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 프로세스 실행이 차별화 
경쟁우위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 규모의 

조절효과
정헌배1, 이현우2*

1중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 2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창업학과 박사수료

Impact of quality management system process implementation on 
differentiated competitive advantage and management 
performance: the moderating effect of company size

Heon Bae, Jeong1, Hyun-Woo, Lee2*
1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Economics, Chung-Ang University

2Ph.D. Candidate in Entrepreneurship,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 실행이 차별화 경쟁우위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품질경영시스템 실행과 차별화 경쟁우위의 관계에서 기업 규모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259부를 SmartPLS 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리더십, 기획, 지원, 운영, 성과평가, 
개선은 차별화 경쟁우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조직의 상황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차별화 경쟁우위는 재무적 및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 규모는 리더
십, 지원, 운영, 개선과 차별화 경쟁우위의 관계에서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는 품질경영시스템
이 창업기업의 품질을 개선하여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품질경영시스템을 실행할 
때 조직의 상황과 기업 규모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주제어 : 창업기업,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차별화 경쟁우위, 경영성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 of the start-ups' quality management system 
implementation on differentiated competitive advantage and management performance, and to verify 
the effect of the moderating effect of company size between the quality management system 
implementation and differentiated competitive advantage. 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for start-ups 
and 259 samples were analyzed using SmartPLS 2.0. First, it was found that leadership, planning, 
support, operation, performance evaluation, and improvement have a positive effect on differentiated 
competitive advantage, and contexts of organization does not have a positive effect. Second, 
differentiated competitive advantage has a positive effect on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Third, company size has a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hip, support, operation, 
improvement and competitive advantage.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interpreted that the quality 
management system improves the quality of start-ups and has a positive effect on management 
performance. In addition, it implies that the organizational situation and the size of the company 
should be considered when implementing the quality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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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ISO 9001은 모든 산업 분야 및 활동에 적용할 수 있

는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며, 
ISO 9001 인증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실현 시스템이 규
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이를 유효하게 운영하고 있음
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1]. 

각 기업은 글로벌화에 발맞춰 국내외 시장에 적응하여
야 하고, 글로벌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기업은 현장에서 국제표준인 품질경영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2].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은 기업환경
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근 2015년 개정되었다. 한국인정
지원센터(KAB)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 ISO 9001 
인증 기업은 70,316개 기업으로 나타났다[1].

품질경영시스템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품질경영시
스템의 목적에 따른 효과에 관한 연구[3-8], 품질경영스
시템 프로세스 구성요소에 따른 효과에 관한 연구[9], 기
업 업력 및 규모에 따른 연구[10] 등이 있다. 

먼저, 품질경영시스템의 목적에 따른 효과에 관한 연
구는 품질경영시스템 도입 목적에 따라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이 실제로 품질을 높이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품
질경영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의 목적을 살펴보면 크게 
2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는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경영시스템을 적용하
는 관점으로 품질경영시스템을 적용한 기업에서 실제로 
품질 및 경영성과가 높아졌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3-7]. 다음으로는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의 목적이 
정부 및 민간기업에 제품 및 서비스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격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는 관점으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은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구비하는 서류에 불과
하며, 품질경영시스템이 실제로 품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8]. 품질경영시스템의 목적에 따라 품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 관한 논쟁은 품
질경영시스템이 차별화 경쟁우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할 필요성을 제시해준다. 그러나 품질경영시스템이 차별
화 경쟁우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해외에서는 
중요한 연구주제로 수행되고 있으나[3-5] 국내에서는 품
질경영시스템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6,7]는 다수 수행되고 있는 반면, 품질경영시스템이 차
별화 경쟁우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워 품질경영시스템이 차별화 경쟁우위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품질경영시스템 프로세스 구성요소에 따른 

