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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어느 때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다[1]. 제품 또는 

서비스의 유형에 품질의 성격은 달라지고 있으며, 고

객의 요구가 점차 상승하고 있으므로 기업에 품질은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이며 간단하게 정의할 수 없고 

육안으로 확인한 후에야 품질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

다. 조직 단위에서 품질의 경쟁력을 균형 있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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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quality management system
requirements, a management innovation technique, on business performance to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SMEs in an environment of increasing uncertainty in the global economy
and intensifying competition.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operating a quality management system, and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validity and reliability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group analysis using IBM SPSS 26.0.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planning,
operation, support, and improvement, which are the core requirements of a quality
management system, have a positive effect on business performance. In addition, through
group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f quality management system requirements on
business performance varies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 company. This means that the
importance of quality management requirements required for strategy establishment varies
according to the quality management introduction level of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ers, and it can be used for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ers to set strategic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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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품질경영시스템 (QMS:

Quality Management System)이다[2]. 품질경영시스

템은 품질의식의 고무하고, 불필요한 작업을 개선하

고, 기업 이미지의 지속적인 개선 활동 등을 통해 조

직의 효율성 및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강구할 

수 있다. 따라서 품질경영시스템의 도입과 실천을 통

해 기업은 내외부적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긍정적인 경

영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3]. 각 기업은 세계화에 발

맞춰 국내외 시장에 생존하여야 하고, 전 세계 고객

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현장에서 국제표준인 품질경영시스템을 실행하고 있

다[4].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적인 경영 

기법으로 많은 기업이 기업의 상황에 맞는 경영시스

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기업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

이라 할 수 있다[5]. 가속화되는 경쟁 시대에 고객 요

구는 지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 간 경쟁은 점차 

심화하고 있다. 기업이 시장 내 경쟁적 지위에서 우

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고객 만족도를 고취하기 위한 

경영 활동에 몰입하여야 한다[6].

한편,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적은 인

원과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 따

라서 기업역량 측면에서 비교적 기술력과 경쟁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환경경영에도 소극적이고 지속성

의 불확실성이 높다[4]. 반면 ISO 인증 기업은 경제적

인 이익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활동, 환경

경영, 품질경영을 통해서 고객 만족, 경영성과와 기업

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고 있다[7]. 이주용[8]은 중

소제조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이 중소제조 기업

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기업의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이 발휘될 때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주용[8]의 기존 연구에서

는 중소제조기업의 조직의 수준에 따라서 품질경영

시스템이 경영성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수

준을 구분해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

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품질경영시스템의 도입 

수준이 기업별로 다르고 기업별로 경영환경이 다르

므로 추가로 도입 기간에 따라 최고경영자가 조직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에 관한 집단을 구성한 연

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품질경영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중소 제조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고 또한 품질경영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품질경영시스

