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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시장 경제의 패러다임이 전통적인 제품 
지배논리에서 서비스 지배 논리로 전환됨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서비스 
사이언스이다. 서비스 사이언스는 서비스를 
포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학문분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에 제시된 서비스 사이언스 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현재의 서비스와 기술수준, 및 
서비스 혁신간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연구들은 현재의 서비스 및 기술 
수준과 서비스 혁신 노력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아왔다. 하지만 경로 
의존성 (path dependency) 및 혁신자의 딜레마 
(innovator’ s dilemma)를 고려할 때, 현재의 
서비스 및 기술 수준과 혁신의 관계는 서비스 
혁신의 연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비스 사이언스 분석방법론을 
기반으로 서비스 수준의 차이에 따라 서비스 혁신 
활동수준에서도 차이가 있는지, 서비스 혁신 활동 
수준에 따라 서비스 활동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실증 분석해 보고자 하며, 또한 기술 
수준이 서비스 활동 수준 및 서비스 혁신활동 
수준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서비스 활동 수준에 따라 서비스 혁신 

활동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반대로 서비스 혁신 활동 수준에 따른 서비스 활동 
수준의 차이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수준의 차이와 서비스 활동 수준 및 서비스 
혁신 활동 수준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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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1세기 주목해야 할 패러독스 중 하나는 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제품 생산해 내고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이전 보다 더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반면 이러한 
제품의 다양성이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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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은 오히려 소비자들의 선택의 복잡성을 
증가시켜 소비자가 더 나은 소비생활을 영위하도록 
해주거나 더 많은 만족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Prahalad and Ramaswamy, 2004]. 이러한 
패러독스는 제품을 생산하고 고객에게 생산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가치가 창출된다는 전통적 
제품 지배 논리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현상으로써 
더 이상 전통적 제품 지배 논리를 기반으로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품 중심적 
사고의 한계를 벗어나 가치 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 
산업에서 지속적인 관심에 힘입어 성장해 오고 있는 
분야가 바로 서비스 분야이다. 실제로 2006년 
IBM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이미 
GDP의 80%를 서비스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일본, 독일 등의 국가들도 GDP의 
50%이상을 서비스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aulson, 2006; Bitner and Brown, 2008]. 이와 
같은 서비스 산업의 성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서비스 산업 자체의 
성장이다. 즉, 서비스 산업이 최근에 갑자기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는 
것이다. 둘째는 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Hidaka, 2006]. 즉, 제품을 지원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여겨졌던 서비스가 이제는 제품을 
포함하는(encapsulation) 확장된 형태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Howells, 2003].  

이와 같은 서비스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Paulson, 2006].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서비스 사이언스이다. 서비스 사이언스는 서비스를 
무형성 (intangibility), 이질성(heterogeneity or 
variability), 소멸성(perishability), 비분리성 
(inseparability or simultaneity) [McKermott et al., 2001] 
등의 특성을 가진 경제활동으로 보는 제한적 
시각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관점에서 서비스를 
바라보고,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학문분야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좀 더 
넓은 관점에서 현재의 서비스 및 기술 수준과 
서비스 혁신 노력의 관계에 대해서는 실증 
분석해보기 위하여 서비스 사이언스 분석방법을 
기반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경로 
의존성 (path dependency) 및 혁신자의 딜레마 
(innovator’ s dilemma)를 고려할 때, 현재의 서비스 
및 기술 수준과 혁신의 관계는 서비스 혁신의 
연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및 경로 의존성과 

혁신자의 딜레마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의 서비스 및 기술 
수준과 혁신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둘째, 

서비스 사이언스 분석방법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비스 활동 5가지 단계(개념화/설계, 생산과 전달, 
고객 접점, 유지/운영, 평가/개선)의 현 수준이 
서비스 혁신 활동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는 서비스 사이언스를 기반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하는 최초의 연구로서 앞으로 
서비스 사이언스에 대한 실증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문헌연구 
 
2.1. 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 
 서비스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제품과 서비스가 본질적으로 별개라는 
시각을 기반으로 서비스에 대해 접근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측정, 그리고 
고객의 불만 관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990년대에는 1980년대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여 재무적 관점에서 서비스 품질을 
연구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았으며, 고객과의 
관계관리가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고객생애가치와 기업 
자산으로서의 고객 가치에 중점을 두고, 수익성 
있는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유지 및 기업의 
전략기반으로서의 서비스라는 측면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Rust and Miu, 
2006].  
 이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연구 흐름의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가치 창출을 위한 산업 패러다임은 제품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제품의 표준화 중심적 
시각에서 고객 맞춤화로, 거래중심에서 고객과의 
관계중심으로, 제품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제품 
제조과정의 효율성을 통한 비용 절감 중심에서 
서비스를 통한 가치 창출 등으로 관점이 이동되어 
왔다는 것이다[Rust and Miu, 2006].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Vargo and Lusch는 
제품 지배 논리(Good-Dominant Logic)와 서비스 지배 
논리(Service-Dominant Logic)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제품 지배 논리에서는 서비스나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제품의 
교환이 가치창출의 기반이 된다고 보았던 반면 
서비스 지배 논리에서는 제품이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인식되며, 실질적인 가치는 
고객이 실제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창출된다는 
것이다. [Vargo and Lusch, 2004; Lusch, Vargo and Wessels, 
2008; 남기찬 외 2008a]. 이러한 주장은 ‘한 경제 
주체가 다른 경제 주체의 이익을 위해 특화된 
역량을 활용하는 것’[Spohrer, Maglio, Bailey and Gruhl, 
2007; Vargo and Lusch, 2008a, 2008b]이라는 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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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최근의 정의와 부합된다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역량’이란 내부 파트너, 외부 파트너, 
그리고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지식, 스킬, 
그리고 서비스 혁신 역량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써[Kandampully, 2002; Vargo and Lusch, 2008b], 
서비스가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경험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고려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특정 개념에 집중되어 
있어 서비스의 다양한 개념을 통합적으로 담고 있지 
못했던 기존의 서비스 접근법에서 벗어나 
[Chesbrough and Spohrer, 2006; 남기찬 외, 2008a] 
서비스는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관점에서 
연구되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Paulson, 2006],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가 서비스 사이언스이다. 
서비스 사이언스란 서비스를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사람, 기술, 내/외부 
서비스 시스템과 가치 명제, 공유 정보(예. 언어, 
법규, 측정지표)등으로 구성된 서비스 시스템이라는 
[Spohrer, Maglio, Bailey and Gruhl, 2007] 개념을 
도입하여 시스템적 관점에서 서비스를 분석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표 1은 지금까지 논의된 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1] 제품 기반 경제와 서비스 기반 경제의 비교 

