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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제조업 경쟁력은 제품생산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데, 저렴한 인

건비와 생산 기술 향상으로 무장한 중국의 경우, 세계

의 공장이라고 일컬어지듯 규모의 경제까지 갖추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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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연구

A Study on Strengthening Enterprise Competitiveness by Sevitization

문승혁*

Seung Hyeog Moon*

요 약 전통적으로 제조업은 원가 절감, 새로운 제품에 대한 연구 및 제조기술 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왔다.

그러나 IT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기술과 기술, 산업과 산업의 융·복합에 따른 새로운 기술, 산업의 출현은 많은 제조

업체들에게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혁신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단순한 제품 생산 및

판매 형태로는 예전과 같은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특정 분야에서는 제품과 서비스의 구분이 모호해 지고 있고 서비

스 업체가 직접 제품을 출시하기도 한다. Servitization, 즉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략을 통해 제조업의 가치사슬을 파

괴하는 혁신만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다. Servitization의 기본 개념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조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제조 및 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와 향후 전망에 대하여 분석하고 융·복합 시대에 요구되는

Servitization의 전략과 적용 방안, 그리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하여 연구한다.

주요어 : 융·복합, 지속 가능성, 제조업 서비스화, 가치사슬, 비즈니스 모델

Abstract A manufacturing industry has secured its competitiveness through cost reduction, research for new 
products, development of manufacturing technology traditionally. However, many manufacturers are being 
required of innovative efforts for business sustainability by emergence of new technology and industry owing to 
fast technology development and convergence among technologies and industries. Continuous growth can not be 
expected with the way of simple manufacturing and sales unde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Separation of 
service from product is getting more vague in some specific area and a service provider is often offering its 
own product together. Innovation destroying manufacturing value chain with servitization can only create the 
new value. Basic concept of servitization, paradigm change and future prospect of manufacturing industries 
suffering from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be analyzed in this paper. Also, the strategy, application and 
methodology for servitization required in the convergence period will be resear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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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을 추격해왔다. 반도체, LCD, 자동차 등 첨단 산업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산품에서 중국은 그간 열세

였던 품질 문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경쟁력을 이

어왔고 자국 정부의 굴기 정책에 힘입어 첨단산업 분야

에서도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뛰어난 생산기술을

기반으로 수입한 원재료의 부가가치를 높여 수출을 통

해 성장하여 온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외 의존도

가 높다. 대내적으로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에 따른 지

속적인 인구 감소로 대량생산을 통한 이익 창출이라는

전통적인 제조업 형태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 정보통

신 기술과 제조업의 융합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로 제조업은 위기와 기회라는 양 국면을 동시에 맞이하

고 있다. 제조업은 이제 단순히 생산만을 통해서는 수

익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기존의 제조업 가치사슬 (Value Chain)을 파괴하고 고

객의 니즈를 반영한 서비스와 융합된 제조업의 서비스

화 (Servitization) 전략을 통해 새로운 성장 모델을 찾

는 것이 중요하다.[1]

Ⅱ. 제조업의 서비스화 개념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일컫는 Servitization은

1988년 Sandra Vandermerwe와 Juan Rada가 논문

「Servitization of business: Adding value by

adding services」에서 처음 언급한 개념으로 제품

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고객 서비스의 결합을

의미한다. 제품 생산자는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수 있

으며 제품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제품의 서비스화’는 ‘제조업의 서비스화’라고 언급

되기도 한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제품기획, 연구, 자

재구매, 생산, 품질관리, 출하, 판매, 서비스 등의 제

조업 가치사슬의 주요 구성 요소별 프로세스를 파

괴, 고객 관점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2]

제조업의 서비스화 개념이 처음 소개될 당시는

제품 생산업체의 입장에서는 경쟁사 대비 제품 구

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차별화된 개념으로서, 판매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마케팅의 전략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 왜냐하면 본 개념 이전까지는 서비스라

고 하면 제품의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사전 고안

해야하는 제품과 엮여진 형태 (Bundle) 개념보다는

제품의 고장 수리 등의 판매 후 서비스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후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빅데이터, AI 등을 이용,

고객의 요구사항이 사전 반영되어 제품의 만족을

극대화 하는 전략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를 통

해 충성도 높은 고객의 확보는 물론 제품의 재구매

율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매

출 발생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제품 개발 및 판

매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Ⅲ. 제조업의 현황

2015년 12월 딜로이트 글로벌과 미국경쟁력위원

회(US Council on Competitiveness)가 공동으로 발

표한 ‘2016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지수(2016 Glob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까지 세계 5위권을 지키던 우리나라