효과에 관한 연구는 품질경영시스템의 각 프로세스의 상이한 
효과를 규명한 연구이다. Samson & Terziovski(1999)[9]는 
1200개의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품질관리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품질경
영시스템의 전 프로세스가 경영성과의 예측 변수가 아님
을 규명하였다. 그는 프로세스 중 리더십, 인력 관리 및 
고객 중심 요구사항만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연구의 결과처럼 품질경영시스템
의 각 프로세스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2015년 개정된 품질경영시스템의 각 프
로세스가 차별화 경쟁우위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업력 및 규모에 따른 연구는 기업
의 업력과 규모에 따라 품질경영시스템 적용의 효과에 
차이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한국인정지원센터
(KAB)는 품질경영시스템이 모든 기업에 적용이 가능하
게 설계되었다고 제시하고 있지만[1] 선행연구에서는 기
업의 업력과 규모에 따른 차이가 규명되고 있다[10]. 업
력이 낮은 최근 창업한 기업의 경우, 품질 개념 확대, 다
품종 소량생산, 제품의 융복합화 가속 등 최신 품질관련 
이슈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국제품질기준이 적용되는 데
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11], 기업의 규모 역시 품질경
영시스템의 실행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0]. 그
러나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하고, 창업기업이 품질경영시스템을 실행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 규모에 따른 적용 효과에 관
한 연구 역시 부족하여 창업기업의 규모에 따른 품질경
영시스템 실행의 차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첫째, 품질
경영시스템 7단계의 프로세스와 차별화 경쟁우위의 인과
관계, 둘째, 차별화 경쟁우위와 경영성과의 인과관계, 셋
째, 품질경영시스템 7단계 프로세스와 차별화 경쟁우위의 
관계에서 기업 규모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 품질경영시
스템 프로세스의 실행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품질경영시스템

품질경영시스템은 품질을 중심으로 모든 구성원의 참
여와 고객만족을 통한 지속적 성장을 기본으로 한다. 그
리고 품질경영시스템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객 요구사
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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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1]. 품질경영시스템을 조직의 전략과 보다 긴밀하게 
연계시키기 위해서 품질경영시스템의 기본구조를 프로세
스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구조는 조직 상황, 리더
십, 기획, 지원, 운용, 성과평가, 개선의 프로세스로 구성
되어 있다[2]. 

2015년 개정된 품질경영시스템은 기본구조를 통합한 
것 외에도 몇가지 특징을 가진다. 경영시스템에 조직상황
을 반영하였고, 리스크에 기반한 사고와 성과 중심의 사
고, 최고경영자 리더십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또
한, 용어에 대한 재정의가 이루어졌는데 산업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확대된 개념의 용어로 변경되었다[1].

2.2 차별화 경쟁우위
차별화 경쟁우위란 고객들이 해당기업의 제품이나 서

비스에 대해 느끼는 인식이며[12], 기업의 제품 및 서비
스가 시장의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다[13]. 차별화 경쟁우위는 시장의 확대로 인해 수익이 
증가하여 재무제표에도 영향을 미친다[14].

차별화 경쟁우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기업은 독특성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을 인식하여야 하며, 고객측
면에서는 그러한 차별화가 고객에게 유익한 가치를 창출
하는지, 창출된 가치가 차별화의 비용을 초과하는지를 분
석해야 한다[15]. 차별화 경쟁우위는 단순히 경쟁자와 차
별화하기 위하여 독특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며, 우리의 제품이 어떻게 효과적으
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인가를 구상하는 일이다
[16]. Zhou, Brown & Dev(2009)[17]는 기업의 고객지
향성이 높을수록 기업은 혁신과 시장차별화를 통하여 경
쟁우위를 개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2.3 경영성과
경영성과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구분되며, 

재무적 성과는 매출, 이익, 비용 따위와 같은 재무적인 지
표를 기준으로 확인한 기업의 성과이고 비재무적 성과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제외한, 투명한 지배 구조나 사회
적 기여 따위의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로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계량화하여 기업의 계속 경영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18]. 

재무적 성과는 개념이 익숙하고 이해가 쉬우며, 자료
구입이 쉽고 비용부담이 적기 때문에 선호되고 있으나
[19] 미래가치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20]. 비재무적 성과는 재무지표의 단점 때문에 대용지표

로서 최근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비교적 미래가치에 
비중을 두는 벤처기업들의 성과측정에 유용하다지만 단
기성과의 측정에는 부적합하다[18]. 이에 경영성과는 재
무적 성과를 통해 단일지표를 사용하는 것보다 비재무적 
성과를 포함한 복합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
다[21].

