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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서 자동차, 조선, 철강, 석
유화학, 통신기기, 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종들은 경제를 뒷받침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력산업은 그동안
제품개발과 생산프로세스효율 제고에 치중하여 일부 업종과 품
목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2007년을 기준으로
할 때 국내의 조선, TV, LCD패널, DRAM, 낸드플래시 메모리
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휴대폰은 2위, 자동차와 석유화학은
각각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조업종들의 이 같은 성과는 첨단지식이나 아이
디어보다는 자동화설비와 같은 자본투입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이것이 장기적인 성장능력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
니다. 또한 우리의 주력산업은 그 대부분이 성장기 후반 또는 성
숙기에 도달하여 수익창출능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
내 주력업종의 매출액순이익률 추이를 보면, 물론 일부 예외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2004년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력 제조업종들의 수익창출능력이 약화되는 것은 비
단 한국에서뿐만은 아닙니다. 선진국 제조업종들도 1980년대
후반 이후 이미 수익창출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해 왔습니다. 제조업종들의 수익창출능력이 떨어
지는 것은 핵심 제품시장이 포화되어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
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제

조기업들은 점차 핵심제품과 관련된 서비스에서 새로운 수익원
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조기업들은 글로벌경쟁 격화와 중국·인도 등 신흥
공업국들의 추격으로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핵심·원
천기술 기반의 취약으로 새로운 성장수종 발굴에 더욱 큰 어려
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 경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주력 제조업종들의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색하
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주력 제조기
업들이 핵심제품과 관련된 서비스로 사업영역 확장을 통해 성장
하는 전략을 조망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본 연구원 주력산업실의 김휘석 실장과 이항구
연구위원, 그리고 산업경쟁력실의 김진웅 부연구위원이 공동으
로 작성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과제소심의위원으로서 연구
수행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하면서 유익한 의견을 제시
해 주신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김현정 박사님, 지식경제부
지식서비스과의 최우혁 사무관님, 그리고 본 연구원의 유진근
연구본부장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과 정책방안은 필자들의 개인적 견해일
뿐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향후 우리 제조기업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기업전략을
수립하고, 정부가 주력산업의 미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08년 12월
산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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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조업 위주로 구성된 한국의 주력산업은 그 대부분이 성
장기 후반 또는 성숙기에 도달하여 가치창출능력이 점차 저
하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주력산업은 새로운 사업방식과 새
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지 않으면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제조기업들의 수익창출능력이 약화
된 것은 비단 한국에서뿐만은 아니고 선진국 제조기업들도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대응책
을 모색해 왔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핵심제품시장이 포화된
것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핵심제품 관
련 서비스시장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다. 핵심제품 관련
서비스로 진출하여 성공한 제조기업들은 모두가 자신들의
제품과 서비스 대신 고객의 관점에서 시장을 재정의한다.
이처럼 제조업들의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
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국내 주력산업의 지속적
인 성장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현안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주력 제조기업들이 핵심제품과 관련된 서비스
로의 사업영역 확장을 통해 성장하는 전략을 조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향후 기업의 전략 및 정부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기

2 서비스화를 통한 국내 주력산업의 신성장전략

업이 핵심제품 관련 서비스시장으로 진출하여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현상을 제조업의‘서비스화’(servicization)로 정
의한다.
연구방법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이
본 연구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제조
업의 서비스화에 대한 국내 연구는 전혀 없고, 해외의 경우
에도 개념적 접근을 한 논문은 다수 있으나 실증분석을 수
행한 연구는 몇 개에 불과하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시도
한 스케그즈·드로즈(Skaggs & Droege, 2004)의 연구체
계에 한국의 데이터를 적용하여 제조업의 서비스에 대한 세
가지 연구가설을 검증한다. 본 연구에 적용한 샘플은 금융
감독원 전자고시에 등록된 30대 기업집단 소속 제조기업 중
서비스자회사를 설립 또는 인수한 기업과 독립된 서비스기
업에 지분투자를 한 제조기업이다. 샘플에 최종적으로 포함
된 제조기업은 서비스분야에 진출한 61개이다. 검증결과 추
가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팽·팔마티어·스틴캠프(Fang,
Palmatier, & Steenkamp, 2008)의 연구결과를 참조한다.
실증분석과 함께 서비스화를 추진한 선진국 및 한국 제조
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한다. 사례기업으로는 지속적인 사업
구조개편을 통해 서비스 중심의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성한
GE,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서비스 및 솔루션 기업
으로 변신한 IBM, 전자분야 역량을 활용하여 엔터테인먼

요 약

트기업을 지향하는 소니, 그리고 핵심제품의 렌탈서비스를
통해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한국의 웅진코웨이를 포함한다.

제조업 서비스화의 개념과 배경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제조업의 가치사슬에서 서비스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고, 제조업이 서비스분야로 사업영
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두 가지, 서로 다르지만 상호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
의 사업영역이 서비스로 확대되는 현상에 초점을 둔다.
제조업이 서비스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가장 중요한 요
인은 제품생산만으로는 성장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핵심 제품시장의 포화로 인해 경쟁이 매우 치열해짐에 따라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업은 생존 자체
가 불투명해진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나타난 국내 주
력업종의 매출액순이익률을 보면 일부 예외는 있지만 전반
적으로 2004년까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 점
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그림 Ⅱ-2> 참조). 이처럼 제
조업종들의 이익창출력이 떨어지는 것은 비단 한국만의 현
상은 아니다. 선진국 제조기업들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
터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고 제조기업의 수익 및 이익 창출
능력 확대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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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제조업 성장률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조기업들이 성장을 위
해 서비스부문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
스러운 현상이다.
제조업의 서비스화 현황과 유형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있어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현황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한
국의 경우 제조기업 내부에서 서비스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별도의 자회사를 운영하는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미
국의 경우 상무성 경제분석국 데이터를 통해 추정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내구제품 내재서비스 시장규모는 4,970억
달러이다(Auguste, Harmon, & Pandit, 2006). 이는
1995년 이후 연평균 9.1%씩 성장한 것으로서 같은 기간
내구제품 연평균 성장률 0.7%에 비하면 크게 높을 뿐만 아
니라, 전문직 서비스나 금융서비스 3~5%보다도 높다. 이
처럼 내구제품 내재서비스의 성장률이 높은 것은 내구제품
의 설치 및 운행 기반(stock)이 계속 확대되기 때문이다
(Wise & Baumgartner, 1999). 또한 제품구입비용보다
는 제품을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유지, 보수, 기술지원, 소
모품, 연료, 금융, 보험 등 관련비용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통계가 없어 본 연구의 실증분석 대상 61개
서비스사업 진출 제조기업 데이터를 통해 제조업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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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시장규모를 추정한다. 61개 제조기업이 투자한 서비스
기업 수는 총 226개로서 이 중 핵심사업 관련 서비스분야
는 95개, 비관련 서비스분야는 131개이다. 아직까지 국내
제조기업의 서비스업 진출은 비관련분야가 많다. 진출분야
별로는 금융·보험 분야가 51개로 가장 많고, 유통 39개,
정보통신 30개, 사업서비스 29개, 스포츠 22개 순이다.
61개 샘플기업의 서비스부문 매출액은 2007년 24.7조 원
으로서 1999년 이후 연평균 9.0%의 성장률을 보인다. 이
는 같은 기간 제품부문의 매출액 372조 원, 연평균 성장률
14.8%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치이다. 이렇게 볼 때 아직까
지 한국의 제조기업들은 서비스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부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기업의 서비스화는 이를 보는 시각과 적용한 논리체
계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날 뿐 정형화된 유형이 없
다. 따라서 학술지의 몇몇 논문에서 제시된 제조기업의 서
비스화 유형을 소개한다.
먼저, 고객의 활동을 핵심활동과 보조활동으로 구분하여
접근한 소우니·발라수브라마니안·크리스난(Sawhney,
Balasubramanian, & Krisnan, 2004)은 서비스-기회
매트릭스를 통해 네 가지 형태의 서비스화 유형을 제시한다.
이들은 시간적 확장, 공간적 확장, 시간적 재배치, 공간적
재배치를 포함한다. 이들의 분류체계는 고객활동 체인이라
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는 고객들이 특정한 성과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 여러 활동들의 유기적인 체계를 뜻한다.
제조기업의 서비스화에 대한 두 번째 유형은 다운스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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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초점을 둔 네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는 제조
기업들이 제품 생산에만 초점을 두는 것보다 고객의 가치사
슬 끝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보는 와
이즈·바움가트너(Wise & Baumgartner, 1999)의 유형
구분이다. 이들은 서비스제공을 통해 이익창출에 성공한 기
업들은 내재서비스, 종합서비스, 통합솔루션, 유통통제의
네 가지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제조업연구소(IfM,
2006)는 제품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제조기업의 사업전략을
중심으로 한 앞의 두 접근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제조기
업의 서비스화를 유형화한다. 즉, 대부분의 수익 또는 비용
이 제품에서인지, 아니면 서비스에서 발생하는지에 따라 제
조기업을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이들은 제품제조업체,
서비스주도형 공급자, 시스템통합업체, 서비스제조업체이
다. 제조업연구소는 자신의 분류체계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영국 동남지역 10개 제조기업의 실제 데이터를 적용
해 보았다. 그 결과 서비스제조업체로 분류된 기업은 없고,
대다수 기업은 전통적인 제조업체로 분류되었다.
제조업 서비스화의 이론과 연구가설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여러 이론적인 시각을 통해 이 현상
을 설명할 수 있다. 이들은 제조기업의 서비스진출이 기본
적으로 사업다각화라는 점에서 다각화이론, 환경적 제약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경영자원이론, 제조와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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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중 선택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선택 이론, 서비스의 본질
이 지식이라는 점에서 지식경영이론을 포함한다.
제조기업의 서비스화는 사업다각화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서비스상품의 무형성과 서비스 생산 및 인도 과
정에 고객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시장비효율이 발생하게 된
다(Skaggs & Droege, 2004). 제조기업이 서비스시장에
진출하여 수익기반을 확대하고 이익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
서비스시장에서 비효율을 창출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이다. 경영자원이론의 시각에서 제조기업의 서비스화를 보
면, 서비스에 내포된 여러 특성들이 독특하고, 모방이 어렵
고, 고객에게 보다 많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
공 제조기업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 현금흐름, 이익을 가
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제조기업의 서비스화는 수익성 악화라는 환경적 제
약을 극복하고 기업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한다는 관점
에서 전략적 선택(strategic choice)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Child, 1972). 이때 선택의 대상은 제품 또는 서
비스, 제품과 서비스의 묶음 등이 될 수 있다. 또한 제조기
업의 서비스화는 결국 서비스제공이 지식자산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식경영이론의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제품생산 활동에서의 전문화·분업화 추세 역시 제조기업을
단순히 제품생산에만 머물지 않게 하고, 서비스분야까지 시
야를 넓히도록 요구한다.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설명하는 여러 분야의 이론체계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가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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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다. 첫째, 서비스화를 추진한 제조기업은 서비스화를
추진하지 않은 제조기업보다 더 높은 재무적 성과를 보인다
(<가설 1>). 둘째, 서비스화를 추진한 제조기업은 서비스화
를 추진하지 않은 제조기업보다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는
다(<가설 2>). 셋째, 서비스화 정도가 높을수록 제조기업은
더 높은 재무적 성과를 얻는다(<가설 3>).