의 제조업 경쟁력 순위가 2020년이 되면 6위로 밀

릴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3] 빠르게 부상하는

인도, 멕시코 외에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후

발국가의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4차

산업혁명, 환경규제 강화, 인구구조 변화, 무역질서

의 변화 등 글로벌 경쟁 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제

조업은 지금까지의 성장 전략의 수정이 필요한 시

점이다. 특히 자동차, 가전, 선박 등 주력산업은 성

숙기에 접어들었으나, 기업들이 리스크가 큰 신산업

에 대한 도전보다는 안정적인 사업 위주에 안주하

고 핵심소재·부품·장비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제조

업 부가가치율이 선진국 (30% 이상)보다 낮은 수준

(25% 이하) 이다. (산업통산자원부, 제조업 르네상

스 비전 및 전략, 2019). 이에 더하여 지속적인 인

건비 상승으로 노동 생산성이 뒤쳐진 결과, 전통적

인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경쟁력 상실 위기에 놓여

있다. 미국은 자국 제조업체의 생산기지 해외이전

(Offshoring)을 통한 값싼 제품 확보로 서비스업에

치중하던 과거와 달리 제조업체의 본국 회귀

(Reshoring) 유도를 추진해왔다. 셰일가스 (Shale

Gas) 시추 기술 확보로 저렴한 에너지원을 확보한

미국은 세계최고의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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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공장과 같은 생산 혁신을 통해 제조 산업의 르

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

원에서 2013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반 하여 제조업체의 본국 회귀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그 성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오히려 치솟는 임금과 각종 규제로 어려움에 처한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설비를 옮기는 경우가 늘어나

고 있으며 신규 개발을 위한 R&D 및 생산설비 투

자도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

다.

IⅤ.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략

제조업의 서비스화 (이하 ‘Servitization’)의 시작

은 제조업체가 고객에게 접근하는 기존의 시각을

어떻게 바꾸느냐 로부터 나온다. 여기에서 창출된

새로운 서비스가 부가가치 측면에서 고객에게 어떠

한 매력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기존 제품

과 고객을 위한 서비스의 결합에 따른 새로운 비즈

니스 모델의 창출과 매출발생이 장기적으로 고객과

기업에게 윈-윈의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때 성

공할 수 있다.[4]

바람직한 Servitization 전략은 제품의 개발 단

계부터 사전에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IoT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센서를 활용하여

제품 판매 후의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빅데이터 기

술을 통한 제품 사용에 대한 각종 분석과 그 결과

의 새로운 제품에 대한 반영 및 고객에 대한 피드

백이 과거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Servitization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고객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을 예측하고 분석하며 이를 제품이나 서비

스에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기술력 및 마케팅

능력까지 요구 된다. 또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솔루

션의 원격 제어 기술 확보를 통한 고객의 제품 사

용 상태를 관리할 수 있어야한다. Servitization 전

략을 갖고 있다면 제품의 생산 시 원가 절감 위주

의 정책에서 벋어나 제품의 수명 주기를 통해 고객

에게 어떠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를 통한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방법

을 강구해야한다. 즉, 제조업체는 항상 고객을 위하

여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지를 고민

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혁신적인 사고와 실

행력이 요구된다.

Ⅴ. 제조업의 서비스화 사례 분석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4차 산업혁명의 거센 물결

속에서 파괴적인 혁신이 없이는 생존이 위태로운

수많은 제조업체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의

생존 전략이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고객과의 긴밀

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과

사용 환경 분석을 통해 제품의 가치를 높여 고객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시스템적으로

전사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

다. 이러한 노력으로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성공하였

거나 진행 중인 글로벌 기업의 사례 분석을 통해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 기업에 적용할 수 있

는 차별화된 전략과 경쟁우위 방안을 제시하고자한

다.

1. 롤스로이스의 ‘TotalCare’

영국의 롤스로이스는 단순히 엔진을 제작, 판매

하던 회사에서 항공 솔루션의 공급자로 변신하였다.

당초 일반 제조업체와 같이 애프터서비스 차원의

부품판매로 시작한 고객 서비스는 ‘TotalCare’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하였다. 즉, 항공사와

같이 롤스로이스의 엔진을 사용하는 고객은 비행시

간 당 정해진 비용을 지불하면 롤스로이스는 엔진

과 관련한 모든 유지 보수 및 엔진 안전에 대한 책

임을 지는 비즈니스 모델이다.[5] 롤스로이스사 입

장에서는 제품의 단순한 판매가 아닌 고객의 사업

보장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며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로 매출 확대 및 고객의 만족도 제고

에 성공했다.

엔진에 부착된 수많은 IoT 센서에서 보내오는

엔진 가동 및 비행 상태에 따른 무수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최상의 엔진상태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반영하여 개선된 엔

진을 개발하는데도 할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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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스는 제품의 1회성 판매가 아닌 고객과의 소통

을 통해 꾸준한 매출 창출과 항공기 엔진 부문에서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이어올 수 있었다.

