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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목적 
연구과재개요 

개요 

범위 

목표 

• 과제명:모든자량에호환가능한대량맞춤형캠핑용하우징및서비스디자인 

• 과제주제:모든차량에호환가능한대량맞춤형캠핑용하우징및서비스디자인개발율통한시장주도형제품및서비스디자인개발 

• 중점 사항 : 고객 맞춤형 캠핑용 하우징 이용 단계별 디자인 로드맵 제시 및 서비스 시나리오 고도화 

• 과제 기간 : (2자 년도) 2022.8.1. ~ 2022.10.31. （약 3개월) 

• 사용자 경험 기반 서비스 시나리오 고도화 연구 

- 제품및시장트렌드조사분석정리 

- 캠핑 활동 Value 영역 정의와 사용자 경함자원 분석을 통한 고객 경험 맵핑 (Customer Experience Mapping) 

- 개발 콘셉트 및 제품 활용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활용성 조사를 통한 서비스 시나리오 기반 사용자 활용성 연구 

- 테마별 콘셉트 설정 (Seed Idea)에 따른 시나리오 고도화 

- 컨셉 포지셔 닝 및 스코어모델(가중지) 분석과 서 비스 제공자 분석을 통한 사용자 경험 기 반 서 비스 시 나리오 고도화 

• 캠핑용 하우징 사용자 경험 기반의 서비스 시나리오 고도화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

•

•

•

1-1. 연구목적 
R&D최종목표 

고객 라이프스타일 반영 온라인 시뮬레이션 서비스 개발 

Lego-Style 캠핑용 하우징 개발 

캠핑 용도별 퍼니쳐 모듈형 박스 개발 

대량 맞춤 캠핑용 하우징 표준화 가이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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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라이프스타일및가지도줄 
、
|
/
、
|
/

/|__\r||̀  

사용자시나리오고도화및 검증 제품 디자인 기구물 고도화 및 양산 준비 

사용자시나리오개발 비즈니스모델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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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구물양산팔로우업 

제품트렌드연구및콘셉트디자인개발 제품디자인 확정 및 기본설계 진행 

r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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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__

` 비즈니스모델고도화및검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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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Lego-Style캠핑용하우징 기본기술개발 온라인 시뮬레이션 UX/U| 디자인 및 서비스개발 

( 
제품표준화가이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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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방법 
DoubleDiamond Design Process 

발견(Discover) 

- Desk Research 
- Observation & Interviews 

-Service Blueprint 
- UserJourney map 

- 재풀&Al장트렌드조사몇분석 
- 사용자PainPoint몇 Insight발견 
- 산업현황및시장등향분석 
- 미래캠핑핵실키워드도출 

정의{Define) 발전(Develop) 전달 (Deliver) 

-
- New UserType Definition - Design Concept - Design Idea & Scenario 
- Issue Keyvvord map - User Experience Dimension Map - Business Model Canvas 
-Camping value (Timely, Special Function, -Kano Model -Service Flow 
Meaningful -Scoring Model -Service Manual 

-Concept Positioning Map 

- 캡핑뉴트렌드를반영한사용자재정의 
- 캡핑value영역정의 
- 헥십 n1소나고도화 

- 미래사용자경험자원분석 MAF》 
- 헥실시나리오씨드발굴몇테마선정 
- 아이디어검증및우선순위선정 

- 최종서비스시나리오도즐및고도화 
- 최종프로토타입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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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모형 
ServiceModel 

노 

구매, 대여 및 요구사항 정보 전다 

• 캠핑 정보 및 인터뷰 데이터 제공 

사용자 

• 고객 잠재 Needs 및 |nsight 발견 
』^ • 고객 맞춤서비스구축 

고객유형진단서비스제 C> 
• 고객 유형별 맞춤형 제품 주전 
• 제품 정보 및 관리 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 

• 제품개발기획서 제공 제조사및유통 

• 산업 분석 및 트렌드 분석 자료 제공 
• 고객 유형별 맞춤 서비스 시나리오 제공 

•제품제 공및제품정보제공 

” 

KIDP 판매대리점 

•고객데0 1 터및요구사항관리 

•고객유형진단툴제공 
• 고객 유형 별 맞춤형 제품정보구축 

온라인 
원스톱서비스 

MOBILE&WEB 



II. 발견(Discover) 

2-1. 캠핑카 산업 현황 및 연구 방향 

2-1-1. 캠핑카 산업 1자년도 선행연구 
2-1-2. 캠핑카 산업 2자년도 연구과정 
2-1-3. 캠핑카 산업 개요 
2-1-3. 캠핑카 산업 기술 개요 
2-1-4. 캠핑카 산업 시장 동향 

2-2. 트렌드분석 

2-2-1. 메가 트렌드 이슈 및 분석 
2-2-2. 미래 캠핑 포커스 트렌드 도줄 
2-2-3. 미래 캠핑 핵심 키워드 도출 

2-3. 사용자 잠재 Needs 및 가치 도즐 

2-3-1. User Shadawing & In-depth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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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캠핑카 산업 현황 및 연구 방향 
2-1-L캠핑,t산업 1자년도선행연구 

캠핑개념정의 및트렌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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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캠핑카 산업 현황 및 연구 방향 
2-1-2.캠핑,t산업끄昭도연구과정 

미래캠핑테마도출과정 

포커스트렌드분석 

:키워드도출 

I 언택트와 콘택트의 조화 | 
I 고객 경험의 연속성 강화 | 

I 휴먼터지 | 
1 본래의 가지 | 
I 레이어드캠핑 | 
I 나노사회 | 

핏사이징 (Fitsizing) | 
짧고강렬한재미 | 

> 人桂종자Va lue 분석 

:잠재 Needs 발굴 

...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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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오1~昌胃「적화 1 

안전함&견고함 

I 개인 맞:::1:1마이징 | 
원격제어 

I 필요에 따己雷가능한 공간 | 
지속가능성 

I 안락하::：한 공간 | 
맞춤형 레이어드 공간 설계 

편안함&안락함 

자박,편의성 1 개인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1 개방감 1 
온라인 원스톱 통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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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캠핑카 산업 현황 및 연구 방향 
2-1-2.캠핑,t산업 개요 (caseStudy) 

사용자 라이프스타일 기반 맞춤형 개인화 서비스로 진화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용자 경험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기반 맞춤형으로 개인화된 캠핑카 서비스 등장 

시71 

서비스내용 

주공급자 

주이용자 

주요시스템 

기능중심 고객경험증심 

2020년 2021년 

· 고객의 다양한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사이즈,다양한 I . 코로나19이후캠핑카내부보다외부경험을중시하는 

형태의캠핑카제작 

· 자박용으로개조가능한자량제공(레이,카니발등) 

· 캠핑카튜닝시뮬레이션기술율활용한레이아웃변형 

人|각화 

· 중소기업규모캠핑카제작업체및판매대리점 

·완벽한기능이탑재된캠핑카를원하는캠핑초보자및 
전문7~ 

· IOT 기술기반자동화시스템적용 
· 디지털트윈기술 

고객의수요를반영하여외부영역확장 

· 효율적인공간활용및수납을위한가변형가구적용 

·캠핑카렌트플랫폼토탈서비스를통한편리한캠핑카 

예약및액티 l::l| 티할인 

· 환경,안전,방역토탈솔루션‘클린스마트캠핑카'제공 

· 중소기업 규모캠핑카제작업제 및 판매 대리점 

· 대기업규모캠핑카제작업제및판매대리점 

·완벽한기능이탑재된캠핑카를원하는캠핑초보자및 
전문7~ 
·캠핑에재미를느끼기시작해서장비를업그레이드 
하기를원하는캠퍼 

· IOT 기술기반자동화시스템 
· Un-plug 자가 중전 (태양광 패널) 

[ 라이프스타일 기반 맞춤형 개인화 ] 

2022년 

· 데일리카로활용할수있으면서뒷좌석폴딩및가변형 

구조로언제든지자박용자량으로변형가능 

·인공지능빅데이터에기반하여조개인화된경험을제공 

·중소기업규모캠핑카제작업제및판매대리점 

· 대기업규모캠핑카제작업제및판매대리점 

· 간편하고U|니멀한캠핑을원하는MZ세대 
·좀더개인화된경험을원하는캠핑전문가 

· 빅데이터 Al 
·블록제인 
· 증강현실(AR) 

12 



2-1. 캠핑카 산업 현황 및 연구 방향 
2-1-2.캠핑,t산업 개요 (caseStudy) 

사용자 라이프스타일 기반 맞춤형 개인화 서비스로 진화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용자 경험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기반 맞춤형으로 개인화된 캠핑카 서비스 등장 

기능중심 고객경험증심 [ 라이프스타일 기반 맞춤형 개인화 ] 

2020년 2021년 2022년 

모빌리티 기술의 스마트캠핑카로 

편리하고 안전한 캠핑카여행 재공 

사례이미지 

13 



2-1. 캠핑카 산업 현황 및 연구 방향 
2-1-2.캠핑,t산업 7諭개요 

캠핑카 산업 국내&외 산업 생태계 

캠핑카국내산업생태계는자박,자크닉을중심으로미니멀한캠핑을주구하는트렌드로변화하고있음 

코로나 19 이전의 캠핑 연관 검색어는 사람, 동반자, 장소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어린 자녀들과 함께 즐기는 휴가여행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0년에는 ‘캠핑' 관련 검색 

건수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언택트,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등 코로나 19와 관련된 언급량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자박' 이 2위에 오른 것으로 볼 때 

코로나19시대에독립성과안전성을담보로한일상체험욕구를자박캠핑으로중족하고있음을알수있다. 

〈표 1 >2019년과 2020년 캠핑' 관련 연관 검색어 순위 비교 

Of{)|들 389 1045 

SUV 266 

코로나19 

차박 714 

어린 

사람들 

252 334 

233 

소비자 

자동차 294 

힐링 177 SUV 269 

SNS 145 

여행주간 

여행지 

고객들 

일요일 

O幽활동 

102 

123456789101112131415 

0~곤도어 

힐링 

243 

219 

94 사람들 

언택트 

200 

84 159 

80 

4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비대면 

146 

146 

오랜만 

물놀0|장 

40 사회적거리 

현대차 

OfO|들 

132 

35 129 

리얼리티프로그램 35 127 

그랜드객실 1 박 
9 

O幽활동 84 

출챠 김미향 · 박영주이주현(202 1) . COVID-19시대 , 캠핑 체험의 의미 변화 탐색 

출처 :김미항,박영주,이주현{2021~CXMD-19Al[H,캠핑제험의의미변화탐색/김미향B끄2)．코로나19대유행시대캠핑의재발견,대한민국정책브리핑 14 



2-1. 캠핑카 산업 현황 및 연구 방향 
2-1-2.캠핑,t산업 7諭개요 

캠핑카 산업 국내&외 산업 생태계 

다양한형태의공간소비로진화 

공간은그공간을소비하는사람들을통해재해석되고,그상징성을갖는다는특성이있다.캠핑은다양한형태의공간소비로진화하고있다.집에서하는홈캠핑,옥상캠핑, 

베란다캠핑등일상적인공간이라고하더라도텐트를펼지면특별한공간으로인지된다.캠핑은자연친화적휴가여행에서안전한여가소비공간으로변화하고있다. 

출처:김미항,박영주,이주현{2021~CXMD-19Al[H,캠핑제험의의미변화탐색/김미향B끄2)．코로나19대유행시대캠핑의재발견,대한민국정책브리핑 15 



2-1. 캠핑카 산업 현황 및 연구 방향 
2-1-2.캠핑,t산업 7諭개요 

캠핑카 산업 국내&외 산업 생태계 

캠핑카국외산업생태계:폴란드20끄캠핑카전시회 

폴란드자량등록소에따르면2017년에총338대의신규캠핑카가등록되었으나,코로나19시기인 2020년도에 1,04()[H, 2021년에 2,191대가신규로등록되었다.팬데믹을 

거지면서 5년사이 신규등록자량이 약65배성장한것이다.특히 2021년도에는전년대비 2배가넘는성장세를보여주었다. 

한편,폴란드 20끄 캠핑카전시회는9월에서 l!n실까지 진행되었는데 얀실과 l!n실은 캠핑 관련 전시회를개최하기에 유리한시기는 아님에도 볼구하고 이 시기에 전시회를 

개죄할수있었던 것은캠핑카와카라반산업 전반에 계절성이 줄어들고있기 때문인 것으로분석되었다. 

출처:코트라해외시장뉴스 16 



2-1. 캠핑카 산업 현황 및 연구 방향 
2-1-2.캠핑,t산업 7諭개요 

캠핑카 산업 국내&외 산업 생태계 

캠핑카국외산업생태계:중국,무인운전가능한스마트자량‘홈트럭'출시 

죄근중국에서코로나19재확산세가지속하는가운데캠핑여행이새로운여행트렌드로떠오르고있다.멀리떠나는여행을대신도심이나근교에있는가까운자연속에서 

캠핑을즐기는사람이 늘어나며 캠핑용품수요도계속해서성장하고 있다. 또한캠핑 결제가새로운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면서 캠핑카수요도증가하고있다. 

한편, 중국의 자동자 1위 민영업체 ‘지리’가 새로운 전기 세미트럭 ‘홈 트럭’ 을 발표했다. 홈트럭은 메탄을 하이브리드와 순수 정기를 포함한 다양한 동력 옵션을 갖출 

예정이며, 2024년 줄시를 목표로 하고있다. 홈트럭 내부에는 샤워기, 화장실, 싱글징대, 냉장고, 주방공간,그리고 작은 세탁기까지 탑재되어 있다. 홈트럭은 자율 주행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 졌으며 현재는부분적인 무인 운전 기능을 활용할수 있는데 그쳤지만,3단계의 점진적인 도입을거쳐 2030년에는 완전한무인 운전 기능까지 탑재할 

것으로발표하였다. 