데이터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고시 자료이
며, 30대 기업집단 소속 제조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1999~
2007년 기간 중의 연간 데이터이다. 조사대상 상장기업
703개 중 236개는 제조기업, 467개는 서비스기업이다. 제
조기업 236개 중 데이터가 불충분하여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기업을 제외하면 153개 기업이 남는다. 이 중 서비스
사업으로 진출하지 않은 92개 제조기업을 제외하면 서비스
사업으로 진출한 제조기업 61개가 샘플이 된다. 서비스진
출 기업들도 각각 서비스화 추진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추진
시점을 기준으로 서비스화 제조기업과 단순 제조기업군으
로 구분한다. 또한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수단은 서비스자회
사 신설, 서비스기업의 인수·합병, 서비스기업에 대한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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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또한 서비스화의 심화
는 총매출액 대비 서비스사업매출액 비중의 증대에 따라 이
루어진다고 본다. 기업실적은 제조기업의 자산수익(return
on assets) 지표를 사용한다.
가설검증
먼저 서비스화를 추진한 제조기업이 그렇지 않은 제조기
업보다 높은 성과를 보인다는 <가설 1>은 스네데코·코크란
(Snedecor & Cochran, 1989)의 t-테스트를 통해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뒷받침되었다. 다음으로 서비스
화 제조기업이 그렇지 않은 제조기업보다 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보인다는 <가설 2>는 레빈(Levene, 1960)의 유의
성 테스트를 통해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뒷받침
되었다. 한편, 서비스화 정도가 높을수록 비례적으로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는 <가설 3>은 풀드(pooled) OLS로 추정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
과는 미국의 경우를 검증한 스케그즈·드로즈(Skaggs &
Droege, 2004)의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분석을 패널분석
으로 확장하여 <가설 3>에 대해 추가분석을 시도하였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가설 3>이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스케그즈·드로즈는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정도가 높아지더라도 이미 해당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기업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실적 증진효과가 불투명하다는 해석을 한다. 그러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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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서비스화 실증분석에서 토빈스 큐(Tobin’s q)를 종속
변수로 사용한 팽·팔마티어·스틴캠프(Fang, Palmatier, &
Steenkamp, 2008)의 연구결과가 더 설명력이 있어 보인
다. 즉, 이들은 서비스화 정도가 20~30%의 임계치를 넘
어야만 서비스화의 긍정적인 효과가 서비스화에 수반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 제
조기업의 서비스화 정도는 최고치가 10.5%로서 팽·팔마티
어·스틴캠프가 제시한 임계치에 훨씬 미달한다.
시사점
실증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한
다. 첫째, 서비스화의 심화에 따라 비례적으로 기업실적이
좋아진다는 효과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부족하였지만, 서비
스화는 제조기업의 실적 제고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서비
스사업으로부터 당기순이익을 얻은 서비스화 제조기업에서
서비스화의 심화는 사업 간 연계효과를 통해 제조사업의 당
기순이익률에 정(+)의 영향을 주는 동반상승효과가 있다.
셋째, 서비스화 제조기업의 경우 서비스사업의 매출증가보
다는 당기순이익의 증가에 따라 기업실적이 높아진다.

선진국 제조기업들의 서비스사업 진출은 국가의 기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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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경영전략상의 차이에 영향을 받게 된다. 마케팅기능을
중시하고 분사와 아웃소싱에 활발한 미국 기업들이 생산과
엔지니어링을 중시해 온 유럽이나 일본 기업들에 비해 서비
스사업 진출이 더 활발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품
과 보완적인 서비스를 동시에 요구하는 고객들의 취향을 기
업전략에 반영함으로써 제조기업의 서비스화가 추진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GE와 IBM, 일본의 소니
(Sony), 그리고 한국의 웅진코웨이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한다.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GE의 서비스사업 진출
126년의 역사를 가진 GE는 지속적으로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점차 서비스사업 비중을 확대한다.
1963년 회장으로 취임한 보크(Borch)가 성장위원회의 권
고에 따라 다섯 개의 서비스사업을 추진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후 존스(Jones), 웰치(Welch)를 거쳐 오늘의 이
멜트(Immelt)에 이르기까지 GE의 사업구조는 지속적으로
개편되며, 그 과정에서 점차 서비스지향적으로 변모한다.
GE는 초기에 주로 벤처형 투자를 통해 서비스사업에 진출
한다. 이에는 보크 회장 시절 진출한 엔터테인먼트, 지역사
회개발 및 주택사업, 개인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의료서비
스, 교육서비스를 포함한다. 이 중 금융서비스는 상당한 성
공을 거두었고, 이후 주요 사업부문으로 성장하게 된다.
1981년 회장에 취임한 잭 웰치는 GE의 사업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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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핵심 등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여타 사업은 구조조정
이나 매각을 단행한다. 핵심 서비스사업에는 금융 및 정보,
건설 및 엔지니어링, 원자력사업이 포함된다. 웰치에 이어
이멜트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는 제조업이 크게 축소되고,
자원 및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포트폴리오가 구성된다.
2007년 연차보고서에 나타난 GE의 사업부문은 인프라스
트럭처, 상업용 금융, GE머니, 헬스케어, NBC 유니버설,
산업 등 6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GE는 지속적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점차 서비스 중심의 사업포
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된다.
제휴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기업으로 거듭난 IBM
컴퓨터 하드웨어 업체로 명성을 날리던 IBM은 제휴네트
워크를 통해 이제는 서비스제공업체인 동시에 소프트웨어
업체로 거듭난다. IBM이 서비스업체로 변신한 것은 주력
인 하드웨어사업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
다. 선 마이크로시스템즈(Sun Microsystems)와 휼렛 패
커드(HP)가 공동으로 개발한 운영체제 UNIX가 메인프레
임을 대체할 수 있는 위력을 보유한 것이 매우 큰 위협이
된다. 아울러 PC에서도 IBM은 시작부터 운영체제는 마이
크로소프트에게,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인텔에게 선두 자리
를 넘겨주면서 IBM이 설 자리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IBM의 경쟁자는 갈수록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자 IBM은 1993년 회장을 거스너

요 약

13

(Gerstner)로 교체하게 된다. 거스너는 통합 솔루션 제공
과 네트워크 컴퓨팅 모델에 주력하여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사업에 비중을 두기 시작한다. 이를 위해 IBM은 전략적 제
휴를 추진하고, 제휴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거스
너의 후임인 팔미사노(Palmisano)는 e-비즈니스에 바탕
을 둔 통합솔루션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고수익의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로 IBM의 사업구조를 완전히 재편하게 된다.
2007년 연차보고서에 나타난 IBM의 사업은 글로벌 기술
서비스, 글로벌 비즈니스서비스, 시스템즈 및 기술, 소프트
웨어, 글로벌금융 등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IBM
의 사업구조에서 하드웨어는 시스템즈 및 기술 분야에 일부
포함될 뿐 나머지는 대부분이 서비스와 소프트웨어이다.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지향하는 소니
전자산업에서 최고의 글로벌경쟁력을 보유한 소니는 제
품만으로는 더 이상 미래 성장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하고 엔
터테인먼트 부문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한다. 1988년 미국의
CBS 레코드를 인수하여 음반산업에 진출하고, 1989년에
는 컬럼비아 영화사를 인수하여 영화산업에 진출한 것을 계
기로 본격적인 서비스화 전략을 추진한다. 소니의 2008년
연차보고서를 보면, 소니의 사업은 전자, 게임, 영화, 금융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전자부문이 68%로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게임·영화·금융 등 엔터테인먼
트 및 서비스 부문이 28%를 차지한다. 이를 보면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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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가 엔터테인먼트 등 서비스사업 진출에 많은 노력과 자
원을 투입하였음에도 사업은 여전히 전자제품이 중심이 되
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소니의 서비스화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가전부문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소니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뛰어들
면서 가전부문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또한 최고경
영자가 지나치게 엔터테인먼트 부문을 강조하면서 제품사
업부와 서비스사업부 조직구성원 간에 갈등이 발생한 흔적
도 나타난다. 향후 소니가 서비스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비록 소
니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역량이 부족
하여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나, 제품 생산
에 머물지 않고 서비스분야로 사업 지평을 넓히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렌탈 서비스로 성장하는 웅진코웨이
정수기·공기청정기·비데 등 환경가전산업에서 국내 최대
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웅진코웨이는 핵심제품과
관련된 서비스를 통해 성장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웅진코
웨이는 1998년 환경가전업계 최초로 임대제도인‘렌탈 시
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렌탈 서비스는 제품을 5년간 소비
자에게 빌려주는 제도이다. 렌탈 서비스는 소비자의 가격부
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사후관리서비스가 생명인 환경가
전제품 사용 수요자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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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단이 된다. 렌탈 서비스와 함께 웅진코웨이가 제공하
는 중요한 서비스는 멤버십 서비스이다. 멤버십 서비스는
제품을 구입하거나 5년의 렌탈 기간이 끝나 소유권을 이전
한 후의 제품관리를 위한 서비스이다. 렌탈 서비스와 멤버
십 서비스는‘코디’라고 불리는 10,300여 명의 서비스 전
문가들에 의해 제공된다. 이 코디 서비스는 사전서비스라
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사후서비스와는 개념이 다
르다.
웅진코웨이는 정수기·공기청정기·비데 등 기존 주력제품
에만 머물지 않고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 브랜드를 런칭하
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한다. 제품계열 확장은
연수기, 초음파세척기, 음식물처리기 등 신제품 계열 출시
를 들 수 있고, 브랜드 확장은 욕실전문 브랜드‘웅진룰루’
‥
ssel) 런칭 등을 예
런칭, 주방가구 전문브랜드‘뷔셀’(Bu

로 들 수 있다. 이처럼 웅진코웨이의 사업은 제품생산보다
는 제품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서비스업체와의 다양한 제휴도 추진하
게 된다. 교보 AXA와의‘페이프리’(PayFree) 제휴서비
스, SK텔레콤과의 통신-생활환경가전 결합상품 출시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시사점
GE, IBM, 소니, 웅진코웨이의 사례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제조기업의 서비스화가 결코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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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제조부문의 효율에 핵심역량을
가진 제조기업이 전혀 다른 역량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업에
서도 경쟁우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례 제
조기업들의 서비스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몇
가지 정리한다.
첫째, 제품사업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둘째, 사업구조를 지속적으로 서비스지향
적으로 개편한다는 점이다. 셋째, 진출하는 서비스는 대부
분이 제조기업의 핵심제품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넷
째, 제품사업과 서비스사업의 차이를 흡수할 수 있도록 조
직구조를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서비스화를 위한 제조기업의 전략
제조기업이 서비스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비스
사업에 대한 전략 포지션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제조기업들
의 사업모델은 보통 핵심제품 포지션을 보호하거나 강화하
기 위해 디자인되어 있는데, 이를 가지고 서비스에서의 성
장을 추구하게 되면 제품사업과 서비스사업 간에 갈등이 야
기된다. 따라서 서비스화를 추구하는 제조기업은 서비스사
업에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기량의 경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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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할 것인지 분명한 포지션을 취할 필요가 있다(Auguste,
Harmon, & Pandit, 2006).
서비스사업에는 맞춤형 상품이나 고객접촉과 같은 서비
스의 특성이 내재되기 때문에 제품사업에서와는 다른 조직
구조와 조직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따라서 제조기업이 서비
스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특성에 맞는 분위기와 조
직문화 창조, 고객의 욕구에 대한 정확한 평가, 무형자산과
지식자산의 중요성 인식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핵심제품사업에 치중하던 제조기업이 서비스사업
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데에는 많은 위험이 수반된다.
제조기업의 서비스화에 내포되는 위험은 기업내부의 경영
자원 관점에서 본 능력상의 위험, 고객의 관점에서 본 시장
위험, 사업모델 관점에서 본 재무위험 등이다(Sawney,
Balasubramanian, & Krisnan, 2004). 제조기업은 이
러한 위험을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야 한다.
주력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지원정책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기업의 전략영역이며, 사실상 정부
의 정책영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
에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한국의 제조기업들은 아직
까지 생산이 제조기업 활동의 전부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제조기업들이 제조업의 본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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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제조업의 업무영역을 서비스로까지 확대할 수 있
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조업의 서비
스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와 성공사례들을 제
조기업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대한 통계의 정비이다.
서비스화에 대한 데이터는 기업회계기준과도 관련이 있다.
사업부문별 재무정보 공시가 강제되어 있는 경우 서비스화
통계를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5년 개정된 증
권거래법에서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기업은 사업부문
별 재무정보를 공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 기
업이 전체의 약 5%에 불과하여 이를 통해서는 서비스화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 대상 범위를 점
차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조업의 서
비스화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직접 기업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안도 있다. 이때 기업에게 과도한 행정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규제를 정비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이는 서비스업이 상당부분 규제산업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제조기업이 서비스화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
제가 있기 때문이다. 제조기업이 서비스화를 추진함에 있어
서는 진입규제가 가장 문제가 된다. 진입을 제한하게 되면
제품기업은 해당 서비스분야로 진출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공공성을 강조하는 교육, 의료, 방송·통신 등에서는 규제의
수위가 매우 높다. 또한 방송·통신 부문에서 보듯이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규제 및 제도가 재정립되어야 함에도 제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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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이 늦어져 사업의 주도권을 외국으로 넘기는 경우도 많다.
또한 그동안 몇 차례의「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을 통해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도 존재하는 제조업과 서
비스업 간의 차별적 대우도 계속 정비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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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rategy for a New Growth with Services in
Korean Leading Manufacturing Industrie
Hwiseok Kim(kimhs@kiet.re.kr)
Hangkoo Lee(hklee@kiet.re.kr)
Jinwoong Kim(jwkim@kiet.re.kr)

