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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 service is recognized as not only a new driver for economy growth but also a source for sustainable value 

creation, it has been misunderstood in the literatures because of traditional characteristics of service such as 

inseparability, heterogeneity, intangibility, and perishability. This perspective can be a cause of barrier to approach 

a serv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validate an instrument to measure of the service process. A 

series of statistical procedures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which proved that the instrument is valid and reliable. 

This study makes a contribution to both academic research and management practice. Theoretically, this study provides 

a measurement of service process in organizations for identifying service process. In practic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organizations evaluate their service process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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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서비스가 국가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인

식되면서 서비스에 한 심과 연구의 필요성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지식사회가 도래하

면서 지식서비스와 같이 다각 인 측면에서 서비

스를 활용한 가치 창출 방안을 찾기 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Glushko, 2008; OECD, 2006). 서비

스에 한 심의 증가는 그동안 가치 창출의 원

천으로 인식되어 왔던 제품을 통한 성장이 한계에 

이르 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한계란 제품이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다. 제품 역

시 가치를 창출하고는 있으나 제품이 가진 고유한 

특성 즉, 제품의 생애주기(Product Life Cycle)가 

의미하듯이 하나의 제품은 시작과 끝이 명확히 정

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업들이 추구하는 지

속  가치창출(sustainable value creation)에는 한

계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비스의 경우 지속  

로세스(continuous process)의 특성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제품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인 

가치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에

서 서비스가 새로운 가치창출의 원천으로 인식되

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에 한 시각은 아직까지 통

인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

체 으로 1776년 애덤 스미스(Smith, 1776) 이래 

제품을 만드는 것은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 인 활

동으로 국가의 부를 증 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서비스는 ‘그 외 기타’ 는 ‘나머지’와 같은 

비생산 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남기찬 외, 2008; 

Vargo and Lusch, 2008a, 2008b; Maglio et al., 

2009). 이러한 시각은 신의 에도 한 

향을 미쳤다. 실제로 국가의 다양한 산업의 신

을 측정하는 OECD의 Oslo manual(2005)을 살펴

보면 서비스 신이 그동안 신의 측정의 근간을 

이루어왔던 기술 신과 제조업 신의 측정지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

만 최근의 Oslo manual(2005)에서는 이와 같은 

근법이 서비스의 특성을 제 로 반 하지 못하는 

문제 을 야기할 수 있음을 인정하 으며, 서비스

의 특성을 반 한 측정지표의 개발과 근법이 필

요함을 강조하 다.

이와 같이 기존에 존재하던 서비스에 한 근

법의 문제 을 인식하여 최근에 서비스에 한 새

로운 논리와 근법이 주목받기 시작하 는데 이를 

서비스 지배 논리(Vargo and Lusch, 2004; Vargo 

and Lusch, 2008a, 2008b; Maglio et al., 2009)와 서

비스사이언스(Chesbrough, 2005; Paulson, 2006; 

Vargo and Lusch, 2008a, 2008b; Maglio et al., 

2009)라고 한다. 서비스 지배 논리란 서비스가 제

품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서비스 자체를 통해서 

가치가 창출된다는 이다. 즉, 지 까지는 제품 

심  사고를 기반으로 고객과 제품의 교환을 통

해 가치가 창출되었다면(value-in-exchange) 이제

는 가치가 단순한 교환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이를 스스로 사용하고 경험하면서 

창출되며(value-in-use), 이러한 고객의 가치창출

활동은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

한 논리  에 입각하여 서비스를 체계 으로 

연구하기 한 근 방법론으로 최근 주목을 받는 

분야가 서비스사이언스이다. 서비스사이언스는 지

까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서비스를 ‘서

비스 시스템’이라는 체계 인 모습으로 만들고, 서

비스의 생산성, 품질, 평가, 지속 가능성, 신 등에 

하여 연구하는 분야이다. 이러한 ‘서비스 시스템’

은 복잡한 사회, 기술, 경제 시스템으로, 서비스 시

스템의 발 을 해 한 분야에 종속되기 보다는 다

양한 분야와 다학제 (multidisciplinary)인 차원에

서의 근을 강조하고 있다(Kontogiorigis, 2006). 

따라서 서비스를 보다 체계 으로 연구하기 해

서는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서비스에 한 정의를 

서비스사이언스의 연구 상으로서 구체화할 필요

가 있다. 한,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서비스에 

한 과학 인 분석과 생산  운 의 효율성을 극

화하기 한 구성 요소를 밝  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정의와 구성 요소는 지식기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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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한 서비스 기
반의 사고(Kondo and Nakamura, 2007)

제에서 서비스의 구조 인 신을 한 방법론의 

부재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즉, 서비스의 구조, 서비스 가격 산정, 서비스 성과 

측정, 서비스 시험, 서비스 험 리, 서비스 품질, 

서비스 가치 향상 등의 문제 을 해결하는데 필수

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오늘날의 서비스의 특성을 체계

으로 반 하고 이를 구체화시키기 해, 서비스

에 한 정의와 특성을 제시하고, 최근의 을 

반 하여 서비스가 어떠한 구성요소들로 구성될 

수 있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한 개념  정의에

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제시한 서비스의 구성요소들

의 타당성을 실증분석을 통해 입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기

존 문헌 연구를 통해 서비스에 한 새로운 근

법의 필요성과 함께 서비스 로세스에 해 설명

한다. 제 3장에서는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서비스 

로세스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서비스 

로세스 모델을 제시한다. 제 4장에서는 제 3장에

서 제안한 모델을 실증 으로 검증하고 그 타당성

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에 

한 연구결과와 향후 연구방향에 해 논의한다.

2. 문헌 연구

2.1 서비스에 한 새로운 근법

경제환경의 변화와 함께 2000년  반부터 서

비스 산업은 지속 인 성장세를 나타내며 심을 

끌고 있다. 미국, 유럽, 인도, 국 등에 이르기까

지 서비스 산업의 성장은 매우 진 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Thomas and Kieliszewski, 2008). 이

러한 상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고객에게 생

산된 제품을 매함으로써 시장 가치를 창출시킨다

는 통 인 경제논리, 즉 제품 지배논리(Product- 

dominant Logic)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

서 새로운 시장 가치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창

출모델을 개발하기 해서는 제품 심  사고의 

한계에서 벗어나 가치창출의 새로운 안으로 서비

스 기반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Prahalad 

and Ramaswamy, 2004). [그림 1]은 제품 심의 

경제논리에서 벗어나 서비스 심의 새로운 비즈

니스 창출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서비스에 한 요성이 높아지면서, 

서비스에 한 새로운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과거 제품 심의 시장에서 정의 내려오던 

소한 서비스의 개념으로 최근의 경제 흐름을 이

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시장에서는 

제품 심의 지배논리에 따라 서비스를 비생산 인 

활동으로 인식하 으나, 이제 더 이상 서비스는 

경제활동의 부수 인 역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Vargo and Lusch, 2008a). 이에 따라 서비스에 

한 새로운 근방법, 새로운 정의가 요구되고 있다. 

Vargo와 Lusch(2004)는 서비스에 한 새로운 

근방법으로 제품 지배논리와 비되는 개념인 서

비스 지배논리(Service-dominant Logic)를 제시하

다. 서비스 지배논리에 따르면, 오늘날의 경제환

경에서는 제품과 서비스를 각기 독립 인 활동으

로 바라보기보다는 융합된 개념으로 서비스 가치

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Howells, 2004; 

Vargo and Lusch, 2004; 2008b). 이는 서비스의 

개념을 확장하여 제품을 포 하는 개념으로 이해

해야 함을 나타내며, 서비스와 제품의 연 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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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품의 서비스화와 서비스의 제품화(Baines 
et al., 2007)

한 고려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기존의 다양한 연구들에서 제품은 서비스의 특

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비스와 매우 하게 연계

되어 있다고 주장해왔다(Bressand and Nicolaïdis, 

1989; Silvestro et al., 1992; Gann and Salter, 2000; 

Vargo and Lusch, 2004; 2008a). 이들 연구에 따르

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단순히 고객이 구매할 때 

시장가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사용

할 때 따르는 서비스가 인지될 때 가치가 생성되기 

때문에 제품과 서비스를 분리된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Howells, 2003; 

2004). 따라서 서비스를 제품과 분리된 개념이 아닌 

융합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한 

새로운 개념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비스에 한 개념이 과거의 소한 

의미를 탈피하여 범 가 확 됨에 따라 기존 제품

과 서비스의 개념이 통합화되고 있다(남기찬 외, 

2008; Howells, 2003). 즉 서비스를 하나의 로세

스 개념으로 바라보고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고, 이

를 통해 가치를 인지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서

비스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남기찬 외, 2008; 

Ramaswamy, 2006).  다른 연구자인 Terrill과 

Middlebrooks(2000)은 서비스를 ‘제품을 통해 부

가되는 가치를 한 지식과 스킬을 활용하는 로

세스’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는 제

품과 분리된 개념이 아닌, 오히려 제품을 포 하

는 개념으로 논의될 수 있다. 

