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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New Module장치를 융합한 탄산수 정수기에 대한 CTQ(Critical to Quality)를 도출, QFD기법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핵심 품질요소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음 대상자, 일반소비자와 New 

Module장치를 개발한 개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VOC(Voice of 

Customer)를 도출, 개발자를 통해 EC를 도출하여 VOC와 EC(Engineering Characteristic)간의 상간관계를 도표화하여 
HOQ(House of Quality)를 작성하였다. HOQ 차트를 통해 탄산수 정수기는 일정한 맛, 소음, 출수량, CO2 실린더 교
체주기, 사용 편리성 등의 요소가 중요한 품질요인이라는 결과를 도출 하였다. 부품별 요인으로는 물의 맛과 관련된 
Module 장치 (혼합조)와 이와 밀접한 레귤레이터, 부스터펌프, 솔레노이드가 가장 핵심부품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결
과를 도출 하였다.

주제어 : 탄산수정수기, CTQ, QFD, FGI, HOQ, VOC, EC

Abstract  This paper CTQ(Critical to Quality) to draw, aim to derive a key quality factor reflects the 
customer's requirements by utilizing the QFD technique for sparkling water purifier device that combines the 
new module. Tasting participants, consumers and New Module device intended for developers who develop and 
conduct a survey and FGI (Focus Group Interview) VOC(Voice of Customer) to draw, drawn by the EC 
through the developer VOC and EC (Engineering Characteristic) and char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hases 
was prepared HOQ(House of Quality). Sparkling water purifier through the HOQ chart certain taste, sound, 
running water, CO2 cylinder replacement cycle, we obtain results that element is an important quality factors 
such as ease of use. These factors are closely related to each component regulators and Module device 
(mixing) associated with the taste of water, booster pumps, and deliver results that the solenoid is considered 
the most critical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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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우리나라도 지속 인 경제성장의 향으로 가계

소득의 증가와 생활수 의 향상을 경험한 소비자들은 이

보다 훨씬 높아진 구매력을 바탕으로 차 고 화된 

소비를 지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소비의 변화는 기존 

상품보다 질  우 의 제품에 고가의 가격이 조화된 

리미엄제품의 등장을 래하게 되었고 통 인 경제학

의 념을 뒤엎으며 높은 매량을 올리고 있다.

국내 탄산수 시장은 매년 30%까지 성장하고 있고 올

해 시장 규모는 350억 원 정도로 상하고 있다. 탄산수 

시장은 2000년  후반 들어 본격 으로 커지기 시작해 

2011년 연간 100억 원 를 돌 했다[1]. 

먹는 샘물 체 규모(약 6,000억 원)의 2.5% 정도로 규

모는 아직 작지만 성장률로 보면 일반 생수 시장이 연간 

약 10% 성장에 그치는 데 비해 탄산수 시장은 매년 30% 

안 으로 성장하고 있다[2]. 

문가들은 세계 탄산수 시장 규모가 약 41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인기몰이를 계속할 경우 얼마