출처:한국경제1V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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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트렌드분석 

2-2-L매7t트렌드01슈및분석 

Keyword 1 Keyword 2 
언택트와콘택트의조화 고객경험의연속성강화 

Keyword 3 
휴먼터지 

소비자들은 모든 접점에서 마찰과 번거로움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서비스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경험했다. 

하지만 비대면 상황이 지속될수록 디지털 기술의 한계는 더욱 

명확해졌고, 소비자들도 비대면 비중이 커질수록 사람의 

손길을 그리워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조명받은 ‘언택트' 

사업모델이 온라인화 되고 있고, ‘콘텐츠’가 주는 생생한 

감각,직접 대면함으로써 느끼는유대감을언택트환경에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해졌다. 

소비자가 자신만을 위한 어떤 가지를 제공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소통을 극대화하여 

실재감을 구현할 수 있는 ‘개별맞춤'서비스가 필요하다. 

심리스한 고객경험을 원한다. 특히 체험 마케팅에 익숙한 

MZ세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EX의 자별화가 최우선의 

시장 경쟁 전략이 된다. 사용자의 이동 경로를 죄소화하여 

EX관점에서 온&오프라인의 고객경험의 연속성을 강화, 

고객 락인효과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기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향해야 할 방향은 인간과의 단절이 

아니라 인간적 접촉을 보완하는 것이며 , 인간적 소통의 강화가 

무엇보다중요하다. 

Keyword 4 
본래의가치 

본질을 기반으로 한전략수립은 오래전부터 사업 성공의 

요인으로 손꼽혔기에, 이에대해 선행된 이해가 필요하다. 

‘나만의 공간’은 두가지 의미에서 행복의 근원지라고 볼수있다. 

첫번째는 안식처를 확보함으로써 느끼는 ‘소유의 행복'이며 

두번째는 내 사람들과 나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냄으로써 느끼는 ‘ 

공유의 행복'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기본적인 소유와공유의 

본질적 가지를 충족시키는 제품이 필요하다. 

Keyword 5 
레이어드홈 

코로나 펜데믹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은 단순히 밥먹고 잠자는 장소를 넘어 자신과 

하나되는공간이 되었다. 

그동안 집에서는 별로 하지 않던 일을 해결하는 ‘응용 

레이어' 개념을 통해 외부에서만 할 수 있었던 활동들이 

집에서도 가능하도록, 미래 주택 공간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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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트렌드분석 

2-2-L매7t트렌드01슈및분석 

Keyword 6 
L|노人|회 

공동제가 기존 보다 잘게 쪼개져 개인화가 심화된 일명 ‘ 

나노사회'가 도래하면서 트렌드 역시 세분화 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의 쥐향이 세분화되고 있는 사회 트렌드에 

발맞줘 좀 더 소수의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질 전망이다. 

Keyword 7 
핏사이징 (Fitsizing) 

1인 가구를 자극하는 인테리어 트렌드는 '공간활용'이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자면서 자신과 하나되는 공간으로 
집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가 머무는 소형 
주택은 좁은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단순히 크기나 규모를 줄이는 
'다운사이징 (Downsizing)’에서 한발 더 나아간 개념인 

핏사이징 (Fitsizi ng)’ 이 대세다. 

Keyword 8 
짧고강렬한재미 

다재로운 액티비티와 결합한 형태의 캠핑이 뜨고 있다. 
캠핑의 여유로움와 아웃도어 액티비티의 생동감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각광받는 이유이다. 
특히 MZ세대에서 액티비티 캠핑에 대한높은 선호도를 
보이는데 , 호스트 기반의 쥐미 여가 플랫폼 프립이 자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MZ세대의 72.4%가 휴가 기간 동안 

‘‘액티비티에 잠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Keyword 9 
차바 펴이서 

-,, 느--- o 

Keyword 10 
개방감 

자박에 대한 관심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주세인데, 

자박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자박용 

자량(레이&캐스퍼 등의 경자, SUV, 픽업트럭, 다인승 
승합자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트렁크나 

문에 연결되는 ‘자박용 텐트 '에 관한 특허출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자박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자량만 

있다면 언제든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공간의 핵심 키워드로 ‘개방감’이라는 단어가 

대두, 코로나19 이후 많은 사람들이 자박을 시도하거나 

루프탑 카페를 찾고, 폴딩 도어를 설치하는 이유를 외부의 

자연을 안으로 들이거나 자연과의 조화를 구현한 

‘개방감 있는 공간'에 대한 니즈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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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트렌드분석 

2-2-L매7t트렌드01슈및분석 

Keyword 1 
언택트와콘택트의조화 

다양한고객서비스를선보이며성공적인 
DX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스타벅스의 사례 

전염병으로 인해 인간적 만남의 길은 좁아졌지만, 
IT기술을 통한 비대면 접촉의 통로는 넓어지면서 
사업 모델이 온라인화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콘텐츠’가 
주는생생한감각,직접 대면함으로써 느끼는유대감을 
언택트 환경에 제대로 구현해내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글로벌 커피 
전문점 브랜드 스타벅스는 2008년 일찍이 본격적인 DX를 
도입했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e-프리퀀시'와 ‘사이렌 오더' 시스템은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것이 없지만 당시로서는 대단한 혁신이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이벤트 굿즈를 받기 위해 종이 
스티커를 모으지 않아도 되었고, SNS나 메신저로 바코드 
번호를 주고 받는 것이 가능해 굿즈를 갖고 싶어하는 많은 
사용자들을 스타벅스 앱으로 유입시키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출시 11주년을 맞은 스타벅스 앱은 현재도 주문부터 
포인트 적립, 모바일 기프트와 이벤트 잠여까지 앱 하냐로 
모든 소비자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브랜드의 감성과 문화를 표현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고객 유입을 유도하는 
성공적인 DX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쥴처 : 7|업의 비즈니스모델을바꾸고있는'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스타벅스DX사례 

https://www.tech42.co.kr/focus-dx%E2%91%A1-%EA%B8%B0%EC%97%85%EC%9D%98-%EB%B9%84%EC%A6%88%EB%8B%88%EC%8A%A4-%EB%AA%A8%EB%8D%B8%EC%9D%84-%EB%B0%94%EA%BE%B8%EA%B3%A0-%EC%9E%88%EB%8A%94-%EB%94%94%EC%A7%80%ED%84%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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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트렌드분석 

2-2-L매7t트렌드01슈및분석 

Keyword 2 
고객경험의연속성강화 

고객에게 물 흐르듯 심리스한 경험 제공 

소비자들은 모든 접점에서 마찰과 번거로움이 없는 
심리스한 고객 경험을 원한다. 특히 체험 마케팅에 익숙한 
MZ세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EX의 자별화가 죄우선의 
시장 경쟁 전략이 되고 있다. 

신한카드의 ‘신한 Play 앱'은 신용카드 서 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금융 콘텐츠 전략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달 조 선보인 NFT 서비스 뿐만 
아니라 터지 결제, 목소리 결제 등의 비접족 결제 
서비스와 고객중심의 Al 개인화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자기 혁신을 통해 메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 NBCI 조사에서 삼성, 현대 등의 대기업을 
제지고 앱 카드 부문에서 1위를 자지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처럼 고객들은 점점 귀찮고 번거로운 과정을 죄소화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마음을 열고 있다. 마지 옷을 
구매하듯 자연스럽고 간편하고 익숙한 프로세스를 
원하고, 색다르고 흥미로운 경험을 원한다. 

쥴챠트렌드코리아2022_서울대소비트렌드분석센터,신한Play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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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왓챠파티’혼자본다면안볼영화를보게됐다.

2-2. 트렌드분석 

2-2-L매7t트렌드01슈및분석 

Keyword 3 
휴먼터지 

인간과의 단절이 아닌, 인간적 접족을 보완 

국내 OTT 플랫폼 ‘왓쟈'는 다른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함께 영상을 보며 실시간으로 채팅할 수 있는 
왓쟈 파티' 기능을 선보였다. 왓쟈 파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상영회로, 호스트가 방을 개설하면 누구나 잠여해 
함께 콘텐츠를 감상하면서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기능이다. 직접 방을 개설할 때는 SNS나 메신저를 통해 
함께 영상을 시정할 사람들을 조대할 수 있다. 
비대면 시대에 콘텐츠를 함께 감상하며 수다를 떠는 
재미를 되잦아준 것이다. 이는 언택트 시대에 지쳐 있던 
소비자들에게 휴먼 감성을 불어 넣음과 동시에 스트리 밍 
서비스를 즐기는 새로운 방식으로 제시되었고, 콘텐츠를 
함께 보며 웃고 떠들 수 있는 장구로 활용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서비스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경험했지만, 디지털 기술의 한계는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소비자들은, 지속되는 언택트 상황에 
사람의 손길을 그리워하고 있다. 코로냐 펜데믹 사태로 
조명받은 언택트 기술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은 
인간과의 단절이 아니라 인간적 접촉을 보완하는 것이다. 

쥴챠트렌드코리아2022_서울대소비트렌드분석센터,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1OGYF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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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트렌드분석 

2-2-L매7t트렌드01슈및분석 

Keyword 4 
본래의가지 

기븐적인 소유와 공유의 본질적 가치 중족 

아마존은 2017년 고안된 무인매장 ‘아마존 고'를 
본격적으로 서비스 하기 시작했다. 이는 매장입구를 
지나가게 되면 고객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카메라와 센서로 어떤 물품이 선반에서 꺼내졌는지 
주적하고 고객 계정으로 쇼핑 금액이 정구되는 
서비스이다. 아마존 고의 등자응로 고객들은 더 이상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거나 계산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는 혁신적인 고객 서비스 사례로 꼽히지만, 
오늘날 아마존 고가 당면한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다. 아마존은 쇼핑에서 가장 중요 
요소를 ‘편의’로 판단한 반면, 여전히 소비자 대부분은 
기존 구매 방식이 주는 쇼핑의 재미와 인간다운 소비를 
중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서비스본질에 대한선행된 이해가가장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있다. 

쥴챠트렌드코리아2022_서울대소비트렌드분석센터, 디지 털트랜스포메이선 

https://digitaltransformation.co.kr/%EC%95%84%EB%A7%88%EC%A1%B4%EA%B3%A0amazon-go%EB%8A%94-%EC%96%B4%EB%96%A4-%EA%B8%B0%EC%88%A0%EC%9D%B4-%EC%A0%81%EC%9A%A9%EB%90%98%EC%97%88%EB%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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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트렌드분석 

2-2-L매7t트렌드01슈및분석 

Keyword 5 
레이어드홈 

미래주택 공간의 패러다임 변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은 단순히 밥 먹고 
잠자는 장소를 넘어 자신과 하나되는 공간이 되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며 잘 꾸미고 싶은 욕망이 커지기도 
했지만, 화상회의 및 재택 교육이 일반화 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뛸 경우가 생겼고 SNS에 사진을 을리며 
공유하게 되면서 집의 기본 레이어를 보완하려는 홈족이 
늘어나고있다. 

예를 들어 커피기기는 전년 대비 매줄이 35%나 
증가했는데, 코로나 펜데믹 시대에 인파로 붐비는 
커피숍을 방문하는 대신 부엌 한편에 나만의 홈카페를 
만들어 여유롭게 즐기려는 니즈를 반영한 것이다. 

또, 삼선전자의 ‘비스포크', LG 전자의 ‘오브제 컬렉션‘ 
등을 통해 색상 모듈화가 가능한 쥐향 가전이 등장하였고 
한샘의 ‘리하우스'， 현대 리바트의 ‘리바트 플래너 '를 통해 
VR을동원한전문가와의 1:1 인테리어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집의 기본 레이어를 보완하려는 소비자들의 
투자가이어지고있다. 

쥴쟈 트렌드코리아2022_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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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트렌드분석 

2-2-L매7t트렌드01슈및분석 

Keyword 7 
핏사이징 (Fitsizing) ， 레이어드 홈 

일코노미, 포미족 등 1,2인가구 증가로 나타나는 
트렌드 

1인 가구(비혼, 이혼, 노령인구), 2인 가구(딩크)의 증가로 제 
품의 수명이 짧더라도 자주 교제할 수 있는 가성비 가구가 
각광받고있다. 

집 공간을 넓히고 싶을 때, 큰 곳으로 이사하면 된다고 생각 

하지만, 쉽게 가능한 해법은 아니다. 특히 원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한정된 수납 공간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조자 어렵다. 이럴 때 이사보다 쉬운 방법은 기존에 

사용하는 물건들을 지우고 재배지하여 가용 공간을 넓게 

쓰는것01 다. 

이런 관점에서 1인 가구를 자극하는 인테리어 트렌드는 
'공간활용'이다. 소형 주택은 좁은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크기나 규모를 줄이는 
‘다운 사이징 (Downsizing)’에서 한발 더 나아간 개념인 
핏사이징 (Fitsizing)’이 대세다. 

쥴처:리얼캐스트(real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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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트렌드분석 

2-2-L매7t트렌드01슈및분석 

Keyword 6 
나노사회 

圖 1인가구비중변화 
1인가구포함소규모 가족(1-2인)의 비중은지속증가하며, 기촌 3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깅소 

O 1인가구 <＇ 요가구 f’ 箕가구 /` 4인가구아상 

^ 혼쇼 • 혼행 • 혼캉스 • 혼등 • 혼캠…떠오르는 
‘나폴로시장' 

혼자 여행하는 사람은 주로 국내 어디로 떠날까? 이들은 
제주도와 통영, 부산시를 선호했다. 강릉, 경주도 나홀로 
휼쩍 떠나는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들 지역이 인기있 
는 이유를 보면 지역에서 혼자 여행자들의 지갑을 어떻게 
열 수 있는지 힌트가 보인다. 

조사에서 혼자 여행자들은 식당에서 1인분을 시키기 어렵 
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며, 혼자 여행하는 사람이 
적어 ‘눈지가 보이는' 여행지를 기피한다고 했다. 

