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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mprove the service tree analysis introduced recently by Geum et al. [15]. Service tree analysis 
structures the service based on the customer participation perspective and provides a qualitative analysis method categorizing 
the service elements on the basis of its impact to top service. This paper attempts to apply the concept of reliability importance 
to the service tree analysis as a perspective of quantitative analysis, which is considered little in Geum et al. [15]. Reliability 
importance is a measure of the structural impact of the components that make up the system on the system lifetime in reliability 
engineering field and often used in fault tree analysis. We transform the reliability importance into service importance in accordance 
with service tree analysis, so that the influence of service elements on the service can be judged and compared. The service 
importance is defined as the amount of change of the service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service element, therefore, it can 
be utilized as an index for determining a service element for service improvement. In addition, as an index for paired service 
elem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ervice components can be measured by joint service importance. This paper introduces 
conceptual changes in the process of applying reliability importance to service analysis, and shows how to use the service importance 
for identifying the priority of service element for the final service and improving customer satisfaction through an example. 
By using the service importance and joint service importance in service tree analysis, it is possible to make efficient decision 
making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service elements for analyzing and improving th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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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경제가 발 할수록 서비스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은 높아진다. 상업, 융업, 운수업, 업 등 통

인 3차 산업이 고용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 이 높아질 

뿐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에서도 생산에 투입되

는 간재로서의 서비스 비 도 높아지게 된다[21]. 이러
한 서비스 심의 산업구조는 서비스 기업에게는 경쟁우

를 한 기존 서비스의 고 화나 기존의 서비스 외에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별화를 강제하는 특징을 보이

며, 제조 기업에게는 제품을 매하면서 부수 인 서비스

를 차 증가시키고 기업의 주요 사업을 서비스업으로 확

장하도록 하는 특징을 보인다[32]. 는 이미 서비스산

업이 심이 되는 서비스 경제를 이루었으며, 기업들에게 
서비스는 경쟁우 를 확보하기 한 필수 인 요소가 되

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서비스에 해서도 생산
에서와 같이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한 과학 인 분석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연구자들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해 서비스를 평가하고 분석하

려는 노력들을 해왔다[8, 9, 26, 30]. 
이러한 시도들은 서비스를 구조화하고 이를 통해 서

비스의 성능(performance)을 분석하는 방법론에 한 연
구들로 이어졌으며, 여러 연구에서 로세스(process)라
는 개념이 서비스의 성능 분석에 유용한 도구(tool)로 소
개되고 있다[1, 11, 22, 27]. 로세스란 특정 상에게 

약속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조직 이고 차

근차근한 활동의 집합을 의미한다[10]. 따라서 서비스 
로세스를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 으로 

설계된 서비스 활동(service activity)들의 집합으로 정의
함으로써 서비스를 구조화하고, 각각의 서비스 활동들이 
서비스의 성능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

써 서비스 성능의 분석과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서 다양한 서비스 로세스의 분석 방법(method)
이 소개되었으나[6, 14, 19, 23, 31, 29], 이러한 방법들은 
서비스를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서비스 사용자의 
을 반 할 수 있는 정량분석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15]. 이러한 한계 을 극복하기 한 

시도로써 고장나무(Fault Tree; FT)의 분석 방법을 서비스 
로세스 분석에 용하는 서비스나무분석(Service Tree 

Analysis; STA)이라는 개념이 Geum et al.[15]에 의하여 최
로 소개되었다.
고장나무분석은 결과( 는 고장)가 되는 사건을 정상

사건(top event)으로 정의하고, 해당 사건의 발생을 연역
으로 해석하여 원인이 되는 기본사건(basic event)을 찾
아, 기본사건 간의 계를 AND와 OR라는 논리기호를 사
용하여 나무모양의 그림으로 나타낸 후[24, 33]. 이를 바

탕으로 정상사건에 향을 미치는 주요 기본사건 간의 논

리  계를 해석하고, 기본사건들이 발생하는 확률을 평
가함으로써 정상사건의 발생에 향을 미치는 주요원인

(기본사상)들에 한 정량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1962년에 개발된 이후 신뢰성  안 성분석에 리 사