든지 “ 박시장”으로의 도약 이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

다. 소득수  향상과 함께 유럽이나 남미에서 화된 

탄산수가 우리에게도 더욱 “ 친한 물”로 자리 잡아 가

고 있다. “나를 더 이상 물로 보지 마, 피부 미용·다이어

트에 인기” 장 선 한국탄산수 회장은 탄산수에 열 하

는 이들은 “첫 번째 효능으로 건강을 꼽는다.”고 설명했

다. “탄산이 장을 자극해 소화활동을 돕고 몸에 유독한 

가스를 빼내어 다. 탄산 기포는 피부를 자극해 각질과 

모공의 노폐물 제거도 돕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탄

산수는 이 게 다이어트와 변비 해소, 피부 미용은 물론 

꽃꽂이나 튀김반죽 등에도 쓰이며 생선의 비린내와 채소

의 잔류농약 제거에도 효과 이라고 한다[3,4]. 두 번째로 

탄산수가 인기를 끌게 된 데는 해외 경험이 늘면서 탄산

수를 해 본 소비자들이 늘어났고 TV드라마에서도 커

피 신 자연스  탄산수를 마시거나 실제 양주, 와인 등

과 탄산수를 혼합한 칵테일 형태의 술을 은이들이 많

이 찾아 트 드로 형성된 측면도 있다.  카페인, 당분이 

많은 탄산음료에 비해 탄산수는 건강, 다이어트에 좋으

면서도 청량감이 있어 기름지고 느끼한 음식과의 궁합을 

얘기하는 이들도 있다. 실제 남미에 가면 음식 에서 “무

탄산수(sin gas)·탄산수(con gas)”를 음식 주문 시 꼭 물

어보는데 고기 등 기름진 음식이 많아 탄산수를 찾게 된

다.  “황의경 텍산업 사장 집에서 만들어 먹는 탄산수 

시  왔다.” 최근에는 탄산가스를 손쉽게 주입하는 가정

용 기계와 냉장고가 나와 탄산수를 더욱 편하게 할 수 

있게 다[5]. 110년 통의 회사인 “소다스트림”의 탄산

수 제조기 “소스(24만9천원)”는 2013년 국내매출이 84억 

원으로 년보다 무려 다섯 배 뛰더니 2014년도는 작년

보다 다시 다섯 배 늘어난 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상

된다.

해외에서 탄산수 제조기를 경험한 은 층이 많아지

면서 소비층이 증가한데다 탄산수 제조기의 경제성 때문

에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 최근에는 커피빈, 

커핀그루나루, 탐앤탐스 등에서 소다스트림을 구비해 탄

산수를 활용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어 기업 수요도 증가

하고 있다. 투쿠시소다, 트 스트앤스 클, 소다스 클 

등도 탄산수제조기를 선보이고 있으며, 삼성 자는 지펠 

스 클링 냉장고에 이어, 스 클링 워터를 도어 디스펜

서에서 바로 마실 수 있는 삼성 ‘셀 컬 션 냉장고’까지 

가세하고 있다. 

탄산수가 다양한 용도로 인기를 끌면서 시장규모가 

해마다 30%까지 성장하고 있다. 탄산수는 2～3년 만 

해도 랑스산 페리에와 이탈리아, 독일 등의 값비싼 수

입산 10여종이 세를 이뤘다. 하지만 국내 탄산수의 원

조이자 강자 “ 정탄산수(42억)”에 이어 롯데칠성의 

“트 비(13억)”, 하이트 진로의 “디아망”,동원F&B의 “디

톡”·“진 에일 스 클링” 등이 국내시장을 넓 가고 있

다. 최근 일반 정수기 시장은 코웨이 46%, 청호 15%, 동

양매직 11%, 쿠쿠 10%, 웰스 8%,  5%, 기타 5%의 

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탄산수 정수

기”로 경쟁업체들과 차별화를 만들고 탄산수 수요가 많

은 미국, 유럽 등 해외를 공략할 수 있고, 국내시 인 

탄산수 정수기는 탄산수제조기의 기능을 융합한 담수형 

방식인데, 담수형 방식과는 차별화한 연속 으로 탄산수 

제조  공 이 가능하고, 장착 가능한 새로운 Module장

치를 융합한 탄산수 정수기에 해 고객의 필요를 바탕

으로 제품의 품질요소를 도출하여 신제품개발에 반 하

는 것이 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QFD(Quality Function  

Development)기법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반

한 탄산수 정수기의 핵심 품질요소를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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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 연구

2.1 일반정수기에 新Module장치를 융합한 

    탄산수 정수기

탄산수정수기는 그 용도에 따라 크게 가정용, 업소용

으로 나눠지며, 혼합방식에 따라서는 담수형과 직수형으

로 나눠진다<Table 1,2>. 직수조방식의 탄산수정수기는 

국내에 소개된 사례가 없어,  편리성과 경제성을 겸비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되어, QFD기법을 활용한 탄산수

CTQ를 도출해서 차별화된[Fig. 1] 제품을 출시해서, 시

장 경쟁우  확보는 물론 신규 시장 창출 의 계기를 마련

하고자한다.