한국관광공사의 ‘혼행(혼자 여행) 보고서 ’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안전한 여행을 선호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인터뷰에 따르면 일행과 약속시간을 맞주지 않아도 
혼자 훌쩍 떠날 수 있다는 점은 편하지만, 1인 여행객을 
받아주지 않는 카페냐 식당이 많은 점을 불편한 점으로 
꼽고 있다. 이에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편리한 혼행을 위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발굴해 낼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鳳L

2018 2019 2020 
• 홑치 • 상대가구 ••• 저 (2017-20ln국가별 1인가구구성비 (2019.틀기철) 

圖 1인세대 관광소비 비중 변화 
관광부문전체소비액(BC카드)중 1 인세대의소비 비중은 '21 년 14.58%로 
전년대비 5.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6.00% /,All'> 14.58% 
14.00% 

12.00% 

10.00% 
9.31% 

8.00% 

6.00% 

4.00% 

2.00% 

0.00% 

2019 2020 2021 
· 홑차 관월부은타'Ei 소tslrtO|터 (2019-2021 . 한국판릴~01티얼 

圖 환卜하는활동변화 
혼갱, 혼킹스, 혼동동 일부 혼자활동은 최근 3년(19년~21 년)간 관심 지속 중가 
혼행 포함 대부분의 환자활동온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관심이 감소했다가 백신접종 이후 다시 증가 

혼캉스 
(혼자바캉스) 

지속중가하는활동 

心
혼등 혼갬 

(혼자등산) （혼자캠핑) 

백신접종 이후 관심이 중가하는 활동 

I 

” 혼밥 
(혼자밥) 

혼술 
(혼자술) 

혼행 
(혼자여행 

혼놀 
(혼자놀기) 

혼쇼 
(혼자쇼핑) 

쥴처 :리씽크(Re:think)홈페O|지,조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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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트렌드분석 

2-2-L매7t트렌드01슈및분석 

Keyword 8 
짧고강렬한재미 

즐거움엔 끝이 없다, 아웃도어 활동을 더한 캠핑 

클라이밍, 라이딩, 카야킹, 요가 등 다채로운 액티비티와 
결합한 형태의 캠핑이 뜨고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평소 집에서는 즐기지 못했던 대자연 속 활동을 마음껏 
즐긴 다음, 적당한 사이트에 텐트를 펼쳐서 잠들면 된다. 
캠핑의 여유로움과 아웃도어 액티비티의 생동감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이러한 형태의 캠핑이 각광받는 이유다. 

투어링 카약 해지에 장비를 싣고 강을 패들링한 후 캠핑을 
시작하는 카약 캠핑, 자전거 패니어에 짐을 싣고 떠는 
바이크 패킹, 배를 타고 떠나는 섬 캠핑, 오프로드 자량을 
이용한 오지 캠핑 등 액티비티와 캠핑의 결함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확장이 가능하다. 베테랑 캠퍼들은 캠핑 경험이 
쌓여갈수록 캠핑 그 자제에 만족하기 보다 다른 활동을 
접족하는 확장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 다. 

쥴처 : 디자인 하우스 (design hell.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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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트렌드분석 

2-2-L매7t트렌드01슈및분석 

Keyword 10 
개방감 

자연과의 조화, 개방감 있는 공간에 대한 수요 

2021년 공간의 핵심 키워드로 ‘개방감’이라는 단어가 

대두, 코로나19 이후 많은 사람들이 자박을 시도하거나 

루프탑 카페를 잦고, 폴딩 도어를 설지하는 이유를 외부 

자연을 안으로 들이거나 자연과의 조화를 구현한 

‘개방감 있는 공간’에 대한 니즈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핏사이징 개념과 더불어 넓은 공간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컴팩트한사이즈의 공간에 

개방감을 더해 제감면적을 넓혀 공간을 여유롭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쥴처:이지돔하우스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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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트렌드분석 

2-2-L매7t트렌드01슈및분석 

Keyword 9 
자박,편의성 

간소화된 공간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증가하는 중 

위드 코로나 이후, ‘혼밥', ‘혼술 ’ , ‘솔캠' 등 1인 활동에 대 
한 수요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짐을 죄대한 줄인 
미니멀 캠핑의 묘미는 의식주 환경은 소박해질지언정 
그만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자박을 중심으로 여전히 유행하고 있는 주세이다. 
자량에 간편하게 도킹할 수 있는 돔 형태의 카라반 텐트를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가, 원하는 사이트를 발견하면 
곧바로 세팅을 하고 가벼운 캠핑을 즐기는 일명 
‘반나절 캠캉스’가 유행하는 등, 간편한 캠핑에 대한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팬데믹의 기세는 한 폴 꺾였지만 당분간 단제 여행보다는 
소규모 캠핑을 선호하는 주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쥴처:캠빌공식스토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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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용자 잠재 Needs 도출 
2-3-L현장관찰조사(shadawing) 및심증인터뷰 

1차 / Shadowing 

• 목적 

1) 비교 제품 실측 및 탐색을 위한 현장 관찰 조사 진행 
- 제품 내 · 외부 사이즈 실측 및 탐색을 통해 제쯤디자인 필요 데이터 수집 

2) 현장 이해관계자 인터뷰 진행 
-제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경험 및 의견 수집 

• 기간 : 2022.5.16 ~ 2022.5.17 (약 2일간) 

• 장소 : 더무빙 카라반 캠핑장 현장 및 인근식당, GS렌트카 사무실 및 인근 카페 등 

• 인터뷰 방식 : 사진 촬영, 매모 및 녹주1 등 

• 조사잠여자 : KIDP 지역균형발전실 이지혜, 조지혜 선임 등 

2차 / Shadowing 

• 목적 

사용자 현장 관찰조사(쉐도잉) 진행 

- 캠핑 소비자 유형 및 활동, 장비 등 제품 트렌드 관찰 

• 기간 : 2022.5 ~ 2022.8 (약 3개월) 

• 장소 : 카라반 캠핑장, 경기도 홍천 유원지 등 

• 인터뷰 방식 : 사진 촬영, 메모 및 녹주1 등 

• 조사잠여자 : KIDP 지역균형발전실 이지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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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용자 잠재 Needs 도출 
2-3-L현장관찰조사(shadawing) 및심증인터뷰 

현장조사인터뷰내용 

일시 
2022. 5. 16(월)， 17:30 ~ 19:00 

2022. 5. 17(화)， 10:30 ~ 12:00 
X|A 
o-L 

더무빙 카라반 캠핑장 현장 및 인근식당, GS 렌트카 

사무실및인근카페등 

잠석자(내부) | KIDP 이지혜 선임, 조지혜 선임 잠석자(외부) I 더무빙 이경석 팀장 

인터뷰내용 

·카라반캠핑장현장고객및서비스운영·관리정보공유 

-캠핑이용객연령증과성별,관계등수요증에대한문의 

-코로나이전이후이용객주이 변화및이용현황공유 

-캠핑장내 캥핑 활동유형 등에 대한 이용형태문의 

· 다른일반카라반,감성스테이(숙소)와소형 카라반과이용객 자이 

-소형카라반이용객의이용후장단점리뷰공유 

-타숙소대비소형카라반시설관리,유지보수에대한특장점공유 

· 레이캠핑카‘LODY 고객수요및특징관련정보공유 

- 레이 캠핑카 ‘LODY' 이용객 연령, 성별 등수요증에 대한문의 

- 레이 캠핑카‘LODY'공간 구조에 따른 장단점 관련 정보 문의 

- 다른 캠핑카 대비 소형 캠핑카 이용객 특징 및 만족도 관련 문의 

관련사진 

스수, 

~ t· 
_'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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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용자 잠재 Needs 도출 
2-3-2.캠핑 유형별잠재 Needs 

• 

• 

• 

• 

록적 : 새로운 사용자 유형의 실질적 니즈 파악 및 행동분석 

캠핑과정별 재폼&서비스이용동기및맥락파악 

기간 : 2022.8 (약 1개월) 

인터뷰 방식 : 전화 인터뷰, 매모 및 녹취 

관찰및인터뷰대상자:총 2명 

단기 캠핑(캠프닉)형 Needs & Pain ponit 

7kx1 
O E:' 

OtX·' -, Cl 

Idea 

캠핑장에 머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편하게 설치하고 절거할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하다. 

자연경관과 최대한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개방감 있는 제품이 필요하다. 

트렌드에 따라 장비를 구매하기 때문에 구매한 장비를 쓸 수 있도록 내부 옵션이 적었으면 좋겠다. 

캠핑카를 이용해보고싶지만가격이나크기가 너무부담스럽고,대여하자니 내 것이 아니라는생 
각에불편하다. 

간편하게 떠나 잠깐 머무는 여행이라도 제대로 갖줘 놓고 캠핑하고 싶다. 

기존 제품은 너무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장비 업그레이드나 교제에 고민이 많다. 

• 자량과결합하여사용할수있으며,500만원대의가성비제품 
• 창문피스를주가하여 개방감있는공간설계 가능 

• 액티비티용장비가많기때문에수납공간에여유가부족할수있음 

• 다양한색상피스로감성에맞는색상설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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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용자 잠재 Needs 도출 
2-3-2.캠핑 유형별잠재 Needs 

• 록적 : 새로운 사용자 유형의 실질적 니즈 파악 및 행동분석 

캠핑과정별 재폼&서비스이용동기및맥락파악 

• 기간 : 2022.8 (약 1개월) 

• 인터뷰 방식 : 전화 인터뷰, 매모 및 녹취 

• 관찰및인터뷰대상자:총 2명 

액티비티, 레저, 관광형 Needs & Pain ponit 

7kx1 
O E:' 

OtX·' -, Cl 

Idea 

캠핑카를 구매하고 싶지만 가격, 세금 등이 부담스럽다. 

액티비티나관광활동후쥐짐 용도로활용가능한컴팩트한제품이 필요하다. 

트렌드에 따라 장비를 구매하기 때문에 구매한 장비를 쓸 수 있도록 내부 옵션이 적었으면 좋겠다. 

주변에 비슷한쥐미가있는캠퍼들과교류할수있는플랫폼이 너무적다. 

시장에 나와있는 제품들은 내부 가구가 고정되어있어 커스텀이 어렵다. 

혼자 쥐침하는 경우, 안전한 쥐짐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 자량과결합하여사용할수있으며,500만원대의가성비제품 
• 튼튼한 하드형 텐트로 보안 및 안전성 강화 

• 액티비티용장비가많기때문에수납공간에여유가부족할수있음 

• 침입,도난방지센서가장착된도어피스옵션제공 
• 고객유형별캠핑커뮤니티운영>같은쥐미를공유하는캠퍼를만날수있음(채팅기능) 



37

2-3. 사용자 잠재 Needs 도출 
2-3-2.캠핑 유형별잠재 Needs 

• 록적 : 새로운 사용자 유형의 실질적 니즈 파악 및 행동분석 

캠핑과정별 재폼&서비스이용동기및맥락파악 

• 기간 : 2022.8 (약 1개월) 

• 인터뷰 방식 : 전화 인터뷰, 매모 및 녹취 

• 관찰및인터뷰대상자:총 2명 

장기캠핑형 Needs & Pain ponit 

7kx1 
O E:' 

OtX·' -, Cl 

Idea 

한번 설지하면 오랫동안 정박해두기 때문에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튼튼한 제품이 필요하다. 

텐트'나‘자' 라는느낌보다‘나만의 집(아지트)’이라는느낌을원한다. 

설지방법을 까먹지 않도록 간단히 설치 가능한 제품이 필요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하다. 

낚시 등 외부활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쥐짐 공간 위주의 제품이 필요하다. 

운전이 부담스럽지 않은 제품이 필요하다. 

• 단단한하드타입으로튼튼하게이용가능 
• 조립형 제품으로 결합하지 않고 이동 가능하여 운전이 부담스럽지 않음 

• 낚시장비가많기때문에수납공간에여유가부족할수있음 

• 내부공간을주가조립할수있는내부조립용피스> 수납용으로사용가능 



38

2-3. 사용자 잠재 Needs 도출 
2-3-2.캠핑 유형별잠재 Needs 

• 록적 : 새로운 사용자 유형의 실질적 니즈 파악 및 행동분석 

캠핑과정별 재폼&서비스이용동기및맥락파악 

• 기간 : 2022.8 (약 1개월) 

• 인터뷰 방식 : 전화 인터뷰, 매모 및 녹취 

• 관찰및인터뷰대상자:총 2명 

펫캠족 Needs & Pain ponit 

반려견이 장난을 지다가 손톱이나 이빨로 텐트나 방중망율 훼손 할까 걱정된다. 

반려견과 함께 캠핑율 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반려견이 실내를 답답해하고, 넓은 공간에서 놀기를 원하기 때문에 개방감 있는 공간율 원한다. 

텐트나 캠핑카 안에 있을 때 반려견만을 위한 전용 공간확보가 필요하다. 

마킹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울타리가 필요한데 휴대하기에는 부피와 공간을 너무 많이 자지한다. 

7kx1 
O E:' 

OtX·' -, Cl 

Idea 

반려견이 야외활동 후 씻지 않은 상태로 텐트에 들어와 바닥과 내벽이 오염되어 세탁이 힘들었다. 