3. 실증연구의 설계
3.1 가설설정

3.1.1 품질경영시스템과 차별화 경쟁우위
품질경영시스템과 차별화 경쟁우위의 관계에 관한 가

설은 차별화 경쟁우위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결과에 논리적 기반을 두었다. Franca, 
Jones, Richards & Carlson(2010)[3]은 품질의 개선은 
기업 운영에서 기존 고객 유지 및 장기적인 비용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주요 경쟁우위로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
리고 Singh(2008)[4]은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418개 호주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품질경영시스템과 품
질의 관계에 관해 연구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실행이 품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규명하였다. Reed,  
Lemak  & Mero(2000)[5]은 품질경영시스템의 실행은 
재작업 감소와 비용 절감을 통해 회사의 비용 구조를 낮
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고객의 요구사항을 보다 
잘 충족시키는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차별화 경쟁우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반면, 일부에서는 ISO9001인증이 품질 개선은 물론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한다. 
기업이 인증을 획득하는 경우는 자발적인 필요가 아닌, 
정부의 요구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함일 수 있다는 것
이다. ISO가 규제 표준으로 사용된 국가에서 ISO 획득 
여부가 시장 진입에 장벽이 되고 있고, 이러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에게는 인증을 필수악으로 보고 있으며, 이
러한 자격요건으로써의 ISO 9001 인증 획득은 품질경영
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서류구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이다[6].

이처럼, 품질경영시스템이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이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
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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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 품질경영시스템은 경쟁우위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1-1 조직의 상황은 경쟁우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리더십은 경쟁우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기획은 경쟁우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1-4 지원은 경쟁우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1-5 운영은 경쟁우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1-6 성과평가는 경쟁우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7 개선은 경쟁우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3.1.2 차별화 경쟁우위와 경영성과
차별화 경쟁우위와 경영성과의 관계에 관한 가설은 차

별화 경쟁우위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논리적 기반을 두었다.

차별화 경쟁우위는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11]. 구본기(2003)[22]는 국내의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차별화 경쟁우위와 비용 경쟁우위의 경쟁우
위는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특히 차별화 경
쟁우위의 영향력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조연성(2011)[23]
의 수출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차별화 경
쟁우위는 해외시장 몰입과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비용 경쟁우위의 경우 해외시장 몰입에는 영향을 주지만 
성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직접적인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차별화 경쟁우위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 차별화 경쟁우위는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2-1 차별화 경쟁우위는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 차별화 경쟁우위는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3 기업 규모의 조절효과
한국인정지원센터(KAB)는 ISO 9001의 요구사항들은 

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요건들이 단순할 
뿐 아니라 모든 기업에 적합한 기준 및 방법론을 제시하
고 있어 기업 규모나 종류 및 특성에 관계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고 한다[1]. 그러나 
권태환, 박기석 & 천강(2013)[22]의 ISO 인증을 획득한 
기업의 규모와 인증기간별 품질경영실무에 대한 분석 결
과를 보면, 인증획득 후에 규모가 큰 기업이 더 유의적으
로 품질경영실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업 규모에 대한 상이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
는바, 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 기업 규모는 품질경영시스템과 차별화 경쟁우위 
간의 정(+)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3-1 기업 규모는 조직의 상황과 차별화 경쟁우위 
간의 정(+)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3-2 기업 규모는 리더십과 차별화 경쟁우위 간의 
정(+)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3-3 기업 규모는 기획과 차별화 경쟁우위 간의 
정(+)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3-4 기업 규모는 지원과 차별화 경쟁우위 간의 
정(+)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3-5 기업 규모는 운영과 차별화 경쟁우위 간의 
정(+)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3-6 기업 규모는 성과평가와 차별화 경쟁우위 간
의 정(+)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3-7 기업 규모는 개선과 차별화 경쟁우위 간의 
정(+)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3.2 연구모형
본 연구는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창업기업을 대

