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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난 30년간 서비스 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한 의 논의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왔지만, 
아직까지 학계에서 반 으로 통용되는 서비스 신에 한   측정방법은 부재한 실정이다. 
많은 서비스 신 연구들은 기존의 통 인 기술 개발  제품 신 이론에 기반을 두고 서비스 

신을 이해하려 했다. 기존의 제품 심의 분석방법론은 서비스 신의 비기술  특성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어 이를 체할 수 있는 새로운 근법이 요구되고 있으며, 표 인 근법으로 
서비스 지배  논리가 있다. 서비스 지배  논리는 새로운 에서 신과 신의 선행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는 개념 인 임워크이다. 한 서비스 신이 기업 경쟁력과 기업성과를 향상 시킨다는 
인식은 서비스 기업들을 심으로 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신에 한 이론  
활용에 한 연구와 이해 부족으로 인해 소수의 기업만이 서비스 신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에서 성공 으로 서비스 신을 수행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 신에 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에 한 연구가 먼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지배  논리 에서 서비스 신의 선행요인을 이론 이고 실증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다음 질문에 한 답을 구하는 것이다: 1) 서비스 신 선행요인은 서비스 신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 2) 서비스 신은 기업의 비재무  그리고 재무  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신의 선행요인(인 자원 리 역량, 내부 업 역량, 
마  역량, 정보기술 역량), 서비스 신 차원(서비스 창출 신, 서비스 달 신, 고객 상호작용 

신)과 기업성과(비재무 , 재무 )를 가지고 이들 간의 인과 계를 분석하 다. 본 연구는 국내 
189개의 서비스 기업을 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인 자원 리 
역량, 마  역량은 모든 서비스 신 차원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내부 

업 역량과 정보기술 역량은 서비스 창출 신과 서비스 달 신에만 제한 으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상호작용 신에는 인력자원 리 역량이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서비스 신 활동은 비재무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 반면, 재무  성과에는 
서비스 달 신과 고객 상호작용 신만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 서비스 신, 서비스 신 차원, 인 자원 리 역량, 내부 업 역량, 마  역량, 

정보기술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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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로벌 경제 기와 제조업의 성장성 정체로 인

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서비스 산업의 요성

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Hipp and Grupp, 2005). 국가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 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결과 으로 세계 경제 구조 

자체가 제조업 심에서 서비스업 심으로 환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상품과 서비스의 수렴

(convergence) 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품의 서비스화(servictization)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실정이다(Drejer, 2004). 이에 따라 서비스 경

제(service economy) 환경 하에서 기업경쟁력을 유

지하고 강화하는 방법은 학계  업계의 주요 심

사가 되었다. 특히, 어떻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

고 기존 서비스를 변형하여 지속 가능한 경쟁우

를 확보하기 한 방안으로서 서비스 신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신을 한 엄

청난 투자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신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를 한 많은 노력들이 실패로 귀결되

고 있다(Berry et al., 2006). 를 들면, 미국 바이오

기술 벤처 투자자들은 리의료(managed care) 서

비스 신에 실패함으로써 400억 불 이상의 손실

을 입었다(Herzlinger, 2006). 따라서 기업의 서비스 

신의 선행요인은 무엇이고 기업성과 향상을 가

져오는 서비스 신은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에 

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요한 연

구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신 선행요인에 

한 연구가 요한데, 이는 기술과 비기술 인 

측면이 복합 으로 결합되어 있는 서비스 신의 

다차원 인 특성을 고려하 을 때 서비스 신의 

선행요인과 제조 신 는 기술 신의 선행요인

과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통 인 제품 신 는 기술 신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선행요인 들에 한 연구는 이론

으로, 실증 으로 다양하게 수행되었지만, 서비스 

신에 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에 한 연구는 

상 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한 지난 30년간 서비스 신을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에 한 의 논의는 지속 으로 이

루어왔지만, 아직까지 학계에서 서비스 신에 

한   측정방법에 해 논의가 이루어지

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연구에서 서비스 신을 

바라보는 은 크게 기술자 (technologist) 

근법, 서비스 심(service-oriented) 근법, 통합

(integrative) 근법으로 구분된다. 기술자  

근법을 기반으로 학자들은 서비스를 특별한 제품

(special product) 분류체계 는 제품의 부수 인 

활동(side activity)으로 간주하 으며, 표  이

론으로 제품 지배  이론(good-dominant logic)이 

있다. 많은 신 연구들은 기존의 통 인 제품 

개발  제품 지배  이론에 상당부분 기반을 두

고 서비스 신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 지

배  논리 을 기반으로 한 신 임워크는 

연구의 상이 유형의 제품이나 기술에 국한되어 

있어 복잡하고 다차원 인(multi-dimensional) 서비

스 신의 특성을 포착하기 어렵다. 제조업 는 

제품 개발을 기반으로 개발된 이론 는 분석방

법론은 서비스 신의 비기술  특성을 간과하고 

서비스 신의 성과 축소를 범할 수 있다는 비

들이 제시되면서, 이를 신할 수 있는 새로운 

근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서비스 심 근법과 

통합  근법이 그것이다.

특히, 통합  근법은 2000년  반에 제시되

었는데, 이는 제품과 서비스의 수렴(convergence) 

상으로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경계가 모호해짐

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포  근법에 한 요구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몇 몇 서비스의 경우  제조업화(industrialized) 

되어가고, 반 로 몇 몇 상품의 생산이 서비스화 

되어감에 따라 통합  근법은 서비스 신을 

상품-서비스라는 연속선 (goods-services con-

tinuum)에서 악한다. 통합  근법의 표 인 

이론인 서비스 지배  논리(service-dominant logic)

는 제품과 서비스의 계를 기존의 수평  

계(horizontal relationship)가 아닌 수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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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tal relationship)로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다

(Vargo et al., 2004). 서비스 지배  논리 에서 

서비스는 “무형의 특화된 역량(지식이나 기술, i.e., 

능동  자원(operant resources))들의 응용 는 활

용(application of specialized competences)”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서비스는 반드시 유형의 제품

(툴, 장비, 분배 방식, i.e., 수동  자원(operand re-

sources))을 통해서 제공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서

비스 지배  논리 에서는 신 로세스는 고

객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을 강조

한다. 통 인 제품 지배  논리 이 제품 

심의 소한 범 에서 신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

이라면, 서비스 지배  논리는 제품과 서비스를 

모두 아우르는 보다 통합 이고 융합 인 시각에

서 신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Vargo et al., 2004). 로벌 연구동향과 비교할 때, 

국내 서비스 신 연구는 창기에 불과하여 서비

스 지배  논리 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신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서비스 

신 활동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는 주로 사례연구 등의 질  연구를 심으로 이루

어졌으므로(Ryu, 2014), 실증 인 연구를 통한 서

비스 신과 기업성과 간의 계에 한 규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신에 한 

새로운 인 서비스 지배  논리이론과 자원 

우  이론(resource-advantage theory)을 심으로 

서비스 신의 선행요인과 서비스 신, 그리고 

기업성과 간의 계를 이론 이고 실증 으로 분

석하고자 한다. 이를 해 신 련문헌과 Den 

Hertog(2000)의 서비스 신 모델을 바탕으로 

서비스 신의 선행요인을 인 자원 리 역량

(human resource management capability), 내부 업 

역량(collaboration capability), 마  역량(market-

ing capability), 정보기술 역량(information technol-

ogy capability) 등 4개로 구분하고, 서비스 신 차원

(dimension)을 서비스 창출 신(service creation-

focused innovation), 서비스 달 신(service de-

livery-focused innovation), 고객 상호작용 신

(customer interaction-focused innovation) 등 3개로 

구분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다음과 같다: 1) 서

비스 신 선행요인은 서비스 신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악하고자 한다. 2) 서비스 

신은 기업의 비재무  그리고 재무  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본 연구는 국내 189개의 서비스 기

업을 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

스 신의 선행요인, 서비스 신, 그리고 기업성

과 간의 계를 실증 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

에서는 서비스 신에 한 이론, 서비스 신과 

서비스 신 차원에 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

볼 것이다. 제Ⅲ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모델과 

가설을, 제Ⅳ장에서는 데이터 수집  주요 변수 

측정방법을, 제Ⅴ장에서는 수집 된 데이터의 분

석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

서는 분석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과 시사  등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이론  배경

2.1 서비스 지배  논리와 자원 우  이론

기존의 신연구들은 서비스 신(service inno-

vation)을 제품 신(product or good innovation) 처

럼 인식하고 있으나, 서비스 신은 통 인 제

품 신과 다른 개념 인 차이를 보인다. 서비스 

신과 제품 신 간의 차이는 근본 으로 서비

스의 특성 즉, 무형성, 이질성, 동시성, 소멸성 그

리고 고객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하며, 이와 

같은 서비스의 특성은 서비스 신의 특성에도 

향을 미쳐 제품 신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  차

이를 만들게 된다(Ryu, 2014). 를 들면 서비스 

신에서 고객의 역할은 크게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제품 신과는 달리 서비스 신에서는 그 

가치를 창출하는데 있어 고객과의 상호교류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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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기 때문이다(Bygstad and Lanestedt, 2009). 