Division New Module Device Seltzer maker fusion

Seltzer 

manufacturing 

methods

Straight Water type Fresh Water type

Separate 

cooling unit
No Required Required

Seltzer 

manufacturing 

capacity

60𝑙 60𝑙

Compatibility 

with other 

devices

Mountable Available Disabled

Price 0.6Million Won 2Million Won

Features

- Mountable compat- 

ibility advantages,

Simple mechanism

- Straight Water Type 

manufacturing metho-  

ds, 1st use Provide a 

constant flavor by 

mixing a certain 

concentration of 

carbon dioxide gas.

- Seltzer remaining ling-

ering, the concentration of 

carbonated water does 

schedules provided..

- Mechanical level control 

sensor, Cooling, A 

separate device, such as 

an air vent, Complex and 

costly.

<Table 1> Classification of sparkling water purifier 
along the way

[Fig. 1] Sparkling Purifier Configuration

Vertical tank mixed approach
Mixing tank manufacturing 

methods

◎ Eco-friendly and seltzer 

water tank integer can be 

fitted easily to the apparatus 

for manufacturing other 

products

◎ Straight male manufactu-

ng method is used once each 

by mixing a certain concent-

ration of carbon dioxide prov-

ide a constant flavor.

◎ This is not possible with 

other products attached, and 

only water purifier manufact-

uring method of mixing, the 

price being high

◎ The concentration of carb-

onated water is not available, 

so a certain level is lingering 

Seltzer

◎ Many private consumption 

carbonate capsules according 

to the specified container 980㎖ 

use.

<Table 2> Vertical mixing tank system (new technology)
and mixing tank manufacturing methods 
(conventional technology) compared to Digital

2.2 新Module 장치를 융합한 탄산수 정수기

의 기술개발의 독창성

新 Module 장치를 융합한 직수조 방식의 탄산수 정수

기는 기존 탄산수 제조기술을 회피한 탄산수 혼합장치로 

2014. 05. 17 특허결정 되어 등록 되었고, 직수조방식의 

탄산수정수기는 국내에 소개된 사례가 없어, 도표1에서 

기술했듯이 편리성과 경제성을 겸비한 측면이 크다고 생

각되어, QFD기법을 활용한 탄산수CTQ를 도출해서 차

별화된 제품을 출시해서, 시장 경쟁우  확보를 물론 신

규 시장 창출의 계기를 마련코자 한다.

2.3 QFD & 매트릭스

QFD(Quality Function Development)는 고객의 요구

가 신제품의 개념정립, 제품기획, 공정기획, 생산기획, 

매기획 등의  과정을 통해 최종 제품  서비스에 충실

히 반 되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만족도를 극 화 시키는 

품질경 의 한 기법이다. 고객들의 요구에 합한 신제

품을 개발하기 해 기업들은 QFD를 활용하고 있다

[6,7,9]. 

QFD는 시장정보를 통해 소비자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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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standard 
VOC Content

Performance

∙What to use as drinking water production capacity 

per sparkling, fruit, vegetables and a drink?

∙What is the cylinder manufacturing capacity per 

sparkling water?(60𝑙 EA)

∙What is the taste of straight type sparkling water? 

(from beginning to end)

Economics

∙Straight type life of sparkling water production  

method is adequate.

∙Annual maintenance costs of the replacement  

cylinder? 

∙Is price range is appropriate

∙Sparkling water production, discarding Is there 

water? 

