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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ㄴ

Service innovation has been considered to improve the value of enterprises, so that various research

issues have been studied on innovating the services. Thus, in order to increase understandability of new

service innovation mechanism, this study surveys the existing research results on service innovation

factors, e.g., success factors, process, and performance. Consequently, we have found that service

innovation can be reflected to service quality and value by interactive process between customers and

enterprises. Also, such interactions are based on internal success factors (e.g., innovation strategy of

organizations, domain knowledge, collaboration) and external success factors (e.g., customer participation,

partnership).

Keywords: Service innovation, Success factors, Performance

Ⅰ. 서 론1)

전세계적으로 서비스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경제전반에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

가하고 있다. 제조업과 같이 서비스 산업 외의 다양

한 산업영역에서도 서비스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

고 있다(Xin et al., 2006).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물

리적인 생산물보다 서비스를 통해 더 큰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업종

의 기업들은 서비스의 생산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지난 30년간의 혁신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

이 논문은 2011년 산학협력재단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교신 저자
논문접수일 : 2012년 1월 30일; 게재확정일 : 2012년 3월 12일

분의 연구들이 제조업 중심의 기술혁신에 중점을 두

어 왔다(Hetorg, 2000). 기존의 연구들은 전통적인 

제품중심의 경제체제를 따르는 제조업 분야에서 다

양한 혁신이론을 근간으로 혁신을 일으키는 방법에 

관하여 제시하고 있다(Schumpeter, 1934; Sirilli

and Evangelista, 1998). 이러한 연구들은 제품혁신

을 위한 연구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어, 서비스 혁신

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서비스 혁신을 기술 

혁신의 일부분으로 간주하여 제품의 생산성을 높이

는데 필요한 하나의 혁신요인으로 제시해 왔다

(Drejer, 2004).

그러나, 최근 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그 개

념이 새롭게 정의되면서(Murray and Schlacter,

1990; Xin et al., 2006, 김용진과 남기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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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흐름

서비스 혁신

성공요인

(Cooper and

De Brntani,

1991;

Brou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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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Xin et

al., 2006)

서비스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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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drey et al.,

1995; 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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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제조업의 논리를 따르는 서비스 혁신의 접

근방법으로는 새로운 서비스에 적합한 혁신이론 및 

정의를 내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

에 따라 서비스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주

요 경제활동으로 이해하여,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특성을 고려한 혁신에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서비스 혁신 관련 연구들의 한

계점이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비

스 혁신에 관한 연구가 제조업 중심의 매우 협소한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서비스에 대한 정의 

및 특성을 일반화시키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Drejer, 2004). 최근 서비스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

라보고 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 혁신에 관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들 역시 서

비스의 특정한 특성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시킬 수 있는 서비스 혁신방법을 도

출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즉, 서비스 혁신에 성과 

등과 같이 서비스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Hertog, 2000; Chen and Tsou, 2006; Nijssen et

al., 2006; 박진수와 박광태, 2011). 이는 서비스 혁

신의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통합적인 모델을 제시

하지 못하는 한계를 이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혁신에 대한 통합적

인 고찰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의 이해를 도울 수 있

는 서비스 혁신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즉, 새로운 서비스의 이해를 토대로 서비스 혁

신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지, 그 성과는 무

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Cumming(1998)이 제시한대로 서비스 혁신을 프로

세스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림1]과 같이 서비스 혁

신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고려되는 성공요인, 혁신 

프로세스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첫째, 새로운 서비스 접

근을 위한 서비스 혁신의 의미에 대해 통합적으로 

고찰하고 둘째, 서비스 혁신을 이끌기 위한 성공요

인을 도출하고 셋째, 서비스 혁신을 진행하는 과정 

즉, 프로세스 상에서 일어나는 활동 또는 요인이 무

엇인지 알아보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혁신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를 제시하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서비스 혁신에 대한 통합적인 연

구는 제조업 중심의 기술혁신이 다루지 못했던 새로

운 서비스 혁신의 특성을 체계화하여, 서비스 경제

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Ⅱ. 서비스 혁신 관련 문헌연구

1. 서비스 혁신에 관한 접근법

Schumpeter(1934)에 의해 처음 제기된 혁신은 

경제전반에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확대

되면서 경제발전을 위해 이끌어야 하는 제품 혁신과 

프로세스 혁신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혁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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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1950년대와 1960년

에 이르러 여러 학자들에 의해 경제전반에 미치는 

서비스의 영향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견과 함께 서비

스 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Fuchs(1965)는 미국에서 서비스 경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고,

Stiger(1959)와 Greenfield(1966)는 서비스 경제의 

성장을 주목하면서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이나 조직적 변화뿐만 아니라 종업원들의 지식,