용되고 있다[24, 28]. 
서비스나무분석은 고장나무분석의 개념을 충실히 따라 

제공을 목표로 하는 최종서비스를 정상사상으로 정의하

고, 서비스의 성공  제공을 해 필요한 서비스요소를 

AND 는 OR 게이트를 사용하여 구조화함으로써, 고장
나무분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분석방법을 차용하여 하

서비스 각각이 최종서비스의 완성에 어떠한 공헌을 하

는지 악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정량 인 분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Geum 
et al.[15]의 연구는 서비스를 고장나무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을 제시한 에서는 큰 의미를 가지

고 있지만, 세부 인 분석방법에서 고장나무분석이 이미 

가지고 있는 우수한 분석기법들을 극 활용하고 있지 못

하다는 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표 으로 신뢰

성 요도(reliability importance)라는 개념이 그러하다. 신
뢰성 요도란 특정 부품의 작동여부가 시스템의 작동여

부에 미치는 향력을 수치화 한 척도로써, 하 사건 각

각이 상 사건(최종 으로는 정상사건)에 어떻게 공헌을 
하는지를 AND와 OR라는 논리기호를 사용하여 나무형태
로 구조화 한 상황에서 하 사건의 변화가 상 사건에 미

치는 향력을 악하는 핵심 인 지표이다. 서비스나무
분석이 제공을 목표로 하는 최종서비스를 하 서비스의 

AND 는 OR 게이트에 의한 계층  구조로 인식하 다

면, 신뢰성 요도의 개념을 사용할 경우, 하 서비스의 

제공여부가 최종서비스의 제공여부에 미치는 향력을 

수치화한 척도를 확보하게 되고, 이는 최종서비스의 입장
에서 하 서비스의 요도 우선순 를 단할 수 있게 되

는 것이다. 
하 서비스의 최종서비스에 요도 우선순 를 단한

다는 것은 제한된 자원 하에서 최종서비스의 만족도(품
질)을 향상시키기 한 의사결정시 효율 인 단이 가능

하게 함을 의미하며, 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수 을 

지키는 에서도 하 서비스들에 한 효율  리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 듯, 나무분석에서 신뢰성 요도는 매우 의미 있

는 지표이기에, Hwang et al.[18]가 서비스나무분석의 내
용을 좀 더 일반화 시키려는 시도와 함께, 신뢰성 요도
의 개념을 용하여 서비스나무분석을 확장할 여지가 있

음을 주장하 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여지를 체계 으로 

근하여 서비스요소가 체서비스에 미치는 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써 서비스 요도라는 개념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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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xample of Service Tree

하 고, 두 개 이상의 서비스요소가 상호 보완 (comple-
ments)인지 체 (substitutes)인지를 단 할 수 있는 지
표로써 결합 서비스 요도를 소개하 다. 한, 해당 지
표들이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

는지를 간단한 를 통해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의 결과를 
통해 서비스나무분석이 단순히 서비스의 만족도를 평가 

할 수 있는 방법론에서 서비스의 개선까지 고려할 수 있

는 서비스 분석 방법론으로 그 활용범 가 확장되었다는 

에서 본 논문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2. 서비스나무분석(Service Tree Analysis; 
STA)

<Figure 1>은 서비스나무의 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후
의 개에서는 용어의 혼란을 막기 하여 최종 인 제공

을 목 으로 하는 서비스(즉, 분석하는 상이 되는 서비스
로써 서비스나무에서 정상사상인 서비스)를 최종서비스
로, 최종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제공되는 하 서비스 

는 서비스 기능(서비스나무에서 기본사상이 되는 서비스)
을 서비스요소(service element)라는 단어로 사용하겠다. 
서비스나무(service tree)는 제공을 목표로 하는 최종서

비스를 정상사상으로 정의하고, 서비스의 성공  제공을 

해 필요한 서비스요소를 AND 는 OR 게이트로 구
성한다. 이때, AND 게이트로 연결되는 서비스요소들은 
상  서비스가 만족되기 해서는 연결된 서비스가 모두 

수행되어야 하는(즉, 고객이 반드시 모두 선택해야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OR 게이트로 연결된 서비스요소들은 
상  서비스가 만족되기 해서는 연결된 서비스  하

나 이상만 수행되면 되는(즉, 고객이 선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15].  