• 조립형 하드타입 텐트로 반려견 마킹 시 스며들지 않고 오염에 강해 간편한 세척 가능 
• 단단한 하드타입으로 구멍이 나지 않으며, 기스가 생긴 부분은 피스만 교제하면 새 것처럼 이용가능 

• 반려동물용 계단 혹은 경사로 주가로 필요 (다리뼈가 가느다란 소형견은 특별히 주의가 필요) 

• 내부공간을주가조립할수있는내부조립용피스> 반려동물전용실내공간혹은수납용으로사용 
• 고객유형별캠핑커뮤니티운영>펫캠족들끼리유용한정보및반려견진구를만들어줄수있음 



111. 정의(Define) 

3-1. 캠핑 Value 영역 정의 

3-1-1. 시간 중심 캠핑 활동 영역 정의 (TimelyActivity) 
3-1-2. 공간 중심 캠핑 활동 및 기능 영역 정의 (Special Function) 
3-1-3. 의미 중심 캠핑 Value 영역 정의 

3-2. 사용자 Value 도줄 

3-2-1. 미래 사용자 잠재 Needs 및 가지 도출 
3-2-2. 사용자 핵심 가지 분석 
3-2-3핵심 퍼소나(Persona) 유형 정의 

3-2-4. 사용자 유형 별 고객 여정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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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캠핑 Value 영역 정의 
3-1-2.공간중심 캠핑 활둥영역 정의 (SpecialFunction) 잠고 자료 :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_ 한국관광공사, 2020 

캠핑카 공간의 분류와 공간별 기능 기반 제품/서비스/시스템 주요 활동을 매핑하여 캠핑용 하우징 및 모듈형 박스 기능 영역을 정의 

거실 주방 大I..Y
Cl 三

요AI 
-,己 적재/수납 

게임및놀이 

하
우
징
내
부
 

잠여활동 

미디어를 이용한여가활동 

Oo卜

E-` 

관계 

기타일관련 활동 

| 식사잊간식섭쥐 | 
음식준비 

식재료관리 

바비큐 

요리 

수면 

환경조성 

개인위생잊외모관리 청소및정리 

개인건강관리 주거 및 가정용풍관리 

개인화 자량관리 잊유지 

휴식 의류관리 

주요 키워드에서 기능을 기반으로 마이크로 키워 

드 주줄 후 Main/Sub 키워드로 그룹핑 

^ 

Main Main 

캠핑카의 일반적 공간 분류에 키워드 매핑 

아웃도어 활동 오토캠핑 

걷기/하이킹 모닥불놀이 

수상레저 , 낚시 71타여가활동 

자전거 문화및관광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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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캠핑 Value 영역 정의 
3-1-3.의0l 중심 캠핑 Value영역 정의 (MeaningfulValue) 

1자연구 결과인 캠핑용 하우징의 핵심 서비스를 대분류로 두고, 라이프스타일 기반 온라인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주가함 

1자년도핵심 씨드 영역정의 세부활동 1자년도핵심 씨드 영역정의 세부활동 

거실 
개인위생 

질병(예방)관리 

주방 
음식조리및설거지 

효율적인인테리어 
식사잊간식 

내외부 공간의 크기, 재질, 색상 용도 등 

개인화 
자량 외부(지붕 측면, 하부)의 모듈율 선택하여 

색상모듈화 
맞춤공간설계 

大OlA근I 
수면 커스터마이징 내부 퍼니처(싱크 등) 제공 및 전기 장지 배지 가능 

휴식 

아웃도어 활동 (수상 레저, 낚시 등) 

여가활동 
모닥불놀이,음주활동등 

간편&편의 관리 
간편설지, 절거가능 맞춤형 레이어드공간설계 

콘텐츠 생산, 원격 업무 등 

일&학습 
자연제험학습등 

사고예방 
화재잊안전사고예방 

즐입문단속관리 

안전함&견고함 
실시간지안 

지속가능성 관리 부분 피스 교제, 자체 수리 키트로 간편 수리 

사생활보호 
시스템통제와자율 

정정환경(오염제거) 짐수납공간 

적재/수납 
정소 잊 정리 /하우징 관리 

원격제어 쾌적환경 적정 환경 (온도, 습도, 재광) 편안함&안락함 의류관리 

공간연줄과인데리어 가정관리 
식재료관리및장비관리 

동호회 잊 캠핑 분야 별 관심 분야 커뮤니티 잠여 내외부 공간의 크기 , 재질, 색상 용도 등 

...,__人토o 

사회적소속활동 

개인맞춤형 
커뮤니케이션 자기소비를위한활동 

마:근＊7古0」 기 *저느 
자량 외부(지붕, 측면, 하부)의 모듈율 선택하여 

맞춤공간설계 

온라인 원스톱 통합 서비스 

시간활용 요구사항에맞게 내부퍼니저(싱크등) 제공 및 전기 장지 배지 가능 

맞춤서비스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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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트렌드분석 

2-2-L매7t트렌드01슈및분석 

포커스 메가 트렌드를 이용해 산업의 미래 변화상을 예측하고 추후 미래 사용자 핵심가지를 주출하는데 이용 

[ ＼;\＼:葬| ] 
가족개념의 변화 

다양한유형의캠핑확산 

1-2인용 캠핑 시장 확대 

캠핑 산업을 변화시키는 MicroThemes 

효율적인공간활용 [ 실외/외부 공간 확장 ] 

다양한형태의공간소비로진화 야외활동소비증가 

트랜스포트형공간확장 외부확장형주방 

슬라이드형공간확장 확장된침실공간 

[ 개인화된 사용자 경험 ]
개인주의문화로이행 

사용자 중심의 공간 경험으로 변화 

레저의 즉흥화와 개인화된 여가의 
수요증가 

미니멀캠핑과자박의유행 

[ 맞춤형서비스 ] 

쥐향과관심사에따른맞춤형 
서비스의증가 

빅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초개인화서비스제공 



3-2. 사용자 Value 도출 
3-2-2.사용자핵심가지분석 

10가지 테마밸류분류측으로영역 맵핑 

Personal 
개인지향적 

지속가능성 

개인위성 

내부퍼니저(싱크등) 및 전기장지 배지 

차량 외부(지붕측면,하부)의 모듈을 선택하여 맞춤 공간 설계 

효율적인 인테리어 

간편 설지스 철거 가능 

의류관리 

방해요인 제거(프라이버시) 

三락古|:鬪쳅활\〕 

색상모듈화 
짐수납공간 편안함&안락함 

·

· 

,1 7 · x 
염
 

|

급
니
 

·

· 경
 
완
 

적
 

처
0
 

수면및휴식 

정소잊정리/하우징관리 

정적 완경(온도, 습도, 재광) 
내 외부 공간의 크기, 재질, 색상 용도 등 맞춤 설계 

간편&편의 

Time Saving 

Efficient Value 

부분피스교제, 자제 수리 키트로 간편 수리 

맞춤서비스주전 

개인위생 

실시간지안 

시스템통제와자율 

자기소비를 위한일 맞춤형 레이어드 공간 설계 

음식조리잊설거지 

출입문단속관리 

’ 질병(예방)관리 화재및안전?f고예방 

맞춤형공간연줄과인테리어 

의류관리 

온라인 원스톱 통합서비스 

야오1~昌言:〔―| 
정소잊정리/하우징관리 

동호회 잊 캠핑 관심 분야 커뮤니티 잠여 

아웃도어 활동 (수상, 레저 , 낚시 등) 

콘텐츠 생산, 원격 업무 등 

식사잊간식 

캠핑 유형별 커뮤니티 제공 

개인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Time 
Using 

Emotional Value 

식사잊간식 

자연제험학승등 

음식조리잊설거지 

모닥물놀이,음주활동등 원격제어 

Social 
관계지향적 



3-2. 사용자 Value 도출 
3-2-2.사용자핵심가지분석 

10가지 테마밸류분류측으로영역 맵핑 

Time Saving 

Efficient Value 

X4 大k5』
0""'10 

안락하고튼튼한공간 

액티비티형 

야외활등에최적화 

Personal 
개인지향적 

Social 
관계지향적 

nil캐혀 
^Cl0 

필요에따라확장가능한공간 

’卜서古1 리 6』 
C10 三 00

개인 맞줍형커스터Dt<>I징 

Time 
Using 

Emotion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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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용자 Value 도출 
3-2-3.헥심 퍼소LKPersona)유형 정의 

사용자유형 1 액티비티형 

직장인, 28세 

#가성비 #자별성 #액티비티 #SNS 

가구형태 :1인가구 

주거형태:원룸 

월소득:250만원 

캠핑주71:월 1~2회 

lssue & Pain Point | 
캠핑카를 구매하고 싶지만 가격, 세금 등이 부담스러움 

액티비티 장비도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수납 공간이 필요함 

교체주기가 짧은 장비를 주로 쓰기 때문에 내부 옵션이 적은 제품 필요 

액티비티 활동 후 쥐짐 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컴팩트한 공간 위주의 제품 필요 

주변에 비슷한쥐미가있는캠퍼들과교류할수있는플랫폼이 적음 

시장에 나와있는 제품들은 내부 가구가 고정되어 있어 커스텀이 어려움 

혼자 주|짐하는 경우, 안전한 쥐짐에 대한 볼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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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용자 Value 도출 
3-2-3.헥심 퍼소LKPersona)유형 정의 

사용자유형별여정지도-단계별실질적고충해소 

사용자유형 1 액티비티형 
캠핑단계별실질적고충 라이프스타일 기반 맞즘형 캠핑 솔루션 

• 가격,세금등이 부담스럽지 않은제품필요 

• 액티비티 활동 후 쥐짐 용도로 활용 가능한 컴팩트한 제품 필요 

• 내부커스텀이 가능한제품필요 

• 같은 쥐미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 필요 

• 안전하게쥐짐할수있는제품필요 

• 자량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위주의 컴팩트한 가성비 제품 

• 온라인 시뮬레이션 서비스로 필요한 라이프스타일별 맞춤 제품 주전 

• 필요 시 구매 가능한 모듈형 가구 옵션 제공으로 내부 커스텀 가능 

• 제품관리 및일상공유를할수있는커뮤니티 서비스제공 

• 튼튼한 하드형 텐트로 보안 잊 안전성 강화 
직장인,28세 

#가성비 #자별성 #액티비티 #SNS 

Phase 

캠핑전 

제품구매 짐싣기&출발 

온라인시뮬레이션 서비스를통해 저悟욜 구애한다. 

@@Qo@ 
제품과필요한짐욜미리 실어두고당일 U료출발한다. 

유형 검사 재미있다. MBTI 같아. 

0 친구들한테 공유해볼까? 
가격도저렴하고,바로받을수있어좋내 

。
미리 필요한 짐율 다 실어두고 
집에서 바로 출발함수 있어서 좋네 

캠핑 사0匡에도착해서 저悟욜설치한다. 

。
오늘 리뷰할 신 제풍이랑 어울리는 
용품들로내부름 커스텀함 수있어서좋아 

액티비타관광등의활동을즐긴후,취침한다. 짐을정리하여싣고집으로귀가한다. 차량주차후집으로귀7陀. t 

。
혼자 와서 자려니 불안했는데 
확실히 텐트보다안전한 것 같아 

。
원룡은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데 
주차스트레스가없어서 너무좋아 

。
오늘 라이딩 같이 하기로 한 분은 
아직 도착 안하셨나? 앱으로 연락해봐야지 

Use『 thought 
& Fe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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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용자 Value 도출 
3-2-3.헥심 퍼소LKPersona)유형 정의 

사용자유형 2 감성힐링형 

회사원,35세 

#딩크족 #감성 #일상탈줄 #SNS 

7H구형태 :2인 7円 

주거형태:아파트 

월소득:350만원 

캠핑주기:월 4회이상 

lssue & Pain Point | 
자량을 데일리카로도 활용할 수 있으면서 캠핑카로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캠핑장에 머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편하게 설치하고 절거할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함 

탁 트인 자연경관을 보면서 힐링 할 수 있는 개방감 있는 제품이 필요함 

2인 부부가 사용하기에 딱 맞는 컴팩트한 공간이 필요함 

기존 제품은 너무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나의 쥐향에 맞게 설계할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함 

간편하게 떠나 잠깐 머무는 여행이라도 제대로 갖줘놓고 캠핑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 

SNS에 제품 리뷰, 캠핑하는 과정 등을 촬영하여 업로드하기 때문에 자별성 있는 제품을 선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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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용자 Value 도출 
3-2-3.헥심 퍼소LKPersona)유형 정의 

사용자유형별여정지도-단계별실질적고충해소 

사용자유형 2 감성힐링형 
캠핑 단계별실질적고충 

• 캠핑장에 머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빠른 설지와 절거가 가능해야 함 

• 탁트인자연경관을감상할수있는개방감있는제품이필요함 

• 나의 쥐향에 맞게 설계할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함 

• 감성에 따라 숙박을 하기도 하는데,캠프닉 장비는 숙박을 하기에 적합 

하지않음 

라이프스타일 기반 맞즘형 캠핑 솔루션 

• 연령,성별무관하게조보자도쉽게사용할수있는간편한제품 

• 장문 피스를 주가하여 개방감 있는 공간 설계 가능 

• 색상 모듈화로 보다 자별성 있는 외관 디자인 가능 

• 피스 개수를 조절하여 필요에 따라 공간 확장 가능 

회사원,35세 

#딩크족 #감성 #일상탈줄 #SNS 

Phase ............. . .. 

재픔구매 

캠핑전 
........... . . . ................. . 

짐 싣기&줄발 

온라인 시뮬레이션 서비스률통해 제품을 구매한다. 

@@

G)GG) 

나한테 맞는 제품을 주전례줘서 
。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네. 

식품등필요한짐만챙겨서출발한다. 

O 운전 부담이 적고,안전한것같아. 

캠핑 사0 |트에 도착해서 제품을 설치한다. 

o SNS에 캠핑 사진 을려야지 . 

캠프닉 활동을줄기다가, 
숙박을하고가7 1로결정한다. 

짐을정리하여싣고,집으로 귀가한다. 

。
간편하게 캠프닉 할 때도 유용하고, 
그 날 기분에 따라 숙박할 수도 있어서 좋아. 

O 하우징 안에 있어도 자연과 가까이 있는 느낌이 
사라지지않아서좋아. 

차량주차후집으로귀가한다. 

o 아파트 주자 스트레스가 없어서 너무 좋아. 