<Table 3> VOC Classification

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를 바탕으로 신제품의 

개념을 정립하고 부품계획, 공정계획, 그리고 생산계획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통해 소비자의 요구가 최종제품에 

충실히 반 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QFD는 시장

정보를 통해 소비자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악하는 것으

로부터 시작하여, 이를 바탕으로 신제품의 개념을 정립

하고 부품계획, 공정계획, 그리고 생산계획에 이르는 모

든 단계를 통해 소비자의 요구가 최종제품에 충실히 반

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QFD는 소비자의 요구

를 제품의 특성으로 환하여 완성품의 설계품질을 결정

한 다음, 이를 다시 부품특성, 공정특성, 그리고 결국 생

산을 한 구체 인 사양에 이르기까지 이들 간의 계

를 계통 으로 개하는 체계 인 제품개발 방법이

다.[10,11] 이러한 과정은 고객만족을 하여 고객 요구사

항 악부터 시작해서 구체 인 행동개발까지의 흐름을

그래 로 나타낸 HOQ(House Of Quality)라 불리는 

일련의 도표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HOQ를 이용하여 각 

단계의 요구사항(What)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

(How)을 련시켜 가면서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구체

으로 개하게 된다[8,12].

3. 연구 방법

3.1 QFD 적용 절차

본 연구의 [Fig. 2] VOC수집, 공학  특성(EC)조사, 

VOC의 요도 결정, EC간의 상 계 악, VOC와 EC 

간의 상 계 도출, 그리고 HOQ  CTQ 작성의 순으

로 수행되었다.[6,9]

[Fig. 2] Implementation procedures

∙ 문가 FGI : 탄산수 정수기 개발 련자 2명

∙ 제조사 직원 2명

∙ 사용자 설문조사(30명)

∙ 인터뷰 실시

∙ VOC 가 치와 EC를 고려하여 산출

∙ 우선 개선순  도출

∙ 탄산수정수기 개발자로부터 VOC List 수집

∙ 시음 상자 즉 일반소비자 10명 상 인터뷰실시

∙ 문가 FGI, 탄산수 정수기 개발 련자 2명

∙ 제조사 직원 2명

∙ 문가 인터뷰

3.2 VOC 조사

탄산수 정수기 Module 장치 개발자로부터 <Table 3> 

VOC를 수집하 고, 내용의 보완을 해 시음자  일반 

소비자 1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추가로 실시하 다. 

체 수집된 VOC 리스트  상호 복 는 유사한 항

목을 제외하고 총17개의 항목을 산출 하 다[7,9].

3.3 EC 조사

탄산수 정수기의 EC를 선정하기 해 제조업체에 종

사하는 종사자 2명과 개발자 2명을 상으로 FGI를 실시

하 다. 주로 탄산수 정수기를 설계할 때, 고려하는 사항

을 토 로 VOC와 연 이 있는 기술  특성치를 선정하

다. 이에 따라 주 기능부와 보조기능부로 구분되어지

는 15개의 EC가 선정되었다[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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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Replace the filter and beneficial live, delicious,  

sparkling water is the safe.

∙Safe and easy cylinder replacement

∙What is the safety of the storage tank not just 

produced by the bacteria in the sparkling water 

use?

Workability

∙Handle with care according to the manufacture of 

sparkling water purifier installed in modular 

system

∙Supplies replacement repair is convenient?

Convenience

∙Easy to use, and ease of A / S for supplies

∙Easy filter replacement time alerts 

∙Cody consumers directly exchanged easily without 

the help separate cylinder

Design

∙Can be installed in a small kitchen to take 

advantage of a minimum of

∙Designed to blend with other appliances or kitchen 

interior

3.4 VOC의 중요도 결정

control unit

Filter replacement indicator function

Regulation of soda flavors

Cylinder replacement indicator function

Mix Module 
Device

Quality depends on the taste of carbonated 

bubbles, Size adjustment vortex generator

Straight male sparkling water mixing device 

structure (Golden ratio of the mixing device 

size and type heading Hole)

Input Unit

Device for secure replacement 

of the cylinder

Seltzer per cylinder manufacturing capacity

(Adequacy of the carbon dioxide pressure)

Water purifier manufacture of sparkling water 

module unit Easy to install and repair structures

Vaporization / 
discharge unit

The carbonic acid gas supply and pressure 

control system

(Regulators, solenoid valves ..etc)