한 기존에는 제조업 신을 곧 기술 신이라

고 인식하고 제품 신(product innovation)과 로

세스 신(process innovation)으로 구분하던 반면, 

서비스 신의 경우 서비스 개념 신, 서비스 

달 신, 경 리 신, 새로운 고객채  신, 

기술 신 등 새로운 에서 새로운 다차원

인 신 차원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에 두 신 

간의 차이가 발견된다. 서비스 신은 제조업 

신 보다 포 인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기

술을 포함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가치를 창출에 

련된 반의 모든 활동들 는 시스템으로 정

의되고 있는 반면, 제조업 신은 제품 개발에 

련된 제반 활동들로 인식되고 있는 도 큰 차이

이다. Sundbo(1997)와 Drejer(2004)는 서비스 신

은 통 인 기술 신과  다른 궤 을 보이

고 있으므로, 서비스 신을 이해하기 해 새로

운 이론이나 분석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 다. 

서비스 신을 이해하기 한 연구들  표

인 이론으로 서비스 지배  논리(service domi-

nant logic)(Vargo et al., 2004)가 있다. 서비스 지배

 논리는 서비스 기반 에서 서비스의 신

(innovation), 신 활동(practices)들과 신 활동의 

선행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는 개념 인 임워

크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지배  논리 

에서는 자원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데, 자원은 단순하고 고정된 요소(stuffs)일뿐 아

니라 무형 이고 능동 인 역량을 포함하는 개념

으로 자원이 더 이상 고정 이고 확정된 것이 아

님을 역설하고 있다. 즉, 서비스 지배  논리 

에서 자원은 본질 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 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에서 자

원은 무형의 자발 인 능동  자원과 유형의 피

동 인 수동 인 자원으로 구분된다. 수동  자

원은 향력을 행사하기 해 사용 되는 자원을 

의미하여 일반 으로 유형의 툴, 장비 등을 의미

한다. 반면 능동  자원은 수동  자원을 이용하여 

자원 스스로가 능동 으로 향력을 행사하는 자

원을 말하며, 역량(competencies), 지식(knowledge)

이나 기술(skills)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비스 

지배  에서 서비스 신은 제품(수동  자

원)을 기반으로 특별한 역량(능동  자원)을 용

하는 로세스로 정의한다. 이 개념은 기업의 제

품의 서비스화 상을 설명하는 이론 인 근거가 

되고 있으며, 기존의 수평 (horizontal)이던 서비

스와 제품의 계가 수직 (vertical)이고 내포

(encapsulation)인 계로 변화했음을 이론 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 1>은 제품과 서비스 간 

계에 있어 제품 지배  논리와 서비스 지배  논

리 의 차이를 도식 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제품 지배  논리와 서비스 지배  논리 

 비교

서비스 지배  이론은 일반 으로 자원 우  이론

(resource advantage theory: R-A theory)(Hunt and 

Morgan, 1995)과 자주 결합되어 사용된다. 자원 

우  이론은 신의 선행요인 연구에 활용되는 

경쟁 로세스 이론으로, 기업은 신 활동을 통

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차별  치 

확보를 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차별  

치는 기업에게 경쟁의 우 를 제공할 수 있는 차

별 인 기업 자원들에게 의존하게 되는데, 자원 

우  이론에서는 이러한 차별  자원, 신 활동, 

기업성과와 그들 간에 계에 주목한다. 서비스 

지배  논리 에서는 자원 우  이론에서 강

조하는 차별  자원들을 능동  자원으로 이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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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기업의 경쟁자가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치확보를 통해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게 되

면, 기업은 경쟁자에 응하기 해 경쟁력을 가

진 능동  자원을 활용하여 신 활동을 수행하

고 이를 통해 그들의 경쟁자를 뛰어넘기 해 노

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비스 지배  논리 

과 자원 우  이론은 서로 결합하여 서비스 신

연구에 요한 이론  임워크를 제공하는데, 

주로 차별 인 능동  자원, 신 활동, 그리고 

기업성과와 그들 간의 계에 을 둔다. <그

림 2>는 자원 우  이론을 도식 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 2> 자원 우  이론

2.2 서비스 신과 서비스 신 차원

서비스 신은 서비스가 가지는 다양한 특성

들의 변화를 말한다(Den Hertog, 2000). 본 연구에

서는 서비스의 다양한 특성에 계된 특정한 

신 활동의 변화를 서비스 신으로 정의한다. 제

품 신과는 달리 서비스 신은 기술 지식과 비

기술  지식의 새로운 조합의 결과로 창출되는 

것으로 보통 다차원 인(multi-dimensional) 특성

을 가진다(Amara et al., 2009). 연구자들은 고

인 제품과 로세스(product/process) 신의 이분

법 인 구분법을 서비스 신에 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지 하고, 통 인 신 활동과

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신 활동이 존재함을 주

장하 다(Droege et al., 2009). 기존 서비스 신 

연구에서 제시된 서비스 신 임워크로는 

Gallouj and Weinstein(1997)의 서비스 신 모델

과 Den Hertog(2000)의 서비스 신 4차원 모델이 

표 이다. Gallouj and Weinstein(1997)은 서비스 

신이란 제공된 최종 서비스(final service offer-

ings)의 특성(characteristics)  구성요소(elements)

의 변화라 정의한 반면, Den Hertog(2000)은 서비

스 신을 조직의 다양한 신 활동의 변화라 정

의하 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신 활

동을 명시하고 정의하기 해 서비스 신 활동

을 서비스 신 차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

서 Gallouj and Weinstein(1997)의 서비스 신 모

델 보다 Den Hertog(2000)의 서비스 신 4차원 

모델이 본 연구의 서비스 신 정의와 분석에 보

다 더 합하다고 단하여 Den Hertog(2000)의 

서비스 신 모델을 용하여 연구모델을 개발하

고자 한다.  

Den Hertog(2000)은 서로 다른 서비스 신 활

동의 유형(types)을 서비스 신 차원(service in-

novation dimension)으로 정의하고, 서비스 신 

차원에 변화가 발생하 을 때 신이 이루어진다

고 설명하 다. Den Hertog(2000)는 4개의 서비스 

신 차원－새로운 서비스 개념(new service con-

cept), 새로운 서비스 달 시스템(new service de-

livery system), 새로운 고객 인터페이스(new client 

interface) 그리고 기술(technological option)－으로 

구성된 서비스 신 모델을 제시하 다. 서비스 

개념은 고객에게 가치를 달할 수 있는 서비스

의 로토 타입으로, 고객의 요구와 서비스 제공

자가 제공하는 요건 등을 모두 포 으로 내포

하고 있는 개념이다. 서비스 달은 새롭거나 

는 기존의 서비스를 달하기 한 조직 내 연속

인 활동과 내부  조직배치 등으로 구성된 서

비스 신 로세스이다. 고객 인터페이스는 서

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은 서비스 신 모델에서 조건

인 요소이나, 서비스 신을 진시키고 가능하

게 하는 요인으로 서비스 신에서 차 필수요

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후 Den Hertog는 기존의 

서비스 신 모델을 개념 으로 확장하여 비즈니스 

트 (new business partner)와 수익모델(revenue 

model)을 추가한 서비스 신 6차원 모델을 제시

하 으나(Den Hertog, 2010), 기존의 4차원 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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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신 모델도 재까지 검증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은 실정을 고려하며 서비스 신 6차원 

모델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 다. <그림 3>은 Den 

Hertog(2000)의 서비스 신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Den Hertog(2000)의 서비스 신 모델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신 선행요인, 서비스 

신 그리고 기업성과 간의 계를 분석하기 

해 Den Hertog(2000)의 서비스 신 모델을 기반

으로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신 활동들을 정의

하고자 한다. 그러나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신 

활동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기 해서는 Den 

Hertog(2000)의 서비스 신 차원을 수정할 필요

가 있다. 첫째, 서비스 지배  에 따라, 기술

은 서비스 신 차원이 아니라 서비스 신의 능

동  자원으로 간주하고 서비스 신 차원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신 선행요인으로 가정하 다

(Edvardsson, 1997). 둘째, 고객 인터페이스(client 

interface)를 고객 상호작용(customer interaction)으

로 용어를 변경하 다. 고객 인터페이스라는 용

어는 자주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과의 이라는 

좁은 의미로 해석되어 그 의미가 축소해석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Gallouj and Weinstein, 1997), 고

객 상호작용으로 변경하 다. 본 연구에서 고객 

상호작용은 고객과의  빈도(the degree of cus-

tomer contact)  고객과의 업 여부(the degree 

of customer co-production)를 포함하는 포 인 

개념으로 변경하 다. 