상으로 품질경영시스템 프로세스의 실행이 차별화 경쟁
우위에 미치는 인과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고, 차별
화 경쟁우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인과관계에 대한 영향
력을 검증하며, 기업 규모 20인 미만의 기업과 20인 이
상 기업의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3 구성개념의 측정문항
품질경영시스템은 Kaplan & Norton(1996)[25], 이

철우(2016)[2]의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조
직의 상황 4문항, 리더십 4문항, 기획 4문항, 지원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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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4문항, 성과평가 3문항, 개선 3문항 등 2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직의 상황은 ‘고객관계관리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외,내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 ‘고객관
계 개선과 고객만족 활동을 통한 정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QMS의 조직상황에 대한 요구사항은 당사의 업
무 및 운영형태와 일치한다.’,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업
무는 당사의 매뉴얼과 규정(절차서)과 일치한다.’, 리더십
은 ‘경영진의 비전과 가치는 설정되어 있으며, 공유되고 
있다.’, ‘우리기업은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하고 있다.’, 
‘경영진은 자발적으로 규정과 절차를 잘 지키고, 실행정
도가 높다.’, ‘우리회사는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고, 위임전
결이 잘 지켜지고 있다.’, 기획은 ‘우리 회사의 전략과 목
표개발은 잘 되고 있다.’, ‘경영진은 품질목표를 수립하고, 
참여하며, 달성유무를 관리하고 있다.’, ‘전략적 목표에 따
른 운영계획(시설과 설비 및 인원)은 수립되고, 변동사항
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설계 및 개발업
무는 QMS에서 요구하는 단계별로 실시되며, 절차에 따
라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지원은 ‘인원에 대한 업
무 및 직무설계는 잘 이루어진다.’, ‘필요한 인력채용과 
관리는 필요한 때에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고 있다.’, ‘인
력의 교육훈련과 전문성 강화에 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지원관리(건물, 유틸리티 등)와 제조 및 지
원설비 (운송, 통신 등)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지원되고 
있다.’, 운영은 ‘QMS운영에 필요한 프로세스는 개발되고, 
관리되고 있다.’, ‘QMS의 프로세스개선 및 혁신활동은 
높은 편이다.’, ‘수주 후 고객과의 납기, 사양, 가격등의 
변동요인이 발생했을때 정해진 방법(변경사유와 상태, 고
객과의 합의)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생산계획을 수립
하여 실시하고, 자재 및 제품공급은 정해진 방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성과평과는 ‘조직의 성과측정, 분석 및 
활용정도는 높은 편이다.’, ‘경영검토와 성과측정을 위한 
내부감사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경영검
토에 대한 실적, 성과분석은 정해진 방법 (분석항목, 분석
방법, 관리목표, 분석주기, 분석기법 등)에 따라 이루어지
고 있다.’, 개선은 ‘조직의 성과측정(재무성과, 고객성과, 
제품 및 서비스와 프로세스성과, 인적자원에 대한 자료, 
조직유효성 성과)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예산, 재정 
및 시장정보와 조직의 지식관리를 위한 지속적 개선활동
은 이루어진다.’, ‘부적합품이 발생하면, 정해진 방법(분석
항목, 분석방법, 관리목표, 분석주기, 분석기법 등)에 따
라 신속한 조치와 개선이 이루어진다.’로 측정하였다. 5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차별화 경쟁우위는 Morgan, Kalekaet & 

