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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윈도우를 활용한 감성 영상콘텐츠 적용 방안
Application of Emotional Video Contents Using Car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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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생활필수품이 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의 역할을 넘어 다양한 활동이 

수행되는 제2의 생활공간이 되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첨단 IT기술의 차량 용이 가속화 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과거에 비해 물질 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경쟁 주의 사회구조 속에서 많은 갈등과 스트 스를 

받고 있는 인들에게는 심신의 치유를 한 개인  공간과 콘텐츠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실내를 이에 합한 공간으로 바라보고 정서 환기를 한 상콘텐츠의 차량 용 가능성을 알아보

고자 하 다. 이를 해 우선 상의 정서  효과에 한 선행연구사례를 조사하 고 그 후 차량 내부에 

상 디스 이 환경을 설치한 후 차량을 자주 이용하는 20 ∼60  성인을 상으로 사용자조사를 실시

하 다. 그 결과, 차량 내부에서 면 도우를 통한 상 콘텐츠 감상 시 호감과 정서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자동차 탑승자에게 정서  안정감을  수 있는 상 콘텐츠를 제공, 

감상하는 방안과 그 효과를 연구함으로써 향후 자동차와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융합이  수 있는 감성  

만족감에 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 다.    

■ 중심어 :∣자동차 윈도우∣감성 영상콘텐츠∣정서 환기∣    
 

Abstract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have led automobiles to transform into more than just modes 

of transportation; they have become daily necessities as well as extensions of living spaces 

where a variety of activities can be done and automotive applications of the latest information 

technology are accelerated. Though material abundance has increased in the modern society, the 

conflicts and the stress emerging from a social structure focused on competition have increased 

as well. Such lifestyles generate a need for personal space and media content for healing the 

body and the mind. This research explores the automotive application of video content with the 

goal of refreshing the minds of the passengers. To this end, previous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emotional effect of videos, focusing on the responses of diverse groups of adults (age group 

of 20 to 60) who frequently used automobiles, which had video displays installed in them. The 

results showed that watching video contents on a full window inside a car influenced the creation 

of positive feelings7 and emotional satisfaction. The research attempts to study the methods of 

providing video contents and the effects of watching them that could aid the emotional 

well-being of passengers, and presents the possibility of emotional satisfaction created by a 

convergence of cars and multimedia conten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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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필수품이 된 자동차

는 단순한 이동수단의 역할에서 다양한 활동이 수행되

는 제2의 생활공간으로 인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

았다. 자동차가 최근 한국 소비자 3941명을 상으

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자동

차를 볼 때 떠올리는 단어로 ‘가족’(43.2%·1702명)을 가

장 많이 지목했다. ‘연인과의 추억’(5.7%), ‘친구와의 우

정’(2.2%)을 합하면 반이 넘는 51.1%가 자동차를 사

람과의 계를 이어 주는 매개체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단순한 교통수단이나 부의 상

징, 성공의 척도가 아닌 삶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1]. 랑스 문화인류학자로 컨설  업체 

아키타이  디스커버리스 월드와이드 최고 경 자

(CEO)인 클로테르 라 유(Clotaire Rapaille) 박사는 소

비자가 무의식  문화  경험을 토 로 자동차에 각자

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분석하고, 이런 상을 ‘컬처코

드’로 정의했다. 냉철한 이성  단보다 감성이 앞서는 

소비자 행동은 역사와 경험, 기억 등에 기인한다는 것

이다[2]. 이에 국내외 자동차 업체들은 자동차가 시각, 

후각, 각 등 오감(五感)을 활용하여 좀 더 감성 인 

정서  만족감을 소비자에게  수 있도록 꾸 히 연

구, 개발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고도로 발달된 과학기술과 첨단 산업

의 발달로 인들은 물질  풍요 속에서 생활의 안정

은 가지게 되었지만 경쟁 계의 사회구조 속에서 많은 

갈등과 스트 스에 살고 있으며, 이런 요소들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정신건강

에 한 많은 심이 생겨나게 되었고 다양한 분야에서 

신체 , 정신  치유를 한 다양한 콘텐츠제작이 실용

화 되고 있다[3][4].  