템 도입 기간, 리더십 및 조직의 상황에 따른 경영성

과를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품질경영시스템과 경영성과의 관계 

기업에서 품질경영시스템의 도입은 기업이 제공하

는 제품이나 서비스와 경영관리 사이클을 의미하는 

PDCA 사이클을 바탕으로 한 경영책임, 제품실현, 자

원관리, 측정분석, 개선의 4가지 프로세스상의 상호작

용을 의미한다[9].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기업성과를 향

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 품질경영시스템 핵심요소의 

높은 수준으로 실행하여 기업 내 인적자원에 대한 개

선을 통해 조직 유효성과 경영성과를 증진할 수 있

고, 궁극적으로 경영성과까지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

다[10]. 특히 Deming[11]은 품질경영 활동을 통해 회

사 내부 리더십이 개선되고, 품질경영 활동을 활용한 

품질의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실수, 지연, 재작업 등

이 감소하며, 이를 통하여 경영성과로 설비, 자원 효

율화로 인한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이 실현된다고 

하였다. 품질경영을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을 통해서 

품질을 경영의 최우선 전략으로 인식하여 고객 만족 

확보를 통해 기업이 장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것

으로 보고 있다[12]. 품질과 생산성을 지속적이며 안

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시스템화가 필요하며 그 특



중소제조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 도입 수준에 따른 경영성과 차이 연구

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 63

성을 만족하는 게 품질경영이다[6]. 이와 같이 품질경

영시스템과 경영성과와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의 

분석결과 품질경영은 전반적인 기업 경영성과와 관

련이 있으며 품질경영 활동으로 인한 원가절감을 통

해 기업 생산성이 향상되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기업

의 매출과 이익 증대 등 기업의 경영성과를 향상할 

수 있음을 지지한다[3].

2.2 리더십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은 품질경영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 전 직원이 품질혁신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품질경영 실행계획을 기

업 문화에 융화하여 변화할 수 있게 관리해야 한다

[13]. 전사적 품질경영 활동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최

고경영자의 리더십은 품질경영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자원 제공과 조직 내 시스템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고 하였다[14].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은 조직의 협동과 

활동을 바탕으로 프로세스 혁신과 개선을 견인해 나

갈 수 있으며, 조직의 지속적 성장과 고객 만족을 달

성함에 있어 전사적인 품질경영 활동을 제안하였다

[15].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활용요인과 기반요

인으로 구분하여, 경쟁력 확보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최고경영자의 지원과 정보의 

피드백 기반요인 및 프로세스의 운영을 통한 활동요

인을 주요한 성공 요인으로 제시하였다[16].

2.3 조직의 상황  
기업이 효과적으로 품질경영을 운영해 나가기 위

해서 우선 조직의 상황을 고려한 경영자의 책임, 고

객 만족, 프로세스 접근방법 및 지속적 개선의 사항

을 세분화시켜 적용해야 한다[17]. 품질경영시스템은 

최고경영자로부터 전 직원까지 전사적으로 확대된 

활동 범주와 조직의 상황및 기업전략을 감안한 통합

된 시스템을 수립한 범주로 구분하며, 기업은 조직의 

상황을 감안한 통합된 시스템을 수립하는 기회로써 

품질경영시스템을 제안하였다[17]. 기업의 최고경영

자들은 대내·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시

스템을 전사적 품질경영 활동으로 실행하는데 관심

을 가지고 있다[18]. 조직은 품질, 코스트, 납기, 환경,

안전, 정보 등의 경영목표에 관한 품질경영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고, 고객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

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사

업 활동을 하고 있다. 조직을 둘러싼 조직 내 외부상

황의 이해,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 이해, 품질경영

시스템 적용 범위의 결정 및 프로세스 수립, 유지, 실

행 및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한다[19].

2.4 선발기업과 후발기업의 차이
대부분 산업에서 선발기업이 후발기업보다 좋은 

성과를 보이며, 이것은 선발기업의 우위 요인으로 기

술적 우위나 희소한 자산의 선점, 유통경로에 대한 

접근성, 좋은 이미지나 명성, 다른 기업 제품 및 서비

스로 교체할 때 발생하는 비용, 선발기업이 가진 다

양한 종류의 규모 경제, 경험 곡선 효과 등이 있다

[20]. 선발기업은 산업 안에서 진입장벽을 높게 하여 

후발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소비

자들로부터 선발기업의 이미지, 높은 충성도 등을 차

지할 수 있다[21]. 후발기업은 시장을 최초로 개척하

고 산업에 먼저 진입하여 시장과 산업을 구성한 선발

기업을 제외한 기업 즉, 시장과 산업에 이차적으로 

혹은 차후에 진입한 기업을 뜻한다[22]. 선발기업군과 

후발기업군은 산업이 진화함에 따라 서로 다른 환경

에 있고 다른 크기로 진화하게 된다. 선발기업은 보

통은 대기업 및 조기 추종 기업들은 그보다 상대적으

로 작은 기업, 후발기업들은 그보다 더 작은 규모의 

기업들로 성장하며, 규모의 차이와 진입 시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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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시장 및 산업에서 각기 서로 다른 경쟁적 상

황에 있게 된다. 따라서 선발기업, 조기 추종 기업, 후

발기업들은 각각 서로 다른 자원을 보유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다른 종류의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23].

