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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ritical dimensions of comprehensive quality and to prioritize 

them for improvement of the quality competitive advantage. The critical dimensions, sub-dimensions and meas-

urement items of comprehensive quality were abstracted from literature of quality, and constructed a model 

of hierarchical structure. 115 experts in four groups(supplier, buyer, consultant, and professor) were participated 

in pair-wise comparison of quality dimensions, but some of these responses were removed because the overall 

consistency of evaluator judgements exceed the acceptable ratio of 0.10. The priorities of quality dimensions 

for industrial and consumption goods were calculated respectively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approach. As a result, product quality had the highest weight of 0.65, followed by support quality(0.18) and 

service quality(0.17) for industrial goods while product quality also had the highest weight of 0.62, but service 

quality(0.22) was preferred over support quality(0.16) for consumption goods.

1. 서  론†

20세기 중반부터 가치창출의 핵심은 고품질 제품 제

조방법이었지만, 서비스경제 시대에는 고객 기대 및 만

족도 충족방법으로 바뀌었다(Yu & Fang, 2009).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통합솔루

션을 개발하여 자사의 가치향상 기회를 찾고 있다. 이

러한 통합솔루션의 핵심 또한 고객 니즈 충족을 위한 

제품의 기능성에서 고객의 운영 및 프로세스를 지원하

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의 성과로 이동하고 있다

(Penttinen & Palmer, 2007). 특히 자본재산업에서 통

합솔루션은 고객화된 제품과 서비스 결합을 통해 고부

교신저자 kimsh@chungbuk.ac.kr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

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가가치를 창출한다. 실제로 IBM, GE, Nokia는 모든 제

품 및 서비스 구성요소를 설계, 제조, 통합함으로써 개

별 고객의 사업에 필요한 통합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본역량을 개발해 왔다(Davies et al., 2007).

품질경쟁의 범위는 제품 자체의 품질 뿐만 아니라 마

케팅, 판매, 판매 후 보증 및 수리서비스까지 포함한다

(Archer & Wesolowsky, 1996). 즉, 제품, 서비스, 사

용경험 모두 소비자의 인지가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

고, 지속적 구매 태도 및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Yu & 

Fang, 2009). 특히, 사용기간 동안 보증 및 정기적 수

리를 필요로 하는 내구재에 대한 사용자의 품질평가는 

사용기간 내내 지속되기 때문에 제품뿐만 아니라 제품

사용 중 발생하는 지원서비스 또한 중요하다(Archer & 

Wesolowsky, 1996).

그러나 한 기업이 모든 품질요소를 동시에 추구할 필

요는 없다. 사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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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든 품질요소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 한계 또한 제약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다(Garvin, 1987). 따라서 기업은 자신들이 경

쟁하기를 원하는 품질요소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그 분

야에 자신들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Garvin, 1984).

본 연구에서는 계층분석과정(AHP)을 활용하여 산업

재 및 소비재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품질요소의 상

대적 중요도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종합적 품질요소를 파악하고, 

이들 간 계층도를 구성한다.

둘째, 실무자, 컨설턴트,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통해 산업재와 소비재의 품질요소 간 쌍대비교 자료

를 수집한다.

셋째,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산업재와 소비재 품질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집단 간 산업재와 소비재 품질요소에 대

한 평가결과를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품질경

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품질경영활동을 수행할 때 참

고할 수 있는 품질요소 간 상대적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문헌연구

2.1 품질의 중요성

품질은 조직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

되면서(Hansen & Bush, 1999) TQM은 제조업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및 서비스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유

한주, 2004).

고품질은 단순히 고객들이 곤란에 처하는 것을 예방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기쁘게 한다(Garvin, 1987). 

따라서 고품질 제품과 서비스는 새로운 경쟁기업이 극

복하기 어려운 장벽이 될 수 있다(Shetty, 1987).

TQM 활용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제조 및 판매 

서비스에 품질경영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 있다(Archer & Wesolowsky, 1996). 점차적으

로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고객에게 full-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Stremersch 

et al., 2001). 모든 물리적 제품은 일련의 서비스와 관

련이 있기 때문에 제품과 서비스의 분리는 품질에 대한 

불완전한 관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고객관점에서 품질

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제품과 그와 관련된 서비

스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Hansen & Bush, 1999).