스킬 등과 같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서비스 혁신에 대한 연

구를 구체적으로 수행한 것은 아니었으나, 간접적으

로 서비스 혁신 관련 특성들을 연구결과로 제시하였

다(Drejer, 2004). 이러한 연구들을 기점으로 서비스 

활동들을 기존의 경제활동과 구분하여, 서비스 경제

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혁신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비스 혁신에 대한 연구를 기존 제조

업 중심의 혁신 연구와 차별화된 개념 및 방법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Coombs와 

Miles(2000)은 서비스 혁신을 연구하고 정의하기 위한 

접근법을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융화적 접근법(assimilation approach)은 제조업 중심의 

혁신과 유사한 시각에서 서비스 혁신을 다루는 관점

이다. 제조업의 기술중심 생산혁신과 프로세스 혁신 

관점에서 고려했던 것처럼 서비스 혁신도 이들 두 가

지 혁신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Djellal and

Gallouj, 2000). 서비스에 대한 기술혁신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방안에 대해 

고찰한 것으로 서비스 혁신을 매우 협소한 의미에서 

바라본 제한된 접근법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구분된 접근법(demarcation approach)은 서

비스 혁신에 관한 특성들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관점이다. 이 접근법은 제조업의 혁신과는 완

전히 구분되는 서비스의 특성들을 다룬다. 즉, 제조

업의 혁신과는 다른 서비스만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

하여 혁신을 이끄는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Djellal

과 Gallouj(2001)이 새로운 서비스 혁신을 위한 접

근법을 통해 연구한 결과, 혁신에 대한 개념이 과거

의 제품혁신과 프로세스 혁신에서 더 나아가 내부 

조직적 혁신(internal organizational innovation)과 

외부 관계 혁신(external relationship innovation)까

지 고려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연구결과를 통해 서

비스 혁신은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뿐만 아

니라, 혁신을 일으키는 참여자의 다양한 특성, 예를 

들어 고객의 중요성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확

장되었다. 그렇다고 서비스 혁신에서 제조업의 기술 

혁신에 대한 특성을 배제시킨 것은 아니다. 제조업 

혁신을 설명하기 위해 고려했던 요인들과 함께 다차

원적 요인들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으로, 통합적 접근법(synthesis approach)은 서비스 

혁신을 서비스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관련된 혁신 요

인들을 모두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관점이다. 이를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고려하

여 혁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위에 제시한 세 가지 서비스 혁신에 대한 접근법 

중에서도 Gadrey et al.(1995), Sunbdo(1998,

2000), Sunbdo와 Gallouj (2000), Djellal과 

Gallouj(2001)들은 구분된 접근법(demarcation ap-

proach)이 서비스 혁신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하고 

주장한다. 서비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혁신 개

념을 평가하는 관점으로 과거 제조업 중심의 제품혁

신과 차별화된 혁신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는 서비스 혁신이 단순한 생산방법의 변화

나 생산활동의 움직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를 통한 경제활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요인

들을 제시가능하다(Drejer, 2004).

2. 서비스 혁신의 개념

기존 연구들은 서비스 혁신에 관한 다양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Johne와 Storey(1998)는 서비스 혁

신을 ‘공급자가 기존에 제공하지 않은 새로운 서비

스를 개발하는 것’으로, Menor et al.(2002)는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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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비스 혁신의 개념적 특성

Brouwer(1997) 서비스 혁신은 고정된 자산의 혁신을 위한 투자와는 거리가 있다
서비스 혁신은 특허권과 라이센스를 획득하는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서비스 혁신은 연구 개발(R&D)를 요구하지 않는다

Atuahene-Gima(1996) 서비스 혁신은 모방하기가 쉽다
서비스 혁신에서 인적자원은 새로운 제품혁신에서 보다 서비스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Cooper and

De Brentani(1991)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있어 IT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

OECD(2000) 서비스 혁신은 제품 특성의 변화에 제약을 받지 않으며,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와 
고객인터페이스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Sirilli and

Evangelista(1998)

서비스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대로 교육받은 종업원이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서비스가 성공하는데 있어 조직문제는 큰 장애요인이 된다

[표 1] 서비스 혁신과 제조업 혁신의 차이점

(참고: Jong et al., 2003)

스의 개념적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고객들이 사용

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Van de Aa and Elfring(2002)은 ‘조직과 

이에 관련된 환경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는 아이디어,

주체, 역량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서비스 혁신

을 정의하고 있다. 다양한 서비스 혁신의 정의는 기

존 제조업 중심의 혁신과 다른 개념적 특성을 보여

준다. [표1]는 제조업과 다른 서비스 혁신의 개념적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비스 경제의 성장으로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관점의 서비스는 전통적