User thought 
& Fe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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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용자 Value 도출 
3-2-3.헥심 퍼소LKPersona)유형 정의 

사용자유형 3 정착형 

무직(은퇴), 62세 

#낚시#장기캠핑#효율#수납 

가구형태 :4인가구 

주거형태:단독주택 

월소득 : 150만원 

캠핑주기:월 3~4회 

| lssue & Pain Point | 
한번 설치하면 오랫동안 정박해두기 때문에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내구성이 튼튼한 제품 필요 

텐트'나 자 ’ 라는 느낌보다는 ‘나만의 집(혹은 아지트) ’ 이라는 느낌을 원함 

마음에 드는장소를 몇군데 골라놓고가끔씩 이동하기 때문에 , 설지 방법을까먹지 않도록간단히 설지 가능한제품이 필요함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 필요 

낚시 등 외부활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수납이 용이하고 쥐짐 공간 위주의 제품 필요 

설지와 절거, 이동, 보관이 간편하고 관리가 용이한 제품 필요 

운전이 부담스럽지 않은제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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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용자 Value 도출 
3-2-3.헥심 퍼소LKPersona)유형 정의 

사용자유형별여정지도-단계별실질적고충해소 

사용자유형 3 정착형 
캠핑단계별실질적고충 

• 오랫동안 정박해두기 때문에 날씨 영향을 덜 받는 튼튼한 제품 필요 

• 설지 방법을 까먹지 않도록 간단한 설지 방법의 제품 필요 

라이프스타일 기반 맞즘형 캠핑 솔루션 

• 튼튼한 하드형 텐트로 보안 및 안전성 강화 

• 온라인 시뮬레이션 서비스로 설지 영상을 수시로 확인 할 수 있음 

• 필요 시 구매 가능한 모듈형 가구 옵션 제공으로 내부 커스텀 가능 

•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재 후 이동할 필요가 없어 운전 부담이 적 

•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 필요 

• 운전이 부담스럽지 않은제품필요 

음
 무직(은퇴), 62세 

#낚시#장기캠핑#효율#수납 

캠핑전 
Phase 

제품구매 짐싣기&출발 

캠핑증 캠" | 제품설치 캠핑 활동 제품해체 귀가 
온라인 사뮬레이션 서비스를통해저몸을구매한다. 식품등 필요한짐만챙겨서 바로출발한다. 캠핑사이트에도착해서제품을설치한다. 낚시 등의 활동을즐긴후취침한다. 잠을정리하여 싣고 집으로귀가한다. 天망주大f후집으로귀7陀1Ct. 

@@@o@ 
。
필요한집만챙겨서 

바로 출발하면 돼서 편리하다. 

온라인이라조금 어렵지만 완성된 제품을 
。

미리 보고구매함수있어서 편리하네 

。
제품을 분리해서 싣고가니까 

운전 부담이 확실히 덜어지는 것 같아. 

。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름그대로 
사용함수있어서좋아 

。
이제미리설치해두고움만오면되는구나. 
낚시 장비블을 보관할 수 있어서 좋내 

。
비가와도 무너질 걱정 없이 튼튼하니 좋다. 
나만의 안락한 세컨드 하우스가생긴 것 같아 

User thought 
& Fe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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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용자 Value 도출 
3-2-3.헥심 퍼소LKPersona)유형 정의 

사용자유형 4 펫캠형 

자영업,43세 

#딩크족 #펫캠핑 #반려견커뮤니티 

가구형태 :1인가구 

주거형태:오피스텔 

월소득 : 500만원 

캠핑주기:월 4회이상 

lssue & Pain Point | 
자량을 데일리카로도 활용할 수 있으면서 캠핑카로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이동 중 반려견에게 신경을 쏟을 수 있도록 운전 부담이 적었으면 함 

탁 트인 자연경관을 보면서 힐링 할 수 있는 개방감 있는 제품이 필요함 

반려견과 사용하기에 딱 맞는 컴팩트한 공간이 필요함 

요리 등의 활동으로 반려견을 신경쓰기 어려울때 , 반려견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울타리 등) 

반려견이 야외 활동 후 텐트에 들어갔을 때 텐트 바닥 및 내벽이 오염되어 불편했던 경험이 있음 

아파트에 거주하기 때문에 주자 문제에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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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용자 Value 도출 
3-2-3.헥심 퍼소LKPersona)유형 정의 

사용자유형별여정지도-단계별실질적고충해소 

사용자유형 4 펫캠형 
캠핑 단계별실질적고충 

• 문제상황을공유하거나반려견의 친구를만들수있는커뮤니티 서비스필요 

• 주자 문제에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는 제품 필요 

라이프스타일 기반 맞즘형 캠핑 솔루션 

• 일상용, 캠핑용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 필요 

• 이동 중, 캠핑 중에 반려견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제품 필요 

• 반려견으로 인한 제품 오염 발생 시 간편히 세적할 수 있는 제품 필요 

• 튼튼한 하드형 텐트로 보안 및 안전성 강화 

•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재 후 이동할 필요가 없어 운전 부담이 적음 

• 하드형 제품으로 세척 및 보관이 간편 

• 제품관리 및일상공유를할수있는커뮤니티 서비스제공 

• 분리 후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자 스트레스에서 해방 
자영업, 43세 

#딩크족#펫캠핑#반려견커뮤니티 

캠핑전 
Phase 

제품구매 짐싣기&출발 

캠핑중 캠핑후 
.. 

제품설치 캠핑활동 제품해체 · 구1가 
온라인 시뮬레이션 서비스틀통해 제품을구U陀-ICf. 

g©GG@ 
나한테 맞는 저居을 추천해줘서 

。

간편하게구매함수있내 

식품등필요한짐만챙겨서 반려견과함께 출발한다. 

。
운전 부담이 적어서 반려견 케어에 

신경쓸수있고, 안전한것같아. 

캠핑사0匡에 도착해서 저뭄율설치한다. 

설치 중에는 반려견을 신경쓰기 어려운데, 
。

얘가실수로 긁어도 찢어지지 않아서 좋네. 

반려견친구와만나서놀거나 
반려견과함께 시간욜보낸다. 

잠을 정라하여 싣고 집으로귀7RICt 차량주차후집으로귀가한다. 

。
반려견이 흙묻은 채로 들어가거나 

배변 실수름 해도 세척이 간편해 

친구랑잘노네 견주랑연락해서 
E돋에또같이와야겠다 

o 아파트 주차 스트레스가없어서 너무 좋아 

。
요리할때는위험한데반려견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아 

User thought 
& Fe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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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용자 Value 도출 
3-2-4. 고객 여정 맵 (Custom타Joum익map) 

캠핑전 
Phase 

짐싣기 

Observation 

Use『 thought 
& Feeling 

문재점 

주차해둔장소로 이동하기 우臣園 짐을 싣는다. 

@©Q@@ 

。
캠퍼 결합하려면 어차피 다 빼야하는 
짐인데번거롭다 

이동을위한차량과캠퍼가따로주차되어 있음 

재풍기회영역 분리하여보관시별도의주차공간이필요없음 

캠퍼결합 

주차해둔장소로이동하여 짐을캠퍼로옮겨 싣고 
트렁크에캠퍼를결합한다. 

캠핑증 캠핑후 I 짐 싣고 출발 캠핑 활동 귀가 제품 해체 및 주차 | 

한참을이동해야하는데 
O 제대로 결합이 된게 맞나? 

설치 방법이 좀 간단했으면 좋겠어 

결합후장거리를이동해야하는데 
제대로결합이 되었는지 불안함 낙하우려 

캠핑장도착후결합해겨 낙하우려가없음 

운전, 설치 등에서 간편함을 주구 

운전 경로등편안하게 이동할수 있는 방법욜 
고민한다 

아무레도 공간이 너무 저한적이야 
0 원하는캠핑활동에맞게 
공간을 변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좀 더 아늑한, 나만의 아지트 같은 
O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 

이미구성되어있는공간을필요에따라 
변형할수없어 답답함을느낌 

캠핑장에 도착해서 야외 셋탕욜하고, 
캠핑을즐긴다 

L만의 감성을충족시켜주는 맞충형 서비스필요 

효율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내장형 모듈형 퍼니처 효율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L睦達형 모듈형 퍼니처 

효율적인공간활용이가능한L~i!jµ!E~의하우징 효율적인공간활용이가능한Llf"~i!jµ!E~의하우징 

• 캠핑 활동 영역에서 다양함을 주구 
• 개방감 있는 공간에 대한 수요 
• 미니멀하고 컴팩트한공간에 대한수요 

짐을 정리하여 싣고, 집으로 귀가한다. 제품을해체하기 위하여 주차공간을 탐색한다. 
주차후저悟욜해체한다 

O 드디어출발! 

O 짐옮겨싣기귀찮다 

。
강아지랑캠핑온것좋아보이네 

혼자쉬는것도좋은데서로 텐트만더러워지지 않으연나도데려오고싶다. 

O 재밌는얘기도같이하고 
정보공유도할수있었으면좋겠다 이 시간이면주차자리없을것같은데~ 

O 최E將! 빨리 가야겠네. 

좀느긋하게집에가고싶다. 

。
원래주차했던곳자리뻣겼네 
주차롬 어디에 해야하지? 

저몸이 오염되었을때의 곤란함 

단단한하드 E밉의 제품으로오염에 깅함 

주차공간에대한걱정으로빠른철수및 
귀가를 해야하며 주차공간이 없을시 생기는곤란함. 

누구나쉽게공유?f?늄한공유캠핑?f주차서H|스 

캠핑이 유행하면서부터 고질적인 
문제가되는주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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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발전(Develop) 

4-1. 디자인 컨셉 

4-2. Kano 만족도 조사 

4.3. 컨셉 가중지 평가 (Scor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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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디자인 컨셉 
E艦사용자의잠재Needs틀반영한디자인컨셉도즐 

~ @ 區 尊 @ 
A.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내장형 모듈형 퍼니저 

B.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내장형 레고 타입의 하우징 

효율적인공간활용 간편 , 편의 커스터마이징 공유문화 디지털 화 

가변형구조와모듈형퍼니쳐틀활용하여 연령,성별상관없이조보자도쉽게 쥐향을 반영하여 커버 디자인,인테리어등 재풍대여서비스재공 스마트 흥을 활용한 편리한 원격제어 c. 나의 취향에 맞계 색다른 공간을 즐기는 커스터마이징 
효율적인공간창줄 사용?tt 커스터마이징가능 

D. 누구나쉽게 공유가 가능한공유 캠핑카주자서비스 

@ @ @ E 씁 E. 언제나어디서나간편한스마트캠핑 스마트제어 및영상서비스 

지속71능성 안전한가족문화 용도별,모델별 라인업 내집처럽편안하게 온라인원스톱통합서비스 F, 진환경적으로 오래 즐길 수 있는 진환경 에너지 
진환경 소재와 부분 피스 교체로 가족긴프라이버시롤 지켜주는 재풍의 확장성과 다양만 라인업 재공 편안한장자리재공 통합예약서비스와편리한 

오랫동안사용가능 공간설계가능 결재시스템재공 

G.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는 프리미엄 라인 

틀 
도출한 디자인 안을 기반으로 설문지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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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Kano 만족도 조사 
서비스시L~I오Ei-a,성 평가결과 

1.0 

0.8 

0.6 

0.4 

0.2 

IV. 매력 I. 일원적 픔절 

성 
홍 

o' 磁%§〉

.0炯:
令

4· 
天 0.0 I Ill. 무관심 품질 망i II. 당연적 품질 

I 
-0.0 -0.2 -0.4 -0.6 -0.8 -1.0 

볼만족계수 

품질요인 픔질특성 I 만족계수 볼만족계수 I PCSI PCSI 순위 

A 일원적 0.48 -0.05 0.51 1 

B 매력적 0.61 -0.25 0.29 6 

C 매력적 0.69 -0.30 0.32 3 

D 일원적 0.65 -0.37 0.36 2 

E 매력적 0.52 -0.16 0.25 7 

F 매력적 0.77 -0.34 0.30 5 

G 매력적 0.59 -0.85 0.31 4 

1234 
A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내장형 모듈형 퍼니저 

D. 누구나쉽게 공유가 가능한 공유 캠핑카 주자 서비스 

c. 나의 취향에 맞게 색다른 공간을 즐기는 커스터마이징 

G.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는 프리미엄 라인 

5 ················· F. 진환경적으로 오래 즐길 수 있는 진환경 에너지 

6 ·············· ·· B.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내장형 레고 타입의 하우징 

7 ················· E. 언제 어디서나 간편한 스마트 캠핑 스마트 제어 맞 영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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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컨셉 가중치 평가 
4-3-1.스코어링 모델 (ScoringModel) 

Service Offering(콘셉트 아이 디어) 도즐 

1자년도선행연구3가지사용자유형별콘셉트아이디어 7개와,2자년도연구를기반으로4가지사용자유형별콘셉트아이디어 15개를새로도출하였다. 

총도줄한7가지사용자유형별종22개의콘셉트아이디어에 대한평가및검증을통해우선순위 선정을수행하였다. 

Service Offering(콘셉트 아이디어) 도줄에 활용한 방법론 

콘셉트도출단계에서 구제화한22개의 캠핑용하우징 서비스콘셉트아이디어에 대한평가와우선순위 선정을수행하였다. 

1.22개콘셉트아이디어 별사용자만족도및우선순위 분석은KANO평가방법론을활용하여 우선순위를분석하였다. 

2.서비스제공자분석은ScoringModel 방법론을활용해 기준별 점수를환산한후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3.또한사용자분석우선순위와서비스제공자분석의우선순위전제합계를나누어죄종콘셉트를도즐하였다. 

4.이러한과정으로도즐된우선순위에따라ServiceOffering(콘셉트아이디어)순위를결정하였다.이렇게산줄된순위에서가용예산내실행가능한ServiceOffering을선정하였다. 

