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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율주행 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자동차는 미디어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차량 내 인포테인먼

트(IVI) 시스템의 성장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다양한 혜택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사업자들의 기술 개발 

및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용자가 실제로 원하는 IVI 시스템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는 IVI의 주요 속성별 이용자 선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컨조인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IVI의 여러 속성 중 제공사업자, 시스템 

구동 형태, 중심 서비스, 중점 콘텐츠의 순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신사 주도형,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 정보 중심의 서비스와 기존에 소비하던 콘텐츠 위주로 제공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IVI 개발에 있어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 특히 융합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제공

하며, 향후 전문가 조사에 기반한 연구가 이루어지면 의미 있으리라 기대한다. 

주제어 :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제공사업자, 시스템 구동 형태, 정보, 엔터테인먼트, 컨조인트 분석

Abstract  With the advent of the autonomous driving era, automobiles are being discussed as an 

extension of the media. The growth of the in-vehicle infotainment(IVI) system can provide various 

benefits and values   to the driver and passengers. Although the development and research of related 

technologies is being carried out, there has been no research that specifically identified users' 

valuation on the main attributes of IVI systems. This study uses conjoint analysis to investigate key 

attributes and users' preference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most important attribute for IVI system 

is provider, followed by system operation type, main service and content type. For each attribute, 

consumers prefer a detachable infotainment system provided by a telecommunication company, and 

prefer to use information-oriented services and content that they have previously consumed. This 

paper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especially in terms of convergence, that operators can refer to 

in IVI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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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율주행 환경이 도래하면서 자동차는 더 이상 이동 

수단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동 환경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며 소통한다. 즉 자동차는 미디

어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디어 자체이자 미디어

를 담는 그릇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미래자

동차 산업 발전 전략에 따르면 10년 내로 자동차는 달리

는 스마트폰, 움직이는 사무 공간, 도로 위의 쇼핑몰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되며, 10년여 전에 일어났던 스마

트폰 혁명이 10년 후에는 미래차 혁명으로 재현될 것이

라 예상된다[1]. 특히 자동차가 미디어를 향유하는 공간

이라면, 미디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은 차량 내 인

포테인먼트 시스템이다. 

우리가 자주 이용하던 지도나 내비게이션 서비스와 같

은 운전에 필요한 정보 그리고 차량 상태에 관한 정보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보다 더 진화한 형

태로 제공될 것이다. 또한 자율주행시대가 도래하고 운

전자가 전방 주시나 차량 제어와 같은 운전 관련 업무로

부터 보다 자유로워지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 대한 소비도 더욱 확장될 

것이다[2]. 우리는 전화나 문자 기능에 초점을 두었던 

2G 핸드폰 시대로부터 스마트폰 시대로 발전하면서 스

마트폰을 통해 소비하는 정보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양과 질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미디어 산업의 지

형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러한 변화가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다시 한 번 목도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어떤 모습의 스마트폰을 통해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

루어져 왔듯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한 유

사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시장조사기업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전세계 차량용 인

포테인먼트 시장은 2021년 약 208억 달러 규모에서 2027년 

약 38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해 연평균 10.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3]. 자동차를 만드는 글로벌 사업

자들의 노력과 거대 IT(Information Technology) 기

업들의 노력으로 자율주행자동차 환경이 머지않은 미래

에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1의 3

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

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즉 보다 완전한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가 

보급되면, 운전자와 승객의 구분이 점점 희미해질 것이

며, 자동차 자체가 운전을 하는 주체로 기능하게 될 것이

다. 이에 따라 기존의 운전자가 차 안에서 운전 외의 일

이나 휴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도래한다면, 미디어 기능

을 하게 될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혁신 역시 필

요하다.  

자율주행기술을 비롯해 통신기술의 발달과 커넥티드 

카의 확산에 따라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각광을 

받고 있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운영을 가능

하게 하는 커넥티드 카는 통신망에 연결된 자동차를 지

칭하는 용어이며, 커넥티드 카에서는 4G LTE, 무선랜과 

같은 다양한 이동통신기술이 활용된다[4]. 커넥티드 카는 

미디어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

템은 스마트폰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경쟁상대인 스마트폰의 

확장 이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자

동차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4]. 