Katsikeas(2004)[26], 허영호(2010)[27]의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우리회사 제품(서비스)
의 품질은 동종업계에서 높은 편이다.’, ‘우리회사 제품
(서비스)의 다양성은 동종업계에서 높은 편이다.’, ‘우리
회사 제품(서비스)의 디자인은 동종업계에서 우수한 편
이다.’, ‘우리회사 제품(서비스)의 애프터서비스는 동종업
계에서 우수한 편이다.’, ‘우리회사 제품(서비스)의 납기
준수는 동종업계에서 우수한 편이다.’로 측정하였으며, 5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영성과는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로 구
성하였고, Kaplan & Norton(1996)[25], 이종덕
(2015)[28], 이선규, 강종구, 최병철 & 강은구
(2016)[30], 오상훈 & 박현숙(2018)[31]의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재무적성과는 ‘우리회사의 매출
액은 동종업계에서 높은 편이다.’, ‘우리회사는 매출액증
가율은 동종업계에서 높은 편이다.’, ‘우리회사는 영업이
익율은 동종업계에서 높은 편이다.’, ‘우리회사는 총자산
이익율은 동종업계에서 높은 편이다.’, ‘우리회사는 현금
흐름은 동종업계에서 우수한 편이다.’, 비재무성과는 ‘우
리회사의 제품품질, 성능, 사후서비스에 대해 고객은 대
체로 만족한다.’, ‘우리회사의 제품에 대한 신규 고객 확
보는 경쟁사에 비해 높다.’, ‘우리회사 제품에 대한 고객
불만건수는 경쟁사에 비해 적다.’, ‘우리회사는 경쟁사에 
비해 시장점유율이 높다.’로 측정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Fig. 1. Research framework 

3.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부터 2020

년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
구를 위한 자료는 ISO 인증을 받은 7년 미만의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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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및 구성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을 통해 수
집되었으며, 최종 266부를 회수하여 불성실한 응답 7부
를 제거하고, 259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SmartPLS 2.0을 사용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27]. 
변수에 대한 표준 요인부하량, 신뢰성 및 타당성 지수, 잠
재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거쳐 
가설을 검증하였다.

4. 실증분석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실증모형을 위해 사용한 259명의 응답자 특성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4.2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모형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수렴타당성과 판

별타당성을 이용한다. 수렴타당성은 구성개념에 대한 복
합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AVE)로 검증하며, 복합신
뢰도(CR)는 0.7이상, 평균분산추출(AVE)은 0.5이상이 
평가기준이다[32]. 

Categories Frequency Ratio(%)
Gender Male 167 64.48

Female 92 35.52

Age

20s 28 10.81
30s 115 44.40
40s 78 30.12
50s 28 10.81

60s or more 10 3.86

Schooling

High School graduate 36 13.90
College graduate 46 17.76

University graduate 133 51.35
Graduate school 37 14.29

Master’s degree or 
above 7 2.70

Position
Staff 90 34.75

Executives 118 45.56
CEO 51 19.69

Founding 
period

less than 3years 33 12.74
3 year or more - less 

than 5 years 104 40.15
5 year or more - less 

than 7 years 122 47.10
Number of 
employees

less than 20people 143 55.21
20 people or more 116 44.79

sales

less than 500 million 21 8.11
500 million or more - 

less than 1 billion 65 25.10
1 billion or more 

- less than 3 billion 121 46.72
3 billion or more 

- less than 5 billion 39 15.06
5 billion or more 

- less than 10 billion 13 5.02

Table 1. Basic statistics

10 billion or more 174 67.18

Industry

Manufacturing 174 67.18
wholesale and retail 43 16.60

Service 22 8.49
IT 17 6.56
Etc 3 1.16

certification
maintain

term

less than 3years 147 56.76
3 year or more 

- less than 7 years 112 43.24

Variables factor 
loading

Composite 
Reliability Cronbach α AVE

Contexts of 
organization

1 0.855
0.909 0.866 0.7142 0.882

3 0.849
4 0.792

Leadership
1 0.790

0.910 0.869 0.7182 0.844
3 0.913
4 0.838

Planning
1 0.882

0.921 0.886 0.7452 0.853
3 0.864
4 0.855

Support
1 0.852

0.919 0.883 0.7402 0.888
3 0.868
4 0.833

Operation
1 0.883

0.926 0.893 0.7572 0.882
3 0.862
4 0.853

Performance 
Evaluation

1 0.897
0.934 0.894 0.8242 0.907

3 0.919

Improvement
1 0.906

0.932 0.890 0.8202 0.914
3 0.896

Competitive 
advantage 1 0.825 0.912 0.880 0.675

Table 2. Factor loading, reliability and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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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타당성은 평균분산추출(AVE) 제곱근 값이 잠재변