서비스나무는 기본 으로 AND와 OR라는 논리기호를 
사용하여 나무모양의 그림으로 정상사건을 표 하는 고

장나무의 개념을 충실히 따르고 있기 때문에, 분석  해
석 역시 고장나무의 차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러나 
분석 상을 서비스로 특정하 기 때문에 고장나무분석에 

비해 좀 더 구체 이고 차별화된 해석들이 필요하며, 본 
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심으로 서비스나무분석의 차 

 내용을 소개하 다. 다만, 서비스나무분석은 2009년에 
Geum et al.[15]에 의해 최 로 소개되었고 이후의 이 다 

할 후속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Geum et al. 
[15]의 연구내용을 기 으로 소개한다. 

2.1 STA의 정성적 분석

고장나무에서는 고장에 향을 미치는 기본사건들을 

도출하기 하여 최소연결집합(Minimal Path Sets; MPS) 
는 최소 단집합(Minimal Cut Sets; MCS)을 구한다. 이
때 MPS는 정상사건이 발생하기 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사상의 집합을 의미하며, MCS는 정상사건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본사상의 집합을 의미한다. 
서비스 로세스의 에서는 고객이 로세스 안에

서 제공받은 여러 서비스들  진정으로 서비스 받기를 

원하는( 요하게 여기는) 것을 악하는 것이 요하며, 
이러한 에서 고장나무분석에서는 최소 단집합이 더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최소 단집합의 정의에 비추어 생

각해보면 최소 단집합은 서비스가 제공되기 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비스나
무분석의 정성  분석에서는 최소 단집합을 구하고 이를 

Minimal Service Cut Set(MSCS)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MSCS
에 포함된 서비스요소들을 핵심 서비스(core service)라고 
정의하며, 핵심 서비스와 직 으로 연결된 서비스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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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원 서비스(supporting service), 그 외의 서비스를 선택
 서비스(optional service)로 구분하여 서비스의 성공  

제공  만족도 향상을 한 각각의 다른 략  처 방

안을 고려하도록 하 다[15]. 

2.2 STA의 정량적 분석

고장나무분석에서는 정상사건의 발생확률을 정량화하

기 하여 기본사건의 발생확률 를 구하고, 이를 기반으
로 AND와 OR 게이트에 따라 아래의 식을 사용하여 상
수 의 발생확률을 계산한다. 식 (1)은 AND 게이트로 
연결된 사건들에 한 확률이고, 식 (2)는 OR 게이트로 
연결된 사건들에 한 확률이다[33]. 

                ∏  
  (1)

                ∏  
  (2)

서비스나무분석에서는 고장나무분석의 정상사건의 발

생확률을 최종서비스의 만족도, 기본사건의 발생확률을 
서비스요소들의 만족도로 체하여 인식하여, 서비스요
소의 성공  제공확률 를 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종
서비스의 만족도를 구한다. 
그러나 물리  시스템이 경우 시스템의 상태는 작동

과 고장  하나의 상태만이 존재하고 이를 확률 으로 

표 함으로써 시스템의 신뢰성 척도로 사용하지만, 서비
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의 제공과 미제공의 두 개의 상태

만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제공여부와 동시에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주었는가가 서비스의 척도로 사용

된다. 따라서 식 (1)과 식 (2)를 최종서비스에 한 만족
도를 표 하고자하는 서비스나무의 정량  분석에 그

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특정 서비스요
소가 성공 으로 제공되었다 하다라도 그 서비스요소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에 따라 최종서비스의 만족도에 미

치는 향력이 다를 수 있으며, 그 향력 역시 고객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7]. 

Geum et al.[15]은 이러한 한계 을 Kano 분석의 개념
을 사용하여 극복하려 하 다. 즉, 각각의 서비스요소에 
하여 Kano 분석을 사용한 Matzler and Hinterhuber[20]
의 고객만족비율(customer satisfaction rate; CSR)를 차용
하여 서비스요소별 가 치 와 서비스요소의 성공  제

공확률 를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AND와 OR 게이
트에 따라 각각 식 (4)와 식 (5)를 사용하여 최종서비스
의 만족도를 추정하 다[15]. 이때 가 치 는 식 (3)을 
사용하여 추정하며 각각의 기호는 Kano 분석에서 사용
된 다음의 속성들을 의미한다[4, 20]. 