한편 자동차와 IT의 융합생태계에서는 자동차를 생산

하는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과 스

마트폰 시장을 휩쓸고 있는 거대 IT 기업들의 협력과 경

쟁이 한창이다. 생태계의 중추 역할을 하는 플랫폼을 누

가 선점할 것인지를 두고 끊임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2]. 결과에 따라 생태계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게 

그려질 수 있지만,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성장

은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하나의 미디어 공간

으로 인지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자동차를 미디어 영역의 연장선에서 해석해 본다면, 

미디어 관련 연구에서 이용자에 대한 연구가 연구의 중

요한 축을 이루어왔듯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 즉 이용자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수반되

어야 한다. 한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관련 기존 

연구들은 기술적 측면의 논의, 보안 관련 논의, 시각적 

디스플레이나 인터페이스 관련 논의 등에 집중되어 있고 

사회과학적 측면에서의 논의, 특히 이용자 측면에서의 

논의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

스템이 아직까지 성장 단계에 있음을 고려할 때 구체적

인 발전 방향과 모습을 그려나가기 위해서는 소비자이자 

중요한 이해관계자 중 한 축을 차지하는 실질적인 이용

자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수적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자율주행자동차 환경의 도래에 대한 기대 하에, 차

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수용의 근간이 되는 주요 속

성에 대한 선호도를 이용자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디어 연구의 확장을 시도하고, 관련 사업자

에게 주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주요 속성에 대한 이용자 선호 분석 619

2. 기존문헌 검토 

2.1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관련 연구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란 정보(Information)

와 오락(Entertainment)의 합성어다. 즉 차량용 인포테

인먼트 시스템(In-Vehicle Infotainment)은 차량 내의 

운전자나 동승자에게 여러 가지 정보나 오락적인 기능을 

모두 제공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5]. ICT 기술

의 발전에 힘입어 이전보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 제공하는 기능 혹은 서비스가 풍성해지고 있다. 

이러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관련한 기존 문

헌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 네트워크 기술의 고도화[6], 안정적인 정보 전달 기

법[7]이나 보안에 대한 연구[8], 차량 내 VR이나 AR 기

술 활용 사례 분석 연구[9], UI나 UX 관련 연구[10,11]

와 같은 기술 관련 논의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 왔다.

사회과학적 측면에서의 논의, 특히 이용자 관점에서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차량용 인포테인먼

트 시스템에 대한 이용의사[12-14]나 이용 저항 의사[2], 

이용자의 만족도나 안전감 인식에 대한 조사[15] 등이 이

루어져왔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한 이용 의사의 경우 

해당 시스템이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가치가 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기술수용모델에 기반해 카 인포테인먼트 서비스의 

유용성과 용이성, 유희성 등이 카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에 대한 태도와 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13], 통합기술수용이론을 기반으로 응대정확성과 같은 

시스템 속성 및 혁신성와 같은 사용자 속성이 수용 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14]가 진행되어 왔다. 또

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서비스에서 지능형 개인비서의 

지속사용의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연동형 차

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서비스 호환성, 실시간 상

호작용성, 주행안전성, 개인화된 엔터테인먼트가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12]. 음성인식 에이전

트를 중심으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관련 이용자의 안전

감이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제조사의 전문성은 안전감에, 자동차 제조사와

의 일치성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정리하자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한 이용

의사를 중심으로 이용자 관점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특성이나 제공하는 가치

의 영향력 유무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

다. 현재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자

의 경쟁과 기술적 발전 노력이 지속되고 있기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주요 속성별로 소비자가 선호하

는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하여 관련 분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2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제공 방식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 카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차