2.2 종합품질 구성요소

2.2.1 제품품질

1980년대 이후 국제경쟁 가속화, 고객기대 향상으로 

기업들은 전략적 이슈로 제품품질을 강조하기 시작했

다(Shetty, 1987). 품질은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요소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제품품질 개선

은 경쟁환경에서 기업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전략

이다(Flynn et al., 1995). 고객들은 품질을 공급자 평

가기준으로 고려하며, 가격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도 한다(Cater & Cater, 2010). 따라서 제품품질은 고

객들의 긍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

한 요인 중 하나이다(Waller & Ahire, 1996).

품질경영 연구자들은 제품품질의 정의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제품품질 정의에는 고

객니즈 충족 및 다차원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Lakhal 

& Pasin, 2008). Garvin(1987)이 8가지 제품품질 구성

요소를 제안한 이후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Yuen & Chan, 2010). 그 동안 진행된 다수의 연

구결과에 따르면 제품품질은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고객충성도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Eduardo et al., 2008; Lakhal & Pasin, 2008; Yu & 

Fang, 2009; Cater & Cater, 2010).

2.2.2 서비스품질

서비스의 성장은 최근 주요 트렌드 가운데 하나로 우

리나라를 비롯한 유럽, 아시아, 미국 등 전 세계 경제구

조에 반영되어 오늘날 서비스는 고용 및 국가 GDP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Johnstome et al., 

2008; 김종훈 등, 2011). 그러나 서비스품질에 대한 연

구는 주로 소비재에 대해 이루어졌고 산업재에 대한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최자영과 박주영, 2007).

신속한 기술변화에 따라 제품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사용기간 또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구매자는 제품이 

만족스럽게 작동하도록 적절한 판매 후 서비스를 이용

해야 한다(Murthy & Kumar, 2000). 내구재 고객에게 

좋은 품질보증 지원 및 수리서비스 제공은 제품 성공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Mathe and Shapiro, 

1993). 그러한 활동은 제품품질을 보완하고, 고객충성

도 및 긍정적 구전 전파를 제고한다.

내구재 제조 및 판매에서 판매 후 서비스는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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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고객 유지, 제품 개발에 대한 기여와 전략적 연

관성이 있다(Saccani, 2007). 판매 후 서비스에서 창출

되는 수익은 종종 제품 판매수익보다 더 높다. 서비스

시장은 제품시장보다 4-5배 더 크고, 제품수명주기 동

안 초기구매의 최소 3배 이상 판매 후 서비스 거래금액

이 발생한다(Gaiardelli, 2007). 판매 후 서비스와 교환

부품은 모든 제조기업의 매출액 중 25%에 불과하지만 

수익 비중은 40-50%에 이른다(Kim et al, 2007).

2.2.3 지원품질

제품수명주기 단축 및 국제경쟁 가속화로 점점 더 차

별화 전략을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전통

적 제품 제조기업이 서비스 비즈니스로 사업영역을 확

장하고 있다(Matthyssens & Vadenbempt, 2008). 그

러나 기존문헌은 이러한 제품-서비스 포지션 조정에 

대해 광범위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제조기업의 서비스

전략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으며, 명확하게 정의하지도 

못하고 있다(Gebauer, 2008).

최근에 전세계 산업재 제조업자들은 장기 성장 기반

을 강화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사의 

전통적 제품 비즈니스에 추가하여 서비스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Jacob & Ulaga, 2008). 기업운

영자원으로 산업재를 사용하는 기업은 이러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과 서비스가 필요하

다. 현재 추세는 제품패키지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합하

는 것이다(Johansson & Olhager, 2006). 그러나 서비

스 활동은 시스템 공급자에게 중요한 개념이지만 서비

스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고객의 관점을 무시하고 주로 

공급자 지향적이었다. 즉, 서비스를 주요 제품의 부가적 

특성으로 인식하였다(Helander & Möller, 2007).

특정 제품과 관련한 고객 니즈 및 요구는 제품서비스

에 대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

다(Frambach et al., 1997). 그러나 현재 전형적인 제

조기업의 서비스 제공은 고객서비스를 파악하는 것만

이 아니라 설치된 시스템에 대한 서비스, 프로세스 지

향 서비스, 전문서비스, 운영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Gebauer, 2008). 이러한 예로 이미 지원 및 유지보수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미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

리잡아가고 있으며, 종종 초기 제품판매의 2배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Kim et al, 2007).