‘TotalCare’는 전통적으로 항공사들이 자체적으로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진행해온 MRO (유지·보수·

운영) 방식에서 ‘power-by-the-hour’ (엔진 사용시

간에 따른 사용료 및 서비스 비용 발생) 방식으로

이동하는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엔진 결함은 매출 감소는 물론 회사 이미지 추락

등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엔진의 설계 및 제

작으로 제품의 성능과 이용성을 최적화할 수 있는

롤스로이스가 엔진의 수명이 다할 때 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엔진

점검 주기가 약 25% 연장되어 고객인 항공사는 비

용 절감과 안전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되었다.[6]

항공사들의 가장 큰 고충사항 (Pain Point)인 추

가적 안전 확보에 따른 비용 급상승으로 인한 수익

성 악화문제를 해결해준 롤스로이스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그 의미가 크다. 예를 들어, 가전업체가 대

형 냉장고 및 세탁기와 공조시스템 등의 사업용 시

장으로 눈을 돌리면 사업자의 구입비용 부담을 줄

여주고 수명을 늘려주며 이용시간 만큼만 사용료를

지불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와 시장 창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도요타의 ‘Mobility Service’

산업발전과 인구 증가, 교통 체증에 따른 에너

지 낭비 및 공기 오염 문제 등으로 자동차 업계는

공해 없는 자동차 와 자율자동차 개발에 나서게 되

었다. 그런데 차량을 공유하는 비즈니스의 글로벌

성장으로 인해 자동차, 특히 승용차의 판매 대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즉, 사회의 요구에 따른 투자

는 증가하는 반면 하드웨어의 판매는 이를 따라잡

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R&D 투자와

이를 통한 기술과 생산 노하우 확보보다는 고객에

게 어떠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

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시장을 선점하는 업체는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업체는 쇠락의 길을 걷

게 될 것이다.

도요타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Mobility’라는 이동성에 관

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소통할 수 있게 함으로서 다가오는 차량 수

요 감소라는 위기에 대응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도요타는 자동차와 IT 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자동

차와 사람 그리고 커뮤니티를 연결해 이동의 편리

성과 안전성은 물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림 1과

같이 DCM (Data Communication Module)을 차량

에 장착해 차량과 차량의 연결과 도요타의 서비스

플랫폼 및 빅데이터 센터와의 연결을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로교통 정보 제공, 안전 운행

정보의 제공뿐만이 아니고, 우버, 겟어라운드, 그랩

등 차량 공유 서비스 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도요타

승용차 고객의 차량 공유 서비스를 지원하며 보험,

물류, 소매점 등과 연계한 고객 친화적인 새로운 서

비스를 준비하고 있다.[7]

그림 1.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Figure 1. Mobility Service Platform

차량 DCM을 활용한 각종 교통 정보의 수집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고도화될 우리나라의 스마트

시티에도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높은 교통 정

보 수집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개별 차량에

이를 부착함으로서 스마트시티 내의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기

아 등 국내 자동차 생산업체도 친환경 자동차 및

자율주행차의 새로운 수요 창출 노력 외에도 스마

트 시티 시대의 새로운 Mobility 관련 서비스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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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에게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필립스의 ‘Light as a Service’

네덜란드의 글로벌 기업인 필립스는 헬스케어,

생활가전, 조명기기 등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이

다. 특히 2006년에 진출한 LED 조명 분야에서는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LED 전구

는 전력소비량을 50% 수준 절감할 수 있으며 오랜

수명 그리고 기존 조명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 가격이 일반 전등에 비해

비싸다는 것이 흠이다. 이에 따라 필립스는 LED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기존 백열구나 형광등과 같

이 제품 자체만의 판매로서는 고객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네덜란드의 사업 환경에 익숙한 필립

스는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으로 고객과의 밀착을

가져다주고 제품의 일회성 판매가 아닌 지속적인

서비스 매출 발생 전략인 Servitization에 주목하였

다.[8] 필립스는 이의 실현을 위해 2015년 4월 암스

테르담 스키폴 공항과 ‘Light as a Service’ 라는 협

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의 골자는 필립스는 모든

LED 조명 시스템의 소유와 설치를 책임지고 스키

폴 공항은 조명을 사용하는 만큼의 액수를 지불하

는 것이다. 또한 필립스와 스키폴 공항은 공동으로

조명 시스템의 성능과 내구성 그리고 재사용·활용

에 대한 의무를 지는 것으로 되어있다. 즉, 조명기

구의 소유권과 유지보수에서 스키폴 공항은 자유로

워 질수 있고 초기 LED 구입과 설치비에 대한 부

담은 줄이면서도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어 더 밝고

편리한 LED 조명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이

다.