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운전자에게 자동차 안에서 

새로운 경험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주

목되고 있다. 이러한 기대와 전망에 따라 자동차나 자동

차 부품 제조사 외에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거대 IT 기

업, 이동통신 사업자 또한 시장의 경쟁자이자 협력자로 

유입되고 있다[4,12]. 향후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과 커넥티드 카의 발전 방향을 좌우하고 차량용 운영체

제 시장 장악을 위한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 차량은 그 자체로 복잡한 기기이며, 기술적 문제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의 안전과 바로 직결될 수 있

다. 따라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어떤 사업자

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는지는 소비자가 이용 여부나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선호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구글이나 아마존, 네이버와 같은 IT 사업자가 주도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 이미 친숙

한 검색, 메일, 결제와 같은 서비스를 차량으로 자연스럽

게 확장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글의 안드로

이드 오토(Android Auto)는 이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관련 시장에서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

며, 아마존 역시 음성인식 비서인 알렉사(Alexa)를 차량

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면서 관련 시장에 진출하

였다. 

한편 통신사업자 역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개

발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현대기아차와 더불어 통신사들이 5G 네트워크를 앞세워 

자율주행차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5]. 자율주행차 시대

가 도래하면서 인포테인먼트 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되

고 있으며, VR이나 AR 기술이 자동차 내에 접목되면서 

주행이나 차량 관련 정보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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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시각화하고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17]. 이에 VR이나 AR과 같은 대용량 실감콘텐츠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5G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통

신사업자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

에서 통신사업자가 주도적으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

스템을 제공하는 경우, 초연결과 초고속에 기반한 서비

스 제공이 가능하며, 기존의 통신 서비스와 함께 묶음 상

품으로 차량용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IT기업이나 통신사업자의 시장 진입에 대응해 전통적

인 자동차 제조사업자 역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에

서도 최근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와 같은 완성

차 브랜드들의 자체적인 IVI 시스템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차량

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개발을 주도할 경우 차량 설계

에서부터 서비스가 기획되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연결을 위한 별

도의 설정이나 케이블이 필요치 않다는 강점이 있다[4]. 

기존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개발하는 차량용 인포테

인먼트 시스템은 차량에 탑재된 형태로 제공되는데, 이

와 같은 시스템 구동 형태와 관련해서는 차량에 탑재된 

형태인지, 혹은 탈부착이 가능한지 여부로 구분될 수 있

다. 자동차 업체나 외부 개발사를 통해 제작된 인포테인

먼트 시스템이 자동차에 내장 혹은 탑재된 형태를 OEM

이라고 하며, 차량 출시 후에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설치

하는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를 애프터마켓(After Market)

이라고 부른다[4].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자동차가 제조

될 때부터 부착되어 설치된 상태로 판매되는 OEM 형태

는 차량에 탑재된 내비게이션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내비

게이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애플의 카플레이(Carplay),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

가 애프터마켓 방식으로 제공되는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

하기 때문에 탈부착 형태이며, 스마트폰으로 이용 가능

한 서비스를 차량 내 시스템으로 쉽게 연동시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8]. 실제로 미디어 컨슈머 리포

트가 2020년 7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

보면, 애플의 카플레이에 대한 만족도가 음성 전화나 내

비게이션, 음악이나 오디오, 음성-문자 전환 서비스와 같

은 모든 부분에서 자동차 자체 IVI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8]. 또한 기존에 이용하던 

익숙한 스마트폰 환경에서의 인터페이스를 확장하는 형

태이므로, 조작에 있어 운전자의 주의 분산 위험을 줄여

줄 수 있다[19]. 

애프터마켓 형태가 2020년 기준 차량용 인포테인먼

트 시스템 시장의 3/5 이상을 차지하여 현재로서는 가

장 보편적인 형태인데, OEM 형태 역시 2028년까지 연

평균 8.0%라는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 예측되

어[20] 이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 특히 미디어 컨

슈머 리포트의 조사 결과에서 안드로이드 오토는 OEM 

형태의 자동차 자체 IVI 시스템보다 만족도가 낮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 설문 당시 안드로이드 오토와 호환되

는 자동차 모델 수가 적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18]. 