Howells(2003; 2004)는 이를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convergence)이라고 일컫고 있다. 제품과 서

비스의 융합이란 서비스의 가치가 그 자체로만 창

출되는 것이 아니라,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

스가 결합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서

비스 지배논리에 따르면, 제품은 서비스가 제공될 

때 동시에 수반되는 매개체의 개념이다. 과거 제

품 지배논리에서는 제품이 교환의 수단이고 가치

창출의 수단이었으나, 최근의 서비스 지배논리에

서는 제품을 보는 기본 인 시각이 바 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의 서비스화(Servicization), 서비스

의 제품화(Productization)와 같은 상이 나타나

고 있다. ‘제품의 서비스화(Servicization)’는 물리

인 제품에 서비스를 추가시킨 것으로, 제조기업

의 제품에 서비스 역을 확 시킨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서비스의 제품화(Productization)’는 서비

스 구성요소가 제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서비스의 

확 를 통해 새로운 제품을 생성하는 것을 의미한

다(Howells, 2003; 2004; Morelli, 2003). 제품을 실

제 사용하여 서비스 가치를 창출하기 해서는 이

와 같은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상이 일어나야 하

는데, 이 때 서비스를 통한 고객 가치가 극 화될 

수 있다. [그림 2]는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상을 

나타내고 있다.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의 는 이미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는 iPod의 

iTunes로, 과거에 소비자는 iPod mp3 이어를 

구매하는 역할만 하 다면, 이제는 제품 구매뿐 아

니라 iPod 용 소 트웨어인 iTunes를 사용하여,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

럼 유형의 iPod mp3 이어라는 제품과 iTunes

라는 무형의 서비스의 결합은 제품과 서비스의 융

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해 내는 좋은 사례이며, 이로 

인해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가치 창출 체계가 만들

어진 것이다(남기찬 외, 2008; Ramaswamy, 2006). 

 다른 로, 세계 인 완구 랜드 LEGO의 사

례를 들 수 있다. LEGO는 다양한 색상과 크기의 

라스틱 블록 장난감으로,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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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통합(Kameoka et al., 
2006)

상상력 개발을 해 고안된 블록은 무한한 방법으

로 조립할 수 있다. 1998년, MIT의 Seymour Papert 

연구 의 컴퓨터와 어린이 학습에 한 연구의 결

과로 개발된 LEGO의 Mindstorms Robostics Inven-

tion System는 새로운 기술  융합을 시도하 다. 즉, 

Mindstorms은 Miniaturization이나 환경 센서(바퀴, 

모터, 기어 등을 사용하 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미리 감지하는 기능) 등을 통하여, 소비자로 하여

, 기존의 고 블록을 가지고 기술  융합을 통

하여 새롭게 응용할 수 있게 하 다. 과거에는 단

순히 유형의 고블록을 매하는 것이었지만, 이

제는 고 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무형의 소 트웨

어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제품을 가치 창출의 기본 

수단으로 보던 통 인 시각을 근본 으로 바꾸

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Prahald and Ramas-

wamy, 2003).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의 개념은 분명히 서비스를 

보는 통 인 과 차별화된다. 과거의 서비스는 

무형성(Intangibility), 이질성(Heterogeneity), 소멸

성(Perishablility), 동시성(Simultaneity or Insepara-

bility)의 을 벗어나지 못하 다(Howells, 2003). 

즉, 기존에는 제품과 서비스를 별도의 개념으로 보

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를 통한 가치 창출을 

해서는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이 이루어져야 한

다. 제품을 포 하는 확 된 서비스의 성장을 해

서는 무엇보다 고객입장에 한 고려가 요한데, 

고객이 근본 으로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악

할 때 서비스 가치가 생성되기 때문이다(Vargo 

and Lusch, 2004). 이때 고객이 원하는 가치는 무형

일 수도 있고, 유형일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은 제

품과 서비스를 별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

니라 하나로 통합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림 

3]은 고객이 인지하게 되는 가치가 어떻게 구성되

어 있는지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요한 것은 과

거의 에서 보는 제품에 의한 가치, 서비스에 

의한 가치 등이 독립 인 것이 아니라 제품과 서비

스의 융합으로 인해 고객이 느끼는 가치가 제품이 

주는 가치와 서비스로 인해 느끼게 되는 가치 그리

고 고객이 부수 으로 느끼는 부가가치의 총합이 

바로 고객이 느끼는 가치라는 이다.

2.2 시스템 에서의 서비스

서비스에 한 심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서비

스가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달하는지에 

한 이해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이는 물리 인 

상품의 교환을 설명하는데 사용되어왔던 통 인 

분석체계로 서비스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정황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Basole and Rouse, 

2008; Martin and Horne, 1995; Syson and Perks, 

2004; Mo et al., 2007). 왜냐하면 서비스가 고객에

게 달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하는 지원자, 서

비스 공 자와 고객 간에 발생하는 상호작용과 그 

속에서 창출되고 교환되는 지식, 경험, 역량, 그리

고 계가 모두 서비스를 올바로 이해하고 설명하

는데 필수 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Basole and 

Rouse, 2008). [그림 4]는 가치에 한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더 구체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2004년 Vargo와 Lusch에 의해 소개된 서비스 

지배 논리가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를 포 으

로 설명해주는 개념  기반을 제시하 다면, 서비

스를 구체 으로 설명하고 분석할 수 있는 분석체

계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를 서비스 시스템이라

고 한다. 서비스 시스템은 개념  정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구체 으로 새로운 논리에 입각하여 서

비스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제시된 방법론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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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가치창출 원천의 변화(Brodie et al., 2008)

[그림 5] 가치창출 로세스
가치 창출 네트워크상에서 유기 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사람, 계, 조직, 그리고 기술로 구성된 하나

의 집합체이다(Janner et al., 2008; Mo et al., 2007; 

Spohrer et al., 2007). 서비스 시스템의 구성요소

들은 궁극 으로 고객과 공 자간의 가치 공동창

출을 한 핵심 요소들이며, 가치공동 창출을 통

해 서비스 신을 달성하는 것에 근본 인 가치를 

두고 있다. 

여기서 서비스를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있어서 

시스템  이 왜 필요한지에 해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첫째, 시스템 은 가치가 창출되고 

달되는 과정을 네트워크 에서 근할 수 있도

록 해 다(Brodie et al., 2008). 네트워크내에서는 

다양한 이해 계자 혹은 참여자가 포함되어 있으

며 네트워크상에서 가치가 창출되고 달되는데 

있어서 이들 참여자들의 역할 등이 명확히 정의되

어 있다. 그 기 때문에 서비스가 가치를 창출하고 

달하는  과정을 거시  에서 바라볼 수 있

고 시스템 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시

스템 은 가치창출에 한 을 변화시켰다

(Brodie et al., 2008). 과거에는 기업이 일방 으로 

가치를 창출하며, 가치는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에만 존재한다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시

스템  에서는 가치가 특정한 고객(Customer), 

특정한 시 (Point), 특정한 장소(Location), 그리고 

특정한 상황(Context)상에서 발생하는 사건(Event)

에 한 공동창출 경험(Co-creation Experience)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Prahalad and Ramas-

wamy, 2004). 즉, 기업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과거

의 과는 달리 이제는 가치가 고객과 기업의 상

호작용에 의해 창출된다는 것이다. 한 가치는 제

품/서비스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품/서비

스의 달에 의해 발생한다. 이로 인해 기업은 더 

나은 제품/서비스를 매하기 보다는 고객의 요구

를 충족시켜  수 있는 더 나은 해결책(Solutions)

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가치에 한 

의 변화는 기업 심  에서(생산 지향 ) 

고객 심  으로, 기업과 내/외부 고객을 모

두 포함하는 계  으로, 그리고 기업, 고객, 

그리고 다른 트 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으

로 그 시야를 확장시켰다(Brodie et al., 2008). 일부 

학자들은 이를 ‘확장된 기업(extended enterprise)’

이라 부른다(Basole and Rouse, 2008). 