종합 으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신 모델

에서 기술을 제외한 주요한 3가지 서비스 신 

차원을 이용하여 3개의 서비스 신 활동－서비

스 창출 신, 서비스 달 신, 그리고 고객과

의 상호작용 신－을 개발하 다. 이 세 가지의 

서비스 신 활동은 단일기업 내에 각각 독립

으로 존재하거나, 다양하게 결합한 형태로 수행

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 신 연구가 아직까지 

기단계인 계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신 

활동이 단일기업 내에 각각 독립 으로 수행되는 

경우부터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Ⅲ. 연구모델  연구가설

3.1 연구모델

본 연구는 서비스 지배  논리 이론과 자원 우

 이론을 기반으로 능동  자원은 기업 경쟁력

의 원천으로 기업의 신 활동에 향력을 미쳐 

기업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개념을 채택하

여, 서비스 신의 선행요인, 서비스 신, 그리고 

기업의 성과 간의 계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모

델을 제시하고자 한다(<그림 4> 참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능동  자원을 서비스 신의 선행요

인으로 간주하고 능동  자원은 서비스 신에 

직 인 향을 미치며, 서비스 신은 능동  

자원과 기업성과 간 개변수로써 기업성과에 직

인 향을 미친다고 가정하 다. 서비스 

신의 선행요인과 서비스 신 간의 계를 분석

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Den Hertog(2000)의 서

비스 신 모델을 기반으로 4개의 비기술 인 서

비스 신의 선행요인－인 자원 리 역량, 내

부 업 역량, 마  역량, 정보기술 역량－과 3

개의 서비스 신 활동－서비스 창출 신, 서비

스 달 신 그리고 고객 상호작용 신－을 도

출하고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Den 

Hertog(2000)에서 제시한 신의 선행요인  조

직 역량(organization capability)과 기술(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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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 모델

은 그 정의가 무 범  간 계로, 요인들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 으로 측정하기 해 내부 

업역량과 정보기술 역량으로 변경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3.2 연구가설

서비스 신 연구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신의 

선행요인들에 한 분석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Chen et al., 2009; Froehle et al., 2000; Jaw et al., 

2010). Froehle et al.(2000)은 정보기술, 신 의 

구성, 신 로세스의 형식화(formalization)가 서

비스 신의 효율성을 높여 서비스 신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 다. Chen et al.(2009)은 

서비스 달 신의 선행요인으로 기업의 신 지

향성, 정보기술 역량, 외부 트  간 업을 강조

하고 선행요인, 서비스 달 신 그리고 기업성과 

간의 계를 조사하 다. Jaw et al.(2010)은 서비

스 신의 선행요인으로 서비스의 특성, 시장 지

향성, 신에 한 노력으로 구분하고 이들이 서비

스 신을 통해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이러한 서비스 신의 선행연구들의 공통

은 다양한 선행요인들이 부분 무형 인 기업 역

량 는 종사자의 역량에 을 두고 있다는 이

다. 이는 서비스 지배  논리 에서 서비스 

신의 성공 인 수행을 해 무형의, 비기술 인, 

그리고 능동 인 자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과 일

맥상통한다.

3.2.1 인 자원 리 역량과 서비스 신

통 으로 인 자원은 기업의 요한 자원으

로 인식되어 왔다(De Jong et al., 2003). 인 자원 

리 역량은 기업의 인 자원을 효과 으로 채용, 

개발, 유지하는 조직의 역량을 말한다(Bernardin 

et al., 1993).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

자원을 리하는 역량은 오랜 시간에 걸쳐 개발

되어 보유되는 흉내 낼 수 없는 기업의 지식이나 

기술로써, 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이며 기업의 종

사자들이 기업의 목 을 달성하고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리하는 기업의 가치 있는 실무

(practice)이다(Lado and Wilson, 1994; Wright et 

al., 1997). 인  자원 리 역량이 높은 기업은 지

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숙련된 종사자 는 

문가들을 효율 으로 채용, 확보하고 리하고 

그들을 신 활동에 효과 으로 배속시킬 수 있

으며, 종사자들에게 한 상의 인센티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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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발견과 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Den Hertog(2000)는 효과 으로 기업의 

신을 진할 수 있는 인 자원 리 역량을 

요한 서비스 신의 능동  자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 차별화 략을 추진하는 기

업의 경우, 인 자원 리 역량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식의 도입이 쉬운 유연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지속 인 배움과 훈련, 내부

인 지식의 공유와 보 , 인센티  제공을 통해 

서비스 창출 신을 효과 으로 추진할 수 있다

(Jimenez-Zarco et al., 2006; Laursen and Foss, 2003). 

한 을 기반으로 한 숙련된 지식 종사자들

은 원활한 업과 내부 지식공유, 활용 가능한 외

부 지식의 제시와 도입 등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달 로세스를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서비스 

달 신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서비스 달 

로세스의 효율을 증가시킨다. 반 로 새로운 서

비스 달 시스템이 개발이 되었을 경우, 인 자

원 리 역량은 종사자들의 내부 인 훈련과 

리를 통해서 그들의 업무 방식이나 고객 응 방

식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  수 있다. 한 고객 

상호작용 로세스  고객의 니즈에 한 지식

을 가지고 있는 종사자들을 고객 상호작용 신

에 참가시켜 새로운 고객 상호작용 신 로세

스를 개선하거나 새롭게 디자인 할 수 있다. 인

자원 리 역량은 한 기업 내부 인 훈련을 통

해 종사자가 고객과의 상호작용 방법의 변화에 

응할 수 있게 하여 고객의 수요에 빠르게 응

할 수 있게 한다. 한 기업의 분권화를 증가시켜 

각 부서의 장근무 종사자들의 업무에 한 자

율 인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변

화하는 고객의 수요에 해 종사자들이 빠르고 

효과 으로 응할 수 있게 한다(Laursen and 

Foss, 2003). 따라서 높은 수 의 인 자원 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서비스 신에 

정 인 향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

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 다.

H1: 인 자원 리 역량은 서비스 신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1-1: 인 자원 리 역량은 서비스 창출 

신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1-2: 인 자원 리 역량은 서비스 달 

신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1-3: 인 자원 리 역량은 고객 상호작용 

신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2.2 내부 업 역량과 서비스 신 

내부 업 역량은 둘 이상의 들 간에 비 , 

목 , 아이디어, 정보, 지식, 자원 등을 공유하면서 

공식  는 비공식 으로 함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의 역량으로 정의된다(Ellinger et al., 2000). 

내부 업 역량이 높은 기업은 기업의 목 을 효과

으로 달성하고 기업의 성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내부 업 역량은 종사자들 간의 네트워크

를 통해 발생한다(Luca and Atuahene-Gima, 2007). 

내부 업 역량이 높은 기업은 기능조직 간의 업

을 해 조직 내부 문서나 보고서의 표 화, 규정

화된 업무 로세스, 문제해결 미 , 통합 리자 

등을 통해 각기 다른 기능조직들 간의 통합과 지식

공유를 유도한다(Luca and Atuahene-Gima, 2007). 

이러한 통합 인 조직 구조는 다양한 기능조직 간

의 신뢰와 의존도를 조성하고 발 시키며, 이는 

서비스 창출 신과 서비스 달 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용 이고 호의 인 환경을 조성하고 제

공한다(Damanpour, 1991). 통합 인 조직 기반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능조직 간 종사자들의 극

인 업무 참여와 업은 종사자들 간 정보와 지식의 

공유를 북돋으며 효율을 높이고 서비스 창출 신

을 활성화 시킨다. 

내부 업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달 방법론을 도입하는 데 있

어 종사자들 간에 업을 통해 기업구조에 유연하

게 용 할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 창출 신이나 

서비스 달 신을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Den Hertog, 2000). 특히 마 ,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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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그리고 타 분야 종사자들 간의 업은 서로 

다른 지식과 정보( : 시장정보와 기술정보)들을 

공유하게 하여 서비스 창출 신을 진하고 이를 

확장시켜, 새로운 서비스를 효과 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Argyris 1982; Han et al., 1998). 한 

다양한 기능조직( : 부서, 사업부 등) 종사자들 

간에 잘 조정되고 원활한 업 역량은 서비스 달 

로세스 운 의 효율성을 증가시켜 서비스 달 

시간을 감소시키고, 효과 으로 고객에게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서비스 달 신을 활성화 

시킨다. 내부 업 역량은 다양한 기능조직의 종사

자들 간에 다방면의 지식과 정보들을 원활하게 공

유할 수 있게 하여 고객에게 맞는 최 의 아이디어

를 선택하게 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기업은 고객

에게 합한 상호작용 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며, 

결과 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한 서비스 장 종사자들과의 기능 조직 종사자

들 간 원활한 커뮤니 이션을 통해 복잡한 신 

로세스와 많은 고객의 문제 을 쉽게 처리할 수 

있어 고객 상호작용 신 활동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수 의 내부 업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서비스 신에 정 인 

향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 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2: 내부 업 역량은 서비스 신에 정 인

(+) 향을 미칠 것이다.