2.3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한 콘텐츠 소비

기존 미디어 소비 관련 연구에서는 미디어 불변 가설

[21]을 통해 개인이 미디어 소비에 소비할 수 있는 시간

의 총량은 어느 정도 일정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자율주

행차가 발전함에 따라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에 할당했던 

시간이 유휴 시간으로 변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시간에 제공될 서비스가 중요해지며, 이 중 미디어 영역

이 시간과 공간 활용에 있어 주목받는 서비스로 언급되

고 있다[22].

시장조사기관 딜로이트(Deloitte)의 조사에 따르면 미

국에서의 차량 내 미디어 소비 시간은 2030년에는 약 

520억 시간, 2040년에는 자율주행 기술에 힘입어 약 

950억 시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23]. 이에 따라 자

동차 안에서 어떤 서비스 혹은 콘텐츠를 주로 이용하는

지가 중요한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인포테인먼트 서

비스는 정보형 서비스와 오락형 서비스가 통합된 형태를 

의미하는데, 기본적으로 차량 운행과 관련된 정보를 중

심으로 시스템이 제공될 수 있다. 이 때 제공되는 정보는 

부품의 소모 정도, 고장 부위, 연비 등 차량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포함한다[5]. 특히 기존에 2D 

형태로 제공되던 차량 위치나 자동차 주변 상황, 전방 상

황 등에 대한 정보를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활

용해 3D 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다[24].

한편 영상, 음악, 게임, 검색, 결제. 광고 등 엔터테인

먼트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스템이 제공될 수도 있다. 

특히 자율주행 환경이 도래하고 운전자가 전방 주시나 

차량 제어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나게 될수록 다양한 인

포테인먼트 콘텐츠의 소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5]. 물론 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되기 전까지

는 운전자가 운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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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현재의 기술 발달 수준을 고려하면 운전자 차원에

서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운행 보조 기술이 

부각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

로 제공할 것인지가 사업자들의 주요 전략이 될 수 있다

[4]. 하지만 결국에는 차량에서 운전자와 동승자의 구분

이 없어질 것이며[25],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볼보는 넷플릭스와, 포르쉐는 애플 뮤직과

의 제휴를 발표하는 등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확장을 위

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24]. 최근 디즈니, 워너브라더

스와 같은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도 자율주행 환경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소비할 수 있는 미디어 서

비스를 개발하고 미디어 소비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

다[5]. 차량이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소비 공간으

로 확장되고 실감형 콘텐츠와 같은 새로운 콘텐츠의 적

용 가능성이 검토됨에 따라 차량 업계들은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활발한 제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가령 차량 내 

보다 진보된 디스플레이 제공을 위한 기술적 노력을 대

부분의 차량 업계에서 진행 중이다[26].

특히 현재의 기술 발달 수준으로서는 운전자와 탑승자

의 차량 내에서의 경험은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에 CES 2022에서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콘티넨탈

(Continental)이 승객이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할 때 

운전자에게는 보이지 않게 디스플레이 하는 방식으로 운

전자의 주의 분산을 야기하지 않는 기술을 선보여 혁신

상을 수상한 바 있다[27].

이처럼 차량 내에서 소비할 핵심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 자율주행 시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임이 강조되고 있는데[5], 차량 내 인포테인

먼트 시스템은 기존 미디어 이용이 확장되는 형태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이용도 가능하게 한다. 즉, 

TV, 스마트폰 등을 통해 평소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중

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 나아가 차량 내에서

만 즐길 수 있는, 차량 환경에 특화된 오리지널 콘텐츠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도 있다. 