이에 본 연구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된 자동차의 도우

를 활용하여 지쳐있는 인들에게 정서  편안함과 만

족감을 제공할 수 있는 상 콘텐츠의 용 방안을 연구

함으로써 향후 자동차와 IT의 융합에 있어서 새로운 멀

티미디어 콘텐츠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 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첫째, 우리의 삶속에 자리 잡은 자동차의 의미에 

해 알아보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자동차 감성기술과 

디스 이의 최근 연구 개발 동향을 조사하 다. 둘째, 

인들의 내 , 외  환경요인으로 인한 육체 , 정신

 스트 스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한 자연 치유 사

례  상이 정서에 미치는 향에 해 선행연구를 

통해 이론  배경을 제시하 다. 셋째, 자동차를 자주 

이용하는 20 ∼60 를 상으로 사용자 조사를 실시

하여 차량 내 도우를 통한 상콘텐츠의 호감도  

투사에 합하고 정서  효과를  수 있는 상을 선

정한 후 실제 차량에 가상 디스 이 환경을 구 하여 

사용자 테스트를 통해 정서  만족감을 알아보았다. 사

용자조사 결과를 근거로 자동차의 도우를 통해 탑승

자에게 정서  안정감을  수 있는 상 콘텐츠를 제

공하고 감상하는 방안과 그 효과를 연구하 다. 

II. 이론적 배경 및 사례연구 

1. 자동차와 현대인의 삶
인의 삶에서 자동차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닌 

제2의 주거공간이자, 지 , 상징, 유행, 가치와 라이  

스타일 등에 한 개인의 취향을 간 으로 표 하는 

도구이며, 친구, 가족과 같은 인생의 동반자이다. 이

듯 삶의 일부가 된 자동차를 거주 공간화 하는 첨단 IT

기술 용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운 자가 차 안에서 

오락, 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와 이동통신 기술을 자동차에 목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실내 공기 질 개선, 지능형 시트 등, 

감성과 인간공학을 연결하여 인간 친화형 자동차로 삶

의 질을 높여주고 있다. 

2. 자동차 감성기술 및 디스플레이   
2.1 자동차의 감성 기술 활용 동향
최근 자동차에 한 소비자의 요구는 성능  측면에

서 감성  측면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의 미래학자 

앨빈 토 러는 “지식 정보화 시 로 표되는 21세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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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못지않게 감성을 시하는 사회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으며, 덴마크 미래학자 롤  센은 재의 정보

화 시 가 지나면 소비자에게 꿈과 감성을 제공하는 차

별화의 핵심인 ‘드림소사이어티’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

장한 바 있다[5]. 

벤츠 Attention Assist 마세라티 엔진사운드

그림 1. 자동차 감성기술 적용 사례 

[그림 1]의 국내외 자동차 업체들의 기술-감성 융합 

사례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사는 뇌 와 핸들의 센서를 통하여 운 자의 피로 

 부주의한 정도를 측정하여 커피 아이콘을 띄워주는 

“Attention Assist”를 시연하 다. 이 기능은 장시간 

는 장거리 운행으로 인해 집 력이 하된 운 자에게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지고 쉬었다 가라는 뜻의 간

이면서도 감성 인 메시지를 달하여 사고를 미연

에 방하고자 하 다. 