 제품 기반 경제 서비스 기반 경제 

경제활동 

목적 
생산과 판매 공동 가치 창출 

주요 

교환단위 
제품 또는 산출물, 서비스 Service and experience

활용 자원 

천연자원 또는 물리적인 

유형자원 

(operand resource) 

지식, 기술과 같은 

비유형적 자원 

(operant resource) 

고객의 역할 
제품의 구매자 또는 

소비자 
공동가치 창출자 

기업의 역할 가치 창출자 가치 제공자 

 
 
2.2. 서비스 사이언스와 서비스 혁신 
서비스 사이언스가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다음의 세가지 관점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는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적 상품 
지배논리에서 서비스 지배논리로의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서비스에 대한 시스템적 사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하나 서비스 
사이언스의 동인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다[남기찬 외, 
2008a].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업들의 
수익 마진은 줄어들게 되고, 기업들이 수익성 있는 
성장을 지속하기 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게 

되었는데[Prahalad and Ramaswamy, 2004] 서비스가 
물리적인 생산물보다 더 큰 부가가치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증가하면서 서비스 혁신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서비스 혁신은 서비스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이해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틀을 제공하여 서비스 시스템을 
혁신하므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서비스 혁신에 대한 
연구는 그 역사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서비스 
혁신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고객지향 
개념이 확산되면서이다. 하지만 이때의 서비스 
혁신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제한된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Barras, 1990]. 
최근의 서비스 혁신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제품 
중심관점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이동함에 따라 서비스가 제품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확대되는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Hertog(2000)는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념,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비스 생산/전달, 그리고 
기술이라는 4가지 혁신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서비스 혁신 모델을 제시하였다. 서비스 개념은 
제공되는 서비스가 어떤 것이며, 서비스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누가 고객이고 경쟁자인지, 
그리고 수익-비용 구조는 어떤 것인지를 정의한다.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상에서는 서비스 디자인에 
해당되며, 이러한 디자인은 서비스의 가시적인 
특성과 연계하여 진행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가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고객들은 서비스 제공자가 전달하려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서비스 제공자와 접촉해야 하는지, 그리고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 받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실제 제공된 서비스를 어떤 형태로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즉,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서비스 사용자의 니즈 파악과 서비스 
생산/전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서비스 혁신과정을 설명한다. 서비스 생산/전달은 
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의 
내부 자원을 어떻게 할당• 배치하고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정의하는데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 
기술, 태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나타낸다. 또한 
생산 전달 부문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각 서비스 
네트워크 참가자를 연결시키는 핵심적인 
프로세스이다. 따라서, 생산/전달 요소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관리해야 하는 프로세스이다. 그리고 마지막 
기술옵션은 서비스 기업이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위한 기술개발 능력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를 
정의한다[Hertog 2000; Sawhney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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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Hertog(2000): 서비스 혁신 

이러한 서비스 혁신에 대한 연구들은 서비스 
혁신이 기업의 서비스 수준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킨다라는 전제에 기반하여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서비스 지식 기반 
경제하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고객에 
대한 이해와 유지/운영, 평가/개선 부분은 간과하여 
통합적인 서비스 혁신 모델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남기찬 외, 2008a].  
 
2.3 혁신자의 딜레마와 경로 의존성 
혁신자의 딜레마란 혁신에 의해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 기업이 현재의 관점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의사결정을 했으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시장의 부상으로 시장주도적 위치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Christensen, 1997].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은 새로운 시장에 
높은 투자를 하기 보다는 현재의 주력제품 개선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정에 따라 간과되었던 신기술이나 
신제품이 기존의 주력시장을 뒤엎는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할 경우 기존의 성공기업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어즈 
로벅은 카탈로그 판매, 신용카드 판매 등 혁신적 
유통방식을 도입해 유통업계를 주도해왔으나 
할인판매점의 중요성을 무시해 오늘날 주도권을 
월마트에 넘겨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Christensen, 
1997]. 혁신자의 딜레마는 경로 의존성의 개념과도 
유사하다. 경로의존성은 일련의 사건들이 최초에 
특정한 방식으로 진행되면 그 뒤에는 쉽게 변경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업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현상을 말한다 [Liebowitz and Margolis, 1995]. 즉, 
과거의 투자의사결정에 의해 미래의 진행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인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재와 
완전히 다른 혁신을 시도하거나 다른 분야로 
진출하기 보다는 과거의 투자 성과를 또는 과거의 
투자 분야를 기반으로 현재의 성과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혁신자의 딜레마는 대부분의 성공기업이 현재의 
주력사업을 개선하는 것에만 주력한 나머지 

(sustainable innovation) 기존의 시장을 파괴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와해성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무시하기 때문에 실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Christensen, 1997]. 혁신자의 딜레마와 
경로 의존성의 개념들은 서비스 혁신에 대입하면 
‘현재 서비스 수준이 높은 기업은 서비스 혁신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명제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명제는 그러나, 앞서 논의한 ‘서비스 혁신은 
기업의 서비스 수준을 높여서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다’라는 명제와 대치된다.  