이동성 이동 시간과 같은 차량 내에서의 특성을 살린 

차별성 구축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중요하

게 요구되는 요소 중 하나이다[4]. 과거 인포테인먼트 시

스템의 초기 단계에서 이용 가능했던 DMB 서비스의 경

우에도 DMB의 이동성, 개인 미디어, 양방향성, 소형화

면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이에 적합한 콘텐츠 장르나 표

현방식이 필요함이 강조된 바 있다[28]. 즉 이 당시부터

도 킬러 콘텐츠의 중요성은 강조되었고, 다른 매체와는 

구분되는 독점적인 콘텐츠를 공급하는 등 킬러 콘텐츠 

개발 및 발굴을 위한 전략적 필요성이 주목된 것이다

[29]. 최근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경우에는 서비

스가 제공되는 차량 자체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모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혁신이 이루어졌고, 차 

안에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환경 또한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이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형태에 대한 고민도 새롭게 필요하다. 

즉 차량용 환경에 보다 맞춤화된 차량 내에서만의 경

험을 위한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개발과 구상이 이루

어지고 있다.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게임

의 경우 차량 내 창문 등을 디스플레이로 활용해 VR이나 

AR에 기반한 게임, 현재 운전 중인 지형에 보다 적합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광고와 관련해서는 운전자의 위치

를 파악한 후 근처 시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운전자 

혹은 동승자의 스마트폰 이용 행태를 분석해 위치와 취

향에 부합하는 개인화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

[24]. 이처럼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엔터테인

먼트 콘텐츠의 개인화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관련 서비

스에 대한 사용의도가 증가할 수 있다[12]. 

정리하자면, 차량은 개인적인 공간에 해당되며, 주행 

중 위치가 변화하고 흔들림이 있으며, 출발지와 목적지

가 있기에 탑승하고 있는 시간의 제한도 있다. 이런 특성

들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만나 차량이라는 환

경에 더욱 적합한 서비스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발판

으로 활용될 수 있다. 위치와 흔들림을 VR이나 AR에 활

용하고, 위치정보와 개인정보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차량 탑승 시간에 맞춘 맞춤

형 콘텐츠 소비가 선호될 수 있다. 이에 소비자가 어떤 

유형의, 얼마나 특화된 콘텐츠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사업자가 다양

한 형태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시사점을 제공

하기 위해서는 실제 소비자가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선

호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컨조인트 분석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은 제품이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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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등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 정도, 그리고 소비자가 각 

속성에 부여하는 상대적 중요도와 각 속성 수준의 효용

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30]. 컨조인트 분석 방법은 

소비자가 여러 속성으로 구성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

하는 상황에 적용할 수 있기에 주로 마케팅 영역에서 활

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미디어 영역에서도 자주 활용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컨조인트 분석 방법을 활용해 유

료 디지털 뉴스 콘텐츠에 대한 지불의사를 분석한 논문

[31], 신문사의 통합형 플랫폼에 대한 지불의사를 연구한 

논문[32] 등이 존재한다. 뉴스 산업뿐 아니라 방송 산업

에서도 관련 연구는 진행되었는데, 새로운 형태의 서비

스인 모바일 IPTV에 대한 지불의사[33], 넷플릭스와 같

은 OTT 서비스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지불의사 차이

[34] 등이 분석되어 왔다. 미디어 영역에서 나아가 최근

에는 O2O 서비스[35]로도 컨조인트 분석방법이 확대되

어 활용되고 있다. 

컨조인트 분석을 위해서는 주요 속성을 도출하여야 하

는데, 이상에서의 논의에 근거해 아래 <표 1>과 같이 제

공사업자, 시스템 구동 형태, 중심 서비스, 중점 콘텐츠

를 주요 속성으로 도출하였다. 제공사업자의 경우 IT 사

업자가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통신사업자

가 주도적으로 제공할 것인지, 자동차 제조사업자가 주

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의 세 가지 속성의 수

준으로 구성하였다. 시스템 구동 형태와 관련하여서는 

스마트폰을 연동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

는 탈부착 가능한 애프터마켓 형태로 제공할 것인지 아

니면 차량에 탑재되어 부착된 형태로 제공할 것인지의 

두 가지 수준으로 구성하였다. 중심 서비스의 경우 차량 

및 운행과 관련된 정보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할 것인

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할 것인지의 

두 가지 수준으로 구성하였으며, 중점 콘텐츠의 경우 평

소 이용 가능한 콘텐츠 중심으로 제공할 것인지, 차량 환

경에 보다 특화된 오리지널 콘텐츠 중심으로 제공할 것

인지의 두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컨조인트 분석을 위해서는 이상에서의 속성과 속성들