이탈리아 고 차 랜드인 마세라티는 엔진에서 나

는 소리를 듣기 좋게 만들기 해 개발 과정에 음악가

를 참여시켰다. 국내의 기아차에서는  세계 최 로 

향수업계와 완성차 랜드 간의 콜라보 이션을 통해 

캡슐 형태로 시트 등에 삽입하는 방안으로 랜드 고유

의 ‘향기’를 담아내는 략을 제시하 다. 이 듯 국내

외 자동차 업체들은 운 자의 감성욕구를 충족시키기 

해 꾸 히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2.2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기술과 적용 사례
2.2.1 차량용 디스 이 형태

자동차에서 시각, 청각, 각, 후각의 요도에 한  

조사(07년 Web survey)에서 시각  요소는 40%로 가

장 요시 되는 감각으로 조사되었다. 주행 에 운

자가 사용하는 감각의 부분이 시각이라는 에서 가

장효율 인 정보 달 장치는 시각 장치, 즉 디스 이

다. 물론 시각정보 달에는 소리를 통한 정보 달도 

병행된다[6]. 

K9 LCD 디스플레이 BMW 헤드업디스플레이

그림 2. 자동차 디스플레이 사례

[그림 2]와 같이 LCD 디스 이의 경우 운 자 주시

야 아래에 치하고 있으며 거리도 짧아서 요 정

보를 제공하는 메인 디스 이 장치로서 역할을 하기 

에는 부족한 들이 많았다. 이를 보완하여 운 자의 시

선에 따라 표시되는 정보의 선택과 치 가변이 가능하

고  표  주행 정보 디스 이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

는 헤드업 디스 이(이하 HUD)가 상용화되었다. 

2.2.2 곡면  투명 디스 이

재 자동차는 직선과 평면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곡면 디스 이 (Curved Display)

를 용해야 할 것이다. 

LG전자 곡면 올레드 TV 삼성전자 갤럭시 라운드 

그림 3. 곡면 디스플레이 사례

[그림 3]과 같이 2013년 4월 LG 자에서 OLED를 이

용한 세계최  ‘곡면 올 드 TV'를 출시하 다. 고강도 

경량 탄소섬유 강화 라스틱을 사용해 4.3mm의  

슬림 두께와 17kg의 경량 디자인을 구 했으며 휘어지

는 외곽부 인지도 감소 상을 최소화시키는 곡면비율

로 기존의 평면TV보다 화면을 더욱 선명하게 시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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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장 이 있다[7]. 한 삼성 자에서는 세계 최

 서블 디스 이를 탑재한 스마트폰 ’갤럭시 라

운드‘를 출시했다[8]. 서블(Flexible)과 함께 “디스

이 명”으로 주목받고 있는 투명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는 반도체 속이 아닌 탄소, 수

소, 산소, 인, 황 등의 유기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

기물질은 투명하고 스스로 발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

에 LCD와 같이 백라이트와 편 , 필터 등이 불필요

해 투명디스 이에 합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LG

디스 이는 60인치 투명 서블 OLED 디스 이

를 2017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에 있다. 이 제품은 60

인치 이상  면 에 고화질(UHD), 40% 이상의 투

과도, 곡률반경 10㎝ 등이 구 된 제품으로서 유리처럼 

투명하면서도 곡선으로 휘어져 둥 게 말아지는 형태

의 미래형 디스 이다[9]. 이 같은 형 투명 곡면 디

스 이가 양산되면 자동차 도우의 디스 이화

(化)도 앞당겨질 것으로 상된다. 

3. 영상콘텐츠와 정서적 효과   
3.1 힐링 목적의 영상콘텐츠
산업기술의 발달로 속하게 변화된 사회는 인

간에게 보다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제공하고 있다. 하

지만 가속화된 기술 발달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환

경 속에서 인은 많은 갈등과 정신  스트 스를 겪

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울증, 자살 등의 정신 인 건강

문제와 더불어 사회  문제까지 생겨나고 있다. 인

은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여유와 행복을 느끼기 해 

여행이나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 육체  정신  치유를 

하고 있으나, 시간  여유가 많지 않아 자주 활동하지 

못하는 것이 실이다. 이러한 인들에게 시간과 장

소에 구애받지 않고 지친 삶에서 몸과 마음의 치유를 

한 개인 인 공간과 콘텐츠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림 4]의 치유 상 콘텐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 동 상 사이트, 방송 채  등에서 자연 풍경을 