인 관점에서 벗어나, 그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업과 

고객의 상호교류가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Bygstad

and Lanestedt, 2008). 고객이 서비스 가치를 공동

으로 창출하는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면서, 서비스 

가치를 창출하는 고객의 경험을 향상시키고자 기업

은 고객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집중하고 있다(IBM, 2006; Bygstad and

Lanestedt, 2008). 또한 새로운 서비스에서는 혁신

을 위해 다양한 자원을 획득하고 활용하고자 기업내

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공급자 또는 고객과 네트워크

를 형성하는 것을 중요시한다(Bygstad and

Lanestedt, 2008). 과거 서비스는 많은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4가지 특성 즉, 비분리성, 비가시성,

소멸성 그리고 이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되었다

(Carman and Langeard, 1980). 이러한 서비스 특

성에 고객과의 상호작용이라는 특성이 더 추가되어 

여러 연구들에서 논의되고 있다(Jong et al., 2003).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의 관점에서 기업이 경쟁력

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서비스 혁신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효과

가 어떠한지 등에 대한 고찰이 진행되어야 한다. 실

제 서비스 혁신은 그 가치를 공동 창출하는 고객 참

여, 고객의 서비스 경험에 영향을 받고, 다양한 서비

스 혁신 관련 모델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서

비스 혁신은 다양한 프로세스를 거쳐 서비스의 생산

성 증가, 품질 향상과 같은 높은 성과를 일으킨다

(Hertog, 2000). 따라서 서비스 혁신의 모든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혁신을 프로세스 관점에

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Xin et al., 2006). 왜냐

하면 서비스 혁신은 제조업의 혁신과 달리 제품 혁

신과 프로세스 혁신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

만, 서비스 혁신을 프로세스로 바라보면 이를 동인

하는 구체적인 요인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Cumming, 1998). 그러므로 서비스 혁신을 프로세

스로 간주하고 이것이 발생하는 과정을 이해할 때,

보다 구체적인 서비스 혁신의 성공요인, 프로세스 

그리고 그 성과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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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혁신 서비스 혁신

내적 
요인
(Internal

factors)

전략(Strategy)

- 명확한 목표
- 시장지향점
- 기술적 시너지 및 효과성

- 명확한 목표/방향
- 새로운 고객을 위한 전략
- 시장 중심의 조직

자원(Resource) - 자원 몰입(commitment)

- 자원 몰입(commitment)

- 전략과 자원의 적합도
- 전문적인 지식, 스킬

문화 (Culture)

- 최고 관리자의 지원
- 내부 의사소통 및 협력 
(규칙적인 만남, 팀간 교류,

의사소통 채널 등)

- 상위 관리자의 지원
- 내부 의사소통 및 협력(규칙적인 
만남, 팀간 교류, 의사소통 채널 등)

- 혁신적인 분위기
- 학습환경과 지속적인 학습수행

외적 요인(External factors)
- 외부기업과의 정보 네트워크
- 외적 통합(공급자, 파트너,

고객관계)

- 고객참여
- 고객의 서비스 경험/신호
- 경쟁자들과의 네트워크
- 공급자간의 파트너쉽 또는 네트워크

[표 2] 서비스 혁신과 제조업 혁신의 성공요인

Ⅲ. 서비스 혁신의 성공요인

서비스 경제환경에서 서비스 혁신은 기업들이 경

쟁우위를 획득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자리잡

고 있다(Storey and Easingwood, 1999). 기존 연

구들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 혁신을 성

공으로 이끌기 위해 고려되는 요인들을 조사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Edgett, 1994). 최근 Xin et

al.(2006)는 다양한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통합적으

로 고찰하여 서비스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요인

을 크게 두 가지 관점 즉,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

로 구분하여 아래 [표2]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 표

에서는 제품중심의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비교하여 서비스 혁신을 위한 성공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서비스 혁신의 성공을 위한 내적 요인을 살

펴보면, 이는 세 가지 기준인 1)조직전략 2)자원 3)

문화로 세분화된다. 첫째, 서비스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직전략으로는 명백한 조직목표, 최

