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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주행승차감 및 안정성을 고려한 전동킥보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역공학 기법을 사용하여 주요 시스템의 

품질요소, 제품특성 등을 분석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품질기능전개(QFD: Quality Function Deployment)방법

론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로 사용자 요구사항은 6개의 범주에서 20개를 도출하였으며 품질특성 요구사항은 16개 도출하여 최

종 12개를 시스템 품질특성(CTQ: Critical To Quality)으로 선정하였다. 

키워드: 품질기능전개(QFD), 역공학(Reverse Engineering), 시스템요구사항(System Requirements), 

사용자요구사항(User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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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대도시의 인구증가로 인해 출퇴근 교통체증과 대중교통의 

불편이 증가하면서 주차문제, 대기오염, 혼잡 비용 등의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래운송수단의 대체역할로 꼽히는 개인이동수단

(Personal Mobility)은 친환경, 저비용, 자동차 대체재, 차세대 이동수

단으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그 사용성이 점차 증가 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2017년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의 판매량은 

약 6만~6만5천대로 그 중 약 2만 5천대를 전동킥보드가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소형 모빌리티인 전동킥보드는 배터리를 사용하

는 전기구동장치로 유지비용이 낮아 직장인, 대학생, 레저 등 근거리 

이동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에게 적합하다. 

특히 전동킥보드의 주행 승차감 및 안정성에 관한 연구개발이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주행승차감 및 안정성

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시스템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정의하고, 3장에서는 역공학 

기법을 활용한 경쟁사 제품의 시스템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사용자 

요구사항 분류와 QFD방법론을 사용하여 시스템요구사항을 도출한 

후, 마지막으로 결론을 제시한다.

Ⅱ. 전동킥보드의 개요

2.1 전동킥보드의 분류

전동킥보드는 크게 휴대성을 강조한 경량형과 주행성능을 강조한 

고성능형으로 분류된다. 휴대성이 좋은 전동킥보드는 작고 가벼우며 

쉽게 접고 펼칠 수 있는 형태이다. 반면에 주행성능을 강조한 고성능 

전동 킥보드는 10인치이상의 타이어와 유압식 서스펜션이 장착되며 

모터와 배터리의 높은 품질을 요구하는 고가의 제품을 말한다. 일반적

으로 타이어의 크기를 기준으로 경량형(5.5~8인치), 중급형(8~10인

치), 대형(10인치 이상 고성능형)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질과 중량, 

모터의 성능, 배터리용량, 서스펜션의 유무에 따라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다.

2.2 전동킥보드의 구성요소

전동킥보드의 일반적인 구성 요소는 프레임, 바퀴, 핸들부, 폴딩부

(접거나 펼칠 수 있는 구조물), 모터, 배터리, 컨트롤러 등이 장착된 

것이다. 핵심구성요소인 배터리와 모터는 성능에 따라 주행가능거리

와 파워, 등판능력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Fig. 1에 전동킥보드 

구성요소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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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M모델 R모델 E모델 S모델 O모델

브랜드 S사 A사 N사 M사 E사

품질 특성

주요구성부품 재질
알루

미늄

알루

미늄

알루

미늄

알루

미늄

알루

미늄

최고속도[km] 25 25 25 25 25

주행가능거리 [km/h] 30 30 20 65 35

배터리충전시간 [h] 5 5 4 8 6

최대하중 [kg]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제품 특성

모터출력 [W] 250 250 300 500 250

배터리 리듐 리듐 리듐 리듐 리듐

타이어직경[in]
앞 8.5 

뒤 8.5

앞 8 

뒤 8

앞 8 

뒤 8

앞 8 

뒤 8

앞5.5 

뒤5.5

서스펜션 O O　 O　 O O

폴딩기능 O O O O O

핸들높이조절 O O X O O

제품무게 [kg] 12.5 15.5 12 16.5 12.4

기타 기능 　 　 　 　 　

주행

안정성

브레이크 종류 디스크 디스크　 전자/풋 디스크 전자/풋　

전기/전자장치 시스템 O O O O O

제품가격 [원] 500,000 460,000 560,000 780,000 690,000

Table 2. System Analysis Evaluation Table

Fig. 1. Electric Kickboard Components

Ⅲ. 역공학 기법을 활용한 시스템분석

3.1 경쟁사제품 선정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선호도가 높은 5개의 제품을 선정하여 

시스템평가항목을 분석하기 위해 역공학(reverse engineering)기법

을 적용하였다. 