3. 연구방법론

3.1 품질요소 측정항목 개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3가지 품질요소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첫째, 제품품질을 ‘제품이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둘째, 

서비스품질은 ‘제품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원품

질은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제품 판매 전부터 판매 후

까지 제공하는 운영적․기술적 지원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품질요소의 하위기준 및 세부항목은 문헌연

구결과를 종합하여 구성하였다.

제품품질은 Lemmink & Kasper(1994)이 Garvin이 

제시한 8가지 차원을 3개 범주(제품기반, 제조기반, 사

용자기반)로 구분한 틀에 따라 하위기준 및 세부항목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사용자기반의 서비스능력은 서비스

품질 및 지원품질의 일부 하위기준과 중복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서비스품질은 Brady & Cronin(2001)이 제시한 서

비스품질 구성요소(상호작용품질, 결과품질, 물리적품

질)를 하위기준으로 활용하고, 세부항목은 이들이 제시

한 항목과 Yuen & Chan(2010)의 서비스정책, 문제해

결 등을 일부 추가하였다.

지원품질은 Simon(1965), Frambach et al.(1997), 

Helander & Möller(2007), Davies et al.(2007)이 제

시한 판매 전, 판매 시, 판매 후를 하위기준으로 활용하

고, 이들이 제시한 세부항목을 종합하였다. 그리고 판매 

후 서비스는 Johansson & Olhager(2006), Saccani et 

al.(2007), Gebauer(2008) 등이 제시한 항목을 일부 

추가하였다.

품질경쟁력을 달성하기 위한 품질요소, 하위기준, 세

부항목의 계층도는 <그림1>과 같다.

3.2 표본 및 자료수집

품질요소, 하위기준, 세부항목에 대한 쌍대비교를 위

해 산업재와 소비재에 대한 2개 설문지초안을 작성하였

다. 쌍대비교 항목에는 양쪽에 비교대상을 표기하고, 중

간에 세 개의 빈칸을 제시하였다. 비교대상 항목의 중

요도가 같으면 가운데 칸에 1을 표기하고, 왼쪽 요소가 

더 중요하면 왼쪽 빈칸에 오른쪽 요소가 더 중요하면 

오른쪽 빈칸에 2(약간 더 중요하다)부터 9(월등히 중요

하다)까지 숫자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초안에 대해 실무자 3명, 교수 3명,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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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품질경쟁력 계층도

제품

품질

제품

기반

o 성능 : 제품이 갖춰야 할 기본적 기능

o 특징 : 성능의 부차적 측면으로서 기본기능을 보완

o 내구성 : 제품의 물리적, 경제적 유효수명

제조

기반

o 신뢰성 : 정상적 조건에서 의도한 기간 동안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확률

o 일치성 : 제품의 규격이나 기능이 설정된 표준에 부합하는 정도

사용자

기반

o 심미성 : 제품의 외관, 느낌, 소리, 맛, 냄새 등 개인적 판단과 기호

o 인지품질 :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품질수준

서비스

품질

물리적 

환경

o 물리적 특성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물리적 설비, 장비, 직원의 외모 등

o 서비스 정책 :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 방침

상호

작용

o 태도 및 행동(대응성과 공감성) : 고객에게 개인적 관심을 갖고 공손하고 신속한 대응

o 전문성(신뢰성과 확신성) : 정확한 지식으로 약속한 서비스를 믿음직하게 제공하는 능력

서비스

결과

o 문제해결 : 고객의 제품사용 중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한 정도

o 서비스 우수성 : 공급사의 서비스 결과에 대한 주관적 인식

지원

품질

판매전
o 니즈 파악 및 반영 : 고객 니즈를 파악하여 제품 설계에 반영하는 정도

o 정보 제공 : 구매 전에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정도

판매시
o 배달 및 설치 : 적기 배달 및 설치 지원 정도

o 교육 제공 : 제품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수행 정도

판매후
o 고객 배려 : 불만 및 애로사항 파악과 해결 노력 정도

o 예방보전 및 컨설팅 : 고장예방 및 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 수행 정도

<표 1> 품질구성요소의 조작적 정의

1명을 대상으로 pre-test를 수행하였다. 이들에게는 품

질경쟁력 계층도의 적절성, 용어 이해 및 응답방법의 

용이성 등을 검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

였다.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문지를 수정 및 보

완하였다.

