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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서  론

기업을 운 하기 해서는 두 가지 논리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경제 혹은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 하는 지배논리(dominant 

logic)이며 다른 하나는 기업의 운 방식을 나타

내는 기업 논리(logic of firm)이다. 지배논리는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와 기업이 이 

세계에서 가치를 창출하기 해 어떠한 방식으

로 경쟁해야 하는지에 해 알 수 있는 논리를 

말한다[Bettis and Prahalad, 1995; Chesbrough, 

2003; Prahalad and Bettis, 1986;  Prahalad, 

2004]. 반면에 기업 논리란 기업이 이해 계자

를 한 이익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해 기업이 어떻게 운 되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기업내의 논리로써 일반 으로 비즈니

스 모델로 변된다[Casadesus-Masanel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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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art, 2010].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요한 것

은 반드시 경제  성과물 혹은 가치창출과 연결

되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이다

[Chesbrough, 2003].

서비스 산업의 발 으로 인해 서비스는 이제 

하나의 산업 혹은 경제를 이끌어가는 논리로 자

리잡아 가고 있으며, 이를 서비스 지배논리

(service dominant logic)라 한다. 이러한 논리가 

이론  기반으로 발 하기 해서는 당 성 차

원을 넘어  다른 도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즉 구체  연구가 가능하고 실증  가치를 제공

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해야 한다. 이미 서비스 

사이언스라는 연구분야에서는 이를 해 ‘서비

스 시스템‘의 필요성에 해 언 해 왔다[남기찬 

외., 2008; Alter, 2008; Bitner and Brown, 2008; 

Spohrer et al., 2007; Spohrer et al., 2008]. 하지

만 통 인 서비스에 한 인식 즉, 서비스는 

손에 잡히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성과를 측정하

거나 그 개선방안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

에 아직까지 구체 인 서비스 시스템의 모습을 

제안하고 이를 형상화한 연구가 부재한 실정이

다.

본 연구의 목 은 이러한 논리  근거를 기반

으로 서비스 시스템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다. 서

비스 시스템 모델의 제안은 기본 으로 비즈니

스 모델 개념을 근간으로 하 다. 비즈니스 모델

이란 고객을 포함하는 이해 계자를 한 가치

를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를 모형화 한 것이다. 

서비스 시스템 모델 역시 서비스를 통해 기업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형화한 것이어

야 한다. 이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을 근간으로 

서비스 시스템 모델을 제안하 다. 한 비즈니

스 모델이 서비스의 특성을 완 하게 반 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해 최근 서비스 시스템에 한 문헌을 검토하

여 서비스의 특성을 반 하고 있는 일반  서비

스 시스템 모델을 제안하기 한 노력을 수행하

다. 

본 연구는 주어진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해 

먼  비즈니스 모델에 한 문헌을 고찰한다. 그 

다음으로 서비스 시스템에 한 문헌을 고찰을 

통해 서비스의 특성을 반 하는 비즈니스 모델

로 발 시키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서비

스 시스템 모델을 제안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2. 비즈니스 모델 문헌 고찰

비즈니스 모델에 해 일반 으로 리 수용

되는 정의는 없지만 기업의 운  목 (stories 

that explain how enterprises work)을 나타내는 

것으로는 알려져 있다. Peter Drucker(1954)에 

따르면 좋은 비즈니스 모델(good business 

model)은 다음의 질문에 한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 다[Casadesus-Masanell 

and Ricart, 2010]. 

첫째, 가 우리의 고객인가?

둘째, 고객의 가치는 무엇인가?, 

셋째, 어떻게 최 의 비용으로 고객에게 가치

를 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반 경제 

논리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은 철 히 고객의 에서 목표 

고객이 구이며,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가치

가 무엇인가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어야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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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논리  체계가 필요한데,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여 

다. 

비즈니스 모델이란 기업의 운  논리이기도 

하지만 다음과 같이 사업을 운 하기 해 필수

인 핵심 요소들의 집합이기도 하다[Chesbrough 

and Rosenbool, 2002; Chesbrough, 2003; 

Hedman and Kalling, 2003]. 

∙ 가치 명제(value proposition) : 기업이 제공

하는 서비스를 통해 창출할 고객 가치가 무

엇인지 명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 목표 고객(market segment) : 우리의 서비

스를 제공할 고객이 구이며, 고객들이 우

리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목 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 가치 사슬(value chain) : 기업의 가치사슬 

구조를 정의하는 것은 기업이 서비스를 창

출하고 제공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해 필

요한 보완재(complementary asset)를 결정

하는데 필수 이다.

∙ 비용 구조와 목표 이윤(cost structure and 

target margins) : 가치 명제와 가치 사슬 

구조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윤 

창출 메커니즘을 인식하고, 비용 구조와 

목표 이윤을 평가해야 한다.

∙ 가치 네트워크(value network) : 공 자와 

고객이 상호 연 된 가치 네트워크 내에서 

기업의 치를 악해야 하며, 여기에는 잠

재  보완 기업(complementary firms)과 

잠재  경쟁자에 해 악하는 활동도 포

함된다.

∙ 경쟁 략(competitive strategy) : 기업을 

신함에 있어 경쟁자를 넘어 기업이 획득

하고 유지하게 될 이윤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성요소를 살펴보는 이유는 비즈니

스 모델이 추상 인 논리가 아니라 가치창출과 

연결되는 구체  체계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 

구체 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소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2.1 가치명제

가치 명제란 고객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은 무엇이며, 기업은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에 한 질문으로 시작하며, 문제의 해결책은 고

객과 기업간의 지속 인 상호작용을 통해 도출

된다. 이로 인해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제품의 

진정한 가치는 고객에게서 창출된다. 즉, “가치

를 인식하고 이것이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제

품에 한 가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고객

인 것이다. 여기서 기업의 역할은 명제만 제시하

는 것이다[Spohrer et al., 2007]. 가치 명제를 정

의할 때 가장 유용한 방법은 고객의 에서 생

각해 보는 것이다. 즉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고객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고객의 문제가 

얼마나 요한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것이다

[Chesbrough and Rosenbool, 2002; Chesbrough, 

2003; Shafer et al., 2005].

