 신성장 동력 및 전기자동차의 이해를 위한 전문교육

  ⑧ 디자인 변화를 위한 변화하는 소비자, 경험자 모니터링제

10. 사용자 경험(UX)을 고려한 전기자동차 디자인 요소 개발 관련

자유로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사용자 경험(UX)을 고려한 전기자동차 디자인의 향후 발전

과제에 대한 의견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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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ert Preference Study on 

Extraction of Electric Vehicle 

Design Elements Considering 

User Experience

YOO BYUNG JU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ognitive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in-depth interview with experts working in the 

automotive design industry are conducted to confirm the current 

industry changes and the design direction of electric vehicles. In 

addition, based on in-depth interview data, I analyzed user 

experience elements - based automotive design elements that are 

linked to core values in the automotive industry. In this paper, I 

present four 'Interaction, Function, Emotion, and Service' as the 

core elements of electric vehicle design based on user 

experience(UX) derived from data surveys, previous studies, and 

in-depth interview. And I designed a questionnaire for analyzing 

important design elements related to this and conducted a 

survey. These value-oriented design elements presented in this 

study suggest the direction of design to professionals in charge 

of electric vehicle business, and the academic researcher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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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e to focus on the theoretical research as important elements 

based on the field reflecting the opinions of experts in the 

automobile industry.

Keywords : User Experience Design, Electric Vehicle, Car Design

Student Number : 2016-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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