첫째, 서비스품질(제품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해결)과 

지원품질의 판매 후 서비스(제품사용 중 불만사항 파악

과 예방보전 및 컨설팅)에 대한 개념을 구분하여 정의

하였다. 둘째, 용어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문지에 품질요소 및 세무항목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첨부하였다(<표1> 참조). 셋째, 비교대상 간 상

대적 중요도 표기방법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설문지 맨 

앞에 응답요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3가지 예

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재(다른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와 소비재(일반소비자가 사용하는 내

구성제품-가전제품 및 자동차 등)에 대한 설명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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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최종설문지는 품질경영 전문가들에게 e-mail로 배포

하였다. 컨설턴트와 교수에게는 산업재와 소비재 각각

에 대해 전문가견해를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실무자

에게는 산업재의 경우 공급기업과 구매기업 입장으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였고, 소비재는 공급기업과 비

공급기업(소비자) 입장으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요청

하였다. 2011년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총 115부

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응답자별 일관성지수를 측정한 결과 21부는 산업재

와 소비재 모두 일관성기준(0.1)을 초과하였고, 12부는 

산업재만 일관성기준을 초과하였으며, 23부는 소비재

만 일관성기준을 초과하였다. 따라서 이들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된 응답자수는 <표2>와 같다.

구분
실무자

컨설턴트 교수 합계
공급기업 구매/비공급※

산업재 15 39 8 20 82 

소비재 15 32 7 17 71

※ 산업재는 구매기업, 소비재는 비공급기업

<표 2> 최종분석에 활용된 응답자 수

3.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활용하여 품질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고자 한

다. AHP는 의사결정대안의 선호도를 결정하는 기법으

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Escobar et al., 2004). 다른 다

기준기법이 갖지 못한 AHP의 가장 뛰어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일관성 측정이고, 일관성비율은 약 10% 이하이면 

수용가능하다(Aguarón & Moreno-Kiménez, 2003).

AHP 집단의사결정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어온 

두 가지 방법은 개인판단 종합(aggregation of indivi- 

dual judgment: AIJ)과 개인선호도 종합(aggregation of 

individual priorities : AIP)이다(Escobar et al., 

2004). AIJ의 총합단계에서 종합적 판단행렬을 구하기 

위해 개인의 판단행렬을 종합하는데 가중기하평균법이 

활용된다(Dond et al., 2010).

각 그룹의 구성원수가 다른 M그룹의 집단의사결정

을 위해서는 각 그룹의 기하평균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각 그룹의 구성원 수만큼 가중치를 부여한 값을 기하평

균하여 전체 그룹의 합의를 도출한다. 즉, 각 그룹을 개

인처럼 생각하고, 그룹 구성원 수를 개인의 상대적 가

중치로 활용한다(Saaty & Shang, 2007).

본 연구에서는 개인별 판단에 대해 일관성지수를 계

산하였다. 일관성이 확인된 자료만을 활용하여 기하평

균을 통해 각 집단별로 개인의 판단을 종합하였고, 각 

집단별 응답자 수를 가중치로 활용하여 가중기하평균

을 통해 전체 판단을 종합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계산하

였다.

4. 분석결과

4.1 산업재 분석결과

산업재의 경우 제품품질의 중요도가 64%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지원품질(19%)과 서비스품질(17%)은 비

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무자, 컨설턴트, 교수 등 모

든 집단에서 제품품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품질과 지원품질의 상대적 중요도는 집

단별로 약간 차이를 보이며, 실무자 집단에서도 공급기

업과 구매기업에 따라 약간 다르다. 공급기업 실무자와 

컨설턴트는 서비스품질을 지원품질보다 약간 더 중요

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구매기업 실무자와 교수는 지원

품질을 서비스품질보다 약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제품품질에서는 공급기업 실무자만 사용자기반품질

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구매기업 실무자와 

컨설턴트 및 교수는 제품기반품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에서는 공급기업 및 

구매기업 실무자와 교수는 인지품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에 컨설턴트는 신뢰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품질에서도 제품품질의 결과와 유사하게 공급

기업 실무자만 다른 집단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공

급기업 실무자는 상호작용품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는 반면에 다른 모든 집단은 서비스결과품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항목