서비스 시스템은 서비스의 기본 분석 단 로써 

공동가치창출(Co-creation)을 한 사람, 기술, 가치

명제, 내/외부 서비스 시스템(네트워크), 공유정보

(지식)로 구성되어 있다(Lusch et al., 2008; Maglio 

et al., 2006; Maglio and Spohrer, 2008; Spohrer et 

al., 2007; 2008a; 2008b). 서비스를 통한 가치창출 

로세스 상에서 서비스 시스템은 가치 공동창출

을 한 기반환경이 된다. 한 가치창출은 서비스 

신 혹은 기업 성과를 유발한다. 이를 도식화 하

면 [그림 5]와 같다.

유사하게 Alter(2008)는 워크 시스템(work sys-

tem)을 소개하 는데, 그는 워크 시스템과 서비스 

시스템은 동일하다고 주장하 으며, 두 개념간의 

명확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 다. 그가 

제시한 워크 시스템은 [그림 6]와 같다.

워크 시스템 임워크는 9개의 요인들로 구성

되어 있는데 4가지 요인은( 로세스와 행 ,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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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서비스(워크) 시스템 임워크(Alter, 2008)

[그림 7] 서비스 가치 네트워크(Basole and Rouse, 2008)

자, 정보, 기술) 워크 시스템을 구성하고, 나머지 5가

지 요인은(환경, 략, 인 라스트럭처, 고객, 제품

과 서비스) 상황에 한 기본  이해를 한 요인

이 된다. 본 임워크도 가치창출 로세스와 

마찬가지로 기본 구성요소인 참여자,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로세스와 행 (가치공동창출 로세

스)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달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즉, 두 개념에서 핵심 으

로 보아야 할 은 가치공동창출을 한 기반구조

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가치공동창출 로

세스가 발생하고 이 로세스를 통해 고객 측면에

서는 가치를 달하고 기업측면에서는 성과를 달

성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서비스 시스템의 구성요소 에 가장 

핵심은 네트워크(내/외부 서비스 시스템)와 상호

작용(가치공동창출 활동)이다. 네트워크란 서비스

를 구성하는 참여자들로 구성된 환경이며, 이들 

참여자들간에 발생하는 것이 상호작용이다. 실제

로 제품과 서비스는 복잡한 차, 교환, 그리고 

계를 통해 설계되고, 창조되고, 달된다. 즉, 서비

스는 이 에 마이클 포터가 주장한 가치 사슬

(value chain)이라는 선형  개념으로 설명하기에

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Basole and Rouse, 2008). 

 서비스의 본질은 상호작용(Interactivity)이기 때

문에 서비스는 본질 으로 다양한 행 자(Actors)

가 참여하는 로세스 상에서 개발되고 제공된다. 

이와 같은 서비스의 고유한 특성은 상호작용의 복

잡성을 증 시키게 되어 상호작용을 측하고, 계

획하고, 표 화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가치 

네트워크는 서비스가 발생하는 모든  과정을 

계(Relationship)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설명해주고 있

을 뿐만 아니라 행 자-자원-행 (Actors-Resources- 

Activities) 임워크를 제시하여 상호작용에 

한 구체 인 분석을 용이하게 해 다(Syson and 

Perks, 2004). 한 가치네트워크는 거시  에

서 조직의 행 를 찰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 네트워크는 기존의 선형  

계로 구성된 가치 사슬의 한계를 보완하여 가치 공

동 창출을 해 서로 유기 으로 구성된 여러 조직

들로 구성된 거 한 네트워크를 말한다.

그 기 때문에 가치네트워크 근법을 통해 

가 행 자(참여자)들이며, 행 자의 유형은 무엇이

며 참여수 은 어느 정도 인지까지 악 할 수 있

게 된다(Basole and Rouse, 2008). [그림 7]은 서비

스 가치 네트워크를 제시한 그림이다. 

서비스 가치네트워크는 5가지 행 자를 포함하

는데, 고객, 서비스 제공자, 1차 동인, 2차 동인, 그

리고 보조동인들로 구성된다. 서비스 가치네트워

크 상에서 가치는 사회 , 기술 , 환경  그리고 

정치  상황에 의해 향을 받는 다양한 계를 

통해 창출된다. 

이  연구에서는 가치가 계 수 에서 창출된

다고 본 반면 이제는 가치가 네트워크 수 에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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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서비스에 한 의 변화(Howells, 2004)

출된다고 볼 수 있다. 가치 네트워크에서 각각의 

행 자들은 최종 으로 고객에게 달되는 제공품 

(Offering)의 가치 상승을 해 각자 기여하게 된

다. 행 자들의 기여는 가치 창출 로세스 상에

서 자신의 역량과 력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그 기 때문에 제품/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은 다양

한 행 자들이 참여하는 복합 인 가치 창출 로

세스인 것이다.

2.3 서비스 로세스

Vargo and Lusch(2008a)는 서비스를 “타인의 이

익을 해 자신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 이 의미에는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가

치 교환을 한 어떠한 행 , 성과 혹은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 서비스는 고객과 한 계 

속에서 발생하며, 고객의 참여와 정보와 같은 고객

의 투입물이 요구되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고객의 

참여, 고객과의 계, 고객의 투입물 등이라는 상황

 요인은 결과 심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

나의 과정(Process) 속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에서 서비스는 복수의 서비스(Services)가 아니라 

단수  개념의 서비스(Service)로 근해야 하며, 

서비스라는 개념의 본질은 로세스라는 것을 의

미한다고 볼 수 있다(Vargo and Lusch, 2008b). 그

기 때문에 서비스는 제품과는 다르게 시작과 끝

이 명확히 정해진 단속  결과물이 아닌 지속  과

정이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도 서비스가 로세스

라는 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남기찬 외, 2009; Bughin et al., 

2008; Karahasanovi  et al., 2009; Kambil et al., 

1999; Lusch et al., 2009; Roser et al., 2009; 

Sandström et al., 2008; Zhang and Chen, 2008). 

이처럼 서비스가 로세스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오래 의 일이 아니다. 통  에서 서

비스란 제품이라는 하나의 실체를 지원하는 주변

활동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서비스의 생산성과 

가치창출이 두드러지고 가시 으로 변하면서 제품

은 서비스 제품으로, 서비스는 서비스 로세스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Howells, 2004)([그림 8]). 

새롭게 이 변하면서 제시된  다른 의문

은 “과연 서비스 로세스란 무엇인가?”라는 것이

다. 즉, 서비스가 서비스 로세스로 변하 고, 과

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서비스라면 서비스 

로세스는 어떻게 구성되는가라는 이다. 최근에 

본 의문 을 해결하기 해 다양한 근법이 제안

되고 있다. 물론 마  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근법이 제시되었으나 서비스라는 본질을 

설명하고 포 인 에서 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 서비스를 체계 으로 분석하기 해서

는 명료하고 식별 가능한 과정으로 정의되어야 하

기에 단일한 학문  에서의 정의보다는 좀 더 

다양한 학문  을 포 하는 것이 요하다. 