를 들어, 국내 형 의료원을 심으로 확산

되고 있는 진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에는 환자들이 내원할 때 증환자나 가벼운 질

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모두 환자 스스로가 각 

과를 돌아다니며 필요한 진료를 받아왔다. 즉 환

자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치료를 받기 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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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이곳 곳을 비며 다녀야 겨우 자신

의 정확한 병명과 질병의 원인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아산병원이나 부천성모병

원 등이 이러한 문제 을 인식하고 고객 심  

사고를 기반으로 진시스템을 도입하 다. 이

들 병원은 진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다른 진

료과의 긴 한 진 체계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효과 인 치료 등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

여 치료효과와 환자의 만족도를 모두 높이고 있

다. 결국 리얼 진 시스템을 통해 환자는 여러 

과를 돌아다니는 수고를 덜 수 있고 의사( 문

가)들의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받음으로써 환자(고객)가 원하는 

진정한 가치를 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치 명제는 세 가지 단계를 통해 

수립되는데 첫째, 고객의 가치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장을 세분화하고, 둘째, 세분화된 시

장에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기 해 기회를 평가

하며, 셋째, 이러한 기회를 최 화하기 해 가치 

명제를 선택하는 것이다[Ballantyne et al., 

2008]. 

2.2 목표 고객

비즈니스 모델을 정의하는데 두 번째 속성이 

바로 목표 고객 선정이다. 비즈니스 모델은 반드

시 자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 명제를 제공할 

상에 한 명확한 정의를 기반으로 수립되어

야 한다. 고객은 자신이 직면한 문제 을 해결하

는데 드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능력 혹은 

새로운 기회와 해결책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

을 통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기업이 고객의 

이러한 능력을 활용하여 가치를 공동으로 창출

하기 해서는(co-creation) 고객 집단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명확한 가치 명제를 가지

고 특정 시장을 목표로 하는 것은 자신의 기업이 

서비스 제공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

아야 하는지를 선택하는데 필수 이다. 이는 서

비스를 창출할 때 어떠한 활동에 을 맞춰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다. 즉, 자신의 

고객이 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제공하고자 하

는 서비스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기 까지, 기업

들은 무엇을 제공해야 하고 무엇을 제공하지 않

아도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면 기업들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무 많은 것을 포함시키려 

할 것이며 이는 높은 험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는 것이다[Chesbrough and Rosenbool, 2002; 

Chesbrough, 2003; Shafer et al., 2005].

2.3 가치 사슬

비즈니스 모델의 세 번째 속성은 모든 사람들

과 연 된다. 목표 시장과 목표로 하는 가치 명제

와 목표로 하는 서비스를 인식하고 있다면, 이러

한 목표들을 달할 가치 사슬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가치 사슬은 반드시 다음의 두 가지 목표를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가치 사슬 반에 걸쳐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가치 사슬

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충분한 비율의 가치를 확

보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가치 사슬은 

목표로 하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생산하고 달

하기 해 필요한 많은 행 들을 조율하도록 도

와 다. 

가치 사슬에서 이윤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

들에게 가치 창출은 필요조건이긴 하나 충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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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은 아니다. 일단 기업이 자신의 서비스를 달

하기 해 필요한 가치사슬을 인식하 다면, 그 

다음에는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정의해야 한다. Michael Porter의 주장처럼, 가

치 창출을 한 능력은 기업과 고객과 공 자와 

경쟁자간의 힘의 균형에 달려있는 것이다. 다른 

연구에서는 가치 창출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

스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보완  제품 혹은 서비

스의 활용가능성에 달려있다고 제시하 다. 기

업내 제조, 분배, 랜드와 같은 보완재가 존재한

다는 것은 가치창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제공

한다[Chesbrough and Rosenbool, 2002; 

Chesbrough, 2003; Shafer et al., 2005]. 

2.4 수익구조

다음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네 번째 요소는 수

익 구조(architecture of the revenues)에 한 정

의이다. 수익 구조란 고객이 얼마나 지불할 것인

가, 얼마의 가격을 매길 것인가, 창출될 가치를 

고객과 서비스 제공기업 자체와 공 자간에 얼

마의 비율로 할당할 것인가에 해 정의하는 것

이다. 여기서 기업은 하나 이상의 가격 지불 메커

니즘을 활용할 수 있다[Chesbrough and Rosenbool, 

2002; Chesbrough, 2003; Shafer et al., 2005]. 

일단 기업들이 제공할 서비스가 무엇이며, 서

비스를 제공하기 한 가치 사슬의 윤곽을 인식

하게 되면, 이들 기업들은 수익 구조에 해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가격과 수익에 한 기

본  이해는 목표 이윤이 얼마인지를 인식하게 

해 다. 이는 기업이 추구하는 사업이 성장을 

한 충분한 자본을 이끌어내기 해서는 반드시 

투자자에게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확장하는

데 요구되는 자산의 투자 비 수익에 한 신뢰

할 만한 을 제시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Chesbrough and Rosenbool, 2002; Chesbrough, 

2003; Shafer et al., 2005]. 

2.5 가치네트워크

가치를 창출하고 확보하기 해서는 기업의 

가치 사슬 외부의 제3자들도 포함시켜야 하며, 

이러한 제3의 트 들을 통해 기업의 가치 네트

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

로 형성된 가치네트워크는 공 자, 고객, 그리고 

제3의 트 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신으로부

터 가치를 확보하는데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가치 네트워크 상에서 각 구성원과의 강력한 연

결고리를 형성하게 되면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

스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가치 네트워크 구축을 실패하게 되

면,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잠재  가치가 하

락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통한 경쟁시 강력

한 가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요하

다[Chesbrough and Rosenbool, 2002; Chesbrough, 

2003; Shafer et al., 2005]. 