따라서 이러한 두 명제를 동시에 실증분석해 보는 
것은 현재의 서비스 활동 수준과 서비스 혁신 활동 
수준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 서비스 
프로세스 상 각 활동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킬 것이다. 
 
III. 연구모형 및 가설 
 
기존 서비스사이언스 관련 연구나 논문들은 

서비스사이언스 사례 분석 및 구현 방안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만 시도했을뿐, 실증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Hertog(2000) 
서비스 혁신 이론과, 남기찬 외(2008a;b)가 개발한 
서비스사이언스 분석방법론을 기반으로 서비스 
활동과 서비스 혁신 활동을 5가지의 활동으로 
(개념화/설계, 생산, 고객접점, 유지/운영, 평가/개선) 
구분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 활동 수준과 
서비스 혁신활동 수준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서비스 
혁신의 주요 요인으로 정의된 기술수준과 현재 의 
서비스 수준 및 서비스 혁신활동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가설과 연구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H1. 서비스 활동 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서비스 

혁신 활동 수준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2. 서비스 혁신 활동 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서비스 활동 수준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3. 기술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서비스 활동 

수준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H4. 기술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서비스 혁신 활동 

수준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서비스 활동 
수준 

서비스 혁신 
활동 수준 

기술 수준 

H1 

H2 

H3 H4 

[그림 2]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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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설문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서비스 활동에서는 이미 언급한 서비스 
사이언스 분석방법론에서 제시한 5가지 단계를 
기반으로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의 서비스 
활동에 대한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서비스 혁신활동에서는 5개의 단계별로 ‘기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혁신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남기찬 외, 2008b]. 마지막으로 기술 수준에서는 
설문 대상 기업의 ‘기술활용 수준’을 측정하고자 
한다.  

[표2] 설문의 구성 

 서비스활동 
서비스 

혁신활동 
기술수준 

개념화/설계 7문항 4문항 

생산 7문항 3문항 

고객접점 6문항 3문항 

유지/운영 6문항 2문항 

평가/개선 8문항 5문항 

5문항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각각의 단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의 개념화/설계 단계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설계하는 단계이다. 즉, 소비자의 행위를 
분석하고, 어떤 개념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기획하는 단계이다. 서비스 생산단계는 앞에서 
개념화된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단계이다. 
여기에는 관련 이해 집단과의 실질적인 상호작용이 
포함되며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구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고객접점 단계는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단계이다. 고객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체험을 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서비스 
유지/운영단계는 앞 단계에서 만들어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객에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회성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효과적인 A/S와 문제 해결 및 고객 
응대 능력이 필요하다. 서비스 평가/개선단계는 
고객의 요구 사항이 바뀌거나 혹은 서비스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것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개선 시키는 단계이다.  1회성 평가 및 개선이 
아니기에 서비스 전략과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차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어야 한다[남기찬 외, 2008b]. 
지금까지 제시한 5가지의 단계를 서비스 활동 및 

서비스 혁신활동에 대한 변수들로 정하고, 
Hertog(2000), 남기찬 외(2008a, 2008b)등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적 이해를 
기반으로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IV. 연구방법 및 실증분석 
 
4.1. 자료수집 및 표본구성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는 
총 4주 동안 이루어졌으며, 186부의 설문을 
배포하였고, 설문의 회수는 직접 방문 회수, 우편 
발송, 이메일 회수 방식 등을 이용하였다. 이 중 
응답의 편중화 및 미 응답 등의 이유로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설문 10부를 제외한 176부의 
설문지가 연구에 필요한 자료로 이용되었다. 표본의 
통계는 다음과 같다.  

[표3] 표본의 특성 
변인 해설 빈도 비율(%) 

남자 129 73.3 
성별 

여자 47 26.7 

1~5년 51 29.0 

6~11년 69 39.2 

11~15년 25 14.2 

16~20년 21 11.9 

경력 

21년 이상 10 5.7 

임원진/최고경영진 3 1.7 

중간관리자 55 31.3 

감독자 10 5.7 

전문가/기술자 27 15.3 

사무직/비서 45 25.6 

행정직 19 10.8 

생산직 2 1.1 

담당직군 

기타 15 8.5 

100억 미만 10 5.7 

100억~499억 27 15.3 

500억~999억 10 5.7 

1000억~4999억 44 25.0 

5000억~9999억 8 4.5 

매출액 

1조 이상 25 14.2 

제2금융/보험업 50 28.4 

IT/통신업 36 20.5 

제조업 32 18.2 

공기업 16 9.1 

은행업 14 8.0 

유통업 10 5.7 

건설업 8 4.5 

업종 

기타 10 5.7 

 
4.2. 결과분석 
 
측정도구의 신뢰성 분석을 위해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였다. 이 방법은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 측정도구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Cronbach’s alpha 
계수를 사용하며 0.7이상이면 측정도구의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Nunnally, 1978].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문의 모든 항목의 Cronbach’s 
alpha계수가 0.7이상의 값을 가지므로, 연구변수를 
측정하는 각 측정항목들이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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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설문 항목 타당성 분석 
 항목 크롬바α 항목 수 