사용자만족도및우선순위분석 

KANO및llMKO분석 

讓
4 I 공유문화 

三스 

' . 서1:11스제공자분석 

ScoringModel 

寧루탐 __ 二- 要腐-글후 국국:'_=..,._，~ 

一. 똑莘토::.~,c·-

.. : 묻호루= .. 노.＿ .... -_ .... 藝- .. __ .. 
충축·촉5, --- 루芸눕루루―""．--－～-－-～-·-

_ 축을:：훈록홍:후주7주군-..::-;.＼ 
.m 늠증후.-··- :．？=_=느:～z~-－·- - ::.=-. 

,I?，z증축=5 
-- .::::.::.::------- : -- ·투혼2~조 - ··, .. --:.::::..,-----·--· 뇰추후판'도스z .. :::::. 

·-- ca 

i._＿．~-서 -~"- =_~~"~~"---·~·
’ 

====:=노:;=:조·조: :;..,:.a~:· 
-- ---~~-

.:-·느=::z:-·· 

-- 구 

... - 품투z:z:-,•=:c~~~-·-··-·-· . 

을 

• 0101 ‘ °502 
r 0504 

: 0503 ‘ 0503 r o504 

• 0206 

; 0505 

I 0404 

f 0506 
• 040S 

0403 

()406 

어 .. 

0405 
• 0404 

• 0202 

0601 

사용자/서비스제공자분석 및콘셉트도출 

KS (KANO/ScoringModel) 결과분석 
. . . 

안정감&견고합 189 1 185 8 1 .. s 
효율적인 공간 II응 189 1 167 1 .. 5 

효율적언 공간 뢸용 1 .. 7 167 1B9 1 

커스터마이징 167 10 188 4 ,., 1 

도율적인 공간 활용 189 1 168 18S 

커스터마이징 '" 189 1 188 5 

공유 창고서비스 189 1 '" 187 ’ 커스터마이징 165 185 • ,,, 1 

내 집처덥 편인하게 189 1 183 167 

커^터마이징 164 186 7 ’'’ s 
내 집지럽 핀인하게 160 188 4 186 10 

개인 맞풍형 커뮤니케이션 178 • 189 1 '" 게인 맞층형 커뮤니케이션 168 ’ 188 4 1" 
유저의 함께하는 론텐츠 서비스 '" 168 189 ’ 개인 맞춤형 커뮤니케이선 162 189 1 161 

개인 몇릅형 커뮤니케이션 167 10 184 10 163 

잊!1형 레이어드 공간 설계 167 10 168 174 

지속가능성 189 , 150 17D 

.. · - ' 
562 1 

S44 2 

오 3 

찍 4 

S42 5 

"1 ’ '40 7 

539 • 
"' • 
538 10 

s" ” S31 12 

522 1l 

521 ,4 

51 8 15 

S1 4 16 

函 17 

5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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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컨셉 가중치 평가 
4-3-1.스코어링 모델 (ScoringModel) 

Scoring Model 평가 시행 

시행일 : 2022.11.1. ~ 2022.11.8. （약 7일간) 

장소:（주)세화자동차사무실 

잠가자: （주)세화자동자임직원 23명 

목적 : 컨셉 우선 순위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 진행 

평가 방법 : 평가 대상의 성공 가능성을 중요 속성별로 나누어 평가시트를 제작, 잠가자들에게 제공하고 설문방식으로 개별 평가 결과를 쥐합함 

컨셉스코어링모델 .. , 컨r~셉-T스k코 ... 어 ..... 링모델 컨cm셉.,.스k코-어 ..... 링모델 
C이 ... " ... " ·뺄 : 

몬 ... 1-9塗느면자단역函숫타지로줬산靈µ!것M磁주마•던언밍LR口功’원血스등사L님홍긴亭吹나p ... 머k卽핍円목별로전권문 9 강던마단이타 No 컨솁잎 Jitlll스젼빽 ••성 ·리션 ”뺑성 건응• 
No 컨솁몇서비스판 ... 

1 상칼려도S이만 

s T 다어또 효율적연공간훨웅 l1 은등라협인에여원스서G비스등와인핀시리비언스걷섀시스연 
, 1 익쩌가간口 10 효 가를민영적인구조공외간청모홀.입 9닌졌흉 ••• 
l I U:>t 며止석口 컵팀에 멸요한 모튼 것릉 건면하게 

시용자 라이므스타얻데 맞춘 가변형 구조른 릉현 공간성 
17-1 "예'여밍서칭11,주마.간현더미비티등이팅내대현릉험 

No 컨솁몇서뻬스전력 ... 른리• 외뺄션 실릉섬 l~l 죤 
l스) 

(l＇외부 싣시간변경01 가능한가변협공간구조 현식) 론리하게 자등으로 결鳴이는 년버십빼구독 서UI스 

1 지진환숙가경능소성재와부분티스교세로오랫동언사용 
17-2 밟닭썹가드미용는도면만라설인정겉대재눕시으스면연자)등학?언守 

긱(l.1h외I무무 희마강혈에-맞내춘겅 트형뺀 슬스라톱이드 가능 협한Af) 모듈형졌녔신 1~2 
18 오 싣대른내區협갸등주롭방거살나른면구려지않도록 수전겅크 

2“ 챔쨋'I.固 인검대룹리어흄댑어 나의 김성기칼요에터 
11 커나스터 수|마항어에징 맞게 공간을 색디르게 커스터마아칭 외부획강영서비스도어 

3 간 연현면령수&,있성틴는별의현섬민건응없0려1우1보지도쉽게이용 Il· l 
게역은라인 시뮬데이신으로쉬힙 맞중인데리어 19 섭럽흡뀝뀝混;;；겁;;눕福위대. 
“로제외공부여공는간은의려크인기시,재뮬질데,이색신상 잇, S 건도적등 시은비개스인) 맞중으 

!~I 시흥지의 요구대 따려 싣시 잊 세기 가능 
3-1 번거로급없이건면한부등 교세 김성석인 튜닝 시네스로 게성 표현 C1자인 

3-2 타도알기쉬운실지기이드 
11-2 스 (외무게싱표현어 가능힌외부키버 디자인처튜닝 서l:l l 

1~2 쳅뀝쇼깝뽑奇수진등이사용 

4 색 취8률성 려에 모우들 몇징개깍역 조 오들협려형는 꿨 다녔영쳤현 색싱의 인대라어 B팁 나(무만기의소 깐S밍 재 재직곱 가근능 단인드 모는. 션.으 키 섀트작른 모 체들공협예 키시트 칙접 민 11-3 
들수있는이W 

5 연창 I-문국2인협 피& 가스미!!뎅I 게갑회볍칙겁의 된 서이즈의 안역협쳐 
1~3 후면숀라이드공간회상 방식 

n 공같은유체문몽의유1111리언곁하여쓰는도킹시스덴 

6 옆 갑‘니중성며영,취햐데미이,되용어는도드뻬단공중띠건형려설공공계간건묻(키설빼계로잊킹분등리)착어 
20 모 모듣며바영일얻무에주게문설된주꿉문러빼0는1지시때스서템칙집현밍응려우징잊모 

13 제은 시라융공인자 대의 세여 가군격 면에밀' 대 시안비 부스딩을 낮숴주는 
7 게 은타인마 유 옆다중영홍컫형대 기 커이번뮤신니 렵 서제.비.어스선 려은우 등징예 잊 시 으용론지엉 마3》뇌|므쳤스. 

20I 면'서실의 긴닫성면 키훈적드 깅게업의 걷0현l꽤 엽 PI만적으止로록소도리 오 곁프재라인 기/능은라인 기뺑련에 

추천 
l4 언가진안간.!!. 가라뚝이문버혁시른 지켜주는공간 분려 설기 공유창고서바스 

7-1 옹(사흐용르지듯 려 심이라프스스인타일 경현 유현 세별공 카워드 노즘) l5 겁으 용성도로게별 중,&기 섞모는紅멸 빼같벌2권 리의까인 최지업강 q성g도의 캠팀은 고려한 라인업 
21 련·스한팀 제 픕공은을 공집간예데서보도간기.응급간공어간은 부족넓한게순 I-2수인있 기는구서를바 

1-2 고(시격응의지 자 데년이직븐 '1컵이 싣터문 세은공 롱 경한현 대아터 수집) 흙 유십갸저뀜H외수있챔먀영는빼' 현꿉려빨밍는수파꿉근있티면는'쯔器기재늠서미으꿉비요로스t霜뾰其시할떠업영빼같 제등지)공고8려도힌라인핀라업싱엉,였기능려성지읍,교닝육어,강키성tL지요취리할,룝습료간目꺼退 22 
색다르고 홍01로운 겅협을 세공 

lSI 

7-J （한재번흡대이)응릉게 'l! 현룹부터 NS수리잊산청까지 

15-2 프등리등" 디'엉잉 라민인 라,현 트험데룹- 라,1인공, 대중적인 기본 라언, 인정싱 

8 연단단정한강& 허전드고협합 던트의 안정갑지 건고합 
권적 嶋어 l6 내집지덥면언허저 

렴단역 기능으로 편인한 깅자리 

9( lo은T도 기. 숟 습도 기.단보의연 원 듭격J 체어 문룻릅 

9-1 계체 (저절공절닙재밋씨공닐대/씨냉영대난합영방을합,던은론지수년않깅지는지않은등는도璟소세공어)로시민스들먼어진 
l~l 2중협대로민들어사용빨수있는빼널 

·러. 치•• 실릉휩 

스코어링모델평가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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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컨셉 가중치 평가 
4-3-1.스코어링 모델 (ScoringModel) 

Scoring Model 

도출된 콘셉트아이디어들에 대한실현가능성,가지성,지속가능성의 7|준별 1-1어깁 적도에 대한가중지 점수를매겨 우선순위를선정하였다. 

지*’I들성 

••• 연언떼러머 

` I 간 • 
..,_ 

..,, 
o"' 

갑•••외 

.＂＇.心표h ... 다 .. _ •• '"'"c, 
컨셉 스코어랑 모' 

던녑따십L ... ．국디자역EI• 떤 

튼 ... ，'릅• ••• 면• 
서버뀝 .. 드홀을 .. 것으‘ 

, •• 가" •••• ,,. ... 구• ·' 
어 ....... 었는기.기 

• • ．고 ... 이T기기E 구 .. , 
사때 •• 러적바 .. 퍄 
더 ..... 鴨甲p던•냐 

2 가지실 

• 사지가 .... 특•도1 , 

며 k`터서·자아한그’ 
• 사자가룩 •••• ．업협令 

크바시밀 가` .. ．는 이어qo 

•굽 ........ .. . . • 

아야*h여접근빨띠 

뎨가루시 •• 따 ... -

훌피.가 

• •1•4^어 지．가들싱 •• 가합j 

. ,1l’' ＂무가려연 .... S 
시£U ....... ,` 
대기던가던 덥니다 

· 費기들닥밑셸가"; 
지1 고서뻬7 .. ,. 사연퍼 
메기.LIll•따 

• .. 시"｀각 .. 
.. 한’' .. 

집어처 기른 •• 

적 /作1和1서·이 일}; I 성합 '堅 |나어 

·가 접수는 ’-'0절 뻬도. 어·어지며, 가접 닐른 •수. ,. 

가망 •은 협수는 ,0으 •• 수. 라 •• 주시연 털니q 

각 른 •• 쟁 •• 업으니, 면.,, •직하게 덩가례주.,년 휩니미. 

\ •• 할··21 
딘던던 .,드혈 ••• 

·리 꽤0l 
떠 기술 기·의 뵙걱 
{e드 •됴 보언 등) 
게티 날씨 .... 탄지 입는 은도서어 

» l e,현 털 날씨 •• 립욜 닫시 •는 소재료 
어진 세 ••• 1 ·난밥A:〉 밉지 를 

{

―
어
/
―
킹
―
t
 

{

＿0

一/
u

?o 

·기는 저.역 •• 싱 

·설 기능,. 닙어 갑, • 
.. 고 

라 

•• 다한 라인 •• 재궁 

•• 언빼게 

기틀으쿄 던안만 집자리 

•• 던들어 서틀릴 • 었는 M빼 

츠
킹
―
정
군
A
 

一

... 
:"토트도尸=-｀ 

언퀄 ..... 