2.6 경쟁 략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기 해서, 기업은 목

표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 략을 펼쳐나갈지 결

정해야 한다. 1980년  Michael Porter의 연구는 

비용, 차별화 혹은 세분화를 기반으로 경쟁할 것

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시장에서 

기업이 이윤을 지속 으로 창출할 수 있는 경쟁

 우 를 달성하기 한 기반에 한 연구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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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어 왔다. 경쟁에서의 성공을 유지하기 한 

핵심 요인은 핵심 자원에 해 경쟁자와 다르게 

근할 수 있는 능력과 경쟁자가 쉽게 모방할 수 

없으면서 고객에게 가치를 달하는 내부 로

세스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시장에 한 풍부한 

경험과 미래의 시장에서 자신의 비즈니스를 운

할 수 있는 추진력 등이 있다[Chesbrough and 

Rosenbool, 2002; Chesbrough, 2003].

비즈니스 모델의 모든 구성요소가 다 갖추어

졌다 하더라도 수립한 비즈니스 모델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문

제 에 해 심도 있는 고려가 없다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Shafer et 

al., 2005].

첫째, 핵심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가정에 

한 착각이다. 즉 기업들은 자사의 비즈니스 모

델의 핵심 논리(core logic)가 잘못된 혹은 검증

되지 않은 미래에 한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

을 경우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둘째, 략  선택의 한계인데 비즈니스 모델

은 논리의 일부가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고 획득

하기 한 기업의 핵심 논리의 체를 나타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가치 창출과 가치 획득에 한 오해이

다.  가치의 창출과 가치의 획득은 다른 것임에

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가치의 창출에만 을 

맞추어 자사가 획득할 수 있는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치 네트워크와 련된 가정에 

한 착각이다. 즉 비즈니스 모델이 때로는 재

의 가치네트워크가 지속되고 변하지 않을 것이

라는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기업은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시 기업이 추구하는 핵심 논리에 한 명확

한 정의와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한 방

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비즈니스 모델의 궁극

 목 인 가치의 획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며 한 변화하는 환경에 처할 수 

있는 가치네트워크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3. 서비스 시스템 문헌 고찰

본 장에서는 서비스 시스템에 한 최근 연구

를 고찰하여 비즈니스 모델 에서 반 되지 

못한 서비스 시스템만의 고유한 특성을 살펴

으로써 더욱더 견고한 서비스 시스템 모델을 제

안하기 한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 

우선 서비스 시스템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Spohrer et al.(2007)는 서비스 시스템을 

‘사람, 기술, 내/외부 서비스 시스템, 그리고 공유 

정보( , 언어, 로세스, 측정비표, 가격, 정책 

그리고 규범)들로 구성된 가치 공동 생산 환경’

이라고 정의하 다. 본 정의에서 요한 을 서

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고객이 가치를 함께 창출

한다는 것이다. 

Alter(2008)는 서비스 시스템을 서비스를 이

해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기 한 유용한 기본 단

라고 제하면서, ‘인간 혹은 기계 등으로 구

성된 시스템이 내/외부 고객을 해 서비스와 제

품을 생산하기 하여 정보, 기술, 그리고 다른 

자원을 활용하여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

템’이라고 정의하 다. 를 들어 정보시스템이

나 로젝트, 공 망이 그가 정의한 서비스 시스

템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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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M and IBM(2008)의 연구에서는 Spohrer et 

al.(2007)와 유사하게 서비스 서비스 시스템을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간에 가치

를 창출하고 달하기 해 필요한 자원( , 사

람, 기술, 조직, 그리고 공유 정보)들로 구성된 

역동  환경’이라고 정의하 다. 이들의 정의에 

따르면 자원의 구성은 비선형 계로 형성되기 

때문에 복잡계(complex system)라는 을 제

시하 다. 

Kim and Nam(2009)은 서비스 시스템을 ‘특

정한 상황에서 서비스의 설계, 생산, 분배, 소비

를 해 요구되는 유기 으로 연결된 요소들의 

집합’이라 정의하 다. 이들은 서비스 시스템을 

시스템 에서 정의함에 따라 달성해야할 특

정한 목표(objectives)와 시스템의 경계

(boundary), 그리고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존재한다고 주장하 다. 본 연구에서 서비스를 

시스템 에서 바라본 이유는 서비스 자체가 

매우 이질 이고 소멸성을 띄며 무형 이기 때

문에 서비스의 본질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통 인 에서 벗어나 서비스를 시스템이라는 

형상에서 바라보자는 것이다[Kim and Nam, 

2009]. 이로 인해 서비스에 한 큰 그림과 각각

의 구성요소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해주며, 서비

스 시스템을 향상시키고 신시키기 한 방안

을 찾는 것이 더욱 용이해진다는 것이다[Kim 

and Nam, 2009]. 이들의 은 Banies et 

al.(2007)이 제시한 제품-서비스 시스템 과 

같은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서비스 시스템이

란 ‘서비스를 통한 고객 가치를 창출하기 해 

요구되어지는 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 환경’이

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정의에 따르면 서비스를 

생산하여 고객에게 가치를 달하기 해서는 

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이 요구된다. 그 기 때

문에 본 정의가 완 한 개념  정의가 되기 해

서는 구성요소가 무엇인지를 식별하는 과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구성요소에 한 정의는 학자들마나 상이하

다. 하지만 체 인 조합을 살펴보면 비즈니스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성요소와 많은 부분 

교집합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학자마다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Spohrer et al.(2007)는 서비스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사람(people), 기술(technology), 가

치 명제(value proposition)에 의해 상호 연결된 

내/외부 서비스 시스템(internal and external service 

systems), 그리고 공유 정보(shared information) 

라고 제시하 다.

Alter(2008)는 서비스 시스템을 이해하기 

해서는 9가지 요인(customers, products and 

services, processes and activities, participants, 

information, technologies, environment, strategies, 

and infrastructure)에 한 고려가 필요한데 이

 로세스와 행 (processes and activities), 참

여자(participants), 정보(information), 그리고 기

술(technologies) 등의 4가지 요인이 서비스 시

스템을 구성한다고 하 으며 나머지 5가지 요인

은 서비스 시스템 환경을 이해하기 한 기본 요

소라고 주장하 다.