A : 매력  속성(Attactive attributes)
O : 일차원  속성(One-dimensional attributes)
M : 당연  속성(Must-be attributes)
I : 무 심 속성(Indifferent attributes)

              
 (3)

               ∏  
  ×  (4)

            ∏  
  ×  (5)

3. 서비스 중요도를 사용한 서비스나무분석

서비스 로세스 분석에서 최종서비스에 향을 미치

는 서비스요소들을 찾아내고 그 향력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왜냐하면, 최종서비스의 성과(만족도 
는 성공  제공확률)에 서비스요소가 미치는 향을 
악할 수 있다면, 최종서비스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해 
우선 으로 개선해야할 서비스요소들을 구분하여 제한

된 자원 하에서 효율 인 서비스의 운 을 한 의사결

정에 도움이 되리라 단되기 때문이다.
Geum et al.[15]은 최종서비스에 향을 미치는 서비

스요소들을 구분하고 그 향력을 단하기 하여 두 

단계에 걸친 분석을 수행하 다. 첫째는 최종서비스가 
제공되기 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요소의 집합

인 최소서비스 단집합들을 확인하여 핵심 서비스요소들

을 일차 으로 악하 고, 둘째로 서비스요소들의 성공
확률의 변화에 따른 최종서비스의 만족도의 변화량을 확

인하는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다. 
물론 의 두 가지 차를 수행함으로써 최종서비스의 

성과에 큰 향을 미치는 서비스요소들을 구분하고 그 
향력을 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 로세스
를 고장나무로 표 하게 되면, 보다 효율 이고 포 인 

분석방법이 존재한다. 신뢰성 요도라는 개념이 바로 그
것이다. 신뢰성 요도란 신뢰성공학 분야에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품이 시스템의 수명(신뢰성)에 구조 으로 

미치는 향을 나타내는 척도로써 고장나무분석에서도 

활용되고 있다[3]. 따라서 서비스나무분석에서도 신뢰성 
요도와의 유사한 개념으로 서비스 요도라는 개념을 

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우선 신뢰성 요도의 개념을 소개하고, 해

당 개념을 바탕으로 최종서비스의 성과에 향을 미치는 

서비스요소를 구분하고, 그 향력의 우선순 를 악하는 

것을 목 으로 서비스 요도라는 개념과 그 활용의 세부

과정을 Geum et al.[15]의 연구에서 사용한 병원서비스의 
서비스나무(<Figure 2> 참조)를 제로 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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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ervice Tree of Hospital Service(Geum et al.[15])

3.1 신뢰성 중요도(Reliability Importance)

기호

 : 부품 의 상태(1 : 작동, 0 : 고장)
 : 부품 의 작동확률
 : 시스템의 신뢰도(시스템의 작동확률)
  : 부품 의 상태가 일 때의 시스템의 신뢰

도(시스템의 작동확률)
 : 부품 의 신뢰성 요도
 : 두 부품 와 의 결합 신뢰성 요도

신뢰성 요도는 여러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시스템

에서 한 부품이 시스템의 작동에 미치는 기여도를 나타내

는 가장 일반 인 척도로서, 각 부품의 신뢰도(작동확률)
를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특정 부품의 작동여부가 시

스템의 신뢰도에 미치는 향력을 수치화 한 것이다. 즉, 
시스템의 구조와 구성 부품의 신뢰도를 알고 있을 때, 부
품 의 신뢰성 요도(Marginal Reliability Importance)는 
식 (6)과 같이 표 될 수 있다[5]. 

                (6)

식 (6)에서, 부품 의 신뢰성 요도가 해당 부품이 작
동할 때와 작동하지 않을 때의 시스템 신뢰도의 차이임

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편미분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  

할 수도 있다. 

 

                (7)

결국 부품 의 신뢰성 요도 부품 의 작동확률의 변

화에 따른 시스템 신뢰도의 변화량을 의미하며, 이는 부
품 의 작동확률의 변화가 시스템의 신뢰성에 미치는 

향을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2]. 이러한 신뢰성 요도의 
개념을 두 개의 부품으로 확장한 개념이 결합 신뢰성 

요도(Joint Reliability Importance; JRI)이다[17]. 즉, 두 부
품 와 의 작동확률의 변화가 시스템의 신뢰성에 미치

는 향을 나타내는 척도로 신뢰성 요도(MRI)를 기반
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8)

식 (8) 역시 다음과 같은 편미분식으로 표 이 가능하다. 