  H2-1: 내부 업 역량은 서비스 창출 신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2-2: 내부 업 역량은 서비스 달 신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2-3: 내부 업 역량은 고객 상호작용 신

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2.3 마  역량과 서비스 신

마  역량은 성공 인 기업의 랜드 구축

과 제품의 가치를 추가함으로써 경쟁자들과는 다

른 차별 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의 역량이다(Kotabe et al., 2002). 특히, 마

 역랑은 기업의 신과 하게 연 되어 있

는데, 이는 기업이 시장에서 차별 인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심에 마  역량이 존

재하기 때문이다(Kerin, 1992). 마  역량은 차

별화된 새로운 타켓 시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새

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새로운 서비스 달 

로세스와 새로운 고객과의 커뮤니 이션 로그

램을 창출할 수 있다(Song et al., 1997). 특히 마

 역량은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서비스 창출 신에 매우 요한데, 이는 상품이

나 서비스 개발에 한 특별한 고객의 요구와 시

장의 수요는 마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

문이다(Kim et al., 2008). 한, 마  역량은 기

업의 서비스의 차별화 략이 성공 으로 개발되

고 추진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성공 으로 서비스 창출 신을 수행할 수 있다. 

한 마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한 고객과의 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는 기

업의 마  역량이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특별

한 고객의 요구를 효과 으로 응하고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Jayachandran et al., 2005). 고객

과의 상호작용은 복잡하고 특별한 고객 요구  

시장의 수요에 해 기업의 이해를 도울 수 있으

며, 동시에 상품과 서비스의 차별화를 달성 할 수 

있게 하여 서비스 창출 신을 효과 으로 수행

할 수 있다(Song et al., 2008). 마  역량은 고객

의 요구에 맞는 유용하고 편리한 서비스 달 방

식을 채택  개발 할 수 있게 하여 서비스 달 

신을 효과 으로 구 할 수 있게 한다. 기업이 

효과 으로 고객과의 한 상호작용 채   

방식을 개발할 수 있게 하여 고객 상호작용 신

을 활성화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고객과의 

한 상호작용은 고객이 극 으로 기업의 서

비스에 참여하게 함으로서 새로운 서비스 개념을 

창출할 수 있게 하여 서비스 창출 신에 다시 도

움을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수 의 마  역

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서비스 신에 정



유  선․한 진 

88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18, No.2

인 향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 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3: 마  역량은 서비스 신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3-1: 마  역량은 서비스 창출 신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3-2: 마  역량은 서비스 달 신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3-3: 마  역량은 고객 상호작용 신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2.4 정보기술 역량과 서비스 신

정보기술 역량은 정보기술 자원( : 소 트웨

어, 하드웨어, 정보기술 인력 등)을 효과 으로 획

득, 배분, 진시켜 조직 정보를 통합 으로 리

할 수 있는 조직의 역량으로 정의된다(Bharadwaj, 

2000; Bhatt and Grover, 2005). 정보기술 역량은 서

비스 신 진과 활성화에 있어 매우 요한데, 

이는 정보기술 역량이 보다 수월한 서비스 환경을 

창출할 수 있는 주요 매제(key facilitator)로서 역

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정보기술 역량은 조직 

내 창조성과 신성을 진하는 조직 환경을 창출

할 수 있으며, 조직 밖의 다양한 환경변화에 응

할 수 있도록 해 다(Morton, 1988). 한 정보기

술 역량은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한 지식기반을 활성화하여 정보검색 비용

을 감소시킨다(Dewett and Jones, 2001). 따라서 높

은 정보기술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창조 인 

기업 지식 활용이 가능하며, 이는 새로운 제품

이나 서비스 개발에 있어 매우 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Leavy, 1998). 기업은 정보기술 역

량을 통해 시장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내부지식 자원의 

공유  통합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Henderson 

and Venkatraman, 1994). Chen and Tsou(2009)에 따

르면 정보기술 역량은 서비스 달 로세스의 효

율성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서비

스 달의 신을 가져온다. 한 정보기술 역량

은 서비스를 빠르게 달하여 고객 요구에 한 

기업 응을 향상시킴으로써 고객의 편의를 증가

시킨다. 나아가 높은 수 의 정보기술 역량은 명

문화된 지식 풀(knowledge pool)을 기반으로 새로

운 서비스 달채 이나 달 방식의 개발을 진

시킨다. 정보기술의 핵심 역량은 변화하는 고객 

선호도를 추 하고 측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은 고객의 선호도를 보다 빠르게 포착할 수 

있다(Bharadwaj, 2000). 

한 정보기술 역량은 고객과 직 인 을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새로운 서비스에 한 고객

과의 공동생산을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채 을 

제공할 수 있다(Quinn, 2000). 를 들면, 기업은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함

으로써 고객과 업을 도모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기술 역량은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 업을 

효과 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한 서비스 신의 진을 가능하게 한다. 정보기

술 역량은 기업이 특정한 고객의 니즈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효과 으

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 상호작용 신

의 효과 인 구 이 가능하도록 도와 다. 따라서 

높은 수 의 정보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은 서비스 신에 정 인 향을  것이다. 이상

의 논의를 토 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4: 정보기술 역량은 서비스 신에 정 인

(+) 향을 미칠 것이다.

  H4-1: 정보기술 역량은 서비스 창출 신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4-2: 정보기술 역량은 서비스 달 신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4-3: 정보기술 역량은 고객 상호작용 신

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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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서비스 신과 기업성과 

이 부터 많은 신연구들은 서비스 기업에서 

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에 해 분석해 왔

으며, 신이 기업의 경쟁력의 척도이며 경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임을 지 하 다(Lööf and 

Heshmati, 2006). 특히 신연구에 있어 비재무  

성과는 기업의 의사결정권자에게 신의 미래 재

무  성과를 측하게 할 수 있게 한다는 에서 

재무  성과와 함께 주목 받고 있는 요한 성과지

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동안 많은 연구에서 

신과 기업성과 간의 계를 설명하여 왔지만, 서비

스 기업에서 신과 기업성과 간의 계를 실증

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이 까지 많은 연구들이 서비스의 무형 이고 제

품 지원 인 특성에 집 하여 서비스 신 활동을 

독립 인 신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높

은 계로, 서비스 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

에 한 연구들이 부재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신 활동이 비재무  성과

뿐 아니라 재무  성과의 경우에도 직 으로 어

떠한 향을 미치는 지 실증 으로 분석하고자 하

다. 비재무  성과는 지난 3년 동안 고객 니즈에 

한 응 정도, 고객 만족도 향상 정도, 향상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여부 정도로 3가지 항목으로 

측정하 으며, 재무  성과는 매출 이익률(ROS), 

총자산 이익률(ROA), 투자 수익률(ROI), 총 수익

(ROI) 등 4가지 항목으로 측정하 다.

서비스 창출 신은 고객에게 달되는 서비

스에 변화를 주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 는 향

상된 가치를 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창출하는 

신 활동으로 정의한다. 서비스 창출 신은 새

롭거나 향상된 서비스를 통해 특별한 가치를 제

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Den Hertog, 2000). 따라

서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를 받아들여 새롭게 개

발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빠르게 반 하는 로세

스는 서비스 창출 신 활동에서 매우 요하게 

간주된다. 서비스 창출 신은 서비스 신 활동

들 에서 가장 신성과 유연성을 지향하는 

신 활동이며, 기업은 새롭게 개발된 신 인 서

비스를 통해 지속 으로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만족을 이루고 기업

의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Edvardsson, 1997). 

한 서비스 창출 신 활동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기

업의 재무  성과에 직 인 향을 미쳐 경제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 창출 

신 활동은 일정부분 투자비용에 한 험을 

담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쟁력 향상

과 재무  성과를 향상 킬 수 있는 가장 신 인 

서비스 신 활동이다.

서비스 달 신은 서비스를 고객에 달하기 

해 새롭거나 향상된 달 방식이나 시스템을 도

입 는 새롭게 개발하는 신 활동으로 정의한

다. 이 신 활동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서비스를 

고객에게 달할 것인가를 변화함으로써 고객에

게 편리함을 제공하여 서비스를 차별화하는데 목

을 둔다(Chen et al., 2009). 기업은 효과 이고 

효율 인 서비스 달 로세스를 새롭게 개발하

거나 용하여 비용 감과 수익향상이 가능하며, 

고객에게는 편리함과 낮은 가격을 제공할 수 있

다. 효율 이고 효과 인 서비스 달 로세스는 

기업의 정 인 이미지와 평 을 강화시킬 수 있

다. 따라서 서비스 달 신을 수행하는 기업은 

서비스 달 로세스의 효율을 효과 으로 향상

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비재무 인 성과- 고객

의 만족과 기업의 경쟁력- 를 향상시킬 수 있다

(Avlonitis et al., 2001). 한 차별화된 기업의 서비

스 달 로세스는 재무 인 성과, 특히 수익성

(운 이익, 낮은 운 비용 등)과 매출(총 매출이익)

에 정 인 향을 미친다(Avlonitis et al., 2001).

기업과 고객 간의 효과 인 상호작용 로세스

는 기업 신의 원천이다(Den Hertog et al., 2010). 