This study investigates a way through which leading
manufacturing industries seek their new revenue sources.
Manufacturing industries suffer from the deteriorating
revenues and profits due to the intensified competition in their
core product markets. In fact, the profit ratios of key
manufacturing industries in Korea, such as petrochemical,
steel, and consumer electronics, are in general declining after
the peak of 2004, even though there are some exceptions.
The declining profitability in manufacturing is not a
phenomenon found only in Korea, but also in advanced
countries. Manufacturing companies in advanced economies
had already experienced such phenomenon in the late 1980s.
One way of improving profitability for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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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ies is to expand their businesses into services. That is,
those companies which pursue sustaining growth tend to seek
new revenue sources in services that are closely related with
their core products.
The authors test three research hypotheses based upon the
various theoretical perspectives underlying in service
expansion. Hypotheses are: manufacturing companies that
expand their businesses into services have higher financial
performance than those do not; manufacturing companies that
expand their businesses into services have more stable
revenues than those do not; and manufacturing companies
having higher ratio of service revenues to total revenues reveal
the higher financial performance.
Samples used for the hypothesis tests consist of 61 Korean
manufacturing companies that perform service business and
92 ones that do not, for the years 1999 through 2007. The
results show that manufacturing companies that expand their
businesses into services have higher financial performance and
more stable revenues than those do not. That the degree of
service business affects firm performance, however, is not
supported by the data. For this result, several interpretations
are possible, but the most plausible one is that the ratio
should exceed service ratio of 20-30 percent in order to have
positive effects override negative effects accompanied in service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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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to empirical tests, this study investigates cases of
service expansions performed by GE, IBM, Sony, and Woongjin
Coway. GE has placed services in the core of its business
portfolio via continual business reorganization. IBM, once the
most powerful in computer hardware business in the world,
has now become the prominent service and software company
through the construction of alliance networks. Sony, having
the highest global competitiveness in consumer electronics, has
sought its continual growth engine in the entertainment area,
although its strategic intent has not fulfilled yet. Woongjin
Coway, the water filtration devices manufacturer, has grown
through the rental service, which is a rarely adopted
marketing strategy for Korean manufacturers.
This study presents a few strategic implications for
manufacturing companies that pursue service expansion. First
of all, manufacturing companies should clarify their strategic
position of their service business. The service business is
intrinsically different from manufacturing one in the way of
doing business. At the same time,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organizational process should be designed in order to
accommodate both manufacturing and service businesses in a
comprehensive manner. Also the manufacturing companies
should prepare the appropriate means to cope with several
risks accompanied in service businesses.
Although the service expansion falls basically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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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ing companies' strategy arena, there also exist a
few government policy areas. Making manufacturing
companies recognize the nature of manufacturing business is
very important. Much studies for the service expansion of
manufacturing companies are necessary. The construction of
statistical base is also important, requiring an appropriate
means for the easy collection of service expansion data.
Finally, various regulatory reforms and institutional
refinements are also important as policy agenda. Regulations
inherent in service businesses become the most critical
hindrance for manufacturing companies to expand their
businesses into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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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의 주력산업은 그 대부분이 제조업종으로 구성된다. 주
력산업에 대해서는 일반화된 정의가 없으며, 활용 목적에 따라
그 범위와 구성이 달라진다. 주력산업은 성장성, 규모, 수출,
전략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1) 그러나 한
국의 주력산업은 그 대부분이 성장기 후반 또는 성숙기에 도달
하여 가치창출능력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산업자원부·산업연
구원, 2007). 실제로 국내 주력업종의 매출액순이익률 추이를
보면, 일부 예외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2004년까지 상승하
는 추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 점차 하락하고 있다(<그림 Ⅱ-2>
참조). 따라서 대부분의 국내 주력산업은 새로운 사업방식과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지 않으면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운

1) 산업연구원에서는 성장성, 수출비중 등 몇 가지 기준에 의해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10개 업종을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6개월 간격으로 산업전망을 실시한다. 지식경제부에서도 비슷한 기
준으로 12개 업종을 주력산업으로 선정하여 6개월 간격으로 산업전망을 실시한다. 지
식경제부의 업종구성은 산업연구원 10개 업종에 시멘트와 중전기기가 추가된 것이 다
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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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 주력산업 기업들은 그동안 제품개발 및 생산효율에 치
중하는 등 제조경쟁력에 의존하여 왔다. 그 결과 일부 업종이나
품목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생산능력과 시장점유율
을 기준으로 2007년 국내의 조선, TV, LCD 패널, DRAM 메
모리, 낸드플래시 메모리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휴대폰 2위,
자동차 및 석유화학은 각각 5위, 철강 및 섬유는 각각 6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는 첨단지식이나 아이디어
보다는 자동화설비 등 자본투입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이것이
장기적인 성장능력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국내 주력 제조기업들은 스스로 활동영역을 제품생산으로 제한
함으로써 핵심제품과 관련된 서비스를 통한 수익기반 확충에는
매우 소홀하였다. 즉, 수익창출기반이 그만큼 약화된 것이다.
제조기업의 수익창출능력이 약화된 것은 비단 한국에서뿐만
은 아니다. 선진국 제조기업들도 이미 1980년대 후반 이후 수
익창출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해
왔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핵심제품시장이 포화된 것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점차 핵심제품과 관련된
서비스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찾게 된다(Bowen, Siehl, &
Schneider, 1989; Wise &. Baumgartner, 1999). 예를
들어 GE, IBM, 지멘스(Siemens AG), HP 등 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접근을 통해 수익기반을 크게 확충한다. GE의 물류시
스템 사업부는 1999~2002년 기간 중 기관차 판매량이 60%
줄어든 손실을 흡수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과 영업이익을 유지
한다. 이 사업부가 서비스로부터 창출한 수익은 1996년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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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에서 2002년에는 15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이 추세는 이
후에도 지속된다(Sawney, Balasubramanian, & Krisnan,
2004). 그러나 서비스를 추구한 모든 제조기업들이 이 같은
행운을 얻은 것은 아니다. 반도체 회사인 인텔(Intel Corp.)과
항공기 제작회사인 보잉(Boeing Co.)이 그 대표적인 예에 해
당된다.2)
이처럼 제조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서비스업으로 진출할 경우
에는 이를 통해 수익기반을 확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렇지 못할 경우에는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이는 곧 제조기업이
서비스를 통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제품 관련 서비스로 진출하여 성공한 제조
기업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모두가 자신들의 제품
과 서비스 대신 고객의 관점에서 시장을 재정의하였다는 점이
다. 즉, 고객의 활동과 성과를 중시함으로써 성공한 것이다.
한국의 제조기업들은 글로벌경쟁의 격화와 중국·인도 등 신
흥공업국들의 추격으로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핵
심·원천기술 기반의 취약으로 새로운 성장수종 발굴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주력 제
조업의 지속성인 성장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현안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주력 제조기업들이 핵심제품과 관련된 서비스
로의 사업영역 확장을 통해 성장하는 전략을 조망하고, 이를
2) 인텔의 경우 회사의 호스트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데이터센터에 1억 5,000만 달러를
투입하였는데, 3년 후 이 부서를 폐쇄하고 다시 핵심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초점을 두겠
다고 발표한다. 보잉의 경우에는 금융서비스 자회사인 보잉캐피털이 다른 업종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중단하게 된다. Sawney, Balasubramanian, & Krisnan (2004) p.
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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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향후 기업의 전략 및 정부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제조기업이 핵심
제품 관련 서비스시장으로 진출하여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현상
을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의‘서비스화’(servicization)로 정
의한다.3)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참조할 문헌이 부족한
점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 분야 연구가 전혀 없고, 해외 연구
도 많지 않다. 해외의 경우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대해 개념적
으로 접근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실증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몇 개에 불과하다.4)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한 스케그즈·드로즈(Skaggs & Droege,
2004)의 연구의 체계에 한국의 데이터를 적용하여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대한 세 가지 핵심 가설을 검증한다. 스케그즈·드
로즈의 연구에서는 객관성을 위해 1998~2000년 기간 중 공
개된 제조기업으로서 매출액 100만 달러 이상이고 종업원 50
3) 제조업의 서비스화 개념은 제2장 제1절‘제조업 서비스화의 개념’을 참조하기 바란다.
4)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대해 개념적으로 접근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Bowen,
Siehl, & Schneider, 1989; Wise & Baumgartner, 1999; Sawney, Balasubramanian, & Krisnan, 2004; Quinn, 2005; Institute for Manufacturing(IfM),
2006; Auguste, Harmon, & Pandit, 2006.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다음의 두 개이다. Skaggs & Droege, 2004; Fang, Palmatier, &
Steenkamp,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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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4,762개의 샘플을 확보한다. 이 중
에서 서비스부문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은 447개로서, 이들을
대상으로 세 가지 연구가설을 검증한다. 세 가지 연구가설은
서비스화를 추진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성과가 높고,
더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보이며, 서비스화 정도는 기업의 성과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고시에 등록된 30대 기업집
단에 소속된 703개 기업 중에서 최종 샘플 61개 제조기업을
선정한다. 703개 기업 중 서비스기업으로 분류된 467개 기업,
데이터가 불충분한 83개 기업, 서비스업으로 진출하지 않은 92
개 기업을 제외하면 61개 기업이 남는다. 이들은 서비스 자회
사를 설립한 경우, 서비스기업을 인수·합병한 경우, 그리고 독
립적인 서비스기업에 지분투자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 데이
터를 가지고 스케그즈·드로즈의 세 가지 핵심 연구가설을 검증
하고 그 결과를 상호 비교·분석한다. 기대와 다르게 도출된 결
과에 대해서는 보다 추가적인 분석을 하고,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팽·팔마티어·스틴캠프(Fang, Palmatier, &
Steenkamp, 2008)의 연구결과를 참조한다.
실증분석과 더불어 서비스화를 추진한 선진국과 한국 제조기
업들의 사례를 분석한다. 사례분석은 미국의 GE와 IBM, 일본
의 소니(Sony), 그리고 한국의 웅진코웨이를 대상으로 한다.
GE는 지속적인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성공적으로 서비스 중심
의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축한 대표적인 글로벌 복합기업이다.
반면, 메인프레임 및 PC 하드웨어에서 막강한 역량을 보유한
IBM은 하드웨어 사업만으로는 성장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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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고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서비스 및 솔루션 기업으
로 변신한 예이다. 일본의 소니는 세계적인 전자분야의 역량을
활용하여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기업을 지향하는 글
로벌기업이다. 한국의 웅진코웨이는 핵심 제품의 렌탈 판매방
식을 통해 성장하는 제조기업이다. 이들 사례를 통해 제조기업
들이 왜 서비스분야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는지, 또 어떻
게 하면 제조기업이 성공적으로 서비스화를 추진할 수 있는지
를 논의한다.