보여주는 `힐링 상`이 꾸 한 인기를 얻고 있다. 동

상, 방송사업자들은 바쁜 일상에 지친 인들에게 자

연 풍경이 안정감과 정서  휴식을 제공하여 꾸 한 호

응을 얻고 있다. 유료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 의 

“휴”채 은 바다, 산 등의 자연풍경등을 클래식 음악과 

함께 보여주는 힐링 상 콘텐츠로 160개 성방송 채

  10∼20 권의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고 지속

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10]. 폭력과 선정성이 난무하

는 콘텐츠 시장에서 청정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 인기

를 얻고 있는 비결이다.

KT스카이라이프의 ‘휴’채널

한겨레의 치유 전문 웹진의 ‘휴심정’

그림 4. 치유 영상 콘텐츠 사례

주 디지털독립 화 의 심리 치유 로그램 ‘힐링 

시네마 in 주’와 한겨  신문사의 치유 문 웹진 ‘휴

심정’ 등 시청자에게 복잡한 도시 생활의 피로를 풀고 

자연 속에서 즐기는 휴식 시간을 선사할 수 있는 상

콘텐츠가 지속 으로 늘어나고 있다[11]. 이 외에도 다

양한 분야에서 감성 인 요소를 부각시킴으로써 사회 

상의 정 인 요소로 감성콘텐츠의 활용분야가 다

양해지고 있다[12]. 

3.2 영상의 정서적 치유 효과
최근 사회가 복잡해지고 인간 계가 다양해지면서 

사회 활동 에 생기는 정신  스트 스를 방, 해소

하기 해 이루어지는 치료 활동  상을 이용한 심

리치료의 노력이 다방면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 콘텐츠가 정서 으로 어떠한 치유 효과가 있는지 조

사한 선행연구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윤세구(2010)의 “스트 스 감소와 이완을 한 기능

성 상 콘텐츠 제작에 한 연구”에서는 기능성(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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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콘텐츠가 스트 스 감소  이완에 있어 정 인 

향을 미칠 것인가에 해 알아보기 해 친자연 인 

상과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자연 효과음으

로 상콘텐츠를 제작한 후 10 와 20  남녀 40명을 

상으로 사 검사  기능성(명상) 상 시청후의 사후

검사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사 검사에 비해 상을 

시청한 후의 사후검사에서 스트 스 감소율이 10 는 

37.6%, 20 는 37.5% 로 참여 피험자 원의 스트 스 

지수의 유의미한 감소를 보 다[13]. 

한 노헌 (2003)의 “기능성 상 제작과 그 효능에 

한 실증  연구”에서는 상이 가장 강력한 뇌 자극 

매체로써, 치유기능의 잠재력을 검증하는 것을 목 으

로 친자연 인 상을 제작하여 30 ∼50  남녀 25명

의 직장인을 뇌 검사를 통해 실험하 다. 스트 스와 

무기력 등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상 시청 후 뇌

는 지극히 안정되고 피험자 원이 불안 수 과 긴장이 

완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14] 이 듯 10 에서 50

까지 부분의 연령 에서 친자연 인 상을 시청했

을 경우 스트 스 감소와 긴장의 완화 등 상치유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3.3 풍경을 통한 치유
‘치유(Healing)’의 어원은 ‘ 체성(Whole)’에 있는데 