의 수준에 기반한 선택 대안 집합을 설계하는 자료 생성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속성들의 수

준은 제공자업자 3개, 나머지 세 속성들의 경우 2개로 구

성되어 36개의 선택 대안집합을 이루지만, 36개를 모두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부분요인설계

(Fractional factorial design)를 통해 비교해야하는 대

안의 수를 감소시켰다.

Attributes Levels

Provider

1
IT companies such as Google and Naver lead the 
service provision

2
Telecom operators such as SK Telecom and 
AT&T lead the service provision

3
Automobile manufacturers such as BMW, 
Mercedes-Benz, and Hyundai Kia lead the 
service provision

System 
operation 

type

1
Provided in a detachable form so that the IVI 
system can be used by linking a smartphone

2 Provided in a vehicle-mounted form

Main service
1

Information services related to vehicle and 
operation

2 Entertainment services such as music and video

Content type

1
Content that can be used on a daily basis 
through TVs and Smartphones

2
Specialized original content that can only be 
enjoyed in the vehicle

Table 1. Attributes and levels used in conjoint analysis

구체적으로는 세부 수준이 2개로 구성된 속성이 3개, 

세부 수준이 3개로 구성된 속성이 1개이므로, 부분요인

설계를 통해 총 24개의 대안 중 1/(3x1)=1/3 만큼의 대

안만을 고려하면 된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SPSS 19.0 프

로그램을 활용해 8개의 선택 대안 조합 카드를 도출하였

으며, 설문 응답자에게 8개의 카드에 대한 선호도를 평

가하도록 하였다. 즉 다요인 평가방법(multi-factor 

evaluations)이라고도 불리는 완전 프로파일 접근법

(full-profile approach)을 통해 소비자의 선호 정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3.2 표본 선정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온라인 전문 설문조사 업체 마크로밀엠브레

인를 통해 운전 경험이 있는 사람, 즉 운전자 중 인포테

인먼트 서비스(음악, 지도 서비스 등)를 이용해 본 경험

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할당표집방법을 통해 20대부터 50대까지를 대상으

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이해도를 높

이기 위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무엇인지, 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제공하는 주요 속성이 무

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모두 읽은 후에 선택 대안에 관한 

문항에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총 349명의 응답이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속성은 

아래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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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s N %

Gender
Male 174 49.9

Female 175 50.1

Age

20-29 85 24.4

30-39 88 25.2

40-49 87 24.9

50-59 89 25.5

License holding 
period

Less than 1 year 5 1.4

1-5 years 65 18.6

6-10 years 68 19.5

11-15 years 61 17.5

16-20 years 65 18.6

more than 21 years 85 24.4

Total 349 100.0

Table 2. Demographic information of the respondents

4. 연구결과 

분석결과,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응답자는 제공사

업자, 시스템 구동 형태, 중심 서비스, 중점 콘텐츠의 순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차

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서

비스나 콘텐츠를 소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보다 

선결적인 논의로서 어떤 사업자가 어떤 형태로 제공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유틸리티 추정은 각 요인수준이 갖는 효용값을 의미하

는데, 효용값이 클수록 보다 선호되는 요인 수준인 것으

로 평가된다. 제공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소비자들은 통신

사가 주도적으로 제공하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자동

차 제조사가 주도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T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식이 가장 덜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율주행이나 커넥티드 카 환경에서 

사고나 기술적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의 안전이나 

생명에 대한 상당히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소비자들이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생각된다. 