본 연구에서 서비스사이언스 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도 서비스사이언스가 다학제 인 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서비스사이언스와 련

된 다양한 연구를 살펴보고 련 연구  서비스 

로세스를 설명하는 이론들을 검토하여 제안모형

을 수립하여 제시하 다.

서비스 로세스에 한 기존 연구의 흐름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서비스를 생

산하기 한 구성요소만을 정의한 연구(Alter, 2008; 

Glushko 2008; Hertog, 2000), 둘째, 서비스를 라이

사이클의 에서 제시한 연구이다(Schmidt, 2008). 

하지만 서비스 로세스는 지속성이라는 특성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생산을 한 구성요소만

을 살펴보는 것은 서비스 로세스를 정의하는데 한

계가 있으며, 서비스 라이  사이클  에서도 

각각의 단계별로 요구되는 행 가 다르고 구체 으

로 어떠한 행 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명확히 정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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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는데(남기찬 외, 2008), 아직까지 이와 같은 

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서비스 로세스가 각각 구별되는 활동의 집합이

라는 에서 서비스 로세스를 정의하고 이를 바

탕으로 서비스 로세스 모형을 제안하 다.

3. 연구모델

서비스 로세스는 연구자마다 근하는 방식이 

조 씩 다른데, Alter(2008)는 서비스 라이  사이

클을 기, 개발, 구  그리고 운 /유지 단계로 구

분하 고, Glushko(2008)은 략, 설계, 운  3가지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Hertog(2000)는 서비스 개

념, 인터페이스, 서비스 생산/ 달의 근방법으로 

라이  사이클에 해 제언하 다. 한 Schmidt 

(2008)는 서비스 로세스 라이 사이클을 제안하

면서 각각의 단계를 설계, 개발, 운 , 평가의 4가

지 단계로 구분하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들을 고려하여 서비스 로세스를 개념화/설계, 생

산, 고객 , 유지/운 , 평가/개선의 5단계로 구

분하 다. 각각의 단계를 제안시 로세스 개념으

로 근이 가능한가, 그리고 각각의 단계가 명확히 

구분되는가, 그리고 지속성을 띄는가를 염두해 두

고 서비스 로세스 단계를 구성하 다. 각각의 단

계에 한 구체 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개념화/설계 활동은 제공되는 서비

스가 어떤 것이며, 서비스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

어 있으며, 가 고객이고 경쟁자인지, 그리고 수

익-비용 구조는 어떤 것인지를 정의한다. 

둘째, 생산 활동은 서비스를 생산하고 달하기 

해 서비스 제공자의 내부 자원을 어떻게 할당·배

치하고 운 할 것인가를 정의하는데 서비스 제공

자의 역량, 기술, 태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나

타낸다. 한 생산 활동 요소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와 각 서비스 네트워크 참여자를 연결시키는 핵심

인 로세스이다. 따라서 생산/ 달 활동 요소는 

신 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 시키기 해 가

장 을 두고 리해야 하는 로세스이다. 

셋째, 서비스 고객  활동은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사이의 커뮤니 이션을 한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고객들은 서

비스 제공자가 달하려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인

지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서비스 제공자와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서비스를 어떻게 달 받

는지 등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실제 제공된 

서비스를 어떤 형태로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넷째, 유지/운  활동은 제공된 제품/서비스가 일

회성이 아니라 지속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

하는 활동이다. 특히 본 활동은 제품과 구별되는 특

성을 가지는데, 제품을 일정한 라이 사이클(Pro-

duct Life Cycle)이라는 시작과 끝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단속  활동으로 본다면 서비스는 제품의 이

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과

의 지속  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섯째, 평가/개선 활동은 제품의 서비스화 (Servi-

cization, Encapsulation)라는 부분과 한 계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기존의 서비스가 서비스 생

산과 소비의 동시성, 그리고 시간에 따른 소멸성을 

강조하는 제품과 차별화된 서비스의 특징에 

을 맞추어 왔다면,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서비스가 

제품까지 포 하는 의의 개념으로 정의됨에 따라 

서비스 사용자의 가치를 지속 으로 창출해 내는 

서비스의 지속성이 요해지고 있다(Hertog, 2000; 

Sawhney et al., 2005).

이와 같이 각각의 구별되는 활동들로 구성된 서

비스 로세스를 모형화하면 [그림 9]와 같다.

제안 모형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는 서비스 

로세스를 5가지로 구분하여 보았으며, 이를 2차 

요인(Second Order Factor)으로 구성하 다. 서비

스 로세스를 2차 요인으로 구분한 이유는 본 

로세스가 단일한 활동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으

로 구성된 하나의 로세스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도 서비스가 로세스라는 을 강

조하고 있다(남기찬 외, 2009; Bughin et al., 2008; 

Karahasanovi  et al., 2009; Kambil et al., 1999; 

Lusch et al., 2009; Roser et al., 2009; Sandströ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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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제안모형

<표 1> 서비스 로세스에 한 설명

단계 활동그룹명 내용

1 개념화/설계
제품/서비스를 생산하기에 앞서 
략과 개념을 수립하는 활동

2 생산
제품/서비스를 생산하는 단계로 고
객과는 직 인 이 이루어지기 
까지의 활동

3 고객
제품/서비스를 고객에게 직 으로 
달하고 제공하는 활동

4 유지/운
A/S를 포함하여 제품/서비스가 고
객에서 지속 으로 제공되는 활동

5 평가/개선
제품/서비스에 하여 지속 으로 
평가하고 개선시키는 활동

[그림 10] 분석 차

et al., 2008; Zhang and Chen, 2008). 

이처럼 서비스 로세스에 한 많은 심과 이

론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각각의 활동에 

한 공통의 언어가 부재하며, 다소 복되는 부

분이 있기는 하나 학자마다 세부 인 활동에 한 

통일된 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비스 로세스에 포함된 세부

활동에 한 공통의 용어와 명확한 정의의 시 함

을 인식하고,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서비스 

로세스를 5가지의 활동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4. 실증분석

4.1 실증분석 차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서비스 로세스 모델을 검

증하기 해 표본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

으로 첫째, 표본의 특성에 한 기 데이터 분석

을 수행하 다. 다음으로 데이터의 신뢰성분석과 

타당성 분석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제안모형의 

분석에 합한지 검증하 다. 데이터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후 가설을 검증하 다. 검증은 형

성  측정 방법뿐만 아니라 반  측정 방법을 모

두 수행하 는데 이는 형성  측정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1종 그리고 2종 오류의 발생여부를 살

펴보기 함이다. 체 인 모형의 분석 차는 [그

림 10]과 같다.

4.2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제안된 모형을 검증하기 해 국내 기

업들을 상으로 설문을 수행하 다. 설문을 수행

하기에 앞서 기존 문헌들의 검토를 통해 설문 도구

를 개발하 다. 설문 상은 표본 기업 선정의 신

뢰성을 확보하기 해 국가기 인 통계청에서 발

간한 2008년도 기업활동 조사보고서1)를 활용하여 

5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린 300개 기업을 표본 

임으로 선정하 다. 선정된 기업을 상으로 사  

약속을 통한 직 방문과 동시에 우편을 통해 설문

을 배포  수집하 다. 기업당 1부씩 총 300개의 

1) 본 보고서는 2008년도 버 이 가장 최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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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설문 응답자에 한 분석

구  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29 73.3

여성 47 26.7

직장경력

1～5년 51 29.0

6～10년 69 39.2

11～15년 25 14.2

16～20년 21 11.9

21년 이상 10 5.7

직군

임원진/최고경 진 3 1.7

간 리자 55 31.3

감독자 10 5.7

문가/기술자 27 15.3

사무직/비서직 45 25.6

행정직 19 10.8

생산직 2 1.1

기타 15 8.5

매출액

100억 미만 22 12.5

100억～499억 33 18.8

500억～999억 26 14.8

1,000억～4,999억 58 33.0

5,000억～9,999억 12 6.8

1조 이상 25 14.2

업종

제2 융/보험 50 28.4

IT/통신 38 21.6

제조 34 19.3

공기업 18 10.2

은행 16 9.1

유통 12 6.8

건설 8 4.5

합계 176 100%

설문을 배포하 으며 이  182부의 설문을 회수하

다(응답률 : 60.7%). 이  특정 응답란에 연속

으로 응답하거나 무응답(missing value)과 같은 오

류로 인해 분석에 부 합하다고 단되는 6부를 제

외하고 총 176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4.3 자료의 분석 도구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

하기 해 사회과학 통계패키지인 SPSS v18.0 for 

Windows와 반  모형(Reflective)의 분석을 

해 표  구조방 식 검증 도구  하나인 SPSS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v18.0을 

사용하 다. 한 형성  모형(Formative)의 분석

을 해 SmartPLS v2.0 M3을 사용하 다. 연구변

수에 한 신뢰도 분석에서는 SPSS v18.0을 사용

하 고, 확증  요인분석과 각 요인에 한 개념 신

뢰도, 수렴타당성, 별타당성 등은 SPSS AMOS 

v18.0을 활용하 다. 