같은 어원을 가지는 단어로는 ‘건강(Health)’이 있다. 즉 

‘ 상자를 체 으로 건강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내

포하고 있다’(Moyers, 1994)[15]. Relf는 ‘치유 환경으로

서의 자연(Healing Landscape)의 요성’을 강조하

고, Urich는 ‘자연요소나 조망이 스트 스를 경감시키

는데 효과 ’이라고 하 다. 치유의 풍경(아사노후사요, 

2010)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치유의 공간과 편안한 공간

을 어떻게 이미지화하는지 10∼20  청년그룹, 30∼50

 년그룹, 60세 이상의 고령자 그룹으로 응답자를 

나 어 서술식 조사를 한 결과 청년그룹 312명  88%

인 274명이, 년그룹 181명  96%인 173명이, 고령자 

그룹 180명  89%인 161명이 나쁜 생각이 들 때나 스

트 스를 받을 때, 그것이 어들거나 편안해지기 해 

치유되는 풍경이 떠오른다고 응답하 다. 한 치유의 

풍경에 한 구체 인 내용으로는 산, 녹색의 풍경, 바

다, 정원등 자연풍경의 이미지를 떠올린다고 응답하

다[16]. 국의 학자인 애 턴(Appleton, 2005)이 “사람

은 나무가 있는 풍경을 그리워한다.”라고 사바나 이론

에서 주장한 것처럼 인간은 정신 , 육체 , 사회  스

트 스를 풍경으로 치유 받는다고 할 수 있다.  

III. 사용자 조사

1. 사용자 인터뷰
1.1 사용자 인터뷰 대상 및 내용    
 자동차 도우를 이용한 상 콘텐츠 호감도와 활용

방안을 조사하기 해서 자동차를 자주 이용하는 남, 

여 20 부터 60 ( 20  6명, 3O  8명, 40  7명, 50  

3명, 60  2명) 총 26명을 상으로 1:1 인터뷰를 실시

하 다[표 1].

표 1. 사용자 인터뷰 대상 
연령  20 30 40 50 60
성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인원수 2명 4명 4명 4명 5명 2명 2명 1명 1명 1명
총26명 6명 8명 7명 3명 2명 

사용자 인터뷰 설문지 구성은 자가운 여부, 자동차

의 의미,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을 때, 즉 군가를 기다

리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 자동차 안에

서의 행동을 조사하 으며, 사례 조사와 선행 연구를 

근거로 선정한 자연 풍경 상을 자동차 도우를 통해 

보여 진다면 시청할 의향이 있는지에 한 호감도 조사 

 풍경 상 이외의 합한 상 콘텐츠의 종류 등을 

조사하 다. 인터뷰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인터뷰 질문 내용  
문항         사용자 인터뷰 질문 내용 
1 당신은 운전을 하십니까? [자가운전여부]
2 당신에게 있어서<자동차>는 어떤 의미 입니까? (인생의 동반

자, 친구, 가족 등)

3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자동차가 주정차 되어있을 때 차안에서 당신은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4
3번의 경우로 자동차가 주정차 되어있을 때 자동차 윈도우
가 스크린이 되어 아름다운 풍경의 영상이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나온다면 , 시청 하시겠습니까?  

5
자동차 윈도우가 스크린이 되어 다양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
다면, 자동차라는 공간에서 볼 수 있는 적합한 영상 콘텐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투명/불투명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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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인터뷰 내용

1번
질문

▪운전자(21명,80.7%)  ▪비운전자(5명,19.3%)

2번
질문

▪나만의 공간(57.1%)
▪나의 동반자(33.3%)
▪나만의 아이콘(4.7%)
▪자유(4.7%)

▪이동수단(60%)
▪짐꾼(20%)
▪가족의 공간(20%)

3번
질문

▪휴식(38%)
▪스마트폰 이용(33.3%) ▪대화(20%)

▪음악감상(14.2%)         
▪영상시청(9.5%)          
▪창밖풍경(4.7%) 

▪취침(20%)
▪스마트폰 이용(20%)
▪영상시청(20%)
▪창밖풍경(20%)           

4번
질문

▪시청할 의향이 있다 (92.3%)
▪시청할 의향이 없다.(3.8%) 
(바쁜 생활 속에 굳이 시간을 내어 보고 싶지 않다.)
▪기타: 정말 심심할 때 (3.8%) 
(약간 이질감이 들것 같지만, 그 점만 보완 된다면 시청할 것 같
다.) 

