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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utomated vehicles (AVs) are coming to our roadways. In practice, there are still several challenges that 

can impede the AV sensors are polluted on various road conditions. In this paper, we propose a strategy for 

V2E performance assurance technology using Kano model. We are developing the vehicle sensor cleaning 

system about the three types of commonly used sensors: camera, radar, and LiDAR. Surveys were carried 

out in 30 AV’s experts on quality characteristics about V2E performance assurance technology. As a result, 

the Kano model developed to verify a major requirement of autonomous vehicle’s sensor cleaning system. 

It is expected that the Kano model will be actively used to verify the importance of V2E developmen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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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22년 현재 우리나라는 범부처 자율주행자동차 R&D 

기술 개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도,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선정, 자율주행차 규제특구 등 활발한 실증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인지-판단-제어라는 과

정을 거쳐 스스로 도로 주행을 하고 인간 운전자보다 사고

율이 낮아 안전하고 편리한 기술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최근 Tesla 오토파일럿 사고, Waymo 등의 기술개발 

실증 등으로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도 있

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기술개발과 더불어 안전성 확보 

기술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복잡한 도로주행상황을 해

결하고 사용자가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율주행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중 하

나인 자율주행차 센서 클리닝 기술은 센서 청소 장치가 

핵심이다. 센서 청소 장치라 함은 센서의 시야가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센서 표면에서 먼지, 빗방울, 새 배설물 또

는 진흙을 제거하는 청소 작업을 수행하는 장치이다. 이를 

통하여 주변 날씨 및 운전 조건 등의 외부 환경 요인으로

부터 센서를 보호하고 센서의 수명과 차량의 안전을 보장

할 수 있다. 이러한 센서 클리닝 기술은 V2E(Vehicle- 

to-Environment, (자율주행)차량 대 환경인지센서), 이

하 V2E) 성능확보기술이라고 명명하여 국가 연구개발이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는 V2E 기술 개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로서, 기술개발 방향과 제도화 항목에 대한 품질요소를 정

의하고, 자율주행 전문가 집단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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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autonomous vehicle sensors

Sensor Advantage Disadvantage
Sensor Vulnerability Situations and 

Environments

Camera Image recognition ability

Delay time until the control command 

is issued by analyzing the input 

image

It is difficult to quickly respond to 

obstacles in a stationary state on the 

road (Road Construction/Shoulder 

Parking)

Radar

Excellent stability with 

minimal influence of 

environmental factors

It only detects the existence of an 

object, but cannot determine the 

shape of the object.

Because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shape of an object for an accident 

vehicle that is stopped on the road, it 

is impossible to prevent secondary 

accidents, so you have to rely on lidar

Lidar

Recognition ability with 

high precision (object 

shape and distance can 

be grasped)

High price, influence of foreign 

substances (snow, rain, dust, 

insects) due to the installation of the 

exterior of the car

Difficult to detect objects depending on 

dark-colored objects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weather) 

(snow/rain/fog/underground/near 

high-rise buildings)

결과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Kano 모델로 분석하였다
.
. Kano 

모델은 카노 노리아키(狩野紀昭)에 의해 1980년대에 연

구된 제품 개발에 관련된 상품기획이론이다.
(1)

 Kano 모델

은 어떤 상품을 기획할 때 각각의 구성요소에 대해 소비자

가 기대하는 것의 충족, 불충족이라는 객관적 관계와 소비

자의 만족, 불만족이라는 주관적 관계 사이의 상호관계를 

통해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V2E성능확보 

기술의 정책적/기술적 개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2. 기존 연구 

2.1. 자율주행차 센서 기술 

자동차에 적용되는 센서는 약 30종의 200여 개가 장착

되고 있으며, 자율주행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인지센서로 

초음파(장애물 인지), 카메라(물체 식별), 레이더(거리, 

속도, 방향, 높이 측정 등), 라이다(형태 인식) 등의 첨단 

스마트 센서가 적용된다. 대표적인 카메라, 레이더, 라이

다의 특징 및 환경은 Table 1과 같다. 