개념화/설계 .888 7 

생산 .900 7 

고객접점 .884 6 

유지/운영 .884 6 

서비스 

활동 

평가/개선 .930 8 

개념화/설계 .801 4 

생산 .764 3 

고객접점 .848 3 

유지/운영 .836 2 

서비스 

혁신활동 

평가/개선 .894 5 

기술 기술수준 .796 5 

 
본 연구에서는 이론의 견고성을 위하여 SPSS 16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개념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으로 구성된 주요 개념에 대해서 
주요인분석 중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회전법(varimax rotation)에 의한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요인 적재량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탐색적 연구에서는 요인 
적재량이 0.4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되며 
0.5이상이면 매우 중요한 변수로 볼 수 있다[Segars, 
1997;채서일, 2001]. 이 기준에 의해 도출된 요인들은 
[표5]와 같다. 
. 

[표5] 서비스활동 구성요소 항목 타당성 검증 
요인 적재량 

요인 
측정 

항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C1 .748    

C2 .567    

C3 .718    

C4 .699    

C5 .707    

C6 .592    

개념화/ 

설계 

C7 .641    

D1  .545   

D2  .550   

D3  .612   

D4  .677   

D5  .705   

D6  .729   

생산 

D7  .613   

F1   .698  

F2   .795  

F3   .736  

F4   .738  

F5   .640  

고객 

접점 

F7   .656  

M3    .634 

M4    .591 

M5    .671 

M6    .622 

M8    .695 

유지/ 

운영 

M9    .711 

E1     .552

E2     .778

E3     .809

평가/ 

개선 

E4     .733

E5   .720

E6   .690

E8   .739

E9   .664

 
[표5]에서 볼 수 있듯이 서비스활동과 관련된 

항목들의 요인적재량이 0.5보다 작은 값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표7]과 [표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서비스 혁신활동 및 기술수준의 구성요소에 대한 
각각의 요인분석에서도 0.5이하의 값은 발견되지 
않았다.  
 

[표6] 서비스혁신활동 구성요소 항목 타당성 검증 
요인 적재량 

요인 
측정

항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CI1 .647   

CI3 .628   

CI4 .671   

개념화/

설계 

CI5 .772   

DI1 .677  

DI2 .778  생산 

DI4 .511  

FI1  .725 

FI2  .754 
고객 

접점 
FI4  .701 

MI5   .660유지/ 

운영 MI6   .681

EI1   .810

EI2   .803

EI4   .593

EI5   .623

평가/ 

개선 

EI6   .600

 
[표7] 기술수준 구성요소 항목 타당성 검증 

요인 적재량 
요인 측정항목 

요인1 

 C8 .732

 D9 .838

기술수준 F9 .730

 M7 .726

 E7 .688

 
 
1) 서비스 활동 수준에 따른 서비스 혁신활동 
본 연구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가설1을 검증하고자 ANOVA 
test를 실시하였다. ANOVA test를 실시한 이유는 각 
단계별 서비스 활동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따라 서비스혁신활동 수준이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 
수준에 따라 집단을 3개의 집단(서비스 수준이 높은 
집단, 중간 집단,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서비스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평균을 
ANOVA 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총 표본 
176개중 서비스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각각 59개씩 도출하였으며 중간집단 58개는 
연구목적을 위하여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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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서비스 개념화/설계 활동과 서비스 혁신활동 
서비스 혁신 

활동 
서비스수준 

(N=표본) 
Mean S.D. t-value 

개념화/설계 높음(N=59) 
낮음(N=59) 

4.2246 
3.2415 

.59938 

.60523 
8.865** 
(ρ=.00) 

생산 높음(N=59) 
낮음(N=59) 

3.8246 
3.0908 

.67356 

.64831 
6.028** 
(ρ=.00) 

고객접점 높음(N=59) 
낮음(N=59) 

3.9280 
3.1822 

.71023 

.65789 
5.917** 
(ρ=.00) 

유지/운영 높음(N=59) 
낮음(N=59) 

3.9068 
3.0763 

.67896 

.74170 
6.344** 
(ρ=.00) 

평가/개선 높음(N=59) 
낮음(N=59) 

3.8441 
3.1017 

.68286 

.59350 
6.303** 
(ρ=.00) 

* p<0.05, ** P<0.01 
 

[표8]에서 볼 수 있듯이 서비스 개념화/설계 활동 
수준의 높고 낮음의 차이에 따른 혁신활동수준의 
평균 차이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0). 
또한 5가지 활동 모두 평균값에서도 두드러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서비스 혁신 
활동 중 개념화/설계활동에서 개념화/설계 활동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의 평균차이가 
0.9831로 다른 활동들의 평균차이와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t-test 
결과를 살펴보면 개념화/설계 활동의 t-value(t-value : 
8.865)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서비스 개념화 활동을 많이 하는 기업의 경우 
서비스 개념화 혁신 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9] 서비스 생산 활동과 서비스 혁신활동 
서비스 혁신 

활동 
서비스수준 

(N=표본) 
Mean S.D. t-value 

개념화/설계 높음(N=59) 
낮음(N=59) 

4.1695 
3.2966 

.63558 

.65237 
7.361** 
(ρ=.00) 

생산 높음(N=59) 
낮음(N=59) 

3.8586 
3.0568 

.61984 

.66074 
6.799** 
(ρ=.00) 

고객접점 높음(N=59) 
낮음(N=59) 

3.9322 
3.1780 

.69299 

.67122 
6.005** 
(ρ=.00) 