 

                (9)

한 Hong and Lie[17]은 부품 와 의 결합 신뢰성 
요도가 식 (10)과 같이 각각의 단일 신뢰성 요도로 표  

될 수도 있음을 보 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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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Weights from Kano Analysis of Hospital Service

(Geum et al.[15]) 

Event
(Service element)

Kano result CSR
( )M O A I

 1. parking 0 12 41 0 1
 2. Supporting TV 6 24 11 12 0.66
 3. Supporting readings 5 21 19 8 0.75
 4. Reservation by the phone 0 16 31 6 0.89
 5. Reservation by the internet 0 11 40 2 0.96
 6. Information notice 8 18 6 21 0.45
 7. Pre-examination by nurse 12 17 9 15 0.49
 8. Notice 10 8 11 24 0.36
 9. Informing of next visit site 2 23 21 7 0.83
10. Diagnosis 49 3 0 1 0.06
11. Prescription 49 4 0 0 0.08
12. Payment through the machine 0 8 39 6 0.89
13. Explanation of medical fee 7 24 19 3 0.81
14. Receipt issuing 24 18 9 2 0.51
15. Payment 47 4 0 2 0.08

<Table 2> Result of 

Service Element 
()




  

  
 

1 3.8854E-04 5.1182E-04 4.8621E-04
2 1.6983E-04 1.4314E-04 7.9039E-05
3 2.1193E-04 1.9193E-04 1.1220E-04
4 4.7189E-04 5.6052E-04 4.3229E-04
5 5.5942E-04 7.5055E-04 6.8229E-04
6 3.5465E-06 6.2883E-06 4.8523E-06
7 3.5465E-06 6.2883E-06 4.8523E-06
8 3.5465E-06 6.2883E-06 4.8523E-06
9 3.5465E-06 6.2883E-06 4.8523E-06

10 1.6903E-03 3.2607E-03 4.0402E-03
11 1.6903E-03 3.2607E-03 4.0402E-03
12 3.6415E-04 4.7978E-04 4.5255E-04
13 3.0047E-04 3.5726E-04 3.0245E-04
14 1.4012E-04 1.3375E-04 9.5390E-05
15 1.6023E-05 1.3270E-05 8.7232E-06

식 (8)로부터 의 값은   의 크기를 가진다

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식 (10)으로부터  의 부호

에 따라, 두 부품이 시스템 신뢰성에 미치는 향에 한 
상호 작용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이면, 
한 부품은 다른 부품이 고장 났을 때보다 작동할 때 요도

가 높아지며, 이는 신뢰성 보완재(reliability complements)
의 성격을 가진다. 반 로   이면, 한 부품은 다
른 부품이 작동 할 때보다 고장일 때 요도가 높아지며, 
이는 신뢰성 체재(reliability substitutes)라 할 수 있다[16]. 
결론 으로, 신뢰성 요도는 고장나무를 구성하는 구

성품의 요도를 나타내며, 결합 신뢰성 요도는 두 개의 
구성품이 상호 체제인지 보완재인지를 단 할 수 있는 

척도를 가진다. 따라서 시스템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해서 구성품의 신뢰성을 조정하는 상황에서 신뢰성 요도

는 요한 척도이며, 다수의 구성품의 신뢰성을 조정하는 
상황이라면 결합 신뢰성 요도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3.2 서비스 중요도(Service Importance)

서비스 로세스를 고장나무로 표 하게 되면, 앞에
서 소개한 신뢰성 요도의 개념을 사용하여, 각 서비스
요소들이 최종서비스의 제공에 얼마나 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Geum et al.[15]의 
연구에서 사용한 병원서비스의 내용을 제(<Figure 2>
와 <Table 1> 참조)로 앞에서 소개한 신뢰성 요도의 

개념을 용하여 서비스 요도를 도출하고 해석하는 과

정을 소개한다. 
<Figure 2>의 내용을 토 로 식 (1)과 식 (2)를 사용하

여 병원서비스의 신뢰성 를 표 하면 다음과 같다. 