고객 상호작용 신은 서비스 신 로세스( : 

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구 , 서비스 소비 등)에 

고객과 하거나 신 로세스에 직 으로 

고객을 참여시키는데 있어 그 정도를 변화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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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활동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고객 상호작용 

신에서는 얼마나 자주(고객 응) 그리고 어느 

정도(고객 참여 생산)까지 고객을 서비스 신 

로세스에 참여시킬 것인가가 신 활동의 정도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고객 상호작용 신 활동

은 고객과 서비스 기업 간의 하고 개방된 

계 구축에 집 하며, 특히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

해 서비스의 고객 만족을 향상 시킬 뿐 아니라 반

로 상호작용을 통한 고객의 피드백은  다른 

하나의 새로운 신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에서 매우 요한 신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Den Hertog, 2000; Gustafsson et al., 2012). 이러한 

서비스 신 활동은 신 로세스를 통해 고객의 

니즈를 서비스에 반 할 수 있어 수  높은 서비

스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향상시

켜 기업의 비재무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서비스 자체의 차별화 없이도 고객의 

특별한 니즈를 반 한 틈새시장을 발굴함으로써 

기업의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다는 에서 

재무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Alam, 2002).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토 로 본 연

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5: 서비스 신은 비재무  성과에 정 인

(+) 향을 미칠 것이다.

  H5-1: 서비스 창출 신은 비재무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5-2: 서비스 달 신은 비재무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5-3: 고객 상호작용 신은 비재무  성과

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6: 서비스 신은 재무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6-1: 서비스 달 신은 재무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6-2: 서비스 창출 신은 재무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6-3: 고객 상호작용 신은 재무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Ⅳ. 연구 방법

4.1 주요 변수 측정

앞서 도출된 연구모델의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련 선행연구를 토 로 각 연구개념(con-

structs)을 <부록>과 같이 정의하고 이에 한 

측정항목을 도출하 다. 본 연구의 분석단 는 

조직수 이다. 본 연구의 연구개념들은 Den 

Hertog(2000)의 서비스 신 모델을 기반으로 본 

연구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도출하 다. 각 연구개

념들의 측정항목은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다수의 

항목을 본 연구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으

나, 연구를 해 새롭게 도출된 서비스 신 활동

( : 서비스 창출 신, 서비스 달 신, 고객 상호

작용 신)의 경우 Moore and Benbasat(1991)의 새로

운 측정지표를 개발할 때 활용되는 3단계 기법( : 

측정항목 창출, 스 일 개발, 측정항목 테스트)을 

통해 체계 으로 새롭게 개발되었다. 1차 설문이 

완성된 후 일럿 연구를 통해 측정문항의 액면 

타당성(face validity)과 내  타당성(internal validity)

을 검토하고 이를 수정 보완하 으며, 최종 설문을 

완성한 후 이를 활용하여 본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Nunally and Bernstein, 1978). 각 연구개념은 3~4개의 

측정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커트(Likert) 5  

척도(1-매우 낮다, 5-매우 높다)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연구개념  재무  성과는 다른 연구개념들

과의 일 성을 해 실제 수치를 용하지 않고, 

재무성과(ROI, ROA, ROS 등)에 한 변화 정도를 

5  척도로 평가하여 측정하 다(<부록> 참고).

4.2 데이터 수집  표본 특성

자료수집은 지난 3년(2008~2010년) 동안 신 활

동을 수행했던 경험이 있는 서비스 기업을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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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본의 기술  특성

(a) 산업 별 (b) 기업 연령 별

산업 빈도 비율 범 빈도 비율

운송업 35 18.5% 5년 이하 24 12.7%

통신업 37 19.6% 6~10년 49 25.9%

컴퓨터와 소 트웨어 35 18.5% 11~20년 79 41.8%

엔지니어링과 아키텍쳐 39 20.6% 21~30년 27 14.3%

비즈니스 컨설 29 15.3% 30년 이상 10 5.3%

디자인 서비스 14 7.4%

Total 189 100% Total 189 100%

(c) 종사자 수 별 (d) 총 매출액 별 

범 빈도 비율 범 빈도 비율

10~29명 64 33.9% 10억 원 미만 33 17.5%

30~49명 44 23.3% 10~99억 원 94 49.7%

50~99명 38 20.1% 100~499억 원 42 22.2%

100~299명 27 14.3% 500~999억 원 8 4.2%

300명 이상 16 8.5% 1,000억 원 이상 12 6.3%

Total 189 100% Total 189 100%

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서비스 신의 4개의 선

행요인, 3개의 서비스 신 활동에 을 두어 

개발되었으며, 설문지 작성에 동의한 856개의 서

비스 기업의 운  리자와 신 리자에게 배포

되었다. 설문과정에서 편향발생을 방지하기 하

여, 기업의 특성이나 기업성과에 한 설문 항목은 

운  리자에게, 서비스 신에 한 항목은 

신 리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요청하 다. 운

리자는 략부서 는 운 부서에 근무하고 있

으며 기업의 특성, 략, 운  는 기업성과에 

해 답변이 가능한 리자를 말하여, 신 리자

는 상품기획, 마  는 R&D 부서에 근무하며 

기업의 주력 제품 는 서비스의 개선  개발을 

담당하는 리자를 말한다. 본 연구의 설문 상은 

한국 서비스 산업 신조사(http://kis.stepi.re.kr)에 

참여하고 있는 서비스 기업을 모집단으로 하여 운

송, 통신, 컴퓨터  소 트웨어, 엔지니어링  

아키텍쳐, 비즈니스 컨설 , 디자인 서비스로 구성

된 6개의 하  서비스 산업군에 한 층화 추출법

(stratified sampling)을 용하여 진행되었다. 설문

은 이메일, 팩스, 그리고 개인 인 인터뷰를 통해

서 이루어졌으며, 최종 으로 205개의 설문지를 

회수하 다. 이 , 불성실 응답  미응답 항목이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 총 189개의 자료를 최종

으로 분석에 사용하여 유효응답률은 22.1 %를 보

다. 분석에 이용된 표본의 기술  특성은 <표 

1>와 같다.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

은 엔지니어링과 아키텍쳐업(20.6%)으로, 그 다음 

순으로 통신업(19.6%), 컴퓨터와 소 트웨어업과 

운송업(각각18.5%) 순으로 나타났다. 표본의 기업

연령 체 평균은 13.9년, 표  편차는 9.7을 보

다. 표본의 종사자수 체 평균은 101.7 명(표  

편차 215.7)이고, 총 매출액 평균은 187.8억(표  

편차 382.2)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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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Item
Mean

(S.D)

Cronbach’s 

Alpha

Composite 

Reliability

Average 

Variance 

Extracted

Loading T-statistic

서비스 창출 신

(SCFI)

SCFI1
2.744

(0.895)
0.772 0.870 0.693

0.903 55.691

SCFI2 0.887 38.646

SCFI3 0.697 14.247

서비스 달 신

(SDFI)

SDFI1
3.229

(0.667)
0.723 0.844 0.645

0.877 35.118

SDFI2 0.833 25.768

SDFI3 0.690 10.950

고객 상호작용 신

(CIFI)

CIFI1
3.353

(0.802)
0.786 0.874 0.698

0.794 10.608

CIFI2 0.873 23.205

CIFI3 0.845 19.510

인 자원 리 역량

(HRMC)

HRMC1
3.397

(0.980)
0.880 0.925 0.806

0.889 55.463

HRMC2 0.898 53.338

HRMC3 0.903 69.046

내부 업 역량

(CLBC)

CLBC1

3.324

(0.724)
0.863 0.907 0.709

0.842 34.661

CLBC2 0.793 20.952

CLBC3 0.841 34.764

CLBC4 0.897 55.032

마  역량 

(MKC)

MKC1
3.277

(0.935)
0.878 0.925 0.804

0.906 61.717

MKC2 0.896 55.813

MKC3 0.888 52.699

정보기술 역량

(ITC)

ITC1

3.238

(0.689)
0.834 0.888 0.665

0.765 16.155

ITC2 0.873 32.635

ITC3 0.800 18.142

ITC4 0.825 22.016

비재무  성과

(NFFP)

NFFP1
3.201

(0.681)
0.668 0.813 0.594

0.699 6.854

NFFP2 0.757 8.353

NFFP3 0.847 9.507

재무  성과

(FFP)

FFP1

2.812

(0.612)
0.843 0.895 0.681

0.819 17.788

FFP2 0.860 17.972

FFP3 0.743 10.988

FFP4 0.875 14.429

<표 2> PLS 확인요인 분석 결과

Ⅴ. 분석 결과

5.1 측정모델 평가

본 연구에서는 PLS(Partial Least Squares)을 활

용하여 측정모형 분석(확인  요인분석)과 구조

모형 분석을 수행하 다. PLS 로그램은 Smart 

PLS 2.0을 이용하 다.  PLS가 사용되는 주요 이

유는 심도 있는 검증이 사 에 이루어지지 않은 

창기 연구일 경우, 표본의 규모가 작은 경우, 

데이터가 비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 경우, 연구

에 사용된 측정치가 조형지표(formative)인 경우, 

측에 을 맞추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모델

이 복잡한 경우 등 이 있다(Fornell and Larcker, 

1981; Ringle et al., 2005). 본 연구의 경우 표본의 

수는 189개로 충분하지만 SPSS에서 Kolmogor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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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FAge 1.00 　 　 　 　 　 　 　 　 　 　

2. FSize .513** 1.00 　 　 　 　 　 　 　 　 　

3. IType -.062 -.217** 1.00

3. SCFI .082 .141 -.210 .693 　 　 　 　 　 　 　

4. SDFI -.009 .151* -.149* .385** .645 　 　 　 　 　 　

5. CIFI .042 .067 .212** .204** -.042 .698 　 　 　 　 　

6. HRMC .175* .119 -.022 .479** .234** .234** .806 　 　 　 　

7. CLBC .123 -.001 .029 .458** .175 .043 .501 .709 　 　 　

8. MKC .091 -.058 .065 .502** .292** .179* .346** .495** .804 　 　

9. ITC .014 .052 .146 .138 -.051 .201** .049 .105 .046 .665 　 　

10. NFFP .183* .123 .063 .249** .218** .178* .252** .255** .195** .131 .594 　

11. FFP .081 .194** -.130 .117 .241** .109 .083 -.113 .043 .032 .100 .681 

<표 3> 주요변수들 간의 상 계

Note: FSize: Firm size, FAge: Firm age, IType: Industry type

Square roots of the average variance extracted(SRAVE)는 이탤릭체와 볼드체로 표시.