2.4.1 도입 기간과 경영현황에 따른 경영성과 차이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은 장기적인 성과에 긍정적이

고, 품질경영시스템 유지는 고객 만족 및 경영성과에 

긍정적이며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품질

경영시스템 도입 후 유지에 따라서 경영성과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24].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성숙시킨다면 기업 경영성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제시하였다[25]. 즉 품

질경영시스템 도입 기간에 따라 기업마다 경영성과

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수 있다. 품질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조직의 상황 중 외부상황으로

는 경쟁 시장에서의 우위 확보, 기업의 이미지쇄신,

수출 및 국제시장으로의 기회의 확장 등이며, 내부상

황으로는 품질의식 고취, 문서관리 절차와 제품 및 

서비스의 추적 가능성의 확보, 수리 및 폐기 감소에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 경영성과에 긍정적이다[26].

리더십은 품질경영 활동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기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조직의 인프라를 확실히 함

으로써 기업성과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27]. 결국,

조직의 상황이 잘 파악됨과 동시에 최고경영자의 리

더십 차이에 따라서 기업의 경영성과의 차이로 이어

진다고 할 수 있다.

2.5 중소기업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 근로자 수, 자산

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을 영위하는 자”라고 일반적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업종별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상시 근

로자 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 원 이하면 

중소기업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28].

Ⅲ. 연구방법론  
3.1 연구모델 

본 연구는 품질경영시스템이 중소제조기업의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품질경영시스템 도입 기간, 기

업의 조직의 상황과 리더십의 정도 여부를 군집별로 

구분하여 규명하자고 한다. 본 연구의 설문 조사는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수집되었으며, 설문 조사 

기간은 2021년 8월에 진행하였다. 총 수집된 표본의 

수는 125부이다. 본 연구에서는 IBM SPSS 26.0을 사

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먼저 수집된 자료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 도구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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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하여 타당성을 검정하였고, Cronbach’s α 

값으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측정 도구의 신뢰도

를 확보하였다. 또한, 다중공선성 파악 및 설정된 가

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품질경영시스템 도입 수준에 따라 경영성과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품질경

영시스템 도입 수준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였고. 구분

된 집단에 따른 경영성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

다.

3.2 가설설정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중 기획은 품질경영시스

템의 포괄적인 상위의 프로세스에 대한 리스크 및 기

회의 대처 방안을 전략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 조직의 방침에 따른 품질목표 달성, 제반 요

구사항 및 변경기획을 수립하고, 달성하는 데 필요한 

관련 자원 및 운영 프로세스를 규정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다. 기획을 통하여 조직의 리스크 및 기회를 

다루기 위한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는지에 대

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29]. 기업의 운영은 품질

경영시스템의 구축, 개선, 전사적 품질경영 활동을 통

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적절하게 공급해 나갈 수 있는 

조직적인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30].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품질향상 활동 및 개선 활동

이 수반되어야 한다. 개선 활동은 전사적 관리체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31]. 품질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하면서 내부적인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

속적 개선이고, 그다음으로 품질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품질 의식의 향상을 위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2]. 개선은 품질경영시스템의 전략적 사

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으며, 전략적 

사고는 내·외부 기회 및 위험에 대응하면서 기업의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게 필요자원과 의

사결정이 있어야 하는 행동 방침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33]. 즉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이 기업

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

한 내용으로 하기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은 경영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 기획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1-2 : 운영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1-3 : 지원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1-5 : 개선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선발기업이 되는가 후발기업이 되는가는 이후 해

당 기업의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선발기업과 후

발기업 한 산업에 있지만 서로 다른 자원을 가지게 

된다. 또한 선발기업이 시장 및 산업에서 유리한 경

쟁적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중에 진

입한 기업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23].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 기업성과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내/외부상황 등의 중

요성을 제시하고 있다[34]. 품질경영시스템 운영의 성

숙단계가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며, 품질경영시스템을 도입한 후에도 최고

경영자의 강력한 지원 및 관심, 교육 훈련 평가제도 

등의 활용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장

하였다[35].