2.2. V2E 성능확보 기술

V2E 성능확보기술은 자율주행차 센서에 오염이 발생되

었을 때 빠른 세척과 회복하는 기술을 통하여 기존 센서의 

물체인식 등의 성능을 회복하는 기술을 지칭한다.
(2)

 자율

센서클리닝 시스템(Autonomous Sensor Cleaning System) 

기술과 관련되며 상기 시스템은 액체기반 클리닝시스템

과 기체기반 클리닝시스템으로 상용화되어 있다. 액체기

반 클리닝시스템은 워터 제트 또는 알코올과 같은 액체가 

센서 표면에 뿌리게 된다. 기체기반 클리닝 시스템은 강한 

공기 분사와 같은 가스 매체가 센서 표면 위로 분사, 공기

는 전자적으로 제어되며 시스템은 다른 기계 구성 요소에 

의존하지 않는다. Automotive Sensor Cleaning System 

Market(2020)에 따르면 Continetal AG, Valeo SA, 

DlhBowles, Roching Automotive, Ficosa International 

SA, Kendrion N.V., Actasys Inc., Waymo LLC, Seeva 

Technologies 등이 기업들이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3)

2.3. Kano 모델을 이용한 전략 연구 사례 

이해인 등(2015)
(4)

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스마트폰의 

주요 속성에 대하여 품질요소 분류를 하기 위하여 Kano 

모델을 적용하였다. Kano 모델을 통하여 매력적 품질요

소 및 무관심 요소 등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고려한 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 관리 전략 제시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이때 스마트폰 사용자 110명의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이

지혜 등(2015)
(5)

는 Kano 모델을 이용해서 사용자 관점

에서 내비게이션 기능의 요구사항을 분류하고 Timko의 

고객만족계수를 활용하여 만족과 불만족의 개선정도를 

정량화하였다. 피설문자는 61명의 응답결과를 활용하였

다. 도유미(2021) 등
(6)

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자율주행

기반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기능적 우선순위를 검

토하기 위하여 Kano 모델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휠체어 이

용 장애인의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적 선호도 우선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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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4개의 교통약자 그룹(휠체어 장애인, 보행장

애인, 시각장애인, 고령자)에 대하여 각각 50명의 설문정

보를 활용하였다. 김희진(2021)
(7)

는 지속가능관광을 객

관적 지표 값으로 제시하고 지역 주민이 요구하고 만족하

는 서비스 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Kano 모델을 적용하였

으며, 일반주민 400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전기체 등

(2021)
(8)

은 검도장 서비스품질에 관한 소비자의 요구사

항을 주관적 만족도와 객관적 만족도를 동시에 고려하고

자 Kano 모델을 이용하였는데, 약 189명의 검도대회 참

석자의 설문자료를 활용하였다. 송선옥(2022)
(9)

은  전자

상거래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서비

스 품질속성과 제공자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품질

속성을 파악하고 이를 연계시켜 구조화하였다. 이를 통해 

제한된 자원 하에서 더 집중해야 할 서비스 품질속성을 

가치전략영역별로 규명함은 물론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

한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이용자 측면 263명, 제공자 측

면 32명의 설문지를 활용하여 전략을 제시하였다. 전기제 

등(2022)
(10)

는 스크린골프장 서비스 품질요소를 파악하

기 위하여 온라인 기반 설문으로 250명의 자료를 활용하

여,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 요소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손총 등(2022)
(11)

은 Kano 모델을 이용하여 박물관의 문

화 상품의 속성과 품질을 분류하여 문화상품 개발 전략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설문은 총 180명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다. 양성민 등(2022)
(12)

은 차량용 음성비서를 예시

로 기업들의 성공적인 지능형 신제품 개발을 위한 Kano- 

TOPSIS 기반의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이때 117명의 사

용자를 대상으로 Kano모델을 통하여 사용자가 필요로 하

는 기능을 선별 및 평가하는 데 활용하였다. 김진국 등

(2022)
(13)

는 276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하여 

국내 워터파크 운영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에 대

한 평가와 향후 전략적 마케팅을 제시하는데 Kano 모델을 

적용하였다. 방제모 등(2022)
(14)

는 외식배달 플랫폼 품

질 속성분류를 위하여 162명의 응답자 설문을 통하여 서

비스 품질 요소를 분류하였다. 조진호 등(2022)
(15)

은 건

설프로젝트에서 적극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건설 실

무자 1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건설 

리스크 관리요인 분류를 하고 개선 방안에 대하여 도출하

였다. 

선행 연구와 같이 Kano 모델은 관광, IT기기,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어 왔던 전략 연구 모형이

다. 통상적으로 서비스 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계층화 분

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등의 다목적의

사결정법(MODM: Multiple Objective Decision Making), 

다속성의사결정법(MADM: Multiple Attribute Decision 

Making)등이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방법론은 독자적으

로 사용하거나 병행적으로 사용하는 등 서비스 우선순위 

등에 활용되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V2E성능확보기

술 개발 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Kano 모델을 사용하였

다. Kano 모델은 각 개별요소의 우선순위 등을 정량화하

기 용이하며 초기 개발방향의 합리성을 설명하는데 적합

하다. 