4.4 설문응답자 특성

설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설문응답자에 

한 기  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4.5 신뢰성과 타당성

내용 타당성(Content Validity)은 측정항목과 선

행 연구  기존 이론과의 일 성을 확인함으로써 

수립된다. 특히, 본 연구와 같이 기존에 제시된 측

정 항목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항목을 

개발하여야 하는 경우 내용 타당성이 매우 요한

데,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설문을 배포하기 

에 교수 2인과 IT업계 실무진 3인등 총 5명의 해

당 분야 문가로 구성된 을 구성하여 3회에 걸

쳐 설문 측정 문항에 한 검토  피드백을 수행

하 으며, 이를 통해 최종 설문 문항을 개발하 다. 

연구 모형에서 제시된 개념(Constructs)을 측정하

는데 있어서 측정도구(Instrument)의 합성(Appro-

priateness)을 검증하는 것은 제안된 연구 모형에 

한 결론을 도출시 매우 요한데(Kim, 2002), 본 연

구에서는 이를 하여 측정 모형의 신뢰성(Reli-

ability)과 타당성(Validity)을 검증하 다. 

신뢰성이란 “동일한 개념(Same Concept)이 일

된 결과(Consistent Results)를 산출하는 정도”

라고 정의할 수 있다(Bohrnstedt and Knoke 1994; 

Carmines and Zeller 1979). 그 기 때문에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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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엇을 측정하 는가 보다는 변수를 어떻게 측

정하 는가와 련이 깊다.

본 연구는 신뢰성을 검증하기 하여 Cronbach’s 

alpha, 복합 신뢰도(Composite (Factor) Reliability), 

평균분산 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등의 

세 가지 분석을 수행하 다. 각각의 개념을 살펴보

면 첫째, 신뢰성 측정 시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는 

Cronbach’s alpha는 가능한 모든 반분 신뢰성 계수

(Split Half Reliability Coefficients)를 계산하는 것

이다. Cronbach’s alpha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

질 수 있으며, 일반  기 (A Rule of Thumb)에 

의하면 0.7이상의 값을 가지면 좋은 측정도구라고 할 

수 있으나(Bohrnstedt and Knoke 1994; Carmines 

and Zeller 1979, Fornell and Larcker 1981), 사회과

학에서는 0.6이상도 이상 인 것으로 단한다(채

서일, 2008). 둘째, 복합 신뢰도도 Cronbach’s alpha

와 마찬가지로 내  일 성(Internal Consistency) 

방법을 말하며, 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

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셋째, 평균 부산 추출은 측

정오차(Measurement Error)에 포함된 분산과 비

교하여 측정지표에서 개념이 차지하는 분산의 양

을 측정하는 것이다(Fornell and Larcker, 1981). 

한 본 연구에서는 개념 타당성(Construct Validity)을 

확보하기 해 주요인 분석(PCA: Principal Compo-

nent Factor Analysis)을 수행하 으며, 별타당성

(Discriminant Validity)을 확보하기 해 개념들간

의 상 계 계수와 AVE의 제곱근값(Square Root 

of Average Variance Extracted)을 비교하여 평가

하 다(Hair et al., 2006).

분석결과는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Cron-

bach’s alpha값을 삭제 과 삭제후 두 가지 방식으

로 제시하 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측정

항목들이 새롭게 개발된 지표인 만큼 측정항목의 

신뢰성을 높이기 한 방안을 찾기 함이다. 항

목간의 Cronbach’s alpha 분석시 최 분석에서 제

시된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날 경우 항목삭제를 시

행하지 않았으나, 주어진 항목  일부 항목을 제

거시 최 분석에서 제시한 값보다 더 나은 값을 

갖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항목 삭제 방법을 통해 

높은 신뢰지수를 갖는 값을 삭제 후 값으로 제시

하 다.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모든 값들

이 0.9이상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기

치인 0.7이상을 만족시킴으로서 내  일 성을 

확보하 다고 볼 수 있다. 한 생산활동과 평가/

개선활동의 경우 각각 하나의 항목을 제거시 최

분석 값보다 좀 더 높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나 각각 하나의 항목을 삭제하 다. 

신뢰도 평가를 한  다른 지표인 복합신뢰도

(기 치 0.7이상)와 평균분산추출(기 치 0.5이상)

도 <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모두 기존 문헌

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장 기 치를 상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 상 계 계수와 평균분산추출

의 제곱근 값의 비교에서도 각각의 값들이 해당 개

념의 상 계 계수보다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렴타당성과 별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탐색  요인분석(EFA : Exploratory Factor Anal-

ysis)을 수행하 다. 요인 분석 결과 제시되는 요인 

재량(Factor Loading)은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

계 정도를 나타내어 주므로 각 변수들은 요인 

재량이 가장 높은 요인에 속하게 된다. 

요인 재량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유의한 변수

로 채택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인 기 은 

없으며, 일반 으로 요인 재량이 0.4이상이면 유

의한 변수로 간주하고, 0.5가 넘으면 아주 요한 

변수로 본다(채서일 2008).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

을 수행한 결과 <표 5>와 같이 모든 항목이 0.5이

상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항목이 권장 

기 치를 상회하 다.

4.6. 제안모형 분석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을 형성함에 있

어서 반  측정 방법(Reflective Measurement)

을 활용할 것인지 형성  측정 방법(Formative 

Measurement)을 활용할 것인지에 한 결정은 쉽

지 않다.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지에 한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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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서비스 로세스 측정 항목

개념
항목
번호

설문항목
Cronbach’s α

삭제 삭제후

개념화/
설계활동

C1 고객이 구인지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902
삭제
항목
없음

C2 다양한 고객의 행 를 충족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C3 충족시켜야하는 고객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

C4 수익과 비용 구조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C5 공 자  트  등 련 회사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C6 효과 인 제품/서비스 제공을 한 역량들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

C7 트  회사들이 보유해야 하는 역량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C8 련된 기술의 역할  활용에 방향에 해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

C9 개념화/설계 단계는 우리 기업의 수익률에 공헌도가 아주 높다.

생산
활동

D1 우리 회사의 제품/서비스 생산 로세스는 효율 이다.

.911
.913
(D8

삭제시)

D2 우리 회사는 제품/서비스 생산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D3 제품/서비스 생산 로세스 상에서 공 자  트 가 잘 활용되고 있다.

D4 트 회사는 제품/서비스 생산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D5 각 트 회사들의 역량이 잘 결합되어 생산에 시 지효과를 내고 있다.

D6 생산 로세스는 우리의 제품/서비스 개념을 충실히 반 하고 있다.

D7 트 회사들은 우리의 제품/서비스 생산 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있다.

D8 제품/서비스 생산 단계는 우리 기업의 수익률에 공헌도가 아주 높다.

D9 우리는 기술을 잘 활용하여 제품/서비스 생산 로세스를 효율화한다.

고객
활동

F1 우리 고객들은 다양한 달경로  방식을 통해 제품/서비스를 사용한다.

.917
삭제
항목
없음

F2 우리 고객들은 필요에 따라 제품/서비스 경로 선택을 할 수 있다.