또한, 품질경영시스템은 도입기간, 리더십, 조직의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우선 품질경영시템의 도입 기

간은 품질경영시스템의 운영 기간과 관련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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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24]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한다[25]. 그리고 품질경영시스템을 도입

하면서 조직의 내/외부 상황에 따라 기업의 경영성

과가 달라진다고 하였다[26]. 즉 조직의 내부, 외부상

황에 따라 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이 기

업의 경영성과에 차이가 있다. 리더십은 조직은 품질

경영 활동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기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조직의 인프라를 확실히 함으로써 경영성

과가 달라진다[27].

이러한 내용으로 품질경영시스템 도입 기간, 경영현

황 수준을 구분하여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 조직의 집단적 특성에 따라서 품질경영시스

템 요구사항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조작적 정의

를 하였으며, 품질경영시스템의 측정변수로는 품질경

영시스템 요구사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각 5점 리커

트 척도를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기획, 지원, 운영, 개

선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36-39], 집단변수로는 조

직의 상황, 리더십을 설정하였다[36-39]. 마지막으로 

종속변수는 경영성과로 설정하였다[40-42].

Ⅳ. 연구결과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설문 조사의 응답자에 대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

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명 아이템 참고문헌

독립

변수

기획1 :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기획2 : 품질방침 및 목표 수립

기획3 : 품질목표를에 따른 운영 기획

기획4 : 품질경영시스템의 계획적인 변경 조치

황중하[36]
박선주[37]
윤여현[38]
김민호[39]
김창회[40]

지원1 : 필요한 자원의 제공

지원2 : 필요한 인원의 업무 및 직무 설계

지원3 : 필요한 환경 및 유틸리티 제공

지원4 : 인원의 역량/적격성 유지

황중하[36]
박선주[37]
윤여현[38]
김민호[39]

김창회[40]

운영1 : 프로세스 계획 실행 및 관리

운영2 :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와 개발

운영3 :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

스의 관리

운영4 :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관리

황중하[36]
윤여현[38]
김민호[39]
김창회[40]

개선1 : 제품 및 서비스의 개선

개선2 : 성과 및 효과성 개선

개선3 : 부적합 조치

개선4 : 지속적 개선

황중하[36]
박선주[37]
윤여현[38]
김민호[39]
김창회[40]

집단

변수

조직의 상황1 : 조직에의 외부와 내부 이슈 파악

조직의 상황2 : 이해관계자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

항 검토

조직의 상황3 : 품질경영시스템의 적용 범위 설정

조직의 상황4 :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

와 조직 전반에 그 프로세스의 적용

황중하[36]
박선주[37]
윤여현[38]
김민호[39]
김창회[40]

리더십1 : 최고경영자의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리

더십

리더십2 : 고객중시에 대한 리더십

리더십3 : 품질방침 수립, 실행 및 유지

리더십4 : 품질방침에 대한 의사소통

황중하[36]
윤여현[38]
김민호[39]
김창회[40]

종속

변수

경영성과1 : 매출액 증가

경영성과2 : 수익성 향상

경영성과3 : 시장 점유율 확대

경영성과4 : 재고자산의 감소

박세화[41]
손세일[42]
이정우[43]

<표 2> 인구 통계량
구분 빈도수 비율

성별
남자 109 87.2%

여자 16 12.8%

나이

30세 미만 10 8.0%

30~40세 40 32.0%

40~50세 54 43.2%

50~60세 19 15.2%

60세 이상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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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

증하였다. 변수의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해 탐색적 요

인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성분 분석, 회전방식은 베리

맥스(Varimax) 직각 회전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변

수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확인하였다. 각 독립변수, 종속변수, 집단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α 값은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KMO=.948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2412.701(p<.001)로 KMO의 값이 .8보다 높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유의수준이 .05 보다 낮아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절하였다. 그러나, 독립변수 간

의 상관관계가 높아 4개의 고정요인을 추출하였다.