Smirnov와 Shapiro-Wilk의 정규 검정결과에서 마

 역량  정보기술 역량을 제외한 모든 연구

변수의 유의확률 값이 유의수  0.05보다 작은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데이터가 정규분포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르

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규

분포를 가정하는 LISREL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보다는 PLS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델

을 선택하 다. 

먼 , 측정도구에 한 신뢰성  타당성 분석

을 하여 연구개념들에 한 확인요인분석을 수

행하 는데, 각 측정항목은 반  지표(reflective 

indicators) 측정모델을 검증하기 하여 3가지 타

당성(즉, 내용타당성, 집 타당성, 별타당성)을 

살펴보았다.

첫째,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은 측정항목

과 선행연구와의 일치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은 기존 연구들을 

토 로 수정  개발되었으며, 일럿(pilot) 테스

트를 통해 측정항목을 정제하 다. 둘째, 집 타

당성(convergent validity)은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와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을 통해 측정된다(Hair et al., 

1998). 본 연구에서는 Fornell and Larcker(1981)가 

제시한 3가지 기 을 용하여 집 타당성을 측

정하 다. 즉, (1) 모든 측정항목의 요인 재량

(loadings)이 최소 0.5, 이상 으로는 0.7 이상이어

야 하고, (2) 복합신뢰도 값이 0.7 이상이어야 하

며, (3) 평균분산추출 값이 0.5 이상일 때 해당 연

구개념의 집 타당성이 있다고 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요인 재량이 0.7 이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모든 측정항목의 복합신뢰

도 값은 0.813에서 0.925, 그리고 평균분산추출 값

은 0.594에서 0.806까지로 집 타당성의 3가지 조

건을 모두 만족시켰다(<표 2> 참조). 셋째, 별타

당성(discriminant validity)은 각 연구개념에 한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square root of AVE) 값이 

나머지 다른 연구개념들 간의 상 계수(correla-

tion)보다 커야 별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Fornell and Larcker, 1981). 측정결과 <표 3>과 같

이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이 나머지 다른 연

구개념들 간 상 계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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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0.10, **p < 0.05, ***p < 0.01

<그림 5> PLS 구조모형 분석 결과

별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다 공선성

(multicollinearity) 테스트 결과 값도 1~2 정도로 

임계치인 10 미만을 만족하 다(Myers, 1990). 따

라서, 본 연구의 구조모델은 체 인 합성을 평

가하기 한 기 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2 구조모델 평가  가설검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해 PLS 구조모

형의 경로계수를 이용하 다. 이를 해 리샘

링 횟수를 500회로 설정한 상태에서 부트 스트래

핑(bootstrapping)을 반복 수행하여 산출된 t값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 다. 통제변수로는 기업연

령, 기업크기 그리고 산업유형을 추가하여 분석

하 다. <그림 5>는 구조모형의 검증결과를, <표 

4>는 연구가설의 검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가설검증의 결과는 총 18개의 가설  3개(H2-3, 

H4-3, H6-1)를 제외한 나머지 15개의 가설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인 자원 리 

역량은 서비스 창출 신, 서비스 달 신 그리

고 고객 상호작용 신 모두에게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1-1, H1-2, H1-3 채택). 

내부 업 역량은 서비스 창출 신, 서비스 달 

신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고객 상호작용 신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H2-1, H2-2 채택; H2-3 기

각). 마  역량은 서비스 창출 신, 서비스 달 

신, 그리고 고객 상호작용 신에 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3-1, H3-2, H3-3 채

택). 정보기술 역량은 서비스 창출 신과 서비스 

달 신에는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고객 상호작용 신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H4-1, H4-2 채택; 

H4-3 기각). 서비스 창출 신은 비재무  성과에

는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무  성과에는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5-1 채택; H6-1 기각). 그러나 서비스 달 신

과 고객 상호작용 신은 비재무  성과와 재무  

성과 모두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H5-2, H5-3, H6-2, H6-3 채택). 

좀 더 세부 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인력

자원 리 역량은 서비스 창출 신, 서비스 달 

신, 그리고 고객 상호작용 신에 모두 상

으로 높은 수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 0.297, p < 0.01;  = 0.205, p < 0.05;  =

0.263, p < 0.01), 특히 서비스 창출 신에 큰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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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표 화 경로계수(t값) 검증결과

H1

H1-1: 인 자원 리 역량 → 서비스 창출 신 0.297(4.474)*** Supported

H1-2: 인 자원 리 역량 → 서비스 달 신 0.205(2.680)*** Supported

H1-3: 인 자원 리 역량 → 고객 상호작용 신 0.263(3.072)*** Supported

H2

H2-1: 내부 업 역량 → 서비스 창출 신 0.111(1.651)* Supported

H2-2: 내부 업 역량 → 서비스 달 신 0.153(1.844)* Supported

H2-3: 내부 업 역량 → 고객 상호작용 신 -0.153(1.666)* Not Supported

H3

H3-1: 마  역량 → 서비스 창출 신 0.306(4.345)*** Supported

H3-2: 마  역량 → 서비스 달 신 0.255(3.110)*** Supported

H3-3: 마  역량 → 고객 상호작용 신 0.169(2.243)** Supported

H4

H4-1: 정보기술 역량 → 서비스 창출 신 0.179(3.014)*** Supported

H4-2: 정보기술 역량 → 서비스 달 신 0.218(2.919)*** Supported

H4-3: 정보기술 역량 → 고객 상호작용 신 0.011(0.230) Not Supported

H5

H5-1: 서비스 창출 신 → 비재무  성과 0.196(2.247)** Supported

H5-2: 서비스 달 신 → 비재무  성과 0.173(2.228)** Supported

H5-3: 고객 상호작용 신 → 비재무  성과 0.127(1.848)* Supported

H6

H6-1: 서비스 창출 신 → 재무  성과 -0.012(0.253) Not Supported

H6-2: 서비스 달 신 → 재무  성과 0.217(2.868)*** Supported

H6-3: 고객 상호작용 신 → 재무  성과 0.134(1.957)* Supported

<표 4> 가설검정 결과분석 요약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업 역량은 서

비스 창출 신과 서비스 달 신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0.111, p <

0.10;  = 0.153, p < 0.10), 서비스 창출 신보다 

서비스 달 신에 보다 정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부 업 역량은 고

객 상호작용 신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역량은 인력자원 

리 역량과 마찬가지로 모든 서비스 신 활동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0.306, p < 0.01;  = 0.255, p < 0.01;  = 0.169, p <

0.05), 특히 서비스 창출 신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 역량은 내부 

력 역량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창출 신과 서

비스 달 신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 0.179, p < 0.01;  = 0.218, p <

0.01), 그 에서도 서비스 달 신에 보다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

면 인력자원 리 역량과 마  역량은 서비스 

창출 신 활동에 보다 큰 향을 미치는 반면, 

내부 업 역량과 정보기술 역량은 서비스 달 

신 활동에 상 으로 큰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고객상호작용 신 활동에는 마

 역량보다 인 자원 리 역량이 상 으로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비스 신 활동과 기업성과 간의 계에서

는 서비스 달 신 활동과 고객 상호작용 

신 활동은 비재무  성과( = 0.173, p < 0.05;  =

0.127, p < 0.10)와 재무  성과( = 0.217, p <

0.01;  = 0.134, p < 0.10)에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 창출 

신은 비재무  성과에만 유의한 향을 보 다(

= 0.196, p < 0.05). 특히 서비스 창출 신은 다른 

신 활동과 비교하여 비재무  성과에 상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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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무  

성과에는 서비스 달 신이 상 으로 높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기

업연령은 비재무  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

나( = 0.176, p < 0.05), 재무  성과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기업 크기와 산업유형의 

경우 비재무  성과와 재무  성과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Ⅵ. 결론  시사

6.1 결과 논의  시사

본 연구는 서비스 지배  논리와 자원 우  이

론을 용하여 서비스 신 선행요인, 서비스 

신 그리고 기업성과 간의 계를 분석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체 인 분석 결과, 인력자원 리 