5번
질문

       불투명 스크린일 경우 
▪자연풍경
 (한여름 맑은 바다, 흰 눈이 내리는 겨울풍경, 넓은 들판, 바닷속 
풍경)

▪여행지 풍경(쉽게 갈수 없는 해외 여행지)
▪TV,영화 (4D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
▪나만의 추억(사진, 영상)
▪인터넷, 온라인 쇼핑 등 
▪게임(자동차,전투,시뮬레이션등)
        투명 스크린일 경우
▪겨울 풍경에 봄 풍경 투사(울창한 숲길, 벚꽃길)       
▪가을 풍경(단풍나무, 낙엽길)
▪밤하늘 (불꽃놀이, 별자리, 크리스마스 트리)

1.2 사용자 인터뷰 결과 및 분석
사용자 인터뷰 결과 첫째, 본인에게 있어서 자동차는 

어떤 의미인가에 한 응답으로는 운 자는 휴식을 취

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자 친구의 의미로, 비운 자

는 단순한 운송수단이면서 가족이 함께 하는 공동체 공

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응답하 다. 둘째, 군가

를 기다리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자동차가 주정차 되어있을 때 차안에서의 행동

으로는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웹서핑, DMB시

청, 음악 감상 등 바쁜 삶속에서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

며 자기만의 시간을 가진다고 응답하 다. 셋째, 자동차

의 도우가 스크린이 되어 이 음악과 함께 나온다면 

시청할 의향이 있는가에 해 26명  24명(92.3%)이 의

향이 있다고 답하 다. 자동차 안에서 보기에 합한 

상 콘텐츠에 해서는 모든 응답자가 숲길, 넓은 들

, 맑은 바다, 낙엽이 있는 가을풍경, 이 오는 겨울 

풍경 등 계 의 풍경과, 과거에 가보았던 추억의 여행

지나 멀어서 가기 힘든 외국 여행지의 아름다운 풍경을 

시청하길 원했고 TV방송, 화, 음악, 드라마 등의 엔

터테인먼트분야로도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상콘텐츠가 바깥의 풍경에 겹쳐서 투사

되는 경우와 도우가 불투명해진 상태에서 투사되는 

경우 모두 정 인 경험을 상하 으며 각각의 상황

에 합한 콘텐츠 형태에 한 의견을 수집하 다. 조

사 결과 자동차 안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고 차량 내 도우를 통한 상 콘

텐츠의 호감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차량 내 상 콘텐츠의 활용 가능성과 연구 개발이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용자 인터뷰 결과에 한 요약정리는 다음과 같다.

표 3. 사용자 인터뷰 결과 요약 

 

2. 사용자 테스트
2.1 차량 내 디스플레이 환경 설계 및 구현
차량 내에서 도우를 통해 상 콘텐츠를 시청하

을 경우 정서  만족감을 알아보기 해 [그림 5]와 같

이 차량 디스 이 환경을 설계 하 다.  

그림 5. 차량 테스트 환경 설계 
 

이를 해 [그림 6]과 같이 실제 차량에서 면 도

우에 흰색 종이를 덮어 스크린을 만든 후 콘솔박스 에 

소형 빔 로젝트를 설치하고 도우 스크린에 상

을 투 하게 하여 가상으로 디스 이 환경을 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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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스크린 설치 영상 투영 환경

  

그림 6. 실제 차량 테스트 환경 구현 

2.2 영상콘텐츠 선정 
앞서 조사한 선행논문의 풍경 치유효과 연구사례  

본 연구의 사용자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7]과 

같이 자연테마(숲길, 바닷가 해안) 여행테마(스 스풍

경, 리 에펠탑 야경) 증강 실 테마(  오는 풍경, 밤

하늘 불꽃쇼)를 선정하 다. 증강 실 테마는 도우를 

통해 바깥 풍경이 보이는 상태에서 이나 불꽃쇼 오

젝트가 겹쳐 보이는 경우로, 차창 밖으로 이 오는 장

면과  밤하늘 불꽃쇼를 보는 상황을 가정한 상으로 

테스트하 다. 투  상의 3가지 테마의 이미지는 다

음과 같다.