3. V2E 성능확보기술에 대한 Kano 모델 분석

 

3.1. 개요 

V2E 성능확보기술 개발 전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자율주행차 경력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설문은 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그룹을 활용

함으로써 그 수가 많지 않더라도 유효한 설문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 설문기간: 2021.08.23.~2021.08.27.

- 전문가: 30명

- 평균 자율주행차관련 경력: 5.27년 

3.2. 설문 문항 

Kano 모델을 V2E성능확보기술 전략 방향에 적용하기 

위하여 델파이 기법을 이용하여 실무자 VOC(Voice of 

Customer)가 반영된 10개의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1) 자율주행차 센서 클리닝 조건에 대하여 신차 출시

시 안전기준을 강제 제도화

(2) 자율주행차 센서 클리닝 조건에 대하여 자동차 검

사시 반드시 확인하는 강제 제도화

(3) 자율주행차 센서 클리닝 기술을 가진 차량에 문제

가 발생(오염물질 미제거)시 운전자에게 알림을 

주는 기능

(4) 자율주행차 센서 클리닝 기술이 각 센서별로 각각 

클리닝 상황을 확인하는 기능(예, 카메라에 문제가 

발생하면 알림 개별 알림기능 등)

(5) 자율주행차 센서 클리닝 기술이 전체 센서 상황을 

통합하여 클리닝 상황을 확인하는 기능(예, 카메라

에 문제가 생겼어도 다른 센서에서 충분히 센싱에 

문제가 없다면 미 알림등의 통합 기능) 

(6) 자율주행차 센서 클리닝 기술의 작동여부에 대하

여 기록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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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V.3 자율주행차에서 자율주행차 센서 클리닝 

기술

(8) LV.4이상 자율주행차에서 자율주행차 센서 클리

닝 기술

(9) 액체분사 방식의 자율주행차 센서클리닝 기술의 

경우 잔여량 및 잔여기간 정보 제공 

(10) 자율주행차 센서 클리닝 성능 수준에 대하여 등급

화 제공

하나의 항목에 대하여 긍정적 질문과 부정적 질문의 2

가지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응답지는 “(1) 마음에 든다, (2) 당연하다, (3) 

아무런 느낌이 없다, (4) 하는 수 없다, (5) 마음에 안 든

다”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구조화된 설문 방법은 기 검증

된 Kano 모델의 기본 프레임워크를 따른다.

3.3. Kano 모델 이론 

소비자들은 제품의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불

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충분한 경우에

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느끼고 다시 새로운 것에 대한 만족

감을 느끼지 못하는 ‘한계효용의 법칙’을 따른다. 이런 상

황을 설명하기 위해 카노는 상품의 품질에 대한 이원적인 

인식방법의 모델을 제시하게 되었다. 만족하는 것 또는 불

만족하는 것이라는 주관적 측면과 함께 물리적 충족 혹은 

불충족이라는 객관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모델로 만들

었다(Huiskonen, 1998
(16)
; Kametani et al., 2010

(17)
). 

이러한 모델은 Fig. 1의 품질을 느끼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요소로 구분된다. 

1. 매력적 품질요소(Attractive Quality Element): 충

족되는 경우 만족을 주지만 충족이 안 되더라도 크

게 불만족없는 품질요소를 말한다. 고객이 미처 기

대하지 못했던 것 혹은 기대를 초과하는 만족을 주

는 품질요소가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만족에서 고

객감동(Customer Delight)의 수준을 달성할 수 있

게 한다. 한편 이러한 요소의 존재는 고객들은 모르

거나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족이 되지 않더라

도 불만을 느끼지 않는다.

2. 일원적 품질요소(One-Dimensional Quality Element): 

충족이 되면 만족하고 충족되지 않으면 고객들의 불

만을 일으키는 품질요소이다. 일원적 품질속성은 만

족의 증가와 불만의 증가에 모두 크게 영향을 미치

므로 고객만족도 변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3. 당위적 품질요소(Must-Be Quality Element): 반

드시 있어야만 만족하는 품질요소이다.

4. 무관심 품질요소(Indifferent Quality Element): 만

족하는 것과 만족하지 못하는 것 사이에 품질의 차

이가 느껴지지 않는 요소이다.