역량과 마  역량은 모든 서비스 신 활동에 

유의한 향을 주고 있으나, 내부 업역량과 정

보기술 역량은 서비스 달 신과 서비스 창출 

신에만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자원 리 역량과 마  역량은 서비스 창출 

신에 가장 크게 향을 미쳤으며, 내부 업 역

량과 정보기술 역량은 서비스 달 신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상호작

용 신에는 인력자원 리 역량이 가장 큰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의 모든 서비스 

신 활동은 비재무  성과에는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재무 인 성과에는 

서비스 달 신과 고객 상호작용 신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연구 결과

에 한 구체 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력자원 리 역량과 마  역량은 모든 

서비스 신 활동에 향을 미치는 요한 선행요

인이다. 본 연구의 결과 비기술 , 그리고 고객 상

호작용  특성이 강한 인력자원 리 역량과 마

 역량이 모든 서비스 신 활동에 가장 정 이

고 유의한 향을 미치는 능동  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이 서비스 신에서 높

은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숙련된 종사자 

는 문가의 요한 역할(Den Hertog, 2000; 

Jimenez-Zarco et al., 2006; Laursen and Foss, 2003)을 

강조했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효과 인 인 자원을 리하는 역량은 서

비스 신을 진할 수 있는 요하고 핵심 인 

능동  자원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 다. 한 인

자원 리 역량과 마찬가지로 마  역량도 서

비스 신에 큰 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기업의 마  역량이 기업의 신과 

하게 연 되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Kotabe 

et al., 2002; Song et al., 199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마  역량은 서비스 신과 하게 연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성과에 간 으로 향

을 미치는 핵심 인 서비스 신의 선행요인이다. 

둘째, 성공 인 서비스 창출 신을 수행하기 

해서는 인력자원 리 역량과 마  역량은 

필수 이다. 새로운 서비스의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서비스 창출 신에서 마  역량의 역할

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본 연구 결과에서도 마

 역량은 서비스 창출 신에서 4개의 선행요

인 에서도 가장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마  역량이 서비스 창출 신에 

한 향을 미치는 이유로는 기업의 뛰어난 마

 역량은 서비스에 한 특별한 고객의 요구

와 시장의 수요를 빠르게 발견하고 응하게 하

여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진시킬 수 있기 때문

인 것으로(Kim et al., 2008) 분석된다. 한 문

이고 숙련된 인 자원은 역시 서비스 창출 

신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 자원에 한 기존 문헌과는 다른 시사 을 

다. 즉, 기존의 문헌들은 인 자원은 일반 으

로 고객의 에서 고객과의 과 상호작용에

서 요한 향을 미쳐 기업 경쟁력과 성과 향상

에 향을 주는 요한 요인으로 강조하 으나, 

본 연구의 결과 고객 상호작용 신보다 서비스 

창출 신 활동에 더 많은 향을 미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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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 자원은 고객 상호작용 

신보다 서비스 창출 신에 보다 핵심 인 요

인임을 의미하며, 제조 기업과는 달리 서비스 기

업의 새로운 서비스 가치의 창출은 기업의 신 

로세스나 시스템, 보유 기술이나 특허 등이 아닌 

기술과 지식,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문인

력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정보기술 역량과 내부 업 역량은 서비

스 달 신을 수행하는데 효과 이다. 본 연구 

결과 정보기술 역량과 내부 업 역량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서

비스 달 로세스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고객의 

편리성을 제공한 하는데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서비스 달 신에 가

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정보기술 역량이나 내무 업 역량 모두 기

업 업무  운 의 효율성 증가에 많은 부분 

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역

량들은 성공 인 서비스 달 신 수행하기 

해 필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고객 상호작

용 신의 성공 인 수행에는 인력자원 리 역

량이 가장 큰 향을 미친다. 기존 연구와 마찬가

지로 고객 상호작용 신 활동에는 인 자원 

리 역량과 마  역량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 자원 리 역량이 상

으로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내부 업 역량이나 정보기술 역량은 고객 상

호작용 신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서로 다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게 하고 내

부 운 의 효율성 향상에 을 두고 있는 정보

기술 역량이나 내부 업 역량은 고객 상호작용 

신에는 직 인 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 상호작용에는 여 히 숙련된 서비스 종사자

-인 자원이 핵심 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창출 신은 비재무  성

과에 가장 정 인 향을 미치며, 서비스 달 

신은 비재무  성과에 가장 유의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모든 서비스 

신 활동은 비재무  성과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그 에서도 서비스 창출 신

은 비재무  성과에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신 활동으로 나타났다. 모든 서비스 신 활동이 

상 으로 비재무  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결과는 기업의 신이 일반 으로 단 기간 동

안에는 직 으로 기업의 재무  성과에 향을 

미치기 어려운 시간 인 공백(gap)의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신의 특성 상 신 활

동은 먼  고객 만족이나 기업의 경쟁력 등의 비

재무  성과를 향상시킨 후 재무  성과를 이끌

어 내기 때문이며, 이들 과정에서 일정 부분 시간

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특징은 서비

스 창출 신에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데, 서비스 

창출 신은 비재무  성과에는 가장 크게 향

을 미쳤으나, 재무 인 성과에는  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달 로

세스의 효율을 통해 고객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서비스 달 신의 경우 다른 서비스 신 활동

과 비교하여 단 기간 동안에 비재무  성과뿐 아

니라 재무  성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신 활

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서비스 신 활

동 간에도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서비스 신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기업의 시장 환경과 기업의 략에 

맞추어 서비스 신 유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론 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기여

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서비스 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인 서비스 지배  이론을 용하여 서

비스 신 활동에 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기존의 

다수의 서비스 신 연구들은 여 히 통 인 제

품 신 이론 는 기술 신 이론에 기반을 두고 

서비스 신을 이해하려 하고 있어, 서비스 신

의 비기술  특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새로운 인 서비스 지배  논리를 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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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의 선행요인을 능동  자원으로 정의

하고 기존 문헌들을 통해 능동  자원으로써 선행

요인들을 규명하 다. 본 연구는 새로운 에서 

규명된 선행요인들과 다양한 서비스 신 활동 간

의 계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에 축소 평가되었던 

서비스 신에 해 보다 객 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시도하고자 하 다는 에서 기여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서비스 신에 한 선행요인

을 분석하여 능동  자원으로써 서비스 신의 선

행요인에 한 반 인 이해를 향상시켰다. 기존

의 제품 신 는 기술 신과는 달리 비기술  

특성이 강조되고 있는 서비스 신은 제품, 기술, 

툴 등의 수동  자원 보다 역량, 지식이나 경험 

등의 무형의 비기술 인 능동  자원에 더 큰 

향을 받는다(Amara et al., 2009; Vargo and Lusch, 

2004). 그러나 국내에서는 서비스 신에 한 연

구가 아직까지도 기에 불과하여 능동  자원으

로써 서비스 신의 선행요인에 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 문헌을 통해 능

동  자원으로써 서비스 신의 선행요인을 규명

하 을 뿐 아니라, 인 자원 리 역량이나 마

 역량과 같이 비기술 이고 고객 상호작용  특

성이 강한 능동  자원이 서비스 신에 큰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임으로써 서비스 신 연구에서 

선행요인에 한 심도 있는 이해를 향상시켰다. 

셋째, 본 연구는 서비스 신의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향을 비재무  그리고 재무 인 측면에

서 실증 으로 검증하 다. 그 동안 많은 신 연

구에서 서비스 신에 한 주제에 해 다루어 

왔으나 부분 사례연구에 머물고 있어, 서비스 

신 활동이 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실증 인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신을 3개의 서비스 신 활

동으로 구분하고, 각 서비스 신 활동이 기업 성

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실증 으로 검증하

다. 본 연구 결과 서비스 신 활동은 기업의 

비재무  성과와 재무  성과 측면에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는 기존 서비스 신 연구에서 미흡하 던 서비스 

신과 기업 성과 간의 계를 연구 주제로 제시

하고 이를 실증 으로 검증하 다는 에서 의의

가 있다.