본 연구의 논리체계는 매우 단순하다. 즉, 왜 제조기업들이
그들의 핵심제품과 관련된 서비스분야로 진출, 즉 서비스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지, 서비스화를 통해 어떤 성과를 얻는지,
서비스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핵심인 것이다. 제조기업들이 서비스분야로 눈을 돌리는 것은
제품의 생산과 판매만으로는 기대하는 성장을 이룰 수 없기 때
문이다. 제조기업이 성장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
니다. 기술개발을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신기술을 응용하여
생산효율을 높이고, 미래 신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등 다양
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제조
업의 서비스화도 그 많은 방법 중 하나이다.
다만,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다른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성장
을 도모하는 방법이긴 하나, 전통적인 패러다임에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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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통적인 인식하에서 제조업은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초점을 두게 된다. 그러나 제조업의 업무영역은
원료의 구매에서부터 제품의 원형개발, 디자인, 생산, 마케팅,
사후서비스에 이르는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 전부가 사업 대상
이 된다. 제품의 생산과정에서도 보면 제조기능과 서비스기능
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제조프로세스와 서비스프로세스를 구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아울러 제조기업이면서도 생
산을 전혀 하지 않는 나이키(Nike)나 PC사업에 있어 IBM의
예에서 보듯이 순전히 서비스기능만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
보하는 기업도 많다. 이처럼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제조와 서비
스를 기능적으로 분리하지 않는 통합적인 사고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주력 제조기업들도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만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서비스분야로 사고의 영역을 넓힐 필
요가 있다는 논지를 바탕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
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고서 체계를 통해 논의를
진행한다.
제Ⅱ장에서는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개
념을 정립한다. 다음으로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제조기업의
서비스화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현황과 주요 연구에서
제조기업의 서비스화를 어떤 개념으로 유형화하고 있는지를 살
펴본다. 마지막으로는 제조업 서비스화를 설명하는 이론을 살펴
보고, 이에 기초하여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가설을 정립한다.
제Ⅲ장에서는 설정된 연구가설을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
분석을 시행한다. 데이터 구조에 대한 설명, 가설검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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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효과 분석이 주요 내용이다. 제Ⅳ장에서는 서비스화를 추진
한 선진국과 한국 제조기업의 사례를 다룬다. 지속적인 사업구
조 개편을 통해 서비스화를 추진한 GE, 제휴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기업으로 거듭난 IBM, 종합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지향
하는 소니, 그리고 렌탈 매출을 통해 성장하는 한국의 웅진코
웨이를 대상으로 사례를 분석한다. 아울러 이들 사례를 통해
얻은 시사점을 정리한다.
제Ⅴ장에서는 서비스화를 통해 주력산업이 어떻게 새로운 성
장기반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실증분석과 사
례분석의 결과를 시사점 중심으로 요약한다. 다음으로는 제조
기업이 서비스화에 성공하기 위한 요인을 전략적인 관점에서

<그림 Ⅰ-1>

보고서의 구성
제조업의 서비스화(제Ⅱ장)
ㆍ제조업 서비스화의 개념 및 현황
ㆍ제조업 서비스화 이론 및 연구가설

실증분석(제Ⅲ장)

사례분석(제Ⅳ장)

ㆍ서비스화의 기업성과 영향

ㆍGE, IBM, Sony, 웅진코웨이

주력산업의 신성장전략(제Ⅴ장)
ㆍ제조기업의 서비스화 전략
ㆍ정부의 서비스화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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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고, 아울러 제조기업의 서비스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
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다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과 함께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해 아쉬웠던 점을
논하면서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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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조업의 서비스화(servicization)5)는 두 가지 현상으로 설
명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제조업의 가치사슬에서 서비스의 역할
이 점차 확대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조업이 서비스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의 역할이 증대되어 점차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이
서비스분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현상에 초점을 둔다. 아울
러 제조업이 서비스화를 추구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1) 제조업 가치사슬에서 서비스의 역할 증대
가치사슬(value chain)은 디자인, 생산, 마케팅, 유통, 고
객서비스 등 기업의 활동을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갖는 여러 단
계로 구분하는 것을 뜻한다. 가치사슬 분석이 유용한 것은 자
5) 제조업의 서비스화에서‘서비스화’라는 용어는 최근에 Howells(2001) 등 일부 학자
들이‘servicization’이라는 표현을 하면서부터 통용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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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경쟁우위 또는 경쟁열위 단계 파악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터
(Porter, 1985)의 가치사슬 체계에서는 기업의 활동을 기본활
동과 지원활동으로 나누고 있다. 원료의 구매로부터 생산, 입
고 및 물류, 판매 및 마케팅, 고객서비스에 이르는 기업활동을
기본활동(primary activities)이라고 하고, 기획·재무·연구
개발·인적자원관리 등 기본활동을 보조하는 활동들을 지원활
동(support activities)이라고 한다.6)
제조업의 가치사슬에서 서비스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은 제조
업의 성격 자체가 과거와 다르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
조업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는“원재료를 최종제품으로 전환하
는 것”(IfM, 2006: 8)이다. 이 정의는 제조(manufacturing)
와 생산(production)이 동일한 개념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한
다. 그러나 생산은 제조기업의 많은 활동 중 하나일 뿐 이것이
반드시 기업의 활동을 정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생산활동을 전적으로 외주에 의존하는 나이키(Nike)는 여전히
제조업체인 것이다. 따라서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의 제조업연
구소(Institute for Manufacturing: IfM)는 제조업을“경제
및 사회 여건하에서 연구개발에서부터 디자인, 제조, 물류, 서
비스를 통해 생명관리 끝까지를 포함하는 전체 사이클”(IfM,
2006: 8)로 정의를 한다.

6)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은 컨설팅회사인 McKinsey가 개발한 ‘비즈니스시스템’
(Business Systems)을 체계화하고 정교하게 발전시킨 형태로서 본문에서 구분하는
기본활동과 지원활동은 제조업을 전제로 한 것이며, 서비스업이나 다른 산업인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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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제조업의 생산활동 체인
시제품/파일럿
생산주문

R&D

디자인

원형

배치

생산

물류/마케팅

가상제조

서비스

대량

라이선싱
자료 : IfM, Defining High Value Manufacturing, 2006, p. 9.

이처럼 제조업을 광의로 정의하게 되면 과거에는 생산이 제
조기업의 핵심활동으로 간주되었으나, 이제는 생산이 반드시
제조업체의 핵심활동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제조업을 단일
업종이나 일단의 그룹으로 간주함으로써 모든 제조업체가 동일
하다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 제조업체의 전형적인 활동체인
은 <그림 Ⅱ-1>에서 보듯이 연구개발, 디자인 및 개발, 생산,
물류 및 유통, 영업 및 마케팅, 고객서비스로 이어지는 프로세
스로 설명할 수 있다.
전통적인 개념의 제조업은 이 프로세스를 종합적인 생산활동
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현대의 개념에서 제조업을 보면 이 활
동들은 선형적 집합이 아니다. 제조업에는 많은 수의 다른 제
조업체들이 포함되고, 각각의 업체들은 많은 이질적인 활동들
을 수행한다. 또한 제조업체 각각은 각기 다른 활동들 간의 연
계체계를 갖는다. 따라서 제조업체의 활동이 생산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포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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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의 내부구조를 보더라도 제조업과 생산은 1:1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생산의 전형적인 형태는 대량생산이지
만, 연구개발 과정에서 생산하는 제품원형(prototype)이나 현
장에서 생산하는 시제품 또는 파일럿 제품도 있고 또 다른 업
체에 위탁생산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
결국 제조업체의 활동에서 생산 자체는 과거처럼 그다지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제조
기업에 있어 연구개발, 디자인, 물류·마케팅, 또는 고객서비스
와 같은 서비스 기능이 생산기능보다는 더 중요한 활동이 되고
있고, 그 정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2) 서비스분야로 제조업의 업무영역 확대
제조업이 서비스분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생산이 제
조업을 설명하는 유일한 잣대가 아니라는 앞의 논의와 맥을 같
이하는 현상이다. 즉, 생산은 제조업의 많은 활동 중 하나에 불
과하며, 제조업체가 수행하는 다른 많은 활동들은 대부분이 서
비스활동인 것이다. 종전에 단순히 제품생산을 위한 지원활동
으로 간주하던 서비스활동을 이제는 독립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제조업이 서비스업으로 업무영
역을 확대하는 것은 핵심제품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져 수익
성이 갈수록 악화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전
의 공급자 중심에서 점차 수요자 중심으로 시장구조가 변모하
는 데에 기인한다.
제조업이 서비스업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현상을 호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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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lls, 2001)는 제조업 제품의‘서비스캡슐화’(service
encapsulation)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설명한다. 서비스캡슐
화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제조업이 서비스업으로 활동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호웰스는 항공기엔진산업을 그 예의 하나로
든다. 항공기엔진 제조업체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
라 수리와 분해검사 설비를 운영한다. GE는 금융 및 리스회사
인 GE 파이넌스(GE Finance)를 보유하고, 롤스로이스(Rolls
Royce)는 미국의 엔진수리업체인 내셔널 에어모티브(National
Airmotive)를 인수하여 수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항공기
엔진 제조업체는 제품, 즉 항공기엔진으로써가 아니라 서비스,
즉 비행시간으로써 핵심제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제
품 관련 서비스의 이러한 면을 호웰스는 제조업제품의‘서비스
캡슐화’라고 하고,‘서비스화’(servicization)의 한 형태로 본
것이다.
이처럼 제조업체가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단순히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를 통해 고
객의 궁극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자
동차를 구입하는 고객들은 금융, 보험, 세금, 유지보수, 폐차,
차량교체 시 기존차량 재구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한
다. 이때 제조업체는 단순히 차량을 판매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량과 관련된 고객들의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하
고 이를 충족시킴으로써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다.
이처럼 서비스로 업무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제조업체는 고객
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동시에 제조업체 자
신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는 아웃소싱이나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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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통합보다 개념적으로 훨씬 더 풍부하고, 고객들의 당면 요
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초점을 두는 공급체인 통합보다도 현실
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3) 서비스화의 배경
제조업체가 서비스로 눈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품
생산만으로는 갈수록 수익성이 악화되어 성장을 지속하기 어렵
기 때문이다. 핵심 제품시장의 포화에 따라 경쟁이 매우 치열
해지고, 따라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업
은 생존 자체가 불투명해진다. 더욱이 최근에 들어서는 내수시
장보다는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하는 형태로 변모하면서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주력 제조업종의 매출액순이익률 추이를 보면 <그림
Ⅱ-2>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2004년까지 상승하는 추세를 보
이다가, 그 이후 점차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추
세를 벗어나는 업종들도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자동차의
경우 매출액순이익률이 1998년 -44.3%이던 것이 2002년에
는 38.6%로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조선도 2000년 -19.2%에
서 2007년에는 8.4%로 매출액순이익률이 높아졌다. 이처럼
이익률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업종들은 업종특유의 경기순환
(business cycle)을 갖는 경우가 많다. 어쨌든 이 같은 일부
예외도 있고 전반적인 세계경기에 영향을 받지만, 다수의 국내
주력 업종들은 대체로 2004년을 정점으로 점차 이익창출력이
떨어지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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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제조기업들의 이익창출력이 떨어지는 것은 비단 한국
만의 현상은 아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제조기업들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경험을 하고 제조기업의 수익
및 이익 창출능력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게 된다.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조업의 전통적인 가치사슬의 역
할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정체되면서 점차 매력이 떨어진다.
미국은 지난 30년간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되었는데, 1960년
대 연평균 4.1% 성장하던 것이 1990년대에는 2.6%로 하락
한 것이다. 이 중 제조업 부문의 성장은 경제 전체보다 둔화율
이 더 급속하였는데, 예를 들어 산업기계부문은 같은 기간