각 요인의 적재 값은 모두 .5 이상으로 타당도가 만족

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Cronbach’s α 값은 모두 .8

이상으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다음

과 같다. KMO=.861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416.778(p<.001)로 KMO의 값이 .8보다 높고 Bartlett

의 구형성 검정의 유의수준이 .05보다 낮아 요인 분

석을 하기에 적절하였다. 분석 결과 종속변수는 하나

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적재값은 모두 .5 이상으로 

타당도가 만족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Cronbach’s α 

값은 .934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변수는 조직의 상황, 리더십, 품질경영시스템 

도입 기간으로 3개의 변수로 선정하였다. 조직의 상

직급

사원 60 48.0%

대리 13 10.4%

과장 17 13.6%

차/부장 17 13.6%

대표/임원 18 14.4%

근속연수

5년 미만 41 32.8%

5년 이상-10년 미만 33 26.4%

10년 이상-20년 미만 38 30.4%

20년 이상 13 10.4%

기업

규모

20명 미만 19 15.2%

20명 이상 ~ 30명 미만 8 6.4%

30명 이상 ~ 50명 미만 9 7.2%

50명~100명 미만 39 40.0%

100명 이상 50 39.52%

산업

화학 15 12.0%

전기 및 전자 18 14.4%

섬유 2 1.6%

서비스 29 23.2%

기초 및 조립금속 39 31.2%

기계 및 장비 18 14.4%

고무 및 플라스틱 4 3.2%

도입 기간

3년 미만 39 31.2%

3년 이상 ~ 5년 미만 21 16.8%

5년 이상 ~ 7년 미만 12 9.6%

7년 이상 ~ 10년 미만 13 10.4%

10년 이상 40 32.0%

<표 3> 독립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Factor 요인 신뢰성

Cronbach’s α
기획1 .793

.952
기획2 .832

기획3 .785

기획4 .732

지원1 .737

.952
지원2 .661

지원3 .704

지원4 .685

운영1 .809

.925
운영2 .864

운영3 .823

운영4 .792

개선1 .693

.961
개선2 .779

개선3 .767

개선4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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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 품질경영시스템의 투자를 설명하는 변수이다.

리더십은 품질경영시스템의 실행력을 설명하는 변수

이며, 품질경영시스템 도입기간은 운영 노하우를 설

명해주는 변수이다[25-27]. 이에 3개의 변수는 품질경

영시스템 투자 및 도입에 영향을 제공하는 중요 변수

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투자와 경쟁우위의 수준

을 구분하고 설명하고자 집단변수로 채택하였다. 도

입기간 변수는 <표1> 빈도분석에서 설명된 바처럼 

명목척도이며, 조직의 상황, 리더십 변수는 리커드 척

도로 구성되어 있다.

조절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다음

과 같다. KMO=.924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1132.702(p<.001)로 KMO의 값이 .8보다 높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유의수준이 .05보다 낮아 요

인분석을 하기에 적절하였다. 분석결과 총 2개의 요

인으로 나타났으며 적재 값은 모두 .5 이상으로 타당

도가 만족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Cronbach’s α 값은 

모두 .8 이상으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4.3 가설검정
가설검정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

석결과, F=108.873(<.001)로 유의수준이 .05보다 낮아 

회귀분석에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회귀식의 

R2=.784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정도가 

약 78.4%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 지수인 VIF도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획은 경영

성과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β=.536, p<.001). 운영은 경영성과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β=.275, p<.001). 지원은 경영성과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307, p<.001). 개선은 경영성과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572,

p<.001). 모든 독립변수는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통

해 가설 H1은 모두 채택이 되었으며, 계수 값의 크기

를 비교하여 볼 때, 개선, 기획, 지원, 운영 순으로 경

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표 4> 종속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Factor 요인

