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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커넥티드 카 서비스의 사용자경험 디자인을 위한 평가 요인을 제안한다. 모바일 및 IoT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자

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통한 다양한 디지털서비스 제공 플랫폼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플랫폼 개발을 위한 기술적 연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실재 서비스 소비의 주체인 사용자 관점에서의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경쟁이 가속화 될수록 커넥티드 카 구현 기술은 평중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결국 커넥티드 카 서비스의 핵심 쟁

점은 주행 중 서비스 사용자의 긍정적 경험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커넥티드 카에서 제공되는 기능과 이

에 따른 주요 서비스 요인들을 살펴보고 자동차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경험 요인을 도출하여 둘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등장할 차세대 커넥티드 카 서비스 및 플랫폼의 사용자 경험평가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키워드: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사용자경험(user experience), 평가도구(evaluation tool)

I. Introduction

2016년 2월 22일 개막된 ‘MWC 2016(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삼성전자는 ‘자동차, 연결되다(Car, Connected)’라는 행사를 통해 

새로운 커넥티드 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발표하여 주목받았다. 

최근 IoT에 기술 발전과 자동차, 도로, 교통시스템 등 교통 분야에서의 

안정성 및 편의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커넥티드 카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음성인식, 

V2V, V2I 등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는 반면 커넥티드 

카 서비스 소비자의 사용자경험(UX)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다양한 관련 기업들의 표준화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 시점에서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사용자경험의 평가 방안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커넥티드 카 

사용자경험 요소 연구를 통해 앞으로 경쟁이 가속화 될 커넥티드 

카 서비스의 객관적 평가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II. Preliminaries

1. Connected car

커넥티드 카의 정의는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네트워크 접속 기능을 추가하여 자동차 내에서도 다양한 

정보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된다[1]. 최근 

스마트폰 및 IoT기술의 발전과 대중화에 힘입어 점차 대중화되고 

있으며 차량 내에 탑재된 차량제어·모니터링를 디지털콘텐츠 스트리

밍 및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과 연결하는 형태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후 네트워크 연결성을 확대하고 플랫폼과 

솔루션 자체를 스마트폰이 아닌 차량 자체에 탑재하여 자동차 자체가 

독립된 ‘커넥티드 디바이스’가 되는 형태로 진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개인용 서비스뿐만 아니라 건물, 교통 시스템, 타 차량 등과 

연결될 것으로 전망된다[2]. 커넥티드 카의 주요 기능은 Table. 1과 

같이 모바일 관리, 차량관리, 엔터테인먼트, 안전성, 운전자 보조, 

웰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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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Description

Mobility

management 

- Current traffic information

- Parking lot or garage assistance

- Optimized fuel consumption

Vehicle

management 

- Vehicle condition & service 

reminders

- Remote operation

- Transfer of usage data

Entertainment 

- Smartphone interface

- WLAN hot spot - Mobile office

- Music, video, Internet, social 

media

Safety

- Collision protection

- Hazard warnings

- Emergency functions

Driver

assistance

- Operational assistance or 

autopilot in heavy traffic, in parking, 

or on highways

Well-being 

- Fatigue detection

- Automatic environment 

adjustments to keep drivers alert

- Medical assistance

Table 1. Function of Connected Car[3]

2. UX of connected car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발표한 ‘2014 우수디자인

사업화 공동지원사업’의 기술개발 보고서인 ‘사용자 경험품질 향상 

가이드북’의 자동차의 사용 및 사회/감성 가치 요인[4]을 바탕으로 

커넥티드 카 사용자 경험품질지수 측정을 항목을 Table. 2와 같이 

도출하였다.

Classification Description

Usability 

Value of car

Customized service

Ease of use

Error recovery

Practicality

Safety

Help Documentation

Play sure

Learn ability

Social /

Emotional

Value of car

Expectation confirmation

Social Enhancement

Trend

Self identification

Innovativeness

Table 2. UX of connected car

III. Research methods

커넥티드 카 서비스의 제공 기능이 자동차 사용자 경험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Service

→

UX

Mobility

management 

-Customized service

-Ease of use

-Error recovery

-Practicality

-Safety

-Help Documentation

-Play sure

-Learn ability

Vehicle

management 

Entertainment 

Safety

-Expectation confirmation

-Social Enhancement

-Trend

-Self identification

-Innovativeness

Driver

assistance

Well-being 

Fig. 1. System model

IV. Conclusions

앞으로 커넥티드 카 서비스 시장은 자동차 제조산업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산업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의 스마트산업과 같이 기술적인 상향 평준화의 

도래로 인해 결국 사용자의 선택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용자경험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본 연구가 성공적인 커넥티드 

카 서비스 제공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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