시스템 구동형태와 관련해서는, 자동차에 탑재되어 제

공되는 형태보다는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프터마켓 형식을 선호하는 결과는 

내장되어 있는 시스템의 경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같

은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Attributes
Averaged 

Importance
Levels Utility

Provider 45.277

Telecom operator 0.299

Car manufacturer 0.057

IT company -0.356

System operation 

type
24.318

Detachable 0.144

Mounted -0.144

Main service 15.761
Information 0.188

Entertainment -0.188

Content type 14.644
Expand existing 0.097

Original -0.097

Table 3. Results of conjoint analysis 

중심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보다 

정보 중심의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와 자율주행 차량의 상

용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또한 하루 평균 운전시간과 관련해 1시간 이

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349명 중 187명으로 무

려 54.4%를 차지했으며, 1시간에서 2시간 사이가 114

명으로 32.7%를 차지했다. 운전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응답자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은 측면도 있었

을 것이라 보인다.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차량용 환경에 

보다 특화된 오리지널 콘텐츠보다는 기존에 소비하던 콘

텐츠를 확장시켜 소비할 수 있는 형태를 더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

스템에 대한 이전 경험, 연령 등에 관계없이 유사한 패턴

을 보였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제공사업자, 시스템 구동 형태, 중심 서비

스, 중점 콘텐츠와 관련해 소비자가 어떤 형식으로 제공

되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선호하는지를 살펴

보았다.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IVI의 여러 속성 중 제공

사업자, 시스템 구동 형태, 중심 서비스, 중점 콘텐츠의 

순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신사 

주도형,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 정보 중심의 서비스와 기

존에 소비하던 콘텐츠 위주로 제공되는 인포테인먼트 시

스템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통신사가 주도하는 서비스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IT 사업자나 기존 자동차 제조사의 경우 자동차 자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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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연결망과 관련해 안정적인 연결 환경에 대한 보장

을 담보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또한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이면서도 연동 가

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차량 내에서 즐길 수 있는 혁신적

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소비자가 체험할 수 있게 유

도하는 마케팅적 노력도 절실해 보인다. 본 논문에서의 

결과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수준에

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운행 중 스마

트폰을 통해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며 자

동차는 하나의 확장형 기기(device)로 인식하고 있는 모

습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기술의 발전 정도와 소비자 

인식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현재 스

마트폰을 연결해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기에 현재 수준 이상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

려운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기에 보다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자들의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특화된 콘텐츠에 대한 선호가 낮게 나타난 것

과 관련해서도 차량 내 환경을 콘텐츠 소비 맥락으로 포

함시키는 경험을 소비자가 체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과 마케팅에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와 관련 시장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차량용 인포테

인먼트 시스템과 차량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

트 콘텐츠를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다. 즉 무궁무

진한 가능성과 시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아직까지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존재감을 형성한 서비스는 보이지 않는 실정이

다. 이에 차량 내에서 즐길 수 있는 획기적인 서비스에 

대한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자율주행차 환경에서 제공되는 차량용 인포테인

먼트 시스템은 관련 산업간의 경계가 허물어진 고도화된 

융합 서비스이기에, 각 사업자는 생존을 위해 협업과 투

자를 통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즉 각

자의 기존 시장에서의 역할에 집중하기 보다는 이 융합 

시장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게 필요하다

는 것이다. 새로운 생태계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느냐

는 파트너들이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와도 연결

된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 티빙과 현대자동차가 차량용

OTT 개발과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사례는 의미 있다 생

각한다.

본 연구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의 보다 구체적인 속성

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를 실질적으로 분석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을 지니고 있

다. 우선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최대한 설문 

대상자의 이해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도가 충분히 담보

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연구결과가 

현재 수준에서 이용자들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 것에 비추어볼 때, 차량용 인포테인

먼트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용자

의 이해도가 높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향후 전문가

들을 대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해 이에 대한 보완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설문 대상자에 대한 구체화, 그리고 운전

을 업(業)으로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세분화를 진행하는 

것도 의미 있는 후속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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