경영성과 1 .883

경영성과 2 .924

경영성과 3 .928

경영성과 4 .920

Cronbach’s α .934

<표 5> 집단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Factor 요인 신뢰성

Cronbach’s α
조직의 상황 1 .772

.961
조직의 상황 2 .864

조직의 상황 3 .772

조직의 상황 4 .826

리더십 1 .863
　

.932
　

리더십 2 .878

리더십 3 .847

리더십 4 .780

<표 6> 다중회귀분석
변수

경영성과 공선성통계량
B 표준

오차 t p 공차 VIF

독립변

수

(상수) .000 　 .000 1.000 1.000 1.000

기획 .536 .536 12.623 .000 1.000 1.000

운영 .275 .275 6.471 .000 1.000 1.000

지원 .307 .307 7.232 .000 1.000 1.000

개선 .572 .572 13.489 .000 1.000 1.000

R2 .784

F(p) 108.8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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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용[8]의 연구에서는 품질경영시스템이 요구사

항 중 지원, 운영, 개선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였고, 본 연구에서는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중 기획, 운영, 지원, 개선

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상호 연구에서 결과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이는 이주용[8]의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에 조직의 

상황 변수가 설정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조직

의 상황 변수가 이주용[8]의 이전 연구에서와는 달리 

독립변수에서 제외되고 통제 불가능한 변수로 설정

하였다. 또한, 조직의 상황 변수뿐만 아니라 리더십,

도입 기간 변수와 함께 집단변수로 설정되어 품질경

영시스템의 도입 수준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여 각각

의 집단에 따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주용[8]의 이전의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품질경영시

스템 요구사항 변수가 모두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준 것으로 판단 된다.

4.4 조직집단의 특성 분석
조직의 집단적 특성에 따라 기획, 운영, 지원, 개선

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는 가설 H2를 검정하기 위하여 집단변수인 리더십,

조직상황은 <표4>의 요인을 설정하였고 도입 기간은 

<표1>의 도입 기간 변수를 설정하였다. 세 개의 변수

를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해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

여 품질경영시스템 도입 기간과 경영현황에 따른 정

도를 알아보았다. 군집분석을 통해 집단을 구분한 이

유는 다음과 같다. 리더십, 조직상황, 도입 기간은 집

단의 특성에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분리하여 효

과를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세 개 이상

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는 것은 통계분석의 적절성과 

해석의 용이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의 

집단적 특성을 수준별로 판단하기 위하여 군집분석

을 사용하였다. k-평균 군집분석에 활용된 변수는 리

더십, 조직상황, 도입 기간이며 3개의 군집으로 분석

하였고 군집화 일정표를 바탕으로 결과를 해석하였

다. 군집분석으로 분류된 세 집단은 다음과 같다.

군집분석으로 분류된 3개의 집단과 경영성과의 차

이를 확인하고자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개

의 군집에 따른 경영성과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

났으므로 가설 H2는 채택되었다. 후발적 투자 경영 

열위 집단 경우 경영성과가 2.791, 선제적 투자 경영

우위 집단의 경우 경영성과가 4.019, 후발적 투자 경

영우위 집단의 경우 경영성과가 4.007로 집단 간 평

균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40.171, p<.001). 집단 

간의 구체적 차이를 알아보고자 사후검증(Scheffe) 결

과 선제적 투자 경영우위 집단과 후발적 투자 경영우

<표 7> 조직 특성의 군집분석
Factor

군집
군집1

(n=37)
군집2

(n=53)
군집3

(n=35)
도입 기간 1.89 3.70 1.43

조직상황 2.59 4.17 4.06

리더십 2.44 4.25 4.33

정의 내용

군집1
(후발적 투자 

경영 열위)

김주한[23]을 바탕으로 하여 군집1을 

품질경영시스템 도입 기간이 평균 3년 

미만이고 조직의상황과, 리더십도 부족한 

집단으로 후발적 투자 경쟁 열위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군집2
(선제적 투자 