IfM and IBM(2008)의 연구에서는 서비스 시

스템을 자원의 에서 바라보면서 사람

(people), 기술(technology), 조직(organizations), 

그리고 공유 정보(shared information)로 구성된

다고 주장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구성요소

는 Spohrer et al.(2007)이 제시한 요소들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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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서비스 시스템의 구성요소 비교

연구
사람/
참여자

계/네
트워크

기술
지식/
정보

가치
(명제)

로세
스

조직 
역량

성과

Chesbrough(2003) ○ ○ ○ ○ ○

Spohrer et al.(2007) ○ ○ ○ ○ ○

Alter(2008) ○ ○ ○ ○

IfM and IBM(2008) ○ ○ ○ ○

Kim and Nam(2009) ○ ○

하다는 특징이 있다. 

Kim and Nam(2009)은 서비스 시스템이 고객

(customers), 서비스와 제품(services and 

products), 공 자(suppliers), 트 (partners), 

그리고 이들 간의 계(relationships)로 구성된

다고 제안하 다. 

이상의 구성요소들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

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소와 유사한 요인들로 구

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Banies et 

al.(2007)의 연구에서 서비스 시스템은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발 하 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에서 제시한 특성들과 많은 부분 일치한다

는 을 강조하 다. 물론 비즈니스 모델은 가치

를 창출하기 한 기업 체  논리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특성을 완 히 반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은 단 으로 제시된다. 그 기 때문에 

서비스 시스템 련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

성을 비즈니스 모델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서비

스 시스템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서비스 시스템의 정의와 

구성요소

서비스란 “타인의 이익을 해 자신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Alter, 2008; 

Spohrer et al., 2007; Spohrer, 2008; Vargo and 

Lusch, 2008]. 이 의미에는 서비스 제공자와 고

객간의 가치 교환을 한 어떠한 행 , 성과 혹은 

약속 등의 포함되어 있다. 한 서비스는 고객과 

한 계속에서 발생하며, 고객의 참여와 정

보와 같은 고객의 투입물이 서비스 로세스를 

좌우한다[Lusch, et al., 2008; Vargo and Lusch, 

2008a; Vargo and Lusch, 2008b]. 

서비스 시스템도 서비스라는 개념을 기 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고객

으로 이루어지며, 복잡한 가치 사슬 혹은 네트워

크 상에서 가치를 공동 창출하기 해 이 두 객체

간의 력이 요구된다.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 제

공자와 고객은 미시 으로는 개인이 될 수도 있

으며 거시 으로는 기업, 정부 기 , 혹은 다른 

조직도 해당된다. 요한 것은 주지하다시피 서

비스 시스템의 핵심은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이 

가치를 창출하기 해 함께 력한다는 것이다

[Maglio and Spohrer, 2008; Spohrer et al., 

2007; Spohrer et al., 2008]. 

서비스 시스템은 시스템의 개념을 기 로 하

고 있기 때문에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

니라 순환 인 성격을 띄고 있다. 즉 입력물

(input)이 존재하고 투입된 입력은 로세스

(process)를 통해 환과정을 거치며 최종 으로 

결과물(output)이 생성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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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통  서비스 로세스와 오늘날의 서비스 로세스

끝이 아니라 결과물은 다시 입력물로 반 되는 

피드백과정을 통해 다시 순환된다. 피드백 과정

의 상이 되는 입력물은 서비스 로세스(고객

과의 가치 공동창출 로세스)속에서 발생하는 

고객 경험과 고객의 지식, 의견 등으로써 고객과

의 계속에서 기업에 가치를 제공하는 것들이 

다시 입력물로 반 된다. 

이 의 서비스 로세스에서는 고객이 단지 

자신의 요구사항만을 달하는 역할만 수행했을 

뿐, 결과물의 설계, 구 , 제조과정에 실제 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고객들은 최종 

결과물에 한 선택과 소비하는 상일 뿐이었

다. 반면, 오늘날의 서비스 로세스에서는 고객

이 서비스 공 자와 함께 입력물을 로세스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로세스에도 참여

하며(co-creation), 최종 결과물에도 향을 미친

다(그림 1).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 시스템의 결과

물은 유형일수도 무형일수도 있다. 

이와 같은 로세스 에서 서비스 시스템

의 구성요소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4.1 참여자

서비스 시스템의 첫 번째 구성요소는 참여자

이다. 참여자는 내부 문 인력 뿐만 아니라 외부 

문가, 트 , 고객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다. 기업 내부 으로 문 인력에 한 필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으나, 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충분한 성과를 달성하기 해서는 장기

인 에서 근해야 하기에 자원 에 가장 

고가의 자원이 인 자원이다. 왜냐하면 문성

을 보유한 인재는 한정되어 있고, 문 인력을 

양성하기 해서는 지속 인 훈련과 교육이 필

요하며 이를 해서는 투자가 뒤따라야 하기 때

문이다[Spohrer et al., 2007]. 