   
×     
×   
×  

(11)

식 (11)에 <Table 1>의 가 치를 반 하여 병원서비스

의 만족도  를 표 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12)

만족도  를 사용하여 서비스요소 의 서비스 요

도(Marginal Service Importance)인 를 구하기 하

여 서비스 요도를 구하는 식 (6)과 식 (7)을 다음과 같
이 수정하여 사용한다.

              (13)

                 

 (14)

<Table 2>는 서비스요소 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요
소들의 성공  제공확률 를 0.6과 0.8 그리고 0.9로 가
정하고 식 (13) 는 식 (14)를 용하여 계산한 

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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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in Improvement of Satisfaction(Geum et 

al.[15]) 

Service Element 
()

Overall service 
satisfaction

Change in 
improvement of 
satisfaction (%)      

1 0.00101 0.00109 7.92

2 0.00101 0.00105 3.96
3 0.00101 0.00106 4.95

4 0.00101 0.00111 9.9

5 0.00101 0.00113 11.88
6 0.00101 0.00101 0

7 0.00101 0.00101 0

8 0.00101 0.00101 0
9 0.00101 0.00101 0

10 0.00101 0.00135 33.67

11 0.00101 0.00135 33.67
12 0.00101 0.00109 7.92

13 0.00101 0.00107 5.94

14 0.00101 0.00104 2.97
15 0.00101 0.00102 0.99

<Table 3>과 <Table 2>에서   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서비스요소는 두 경우 모두 

10번(진료)과 11번(처방)임을 알 수 있으며, 이후로도 5번
(인터넷 약), 4번( 화 약), 1번(주차), 12번(무인수납) 등
의 순서로 정확히 같음을 알 수 있다. 결론 으로 각 서비

스요소의 성공  제공확률이 주어져있을 경우, Geum et al. 
[15]과 같은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지 않아도 서비스 요
도를 계산하는 것만으로도 최종서비스의 성과에 향을 

미치는 서비스요소와 그 향력을 악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이외에 <Table 2>의 내용을 통해, 서비스 요도를 사

용한 추가 인 해석의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에서   과   일 경우의 서비스요소의 향

력 순서, 즉 의 크기는 10번(진료), 11번(처방), 5번
(인터넷 약), 4번( 화 약), 1번(주차), 12번(무인수납)
의 순서로 동일하다. 그러나   일 경우 의 크

기의 순서가 10번(진료), 11번(처방), 5번(인터넷 약), 1
번(주차), 12번(무인수납), 4번( 화 약)으로 바 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제의 병원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를 제공하는 제공자의 수 이 높아져 각 서비스요소들이 

0.9이상의 성공  제공확률을 확보할 경우, 이 과는 달

리 1번(주차)과 12번(무인수납)의 서비스가 4번( 화 약) 
서비스보다 최종만족도에 더 큰 향을 미친다는 을 의

미한다. 이 을 실용 인 에서 논의한다면, 만약 
재 부분의 서비스요소들의 성공  제공확률이 0.8인  

상황에서 최종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해 투자를 한

다면 그 투자순 는 10번(진료), 11번(처방), 5번(인터넷
약), 4번( 화 약), 1번(주차), 12번(무인수납)의 순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비스 수 이 

반 으로 향상되어 부분의 서비스요소들의 성공  제

공확률이 0.9이상을 확보한 상황에서 다시 최종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해 투자를 한다면 그 투자순 는 10번
(진료), 11번(처방), 5번(인터넷 약), 1번(주차), 12번(무
인수납), 4번( 화 약)의 순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내용을 일반화하면,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
스요소의 반 인 수 에 따라 최종서비스에 한 만족

도에 향을 미치는 서비스요소들이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따라서 최종서비스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해 개선
해야 할 서비스요소들을 결정하는 과정은 동 인(dynamic) 
의사결정이 되어야함을 시사한다. 

3.3 결합 서비스 중요도(Joint Service Importance)

제 3.2 에서 신뢰성 요도의 개념을 서비스나무분석

에 용한 서비스 요도의 개념과 활용방안을 소개하

다. 본 장에서는 같은 으로 결합 신뢰성 요도의 개

념을 서비스나무분석에 용하는 결합 서비스 요도의 

개념과 활용방안을 소개한다. 
신뢰성에서 결합 신뢰성 요도는 두 부품 와 의 작

동확률의 변화가 시스템의 신뢰성에 미치는 향을 나타

내는 척도이다. 따라서 서비스나무에서는 두 서비스요소 
와 의 성공  제공확률의 변화가 최종서비스의 성과에 

미치는 향을 나타내는 척도로 결합 서비스 요도를 

정의하며, 식 (8)~식 (10)을 변형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방법으로  를 정의할 수 있다.  