Table. 1에 경쟁사제품을 분류하였다.

제품명 M모델 R모델 E모델 S모델 O모델

제조사 S사 A사 N사 M사 E사

제조국가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Table 1. Competitive Products

3.2 역공학 절차

시스템평가항목분석을 위한 역공학방법과 절차는 Fig. 2와 같다.

Fig. 2. Reverse Engineering Process

3.3 역공학기법을 통한 경쟁사 제품 시스템분석

경쟁사 제품의 시스템분석은 크게 품질요소, 제품특성, 주행안정성, 

제품가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품질요소는 주요구성부품의 내구성, 

최고속도, 주행가능거리, 배터리 충전시간으로 분류할 수 있고 제품특

성은 타이어 크기, 서스펜션, 폴딩 기능, 핸들높이 조절, 제품 무게, 

기타 기능 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행안전성은 브레이크 종류, 

전기/전자장치방수로 나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제품가격으로 시스템 

주요항목을 분석하였다.

Table. 2는 경쟁사 제품의 시스템분석평가표이다

Ⅳ. QFD를 활용한 전동킥보드 시스템 요구사

항의 결정

전동킥보드의 시스템평가항목을 분석하기 위해 경쟁사제품의 주요

평가항목을 도출하였고 관련된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요구사

항을 체계화시키기 위해 QFD방법을 적용하였다.

4.1 시스템 요구사항 도출

전동킥보드의 사용자 요구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사용

자, 잠재고객, 유통사대리점 담당자를 대상으로 약 3개월간에 걸쳐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경쟁사 제품의 시스템분

석 평가항목과 주행승차감, 주행안정성, 불편사항, 추가되어야할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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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QFD: House of Quality

기타 등으로 조사하였다.

사용자 조사에서 도출된 요구사항을 정리한 결과 약 20가지로 

정리되었고, QFD전개가 용이하도록 계통도로 표시하였다.

그 결과 Fig. 3와 같이 약 20가지의 요구사항으로 표시하였다.

Fig. 3. Tree Diagram

4.2 요구품질과 품질특성의 대응관계와 시스템 설계 요구

사양 도출 

시스템개발 과정에서 반영되어야할 요구품질과 품질특성간의 관계 

정도를 판정하기 위해 관계 매트릭스를 정리하였다. Fig. 4에서는 

20가지의 사용자 요구사항과 16가지의 품질특성을 각각 표시하고 

각 항목별로 대응관계를 표시하였다. 요구사항과 기술특성의 관계성

이 약하면 3, 보통이면 6, 강하면 9로 평가하였다. 이 숫자로 표시된 

가치는 QFD 초기부터 사용된 평가방법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사용자 요구사항의 70%이상을 만족시키는 

항목을 CTQ로 결정하였으며 16가지 품질특성 중에 12가지를 선정하

였다. 중요도 순으로 나타내면 제품가격-배터리용량-디스플레이정보-

도난방지장치-최대주행거리 등의 순으로 확인할 수 있다. CTQ는 

제품개발에 요구하는 시스템 개발항목으로 제품설계에 반영되어야하

며, 구체적인 설계사양 및 가이드로 체계화할 수 있다.

Ⅴ. 결 론

퍼스널모빌리티는 이동수단의 편리성 때문에 관련 제품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주행 승차감 및 안정성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행안전성 및 편리성을 고려한 퍼스널모빌리티를 

개발하기 위해 시장점유율이 높은 경쟁사제품을 5개 선정하여 품질요

소, 제품특성, 주행안정성, 제품가격으로 분석하였다. 이 자료를 바탕

으로 사용자, 잠재고객, 유통대리점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하였다. 

그 결과 사용자 요구사항은 6개의 범주에서 총 20개 항목을 도출하

였으며, 품질특성 요구사항은 16개를 도출하여 그 중 12개를 CTQ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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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설계사양 및 가이드로 체계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성과는 전동킥보드 개발과정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초기 제품개발시 반영할 수 있고 개발과정에서 잦은 설계사

양 및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기간이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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