F3 우리의 제품/서비스 달 경로와 방식은 효율 이다.

F4 우리 회사는 고객  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F5 우리 회사의 제품/서비스 달 경로는 제공하는 제품/서비스와 잘 조화되어 있다.

F6
트 회사들은 고객이 선택한 제품/서비스의 달 경로  방식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

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F7 제품/서비스 고객  단계는 우리 기업의 수익률에 공헌도가 아주 높다.

F8 트 회사들은 우리 회사의 고객  활동 잘 이해하고 있다.

F9 우리 회사는 기술을 잘 활용하여 고객  활동을 효율화한다.

유지/운
활동

M1 우리 고객들은 다양한 달경로  방식을 통해 제품/서비스를 사용한다.

.908
삭제
항목
없음

M2 고객들을 분류하고 필요에 맞는 제품/서비스를 추천하고 있다.

M3 우리의 제품/서비스 유지·운  활동은 효율 이다.

M4
트 들은 고객의 순차 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문제없이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

고 있다.

M5 유지·운  활동은 우리의 제품/서비스 개념을 충실히 반 하고 있다.

M6 트 회사들은 우리 회사의 유지·운  활동을 잘 이해하고 있다.

M7 우리 회사는 기술을 잘 활용하여 유지·운  활동을 효율화한다.

M8 제품/서비스 유지·운  단계는 우리 기업의 수익률에 공헌도가 아주 높다.

M9 우리 회사는 제품/서비스 유지·운 에 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평가/개선
활동

E1 우리 회사는 사용자의 에서 평가·개선을 한 활동을 수행한다.

.938
.939
(E1

삭제시)

E2 각 단계별 평가 결과는 반드시 개선 필요사항에 반 되어 수용되고 있다.

E3 트 들도 평가·개선을 한 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고 있다.

E4 우리 회사의 제품/서비스에 한 평가·개선 활동은 효율 이다.

E5 트 들은 제품/서비스에 한 평가·개선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E6 제품/서비스 평가·개선 활동은 우리 기업의 수익률에 공헌도가 아주 높다.

E7 우리 회사는 기술을 잘 활용하여 평가·개선 활동을 효율화한다.

E8 평가·개선 활동은 우리의 제품/서비스 개념을 충실히 반 하고 있다.

E9 우리 회사 제품/서비스에 한 평가·개선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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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제안 모형의 신뢰성 분석

Construct

Cronbach’s
α

Composite
Reliability

AVE
Construct Correlation

1 2 3 4 5

략/설계 .900 .900 .531 (.729)

생산활동 .913 .914 .570 .681
**

(.755)

고객 .898 .898 559 .528** .602** (.748)

유지/운 .898 .898 .558 .576
**

.681
**

.573
**

(.747)

평가/개선 .939 .939 .660 .580
**

.593
**

.542
**

.659
**

(.812)

Note) The number in parenthesis is the square root of AVE.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2-tailed).

결정 기 은 련 이론(Auxiliary Theory)에 기 하

는 방법뿐이다(Diamantopoulos and Siguaw, 2006). 

를 들어 조직의 성과를 생산성, 수익성  시장 

유율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할 경우 조직의 성과

를 설명하는 3가지 개념은 각각 다른 측면을 반

하고 있기 때문에 형성  측정 방법을 통해 측정해

야 한다(Petter et al., 2007).이와 같은 논의는 계층

(Hierarchical) 혹은 상  수 (High-order) 개념 

모델을 구성할 경우 특히 많이 제기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로세스 모형을 형성  

방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념 으로 서비스 로세스란 하나의 

활동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5가지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한 각각의 활동

은 다른 활동과 복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활

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둘째, 방법론  차원에서 

반  측정 방법은 단일 차원성으로 구성되며, 각

각의 측정 개념은 내용 타당성(Content Validity)에 

상 없이 개념 타당성(Construct Validity)을 높이

기 해 제거가 가능하나(Petter et al., 2007), 본 연

구에서 제시하는 5가지 활동은 하나의 활동이 제거

될 경우 그 의미가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

을 한 제거는 부 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로세스를 

략/설계, 생산활동, 고객 , 유지/운 , 평가/개

선 등 5가지 활동으로 구분하고, 이들간의 계를 

2차 요인 모델로 형성하여 이를 형성  측정방법

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그러나 모형의 형성에 있어서 기존 모형들의 오

(誤)추정(Misspecification)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모형을 제안하는 연구

에서 오추정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기에 제안모형

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오추정의 문제가 없음을 제

시하는 것도 요하다고 단되어 반  분석 기

법(Reflective Measurement)도 함께 제시하여 결

과를 비교해 보았다. 

체 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형에 

한 검증 결과는 <표 6>～<표 11>과 [그림 11], 

[그림 12]에 표기된 바와 같다. 우선 <표 6>에서는 

반  모형의 체 인 합도를 제시하고 있다. 

검증 결과 세 가지 지수가 권장 기 치를 만족

시키지 못하 는데(χ2, GFI, AGFI) 이에 한 구

체 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χ2검

증은 가설모형이 모집단에서 “정확하게” 성립한다

는 가설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형이 아주 커질 때

까지는 모형과 자료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따라서 가설모형이 략 으로 

한 경우에도 χ2값은 매우 크게 나와 모형을 기

각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카

이제곱 검증은 단지 참고로만 사용하게 된다. 한

편 “ 략 으로” 한 모형인지 여부를 알려주

는 합도 지수는 RMSEA이다. 즉 가설모형이 모

집단에서 개략 으로 성립한다는 가정을 검토하게 

해주므로 간명모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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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탐색  요인 분석 결과

Sample
Mean

Std. Dev
Component Communality

1 2 3 4 5 Initial Extraction

C1 4.11 .885 .172 .031 .755 -.055 .132 1.000 0.62 

C2 3.63 .852 .330 .061 .596 .190 .216 1.000 0.55 

C3 3.82 .874 .145 .182 .708 .194 .080 1.000 0.60 

C4 3.52 1.031 .121 .239 .705 .239 .175 1.000 0.66 

C5 3.65 .969 .130 .165 .711 .172 .257 1.000 0.65 

C6 3.65 .944 .200 .210 .615 .296 .316 1.000 0.65 

C7 3.42 .965 .278 .186 .661 .094 .267 1.000 0.63 

C8 3.60 .889 .131 .322 .589 .173 .284 1.000 0.58 

D1 3.48 .778 .173 .420 .200 .194 .545 1.000 0.58 

D2 3.73 .817 .148 .403 .201 .262 .538 1.000 0.58 

D3 3.55 .747 .163 .142 .210 .217 .692 1.000 0.62 

D4 3.49 .786 .192 .126 .215 .291 .717 1.000 0.70 

D5 3.36 .857 .204 .156 .218 .158 .736 1.000 0.68 

D6 3.51 .814 .192 .225 .242 .056 .762 1.000 0.73 

D7 3.48 .855 .154 .312 .306 .203 .588 1.000 0.60 

D9 3.61 .834 .178 .417 .368 .244 .517 1.000 0.67 

F1 3.63 .878 .153 .219 .191 .679 .116 1.000 0.58 

F2 3.51 .920 .060 .125 .122 .783 -.027 1.000 0.65 

F3 3.41 .877 .272 .079 .174 .756 .231 1.000 0.73 

F4 3.56 .886 .127 .246 .084 .761 .201 1.000 0.70 

F5 3.63 .825 .252 .256 .148 .639 .294 1.000 0.65 

F7 3.68 .801 .212 .068 .102 .677 .242 1.000 0.58 

F9 3.59 .864 .174 .291 .223 .617 .244 1.000 0.61 

M3 3.51 .725 .235 .626 .153 .280 .164 1.000 0.58 

M4 3.44 .723 .252 .611 .095 .281 .242 1.000 0.58 

M5 3.47 .755 .246 .678 .264 .162 .142 1.000 0.64 

M6 3.40 .780 .302 .654 .194 .035 .281 1.000 0.64 

M7 3.50 .786 .172 .708 .180 .137 .176 1.000 0.61 

M8 3.43 .839 .288 .707 .125 .194 .129 1.000 0.65 

M9 3.65 .829 .252 .683 .151 .193 .238 1.000 0.65 

E2 3.31 .814 .755 .253 .205 .165 .095 1.000 0.71 

E3 3.11 .916 .795 .212 .098 .168 .145 1.000 0.74 

E4 3.28 .805 .748 .200 .259 .117 .210 1.000 0.72 

E5 3.19 .891 .721 .211 .188 .018 .381 1.000 0.75 

E6 3.27 .816 .736 .140 .208 .251 .166 1.000 0.69 

E7 3.35 .842 .754 .315 .170 .149 .124 1.000 0.73 

E8 3.38 .826 .744 .244 .171 .293 .136 1.000 0.75 

E9 3.35 .801 .637 .324 .237 .272 .137 1.000 0.66 

Note)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Rotation converged in 6 it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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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제안 모형의 합도 분석 결과