뻬코 •• 아 1지연선·여 •• 소에서 조 •••••• 기는1 

, |실1만 •••• 시 며신빼 미• 퓌탈에 買는 머니혈 •• 혈 .. 구1 
.. “세시 1 •••••••• 는 ... . 기는1 

... 스 ••• a pl·· ···소 •• 빼 •효 I 

• l····· 이언 말 •• 이스a어Ol" 뻬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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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컨셉 가중치 평가 
4-3-1.스코어링 모델 (ScoringModel) 

Scoring Model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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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컨셉 가중치 평가 
4-3-1.스코어링 모델 (ScoringModel) 

KS (KANO / Scoring Model) 결과 분석 

1.안정감&견고함 

-단단한하드형텐트의안정감과견고함 

2.효율적인공간활용 

-가변형구조와모듈형퍼니쳐를활용한효율적인공간장줄 

3.효율적인공간활용 

-라0|프스타일에맞줘트랜스폼가능한모듈형퍼니처 

4.커스터□to|정 

-나의쥐향에맞게공간을색다르게커스터□ fa園 

5.효율적인공간활용 

-人甘급자2.fO|프스타일에맞준가변형구조를통한공간장즐 

6.커스터□to|정 

-개인화온라인시뮬레이션으로쥐향맞춤인테리어 

7.공유창고서비스 

-공유창고서1::l|스로좁은공간에서도가용공간을넓게쓸수있도록제공 

8.커스터□to|정 

-감성적튜닝서비스로개성표현디자인 

9.내집처럼편안하게 

-내집처럼편안한잠자리 

10.커스터□to|정 

-나만의캠핑제품을만드는셀프제작모듈형키드 

11개인맞줍형커뮤니케이션 

-사용자라이프스타일유형기반캠핑용하우징및모듈형퍼니저주전 

12.유저와합꺼信논콘텐츠서1:11스 

-나홀로캠핑족을위한콘텐츠서비스 

13개인맞줍형커뮤니케이션 

-고객의자발적데이터제공경험 

14.지속가능성 

-진환경소재와부분피스교제로오랫동안사용 

0101 

0502 

• 0504 

0503 

’ 0503 

0504 

0206 

0505 

0404 

• 0506 

0405 

0403 

0406 

0406 

0405 

0404 

I 0202 

0601 

0602 

0506 

I 0504 

0505 

0205 

0401 

0501 

0603 

0604 

I 0302 

0302 

0201 

0302 

0502 

0301 

0406 

0203 

0302 

0405 

0204 

0402 

0703 

0701 

0702 

안정강&견고함 

효율적인공간 활용 

효율적인공간 활용 

커스터마이징 

효율적 인 공간 활용 

커스터마이징 

공유 창고서비스 

커스터마이징 

내 집저렁 편안하게 

커스터마이징 

내 집저럼 펀안하게 

개인 맞중형 커뮤니케이션 

개인 맞중형 커뮤니케이션 

유저와 함께하는 콘텐츠 서비스 

개인 맞중형 커뮤니케이선 

개인 맞중형 커뮤니케이션 

맞중형 레이어드 공간 설계 

지속가능성 

간펀&펀의 

용도별,모델 별 라인업 

용도별,모델별 라인업 

용도별,모델 별 라인업 

안전한 가족문화 

효율적 인 인테리어 

원격 제어 

간편&편의 

간편&편의 

외부 확장형 서 비스 도어 

외부 확장형 서비스 도어 

안락함&개방감 

외부 확장형 서비스 도어 

원격 제어 

오픈형주방 

모바일 주문 

공유문화 

외부 확장형 서비스 도어 

모바일주문 

제품대여 

색상 모듈화 

온라인 원스톱 통합 서비스 

온라인 원스톱 통합 서비스 

온라인 원스톱 통합 서비스 

- - - - `· -

189 1 185 8 188 5 562 1 

189 1 167 188 5 544 2 

188 7 167 189 1 544 3 

167 10 188 4 189 1 544 4 

189 1 168 185 542 5 

164 189 1 188 s 541 6 

189 1 164 187 9 540 7 

165 185 8 189 1 539 8 

189 1 183 167 539 9 

164 186 7 188 5 538 10 

160 188 4 186 10 534 11 

178 8 189 1 164 531 12 

168 9 188 4 166 522 13 

164 168 189 1 521 14 

162 189 1 167 518 15 

167 10 184 10 163 514 16 

167 10 168 174 509 17 

189 1 150 170 509 18 

161 170 163 494 19 

168 169 145 482 20 

167 165 147 479 21 

164 167 144 475 22 

148 149 166 463 23 

150 160 141 451 24 

126 147 169 442 25 

164 130 144 438 26 

156 125 151 432 27 

147 124 149 420 28 

149 125 146 420 29 

148 121 149 418 30 

147 125 140 412 31 

127 148 127 402 32 

128 149 125 402 33 

149 125 128 402 34 

125 127 149 401 35 

123 127 148 398 36 

143 126 128 397 37 

127 143 126 396 38 

142 120 124 386 39 

127 129 124 380 40 

124 125 128 377 41 

120 121 126 367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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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컨셉 가중치 평가 
4-3-2전문가델파이설문및사용자평가 

전문가델파이설문진행 

이해관계제제조사 직원) 스코어링 평가 결과 선정된 1위 ~ 2여~1 순위 안에 있는 서비스들을 KANO 서비스 매력도 조사 결과 우선순위 1위~~I의 서비스를 기준으로 

분류하고,사용자5인과서1::l|스전문7~5인을대상으로설문을진행함 

설,,문 지 

우선슨위 시비스 선호도 편가 얼파01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철문은 전문가(컴핑전문가 몇 셨~1£;4장인 전문가) 芸관인종산롭씨 산 

업통상X변부가 주관하는 시장주도랑 제품미자인 개발 사업의 얻판업'-I 다. 

해당 프로젝트는 모든 자랑에 적용말 수 었는 캠핑용 화훗주4과 재공 가능한 서비스클 개발 

하고 었습니다 아태 그림은 론 프로젝트의 개 념클 도식화한 내용암니다. 

7 广
·0 0 0 —O 「출 0 0 

... 없" "s·· 

• II •• 모를 

己
。

= 
론 쑬문은 [모듈령 컴명용 깡운징 잊 온라인 원스톱 통탐 Aj!f I쇠 안구 내용 증 서비스 쳤셉 꿍'K제 

조사 작원 [f-d)클 통해 도출된 우선순위 Aj!f |스게 대한 전문가 선호도 파악을 위한 것으로 

운,신록 적도에 따라 점수물 매겨주시던 됩내각. 

설문 시 개인쩡보{성랑『 LfOl 성별 등의 가본 정보물 수쟝카고 었으나 순수 안구 목적으로만 
왑용되며 E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내각. 

설문01 꿀난 루 수당 지급을 워캐 였닳겟잠9E店능'남선클 반드시 작성해주시기 바랍내각. 

기븐 정보 

소숙 : I 성합 : 戶j , I 성별 : 남,，L 

t 다음은 서네스 매걱드 츠사 겹과 우선순위 5항목업니다. 5항목의 서바스 선즈드는 엿 점 정드라고 생각하시는지 

체화 주사기 바랍니다. 

No. 건성 릿 시비스 전략 
.. 구 비선호 모통 선호 
비선호 

1-1 프율적인 공간 컬응 

1·2 공유몬학 

1-J 쳤 QJ;징 

14 응드법氐1뎁볍 깁인,업 

1·5 지숙가능성전환경) 

2 다읽 戶율적인 공갑츠윅에 대한 건젭 맞 서뱌스 전략입니다 야레 항극기1 대한 서뱌스 선즈드는 면 정 

정=?r? 생각하는지 저巳화여즌사기 바랍니다. 

No. 건성 밋 서비스 전략 u?옮 비선호 보통 선호 

2-1 가변형 구츠와 모들형 파뇌첫릅 !-응한 츠율적인 
공간 장급 

2.., 라U七타밀매 맞준 툐렌소등 가능한 묘들형 펴 
녔첫 

2-l 사용자 쾨;9,ll!,;;;티앞에 맞준 가변덩 구조릅 릉한 
곰장 

2-4 감성. 취마 응드에 따른 공간 설계 및 본리 

i 다음은 [공유몬핵에 대한 쳤섭 맞 서비스 전략압니다. 아래 항목에 대한 서H느 선므드는 연 정 정드라고 

생각하드시 챈급화연춧人l?J 바랍냐각, 

No. 쳤섭 잊 서비스 전략 

3-1 
, 공유창고 서네스르 근은 공간에서드 가응 공간을 

,-2 란 온라인 록텐츠 공유 및 재 

`구 
선호 

때우 

선호 

4 다음은 쳤휴꾼p勘에 대학 컸셉 및 서미스 전각길냐냐 아래 항독에 대관 서비스 선드드는 엿 접 정도라고 

생법는지 챈규布臣 J^기 바랍니다 

No. 겼셉 및 서비스 전략 
데우 

비선호 모릅 선모 
몌 

’ l선호 선호 

4·1 냐 쥐향에 맞게 공간을 색다르게 커;:;,<.!P.Hl l징 

4근 9 세밑학 혹라인 시을레이쓰요르 쥐향 딪즐 던証깁 

A3 감성적 듬님 서비스르 개성 표현 디자인 

44 냐벡 캠펍 제품을 만드는 싶퓨정1장 모들형 카튜 

4-5 另̂「짚시 및 묘들협 펴녔정 주전 드 인 더건 0 -91 

4 .. 쳐 검2까중탄지화 침 이 한-대기응르 번등 릉에을 꿈계응 찰 제공찰 및 수하 수 혀덧여방E고 있 편부는안터 사한 쾨응 A/S보장자자체 수 레라곰리이드크 및 제링공 신하 설뇽고몬 
4-7 

등 색다근고 흘미르 2 경험 제공 

도 다음은 [응드별므뎀볍 김인'i'J]에 대한 컸셉 맞 서바스 전략엽니다 아래 항목에 대한 서뱌느 선므드는 언 정 

정드랴고 생각하십나가? 

NC 

e 다음은 C숙가능성진환경}］에 대한 컸셉 및 서닌느 전략깁니다 아래 항극기1 대한 서기스 선드드는 엿 점 

정=?卜，， 생각하십나마? 

No. | 컨젭 잊 시비스 전략 

&1 전환경 소재와 무른 피스 교제르 오랫등안 사응 가능 

7. 묘들덩 켈밍응 침음집슘듀군곰런,숨재입,화另집,＂및 온라인 원스드 릉합 샤jk에 대탄 기타 의견을 
작하주미 바랍니다 

설뮌개 응해주시서 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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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컨셉 가중치 평가 
4-3-2전문가델파이설문및사용자평가 

설문분석결과 

설문분석결과 

서비스 매력도 

평균 4!.6 3.9 48 4 
+ + 

분산 024 049 0 16 0.6 

t 
0.6 

+ + 

표준핀자 0.49 0.7 04 077 0.77 

연정도 

기준:0. 8이 히 
0 .11 0 .18 008 0 19 0 .19 

중위수 5 4 5 4 4 
+ + 

Q1 4 4 5 3 25 3 25 
+ 

,Q3 5 4 5 475 475 
+ + 

IQR 1 。 。 1.5 1.5 

수럼도 

기준:0. 5이 히 
0.5 。 。 075 0.75 

합의도 

기준 :075이상 
0.8 1 1 06.3 0 63 

+ 
ne 10 9 10 7 7 

CVR 

기준 062이 K 
1 0.8 1 0.4 0.4 

문형별 분산합 9 82 

종점의 분산 53.56 

신뢰도 0.86 



V. 전달 (Deliver) 

5-1. 테마 아이디어 씨드 도출 

5-2. 디자인 시나리오 

5-3.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5-4. 서비스플로우 

5.5. 서비스매뉴얼 



5-1. 테마 아이디어 씨드 도출 
S-1.1.테0t설정 

캠핑용 하우징 테마 셜정 : 1자년도 테마 재정의 

효율적인 인테리어 

모듈형 퍼니저를 활용하여 
나의 감성과 필요에 딱 맞는 

공간구성 

지속가능성 

진환경 소재와 부분 피스교제로 
오랫동안사용가능 

간편&편의 

연령, 성별 상관없이 조보자도 
쉽게사용가능 

맞춤형 레이어드 공간 설계 

감성,쥐미,용도에 따른공간설계 
및분리가능 

색상모듈화 

쥐향에 맞게조합가능한 
다양한색상의 조립 피스 

편안함&안락함 

1~2인 가구에 죄적화 되어있는 
컴팩트한사이즈와 

장문 피스 주가로 자연과 함께 
있는 것 같은편안함제공 

안전함&견고함 

단단한하드형 텐트로 
안정감과견고함제공 

개인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캠핑 유형별 커뮤니티 제공 

원격제어 

loT 기술 기반으로 원격제어 가능 
(온도, 습도, 보안 등) 

온라인 원스톱 통합서비스 

통합 예약 서비스와 편리한 결제 시 
스템제공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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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테마 아이디어 씨드 도출 
S-1.2.테0曜씨드아이디어(Seed Idea) 발굴 

매력도평가결과상위 5개 테마선정 후테마별씨드아이디어 발굴 

A 효율적인 공간활용 

A-1 

가변형 구조와모듈형 퍼니저를 

활용한 효율적인 공간창출 

A-2 

내집저럼편안한잠자리 

B 공유문화 

B-1 

나홀로캠핑족을위한 

콘텐츠서비스 

B-2 

좁은 공간에서도 가용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는 공유 장고 서 비스 

C 커스터마이징 

C-1 

나의쥐향에맞게공간을 

색다르게 커스터마이징 

D 용도별/모델별 라인업 

D-1 

사용자라이프스타일유형별기반 

캠핑용하우징및모듈형퍼니저주전 

E 지속가능성(진환경) 

E-1 

단단한하드형 텐트의 안정감과 

견고함 

E-2 

진환경 소재와부분피스교제로 

오랫동안人梧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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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디자인 시나리오 
A-1. 가변형구조와모들형퍼니大1틀활용한효율적인공간창출 

사용자유형 | 

펫캠형 

자영업,43세 

#딩크족 #펫캠핑 #반려견 커뮤니티 

-반려견과함께다양한경험을해보고 싶어 

캠핑욜시작함 

- 반려견이 실내를 답답해하고, 넓은 

공간에서 놀기를 원하기 때문에 개방감 있는 

공간을원함 

- 반려견의 진구를 만들어주고 함께 뛰어노는 

것을보면서힐링함 

TmeSawng 

u.＇＇리U 

P=oal 
께먼지.빼 

라이프스타일에 맞준 가변형 구조를 통한 공간장출 
뺐탈, ' 

SociaI 
산까지현., 

三

Tlme 
Usng 

I-어P거' .. ” 

Scoring Model | 

가변형 구조를 통해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캠핑카도 변화 

개인 라이프스타일에 맞준 모든 자량에 호환이 가능한 Lego-Style 캠핑용 하우징으로 

가변형 구조를 통해 공간장줄 가능한 제품 디자인 

노 ’ I 

실현가능성 가지성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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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타일에 맞춘 트랜스폼 가능한 모듈형 퍼니쳐 

내&외부 가변형 공간 구조 제공으로 확장형(슬라이드 형식, 내장형) 퍼니쳐 및 다양한 

기능(싱크, 변기 , 전기 , 급배수 장지 등)이 가능한 제품 디자인 

- ` :, ' 

라이프스타일에 맞준 가변형 구조를 통한 공간장출 

개인 라이프스타일에 맞준 모듈형 구조로 실시간 변경이 가능하며 

모듈형 퍼니쳐를 통해 가벼운 캠핑도 즐길 수 있도록 만족도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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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가능성 가치성 지속가능성

내 집처럼 편안한 잠자리

침대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패널을 제공하는 평탄화 기능으로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



73

•

•

•

•

•

•

•

•

•

•

•

•

•

•

•

•

•



74

나 홀로 캠핑족을 위한 유저와 함께하는 콘텐츠 서비스

콘텐츠 서비스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함께 캠핑 영상을 보며 실시간으로

채팅할 수 있는 '캠핑파티' 기능으로 비대면 시대에 캠핑을 함께 즐기며 수다를 할 수

있는 재미를 되찾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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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 ,* 
LOVE • 

Hey!! > < 

Yes! 