수간 상관계수보다 크면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한다.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계수행렬에서 가장 큰 상관계
수인 0.616(기획과 운영)의 제곱인 (0.616)²=0.379보다 
기획의 AVE(0.745)와 운영의 AVE(0.757)가 모두 크기 
때문에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2].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Contexts of 
organization 1
Leadership 0.508 1
Planning 0.527 0.585 1
Support 0.490 0.528 0.612 1

Operation 0.543 0.576 0.616 0.603 1
Performance 
Evaluation 0.526 0.532 0.608 0.567 0.607 1

Improvement0.521 0.567 0.615 0.564 0.607 0.662 1
Competitive 
advantage 0.389 0.365 0.408 0.423 0.432 0.424 0.458 1
Financial 

Performance 0.334 0.279 0.392 0.439 0.393 0.370 0.375 0.480 1
Non-financial 
Performance 0.460 0.429 0.496 0.515 0.492 0.505 0.508 0.555 0.574 1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result

4.3 구조모형 분석
PLS는 공분산구조모형에서 이용되는 적합도 지수가 

사용되지 않는 대신에 세 가지를 종합하여 예측적합도와 
전반적 적합도를 판단하게 된다[33]. 

첫째, 내생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 R²값을 
예측적합도 지수로 사용하며, 상(0.26 이상), 중(0.13∼
0.26), 하(0.02∼0.13)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내생변수의 
R²값의 평균을 살펴보면 0.332로 매우 높게 나타나 구조
모형의 적합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내생변수의 중복성(redundancy)값을 예측적합

도 지수로 사용하며, 이 값이 0보다 크면 예측적합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중복성은 0.175로 나타나 예측적
합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구조모형의 전반적 적합도는 모든 내생변수의 
R²의 평균과 각 차원들의 공통성(communality)평균을 
곱한 값의 제곱근으로 산출하며, 상(0.36이상), 중(0.25
∼0.36), 하(0.10∼0.25)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본 연구
에서는 전반적 적합도는 0.509로 나타나 GoF의 평가기
준 0.36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조모형이 좋은 적합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Variables R² Redundancy Communality
Contexts of organization     0.889

Leadership     0.794
Planning     0.722
Support     0.740

Operation     0.751
Performance Evaluation     0.904

Improvement     0.814
Competitive advantage 0.389 0.108 0.781
Financial Performance 0.300 0.216 0.742

Non-financial Performance 0.308 0.202 0.661
Average 0.332 0.175 0.780

Goodness-of-fit- measures 0.509

Table 4. Goodness-of-fit- measures

4.4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martPLS의 경로 

분석을 통해 경로계수와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하였
다. 방향성 가설에 대한 단측검정이기 때문에, 경로계수
가 양의 값을 가지고, 유의수준 α=.05에서 ｜t｜〉1.645
이면 경로계수와 가설이 유의하다.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0.829
3 0.831
4 0.826

Financial 
Performance

1 0.871
0.921 0.884 0.7442 0.898

3 0.890
4 0.788

Non-financial 
Performance

1 0.817
0.886 0.829 0.6612 0.864

3 0.787
4 0.780

No Hypothesis Sign Original
sample

Standard
Error T-value Result

H1-1
Contexts of 
organization

→ Competitive 
advantage

+ 0.198 0.118 1.062 Reject

H1-2
Leadership

→ Competitive 
advantage

+ 0.206 0.068 3.008 Accept

H1-3
Planning

→ Competitive 
advantage

+ 0.215 0.089 2.404 Accept

Table 5. Summary of hypothesis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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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변수(moderate variable)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제2의 독립변수를 말하는 것이다. 집단의 경로계수
와 표준오차의 수치로 다음의 계산식을 활용하여 t-값을 
산출하였고, 방향성 가설에 대한 단측검정이기 때문에 유
의수준 α = 0.05에서 |t| >1.645이면 경로계수의 차이
와 가설이 유의하다고 본다[34].