자연테마: 숲길 자연테마: 바닷가 

여행테마: 스위스  여행테마: 파리 

증강현실: 눈 오는 풍경 증강현실: 불꽃쇼

그림 7. 투영 영상 선정 테마 

2.3 사용자 테스트 진행
1차 사용자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20∼40  8명을 

상으로 테스트  인터뷰를 실시하 는데 이  4명

은 실무경력 10년 이상의 스마트 기기의 상, 음성

련 개발 연구원과 , 2명의 상 디자이  등의 문가와 

일반인 2명을 포함하고 있다. 

표 4. 사용자 인터뷰 대상 
연령  20 30 40

성별 여 남 여 남
인원수 1명 3명 2명 2명
총8명 1명 5명 2명  

테스트 참가자는 실험  재의 기분상태를 체크하

고 차량에 탑승 후 각 상 시청 후의 사후 인터뷰로 진

행되었으며, 각각의 상은 2∼3분 정도로 총 15분정도

가 소요되었다. 인터뷰 질문내용은 테마 별로 상을 

시청한 후 기분의 변화를 이야기한 후,  3가지 테마  

앞으로 본인의 차에서 이용하고 싶은 콘텐츠를 선택하

고, 상을 시청하면서 느 던 문제 이나 개선할 에 

하여 이야기하 다.

그림 8. 사용자 테스트 진행 장면 

2.4 사용자 테스트 결과 및 분석
사용자 테스트  사 인터뷰에서 재의 기분상태  

 에 한 질문에 8명  4명(50%)이 스트 스가 있다

고 답하 고, 3명(37.5%)이 하루 일과를 마친 상태여

서 피곤하다, 1명(12.5%) 만 기분이 좋은 상태라고 응

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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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응답내용 

자연테마(숲길, 바닷가 
해안)를 시청한 후 어떠한 
기분의 변화가 있었나요?  

긍정적 기분의 변화 (87.5%)
▪마음이 편안해졌다 
▪기분이 좋아졌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12.5%)
기타의견
▪실제 구현된 후 보면 좋을 것 같다. 
▪기분이 상쾌해지고, 이여행지에 가보고 싶
은 생각이 들었다. 

여행테마(스위스 기차 
,파리에펠탑)를 시청한 후 
어떠한 기분이 들었나요?  

여행지에 가 있는 듯, 즐겁고 행복한 느낌이 
들었다. (62.5%)
가본 곳 울 다시 보니 그때의 즐거웠던 기억
들이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 같다. (12.5%)
여행지에 대해 어떤 곳일까 생각하게 되고, 
기분전환이 된다. (12.5%) 
아무런 느낌이 없다 (12.5%) 

증강현실테마:투명윈도우 
(밤하늘 꽃쇼, 

눈오는풍경)를 시청을 한 
후 어떠한 기분이 

들었나요?  

가상이지만, 내가 원하는 풍경 (눈이 오는 장
면, 불꽃쇼)을 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87.5%)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의 느낌 (12.5%)

3가지의 테마 중에서 
앞으로 (본인의차, 

가족차등)이용하고 싶은 
콘텐츠를 골라주세요  

자연테마 (50%)
여행테마 (25%)
증강현실테마 (25%) 
▪기타: 영화에서 나오는 멋진 영상, 교육 콘
텐츠 등 

영상콘텐츠를 
시청하시면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영상과 같이 틀어지는 음악선정도 중요할 
것 같다.