유지/운영 높음(N=59) 
낮음(N=59) 

3.8475 
3.3156 

.69017 

.79237 
5.204** 
(ρ=.00) 

평가/개선 높음(N=59) 
낮음(N=59) 

3.8271 
3.1186 

.69526 

.60014 
5.925** 
(ρ=.00) 

* p<0.05, ** P<0.01 
 

[표9]는 서비스 생산활동 수준의 차이에 따라 
각각의 서비스 혁신활동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이다. 여기서 각각의 활동들의 평균차이 
값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0). 특히 
주목할 점은 서비스 개념화/설계 혁신활동이 가장 
큰 평균차이(평균차이 : 0.8729)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t-value의 경우 개념화/설계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 생산활동을 많이 
하는 기업의 경우 개념화된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비스 혁신 전략 수립에 
특별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표10] 서비스 고객접점 활동과 서비스 혁신활동 
서비스 혁신 

활동 
서비스수준 

(N=표본) 
Mean S.D. t-value 

개념화/설계
높음(N=59) 
낮음(N=59) 

4.1992 
3.2669 

.62935

.61564
8.133** 
(ρ=.00) 

생산 높음(N=59) 
낮음(N=59) 

3.8023 
3.1130 

.70062

.64508
5.559** 
(ρ=.00) 

고객접점 높음(N=59) 
낮음(N=59) 

4.0339 
3.0763 

.63731

.58952
8.473** 
(ρ=.00) 

유지/운영 높음(N=59) 
낮음(N=59) 

3.8305 
3.1525 

.77465

.72667
4.903** 
(ρ=.00) 

평가/개선 높음(N=59) 
낮음(N=59) 

3.8271 
3.1186 

.71579

.57550
5.925** 
(ρ=.00) 

* p<0.05, ** P<0.01 
 
[표10]은 서비스 고객접점활동의 수준에 따라 

서비스혁신활동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표이다. 이 분석에서도 모든 서비스 혁신활동의 
평균값의 차이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0). 서비스 고객접점 활동 수준의 차이에 따라 
가장 큰 평균차이를 나타내는 서비스 혁신활동은 
고객접점 혁신활동이다(평균차이 : 0.9576). t-test 
결과를 살펴보면 고객 접점 단계의 t-value(t-value : 
8.8473)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개념화/설계 활동의 t-value값(8.133)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접점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객접점활동을 
많이 하는 기업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고객접점의 
혁신을 위한 활동 역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또한 개념화/설계 혁신 활동이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행위를 분석하고, 앞으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11] 서비스 유지/운영 활동과 서비스 혁신활동 
서비스 혁신 

활동 
서비스수준 

(N=표본) 
Mean S.D. t-value 

개념화/설계
높음(N=59) 
낮음(N=59) 

4.1992 
3.2669 

.65453

.58880
8.133** 
(ρ=.00) 

생산 높음(N=59) 
낮음(N=59) 

3.8192 
3.0960 

.70933

.61604
5.912** 
(ρ=.00) 

고객접점 높음(N=59) 
낮음(N=59) 

4.0339 
3.0763 

.66543

.55758
8.473** 
(ρ=.00) 

유지/운영 높음(N=59) 
낮음(N=59) 

3.8983 
3.0847 

.78663

.63756
6.172** 
(ρ=.00) 

평가/개선 높음(N=59) 
낮음(N=59) 

3.8508 
3.0949 

.72454

.53221
6.459** 
(ρ=.00) 

* p<0.05, ** P<0.01 
 

[표11]은 서비스 유지/운영활동의 수준에 따라 
서비스혁신활동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이다. 서비스 유지/운영활동 수준이 높은 경우 
각각의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 수준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분석에서 서비스 혁신활동 중 
고객접점 혁신 활동의 평균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평균차이 : 0.9576) 점은 특히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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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부분이다. t-test 결과를 살펴보면 고객접점 혁신 
활동과 개념화/설계 혁신 활동의 t-value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유지/운영 활동) 유지/운영을 많이 하는 
기업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접점과 관련한 혁신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객의 행위를 분석하고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기획활동 
(개념화 혁신 활동)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표12] 서비스 평가/개선 활동과 서비스 혁신활동 
서비스 혁신 

활동 
서비스수준 

(N=표본) 
Mean S.D. t-value 

개념화/설계 높음(N=59) 
낮음(N=59) 

4.1653 
3.3008 

.61869 

.67399 
7.257** 
(ρ=.00) 

생산 높음(N=59) 
낮음(N=59) 

3.8136 
3.1017 

.70919 

.62285 
5.793** 
(ρ=.00) 

고객접점 높음(N=59) 
낮음(N=59) 

3.8983 
3.2119 

.66000 

.73814 
5.325** 
(ρ=.00) 

유지/운영 높음(N=59) 
낮음(N=59) 

3.8475 
3.1356 

.77823 

.70607 
5.204** 
(ρ=.00) 

평가/개선 높음(N=59) 
낮음(N=59) 

3.9356 
3.0102 

.59820 

.55264 
8.728** 
(ρ=.00) 

* p<0.05, ** P<0.01 
 

[표12]은 서비스 평가/개선활동의 수준에 따라 
서비스혁신활동의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이다. 
여기서도 모든 서비스 혁신 활동들의 평균값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0). 특히, 서비스의 
평가/개선 수준의 차이에 따라 다른 혁신 활동들에 
비해 서비스 평가/개선 혁신 및 개념화/설계활동의 
평균차이가 크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점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객의 불만 혹은 서비스 문제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 
기업의 경우 이와 관련된 혁신활동에도 적극적이며, 
이를 반영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설계하는 데에도 
적극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각각의 서비스 활동수준에 따라 서비스 