이러한 협업의 결과로 고객인 스키폴 공항은 필

립스의 고객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조명 기구 시

스템의 개선으로 서비스 효율성과 부품의 개별 교

체 용이성을 높여 기존 조명 시스템 대비 75% 길

어진 수명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본 사례는 주력과 비주력 업종이 섞여있는 우리

나라의 대기업 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조업

의 서비스화는 사업의 규모나 종류보다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창출하고 그것이 고객에게 가져다

주는 가치가 기존의 비즈니스 형태와 대비하여 어

떠한 차별점이 있는지를 찾아내 이를 개발하고 고

객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

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현재 사업성이 없는

제품을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제품과 서비

스로 탈바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 가치창출 사례
Table 1. Examples of Value Creation

ⅤI. 제조업 경쟁력 확보 방안

앞서 분석한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관련한 글로

벌 사례에서 보듯이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 위주 판

매의 비즈니스 모델 변경과 조직의 변화 등 혁신이

필요하다. 대량생산된 합리적 가격의 제품 공급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며 시작된 1차 산업혁명 이후

제조업은 생산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오늘에 이르

게 되었고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적 변화

가 예상되며 제조업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유연한

사고의 기업 문화와 지능정보기술 혁명을 통해 고

객 지향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살아남는 시

대가 되었다. 소비자의 내면을 꿰뚫어 제품의 가치

를 높이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는 제품의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구체화해야하며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제품의 기획 단계부터 고객의 고충사항

(Pain Point)을 찾아 반영하고 단순한 사후 서비스

가 아닌 문제의 실시간 해결이 가능한 솔루션을 개

사례 가치 창출

롤스 로이스 엔진

서비스

안전한 엔진을 위한 유지·보수 실현

으로 제품의 판매가 아닌 새로운 서비

스창출을 통해 고객 충성도와 지속적

인 매출 확대 및 고객의 만족도 제고

도요타 모빌리티

서비스

자동차와 사람 그리고 커뮤니티를 연

결해 편리성과 안전성은 물론 보험,

물류, 소매점 등과 연계한 고객 친화

적인 새로운 서비스 창출

필립스 LED

라이트 서비스

고객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조명

기구 시스템의 개선,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및 고객의 비용 절감과 지속적인

서비스 매출 발생으로 윈-윈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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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제품과 융합시켜야한다. 둘째, 제품 사용의 편의

성과 신뢰성 확보로 고객 만족도를 높여 제품 및

서비스의 지속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잠김

(Lock-in) 효과를 통해 고객 충성도 (Loyalty)를 극

대화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고객관계 설정이 필요하

다. 셋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가치사슬

(Value Chain)과 고객관계 관리 (CRM)를 융합하여

실시간으로 고객 요구사항의 제품 및 서비스 반영

을 통해 고객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한다. 제품의 특성에 따라 특화된

IoT 센서를 통해 제품의 상태 정보와 고객 피드백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내용이 실시간으로 모니터

링 및 DB화 되어야한다.

ⅤII. 결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제조업은 위협과 기회가 상

존하는 무한 경쟁의 상황에 놓여 있다. 경제·사회·

문화의 변화에 따른 혁신적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

는 기업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제조업체는

제품기획 단계부터 고객 요구사항의 적극적인 반영

은 물론 이를 뛰어넘는 선행적인 고객 인사이트

(Insight)의 발굴 노력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앞당겨 제품설계, R&D,

구매, 생산, 품질관리 및 고객의 피드백을 실시간으

로 연동하여 고객 친화적 제품·서비스 융합 및 솔

루션을 적기에 제공해 줄 수 있을 때 위기를 기회

로 만들어낼 수 있다.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4차 산

업혁명시대에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컴퓨팅 등

핵심 기술의 개발과 적용으로 고객과 항시 연결된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해 내야한다.

지능정보기술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

가 더디었던 국내 인공지능 부문이 최근의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등에 힘입어 발전

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인공

지능 발전의 핵심인 빅데이터 확보 및 분석 능력의

제고와 운영을 위한 역량 있는 인적 자원의 배양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고객 피드백 및 제품 사용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

델의 창출은 기존 사업의 영위 및 신규 사업의 창

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

명시대의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객

도 미처 느끼지 못하는 잠재되어 있는 요구까지도

찾아내 해결하고 이를 제품에 반영하기 위한 유연

한 사고와 조직의 지속적인 혁신도 매우 중요하다.

친소비자 지향적 경쟁 환경에서 선순환을 통한 제

품·서비스 융합 솔루션의 개발을 위해 기업과 고객

의 긴밀한 소통에 기반을 둔 상호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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