Spooled = √[(N1-1)²/(N1+N2-2)] x SE1² 
+[(N2-1)²/(N1+N2-2) x SE2²]  
t = (PC1-PC2)/[Spooled x √(1/N1+1/N2)]
여기서, Spooled: 분산의 합동 추정량(pooled estimator)
t: (N1 + N2 - 2)의 자유도를 가진 t-통계량(경로계수 차이의 

t-값)
Ni: i 집단의 표본 수
SEi: i 집단에서 경로계수의 표준오차(standard error)
PCi: i 집단에서 경로계수(path coefficient)

품질경영시스템 프로세스와 차별화 경쟁우위의 관계
에서 기업 규모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기업 규모 
20명 미만의 집단(N=143)과 기업 규모 20명 이상의 집
단(N=116)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집단의 경로계수 차이에 대한 유의성은 하나의 집단에 
대한 전·후 비교 검정인 대응표본 t-검정 방법이 아닌 두 
개의 집단을 비교하는 비대응표본 t-검정 방법을 이용하
여 검증하였다[35]. 가설검증 결과, 가설3-3∼3-6은 조
절효과가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조절효과 검증 결과
는 다음과 같다.

No Hypothesis

less than 20people 
(N=143)

20 people or more
(N=116) T-value 

of 
Original
sample 
differen

ce

ResultOrigina
l

sample
Stand
ard

Error
T-val

ue
Original
sample

Stan
dard
Error

T-val
ue

H3-
1

Contexts of 
organization

*company size
→ Competitive 

advantage
0.176 0.087 2.012 0.145 0.181 0.801 0.170 Reject

H3-
2

Leadership
*company size
→ Competitive 

advantage
0.036 0.1020.352-0.1830.185 0.987 1.082 Reject

H3-
3

Planning
*company size
→ Competitive 

advantage
-0.142 0.1141.246 0.526 0.287 1.834 2.620 Accept

H3-
4

Support
*company size
→ Competitive 

advantage
0.281 0.1092.584-0.513 0.2841.810 3.214 Accept

H3-
5

Operation
*company size
→ Competitive 

advantage
0.042 0.1080.386 0.775 0.2413.210 3.181 Accept

H3-
6

Performance 
Evaluation

*company size
→ Competitive 

advantage
0.098 0.1020.970-0.395 0.2501.578 2.192 Accept

H3-
7

Improvement
*company size
→ Competitive 

advantage
0.262 0.1062.473 0.460 0.2861.605-0.809 Reject

Table 6. Summary of moderating effects 

5. 결론
5.1 연구결과 및 시사점

*p<0.05, **p<0.01, ***p<0.001
Fig. 2. Summary of hypothesis tests

H1-4
Support

→ Competitive 
advantage

+ 0.201 0.087 2.311 Accept

H1-5
Operation

→ Competitive 
advantage

+ 0.183 0.095 1.938 Accept

H1-6
Performance 
Evaluation

→ Competitive 
advantage

+ 0.125 0.074 2.666 Accept

H1-7
Improvement

→ Competitive 
advantage

+ 0.222 0.097 2.279 Accept

H2-1
Competitive 
advantage
→Financial 

Performance
+ 0.548 0.053 10.252 Accept

H2-2
Competitive 
advantage

→Non-financial 
Performance

+ 0.555 0.054 10.228 Ac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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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은 기업 경영의 다양한 측면에서 근간이 부족