OMG ¢ 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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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haha > < 

ol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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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디자인 시나리오 
A-1. 가변형구조와모들형퍼니大1틀활용한효율적인공간창출 

사용자유형 | 

펫캠형 

자영업,43세 

#딩크족 #펫캠핑 #반려견 커뮤니티 

-반려견과함께다양한경험을해보고 싶어 

캠핑욜시작함 

- 반려견이 실내를 답답해하고, 넓은 

공간에서 놀기를 원하기 때문에 개방감 있는 

공간을원함 

- 반려견의 진구를 만들어주고 함께 뛰어노는 

것을보면서힐링함 

TmeSawng 

u.＇＇리U 

P=oal 
께먼지.빼 nII, 

SociaI 
산까지현., 

三

Tlme 
Usng 

I-어P거' .. ” 

Scoring Model | 

공유 장고 서비스로 좁은 공간에서도 가용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도록 제공 

캠핑 제품을 집에 보관할 공간이 부족한 1-2인 가구를 위한 공유 장고 서비스 

z' 

,,/ 

\ ' ’2Z 
-----－-－---를-－～~－－--）'-－---一/？ 

’’ 
、`一

’ 
실현가능성 가지성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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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디자인 시나리오 
C-1. L岡취항에맞게공간을색다르게커스터010l징 

사용자유형 | 

2}.서右1 리혀 
eo 르 00 

회사원,35세 

#딩크족 #감성 #일상탈줄 #SNS 

-비교적짧은기간으로자주졸정(당일지기,1박 

2일)승回,캠프닉율선호함 

제품소개,후71등을SNSOll업로드함 

-평소에새로나오는캠핑제품을눈여겨보는편이며, 

관심이많음 

-자연경관이탁트인곳에서맛있는음식을먹으면서 

히리하 
=Oe 

TmeSavmg 

'"`k •• LV의U 

Pe,sonal 
게연자•셔 

SociaI 
픈게사룰&l 

三
三

김성혈팀탈 

\ 

nme 
Us,ng 

r, ll ... v"' 

| scoring Model | ’ 
실현가능성 가지성 지속가능성 

나만의 캠핑제품을 만드는 셀프 제작 모듈형 키트 

DIV 모듈형 키트를 통해 예쁘고 간편한 나만의 제품을 제작 

부가소품제작 가능한모듈형 키트가제공되어 나만의 캠핑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셀프제작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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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 온라인 시뮬레이션으로 주l향 맞춤 인테리어 

온라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나의 쥐향에 맞게 공간을 색다르게 

커스터마이징 

개인화 온라인 시뮬레이션으로 주1향 맞춤 인테리어 

사용자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여 내&외부 공간의 크기, 재질, 

색상, 용도 등율 개인 맞춤으로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시뮬레이션 

및 견적 서비스제공 000 

\ —>

I I I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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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인 튜닝 서비스로 개성 표현 디자인 

튜닝 서비스를통해 쉬운감성적인주가옵션 

외부개성 표현이 가능한외부커버 디자인과튜닝 

서비스를 활용하여 감성적인 주가 옵션 서비스 제공 

노니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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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디자인 시나리오 
D-1. 사용자라이프스E躍유형별기반캠핑용하우징 및모들형퍼니大1주천 

사용자유형 | 

2}.서右1 리혀 
eo 르 00 

회사원,35세 

#딩크족 #감성 #일상탈줄 #SNS 

-비교적짧은기간으로자주졸정(당일지기,1박 

2일)승回,캠프닉율선호함 

제품소개,후71등을SNSOll업로드함 

-평소에새로나오는캠핑제품을눈여겨보는편이며, 

관심이많음 

-자연경관이탁트인곳에서맛있는음식을먹으면서 

히리하 
=Oe 

TmeSavmg 

'"`k •• LV의U 

Pe,sonal 
게연자•셔 

SociaI 
픈게사룰&l 

三
三

김성혈팀탈 

\ 

nme 
Us,ng 

r, ll ... v"' 

| scoring Model | 

고객의 자발적 데이터 제공 경험 

人梧용자레O|블링설문을통한자연스러운데01터수집을통해감성과쥐향,습관까지제품의 

확장성과다양한제품라인업을통해 옵션에 대한고민없이 제품을구매 (프리미엄 라인,트래블 

라인,대중적인 7|본라인,한정상품등다양한라인업의제품제공) 

·-
•— 
•— ’ 

실현가능성 가지성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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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디자인 시나리오 
D-1. 사용자라이프스E躍유형별기반캠핑용하우징 및모들형퍼니大1주천 

사용자유형 | 

zt.서古1 리혀 
eo 르 00 

회사원,35세 

#딩크족 #감성 #일상탈줄 #SNS 

-비교적짧은7|간으로자주졸정(당일지71,1박 

2일)5回캠프닉율선호함 

제품소개,후71등을SNSOll업로드럼 

-평소에새로나오는캠핑제품을눈여겨보는편01며, 

관심이많음 

-자연경관이탁트인곳에서맛있는음식을먹으면서 

古l2.l古卜
드20 C 

TmeSavmg 

'"`k •• LV의U 

Pe,sonal 
게연자•셔 

SociaI 
픈게사룰&l 

三
三

김성혈팀탈 

\ 

nme 
Us,ng 

r, ll ... v"' 

Scoring Model | ’ 
실현가능성 가지성 지속가능성 

물흐르듯심리스한경험 제공 

온라인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키워드가노즐되어 

간편하게 만족도높은제품을선택할수있는서비스 

000 

( 
Search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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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디자인 시나리오 
E-1. 단단한하드형 텐트의안정감과견고합 

사용자유형 | 

정착형 

무직(은퇴),62세 

#낚시#장기캠핑#효율#수납 

-캠핑을쥐□ I로삼고자주하는편 

-2박3일씩낚시를나가게되면서숙식 해결을위해 

캠핑을시작함 

-낚시장비도많7|때문에캠핑장1::1|는간편한것을 

선호함 

-자신만의조용한장소를몇군데정해두고정박형 

장71캠핑을함 

TomeSav;ng 

Pe,sonal 
제'’지•적 

m 

Social 
곤꽤지뺑각 

二三
三

nme 
u~ng 

r .. ~"""" .. "' 

Scoring Model | ’ 
실현가능성 가지성 지속가능성 

생활공간을 얹을 수 있는 튼튼한 기본 뼈대 

캠핑용 하우징의 기본사양을 단단한 하드형 텐트를 활용하여 생활공간을 

얹었을때 안정감과견고함제공 

노니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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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디자인 시나리오 
E-2 친환경소재와부분피스교체로오랫동안사용 

사용자유형 | 

정착형 

무직(은퇴),62세 

#낚시#장기캠핑#효율#수납 

-캠핑을쥐□ I로삼고자주하는편 

-2박3일씩낚시를나가게되면서숙식 해결을위해 

캠핑을시작함 

-낚시장비도많7|때문에캠핑장1::1|는간편한것을 

선호함 

-자신만의조용한장소를몇군데정해두고정박형 

장71캠핑을함 

TomeSav;ng 

Pe,sonal 
제'’지•적 

m 

Social 
곤꽤지뺑각 

三三
三

nme 
u~ng 

r .. ~"""" .. "' 

| scoring Model | ’ 
실현가능성 가지성 지속가능성 

친환경 소재와 부분 피스 교체로 오랫동안 사용 

번거로움 없이 간편한 부품 교체를 통해 시간 단축, 물질적 정신적 만족도 증가 

자량 전체를 수리하는 번거로움 없이 온라인으로 주문 후 간편하게 교제할 수 있는 

낡은 매트리스, 연결 부품 등 간편한 AS와 부분 피스 수리가 가능한 서비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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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서 비스 블루프린트 (Service Blueprint) 
사용지의재풍구매부터사용,구메후단계까지의서비스전반멕락(Context)시각화 

Physical Evidence 
(몰리적 증거) 

Touch Pion! 

User Actions 
(사용자행동} 

구매전 

제품필요성인지 정보탑색 제품구매 

캠핑스타일체크 구매(대여) 결정 및 결제 

On-line : PC, 테블릿, 스마트폰 

Off-line : 캠핑장, 박람회 

On-line : PC, 테블릿, 스마트폰 On-line : PC. 테볼릿, 스마트폰 On-line : PC. 테훌릿, 스마트폰 

Off-line : 캠핑장, 박람회 판매 대리점 Off-line : 캠핑장, 박람회, 판매 대리점 Off-line 캠핑장, 박람회, 판매 대리점 

기존제품사용에불편함을느낌 ·주변지인의소개 .0니m : 온라인원스톱사율래이션 
• 업체 홍페이지 판매 대리정 홍보 • Off-line : 체크리스트 질문지 작성 

점링장, 박람회, 홍보 게시글 등을 게시글을 통한제품 탐색 
통한 재품 인지 • 캠핑장주변 캥퍼에게 문의 

• 주변 지인을 통한 필요성 인지 • 캠핑카 박람회 방문 

작성한체크리스트들토대르 
온오프라인 상담(필요 시) 

I 

옵션 추가및외형 컬러선택 

I 

구매때여)계약서작성 

제품수령 

자택.대리점 

제품수령및상태확인 

』

설치안내가이드정독 

구매단계 

설치 

제품사용 

실사용 해체 

자택‘ 캠핑장, 캠핑장, 자택, 캠핑장, 
노지(낚시티 산. 공영주차장 동) 노지(낚시터, 산, 공영주차장 등) 노지(낚시터· 산. 공영주차장 등) 

캠핑장예약 

L 

징싣기 

I 

• 자택에서장착후출발 

•캠핑스팟도착후장착 

야외공간셋팅 

음식조리 · 설거지 · 휴식 

샤워후취칭 

제품분리 

I 

짐정리 

• 나의 캠핑 스E땔에 맞는재품을 
파악하?|힘듦 

• 무분별한 광고 게시글로 인해 
혼란스러움 

• 캠핑스타일과 라이프스타일을 
구분하지 못하면 결과에 오류가 
있을수있음 

· 한정적인외부커스터마이징옵션 · 설치가이드와함께볼수있는 · 분리상태로출발시적재공간 • 조리, 설거지 공간 부족 

• 청걷관련볼편함 
Insight 
(Pain Point) 

Front Stage 
(제공자대면서바스) 

Pain Point 

Insight 
Advantage 

Back Stage 
(제공자 
비대면서비스) 

Suppo『t Process 
(지원프로세스) 

제풍전시 

제품정보제공 

• 방대한 정보량에 막연합을 느낌 

홍페Ol,.I 

제품사양안내 
j 

설치및사용방법안내 

재풍사양안내 
I 

설치및사용방법안내 

재품 정보 제공 커뮤니티, 플랫폼 홍보 게시글 

영상 등의 명확한 시각매체 필요 부족 

·피스장착순서및과정이헷갈립 
• 결과에대한확신부족 

검사과정안내 

i 

결과U톤으로상담진행 설치방법영상및가이드책자지꿍 

I 
질문지제공 

L 

결과안내 

·귀찮음을느낄수있음 

I 

옵션, 컬러 등선택사항 안내 

I 

겨P서저꿈및작성유의사항안내 

• 불필요한 옵션을 구애하게 될 가능성 

•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재풍 추천 및 구매 가능 

캠핑유형검사실시 
I 

결과안내화면 

캠핑유형검사 

옵선컬러등선택 

I 

전자겨합서작성 

전자계약서 

고객 데이터기록저장 

고객관리시스템 

멤버십구독서비스 

온라인 원스톱 시뮬레이션 서비스 

• 빠른제품수령 
• 설치 영상반복적으로시청 가능 

U除안내문자발송 

배송위치확인시스템 

대량생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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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영상반복적으로시청가능 ·필요시피스추가로공간확장가능 

이전캠핑장예약정보제공 

설치 7p匠영상제공 

고객데이터기록. 저장 

Qlli뜨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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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제조및유통 

Pain Point • 너무 무분별한 제품 광고는 고객의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 있음 •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입력하면 신뢰도가 떨어지고 불안감이 커짐 

Insight 
Advantage • 온라인 서비스로 고객 데이터를 기록하고 저장하여 반복 입력을 없앰 

• 추가 재풍 구매 시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간편 주문 가능 
·대기 기간없이바로재풍수령 ·반복적정보제공가능 

구매후 

보관·유지·관리 

주차및보관 

자택, 판매 대리점. 공영주차장 

주차가능장소이동 

』

오염시세척및건조후보관 

•건조공간따로필요 

•주차공간 U|용지물 

• 별도 건조 없이 닦아서 보관가능 
•효율적인주차가능 

공용주차장현황정보제공 

주차위치추천 

공용주차장예약 

주차장현황확인시스템 

GPS7|반주자창위치 제공시스템 

• 주차 공간 확보 및 유지보수 용이 

A/5 

On-line : PC, 테블릿, 스마트폰 

Off-line : 판매 대리점 

부분피스교체및 NS 키트로 
자체수리 

NS 신청 

』

>I사 방문 혹은 업체 방문하여 수리 

· NS 신청 경로안내부족 

기사방문하여 NS 서비스지원 

대리점 방문하여 NS 서비스 지원 

부분피스및A/S~匡신청 
』

직접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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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및유통 

•피스보관할공간이별도로필요함 

•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지 보수 서비스 용이 



     (2차년도) The Design Scenario
     제품 및 서비스 컨셉시나리오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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