에서는 모든 집단이 문제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품질에서는 구매기업 실무자와 컨설턴트는 판매

전지원품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에 교수는 판

매후지원품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공급기업 실무자는 판매전지원품질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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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품질요소

실무자(n=54)
컨설턴트(n=8) 교수(n=20) 종합(n=82)

공급기업(n=15) 구매기업(n=39)

Local Global Local Global Local Global Local Global Local Global

품질

경쟁력

제품품질 0.63 0.64 0.68 0.63 0.65 

서비스품질 0.22 0.15 0.19 0.17 0.17 

지원품질 0.15 0.21 0.13 0.20 0.18 

제품

품질

제품기반 0.32 0.20 0.45 0.29 0.41 0.28 0.42 0.27 0.41 0.27 

제조기반 0.31 0.20 0.27 0.17 0.34 0.23 0.27 0.17 0.28 0.18 

사용자기반 0.38 0.24 0.29 0.18 0.26 0.18 0.31 0.20 0.30 0.20 

성능 0.34 0.07 0.37 0.11 0.45 0.12 0.39 0.10 0.38 0.10 

특징 0.26 0.05 0.20 0.06 0.21 0.06 0.18 0.05 0.20 0.05 

내구성 0.40 0.08 0.44 0.13 0.35 0.10 0.43 0.12 0.42 0.11 

신뢰성 0.75 0.15 0.76 0.13 0.69 0.16 0.72 0.12 0.74 0.14 

일치성 0.25 0.05 0.24 0.04 0.31 0.07 0.28 0.05 0.26 0.05 

심미성 0.27 0.06 0.29 0.05 0.26 0.05 0.32 0.06 0.29 0.06 

인지품질 0.73 0.17 0.71 0.13 0.74 0.13 0.68 0.13 0.71 0.14 

서비스

품질

물리적환경 0.20 0.04 0.20 0.03 0.30 0.06 0.17 0.03 0.20 0.03 

상호작용 0.44 0.10 0.27 0.04 0.26 0.05 0.35 0.06 0.32 0.05 

서비스결과 0.36 0.08 0.53 0.08 0.43 0.08 0.48 0.08 0.48 0.08 

물리적특성 0.60 0.03 0.50 0.01 0.61 0.03 0.47 0.01 0.52 0.02 

서비스정책 0.40 0.02 0.50 0.01 0.39 0.02 0.53 0.02 0.48 0.02 

태도/행동 0.48 0.05 0.33 0.01 0.23 0.01 0.24 0.01 0.32 0.02 

전문성 0.52 0.05 0.67 0.03 0.77 0.04 0.76 0.05 0.68 0.04 

문제해결 0.69 0.05 0.70 0.06 0.73 0.06 0.74 0.06 0.71 0.06 

서비스우수성 0.31 0.02 0.30 0.02 0.27 0.02 0.26 0.02 0.29 0.02 

지원

품질

판매전지원 0.39 0.06 0.26 0.05 0.40 0.05 0.27 0.05 0.30 0.05 

판매시지원 0.22 0.03 0.23 0.05 0.27 0.04 0.25 0.05 0.24 0.04 

판매후지원 0.39 0.06 0.50 0.10 0.33 0.04 0.48 0.09 0.46 0.08 

니즈파악 0.63 0.04 0.59 0.03 0.56 0.03 0.50 0.03 0.58 0.03 

정보제공 0.37 0.02 0.41 0.02 0.44 0.02 0.50 0.03 0.42 0.02 

배달/설치 0.57 0.02 0.50 0.02 0.66 0.02 0.53 0.03 0.53 0.02 

교육제공 0.43 0.01 0.50 0.02 0.34 0.01 0.47 0.02 0.47 0.02 

고객배려 0.49 0.03 0.31 0.03 0.44 0.02 0.29 0.03 0.35 0.03 

보전/컨설팅 0.51 0.03 0.69 0.07 0.56 0.02 0.71 0.07 0.65 0.06 

※ 소숫점 2자리까지 반올림하였으므로 합이 1보다 약간 크거나 작을 수 있음

<표 3> 산업재 품질요소의 상대적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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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품질요소 

실무자(n=47)
컨설턴트(n=7) 교수(n=17) 종합(n=71)