본 연구는 실용 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기

여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서비스 신 리자

에게 기업성과에 향상을 가져오는 서비스 신은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에 한 실질 인 가이

드라인을 제공하 다. 많은 서비스 기업들 간에 

서비스 신에 한 정 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신에 한 이론 , 

실용 인 이해와 연구부족으로 오직 소수의 기업

만이 서비스 신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서비스 신의 선행요인을 규명하고 서비

스 신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

시함으로써 성공 으로 서비스 신을 수행하고

자 하는 기업에게 어떠한 역량들을 육성하고 활

성화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업 역량들을 

통해 어떠한 서비스 신 유형에 을 두어야 

하는지에 한 략 인 방향을 제시하 다는 

에 기여가 있다. 이는 국내 서비스 신 리자들

에게 향후 신 수행에 한 유용한 가이드라인

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기업의 성공 인 서비스 신 

수행에 있어 숙련된 기술, 지식 그리고 경험을 가

지고 있는 인 자원과 고객과의 상호작용의 요

성을 강조하 다. 본 연구 결과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요성이 강조되던 제품 신 는 기술 

신과는 달리 서비스 신 핵심 인 선행조건은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종사자와 고

객과의 상호작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형

의 비기술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 서비스 신

에서 인 자원의 역할은 이 의 기술 신에서 

차지하고 있던 역할에서 좀 더 그 범 와 역할이 

확 된 것으로 보인다. 한 빠르게 변화하는 고

객의 특별한 요구를 발견하고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고객과의 상호작용은 독립 인 서비스 신 

활동 자체로서의 향보다 신 활동의 피드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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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다른 유형의 신 활동을 진시킨 다는 

에서 더욱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기존의 제품 신의 성공이 발 된 ‘기술’에 

있다면, 서비스 신 성공의 핵심은 상호 력할 

수 있는 ‘인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

스 신 리자는 서비스 신에서 인 자원과 

고객의 요성을 인식하고 서비스 신의 성공을 

해 효과 으로 인 자원을 채용, 훈련, 그리고 

신 활동에 배치할 수 있어야 하며, 고객과의 다

양한 상호작용 채 과 방식을 창출하여 새로운 

가치와 신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서비스 신 리자는 기업의 략에 따

라 수행하고자 하는 서비스 신 유형에 해 고

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서비스 신 유

형에 따라 나타나는 기업 성과에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창출 신은 비재무  성

과에 가장 정 인 향을 미치며, 서비스 달 

신은 재무  성과에 가장 정 인 향을 미

친다. 즉, 서비스 창출 신의 경우 재무  성과

를 이끌어 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

다. 그러나 기업이 재의 단기 인 성과만으로 

해 서비스 달 신에만 을 둔다면 향후 

새로운 서비스와 시장 창출은 기 하기 어려워 

장기 으로는 성과가 향상되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은 기업이 처해있는 시장환경이나 추구하는 

기업 략에 따라 서비스 신의 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를 들어, 시장에서 서비스의 차별

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경우 장기 인 에서 

당장의 재무 인 성과를 기 하기는 어렵지만 비

재무 인 성과를 보이는 서비스 창출 신에 

을 둘 필요가 있으며, 단기 인 에서 기업

의 재무  성과 향상이 요한 기업의 경우 서비

스 달 신에 을 두고 수행할 필요가 있다. 

비재무  성과와 재무  성과의 균형을 바라는 

기업은 서비스 창출 신과 서비스 달 신을 

함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기업이 틈새

략을 채택하여 고객과의 한 상호작용을 통해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피드백을 제

공하여 다른 유형의 서비스 신 활동을 진시

킬 수 있는 고객 상호작용 신에 해서도 장기

인 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2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3개의 서비스 신 

연구개념들의 측정항목들이 충분히 테스트되지 

못했다는 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을 통해 

3개의 서비스 신 개념들의 측정항목들을 새롭

게 개발하고 Moore and Benbasat(1991)이 제시한 

차들을 용하여 항목들을 검증했으나, 측정

항목들이 새롭게 개발된 계로 항목의 타당성

에 해 다양하고 심도 있는 검증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들은 보다 검증된 서비

스 신 차원의 측정항목을 개발하고 그들의 타

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기업들이 인식하

고 있는 신과 실제의 신 간의 차이가 존재하

며, 서비스 기업들은 기업의 신을 실제보다 과

평가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이다. 즉, 본 연구

의 설문조사에서 많은 서비스 기업들이 서비스 

신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하 으나, 아직 서

비스 신의 개념이 국내 서비스 기업에 명확히 

인지되어 있지 않은 상황들을 고려하 을 때 그

들이 인식하고 있는 신과 실제의 신이 다를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기업들

의 인식하고 있는 신과 실제의 신의 차이를 

일 수 있을 때 보다 향력 있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셋째, 실제 기업에서 서비스 신 활동은 독립

으로 각각 수행되기보다 다양하게 결합하여 

수행될 수 있다는 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신 연구가 기단계인 계로 서비스 신 활

동이 단일 기업 내에서 각각 독립 으로 수행되

는 것부터 살펴보았으나, 실제 기업에서 서비스 

신 활동은 다양하게 결합되어 패턴의 형태로 



유  선․한 진 

100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18, No.2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심도 깊은 서비스 

신 연구를 해서 향후 연구들은 이를 고려하

여 다양한 패턴의 형태로 수행되는 서비스 신 

활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모델의 설명력에 한계 이 존재

한다는 이다. Chin(1998)은 R
2
 값의 효과 정도

를 상(0.26 이상), (0.13~0.26), 하(0.02~0.13)로 

평가하 는데, 이 기 에 따르면 고객 상호작용 

신(0.083)과 재무  성과(0.094)는 하 수 의 설

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모델의 설명력에는 한계 이 존재하며, 본 연구 

모델을 해석하고자 할 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오직 6개의 지식 서

비스산업( : 운송, 통신, 컴퓨터  소 트웨어, 

엔지니어링  아키텍쳐, 비즈니스 컨설 , 디자

인 서비스업)을 상으로 수행되었기에, 연구의 

결과를 모든 서비스업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

가 있다. 향후 연구는 다양한 다수의 서비스 산

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의 결과를 보

다 일반화 시킬 필요가 있다. 한 6개의 지식 

서비스산업은 본 연구에서 동일한 지식 서비스 

산업군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세부 으로 살펴

보면 서로 매우 다른 산업  특성을 보이므로, 

향후 연구에 개별  산업의 특성이 본 연구모

델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의미 있는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 으로 살펴보면, 서비스 신의 선행요인

은 제품 신의 선행요인과는 다르게 무형의, 비

기술 이며 능동 인 자원을 강조한다. 본 연구

는 기업의 신에서 그 동안 도외 시 되어왔던 무

형의 비기술 인 신의 요성을 올바르게 이해

하고 그 특성과 미치는 향을 포 으로 설명

했다는 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한 서비스 지

배  논리 은 실제보다 축소 평가 되었던 서

비스 신의 성과를 실제에 가깝게 평가할 수 있

다는 에서, 심도 있는 서비스 신의 연구의 지

평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한 연구자

들  기업의 경 자들에게 서비스 신의 본질

(nature)과 서비스 신에 향을 미치는 선행요

인에 한 이해를 높이고, 서비스 신 성공을 

한 실용 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

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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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rvice innovation is one means of gaining an advantage in a highly competitive environment. Although 
numerous studies have stressed the importance of service innovation, traditional good-dominant logic 
is still used in service innovation literature. Furthermore,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link 
between service innovation and its antecedents in terms of service-oriented approach. To fill the gap, 
this article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examines service innovation and its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Based on service-dominant logic and resource advantage theory, the current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effect of antecedents on service innovation as well as to identify the effect of service innovation 
on firm performance (i.e., non-financial and financial performance). Three service innovation activities, 
namely service creation-focused innovation, service delivery-focused innovation, and customer inter-
action-focused innovation, and four antecedents of service innovation, including human resource management 
capability, collaboration capability, marketing capability, and information technology capability, are identi-
fied based on Den Hertog (2000)’s service innovation framework. By using the empirical data collected 
from 189 service firms in Korea, this study explores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antecedents, service 
innovation and firm performance. Findings indicate that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marketing capa-
bilities influence the three types of service innovation, whereas collabor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capabilitie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both service creation-focused innovation and service delivery-focused 
innovation. In particular, human resource management capability is strongly related to customer inter-
action-focused innovation. The three types of service innovation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non-financial 
performance, whereas service delivery-focused innovation and customer interaction-focused innovation 
positively influence financial performance. These results support the crucial effects of antecedents, such 
as human resource management, collaboration, market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capabilities, on 
service innovation.

Keywords: Service Innovation, Service Innovation Dimension, Human Resource Management Capability, 

Collaboration Capability, Marketing Capability, Information Technology Capability2)

*  College of Software, Sungkyunkwan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College of ICT Engineering, Chung-Ang University



유  선․한 진 

106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18, No.2

논문 수일：2016년 01월 30일 게재확정일：2016년 05월 20일

1차 수정일：2016년 03월 31일

◐  자 소 개 ◑

유  선 (hamkkai@gmail.com)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 학원에서 MIS 공으로 석사학 를, 고려 학교 

경 학과에서 MIS 공으로 박사학 를 취득하 다. 삼성 자에서 SW센터와 

산업연구원(KIET)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고려 학교 정보통신센터에서 연구 원으로 

재직하 으며, 재 성균 학교 SW 학에서 산학 력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 심 분야는 정보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신, 기술과 서비스 간 융합/통합, 

SW 융합 서비스 등이다.

한 진  (win1999@naver.com)

재 앙 학교 창의ICT공과 학 산학 력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고려 학교 

경 학과에서 MIS 공 박사를 취득하 다. 주요 심분야는 차세  정보 략, 

정보보안, 로젝트 리, 지식경  등이다. International Journal of Project 

Management, Computers in Human Behavior, 인터넷 자상거래연구 등을 

포함한 다수의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