<그림 Ⅱ-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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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경제통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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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에서 2.0%로 떨어진 것이다.
한편, 제조업 부문의 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많은 업종에서 자
본재와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제품의 설치기반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Wise & Baumgartner,
1999: 134). 이러한 제품의 설치단위는 연간 매출단위보다
큰 것이 보통이다. 미국의 경우 운행 중인 자동차는 1950년대
6,000만 대였으나 1990년대 말에는 2억 대로 증가한 반면,
최근의 연간 자동차 판매대수는 1,500만 대로 거의 정체되어
있다. 설치기준 대비 판매대수로 환산한 비율을 보면 자동차는
13:1, 기관차는 22:1, 민간항공기는 150:1, 그리고 트랙터는
30:1로 나타난다.
이처럼 제조업 제품은 세계 수요가 정체 내지는 제한적인 증
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치열한 글로벌경쟁과 자본재와 내구소비
재를 중심으로 설치기반이 확대되고 있어 수익기반 확대 및 이
익창출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조기업들
이 성장을 위해 설치된 제품의 운행과 유지보수에 요구되는 서
비스부문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
상이다.

(1) 제조업의 서비스화 현황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있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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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움직임은 미국 등 선진국의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논의한다. 물론 한국에서도 제조업체가 서
비스업으로 업무영역을 확장하고는 있지만, 기업 내부에서 관
련 서비스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별도의 자회사로 운영하는 형
태이기 때문에 그 실태가 잘 파악되지 않는다. 또한 제조업 제
품에 내재된 서비스와 제품과 관련된 서비스의 시장규모도 추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기업의 재무제표에 이러한 구분이 없어
공식적인 통계가 작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1) 미국의 제조업 서비스화 현황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제조업의 서비스화 시장규모가 과
연 얼마나 되고, 그 성장세는 어떤가?’이다. 유감스럽게도 이
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이 질문에 가장
근접한 자료를 통해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자
료는 미국 상무성 경제분석국의 데이터를 통해 추정한 자료
(Auguste, Harmon, & Pandit, 2006)이다. 이 자료에서도
제조업 내구성 제품에 내재된(embedded) 서비스만 다루었을
뿐 소비성 제품과 내구성 제품이라도 관련(related)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자료에 의하면, 내구제품과 내구제품에
내재된 서비스 매출액은 1995년 1조 8,870억 달러에서 2004
년에는 2조 2,600억 달러로 증가하여 9년간 연평균 2%의 성
장세를 보인다. 그러나 이를 제품과 제품내재서비스로 구분하
여 보면 같은 기간 제품의 매출증가율은 연평균 0.7%로 미미
하나, 제품내재서비스는 9.1%로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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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조업 내구제품 및 제품내재서비스의 성장세
단위 : 10억 달러, %

연평균 증가율
1995년

2000년

2004년
1995~2004 2000~2004

내구제품
제품내재서비스
합 계

1,661

1,956

1,763

0.7

-2.6

226

372

497

9.1

7.5

1,887

2,328

2,260

2.0

-0.7

자료 : Auguste, Harmon, & Pandit, 2006. p. 43 자료를 재정리

다른 서비스와의 비교를 위해 2000년~2004년까지로 기간을
좁혀 보면, 제품내재서비스의 연평균 성장률은 7.5%로 나타나
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문직서비스의 5%나 금융서비스의 3%
보다 훨씬 성장률이 높은 것이다(<표 Ⅱ-1> 참조).
이 자료에서 제품내재서비스의 비중이 1995년 12%, 2000
년 16%, 그리고 2004년에는 22%로 갈수록 상승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곧 제품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제품구
입비용이 이 제품을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전체 비용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사실과 맥을 같이한다. 물론 제품구입
비 비중은 산업이나 제품에 따라 다르다. 제품 사용자의 입장에
서 이 현상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회사에서 연간 사용비용이
6,259 달러인 PC의 제품구입원가는 1/5, 철도회사에서 연간
운행비용이 290억 달러인 철도차량은 차량 구입비가 1/21, 그
리고 가정에서 연간 6,064달러를 지출하는 자동차는 차량구입
비가 1/5에 불과하다고 한다(Wise & Baumgartner, 1999).
이처럼 제품구입비용보다 제품을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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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기술지원, 소모품, 연료, 금융, 보험 등 관련 비용이 훨
씬 크기 때문에 제품관련 서비스시장이 확대되는 것이다.
2) 한국의 제조업 서비스화 현황
한국의 경우에는 그나마 제품관련 서비스시장 규모에 대한
추정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조업의 서비스화 규모에 대한 개략적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데이터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간 데이터로서, 금융감독원의 전자고시에 등록된 30개 기업
집단 소속 703개 기업 중에서 최종 샘플 61개를 선정한다.
703개 기업 중 서비스기업 467개를 제외하면 제조기업 236개
가 남는데, 이 중에서 데이터가 불충분한 83개 기업, 서비스업
으로 진출하지 않은 92개 기업을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61개
기업이 남는다. 따라서 서비스업으로 진출한 61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화 시장규모를 파악한다. 여기에서 서비스분야
로 진출한 제조기업의 서비스사업은 서비스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 서비스기업을 인수·합병한 경우, 그리고 독립적인 서비
스기업에 지분투자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먼저 서비스화를 추진한 기업의 수를 살펴본다. 1999년 이
전부터 서비스분야로 진출한 기업은 61개 중 34개 기업이다.
그 수가 2007년에는 55개 기업으로 확대된다. 이처럼 서비스
업으로 진출한 기업의 수가 연도별로 다른 것은 서비스업으로
신규 진출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철수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이
다. <표 Ⅱ-2>를 보면 서비스업으로부터 철수하는 제조기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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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서비스부문 진출 제조기업 수
단위 : 개사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서비스업 진출기업

34

35

39

41

43

46

48

51

55

신규진입기업(+)

3

5

3

3

4

4

3

4

퇴거기업(-)

2

1

1

1

1

2

자료 : 금융감독원 고시자료를 산업연구원 정리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진출하는 제조기업의 수가 꾸준히 증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초데이터를 보면 서비스업에서 철
수하는 경우는 대부분 비관련분야로 진출한 경우이다.
다음으로 61개 제조기업이 진출한 서비스분야를 살펴본다.
<표 Ⅱ-3>에 나타난 숫자는 61개 제조기업이 각 서비스기업에
투자를 한 피투자 서비스기업의 수를 나타낸다. 이 숫자에는
국내 재벌기업들의 투자관행에 따라 동일한 서비스기업에 복수
의 제조기업이 지분투자를 한 경우도 포함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 61개 제조기업들은 총 226개 서비스기업에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국내 제조기업들이‘얼마나 자신들
의 핵심사업과 관련된 서비스분야로 진출하는지’이다. 물론 핵
심사업과의 관련성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가장 보수적으
로 판단한 결과를 보면, 아직까지 국내 제조기업들은 비관련
서비스분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제조
기업의 핵심사업과 관련된 서비스분야에 진출한 것이 91개이
고, 비관련 서비스분야로 진출한 경우가 131개인 것이다.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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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서비스분야는 금융 및 보험으로서 51개
이다. 다음으로는 유통분야 39개, 정보통신분야 30개, 사업서
비스분야 22개, 스포츠분야 22개 순이다.
제조기업들이 서비스사업으로 진출하는 방식은 자회사 설립,
인수·합병, 지분투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자료의 제약으
로 진출방식을 구분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진출방식은 제
조기업이 서비스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기준으로 유추하는 수
밖에 없다. 10% 미만의 지분투자가 89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

<표 Ⅱ-3>

한국 제조기업의 진출 서비스분야
단위 : 개사

사업관련성
관련

지분율(%)

비관련 10 미만 10~30 30~50 50 이상

유통

15

24

22

4

숙박음식

3

7

7

1

운수

7

6

5

4

정보통신

22

8

15

금융보험

15

36

20

부동산

3

1

임대

4

11

39

2

10

2

2

13

9

4

2

30

21

3

7

51

1

1

3

1

1

4

2

5

2

2

계

물류

3

2

1

2

사업서비스

14

15

7

8

2

12

29

22

6

10

3

3

22

16

4

5

5

3

7

20

95

131

89

66

21

50

226

스포츠
유틸리티
계

자료 : 금융감독원 고시자료를 산업연구원 정리
주 : 유틸리티는 전력, 가스, 에너지 서비스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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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10~30%의 지분투자가 66개이다. 30~50%의 지분투
자는 21개, 50% 이상의 지분투자는 50개이다.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율은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약 30% 이상
이라고 보면 71개 서비스기업에 대해서는 경영권 행사가 가능
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90% 이상의 지분투자를 한 경우도
27개에 이르는데, 이는 곧 자회사 설립 또는 인수·합병을 통해
서비스사업에 진출한 경우라고 간주해도 될 것이다.
서비스화 제조기업의 자산은 1999년 160조 원이었으나,
2007년에는 361조 원으로 늘어나 연평균 10.7%의 증가율을
보인다. 제조부문 매출액은 1999년 124조 원에서 2007년에
는 372조 원으로 연평균 14.8%의 증가세를 보인다. 반면, 서
비스부문 매출액은 1999년 12조 원 수준에서 2007년에는 약
25조 원 규모로 확대되어 연평균 9.0%의 증가율을 보인다. 한
편, 이익은 제조업 부문이 같은 기간 약 7조 원에서 25조 원으
로 늘어나 연평균 1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서비
스부문 이익은 2,400억 원에서 1조 4,000억 원 규모로 늘어
나 연평균 24.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표 Ⅱ-4> 참조).
제조기업의 매출액은 제조기업의 제품부문 매출액에 서비스 자
회사 및 인수·합병 서비스기업의 매출액을 더하고, 독립 서비
스기업에 대한 지분투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분비율만큼을 투자
제조기업의 매출액으로 편입한다. 이익의 측정도 매출액의 측
정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
제조기업이 서비스업으로 진출한 자료를 보면 아직까지 수익
의 대부분은 제품매출을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비스매
출 성장률도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9.0%로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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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한국의 서비스화 제조기업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 10억 원,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연평균
증가율