혁신 활동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았다.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서비스 
활동 수준의 차이에 따라 서비스 혁신활동 
수준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1은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각각의 서비스 활동 수준에 따른 서비스 혁신 
활동 수준의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서비스 활동 중 
개념화/설계활동 수준의 따라 개념화/설계 혁신활동 
수준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객 접점활동에서도 고객접점 혁신활동에서 가장 
큰 평균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가/개선활동에서도 평가/개선 혁신활동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결과는 제시하고 있다. 
반면, 생산활동 수준의 차이는 생산혁신활동이 아닌 

개념화/설계 활동에서의 평균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지/운영활동 수준에서도 유지/운영 
혁신활동이 아닌 고객접점 혁신활동 수준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가지 서비스 활동 
모두 개념화/설계 혁신활동의 t-value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높은 수준의 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의 경우 소비자의 행위를 
분석하고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와 같은 
서비스 전략을 수립하는 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3] 서비스활동에 따른 서비스 혁신활동 결과 

서비스 활동 가장 큰 평균차이를 나타내는  
서비스 혁신 활동 

개념화/설계 개념화/설계 
생산 개념화/설계 

고객접점 고객접점 
유지/운영 고객접점 
평가/개선 평가/개선 

 
[표14] 서비스활동에 따른 서비스 혁신활동 결과 

서비스 활동 가장 높은 t-value를 갖는 
서비스 혁신 활동 

개념화/설계 개념화/설계 
생산 개념화/설계 

고객접점 고객접점 
유지/운영 고객접점 
평가/개선 평가/개선 

 
 
2) 서비스 혁신 활동 수준에 따른 서비스 활동 
가설2에서 제시한 서비스 혁신활동 수준에 따른 

서비스활동 수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ANOVA 
test를 이용하여 서비스 혁신활동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평균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표15] 서비스 개념화/설계 혁신활동과 서비스 활동  

서비스 활동
서비스혁신수준 

(N=표본) 
Mean S.D. t-value 

개념화/설계
높음(N=59) 
낮음(N=59) 

4.1768 
3.1525 

.67702

.73701
7.861** 
(ρ=.00) 

생산 높음(N=59) 
낮음(N=59) 

3.9007 
3.1356 

.62903

.57537
6.894** 
(ρ=.00) 

고객접점 높음(N=59) 
낮음(N=59) 

3.9944 
3.1480 

.64695

.57869
7.489** 
(ρ=.00) 

유지/운영 높음(N=59) 
낮음(N=59) 

3.9131 
3.1356 

.57388

.54203
7.566** 
(ρ=.00) 

평가/개선 높음(N=59) 
낮음(N=59) 

3.8263 
2.8390 

.59904

.47403
9.927** 
(ρ=.00) 

* p<0.05, ** P<0.01 
 
[표15]와 같이 서비스 개념화/설계 혁신 활동 

수준이 높은 집단과 서비스 개념화/설계 혁신 활동 
수준이 낮은 집단간의 차이에 따라 서비스 활동 
수준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 
또한 본 분석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서비스 
개념화/설계 활동의 평균차가 다른 서비스 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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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평균차이 :  1.0124). t-test 결과를 살펴보면 
평가/개선 활동이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t-value : 9.927) 이는 서비스 개념화 
혁신을 많이 하는 기업의 경우 서비스 불만 및 
서비스 품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16] 서비스 생산 혁신활동과 서비스 활동  

서비스 활동 서비스혁신수준 
(N=표본) 

Mean S.D. t-value 

개념화/설계 높음(N=59) 
낮음(N=59) 

4.0726 
3.2567 

.83103 

.71122 
5.730** 
(ρ=.00) 

생산 높음(N=59) 
낮음(N=59) 

3.9637 
3.0726 

.60875 

.50008 
8.688** 
(ρ=.00) 

고객접점 높음(N=59) 
낮음(N=59) 

3.8927 
3.2497 

.74969 

.58776 
5.184** 
(ρ=.00) 

유지/운영 높음(N=59) 
낮음(N=59) 

3.8263 
3.2225 

.64578 

.57285 
5.373** 
(ρ=.00) 

평가/개선 높음(N=59) 
낮음(N=59) 

3.6695 
2.9958 

.75350 

.52980 
5.618** 
(ρ=.00) 

* p<0.05, ** P<0.01 
 

[표16]는 서비스 생산 혁신활동에 따른 서비스 
활동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표이다. 본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활동의 평균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서비스 생산 활동의 
평균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평균차이 : 
0.8911). t-test 결과 서비스 생산 혁신활동을 많이 
하는 기업의 경우 서비스 생산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t-value : 8.688)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 생산 혁신활동과 관련되어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표17] 서비스 고객접점 혁신활동과 서비스 활동  

서비스 활동 서비스혁신수준 
(N=표본) 

Mean S.D. t-value 

개념화/설계 높음(N=59) 
낮음(N=59) 

4.0823 
3.2470 

.78165 

.75445 
5.906** 
(ρ=.00) 

생산 높음(N=59) 
낮음(N=59) 

3.9032 
3.1332 

.63747 

.56266 
6.956** 
(ρ=.00) 

고객접점 높음(N=59) 
낮음(N=59) 

4.0198 
3.1226 

.68094 

.49462 
8.188** 
(ρ=.00) 

유지/운영 높음(N=59) 
낮음(N=59) 

3.9407 
3.1081 

.55532 

.51927 
8.412** 
(ρ=.00) 

평가/개선 높음(N=59) 
낮음(N=59) 