Appearance / 
structure

Mixed Material of satisfaction for the price

Multi-function electronic control controller

The control unit located in a panel design

(Consumable replacement cycle LED display )

Operate 
auxiliary 
functions

User Manual

Manufacturing 
auxiliary 
function

Seltzer heading alerts

(Infrared sensitive electronic equipment)

Zero screen features sparkling water levels

<Table 4> Association between the EC and sparkling
water purifier

Division VOC Importance

Performance

(4.07)

Manufacturing carbonated water per 

minute
3.25

Seltzer per cylinder manufacturing capacity 4.65

Straight type potency and taste of 

carbonated water
4.30

Economics

(4.27)

Use a straight-type production 

method sparkling life
3.32

Annual maintenance costs of the 

replacement cylinder
4.80

Product price 4.69

Sink separately for manufacturing carbonated 

water
3.25

Safety

(4.12)

Alive and, delicious, safe Seltzer 3.80

Cylinder when replacing safety 4.25

Free storage tan => Safety according 

to the growth of bacteria
4.30

Workability

(3.25)

In water purifier manufacture of sparkling 

water module unit Caution on handling 

in accordance with the installation

3.25

Ease of repair is replacement of consumables 3.25

Conventience

(2.98)

Easy to use, Ease of A / S for supplies 2.45

Easy filter replacement time alerts 3.25

Consumers directly without the help of 

cody easy cylinder replacement
3.25

Design

(3.08)

Utilizing a minimum of =>

small kitchen installation
3.00

Other appliances or kitchen decor and 

harmony
3.15

<Table 5> VOC’s  Importance

 

VOC조사를 하여 10명을 상으로 <Table 4>설문

조사를 실시하 고, 소비자와 탄산수정수기 개발 련회

사에 종사하는 직원을 설문조사 상에 포함시켰다. 응답

자  탄산수정수기 는 제조기를 사용해본 경험자 2명

과 비경험자 8명에 해 성능 련, 경제성 련, 안 성

련, 시공성 련, 편리성 련, 디자인 련, 17문항을 선

정하여 5  척도로 <Table 5>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7,9]. 6개의 VOC 그룹 에서 성능성, 경제성, 안정성에 

한 가 치가 높게 나타났다. 성능성에서는 실린더 1회 

투입하여 제조할 수 있는 용량, 탄산수의 맛, 경제성에서

는 제품가격과 소모품의 교환비용에 한 요구가 가장 

높은 가 을 나타냈고, 안정성에서는 장 탱크 없어 바

로 제조된 탄산수의 세균번식에 의한 안 성이 가장 높

은 요도를 나타냈다.

3.5 HOQ(House Of Quality) 작성

VOC와 EC의 상 계 악을 해 각 VOC와 EC가 

만나는 셀에 서로 간 의 계정도에 따라 0, 1, 3, 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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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여하 다. 련성이 약하면 1, 련성이 보통이면 3,

련성이 강하면 9 을 부여하 다. 부여한 수의 평균

값을 구하여 HOQ 행렬의 각 셀에 기입한 다음 각 EC에

하여 모든 VOC의 가 치에 양자 간의 상 수를 곱

하여 총 수를 도출하 다. ([Fig.3])

3.6 CTQ 도출

의 과정을 거쳐서 QFD의 최종단계인 <Fig. 4> 

HOQ가 완성되었으며, VOC와 EC의 상 수에 VOC의 

요도 수를 곱하여 각 EC별 수를 구하 다. 이 

수 크기의 순서에 따라 우선 으로 개선되어야할 품질요

소인 CTQ를 선정하 다[5,7,9]. 