서비스 시스템 에서도 문인력에 한 

요구는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시스

템과 련된 문헌을 조사해 보면 서비스 시스템

의 효과 이고 효율 인 운 을 해 필요한 인

재를 T자형 인재라고 한다[Hansen and von 

Oetinger, 2001; Harris, 2009; Madhavan and 

Grover, 1998; Mukhtar, et al., 2009; Spohrer 

et al., 2008]. 이미 여러 연구에서 T자형 인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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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요성은 충분히 제기되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T자형 인재가 어떠한 능력을 가져야 

하는가에 한 의문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

다는 이다. 개념 으로는 T자형 인재를 일반

화된 문가(Generalized Specialist)라고 정의하

면서 일반  에 한 포  지식을 보유함

과 동시에 특정 분야에 해서는 문  지식을 

보유한 인재라고 제시되고는 있으나 과연 일반

 능력은 무엇이며 문  능력은 무엇인가에 

한 공통분모는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를 들

어, Spohrer(2008)는 이러한 인재를 다학제  의

사소통 능력, 서비스 시스템 설계/ 리/모델링 

능력, 가치 공동창출 분석 능력, 서비스의 품질 

보증을 해 서비스 라이 사이클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 

비즈니스 로젝트 리 능력, 비즈니스 사례 개

발  분석 능력, 조직 변화 리 능력, 마 과 

세일즈 능력, 창의 이고 핵심 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의사소통 기술, 리더십 그리고 력 

기술을 보유한 인재라고 제시하 다. 한 

Mukhtar et al.(2009)는 의사소통 기술, 어구

사 능력, 정보통신기술 능력, 인간 리 능력, 

집단내에서 업무 수행 능력, 문제해결능력, 리더

십, 응력, 험수용 능력, 창의력, 자신  시간 

리 기술 등이 있는 인재라고 제시하 다. 

이 듯 일부 첩되지만 여 히 상이하고 다

양한 능력을 T자형 인재라고 정의함에 따라 구

체 인 모습은 여 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한 

T자형 인재에게 요구되는 능력이 개인이 갖추어

야 하는 능력인지 아니면 집단이 갖추어야 하는 

능력인지에 한 합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아직까지 T자형 인재에 한 이론  

근은 Lee and Choi(2003)의 연구에서처럼 지

식경 에서만 일부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이러한 한계 은 내부 인력에만 을 

두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인력도 참여시켜야 한

다는 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즉 

트 , 외부 문가 그리고 고객들도 기업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Kim 

and Nam(2009)은 이러한 외부 자원을 효과 으

로 리하기 해 세 가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는 을 강조하 다. 첫째는 가치 행  네트워크

(value activity network)이다. 가치 행  네트워

크는 외부의 인력 자원인 고객과 외부 문가, 

공 자들이 효과 으로 상호작용하고 서로 지식

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기 해 구축된 네트워크

로 기업의 입장에서 이들의 지식을 공 받을 수 

있는 지식의 원천이 된다. 둘째, 자원 통합 네트

워크(resource integrator network)이다. 자원 통

합이란 지식과 같은 내부의 자원과 고객이나 공

자와 같이 외부로부터 공 되는 자원간의 가

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형태로 히 융합하는 활

동을 말한다[Lusch et al., 2008]. 자원 통합 네트

워크에서는 외부의 자원이 제공하는 다양한 지

식들에 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 인해 더욱 견

고하고 융합된 지식의 창출을 도모한다. 마지막

으로 역량 네트워크(capability network)가 있다. 

역량 네트워크는 가치가 있다고 단되는 고객 

혹은 외부 문가들에게 필요한 교육 혹은 지식

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더 가치 있고 유용한 지

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반 환경을 제공하는 네

트워크이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기업은 내부 문 인력

에 한 비용 감 뿐만 아니라 문 인력에 한 

높은 의존도나 이직과 같은 다양한 험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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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정보기술

서비스 시스템의 두 번째 구성요소는 정보 기

술이다. 서비스 시스템은 기술과 다른 형태의 물

리  자원을 통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

할 수 있다. 실제로 IT는 가치 네트워크를 통합

하고 정보의 가시성을 향상시키고, 상되는 변

화를 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장

의 복잡성을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복잡한 시장

환경에서 정보기술은 가치를 달하고 리하는

데 있어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Spohrer et al., 2007]. 를 들어 최근 많은 심

을 받고 있는 컨버 스를 살펴보면, 디지털화로 

정보화가 가속화되면서 산업 뿐만 아니라 산업 

간에도 정보 달, 공유, 활용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다양한 산업의 컨버 스가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창출의 원천으

로 부각되고 있다[강주 과 강민철, 2009].

한 정보기술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

는데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고객과의 

계형성과 리(CRM) 뿐만 아니라 공 자간

의 계를 형성하는데(SCM) 심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

기기의 발 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더 가속화시

키고 있으며, 고객  다양한 공 자와의 계 

채 도 정보기술의 발 에 비례하여 다양화되어

지고 있다. 

4.3 가치명제

오늘날의 서비스는 서비스 자체만을 지칭하

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포함하는 서비스로 그 범

가 확 되었다[Howell, 2004]. 그 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품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인식한다면 

서비스가 가지는 잠재  가치를 제한된 시각에

서 바라보게 됨으로 인해 서비스를 올바로 평가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서비스 범 의 변화는 두 가지 시각에서 바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서비스 역 자체의 범  

확장과  하나는 제품을 포함하는 서비스로의 

확장이다[Hidaka, 2006]. 즉 서비스의 역 자체

도 확장되었지만, 고객의 역할의 변화로 인해 이

제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만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서비

스를 통한 역의 확장을 통해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기 때문에 오늘날의 서비스는 

고객 서비스, 제품 서비스, 서비스 제품으로 구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면 오늘날 고객에게 주어지는 가치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고

객 가치는 각각의 제품과 서비스가 제공하는 독

립 인 가치보다는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으로 

인한 종합  가치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여기에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가치도(value-in-use) 함께 고려되

어야 한다. 그 기 때문에 고객의 총 가치는 제품

가치와 서비스 가치 뿐만 아니라 고객이 느끼게 

되는 고객 가치로 구성되는 것이다[Kameoka et 

al., 2006].

하지만 서비스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아직

까지 서비스에 한 가치를 유형 으로 어떻게 

측정할지에 한 근은 쉽지 않다. 일반 으로 

논의될 수 있는 서비스 가치에 한 측정은 서비

스 품질, 서비스 신성, 서비스 생산성 등이 있

다[Kim and Na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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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가치 네트워크 모델

4.4 가치네트워크

서비스 시스템의  다른 구성요소는 가치네

트워크이다. 시스템간의 계를 명확히 규명하

기 해서는 좀 더 논리 이고 구체 인 체계가 

필요한데 최근에 제시되는 이론이 사회  네트

워크(social network)와 네트워크 생태계

(network ecosystem)이다. 이 두 이론의 공통

은 네트워크 에서 상을 분석하고 있다는 

인데, 오늘날의 모든 구성원은 혼자만 존재하

는 독립체가 아니라 서로 상호 교류하는 유기체

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Spohrer et al., 2007; 

Tian et al., 2008]. 