               

           

(15)

 

 (16)

        

      

(17)

결합 신뢰성 요도는 두 서비스요소의 상태가 최종

서비스의 성과에 얼마나 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측정

하는 척도로써,   이면 하나의 서비스요소가 고

객에게 충족되지 못할 때보다 충족될 때 다른 서비스요

소가 체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이 크다. 반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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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하나의 서비스요소가 고객에게 충족 될 

때보다 되지 못할 때 다른 서비스요소가 체서비스 만족

도에 미치는 향력이 크다. 즉,    이면, 두 서
비스를 동시에 개선시키는 것이 최종서비스의 만족도 향

상에 시 지(synergy)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그 값
이 클수록 시 지효과도 큼을 의미한다. 물론     
인 경우는 두 서비스요소  하나만을 개선시키는 것이 

더 효과 임을 의미한다. 
결합 서비스 요도의 활용을 실용 인 에서 논

의하고자 한다. 만약, 산이 제한되어 모든 서비스요소

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종서비스의 성과를 향

상시키기 우선 으로 투자를 해야 할 서비스요소들을 선

택해야 한다면 서비스나무분석에서는 첫째, 서비스나무
의 최소서비스 단집합들을 확인하여 핵심 서비스요소

들을 일차 으로 악한 후, 핵심 서비스요소들의 서비
스 요도를 계산하여 하여 산의 범  내에서 우선순

를 결정한다. 만약, 산이 핵심 서비스요소모두를 개

선하고도 여유가 있다면 나머지 서비스요소들에 하여 

서비스 요도를 계산하여 산이 허락하는 한에서 우선

순 를 결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산의 범  내

에서 투자 가능한 서비스요소들을 결정했을 경우, 만약
에 결정된 서비스요소 간에 결합 신뢰성 요도가 음수

인 이 존재한다면 이는 투자의 효율성을 하시키는 

결과를 래할 것이다. 따라서 선정된 서비스요소 간의 
결합 신뢰성 요도를 고려하여 음수인 은 우선순 가 

낮은 서비스요소를 배재하는 것이 효율 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Figure 2>의 병원서비스를 로 설명하

겠다. Geum et al.[15]의 내용에 의하면 <Figure 2>의 병원
서비스나무에서 핵심서비스는 서비스요소 10번(진료)과 
11번(처방)이다. 그리고 제 3.2 에서의 계산결과 각 서비스

요소들의 서비스 요도의 크기는   일 때,   
=          ⋯의 

순서를 따름을 확인하 다. 따라서 1개의 서비스요소만을 
개선해야 한다면 10번(진료) 는 11번(처방)을 개선해야
하며, 2개의 서비스요소를 개선할 수 있다면 10번(진료)과 
11번(처방)을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때 10번
(진료)과 11번(처방)의 결합 서비스 요도가 음수라면 두 
서비스요소를 동시에 개선시키는 것은 오히려 개선의 효

율성을 하시키는 상황이므로 10번(진료)과 11번(처방)
의 결합 서비스 요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식 (12)와 
식 (15)를 사용하여(식 (15)~식 (17)  어느 것을 사용하여

도 무방하다) 계산한 결과는   0.004067로 양
수이므로 10번과 11번을 동시에 개선하는 것은 권장된다. 
만약, 3개의 서비스요소를 개선할 수 있다면 10번(진료)과 
11번(처방), 그리고 5번(인터넷 약)의 개선이 가능한 상
황이며, 같은 이유로 5번(인터넷 약)과 10번(진료)과 11

번(처방)의 결합서비스 요도를 계산하면    
0.000938,     로 두 경우 모두 양수이므로 
3개의 서비스요소를 동시에 개선하는 것 역시 권장된다. 
이제 4개의 서비스요소를 개선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 개선 가능한 서비스요소의 후보는 10번(진료), 11
번(처방), 5번(인터넷 약), 그리고 4번( 황 약)이 될 것
이다. 그러나 4번( 화 약)과 10번(진료), 11번(처방), 5번
(인터넷 약)의 결합서비스 요도를 각각 계산하면 