공급기업(n=15) 비공급기업(n=32)

Local Global Local Global Local Global Local Global Local Global

품질

경쟁력

제품품질 0.65  0.65 0.55 0.59 0.62 

서비스품질 0.20  0.20 0.31 0.24 0.22 

지원품질 0.15  0.15 0.14 0.18 0.16 

제품

품질

제품기반 0.37  0.24 0.44 0.28 0.28 0.16 0.45 0.26 0.41 0.26 

제조기반 0.17  0.11 0.18 0.12 0.15 0.08 0.17 0.10 0.17 0.11 

사용자기반 0.46  0.30 0.38 0.25 0.57 0.31 0.38 0.22 0.42 0.26 

성능 0.42 0.10 0.54 0.15 0.29 0.05 0.56 0.15 0.50 0.13 

특징 0.25 0.06 0.16 0.04 0.37 0.06 0.27 0.07 0.22 0.06 

내구성 0.33 0.08 0.30 0.08 0.34 0.05 0.17 0.04 0.28 0.07 

신뢰성 0.75 0.08 0.87 0.09 0.85 0.06 0.79 0.07 0.84 0.08 

일치성 0.25 0.03 0.23 0.03 0.25 0.02 0.31 0.03 0.26 0.03 

심미성 0.47 0.14 0.46 0.11 0.44 0.14 0.40 0.09 0.44 0.12 

인지품질 0.53 0.16 0.54 0.13 0.56 0.18 0.60 0.13 0.56 0.14 

서비스

품질

물리적환경 0.30  0.06 0.18 0.04 0.12 0.04 0.22 0.05 0.20 0.04 

상호작용 0.29  0.06 0.30 0.06 0.37 0.11 0.34 0.08 0.32 0.07 

서비스결과 0.41  0.08 0.52 0.11 0.51 0.16 0.44 0.11 0.48 0.11 

물리적특성 0.63 0.04 0.43 0.02 0.26 0.01 0.46 0.02 0.46 0.02 

서비스정책 0.37 0.02 0.57 0.02 0.74 0.03 0.54 0.03 0.54 0.02 

태도/행동 0.44 0.03 0.49 0.03 0.66 0.07 0.61 0.05 0.53 0.04 

전문성 0.56 0.03 0.51 0.03 0.34 0.04 0.39 0.03 0.47 0.03 

문제해결 0.64 0.05 0.56 0.06 0.45 0.07 0.53 0.06 0.56 0.06 

서비스우수성 0.36 0.03 0.44 0.05 0.55 0.09 0.47 0.05 0.44 0.05 

지원

품질

판매전지원 0.39  0.06 0.23 0.03 0.18 0.03 0.25 0.04 0.26 0.04 

판매시지원 0.26  0.04 0.26 0.04 0.27 0.04 0.37 0.06 0.29 0.04 

판매후지원 0.35  0.05 0.51 0.08 0.54 0.08 0.38 0.07 0.45 0.07 

니즈파악 0.67 0.04 0.52 0.02 0.44 0.01 0.56 0.02 0.55 0.02 

정보제공 0.33 0.02 0.48 0.02 0.56 0.01 0.44 0.02 0.45 0.02 

배달/설치 0.43 0.02 0.70 0.03 0.64 0.02 0.70 0.04 0.64 0.03 

교육제공 0.57 0.02 0.30 0.01 0.36 0.01 0.30 0.02 0.36 0.02 

고객배려 0.38 0.02 0.56 0.04 0.60 0.05 0.46 0.03 0.50 0.03 

보전/컨설팅 0.62 0.03 0.44 0.03 0.40 0.03 0.54 0.04 0.50 0.04 

<표 4> 소비재 품질요소의 상대적 중요도

매후지원품질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세부항목에서는 공급기업 실무자와 컨설턴트는 니

즈파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에 구매기업 실무

자와 교수는 보전/컨설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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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소비재 분석결과

소비재의 경우 제품품질의 중요도가 62%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지원품질(22%)이 서비스품질(16%)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자, 컨설턴

트, 교수 등 모든 집단에서 제품품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집단이 서비스품질을 지원

품질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제품품질에서는 공급기업 실무자와 컨설턴트는 사용

자기반품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구매기

업 실무자와 교수는 제품기반품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에서도 공급기업 실

무자와 컨설턴트는 인지품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에 비공급기업 실무자와 교수는 성능을 가장 중요