네트워크 에서 서비스를 분석하는 이유

는 다름과 같다. 첫째, 복잡한 시장 상황에서 서

비스 시스템의 역학과 구조에 향을 미치는 것

은 무엇이며 가치는 어떻게 창출되고 달되는

지 설명하여 다. 둘째, 통 인 모형은 물리  

제품의 교환을 설명하기 해 사용되었기에 서

비스 환경 즉, 공 자와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간

의 상호작용을 설명하지 못하며, 이와 같은 상호

작용 상황에서 창출되고 교환되는 지식과 경험

과 역량과, 계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서비스 상황에 합한 네트워크 모델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정보기술의 역할을 명확히 규명하

여 다[Basole and Rouse, 2008]. 

가치가 어떻게 창출되는가에 한 질문에 

한 답은 이 까지 경 학의 에서 가장 일

반 으로 제시되는 Michael Porter가 제시한 가

치 사슬을 통해 창출된다는 이 지배 이었

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가치 사슬 모형이 오늘

날의 산업의 다각 인 을 설명하지 못한다

는 문제 이 있기 때문에 의 확장이 필요하

다고 주장하고 있다[Allee, 2000]. 한 산업 시

 생산 라인 모델을 근간으로 하는 가치사슬 

근법으로는 지식 경제 사회에서의 가치창출을 

설명하는데 많은 한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가치 사슬은 가치 격자(value grid)로 그리

고 가치 네트워크(value network)로 이 확장

되었다[Allee, 2000; Basole and Rouse, 2008].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서비스 시스템 모델 개발에 한 연구

- 13 -

가치 네트워크는 가치 사슬이 설명하지 못하

던 기업간 계(Business-to-Business), 기업과 

고객간의 계(Business-to-Consumer), 고객과 

고객간의 계(Consumer-to-Consumer)를 설명

해주며, 복잡한 로세스, 제품/서비스의 교환과 

그 속에 포함된 구성요소간의 계를 이해하기 

한 틀을 제공해 다[Basole and Rouse, 2008; 

Hara, 2007](그림 2). 

이와 같은 가치 네트워크는 조직의 거 한 네

트워크 속에 포함한 하나의 구성요소이며, 이들 

구성요소들이 함께 가치를 창출한다는(co-creation) 

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가치 네트워크를 확장된 기업(extended 

enterprises)이라고 표 하기도 한다[Basole and 

Rouse, 2008].

4.5 공유정보/지식

공유정보/지식은 가치 네트워크의 근본  목

이다. 즉, 가치 네트워크는 략  트 , 공

자, 고객들간의 역동  지식/정보 교환을 가능

하게 함으로써 경제  가치를 창출하기 한 수

단이 되는 것이다. 즉, 가치 네트워크를 통해 교

환되는 지식과 정보는 지식 경제시 의 새로운 

가치 통화(currencies of value)가 되는 것이다

[Allee, 2000]. 가치 네트워크 상에서 교환되는 

지식과 정보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데 일반

으로, 략 정보, 기획 지식, 로세스 지식, 

기술  노하우, 업  설계 그리고 정책 개발과 

련된 지식 등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으며, 결과

으로 핵심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 창출에 기여

하게 된다[Allee, 2000]. 

여기서 창출되는 가치는 통 으로 말하는 

재무  가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가치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과 정보의 교

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 공동체의식

(sense of community), 고객 충성도(customer 

loyalty), 기업 이미지 향상(image enhancement) 

혹은 공동 랜드 창출 기회(co-branding opportunities)

등 다양한 가치를 일컫는다[Allee, 2000].

4.6 조직역량

서비스 시스템은 자원 은 근간으로 하고 

있다[Lusch et al., 2008]. 시비스 시스템에서 

을 두고 있는 자원은 주로 물리  자원이 해당

되는 유형자원(operand resources)과 지식과 기

술(skills) 등의 비가시  자원이 포함되는 무형

자원(operant resources)이다. 기존의 자원기반

(resource based view)의 과 마찬가지

로 서비스 시스템도 두 가지 종류의 자원을 기반

으로 기업의 성과 혹은 가치창출을 설명하고 있

다. 즉 기업이 가진 자원이나 능력을 단지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투입물(input)로 정의하는 것

은 완 하기 않기 때문에[윤종수 외., 2006], 시

스템 에서 이러한 투입물의 활용을 통해 창

출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포 인 개념으

로 이해해야 한다. 이처럼 자원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기업의 핵심자원이 경쟁기업에 비하여 

훨씬 우월한 능력, 즉 경쟁우 를 가져다 주는 

조직역량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잠재  자원이 특정한 이익으로 변환될 때 가

치가 창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Lusch et al., 

2008]. 이러한 활동을 서비스 시스템 에서는 

자원화(resourcing)라고  일컫으며, 자원화는 자

원 창출(resource creation), 자원 통합(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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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on), 항 제거(resistance removal) 등

의 3가지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Lusch et al., 

2008]. 