고 관리자의 지원, 원활한 의사소통 등이 포함되고,

둘째, 자원은 제조업의 혁신에 비하여 물리적인 자

원보다는 특정 전문기술이나 전략에 적합한 자원,

예를 들어 지식, 스킬 등과 같은 무형의 자원들의 

투입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조직문화는 상위 관리

자들의 적극적인 지원, 내부 의사소통 및 협력, 혁신

적인 기후, 지속적인 학습환경 등의 요인들을 포함

하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 중심의 혁신에 비해서 조

직원들의 학습활동이 서비스 혁신을 성공으로 이끄

는데 차별화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서비스 혁신의 성공을 위한 외적 요인들

을 살펴보면, 제조업 혁신의 성공요인과 달리 고객

의 참여와 경험, 공급자들 간의 네트워크와 같은 요

인들이 도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 혁신의 

성공은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간의 의사소통에 의존

하므로, 서비스 접점에서 성공적인 서비스 경험은 

서비스 혁신을 이끌 수 있다. 만약 고객과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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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서비스 혁신은 실패할 확

률이 높다(Liu and Chen, 2007). 이에 따라 서비스 

혁신은 고객중심의 관점에서 수행될 때 더 좋은 품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Tung과 

Yuang(2007)은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

하여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킬 때 서비스 가치가 극

대화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

스 제공자와 고객간의 유기적인 연결 또는 상호작용

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Prahalad(2003)

가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생성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는 이에 참여하는 서비스 주체들인 기업, 공급자, 고

객들간의 교류, 상호작용 그리고 서비스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서비스 네

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함을 강조한 맥락과 일치한다.

Paton과 McLaughlin(2008) 역시 서비스 혁신은 

네트워크를 통해 조직내의 개인, 그룹에서부터 외부

기업간의 간접적인 공급사슬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네트워크는 서비스 혁

신을 위한 외적 성공요인에 속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포괄하여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고려할 수 있다.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Riel et al.(2004)는 서비스 혁신을 지원하

는 IT 사용수준이나 정도 등에 따라 그 성공여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Ⅳ. 서비스 혁신 프로세스

서비스 혁신을 분석하고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서

비스 혁신 모델들을 제시하고 있다(Xin et al.,

2006). 이 서비스 혁신 모델들은 서비스 혁신을 이

루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어 이를 토대로 서비스 혁

신 프로세스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Hertog(2000)는 서비스 혁신을 위한 모델

을 크게 네 가지 프로세스 즉, 1)서비스 개념 2)고

객 인터페이스 3)서비스 제공 시스템 4)기술옵션으

로 구분하여 이들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서비스 

개념은 제공되는 서비스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

어 있으며, 고객과 경쟁자가 누구인지를 정의한다.

고객 인터페이스는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에게 전달

하려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

게 제공자와 접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한다. 또, 서비스 제공/전달은 서비스 제공자가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부 자원을 어떻게 할당 및 

배치할 것인지를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옵션은 

서비스가 고객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

한 IT 자원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혁신은 

네 가지 프로세스를 통해 일어난다고 이해할 수 있

다.

또한 Hertog의 후속 연구에 의해 크게 두 가지 

차원 즉, 비기술적 차원과 기술적 차원으로 서비스 

혁신 프로세스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비기술적 차

원에서 서비스 혁신은 새로운 서비스 개념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고객 인터페이스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위한 네트워크, 조직

적 개념 또는 백오피스 환경이 갖추어지는 프로세스

를 거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기술적 

차원에서 정보와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이 뒷받침될 

때 서비스 혁신이 진행된다(Hertog et al., 2003).

Hertog(2000)가 제시한 서비스 혁신 프로세스와 

유사한 관점에서 Chen et al.(2007)은 서비스 혁신 

프로세스에 대한 기존 문헌들을 통합적으로 고찰하

여 서비스 혁신을 관리할 수 있는 ‘3V(Value prop-

osition, Value deployment, Value appropriation)

와 3D((service) Delivery, Design, Development)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는 산업측면과 기업측면에서 

서비스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프로세스 활동들을 고

려한 모델이다.

또 다른 서비스 혁신 모델은 Maffei et al.(2005)

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서비스 혁신의 자원을 중점

으로 기업, 경쟁사, 고객, 공급자 각각으로부터 발생

하는 자원들을 고려한 모델을 들 수 있다. 그리고 

Liu와 Chen(2007)은 서비스 혁신 메커니즘을 고객

과 종업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interaction)

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고객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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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이끄는데 중요한 외부자원 즉, 다양한 정보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 고객의 상호작용이 

서비스 혁신을 이끌기 위한 프로세스로 활동으로 간

주될 수 있다(Alam, 2002; Liu and chen, 2007).

이는 기업과 또는 기업내의 조직원과 고객의 관계가 

애착(affection), 친밀감(intimacy), 사회적 지원

(social support)과 같은 깊은 유대관계에 놓여 있을 

때, 서비스 혁신이 더 원활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을 뜻한다(Price and Arnould, 1999).