 과  는 양수인 반면,    0.00039
로 음수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 요도의 
다음 순 인 1번(주차)에 하여 10번(진료), 11번(처방), 
5번(인터넷 약)과의 결합 서비스 요도를 확인할 필요
가 있으며, 그 결과  과  은 양수이며, 
   역시 0.000147로 양수이다. 따라서 4개의 서비스
요소를 개선하는 경우 신뢰성 요도에 의한 순서는 10번
(진료), 11번(처방), 5번(인터넷 약), 4번( 화 약)이지만 
4번( 화 약)이 5번(인터넷 약)과 같이 개선 될 경우 개
선의 효율성을 하시키기 때문에 4번( 화 약) 신 1번
(주차)을 포함시켜 10번(진방), 11번(처방), 5번(인터넷
약), 1번(주차)을 개선시키는 것이 더 효율 이다. 이 결과
는 제 3.2 에서   인 경우의 신뢰성 요도의 크기가 

            
 ⋯에서   로 향상된 이후 =

        ⋯로 바  사실

과도 무 하지 않다. 

4. 결  론

Geum et al.[15]의 연구는 서비스 로세스를 고장나

무로 구조화한다는 에서는 그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
나 고장나무가 신뢰성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었고 그

로인해 다양한 분석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Geum 
et al.[15]의 연구에서는 이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한 
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요도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서비스나무분석을 개선하

고 그 활용범 를 넓혔다. 신뢰성 요도를 서비스나무
분석에 어울리게 서비스 요도라는 개념으로 변형하여 

최종서비스에 하여 서비스요소들이 미치는 향력을 

단, 비교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결합 서비스 요도
라는 개념을 통해 두 서비스요소 상호간의 계를 측정

하여 최종서비스의 개선을 한 서비스요소들을 결정하

는 과정에서 효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제

시하 다. 본 논문의 결과로 서비스나무분석은 서비스 
로세스의 분석 방법론으로 한층 개선되었다고 단된다. 
그러나 서비스나무분석의 성능향상  활용의 일반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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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추가연구의 여지는 남아있다. 
재의 서비스나무분석에서는 Kano 분석을 사용한 고

객만족비율을 사용하여 최종서비스의 만족도에 한 가

치를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만족비율이 최종서비
스의 만족도에 한 가 치로써 정말 의미가 있는지에 

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Geum et al.[15]
가 자신의 논문에서 제로 사용한 병원서비스의 서비스

나무(<Figure 2> 참조)와 Kano 분석의 결과에 따른 고객
만족비율을 그 로 용하여 최종서비스의 만족도를 계산

하는 경우, 각 서비스요소가 모두 성공 으로 제공이 되

었을 경우, 즉 ∀  이라 하더라도 최종서비스의 만족

도는 0.004735에 불과하다. 이러한 조 은 의아스러운 결

과는 식 (3)의 내용에 따라 고객만족비율은 최  1을 넘을 
수 없다는 사실과 최종서비스의 만족도를 계산하는 식 

(4)와 식 (5)를 고려하면 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
서 Geum et al.[15]의 고객만족비율을 고려한 최종서비스
의 만족도가 지표로써의  는 해석  가치를 가

지기는 어렵다고 단된다. 따라서 Geum et al.[15]이 제
안한 최종서비스의 만족도는 값의 증가나 감소가 발생하

는지의 변화여부에만 의미를 부여할 뿐이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 소개한 서비스 요도나 결합 신뢰성 요도 

역시 값의 크기를 비교하거나 부호만을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 뿐 그 값의 크기에 따른  는 해석  의

미를 찾기 힘들다. 그러나 만약 최종서비스의 만족도 
는 성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지표가 계산될 

수 있다면 서비스 요도와 결합 서비스 요도의 해석

 가치도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Geum et al.[15]이 주장하는 Kano 분석을 사용

한 고객만족비율에 한 타당성을 단하고, 최종서비스
의 만족도 에서 서비스요소의 만족도가 최종서비스

의 만족도에 기여하는 가 치를 합리 으로 도출하는 연

구가 추후연구로 필요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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