∙ 자원 창출 : 자원의 창출은 유형 뿐만 아니

라 무형의 자원이 모두 포함된다[Lusch et 

al., 2008]. 자원의 창출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한데, 고객과의 직  채 을 

통한 고객지식 획득, 그리고 이를 조직이 

제공하는 제품 혹은 서비스에 맞게 유형화

하는 방법을 통해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 혹

은 공 자를 통해 직  지식을 획득하는 방

법, 혹은 문가를 통한 지식획득, 그리고 

이를 자신의 지식과 융합을 통해 지식을 창

출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한 물리  자원의 창출도 구입과 제조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러한 자원의 창

출은 기업의 연구소나 학 등 문화된 기

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회 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

∙ 자원 통합 : 모든 서비스 시스템의 가장 기

본  기능은 자원 통합니다. 를 들어 기

업수 에서, 조직은 자원을 세부  핵심 역

량으로 변환시키는 자원의 통합자로 볼 수 

있다. 자원의 통합이 요한 이유는 두 가

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자원은 처음

부터 상보성(complementary)을 가진 것은 

아니다. 자원은 통합이내 개발과 같은 지식

의 활용을 통해 상보성을 가지게 된다. 둘

째, 자원 자체가 가진 고유의 가치보다는 

자원이 통합되고, 고객이 포함된 가치창출 

네트워크와 융합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

치가 더 크다. 를 들어 인터넷이라는 자

원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Google, eBay, Wikipedia, MySpace, 

YouTube 등을 생각해보 수 있다[Lusch et 

al., 2008].

∙ 항 제거 : 잠재  자원이 유용하게 만들

어지기 에 고려되어야 하는 활동은 장벽 

혹은 항의 제거이다. 첨단기술 혹은 제품

/서비스가 시장에 처음 소개될 때 주류시

장의 고객에게 되지 못하고 진보  성

향의 고객에게만 수요가 이루어져 시장에

서 소멸되는 캐즘(chasm) 상 즉 고객의 

항을 극복하는 것이 신제품의 성공여

부라 할 수 있다[강병  외., 2008]. 이 때문

에 항의 제거라는 과정에는 서비스를 제

공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상 고객, 실제 

사용자, 이해 계자가 모두 포함된다. 

서비스 시스템 에서는 자원화를 효율

이고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조직역량)

에 따라 그 기업이 창출할 수 있는 가치의 양이 

달라진다고 본다. 즉 자원화 능력이 조직의 역량

으로 이해될 수 있다.

4.7 가치공동창출

다음으로 살펴볼 서비스 시스템의 구성요소

는 가치 공동 창출 로세스이다. 여기서 유념해

야 할 은 고객은 가치 공동 창출자로써 가치 

창출 로세스에 참여한다는 이다[Lusch et 

al., 2008; Spohrer et al., 2007; Spohrer et al., 

2008; Vargo and Lusch 2008a, 2008b]. 즉 가치 

창출자의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가 가치 창출 

로세스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가치 공

동 창출은 로세스의 에서 조망되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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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가치 공동 창출 임워크

는 것이다. 서비스 지배 논리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객은 서비스의 설계에서부터 서비

스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단계에 걸쳐 서비스 

제공자와 상호작용을 함으로 인해 가치 창출 

로세스에 참여하게 되며, 이러한 형태의 상호작

용은 공동으로 학습할 수 있는 로세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Payne et al., 2008].

∙ 고객 가치 창출 로세스 : 고객들이 자신

의 행 를 해 사용하는 로세스, 자원. 

기업  기업(Business-to-Business)환경

에서 고객사가 자신의 사업 뿐만 아니라 공

자와의 계를 리하기 해 사용하는 

로세스가 여기에 해당됨.

∙ 공 자(제공자) 가치 창출 로세스 : 공

자가 자신의 사업 뿐만 아니라 고객과 다른 

련 이해 계자와의 계를 리하기 

해 사용하는 자원, 로세스.

∙ 상호작용 로세스 : 고객과 공 자간의 

계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과 교환 과정. 성

공 인 가치 공동 창출 기회를 개발하기 

해서 지속 으로 리되어져야 함.

이와 같이 가치창출 로세스는 세 가지 세부 

로세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고객 로세

스와 제공자 로세스는 가치 공동 창출을 한 

기반으로 작용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반은 

로세스 뿐만 아니라 물리  기반도 포함된다. 이

미 가치 네트워크에서 언 하 듯이 고객 로

세스는 고객 네트워크가, 공 자 로세스는 공

자 네트워크가 각각의 로세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로세스 측면 뿐만 아니라 물리

인 기반을 통해 가치 공동 창출 환경이 조성되며, 

조성된 환경을 통해 고객과 공 자간의 가치가 

공동으로 창출될 수 있는 것이다[Cova and 

Salle, 2008].

4.8 고객경험

오늘날의 고객들은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혹

은 서비스를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것으로 만족

하지 않는다. 이미 고객들은 많은 정보와 자신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제품과 서비스에 

해 간  경험을 하게 된다[Voss and Zomerdi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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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그 기 때문에 과 같은 방식으로 고

객이 느끼는 가치를 정의하기는 힘들다. 한 제

품 혹은 서비스의 경제가 없어지고 상호 융합되

어가고 있는 상황은 기업들을 더욱더 가치 심 

사고로 환하게 만들며 고객의 진정으로 원하

는 가치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달할 것인가

에 해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Prahalad and Ramaswamy(2003)는 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고객 경험이라는 개념을 이해함

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학자

들은 고객이 더 이상 소비자가 아니라 함께 가치

를 창출하는 가치 공동창출자이기 때문에 고객

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이해하고 경험환

경 속에서 어떻게 고객과 기업이 함께 가치를 함

께 창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하 다. 

즉, 기업들은 소비자 개인이 경험하는 바 로 세

상을 경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면 고객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Prahalad and Ramaswamy, 2003].

<그림 4> 고객경험 형성 환경

고객의 경험은 통 인 신의 인 제품

과 다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고객의 경험 

공간의 심에는 고객이 치하고 있다. 경험 공

간의 가장 첫 번째 요소는 고객과 기업이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가치 공동창출 경험으로부터 

유발되는 사건(event)이 존재한다. 한 이러한 

사건은 공간과 시간의 정황(context)하에서 발생

하게 되며, 정황에 고객이 참여(involvement)함

으로써 고객의 경험에 향을 주게 된다. 고객은 

가치 공동 창출 경험에 참여함으로써 가치를 부

여하게 되는데(personal meaning) 가치 공동창

출 경험은 고객 각각의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

[Prahalad and Ramaswamy, 2003]. 이러한 공간

에서 고객 경험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고객의 다양

성이며,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은 경험의 질의 다양

성을 의미하게 된다[Prahalad and Ramaswamy, 

2004].