5. 역 품질요소(Reverse Quality Element): 충족되면 

불만족을 일으키고 충족되지 못하면 만족되는 거꾸

로 된 요소이다.

Fig. 1 Quality attribute of Kano model

Table 2는 하나의 품질요소에 대한 긍정적인 질문과 

부정적인 질문의 대답에 대한 평가 이원표이며, 평가 이원

표에 의한 결과는 조사표에 집계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을 

품질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게 된다. 

Table 2 Kano’s two-way table of model quality evaluation

Dissatisfaction

Satisfication

Answers to negative questions

Like 

it

Of 

course

Does 

not 

matter

Can 

not 

help it

I do 

not 

like it

Answers 

to 

positive 

questions

Like it Q A A A O

Of course R I I I M

Does not 

matter
R I I I M

Can not 

help it
R I I I M

I do not 

like it
R R R R M

Timko(1993)
(18)

는 만족계수와 불만족계수를 제시하

여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접했을 때 고객의 만족정도

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고, 불만족되었을 때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 지를 파악한 계수를 제시하였다. 주요 산

출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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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Quality attribute judgmen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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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I : 만족계수 

       DI: 불만족계수 

       A : 매력적품질요소

       O : 일원적품질요소

       M : 당연적품질요소

       I : 무관심품질요소

      R : 역품질요소 

       j : 품질특성요소(1,..,.m)

만족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해당 품질의 충족이 만족

도를 더 많이 증가시키는 반면, 불만족계수가 -1에 가까

울수록 불충족시 불만족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측

면에서 만족계수와 불만족계수 모두 품질의 중요도와 밀

접한 관련성이 있다. 

Tonitini(2007)
(19)

은 고객만족계수를 이용하여 Max

( )를 품질의 중요도 지표로 사용하였다. 품질의 중

요도는 충족시 만족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나타내는 만

족계수와 불충족시 만족도가 얼마나 줄어드는가를 나타

내는 불만족계수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다음과 같이 

만족계수와 불만족계수의 평균인 ASC는 품질의 중요도 

값으로 사용된다. 






 
≦ ≦ (3)

가 1에 가까울수록 j번째 품질의 변화(충족, 불충

족)가 만족 또는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

미한다. 

3.4. Kano 모델 분석  

긍정적, 부정적 질문의 설문지의 설문조사 결과를 결합

하여 품질 특성을 정리하였다. 품질 특성에 대한 빈도수를 

이용하여 만족 계수와 불만족 계수를 산정하였다. V2E성

능확보기술에 대한 Kano 모델 분석 결과는 Table 3과 

Fig. 2와 같다. 

V2E 전략방향의 10가지 요소는 Fig. 2와 같이 매력적 

품질요소, 일원적 품질요소, 당연 품질요소로 분포되었다. 

매력적 품질 요소로 5, 6, 9, 10의 항목이 나타났다. 매

력적 품질은 충족되는 경우 만족을 주지만 충족이 안 되더

라도 크게 불만족없는 품질요소이다. 5는 통합으로 센서

를 확인하는 기능, 6은 자율주행차 센서 클리닝 기술의 작

동여부에 대하여 기록하는 기능, 9는 액체분사 방식의 자

율주행차 센서클리닝 기술의 경우 잔여량 및 잔여기간 정

보 제공, 10은 자율주행차 센서 클리닝 성능 수준에 대하

여 등급화 제공에 관한 것이다. 이는 V2E성능확보장치의 

차별화된 상품화 및 서비스 전략의 기능으로 활용하면 좋

은 요소이다. 

일원적 품질요소는 3,4,7의 항목이며, 충족이 되면 만

족하고 충족되지 않으면 고객들의 불만을 일으키는 품질

요소이다. 3은 자율주행차 센서 클리닝 기술을 가진 차량

에 문제가 발생(오염물질 미제거)시 운전자에게 알림을 

주는 기능, 4는 자율주행차 센서 클리닝 기술이 각 센서별

로 각각 클리닝 상황을 확인하는 기능, 7은 LV.3 자율주행

차에서 자율주행차 센서 클리닝 기술이다. 따라서 V2E 성

능확보장치는 3,4,7의 요소는 기본적으로 탑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위적 품질요소는 1,2,8이며 반드시 있어야만 만족하

는 품질요소이다. 1과 2는 자율주행차 센서클리닝 조건에 

대하여 제도화하는 것으로 안전기준 등의 공공성이 확보

된 제도화 추진이 요구되는 바이다. 8은 LV.4이상 자율주

행차에서 자율주행차 센서 클리닝 기술로서 이또한 LV.4

이상 차량은 센서클리닝 기술이 반드시 요구된다. 그 외 

무관심 품질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품질의 중요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율주행차 센서 클