4. 연구 결과

4.1 HOQ와 CTQ

QFD의 개과정[Fig 4]을 통해 완성된 탄산수 정수기

의 HOQ와 도출된 CTQ<Table 6>는 다음과 같다. 탄산

수정수기에서 가장 먼  개선되어야 할 품질요인은 주 

기능  모듈장치부에 해당하는 혼합장치구조와 와류

상을 만들 수 있는 날개형 혼합장치를 이용한 탄산수 제

조 장치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투입부의 합하고 

균일한 가스압력을 공 하는 기능과, 기화/배출부의 탄

산가스 압력조  기능으로 조사 되었다. 주 기능  컨트

롤부와 외 /구조는 상 으로 요도가 낮은 것으로 

악되었으며 한 보조기능은 품질요소에서 큰 비 을 

차지 않는 상 으로 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2 VOC 속성별 CTQ

VOC 속성별 CTQ를 산출한 결과 속성에 따른 소비자

들의 요구사항은 각기 다르게 나타나 속성별로 제품 개

발에 있어서 요하게 고려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면에 있어서는 탄산수의 제조량(제조된 탄산수로 먹

는 물 뿐만 아니라, 과일, 야채 등 조리수로서의 사용), 탄

산수의 맛의 균일성, 실린더 1회 투입하여 제조할 수 있

는 용량 순으로 우선순 가 나타나, EC의 Module장치부

와 투입부가 요한 요소로 악 되었다. 탄산수 정수기

의 주 기능 주로 핵심부품에 한 요도가 높은 것으

로 소비자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경제성측면에서는 제품가격, 소모품(실린더..etc)의 교

환에 따른 유지비, 직수형 탄산수제조방식의 사용수명 

순으로 우선순 가 나타났으며, 특히 실린더의 교환주기

는 탄산수제조용량과 한 계가 있는 요소이므로 제

품 개발에 있어 우선 시 해야 할 요소로 악되었다. 안

정성 측면에서는 유해물질이 정수된 물을 따라 출수될 

Primary function
Auxiliary 

function

4 7 14 2 1 9 3 8 5 12 13 15 10 6 11

<Table 6> CTQ  of Sparkling Water Purifier

가능성, 실린더 교체  사용상의 안 성. 제조된 탄산

수가 축 되지 않고 출수 을 통해 출수 시 세균번식에 

의한 안 성 순으로 요도가 조사되었다. 이는 컨트롤

부의 필터교환주기 표기 , 실린더 교환필요성에 한 

표기 기능에 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성 

측면과 련해서는 소모품 교체 시 고장수리 용이성,  정

수기에 탄산수 Module장치 부착에 따른 사용 시 취 상 

고려해야할 측면이 요한 속성으로 조사 되어, 투입부

의 모듈장치의 정수기내 설치에 의한 고장수리 용이성과, 

작동 보조기능으로서 사용설명서에 한 요구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편리성은 알기 쉬운 필터  실린더교환 

알림기능과, 소모품에 한 A/S의 편의성, 실린더의 간

편 교환 순으로 요도가 조사되었다. 이는 컨트롤부의 

필터교환표시, 실린더교환표시, 외 /구조부의 다기능

자제어 기능에 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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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OQ-QFD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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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OQ Chart



CTQ derived using the new Module device convergence and QFD can be mounted on the dominance Products : Focusing on the sparkling water purifier Cas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3

디자인 속성에서는 타가 기기 는 주방인테리어와 조

화되도록 디자인 되어있는가와 최소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좁은 주방에서도 설치 가능한지, 순으로 조사되

어, 이는 소비자들이 실용  디자인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단된다.

4.3 고객 요구 사항과 품질요소

탄산수 정수기 제조장치 개발에 있어 개발자들이 고

려해야할 우선순 를 <Table 7>CTQ로 요도를 결정

하여 보았다. 요도 순으로 상  10개의 품질요소를 살

펴보면 주 기능과 보조기능으로 나  때, 고객이 요시

하는 요소는 모두 주 기능에 포함되고 있어, 제품의 기본

인 기능면에 집 하여 제품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를 도출 할 수 있다. 주 기능 에서도 탄산수정수기

의 핵심기능이라 할 수 있는 탄산수 혼합기능과, 출수기

능이 가장 요한 품질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mportance

(CTQ)