Paton과 McLaughlin(2008)은 서비스 혁신을 위

해서는 서비스 교환(service exchange)과 지식전이

(knowledge transfer) 과정을 거쳐가 한다고 주장하

였다. 서비스는 제품과 달리 단순히 고객에게 전달 

또는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주체들간

의 협력을 통해 교환(exchange)활동을 일으킨다

(Maglio et al., 2006). 따라서 서비스 혁신이 일어

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외적, 내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생성된 서비스가 고객과 기업 사이에서 교환되

어야 하며, 서비스 네트워크 내에 속해 있는 자원,

지식들을 교환하는 활동 프로세스가 일어나야 한다

(McLaughlin and Paton, 2008).

그리고 Liu et al.(2008)은 서비스 혁신을 이루기 위

한 고객지향적인 서비스 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하였

다. 이들이 제시한 “3P+C 서비스 모델”은 네 가지 차

원 즉, 제공자(provider), 프로세스(process), 장소(place)

그리고 고객(customer)을 통해 고객이 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서비스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

와 같이 다양한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서비스 혁

신 프로세스 모델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이끄는데 필

요한 구체적인 활동들을 고려할 수 있다.

Ⅴ. 서비스 혁신 성과

서비스 혁신은 Schumpeter(1934)이 제시한 5가

지 영역 즉, 제품 혁신, 프로세스 혁신, 시장혁신,

산출물 혁신, 조직혁신으로 구분된다. 또 Gadrey et

al.(1995)는 서비스 혁신을 제품 혁신, 프로세스 혁

신, 조직 혁신으로 구분하였으며, Chen과

Tsou(2006)은 Schumpeter(1934)의 서비스 혁신 개

념에 근거하여 제품혁신, 프로세스 혁신, 시장혁신으

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서비스 혁신의 다양한 개념

들은 혁신의 성과를 알아보고자 측정 개념으로 활용

되어왔다.

실제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 혁신은 서비스를 사용

한 고객과 공동가치를 창출할 때 그 성과가 발생한

다. 따라서 단순히 서비스 혁신의 개념에 기반한 성

과가 아닌, 새로운 서비스 관점에서 서비스 혁신 성

공요인과 프로세스를 통해 도출되는 성과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관점을 

통합하여 크게 (1)서비스 품질 (2)생산성 (3)고객가

치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구분하고자 한다(Gadrey,

Gallouj and Weinstein, 1995; Edvardsson, 2005;

Hipp and Grupp, 2005; Paladino, 2007; Zhang

et al., 2007) .

첫째, 서비스 품질은 고객이 서비스의 공동 가치 

창출자로서 기업내의 서비스 활동에 참여하고, 직원

들과 상호작용하는 결과 생성되는 서비스 혁신의 성

과이다(Gronroos, 2001). 고객이 서비스를 사용할 

때 겪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줄 때, 서비스 품

질이 향상되고 서비스 혁신이 따르게 된다

(Edvardsson, 2005). 둘째, 다른 서비스 혁신의 성

과로 서비스 생산성을 들 수 있다. Spohrer와 

Maglio(2008)는 서비스 생성을 위해 투입된 자원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들이 얼마나 많이 개발되었는지

를 의미하는 생산성을 서비스 혁신의 성과를 위한 

하나의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객가치는 고객이 서비스 또는 제품

을 직접 사용하고 지각하는 서비스 속성에 대한 선

호도를 의미하며, 고객의 실제 목표와 서비스의 속

성이 일치할 때 그 가치가 증가한다(Paladino,

2007). 즉, 서비스 기업이 제공한 서비스가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얼마나 반영하여 고객화

(customization)되었는지에 따라 고객이 지각하는 

서비스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Zhang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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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pp과 Grupp(2005)는 서비스의 다양한 경험을 통

해 고객 가치가 생성될 때 서비스 혁신이 향상된다

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서비스 혁신은 기업과 고객

이 공동으로 서비스를 생성하여 가치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Vargo and Lusch, 2004;

2006; Liu and Chen, 2007), 기업이 다양한 자원

을 활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

객의 서비스 가치가 증가하여 서비스 혁신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새로운 서비스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통합적으로 고찰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먼저, 이론적 관점에서 기존의 

단편적인 관점에서 고찰되어 왔던 서비스 혁신을 통

합적인 관점에서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실무적인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서비스 혁신

의 성공요인, 프로세스 요인 그리고 성과 요인을 실

제 기업들이 활용하여 혁신을 이끄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서비스 

혁신이 일어나는 전 과정을 문헌연구를 통해서만 제

시하고 있으므로, 실제 서비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혁신을 이끄는 요인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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