리닝 기술을 가진 차량에 문제가 발생(오염물질 미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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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Quality attribute judgment result

No. Questionnaire
Attractive 

Quality

One-

Dimens

ional

Must-

Be 

Reverse 

Quality

Indi-

fferent 

Quality

Skepti-

cal

Dimension 

check

Timko‘s coefficient

ASC
ASC 

ranking
Coefficient 

of 

satisfaction

Coefficient 

of dissatis-

faction

1

Compulsory 

institutionalization of 

safety standards for 

new car launches 

regarding autonomous 

vehicle sensor cleaning 

conditions

4 8 14 1 3 0 Must-Be 0.41 -0.76 0.585 4

2

Mandatory 

institutionalization of 

safety standards in 

vehicle inspection for 

autonomous vehicle 

sensor cleaning 

conditions

1 7 14 1 6 1 Must-Be 0.29 -0.75 0.52 7

3
Driver notification 

function
9 16 3 1 1 0

One-

Dimens-

ional

0.86 -0.66 0.76 1

4
Notification of cleaning 

level by sensor
12 13 3 0 2 0

One-

Dimens-

ional

0.83 -0.53 0.68 3

5
Integrated cleaning level 

notification
11 5 2 1 11 0 Attractive 0.55 -0.24 0.395 9

6
Sensor cleaning 

operation record
9 11 1 0 9 0 Attractive 0.67 -0.40 0.535 5

7

Introduction of sensor 

cleaning technology for 

LV3 vehicles is 

essential

3 15 11 1 0 0

One-

Dimens-

ional

0.62 -0.90 0.76 2

8

Introduction of sensor 

cleaning technology for 

LV4 vehicles is 

essential

5 8 7 1 9 0 Must-Be 0.45 -0.52 0.485 8

9

Residual amount 

indication of liquid 

injection method

5 12 3 0 10 0 Attractive 0.57 -0.50 0.535 6

10

Provides grade 

information for sensor 

cleaning conditions

11 4 0 1 14 0 Attractive 0.52 -0.14 0.33 10

시 운전자에게 알림을 주는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나타

났다. 그 외 주요 순위는 의 순위를 살펴보면 Table 

3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4. 결론 및 향후 과제 

자율주행차의 이물질인 시야방해물질로 인하여 예기

치 않은 차선 변경, 방향 전환, 운전자 시력 문제 경고, 도

로측면으로 넘어가는 차량, 자동 조종 장치 또는 운전 보

조 기능이 비활성화 될 수 있으며, 특히 LV.4 자율주행차

에서는 매우 중요한 안전 요인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시야

방해물질은 물방울, 비, 벌레, 먼지, 새배설물, 물 때 등 자

연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이 될 수 있으며, 자율주행차 센

서를 오염시킬시 기능적/성능적 문제를 발생하는 요인이 

된다. 이에 자율주행차 센서의 오염이 발생시 클리닝하는 

V2E 성능확보기술에 대한 중요성은 자율주행차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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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V2E성능확보 기술 개발시 평균 5.7

년 연구한 전문가집단 30명을 대상으로 제도적/기능적 요

구사항에 대하여 제시하고, Kano 모델을 적용하여 기술

개발 전략의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당위적으로 있어야 하는 품질요소

로 자율주행차 센서클리닝 조건에 대하여 제도화하는 것

과 LV.4이상 자율주행차에서 자율주행차 센서 클리닝 기

술로 나타났다. 

V2E 성능확보기술의 만족도 요건으로 일원적 품질요

소는 센서클리닝 기술을 알림을 주는 기능, 클리닝 상황을 

확인하는 기능, LV3 자율주행차의 센서 클리닝 기술이다. 

V2E 성능확보기술의 매력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할 수 

있는 요소로 통합센서확인 기능, 센서동작 기록 기능, 잔

여량/잔여시간 정보제공 및 등급화 정보 제공 등에 대한 

것이다. 

향후 개발되는 V2E 성능확보기술은 이러한 품질요건

을 반영하여 반드시 있어야 할 기능과 추가적 기능 등을 

반영하여 개발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자율주행차 기술 전문가집단의 결과를 반영

한 것으로 향후 상품화될 경우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품질속성 평가 및 검증이 요구된다. 이를 통하여 기술

개발의 성공과 함께 공공 안전 측면에서 자율주행차가 활

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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