EC Main 

Category

EC  

subdivision
Item

1
primary 

function
Module Unit

Mixing device 

structure

2
primary 

function
Module Unit Vortex generators

3
primary 

function
Input Unit

Gas pressure 

adequacy

4
primary 

function
Control Unit

Filter replacement 

indicator

5
primary 

function

Vaporization

 / Emissions
Pressure regulator

6
Auxiliary 

function

Manufacturing 

auxiliary function

Electronic sensing 

device

7
primary 

function
Control Unit

Sparkling water 

Adjust taste

8
primary 

function
Input Unit

Installation / 

Troubleshooting ease

9
primary 

function
Input Unit

Cylinder replacement 

device

10
Auxiliary 

function

Operate auxiliary

functions
User Manual

<Table 7> Top 10 Quality Factors CTQ

4.4 부품별 CTQ

주 기능과 보조기능, 그리고 각 부 별 부품 리스트를 

조합하여 부품별 CTQ를 도출하 다. 기능을 구성하는 

부품 설계에 있어서 어떤 부품에 을 두어 제품을 설

계해야 하는지를 도출하기 한 것이다. <Table 8>은 부

품별 CTQ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요한 부품은 용기

의 내외부용 이스, 귤 이터, 원수 주입구 원수공  

펌 등 순으로 조사 되었다. 용기 내·외부 이스류, 원수

주입구는 혼합Module장치부와 련된 부품이고, 귤

이터는 가스압력의 정성 즉 탄산가스의 소모량을 좌우

하며, 투입부에 해당하는 요한 부품이다. 공 제어 밸

는 탄산가스기포 모양을, 원수공 펌 는 탄산수의 출

수량을 좌우하는 핵심부품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QFD기법을 탄산수정수기 개발에 용하여, 소비자 

에서 고려해야 할 요 속성들을 도출해 보았다. 제

품의 요도를 개량화하여 개발자들이 어떤 속성에 

을 두어 개발해야 하는지 인지하는 도구로써 매우 유용

한 기법이라 할 수 있다.

8 8 5 1 1 1 1 5 7 8 8 13 8 15 13 15

<Table 8> CTQ Part 

5.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시장이 확 되어 가고 있는 탄산수 정

수기에 하여 QFD기법을 이용하여 고객의 품질요소를 

도출하 다. 탄산수정수기 제조회사로부터 VOC리스트

를 수집하고 일반소비자, 시음자를 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VOC,를 도출하 고, 문가 그룹을 통해  EC

를 도출하여 VOC와 EC간의 상 계를 도표화하여 

HOQ를 작성하 다. HOQ 차트를 통해 탄산수정수기에 

있어 우선시 되는 것은 주 기능  모듈장치부에 해당하

는 혼합장치구조와 와류 상을 만들 수 있는 날개형 혼

합장치를 이용한 탄산수 제조 장치로 나타났다. 그 다음

으로는 투입부의 합하고 균일한 가스압력을 공 하는 

기능과, 기화/배출부의 탄산가스 압력조  기능이  요

한 품질요소로 조사 되었다. 부품별 요인으로는  탄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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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과 련된 Module장치의 내외부용 이스, 귤 이

터, 원수 주입구 원수공 펌 등 순으로 조사 되었다. 혼

합조, 내·외부 이스류, 원주입구는 혼합Module장치부

와 련된 부품이고, 귤 이터는 가스압력의 정성 

즉 탄산가스의 소모량을  좌우하며, 투입부에 해당하는 

요한 부품이다. 공 제어밸 는 탄산가스기포 모양을, 

원 공 펌 는 탄산수의 출수량을 좌우하는 요부품

이기에, 가장 핵심부품으로 고려 되어야한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 본 연구는 제품 개발시 소비자의 필요를 반

한 제품을 설계하는데 기여 할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조사에서 경험자의 비율이 낮아 세부 인 VOC조사에 

한계 이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품질요소만을 도출하

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품질요소를 기반으로 한 제품

의 세부 사양 결정까지 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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