▪ 산뜻한 향기도 가미가 되면 좋을  것 같다. 
▪스크린과 자석 간의 짧은 거리로 인하여 눈
이 피로하다

▪앞 유리 기울기를 감안해서 구현되면 좋겠
다. 

▪기울어져서 어지러울 수도 있다.
▪화면이 기울임 때문에 영상왜곡이 문제가 
될 것 같다. 

표 5. 사전인터뷰 내용 
질문 응답내용 

현재의 기분상태는 어떤 
가요?

스트레스가 있다  (50%)
하루일과에 피곤하다 (37.5%)
기분이 좋다 (12.5%) 

테스트 후 인터뷰 결과  8명  7명(87.5%)의 사용자

가 자연테마 상시청 후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

해 졌다고 응답하 고, 여행테마 상 시청 후 여행지

에 가있는 듯 행복한 느낌이 들었다고 응답하 으며, 

증강 실테마 상시청 후 비록 가상이지만 원하는 풍

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다고 답하 다. 3가

지 테마  앞으로 이용하고 싶은 콘텐츠는 자연테마 4

명(50%), 여행테마 2명(25%), 증강 실테마 2명(25%)

으로 3가지 테마 모두 고루 심을 보 다. 테스트 결과 

시청 후 기분의 변화로 정 인 정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정서 치유의 목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

테마로 활용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단하 다. 테스트 

인터뷰 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6. 테스트 후 인터뷰 결과 요약

  

그림 9. 시청환경 개선방안

상콘텐츠를 시청하면서 느낀 개선 에 해서는 

상과 배경음악이 같이 나오는 것도 좋지만 어울리는 

향기도 같이 가미되면 좋을 것 같다고 답하 고 앞 

유리의 기울기와 사용자와의 거리 때문에 장시간 바라

볼 시 이 피로하거나 어지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의견을 들은 직후 [그림 9]와 같이 

장에서 탑승자의 의자의 거리와 등받이 각도를 조정해

보았는데 이를 통해 어지러움과 의 피로도가 어느 정

도 어진다고 응답하 다. 자동차 도우의 곡면과 기

울어짐으로 인한 상 왜곡의 문제는 최근 삼성 자와 

LG 자가 공개한 화면 왜곡을 최소화 한 곡면 HD TV

나 HLB사에서 색상 첩 상과 화면의 왜곡을 최소화

한 HUD를 개발하는 등 디스 이 기술의 발 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상한다.   

IV. 결 론 

인의 삶의 일부이며 생활공간인 자동차 도우

의 스크린을 활용하여 감성 이고, 정서  만족감을 제

공할 수 있는 상 콘텐츠의 용 방안을 연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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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조사와 선행연구를 통해 자연 풍경 상이 주는 치

유 효과를 알 수 있었고 사용자 인터뷰와 실제 차량 탑

승테스트 결과로 상 콘텐츠에 한 호감도와 정서

인 만족감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공간

인 제약을 받고 있는 인들에게 자신만을 한 시

간과 공간으로 채울 수 있는 자동차의 도우를 통한 

다양한 테마의 상시청은 정서  만족감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 게임, 교육 콘텐츠 등의 다양한 분야

의 개발로 사람들에게 친근한 엔터테인먼트 수단으로

서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시 디스 이 환경을 만들고 비교

 은 피험자를 상으로 차량 테스트를 실시하 기 

때문에 재 단계에서 일반화까지는 어려웠지만 향후 

연구를 통하여 일반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한 한계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차량 내 도우를 이용한 

상콘텐츠에 한 새로운 시도를 하 다는 에서 그 의

의를 두고자 한다. 향후 자동차 도우 스크린을 통한 

상콘텐츠의 다양한 분야의 활용과 련된 연구가 지

속 으로 이어져 나가기를 바라며 자동차와 IT산업의 

융합에 있어서 새로운 멀티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가능

성과 활성화를 기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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