경영 우위)

Schnaars, S. P.[21], Chow Chua, C., Goh, M.,
& Bon Wan, T.[27], 이현우[28]을 바탕으로 

하여 군집2는 품질경영시스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및 조직의 상황을 잘 파악하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집단으로 

선제적 투자 경영우위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군집3
(후발적 투자

경영 우위)

김주한[23], Chow Chua, C., Goh, M., & Bon
Wan, T.[27], 이현우[28]을 바탕으로 하여 

군집3은 품질경영시스템 도입 기간이 평균 5년 

미만이지만 품질경영시스템에 따른 조직상황을 

잘 파악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집단으로 후발적 투자 경영우위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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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집단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선제적 투자 

경영우위 진단과 후발적 투자 경영우위 집단은 후발

적 투자 경영 열위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경영성과가 

높았다. 이는 선제적으로 품질경영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일수록 품질경영시스템이 경영성과에 더욱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 특성에 따른 집단 차이가 있다는 통계

적 검정 결과를 토대로 조직집단에 특성에 따른 독립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확인하

였다. 후발적 투자 경영 열위 집단의 경우,

F=23.817(p<.001)로 유의수준이 .05보다 낮아 회귀분

석에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회귀식의 R2=.749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정도가 약 74.9%

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 지수인 VIF도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획은 경영성과에 정

(+)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β=.676, p<.001). 운영은 경영성과에 정(+)의 방

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297, p<.01). 지원은 경영성과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28,

p<.001). 개선은 경영성과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613, p<.001).

모든 독립변수는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나 계수 값의 크기를 비교하여 볼 때, 기획, 개선, 지

원, 운영 순으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

타났다.

선제적 투자 경영우위 집단의 경우, F=17.790

(p<.001)로 유의수준이 .05보다 낮아 회귀분석에 적절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회귀식의 R2=.597로 독립변수

들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정도가 약 59.7%로 나타났

다. 다중공선성 지수인 VIF도 10 미만으로 다중공선

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획은 경영성과에 정(+)의 방향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445, p<.001). 운영은 경영성과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77,

p<.01). 지원은 경영성과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34, p<.001).

개선은 경영성과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718, p<.001). 모든 독

립변수는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나 계수 

값의 크기를 비교하여 볼 때, 개선, 기획, 지원, 운영 

순으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후발적 투자 경영우위 집단의 경우, F=18.527

(p<.001)로 유의수준이 .05보다 낮아 회귀분석에 적절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회귀식의 R2=.712로 독립변수

들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정도가 약 71.2%로 나타났

다. 다중공선성 지수인 VIF도 10 미만으로 다중공선

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획은 경영성과에 정(+)의 방향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646, p<.001). 운영은 경영성과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34,

p<.001). 지원은 경영성과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56, p<.05). 개

선은 경영성과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41, p<.001). 모든 독립

변수는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나 계수 값

의 크기를 비교하여 볼 때, 기획, 개선, 운영, 지원 순

으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표 8> 조직 특성에 따른 집단 차이 검정
　 N 평균 표준

편차 F p 사후검증
(Scheffe)

후발적 투자 

경영 열위a
37 2.791 .735

40.171 .000 a<b,c
선제적 투자 

경영 우위b
53 4.019 .616

후발적 투자 

경영 우위c
35 4.007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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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5.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 불확실성이 지

속으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품질경영시스템 

도입 및 운영이 중소 제조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중소제조

기업의 집단적 특성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

한 방향의 설정에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모형은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인 기획, 지원, 운영, 개선

의 4가지 독립변수와 조직의 상황, 리더십을 집단변

수, 경영성과를 종속변수로 정의하고 모형의 가설검

정을 시행하였다. 품질경영시스템을 도입 및 운영하

고 있는 중소제조기업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

사를 시행하였고, 조사 결과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

토를 실시하여 의미가 있는 변수를 선별하여 가설검

정을 위한 다중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본연구는 아

래와 같은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중소제조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 도입 기간