Fit indices Suggested model Cut-off value

합
지수

χ2(카이제곱 통계량) 1178.767  -

df(자유도) 660  -

p-value(확률값) .000  p-value≥ 0.05

χ2/df(표  카이제곱) 1.786 3≥χ2 / df≥ 1

GFI( 합도 지수) .752 GFI≥ 0.9

RMR(원소간 평균 차이) .042 RMR≤ 0.05

RMSEA(개략화 오차 평균) .067 RMSEA≤ 0.08

증분
합

지수

NFI(표 합지수) .777 NFI≥ 0.9

NNFI(비표 합지수) .880 NNFI≥ 0.9

IFI(증분 합지수) .888 IFI≥ 0.9

CFI(비교 합지수) .887  CFI≥ 0.9

간명
합

지수

AGFI(조정 합지수) .721 AGFI≥ 0.8

PGFI(간명 합지수) .670 PGFI≥ 0.6

PNFI(간명표 합지수) .730 PNFI≥ 0.6

PCFI(간명비교 합지수) .833 PCFI≥ 0.6

※ Note) a. 합지수는 모델의 반 인 부합도를 평가하는 지수임.

b. 증분 합지수는 기 모형에 한 제안모형의 부합도를 평가하는 지수임.

c. 간명 합지수는 제안모형의 합수 , 즉 모형의 복잡성과 객 성의 차이를 비교하는 지수임.

d. 의 지수는 모형의 Modification을  수행하지 않은 상태의 지수임.

Note : 경로계수는 비표 화된 추정치를 나타냄.
*
 t0.05 = 1.960, 

**
 t0.01 = 2.576, 

***
 t0.001 = 3.291.

[그림 11] 분석결과(반  측정)

일반 으로, RMSEA가 0.05이하면 좋은 합도, 

0.08까지도 수용할만한(Reasonable) 합도라 할 

수 있으며, 0.10이상이면 합하지 않은(Unacce-

ptable) 합도를 의미한다(이순묵, 2000). 본 연구

에서 RMSEA 값은 0.067로 수용할 만한 수 의 모

형이라 할 수 있다. 한 χ2값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을 보완한 Normed χ2값도 1.786으로 권장수 을 

만족하고 있다. 둘째, GFI는 가장 일반 으로 제시되

는 지수로써, 표본크기에 덜 민감한(Less Sensitive)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본 지수 역시 N이 표

본 분산에 미치는 향 때문에 표본 크기에 간

으로 향을 받는다(Hair et al., 2006). AGFI도 

GFI와 마찬가지로 표본크기가 커지면 값이 커지게 

되며, 표본 크기에 비해 자유도가 상 으로 크면 

자유모수의 수가 많을 때를 제외하고 AGFI의 값은 

작아지게 된다(이기종, 2005). 하지만 이 두 가지 지

표로만 합도를 평가하는 것은 부 하다(Hair et 

al., 2006; Ping, Jr. 2004). 일반 으로 Silvia (1998)

의 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표본크기가 

200이상일 경우 GFI가 0.9이상 되어야 모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Mulaik(1989)도 표본

크기가 200이상이면 GFI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

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표본크기가 176이

기에 GFI와 AGFI가 다소 낮을 수 있으며, 표본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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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제안 모형의 분석결과(반  측정)

Path estimate Std. Error t-value p-value

서비스 로세스 → 략/설계 .813 - - -

서비스 로세스 → 생산 활동 .884 .132 8.244 .000
***

서비스 로세스 → 고객 .759 .124 6.857 .000
***

서비스 로세스 → 유지/운 .853 .110 7.532 .000***

서비스 로세스 → 평가/개선 .777 .123 7.730 .000
***

Note) 추정치(estimate)는 표 화된 추정치를 말함.
*
 t0.05 = 1.960, 

**
 t0.01 = 2.576, 

***
 t0.001 = 3.291.

<표 8> 제안 모형의 신뢰성 분석결과(형성  측정)

AVE CR R2 Cronbach’s α Redundancy

략/설계 0.5895 0.9197 0 0.9002 0

생산활동 0.6235 0.9298 0 0.9136 0

고객 0.6212 0.9197 0 0.8981 0

유지/운 0.6208 0.9197 0 0.8981 0

평가/개선 0.7016 0.9495 0 0.9392 0

서비스 로세스 0.4347 0.9666 1 0.9643 0.1198

Note)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평균분산추출), CR(Composite (Factor) Reliability, 복합신뢰도).

기에 비교  덜 민감한 합도인 CFI, NNFI, RMSEA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순묵, 1990; 2000).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CFI와 NNFI는 권장 기

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장 기

치를 만족시키지 못한 합지수들이 표본크기의 문

제 때문에 발생하 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 제안한 모델은 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안 모형을 검증하 다.

반  방법으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 모든 경로

가 99.9%의 신뢰수 내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형성  방법을 통해 

분석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형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에서 제시된 값을 살펴보면 Cron-

bach’s α값이 앞서 신뢰도 분석에서 제시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Nunnally(1978)가 제안한 권장 기 값

인 0.7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평균

분산추출(AVE)과 복합신뢰도(CR)값도 기 치인 

0.5와 0.7이상의 값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컴포 트 기반 구조방

정식(Components-based SEM)인 부분 최소자승

법(Partial Least Squares)에 한 합도를 검증하

다. 일반 으로 공분산기반 구조방정식(Covariance- 

based SEM)은 모델의 합성을 요시하기 때문

에 다양한 합도 지수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PLS

의 경우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s)의 설명 

분산(Explained Variance)을 극 화하는 것을 목표

로 하기 때문에 이와 련된 합도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PLS의 특성을 반 한 반

 합도 지수(GoF, A Global Fit)가 제안되었는데

(Tenenhaus, 2008; Wetzels et al., 2009), 이 지표는 

공통성(Communality)과 R
2
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PLS 모델의 Communality와 평균분산추

출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Wetzels et al., 2009). 

이를 기반으로 본 모형의 합도를 제시하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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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경로계수는 표 화된 추정치를 나타냄.
*
 t0.05 = 1.960, 

**
 t0.01 = 2.576, 

***
 t0.001 = 3.291.

[그림 12] 분석결과 (형성  측정)

<표 9> 제안 모형의 합도(형성  측정)

GoF Criteria
a

Effect Sizes for R
2

Average AVE Cut-off value Our model fit

Large 1.00 0.59855 GoFlarge=0.36 0.77366b

Note) a : A Global Fit Index(0≤GoF≤1).

b : These value are calculated by   ×

<표 10> 제안 모형의 분석결과(형성  측정)

Path estimate Sample Mean Std. Dev Std. Error t-value

서비스 로세스 → 략/설계 .233 0.2328 0.2331 0.0095 0.0095 24.396***

서비스 로세스 → 생산 활동 .261 0.2615 0.2609 0.011 0.011 23.743***

서비스 로세스 → 고객 .203 0.2035 0.2026 0.0094 0.0094 21.578
***

서비스 로세스 → 유지/운 .222 0.2217 0.2211 0.0082 0.0082 26.971
***

서비스 로세스 → 평가/개선 .284 0.2836 0.2841 0.0091 0.0091 31.269***

Note) 추정치(estimate)는 표 화된 추정치를 말함.
* t0.05 = 1.960, ** t0.01 = 2.576, *** t0.001 = 3.291.