제조기업
160,173 172,559 172,475 188,307 208,836 234,819 259,790 289,721 361,170
자산

10.7

제품부문
123,753 159,220 174,118 210,177 233,214 286,741 298,402 317,079 372,143
매출액

14.8

서비스부문
12,448 18,627 18,662 20,833 18,707 20,299 18,026 20,709 24,731
매출액

9.0

총매출액 136,201 177,848 192,780 231,009 251,921 307,040 316,428 337,788 396,874

14.3

제품부문
이익

17.6

서비스부문
이익
총이익

6,899

7,333

239

-80

7,138

7,253

2,178 11,822 14,100 27,446 24,419 22,745 25,318
363

659

329

-208

182

1,157

1,356

24.2

2,541 12,481 14,430 27,238 24,601 23,902 26,674

17.9

자료 : 금융감독원 고시자료를 산업연구원 정리

매출 14.8%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그 비중도 2000년
10.5%를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여 2007년에는 6.2%로 크게
떨어진다. 앞에서 제시한 미국 제조업의 제품내재서비스 비중
이 1995년 12%에서 2000년 16%, 2004년에는 22%로 증
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추세를 보이는 것이다. 한국의 제조기
업 서비스화와 미국 제조기업의 제품내재서비스의 성격이 다른
점도 물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한국의 제조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서비스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부진한 것이 가
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수익과 더불어 이익 창출에 있어서도 한국의 제조기업들은
여전히 제품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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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서비스화 제조기업의 부문별 매출액이익률
단위 :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제품부문

5.6

4.6

1.3

5.6

6.0

9.6

8.2

7.2

6.8

서비스부문

1.9

-0.4

1.9

3.2

1.8

-1.0

1.0

5.6

5.5

자료 : 금융감독원 고시자료를 산업연구원 정리

품의 생산과 판매를 통한 이익률이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보다
높은 것이다. 특히 2004년의 경우에는 제품부문 매출액이익률
이 9.6%로 높은 반면 서비스부문은 -1.0%를 기록하였다. 다
만, 서비스부문의 이익률이 아직 제품부문보다는 낮지만 점점
향상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인 현상이다. 서비스부문 이익률
은 1999년 1.9%에서 한때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2006년 및
2007년에는 5.5% 수준으로 높아진 것이다(<표 Ⅱ-5> 참조).

(2)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유형
제조기업의 서비스화는 시장의 구조변화를 정확히 인식한 기
업의 전략전환에서 비롯된다. 즉, 과거 공급자 중심의 수요구
조가 고객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 제품의 생산만으로는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 제품 자체보다는 제품과 관련된 서비
스가 제품의 가치를 높인다는 점, 고객의 가치증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제품은 시장에서 도태된다는 점 등 많은 요인들이 제조
기업의 사업전략을 수정토록 요구하는 것이다.
제조기업의 서비스화는 이를 보는 시각과 적용한 논리체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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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날 뿐 정형화된 유형이 없다. 여기
에서는 해외 저명 학술지의 몇몇 논문에 제시된 제조기업의 서
비스화 유형을 소개한다.
1) 서비스-기회 매트릭스에 의한 네 가지 서비스화 유형
먼저 고객의 활동을 핵심활동과 보조활동으로 구분하여 접근
한 소우니·발라수브라마니안·크리스난(Sawhney, Balasubramanian, & Krisnan, 2004)의 분류체계를 소개한다. 이
들은 제조기업이 자신의 시장을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고객
의 활동과 성과로 재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
서 고객활동 체인(customer-activity chain)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고객활동 체인이란 고객들이 특정한 성과를 얻기 위해 행하
는 여러 활동들의 유기적인 체계를 뜻하며, 핵심활동 체인과
보조활동 체인으로 구성된다. 고객활동 체인은 서비스 주도 성
장기회를 창출하는 기초가 되는데, 이러한 기회를 포착하여 구
조화하기 위한 틀로서 서비스-기회 매트릭스를 제시한다.
서비스-기회 매트릭스(service-opportunity matrix)는 새
로운 서비스를‘성장의 초점’과‘성장의 형태’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정의한다. 성장의 초점(focus)은‘어디에서 성장이 이
루어지는지’를, 성장의 형태(type)는‘어떻게 성장을 이루는
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성장의 초점과 성장의 형태를 결합하
면 <그림 Ⅱ-3>에서 보듯이 네 가지 형태의 서비스화 유형이
생성된다. 각 유형별 사례 기업은 <표 Ⅱ-6>에 예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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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기회 매트릭스

새로운 활동 추가

시간적 확장

공간적 확장

시간적 재배치

공간적 재배치

어떻게?
성장의 형태

기존의 활동 재배치
핵심활동 체인

보조활동 체인

어디에서?
성장의 초점

자료 : Sawhney, Balasubramanian, & Krisnan, 2004. p. 36.

첫 번째 유형은 시간적 확장(temporal expansion)으로서
고객의 핵심활동 체인에 새로운 활동을 추가하는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성장이다. 시간적 확장의 예로는 코닥(Eastman
Kodak)을 들고 있다.
디지털기술을 이용해서 고객들의‘기억을 관리하고 공유’를
돕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조하기 위해 코닥은 온라인 프린팅 서
비스를 제공하는 오포토(Ofoto)를 인수하게 된다. 오포토를
인수하기 전 코닥은 고객에게 사진촬영, 프린트주문, 앨범정리
정도만 제공할 수 있었으나, 오포토 인수 후 사진관련 종합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그림 Ⅱ-4> 참조). 코닥은 아
날로그 필름사업의 급속한 쇠퇴로 매우 큰 고통을 받았지만,
디지털기술을 응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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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서비스-기회 매트릭스에 의한 네 가지 서비스화 유형별 사례

대표
사례

시간적 확장

공간적 확장

시간적 재배치

공간적 재배치

Kodak

GM

UPS

Nike

Tradmill

Dell

Flixrunner.com

Noble House
Custom Taylor
(핵심제품 판매 이전에

(제품이 내재서비스를 (주문형 제품과 관련된 (보완적 고객활동을
위한 플랫폼 역할 수행)

고객의 부담 경감)

Batesville Casket

Costco

DuPont

(핵심제품 판매

(기존의 고객기반을

(프로세스 전문성을

이후에 서비스 추가)

협상 지렛대로 활용)

지렛대로 활용)

서비스 추가)

관련
사례

통합하는 서비스 추가)
Deere & Co.
(브랜드를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서비스 추가)
Smith Cogeneration

Bernia

e-Bay

P&G

Management Inc.
(부동자산에 대한

(네트워크기반 서비스 (기존의 고객 인터페이 (고객의 재고통제 및
로써 제품을 확장)

스를 지렛대로 활용) 비축프로세스를 대체)

서비스를 이동자산
서비스로 전환)

McAfee.com
(서비스를 통해 제품
업그레이드)

Solectron Corp.

Gevalia Kaffe of

(고객의 핵심역량이나

Clinton

전략목표와 무관한

(서비스가 고객의

프로세스 인수)

제품수령 방법을 변경)

자료 : Sawhney, Balasubramanian, & Krisnan, 2004. 각 유형별 설명내용
을 정리

두 번째 유형은 공간적 확장(spatial expansion)인데, 고
객의 보조활동 체인에 새로운 활동을 추가하는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성장이다. 공간적 확장은 인접한 기회공
간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는 것으로서, 공간적으로 연계된 서비
스는 고객과의 관계를 넓히는 역할을 한다. 공간적 확장의 예
로는 GM(General Motors Corp.)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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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닥의 고객서비스 확장
·코닥 EASYSHARE
카메라
사진촬영

·코닥 그림 소프트웨어

사진편집
·오포토 기록 CD 사진저장
·오포토
상품주문
(머그잔, T셔츠 등)
·코닥 전단지 용지
·코닥 그림 캘린더
·코닥 그림 연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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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등
제작
앨범정리

·오포토 앨범
·오포토 프레임 주문서비스

·오포토 온라인 프린트
서비스
프린트 ·코닥 그림작성 매점
주문 ·코닥 사진처리
자가 ·코닥 잉크젯 사진용지
프린트 ·코닥 그림작성 프린터
·코닥 감열식 프린터

프린트
전송 ·코닥 그림 소프트웨어
전자앨범
제작
·코닥 메모리 앨범

프린트 ·오포토“Invite a Guests”
공유 ·오포토“Order for friends”
기존의 고객 활동
새로운 고객 활동

자료 : Sawhney, Balasubramanian, & Krisnan, 2004. p. 37.

GM의 경우 고객의 관점에서 보면 핵심서비스는 자동차서비
스 플랫폼이다. 이 중 자동차 금융과 보험에서 파생되는 주택
모기지와 주택보험을 통해 주택서비스 플랫폼을 형성한 것이
기존의 고객 보조활동 지원서비스에 해당된다. 이러한 기존의
사업구조에서 자회사 온스타(OnStar)를 설립하면서 변화가
발생한다. 즉, 기존의 고객 보조활동 서비스플랫폼인 주택서비
스의 주택모니터링 서비스로부터 긴급서비스가, 위성데이터로
부터는 이동통신서비스가, 위성TV로부터는 위성라디오 서비스
가 파생되어 새로운 보조활동 지원서비스 플랫폼인 텔레매틱스
서비스가 탄생한 것이다(<그림 Ⅱ-5> 참조). 온스타의‘퍼스널
콜링’서비스 덕택에 GM은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이동통신서비
스 재판매업체로 변모한다.
세 번째 유형은 시간적 재배치(temporal re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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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GM의 새로운 고객서비스 플랫폼
주택
모기지

새 차 판매
중고차
판매

자동차

자동차
금융
차량
서비스

주택보험

여행
서비스
긴급
서비스

새로운 고객 활동

주택이전

주택서비스
(GMAC)

주택
모니터링

자동차
서비스
자동차
수리
보험
부품 및
응급지원
액세서리

기존의 고객 활동

주택판매

자동차
모니터링
서비스

텔레매틱스
서비스
(OnStar)
신변안전
서비스

위성
데이터

위성 TV

위성라디오
서비스
이동통신
서비스

자료 : Sawhney, Balasubramanian, & Krisnan, 2004. p. 38.