3.6928 
2.9725 

.74868 

.50486 
6.127** 
(ρ=.00) 

* p<0.05, ** P<0.01 
 

[표17]은 서비스 고객접점 혁신활동에 따른 
서비스 활동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표이다. 
본 표에서 확인할 있듯이 모든 활동의 평균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서비스 고객접점 활동의 
평균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평균차이 : 
0.8972). t-test 결과를 살펴보면 유지/운영활동(t-value : 
8.412)과 고객접점(t-value : 8.188)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고객접점 활동 혁신 활동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고객접점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또한 고객접점 
혁신 활동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유지/운영 활동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 뿐만 아니라(고개 접점 활동)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도(유지/운영  
활동)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표18] 서비스 유지/운영 혁신활동과 서비스 활동  

서비스 활동
서비스혁신수준 

(N=표본) 
Mean S.D. t-value 

개념화/설계
높음(N=59) 
낮음(N=59) 

4.0944 
3.2349 

.75992

.76277
6.132** 
(ρ=.00) 

생산 높음(N=59) 
낮음(N=59) 

3.8886 
3.1477 

.59025

.62998
6.592** 
(ρ=.00) 

고객접점 높음(N=59) 
낮음(N=59) 

3.9266 
3.2158 

.67044

.64134
5.884** 
(ρ=.00) 

유지/운영 높음(N=59) 
낮음(N=59) 

3.9343 
3.1144 

.57487

.50817
8.208** 
(ρ=.00) 

평가/개선 높음(N=59) 
낮음(N=59) 

3.6631 
3.0021 

.73338

.56500
5.484** 
(ρ=.00) 

* p<0.05, ** P<0.01 
 

[표18]은 서비스 유지/운영 혁신활동에 따른 
서비스 활동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본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활동의 평균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유지/운영 혁신 
활동 수준의 차이에 따라 서비스 개념화/설계 활동 
수준의 평균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평균차이 : 0.8595). t-test 
결과를 살펴보면 서비스 유지/운영 혁신 활동을 
많이 하는 기업의 경우 유지/운영 활동의 수준도 
높았는데, 고객과의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혁신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의 경우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위한 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표19] 서비스 평가/개선 혁신활동과 서비스 활동  

서비스 활동
서비스혁신수준 

(N=표본) 
Mean S.D. t-value 

개념화/설계
높음(N=59) 
낮음(N=59) 

4.1332 
3.1961 

.77743

.69578
6.899** 
(ρ=.00) 

생산 높음(N=59) 
낮음(N=59) 

3.8765 
3.1598 

.60170

.63339
6.301** 
(ρ=.00) 

고객접점 높음(N=59) 
낮음(N=59) 

3.8588 
3.2836 

.67934

.69856
4.534** 
(ρ=.00) 

유지/운영 높음(N=59) 
낮음(N=59) 

3.8835 
3.1653 

.59717

.55827
6.749** 
(ρ=.00) 

평가/개선 높음(N=59) 
낮음(N=59) 

3.7924 
2.8729 

.65349

.47143
8.765** 
(ρ=.00) 

* p<0.05, ** P<0.01 
 

[표19]은 서비스 평가/개선 혁신활동에 따른 
서비스 활동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본 
표에서 확인할 있듯이 모든 활동의 평균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평가/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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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활동의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개념화/설계 활동의 
평균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평균차이 : 0.9371). t-test 결과를 
살펴보면 평가/개선 활동의 t-value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평가/개선 
혁신활동을 많이 하는 경우 고객의 문제에 대응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활동에도 적극적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서비스 혁신 활동 

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서비스 활동 수준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가설2는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결과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서비스 

혁신활동 중 개념화/설계 혁신활동, 생산 혁신 활동, 
고객접점 혁신활동 등은 각각의 관련 서비스 활동인 
개념화/설계 활동, 생산 활동, 고객접점 활동에서 
평균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지/운영 
혁신활동, 평가/개선 혁신활동 등은 모두 서비스 
개념화/설계활동에서 가장 큰 평균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value값의 비교해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5가지 서비스 활동을 많이 하는 
기업들의 경우 서비스 개념화/설계 혁신활동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5가지 서비스 혁신 
활동을 많이 하는 기업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유지/운영활동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 활동을 많이 하는 기업들의 경우 고객을 
분석하고 제공할 서비스를 기획하는 활동에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서비스 
혁신활동을 많이 하는 기업의 경우 고객과의 
관계유지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0] 서비스혁신 활동에 따른 서비스 활동 결과 

서비스 혁신 활동 가장 큰 평균차이를 나타내는  
서비스 활동 

개념화/설계 개념화/설계 
생산 생산 

고객접점 고객접점 
유지/운영 개념화/설계 
평가/개선 개념화/설계 

 
[표21] 서비스혁신 활동에 따른 서비스 활동 결과 

서비스 혁신 활동 가장 높은 t-value를 갖는 
서비스 활동 

개념화/설계 평가/개선 
생산 생산 

고객접점 유지/운영 
유지/운영 유지/운영 
평가/개선 평가/개선 

 
 
3) 기술 수준에 따른 서비스 활동 수준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가설3, 4에서 

제시하였듯이, 기술수준에 따라 서비스활동의 

수준과 서비스 혁신활동의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준에 따라 기술 
수준이 높은 기업(n=59)과 낮은 기업(N-59)으로 
구분하고,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눈 후 ANOVA test를 
수행하였다. 기술 수준이 중간수준으로 나타난 
기업은 연구목적에 의해 제외시켰다. ANOAV test를 
이용한 이유는 두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이다.  
 