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또한 인

지품질(13%)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서비스품질에서는 모든 집단이 서비스결과품질을 가

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부항

목에서도 모든 집단이 문제해결품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품질에서는 공급기업 실무자만 판매전지원품질

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에 나머지 집단에서는 판

매후지원품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세부항목에서는 공급기업 실무자는 니즈파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비공급기업과 컨설턴트는 고

객배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교수는 배달/설치와 

보전/컨설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5.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제품품질에 이어 서비스품질과 지원

품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결과와 실무분야 경쟁

력 원천의 변화에 따라 이들 각 품질요소 중 품질경쟁

력을 향상시키는 데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한지를 파악

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실무자, 컨설턴트, 교수 등 품질

경영분야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AHP를 

이용하여 품질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산업재와 소비재 모두 제품품질의 우선순위가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실무자, 컨설턴트, 교수 

등은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품품질을 가장 우

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기업의 경쟁요인이 제품에서 서

비스로 이동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와 약간 다르다. 즉, 

최근 많은 제조업자들은 제품과 서비스를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IBM과 

GE 같은 뛰어난 산업재 기업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제품에서 서비스로 초점을 이동함으로써 성과를 개선

하고 있으며, 현재 상당부분의 매출과 수익을 서비스 

부문에서 창출하고 있다(Araujo & Spring, 2006). 따

라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는 제품품질뿐만 아니라 

서비스품질 및 지원품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쟁초

점을 이동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재에서는 지원품질이 서비스품질보다 우

선순위가 높은 반면에 소비재에서는 서비스품질이 지

원품질보다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

로 산업재는 구매 전부터 구매 후까지 다양한 지원활동

이 필요한 반면에 소비재는 이러한 지원활동보다는 제

품사용 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활동이 

더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위기준(3단계) 차원에서 산업재는 제품기반품질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반면에 소비재는 사용자기반품

질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세부항목

(4단계) 요소 중 산업재는 인지품질(0.14)과 신뢰성

(0.14)의 우선순위가 높은 반면에 소비재는 인지품질

(0.14)과 성능(0.13)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 이는 산

업재의 경우 제품이 고장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

을 중시하는 반면에 소비재는 제품이 갖춰야 할 기본적

인 기능을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재와 소비재 모두 서비스품질과 지원품질에서는 

서비스결과와 판매후지원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게 나

타났다. 또한 세무항목(4단계)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

이고 있다. 산업재와 소비재 모두 서비스품질에서는 문

제해결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 지원품질에서는 보전․
컨설팅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 즉, 서비스품질에서는 

제품사용 중에 발생한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을 

가장 중시하고, 지원품질에서는 판매 후 고장예방 및 

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컨설팅 수행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고객의 니즈를 보다 잘 충족하거나 경

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 및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필수수단으로 TQM을 도입하고 있다(Lemmink & 

Kasper, 1994). 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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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종합

적 품질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품질

요소를 동시에 개선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자원투자

가 필요하고, 경제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품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5.2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는 제품품질, 서비스품질, 지원품질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품질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요소들로 계

층도를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실무적으로 의미가 

크다. 1980년대 이후 제품품질의 중요성은 매우 커졌

으며, 최근에는 서비스품질과 지원품질의 중요성이 부

각되면서 품질경쟁력 원천이 제품에서 서비스로 이동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품질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품질경쟁력 모형을 개발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클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합적 품질경쟁력 모형을 개발하여 

실무자, 컨설턴트, 교수를 대상으로 품질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각 품질요소 가운데 어떤 

요소가 품질경쟁력 및 기업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분석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향후에는 모든 품

질요소가 품질성과 및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적으로 분석하여 품질경쟁력 및 기업경쟁력 원천을 파

악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재, 소비재 중에서도 제

품에 따라 품질 중요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제

품별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Garvin(1987)이 제안한 제품품질요

소 중 서비스가능성은 서비스품질 및 지원품질과 중복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외시켰고, 서비스품질 또한 지원

품질과 구분하기 위해 애프터서비스로 제한하였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은 여전히 지원품질의 판매

후지원과 서비스품질을 혼동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

는 품질요소들이 명확하게 차별화될 수 있도록 개념을 

정의하고, 서로 다른 측정항목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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