인데, 이는 고객의 핵심활동 체인 내 활동의 구조와 통제를 변
경시키는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성장을 뜻한다. 시간적 재배
치는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행되고 있
는 서비스의 내용과 구조를 변경하는 형태이다. 시간적 재배치
에 관하여는 비록 제조기업은 아니지만 UPS(United Parcel
Service of America Inc.)를 예로 들고 있다.
UPS는 그동안 집배, 발송, 추적, 배송 등 배송사업에 포함
된 좁은 범위의 활동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고객
들의 공급체인, 물류, 고객보호업무 관리 등 고객이 수행하는
넓은 범위의 활동을 사업범위로 채택하고 있다(<그림 Ⅱ-6> 참
조). 이러한 UPS의 활동들의 상당수는 개별적으로는 전혀 새
로운 것이 아니지만, 이들을 통합함으로써 가치를 창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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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의 시간적 재배치
물류서비스 사업
조립 및
테스팅

본국행
물류관리

창고 및
재고관리

패키지 배달
사업
하역

입항물류

선적

소모품

관리

추적

외국행
물류관리

집배
역방향
물류관리

서비스부품
물류관리
고객지원 관리

자료 : Sawhney, Balasubramanian, & Krisnan, 2004. p. 39.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공간적 재배치(spatial reconfiguration)인데, 이는 고객의 보조활동 체인 내 활동의 구조와 통
제를 변경시키는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성장이다. 공간적 재
배치 기회는 고객의 핵심활동 체인에 이미 관여하고 있는 기업
이 보조활동 체인에 속하는 활동들을 지원하게 될 때 발생한
다. 공간적 재배치는 나이키의 예를 통해 설명한다.
나이키(Nike)는 스포츠훈련에 관한 부수적인 고객활동 체인
에 개입할 기회를 포착하게 된다. 즉, 나이키는 자신의 명성에
힘입어 U.S. 스포츠캠프(U.S. Sports Camp) 브랜딩 계약을
성공시킨 것이다. 브랜딩 계약을 통해 나이키는 브랜드 충성도
를 제고하고 자사 제품의 판매기회를 확대하게 된다. 반면, 캠
프는 나이키 명성을 통해 캠프의 위상을 강화하는 효과를 얻는
다(<그림 Ⅱ-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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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7>

나이키

·제품판매 확대
·브랜드 충성도 제고

나이키의 공간적 재배치

브랜딩 계약

스포츠 캠프

·캠프 위상 제고

자료 : Sawhney, Balasubramanian, & Krisnan(2004)의 논의를 도
식화

2) 다운스트림 서비스에 초점을 둔 네 가지 비즈니스 모델
제품 생산에만 초점을 두는 것보다 제조기업들이 고객의 가
치사슬 끝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는
와이즈·바움가트너(Wise & Baumgartner, 1999)는 네 가
지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 서비스제공을 통해 이익
창출에 성공한 기업은 내재서비스(embedded services), 종
합서비스(comprehensive services), 통합솔루션(integrated
solutions), 유통통제(distribution control)를 포함하는 네
가지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표 Ⅱ-7> 참조).
첫 번째 모델인 내재서비스(embedded services)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가치사슬의 끝부분에 있는 전통적인 다운스트
림 서비스를 제품에 내재시키는 것을 말한다. 내재서비스가 고
객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고객이 직접 수행해야 할 서비스를
이른바‘스마트’제품에 내재시킴으로써 고객의 수고를 크게
덜어 주기 때문이다. 내재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로 하니웰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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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든다.
하니웰(Honeywell)은 원래 민간 항공기에 사용되는 분리형
내비게이션, 운항데이터, 충돌방지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이
다. 이 시장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하니웰은 다운스트림에서
수익과 이익의 기회를 찾게 된다. 즉, 운항에 소요되는 전체 비
용 중에서 항공기 구입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
에 착안하여 항공기 종합관리시스템인 항공기정보관리시스템
(AIMS : Airplan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표 Ⅱ-7>

대표
사례

네 가지 다운스트림 서비스 비즈니스 유형 및 사례

내재서비스

종합서비스

통합솔루션

유통통제

Honeywell

GE

Nokia

Coca-Cola

John Deere

Ecolab

GreenStar

(화학물질개발,

(정밀 농기계와 수확 청소서비스, 해충박멸,
관리 능력)
McNeilus
AutoReach
(로봇팔을 이용한
관련

폐기물 수집)

사례 Stryker Endoscopy

유지보수)

직접 유통)

(종합 빌딩관리

소프트웨어, 서비스)

시스템)

Mannesmann

(음성인식으로

교통 및 내비게이션

제어되는 외과장비)

서비스)

지능형 골프카트)

관리의 아웃소싱)

(IT 시스템통합,

(무선통신, 가입자

(코스관리 기능을 가진

Dell Computer
(하이브리드 제조 및

IBM Global Services Johnson Controls

Hermes

Textron E-Z-Go

DuPont
(자동 페인트시스템

Pitney Bowes
(우편 및 사무용기기
임대, 지원,
우편물실 관리)

Ford
(딜러 인수 및 통제)

Lear

Pennzoil

(종합 자동차

(Jiffy Lube

인테리어)

서비스센터)

Xerox

Tesco

(문서시스템 활용 및

(주유소 및

운영)

편의점 통제)

자료 : Wise & Baumgartner, 1999, p. 136 <표>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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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한다. 이 시스템은 과거 수동으로 이루어지던 많은 작
업들을 자동화함으로써 항공기관사에 소요되는 높은 인건비 절
감, 유지비 절감, 정비시간 단축, 운항불능상태 최소화 등 항공
사의 전반적인 효율을 제고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다.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인 종합서비스(comprehensive services)
모형은 다운스트림 서비스를 제품에 내재시킬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게 된다. 이 경우 제조기업들은 보통 제품공급자로서의
포지션을 이용해서 고객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창조한다.
잭 웰치(Jack Welch)의 주도로 이룩한 GE의 재부상은 종
종 GE의 제조기술에 기인한 결과라고 설명되지만, GE의 금융
부문인 GE 캐피털(GE Capital)이 추구한 종합서비스 사업모
델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GE의 서비스화는 고
객활동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풍부한 수익과 이익의 원천
을 찾아내고, 고객요구에 대한 통찰력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시키는 형태이다. 특히 고객과의 끈끈한 유대관계
를 정립하여 미래 수익의 기반을 확대한다. 이 같은 서비스화
노력으로 GE 캐피털은 제품사업을 지원하는 작은 금융업체로
부터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GE 전체의 중추로 발돋움한다.
세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통합솔루션(integrated solutions)
인데, 이는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하여 고객의 절박한 필요에 부응
하는 참신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핀란드의 노키아
(Nokia)가 이 모델을 활용하여 큰 성공을 거둔 사례에 해당된다.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에서 노키아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류
공급자에 머물고 있었으나, 통합솔루션 제공서비스를 통해 모
토롤라(Motorola)를 제치고 업계 1위 업체로 부상한다. 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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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가장 큰 성공요인은 제품의 전통적인 시각에서 탈피하고
대신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킨 데에 있다. 노키아는 휴대용 단
말기, 전송장비, 스위치 등의 제품계열과 이동통신사들의 네트
워크 관리, 전송탑 서비스지역 기준 충족, 고객에 대한 기술지
원 등의 서비스를 결합하는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게 된다. 이
동통신사는 이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아직까지 노키아의 가장 큰 수익원은 휴대
용 단말기이나, 가장 큰 마진과 이익은 네트워크 개발 서비스
로부터 창출된다.
네 번째 사업모델인 유통통제(distribution control) 모형은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두
는 앞의 세 모형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는 고객의 사업으
로 제조기업이 진출하는 형태로서 가치사슬의 전방으로 이동하
여 돈이 되는 유통활동에 대한 통제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채택한 대표적인 기업은 코카콜라(Coca-Cola)이다.
코카콜라가 오늘의 높은 브랜드 명성을 갖게 된 것은 산하의
독립 음료 제조업자들(bottlers)을 가장 크고 강력한 유통네트
워크로 결합하는 데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수십 년 동안 코카
콜라의 효율적인 영업기반이 되어 온 독립 음료제조업자들의
지역 독점적 네트워크가 1970년대에 들어 플라스틱과 알루미
늄 패키징이 가능한 기술로 인해 와해되기 시작한다. 즉, 공격
적인 지역 제조업자들이 인근의 제조업자들을 흡수통합하면서
코카콜라를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해 코카콜라는 개
별 독립 제조업자들의 지배지분을 매입·통합하여 별도의 회사
인 코카콜라 엔터프라이즈(Coca-Cola Enterprises)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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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제조공장 및 유통네트워크 합리화와 생산설비 업그레이
드를 위한 투자를 단행한다. 오늘날 코카콜라는 미국 내 음료
제조와 유통의 70%를 통제하며, 공격적으로 해외 통제력도 확
대하고 있다.
3) 수익과 비용을 함께 고려한 네 가지 서비스화 유형
앞에서 논의한 제조업의 서비스화 유형은 두 접근 모두가 제
품관련 서비스에 대한 제조기업의 사업전략을 유형화한 것이
다. 그러나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의 제조업연구소(Institute
for Manufacturing: IfM)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제조기업의
서비스화를 유형화한다. 즉, 수익과 비용의 두 축을 통해 제조
기업의 서비스화를 유형화한 것이다(IfM, 2006).
제조업연구소는 제품과 서비스를 가장 상위의 분류기준으로
보고 비용과 수익을 동시에 고려한다. 우선 대부분의 코스트가
내부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지 아니면 생산 외의 활동에서 발
생하는지를 고려한다. 동시에 수익의 대부분이 제품으로부터
창출되는지 아니면 서비스로부터 창출되는지를 고려한다. 이렇
게 비용과 수익의 두 축을 결합하면 제조업체는 <표 Ⅱ-8>에서
보듯이 네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첫 번째 형태는 대부분 코스트가 생산활동에서 발생하고 대
부분의 수익도 제품에서 창출되는 형태로서(<그림 Ⅱ-8>의 형
태 A), 이는 전통적인 제품제조업체(product manufacturers)
에 해당된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업체인 캐드버리를 들고 있
다. 캐드버리(Cadbury Schweppes)는 과자와 소프트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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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fM, 2006, p. 12.

를 핵심사업으로 하는 식품회사이며, 수익은 거의 대부분이 소
매업자에게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얻는다.
두 번째 형태는 대부분의 비용이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나, 수
익의 대부분은 서비스에서 창출되는 형태로서(<그림 Ⅱ-8>의
형태 B), 이를 서비스주도형 공급자(service-led producers)
라고 한다. 서비스주도형 공급자는 여전히 생산을 기반으로 하
지만 수익의 상당부분은 서비스로부터 발생한다. 롤스로이스
(Rolls-Royce)를 예로 들고 있는데, 이 회사는 서비스분야로
업무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과 성장을 이룩한 제조
업체이다. 롤스로이스는 여전히 R&D와 엔진제작에 많은 투자
를 하고 있지만, 수익의 절반 이상은 서비스계약 등 서비스활
동을 통해 얻는다.
세 번째 형태는 비용은 비생산활동에서 발생하지만 수익은
제품에서 창출되는 형태인데(<그림 Ⅱ-8>의 형태 C),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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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이를 시스템통합업체(system integrators)라고 칭
한다. 시스템통합업체는 다소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
는 제품을 주로 판매하지만 대부분의 비용은 생산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로는 GB 이노맥(GB Innomech)을 들고 있
는데, GB 이노맥은 상당한 비중의 R&D와 디자인 투입이 요
구되는 기계를 제작하는 제조업체이다.
네 번째 형태는 생산기반으로부터 분리되어 서비스제공 분야
로 이동한 형태로서(<그림 Ⅱ-8>의 형태 D), 이를 서비스제조
업체(service manufacturers)라고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비용과 수익의 발생원천이 비생산활동 및 서비스가 된다. 대표
적인 예로 IBM을 들고 있는데, IBM은 2004년 말 PC 생산기
능을 중국의 레노보(Lenovo)에 넘기고 대신 소프트웨어와 서
비스에 전념하는 모델을 추구한다. 제조업연구소의 분류체계를
가지고 IBM에게 자신의 위치를 매핑하게 한 결과를 봐도 <그

<그림 Ⅱ-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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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fM, 2006,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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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Ⅱ-9>에서 보듯이 IBM은 서비스제조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제조업연구소는 자신들이 설정한 분류체계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분류체계에 영국 동남지역에 소재한 10개 제조
업체의 실제 데이터를 적용해 본다. 그 결과는 10개 업체 중
서비스제조업체로 분류된 기업은 없고 대부분 기업은 전통적인
제조업체로 분류된다(<그림 Ⅱ-10> 참조). 이는 영국 동남지
역 제조업체들의 경우 서비스화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거나, 개
념이 있더라도 여러 요인으로 아직까지 본격적인 서비스화를
추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실제로 서비스화의 사례로 종종 인용되는 기업의 상당수
는 글로벌기업들이다.
<그림 Ⅱ-10>