할 수 있다. 따라서 창업기업에는 제품의 품질을 높여 차
별화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
안이 필요하다. 그 방안 중 하나는 품질경영시스템을 도
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품질경영시스템이 실제로 품질을 
높이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고, 업력이 낮고 기업 규모가 
작은 창업기업에서 품질경영시스템을 적용하여 각 프로
세스를 이행하는 것이 실제로 차별화 우위 및 경영성과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업기업에 품질경영시스템의 각 프로세스를 
적용했을 때 실제로 차별화 경쟁우위 및 경영성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기업 규모가 영향을 미
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설
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분석에 259부의 설문을 이용하
였다. 연구결과 품질경영시스템 프로세스 중 리더십, 기
획, 지원, 운영, 성과평가, 개선은 차별화 경쟁우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별화 경쟁우
위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직의 상황은 경쟁우위
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의 검증결과는 품질경영시스템의 실행이 창업기업의 
차별화 경쟁우위 및 경영성과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조직의 상황이 차별화 
우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는 창업기업에 품질경
영시스템을 적용할 때, 각 조직의 상황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함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조절효과 검증결과, 기업 규모는 품질경영시스템 프로
세스 중 기획, 지원, 운영, 성과평가가 차별화 경쟁우위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구체적으
로 기업 규모 20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지원과 성과평가 
단계에서 20인 미만의 기업에 비해 차별화 경쟁우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 규모 20인 
미만의 기업에서는 기획과 운영이 20인 이상의 기업에 
비해 차별화 경쟁우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기업 규모의 조절효과에 관한 결과는 한국인정지
원센터(KAB)에서 품질경영시스템은 모든 기업에 적용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
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품질경영시스템이 적용될 때 기
업 규모가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결과일 수 있다. 조
절효과의 결과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인 이상의 
기업에서 지원이 차별화 경쟁우위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지원의 요구사항 중 문서화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서화의 영향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문서가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어 이는 곧 지원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20인 이상의 기업에서 성과평가가 차별화 경쟁
우위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절대
적인 성과가 큰 것도 원인일 수 있지만, 이보다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체계와 다양한 
평가툴을 보유하고 있는 결과일 수 있다. 그리고 20인 미
만의 기업에서 기획이 차별화 경쟁우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는 기획의 요구사항에서 리스크와 기
회요인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규모 20인 
미만의 기업에서 리스크와 기회요인이 잘 관리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업 규모가 작은 경우, 리스크와 기
회요인을 최고경영자 및 임원급이 직접, 기업가정신을 발
휘하여 책임감 있게 임한 결과일 수 있다. 또한, 20인 미
만의 기업에서 운용이 차별화 경쟁우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는 기업 규모가 작은 경우, 운용의 전
반적인 프로세스가 핵심적인 프로세스로 간소화되어 있
어 차별화 경쟁우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른 학문적 시사점으로 먼저, 품질경영시
스템 분야에서 연구가 미흡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품질경영시스
템이 차별화 경쟁우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는 것
을 들 수 있다. 즉, 품질경영시스템 분야에서 창업기업과 
차별화 경쟁우위를 연구함으로써 품질경영시스템 분야 
연구를 확장하였다는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창업기업에 품질경영시스템을 
실행할 때 조직의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과 기업 규
모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2015년 개정
된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서 조직의 상황은 중요하
게 다루어져 추가된 사항이지만 조직의 상황이 차별화 
경쟁우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로 
볼 때 조직의 상황이 실제적으로는 현장에서 적용되는 
데에는 미흡한 상황이라 볼 수 있으므로 품질경영시스템
의 적용시 조직의 상황이 고려될 수 있도록 사전에 프로
세스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인력이 부족한 20인 미만의 기업이 품질경영시스템을 적
용하는 데에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서화를 위한 
시스템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것과 성과평
가를 위한 체계마련 및 다양한 평가툴을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20인 이상의 기
업은 기획의 하위 요구사항인 리스크와 기회 관리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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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각 하부조직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서간 의사소
통, 부서원의 기업가정신과 책임감, 기회인식 능력 함양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운용 부분 역시, 기획과 같은 맥락으로, 부서간 의사소통, 
기업가정신 및 책임감, 기회인식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이 필요함을 시사점으로 얻을 수 있고, 운용의 프로세스
를 핵심적인 프로세스로 간소화하여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점으로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
육 및 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의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역시 한계점이 

다수 존재한다. 종속 변수와 독립변수를 같은 시점에서 
측정하고 있고, 연구 대상의 표본이 창업기업을 대표한다
고 하기는 어렵다. 향후에는 품질경영시스템의 도입 전·
후의 기업 성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임을 제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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