9>와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합도가 기 치

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형의 검증을 수행하 다. 모형의 검

증은 PLS 경로 분석을 통해 검증하 다. 분석을 

해 PLS를 활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는 서비스 로세스를 2차 요인으로 구성하 는데 

계층  모형(Hierarchical Model) 혹은 상  차원 

요인(High-order Factor) 모형의 경우 측변수의 

반복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공분산을 기반으

로 하는 AMOS나 LISREL의 경우 이러한 측변

수의 반복사용이 용이하지 않으나, PLS의 경우 이와 

같은 방법의 수행이 용이하다(Wetzels et al., 2009). 

둘째, 형성  모형으로 구성된 서비스 로세스의 

경우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인데, 형성  

모형이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인 경우 공분

산을 기반으로 하는 AMOS나 LISREL이 용이하나 

내생변수인 경우 컴포 트를 기반으로 하는 PLS가 

용이하다(Hsu et al., 2006; Petter et al., 2007).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형성  모형을 

PLS 기법을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하 고, 분석 결

과는 [그림 12]와 <표 10>과 같다.

반  모형과 마찬가지로 모든 경로는 99.9%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두 분석 모형의 결과

를 비교하여 보았다. 그 이유는 측정 방법의 선택시 

가장 문제가 되는 측정 모델의 오(誤)추정(Misspe-

cification)으로 인해 발생하는 1종 오류(Type I er-

ror)와 2종 오류(Type II error)때문이다. 측정 모델

의 오추정은 측정 오차에 향을 미치게 되며, 결

과 으로 구조 모델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 형성

 측정에서도 오추정으로 인해 1종 오류와 2종 오

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이론 개발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부 한 결과로 인해 이론 검증

에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Petter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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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제안 모형의 분석결과 비교

Path
Formative Reflective

결과비교
t-value 검증결과 t-value 검증결과

서비스 로세스 → 략/설계 24.396*** Significant - - 일치

서비스 로세스 → 생산 활동 23.743
*** Significant 8.244*** Significant 일치

서비스 로세스 → 고객 21.578*** Significant 6.857
***

Significant 일치

서비스 로세스 → 유지/운 26.971*** Significant 7.532
***

Significant 일치

서비스 로세스 → 평가/개선 31.269
*** Significant 7.730*** Significant 일치

Note) 형성 지표(formative)의 경우 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500개의 resampling을 활용하여 분석하 음.
‡
 t0.10 = 1.645, 

*
 t0.05 = 1.960, 

**
 t0.01 = 2.576, 

*** 
t0.001 = 3.291.

한 형성  모형의 경우 반  모형과는 반

로 개념 타당성 보다 내용 타당성을 우선 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의 발생여부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이 요하다.

특히 본 연구의 경우 새로운 개념  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우선 으로 규명하는 것이 요

하다고 단된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반  

방법으로 측정하 을 경우(Covariance-based SEM 

활용)와 형성  방법으로 측정하 을 경우(Com-

ponent-based SEM 활용)를 비교하여 이들간의 결

과를 살펴보았다. 

비교 분석 결과 반  측정 모형의 분석 결과의 

t-value가 형성  측정 모형의 t-value보다 다소 

약하게 나타났으나, 이는 반  측정 모형의 경우 

표본 수 176개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이고 형성  

측정모형의 경우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한 재표집(Resampling)방법을 이용하여 500개의 

표본을 가지고 분석하 기 때문에 표본 수의 차이

로 발생한 문제라 단된다. 결과 으로 분석결과

는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종 오류와 2종 오

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의 분석결과

를 살펴보면 략/설계, 생산활동, 고객 , 유지/

운 , 평가/개선 등의 5가지 서비스 활동으로 구분

하여 제시한 서비스 로세스의 2차 요인 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오추정

으로 인한 문제를 살펴본 결과 오추정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이 통계 으로 유

의하고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분석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이 형성  모형으로 뿐만 아

니라 반  모형으로도 통계 으로 유의하기 때

문에 본 모형을 반  모형으로 볼 것인지 형성

 모형으로 볼 것인지에 한 명확한 구분선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논의에 한 지

침을 찾고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모형의 선택방법을 한 기 을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본 모형 선택방법의 기 은 다음

의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연구자의 주

 단이다. Diamantopoulos and Siguaw(2006)

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일반 으로 모형의 선택은 

연구자가 생각하는 주  단에 의해 결정된다. 

물론 선행연구의 근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일

반 이나 연구의 상황과 제시하는 개념들간의 

계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에 최종선택은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둘

째, 개념들간의 차별성이다. Petter et al.(2007)이 

주장한 바와 같이 2차 요인분석을 수행시에는 각

각의 개념이 그리고 단일 차원성에서는 각각의 설

문항목들이 서로 유사성을 띄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념  측면을 반 하고 있을 경우에는 형성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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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와 

같이 조직의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생산성과 수

익성과 시장 유율이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반

 모형으로 근해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셋째, 

삭제 가능성이다. 를 들어 2차 요인모형을 기반

으로 모형을 측정할 때 분석 차 에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개념이 제거되어도 무방하다면 반  

모형으로 근해도 상 없지만 하나의 개념이라도 

삭제될 때 체 인 의미가 상쇄된다면 형성  모

형으로 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은 서비스 로세스라

는 2차요인과 이를 형성하는 5가지 1차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 1차 요인에서 제시된 5개의 

개념은 각각 명확히 구분되는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의 개념이라도 삭제될 경우 서

비스 로세스라는 의미의 상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형성  모형을 제안

하 고 통계 으로 측정을 수행하 다.

5. 결  론

서비스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서비스가 경제성장

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서비스에 

한 새로운 근법과 재조명이 요구되어지고 있

다. 이제 서비스는 제품을 보조하는 수단이 아니

라 그 자체가 가치를 주도 으로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의 원천이자 경제의 원동력으로 인식되어 신

성장동력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에 한 성장세와는 비례하지 못

하게 서비스에 한 인식은 아직까지 통 인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체계

이고 과학 인 근이 어렵다는 인식이 아직까

지 산업이나 학계 반에 퍼져있다. 그러나 서비스

가 진정으로 신성장동력 혹은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기 해서는 과학 인 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서비스 지배 논리와 서비스사

이언스는 이러한 인식의 환을 한 터닝포인트

로 주목받고 있다. 즉, 오늘날의 서비스의 실을 

반 한 새로운 논리가 서비스 지배 논리이고, 서

비스에 한 체 인 윤곽을 그리고 체계 으로 

근하기 한 학문이 서비스사이언스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지배논리와 서비스사이언

스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론  기반을 바탕으로 서

비스를 구체화할 수 있는 첫 단계로서 서비스 로

세스를 정의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본 연구

에서는 서비스 지배논리와 서비스사이언스 을 

기반으로 문헌의 검토를 통해 서비스가 략/설계, 

생산활동, 고객 , 유지/운 , 평가/개선 등의 5

가지의 구별되는 활동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각각

의 활동들이 모여서 서비스 로세스를 이룬다는 

을 제시하 다. 한 이러한 활동들이 이론 으

로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지를 규명하기 해 통계

 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결과 각각의 활동은 명

확히 구분되며, 서비스 로세스를 측정하기 한 

타당한 모형이라는 것을 통계  분석을 통해 검증

하 다. 

본 연구는 한 포 인 에서의 서비스에 

한 개념  정의가 가능함을 제시하 다. 즉 서비

스가 단일한 행 가 아니며 지속성을 띄고 있기 때

문에 로세스 에서 서비스를 바라보아야 함

을 이론과 실증 분석을 통해 규명한 것이다. 이러

한 의 변화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5가지의 서

비스 로세스 구성요소를 제시하 고 이러한 연

구를 통해 앞으로 서비스에 한 연구 수행시 체계

 근과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 한다. 한 

본 연구가 포  서비스에 한 기  연구인 만큼 

다양한 후속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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