을 집단별로 연구한 본 연구는 중소제조기업을 대상

으로 한 실증연구로 경영성과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품질경영시스템 도입 기간이 평균 3년 미만

이고, 조직상황과 리더십이 부족한 집단은 품질경영

시스템의 핵심 요구사항이 기획, 운영, 지원, 개선 순

으로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후발적 투자 경영 열위 기업은 경영검토를 

통하여 최고경영자의 방침과 사업계획 등 기획의 업

무에 중점을 두고 실행해야 경영성과가 극대화될 것

이라고 판단 된다.

둘째, 품질경영시스템 도입 기간이 평균 5년 이상

이며 품질경영시스템에 따른 조직상황을 잘 파악하

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집단도 품질경영

시스템의 핵심 요구사항이 개선, 기획, 지원, 운영 순

으로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분석 결과 선제적 투자 경영 우위 기업들은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및 제품 및 서비스의 

부적합 개선을 통하여 경영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된다.

셋째, 품질경영시스템 도입 기간이 평균 5년 미만

이지만 품질경영시스템에 따른 조직상황을 잘 파악

<표 9> 집단 분석결과

변수
경영성과

후발적 투자 경영 열위
B 표준오차 t p 공차 VIF

독립

변수

(상수) -.136 　 -1.193 .241

기획 .593 .676 7.018 .000 .848 1.179

운영 .238 .297 3.241 .003 .935 1.069

지원 .280 .428 4.517 .000 .874 1.145

개선 .542 .613 6.529 .000 .891 1.123

R2 .749

F(p) 23.817(.000)

변수 선제적 투자 경영 우위
B 표준오차 t p 공차 VIF

독립

변수

(상수) .024 　 .307 .760

기획 .448 .445 4.784 .000 .972 1.029

운영 .196 .277 2.916 .005 .933 1.072

지원 .359 .434 4.096 .000 .748 1.337

개선 .608 .718 6.760 .000 .743 1.346

R2 .597

F(p) 17.790(.000)

변수 후발적 투자 경영 우위
B 표준오차 t p 공차 VIF

독립

변수

(상수) .198 　 2.197 .036

기획 .445 .646 6.378 .000 .937 1.067

운영 .377 .434 4.376 .000 .977 1.023

지원 .258 .256 2.597 .014 .989 1.011

개선 .401 .441 4.366 .000 .940 1.064

R2 .712

F(p) 18.5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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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집단도 품질경

영시스템의 핵심 요구사항이 기획, 운영, 지원, 개선 

순으로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발적 투자 경영우위 기업은 후발적 투자 

경영 열위 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영검토, 사업계획 등 

기획 업무에 중점을 두어야 경영성과가 극대화될 것

이라고 판단 된다.

결국, 앞의 실증분석 및 연구 결과에서 검증된 바

와 같이 중소제조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의 핵심 요

구사항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본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품질경영시스템 도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

지 않고 최고경영자가 내/외부 이슈 및 조직의 상황 

파악이 부족한 기업일수록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시 

경영검토를 통한 기획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품질경영시스템

을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품질경영시스템 도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

고 최고경영자가 조직의 내/외부 이슈 파악이 명확

하게 되고 있는 기업일수록 품질경영시스템 운영으

로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영검토를 통

해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의 업무 및 지속

적인 개선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5.2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방향
본 연구는 결과는 중소제조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 

운영이 품질경영시스템 도입 기간, 경영현황에 따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

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으며,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제조기업을 대

상으로 설문을 통하여 변수들을 측정 및 분석이 이루

어졌다. 전체 표본의 수는 125개이며 집단별로 구분

하여 각 집단별 표본의 수는 30개 이상으로 구분이 

되었다. 모수통계 분석으로 집단별로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의미

한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표본 수가 적다는 점에서 

한계점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의 수를 

늘려서 보완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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