[표22] 기술수준에 따른 서비스 활동 수준  

서비스 활동
기술수준 
(N=표본) 

Mean S.D. t-value 

개념화/설계
높음(N=59) 
낮음(N=59) 

3.6199 
3.7094 

.82135

.92542
-.556 

(ρ=.579) 

생산 높음(N=59) 
낮음(N=59) 

3.5085 
3.5278 

.74149

.68883
-.147 

(ρ=.883) 

고객접점 높음(N=59) 
낮음(N=59) 

3.6356 
3.5068 

.76844

.72028
.939 

(ρ=.349) 

유지/운영 높음(N=59) 
낮음(N=59) 

3.5445 
3.5042 

.74378

.61368
.321 

(ρ=.749) 

평가/개선 높음(N=59) 
낮음(N=59) 

3.2966 
3.3686 

.75995

.70651
-.533 

(ρ=.595) 
* p<0.05, ** P<0.01 
 
 [표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수준의 차이에 
따른 서비스 활동 수준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차이도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값들 역시 두드러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로 인해 기술 수준에 따라 서비스 활동 
수준은 차이가 날 것이라는 가설3은 기각되었다. 
 

4) 기술 수준에 따른 서비스 혁신 활동 수준 
기술 수준에 따른 서비스 혁신활동 수준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 혁신활동이 기술의 활용 수준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본 결과로 인해 기술 수준에 따라 서비스 

혁신활동 수준은 차이가 날 것이라는 가설4는 
기각되었다. 
 

[표23] 기술수준에 따른 서비스 혁신활동 수준  
서비스 혁신 

활동 
기술수준 
(N=표본) 

Mean S.D. t-value 

개념화/설계
높음(N=59) 
낮음(N=59) 

3.7288 
3.7373 

.76464

.79522
-.059 

(ρ=.953) 

생산 높음(N=59) 
낮음(N=59) 

3.4463 
3.4689 

.75458

.76092
-.162 

(ρ=.872) 

고객접점 높음(N=59) 
낮음(N=59) 

3.5763 
3.5339 

.88236

.66381
.295 

(ρ=.769) 

유지/운영 높음(N=59) 
낮음(N=59) 

3.4831 
3.5000 

.87576

.77125
-.112 

(ρ=.911) 

평가/개선 높음(N=59) 
낮음(N=59) 

3.3966 
3.5492 

.81070

.65558
-1.124 

(ρ=.263) 
* p<0.05, ** P<0.01 
 
정리하면, 기술 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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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수준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마찬가지로 
기술 수준의 차이에 따른 서비스 혁신 활동 수준의 
차이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기술 활용 수준과 서비스 활동, 기술 

활용 수준과 서비스 혁신 활동간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던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본 결과를 설문 대상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설문 대상을 분석해 보면 80% 
이상이 중간관리자, 전문가/기술자, 사무직/비서, 
행정직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설문 대상의 대부분이 어느 정도의 기술(예, 
컴퓨터) 활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설문의 응답자 스스로 기술 향상에 덜 
민감하여 기술 수준의 차이가 서비스 활동 및 
서비스 혁신 활동과 관련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서비스 본질과 관련되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서비스라는 것은 대상과 대상이 만나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생하며, 기술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기술 
자체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원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작용하며, 기술 수준이 유사할 
경우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평가에 있어 차별자로서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서비스 
수준 및 혁신 자체는 기술보다는 서비스를 구성하는 
5가지 단계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4] 연구결과 정리 
가설 결과

H1. 서비스 활동 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서비스 
혁신 활동 수준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H2. 서비스 혁신 활동 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서비스 활동 수준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H3. 기술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서비스 활동 
수준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H4. 기술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서비스 혁신 활동 
수준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연구문제를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서비스 활동 수준과 서비스 
혁신활동 수준간의 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해 보는 
것이다. 실증 분석 결과 서비스 활동 수준에 따른 
서비스 혁신활동 수준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서비스 혁신활동 수준의 
차이에 의해서도 서비스 활동 수준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 
활동이 높은 기업의 경우 서비스 혁신 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된다. 즉, 
어느 정도의 서비스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기업이 

현재의 성과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혁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과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 활동에 적극적인 기업들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들의 고객을 분석하고, 
고객들이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하며, 이에 맞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서비스 
개념화/설계 혁신 활동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서비스 혁신 활동을 많이 하는 
기업들의 경우 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 
유지/운영활동에 많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혁신의 대상이 제품이라기 
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세스, 조직, 사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혁신자의 딜레마보다는 
지속적인 지식축적을 통한 수익체증의 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기술 활용 수준에 따라 서비스 활동 수준 

및 서비스 혁신 활동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규명해 보는 것이다. 분석 결과 기술 활용 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서비스 활동 및 서비스 혁신 활동 
수준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의 기술 활용 수준이 서비스 활동과 
서비스 혁신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Brynjolfsson and Hitt, 1996].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이미 어느 
정도의 기술 활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기에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 선정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제품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성장과 중요성에 힘입어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방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개발된 
사이언스 분석방법론을 이용하여 서비스 기업의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서비스 기업들의 서비스 
활동 수준과 서비스 혁신 활동 수준간의 관계, 
그리고 서비스 활동 및 서비스 혁신 활동 수준과 
기술활용 수준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는 서비스 혁신과 기업 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남기찬 외(2008a)에 의해 
개발된 서비스 사이언스 분석방법론을 최초로 실증 
분석한 연구이며, 향후 서비스 사이언스에 대한 
실증 연구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념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서비스 혁신과 서비스 사이언스와 관련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연구되고, 발전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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