4.9 서비스 신

훌륭한 서비스 회사들은 변화를 주도한다. 그

들은 경쟁사의 장단에 맞추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의 장단에 귀를 기울이며 모방하기보다 발명을 

한다. 이러한 기업들이 성공을 지속시키는 한 가

지 방법은 고객들을 한 가치 창출의 새로운 방

법들을 찾아내는 것이다[Berry, 1999]. 이러한 

방법 즉, 기업 자신 뿐만 아니라 고객이 함께 가

치를 얻을 수 있도록 지 의 것을 더 나은 것으로 

바꾸는 활동을 서비스 신이라 한다. 

많은 기업들은 경쟁자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것을 신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

은 완 히 신 인 물건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기존의 상품을 개선하는 투자에 주력한다. 하지

만 진정한 신은 경쟁이 아닌 고객에게 을 

맞추는 것이다. 고객들만이 진정 새로운 가치 창

조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기업

은 고객에게 귀를 기울이는 시스템을 반드시 갖

추어야만 한다. 이 시스템은 고객에게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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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서비스 시스템 모델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다. 한 기업의 의

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창조 인 사고활동을 북

돋아 다. 이 시스템이 효율 이기 해서는 공

식 ․비공식  방법이 모두 필요하다. 고객들

과 여러 가지 채 을 통해 화를 나 어 보기도 

하고, 패턴의 변화를 밝  자료도 활용해야 한

다[Berry, 1999]. 

Forfas(2006)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신을 

해서는 비즈니스 모델 개념, 새로운 서비스 제

품(new services product) 그리고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간의 역동 인 정보교환을 한 고객 인

터페이스가 필요하다고 제시하 다. 즉 서비스

를 한 비즈니스 모델 개념과 고객과의 다양한 

이 존재한다면 고객의 지식과 니즈가 극

으로 반 된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 신이 가

능하다는 것이다.

5. 서비스 시스템 모델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서비스 시스템을 

도식화 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림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서비스 시스템은 크게 두 부분으

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정  구조 역

(static structure domain)과 다른 하나는 동  메

커니즘 역(dynamic mechanism domain)이다

[Mo et al., 2007]. 정  구조 역은 서비스 시스

템을 구성하는 기본 인 요인들로 구성되며, 동

 메커니즘 역은 자원의 흐름( , 가치, 정보)

에 을 두고 있는 역으로 로세스를 나타

낸다. 

이처럼, 서비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비스 창

출 환경은 입력물(서비스 시스템의 기본  구성 

요소, 정  구조 역)이 되고, 고객과 서비스 공

자간의 공동 가치 창출과정은 로세스(동  

메커니즘 역)가 되어 함께 입력물에 한 변환

활동을 수행하며 궁극 으로 고객 경험 향상과 

서비스 신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한 서비

스 신으로 발생한 가치는 다시 서비스 시스템

의 구성요소로 달되어(피드백 과정) 지속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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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을 한 원천 자원으로 활용된다

[Janner et al., 2008]. 

본 모형을 통해 서비스는 로세스의 에

서 연구되어야 하며, 서비스 신은 서비스 지배 

논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치 공동창출 과정이

라는 로세스가 반 되어야 되어야 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서비스 시스템은 오늘날의 서비스를 

구성하는 모든 요인을 반 하고 있기 때문에 서

비스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서비스에 한 올

바른 이해를 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6. 결 론

2005년 Harvard Business Review는 2005년 

련 산업의 발 을 도모할 수 있는 유력한 안

으로 서비스 사이언스를 제시했으며, 국 

Financial times도 향후 20년을 주도할 새로운 학

문 역으로 서비스 사이언스를 지목한바 있다. 

서비스 사이언스의 핵심은 서비스라는 분야

를 통 인 (Good-dominant Logic)에서 

보지 말고 새로운 (Service-dominant Logic)

에서 바라보고 이를 과학  기법을 활용하여 체

계 으로 연구해보자는 것이다[남기찬 외., 

2008]. 이미 많은 학이나 연구소에서 학문화, 

체계화하기 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해외

의 일부 학에서는 이를 한 새로운 커리큘럼

을 제공하고 있다. 요한 것은 학문  연구의 

당 성은 이처럼 인정을 받고 있으나 이론  발

을 해서는 과학  근의 핵심으로 여겨지

는 서비스 시스템이 과연 무엇인가에 한 정의

와 모형화가 필요하다가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더욱더 견고하고 체계 인 모

형화를 한 기반이 될 것이며 과학  근이라

는 근본의 목 을 달성하기 한 첫걸음이 될 것

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서비스 시스템에 한 공

통의 언어나 연구가 부재하고, 서비스 시스템을 

어떻게 바라보고 근해야 할지에 한 시각도 

많이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갭에 여주기 한 첫 번째 

시도로써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시스템을 제안하 다. 이론  기반은 서비스 사

이언스의 연구의 당 성과 개방형 신을 기반

으로 서비스 신의 근성을 제안한 Chesbrough 

[2003]의 연구를 근간으로 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앞으로 서비스 시스템의 구체

 모습을 더욱더 가시화되길 바라며, 한 이론

 가치와 실용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다학제  근의 시 지 효과가 발휘되길 기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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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Development of Service Systems Model from Business Model 

Approach

Yim, Myung-Seong․Jeong, Tae-Seok ․Moon, Yong-Eun

Over the past three decades, services have become the largest part of most industrialized nations' 

economies but it is the least-studied part of the economy. One approach is to develop a general theory of 

service with well-defined questions, tools, methods,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 service systems model to systematically approach a service research.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literature review about business model and extant service systems researche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we propose a service systems model that comprises value proposition, 

participants, shared information/knowledge, organizational capability, value network, and technology.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recommendations for additional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Business Model, Service Systems, Service Innovation, Service Science

* 이 논문은 2010년 8월 6일 수하여 2차 수정을 거쳐 2010년 9월 6일 게재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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