영국 동남지역 10개 회사의 정량적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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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 서비스화를 설명하는 이론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제품생산에 초점을 두던 제조기업이 서
비스부분으로 업무영역을 확장하는 것으로서, 여러 이론적인
시각을 통해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네 가지 이
론적 틀에 초점을 둔다. 이들은 제조기업의 서비스진출이 기본
적으로 사업다각화라는 점에서 다각화이론, 환경적 제약에 대
한 능동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경영자원이론, 제조와 서비스
중 선택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선택 이론, 서비스의 본질이 지
식이라는 점에서 지식경영이론을 포함한다.
1) 사업다각화
사업다각화는 관련다각화와 비관련다각화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비관련다각화(unrelated diversification)를 추구하는
기업은 사업위험과 체계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업포트폴리
오에서 각 기업이 내부자본에 접근하는 구조를 창출하게 된다.
한국의 이른바‘재벌기업’이라고 하는 독특한 기업집단 형태가
그 예에 해당된다. 반면, 관련다각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여러
사업부문에 걸쳐 축적된 역량을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다각
화를 추진하게 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각화는 비록 그 형태
는 다르지만 모두가 시장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각화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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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기업의 서비스화를 다각화 관점에서 접근한 스케그즈·
드로즈(Skaggs & Droege, 2004)는 서비스상품의 무형성
(intangibility)과 서비스 생산 및 인도에 고객이 직접 참여함
으로써 시장비효율이 발생한다고 본다. 많은 서비스는 제조업
제품과 달리 형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특정 서비스
수요자는 다른 서비스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질을 비교하
기 어렵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이 발생한다. 또한 서비스가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발생함으로
써 서비스생산에 고객이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즉, 서비스
는 제품보다 훨씬 더 고객지향적인 것이다(Chase & Erikson,
1988). 이처럼 서비스의 무형성과 생산과정에 대한 고객의 참
여는 결국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어 시장비효율이 야
기되는 것이다.
제조기업이 서비스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수익기반을 확대하고
이익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 서비스시장의 비효율을 창출하고,
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제품생산에
만 치중하는 제조기업에 비해 핵심제품과 관련된 서비스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한 제조기업의 성과가 높아질 수 있게 되는 것
이다. 그런데 관련다각화 기업이 비관련다각화 기업에 비해 성
과가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
니라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Rumelt, 1974; Montgomery,
1982; Ramanujan & Varadarajan, 1989; Hoskisson &
Hitt,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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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자원이론
제조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얻는 이익으로 고객충성
도 제고, 프리미엄가격 부과, 아웃소싱에 따른 고객의 불만족
완화 등을 많이 지적한다. 이러한 이익은 상당부분 서비스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서비스는 상품의 무형적 성격, 생산과정에
고객의 직접참여, 표준화의 어려움, 지식집약적인 특성, 직접
판매 필요성 등에서 이익창출 가능성의 정도가 제품보다 훨씬
더 높다. 서비스에 내포된 이러한 특성은 독특하고, 모방이 어
렵고, 고객에게 보다 많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조기업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 현금흐름, 이익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들은 다분히 경영자원이론
(resource-based view) 체계에서 설명되는 현상들이다.
팽·팔마티어·스틴캠프(Fang, Palmatier, & Steenkamp,
2008)는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이 같은 경영자원이론 관점에서
설명한다. 경영자원이론의 요체는 경쟁자가 모방할 수 없는 자
원과 능력의 독특한 결합체가 기업의 높은 성과를 창출한다는
것이다(Barney, 1991; Amit & Schoemaker, 1993; Teece,
Pisano, & Shuen, 1997). 그런데, 자원과 능력의 독특한
결합은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력과 함께 전략적인 의
도를 가져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역동적인 능력’
(dynamic capabilities)(Teece, Pisano, & Shuen, 1997)
이라 하고, 이 능력이 환경조건에 부합할 때에만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한다(Eisenhardt & Martin, 2000).
제조기업이 서비스부문으로 진출하는 것은 안정적인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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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단순하게 사업전략을 수립·집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수익창출 여건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
인 것이다. 즉, 어떻게 하면 자원과 능력의 통합·결합·활용을
통해 시간과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고 이익창출 기반을 확충할
것인지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렇듯 제조기업의 서비스
화는 성과를 높이기 위한 기업의 전략적 의도와 노력이라는 점
에서 경영자원이론 체계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다.
3) 전략적 선택
제조기업의 서비스화는 전략적 선택(strategic choice)의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전략적 선택은 환경요인이 기업의
전략과 조직구조를 결정하게 된다는 결정론(environmental
determinism)적 관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전략과 행동을 통
해 환경요인을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할 수 있다는 시
각이다(Child, 1972).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수익성 악화라는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고 기업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전략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제조기업의 서비스화가 전략적 선택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포터(Porter, 1980)의 차별화전략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
다. 고객욕구 충족, 신용지원, 신속배달 등 차별화된 제품관련
서비스는 고객의 가치를 높이고, 고객의 공급자 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경쟁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서비스제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술, 비용, 인
력 등 상당한 수준의 경영자원을 필요로 한다. 제조기업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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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화와 대비되는 표준화를 선택하는 경우, 비용면에서는 매우
유리하나 고객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제조기업이 서비스지향적인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두 가지의 선택이 필요하다(Bowen,
Siehl, & Schneider, 1989). 그 하나는 차별화 또는 표준화
에 대한 선택이고, 다른 하나는 고객과의 접촉을 많이 할 것인
지 아니면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다. 이 두 가지 선택
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서비스를 통해 차별화
를 추구하는 경우 고객과의 빈번한 접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기존의 제품 생산 및 판매에 초점을 두는 경우 표
준화에 의한 비용우위를 추구하기 때문에 고객과의 접촉이 상
대적으로 덜 필요하다.
차별화 또는 표준화 선택은 코스트, 품질, 공급가능성, 유연
성 등 핵심 변수 각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달
라진다. 이 변수들은 서로 상충관계(trade-off)에 있기 때문에
모든 면을 다 추구하기는 어렵고, 결국은 정도의 문제로 귀착
된다. 분명한 것은 차별화는 비용우위에 기초한 표준화보다 불
확실성이 높다는 점이다. 고객과의 접촉에 있어서도 상충관계
가 존재한다. 즉, 고객과의 빈번한 접촉은 조직의 효율을 제약
하는 요소이나, 동시에 판매와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는 요소인
것이다. 고객과의 빈번한 접촉은 또한 생산과 인도 과정에 고
객의 참여와 정보가 투입되어 유리한 반면에 조직에 상당한 불
확실성을 불러오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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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식경영이론
제조기업의 서비스화는 지식경영의 관점에서도 설명이 가능
하다. 이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지식’이라는 경영자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지식
을 보유한 경우에만 서비스를 통해 거래상대방의 효용을 증대
시킬 수 있다. 여러 지식 중 특히 노하우는 차별화의 가장 중요
한 요소이다. 이처럼 서비스제공에서 지식이 강조되는 것은 지
식이 가장 본질적인 경쟁우위의 원천이고, 전문화된 기량과 지
식은 기본적인 교환 단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Lusch,
Vargo, & O’Brien, 2007).
제조기업의 서비스화는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각 활동별로 전
문화·분업화가 가속화되는 추세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전문
화나 분업화는 기본적으로 축적된 지식기반을 필요로 한다. 특
히 첨단기술분야로 갈수록 전문화·분업화 현상은 더욱 강해진
다. 개발프로세스의 각 수준에서 요구되는 특화된 전문성, 높
은 위험, 가변적인 수행시점 등으로 인해 필요한 모든 활동체
인을 한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첨단기술산업은 연
구, 개발, 생산, 자금조달, 마케팅 등의 분야로 나뉘어 다층적
인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각 컨소시엄과 소속기업들은 독자적
인 네트워크를 운영하게 된다. 흔히 바이오기술과 주문형반도
체(ASIC) 산업을 제조업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산업들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각 단위는 서로가 특화된
전문활동을 수행하는‘서비스센터’(Quinn, 2005)로서 실제
로는 지식센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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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제품생산 활동에서의 전문화·분업화 추세는 제조기업
을 단순히 제품생산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서비스활동으로까지
시야를 넓히도록 요구한다. 제조기업이 단순한 제품계열에서
벗어나 핵심 지식 또는 서비스 역량으로 전략적 초점을 확대하
면 전략의 지평이 넓어지고 장기적인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오늘날 가장 성공적인 기업들은‘지적인 기업들’(intelligent
enterprises)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은 지식자원을 일련의
서비스로 전환하고 이 서비스들을 특정 고객들에게 가장 유용
한 형태로 통합하는 것이다(Quinn, 2005).
제조기업의 영역이 서비스로까지 확장됨에 따라 기존의 유형
자산보다는 지식자산이 더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으로 부각된
다. 기량, 경험, 혁신능력, 노하우, 시장지식, 데이터베이스,
정보관리시스템 등 지식자산의 깊이와 폭이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며, 이들은 경쟁자가 모방하기 어려운 자산들이다. 이처
럼 제조기업의 서비스화로 인해 제조기업의 전략적 초점이 지
식자산의 효과적인 관리로 이동한 것이다. 가치사슬상에서 고
객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특정 기량, 서비스활동, 지식요
소 등 지식자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결국 제조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고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2) 연구가설
1) 서비스화 제조기업의 높은 성과
제조기업이 서비스분야로 업무영역을 확장하는 근본적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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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제품생산 활동만으로는 기대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비스분야로 업무영역을 확장한 제조기업의
성과가 제품생산에 중점을 두는 제조기업보다 성과가 높을 것
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경영자원이론 체계에서 보면, 기업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제공하는 전략자산(strategic assets)에 산업 내 경쟁기업들
에 비해 우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한다. 기업 경영자원의 독특한 조합을‘전략자산’(Michalisin,
Smith, & Kline, 1997)이라고 하고, 이러한 자산이 기업의
성과를 높이게 된다. 그러나 전략자산을 보유한 것만으로 경쟁
우위가 창출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가치 있고, 희소하고, 모방
이 어렵고, 대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전이 불가능한 독특
한 전략자산의 묶음일 경우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Barney, 1991; Bowen & Wirsema, 1999).
이 같은 이론체계하에서 제조기업이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함
으로써 성과를 높이게 되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설명할 수 있
다. 그 하나는 지식과 자원의 활용이고, 다른 하나는 증가된 고
객충성도이다(Fang, Palmatier, & Steenkamp, 2008).
제조기업은 특정 고객을 위해 생산하는 제품으로부터 축적된
지식과 자원을 서비스분야 진출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과 자원에서 비롯되는 파급효과는 제품과 서비스
간의 시너지를 통해 원가절감과 차별화우위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자원이 제품과 서비스에 걸쳐 파급효과
를 미침으로써 복잡성과 인과관계의 모호성을 야기하여 경쟁자
에 의한 모방을 어렵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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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조기업이 서비스로 진출하게 되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통합상품에 대한 무형성이 높아져 시장투명성이 낮아
지며, 이는 곧 고객이 인식하는 구매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
다. 반면,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에 서비스요소가 확대될수록
공급자와 고객 간 상호작용의 필요성이 증가한다. 서비스에서
시장투명성이 낮아지고 고객과 공급자 간의 상호작용이 높아진
다는 것은 결국 시장비효율이 높아져 시장경쟁이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Skaggs & Droege, 2004). 어쨌든 제조기업
이 제품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
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신뢰와 유대관계가 형성되며, 이는 곧
고객충성도를 높이고 제조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Palmatier, Dant, Grewal, & Evans, 2006).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보면, 서비스로 업무영역을 확장한 제
조기업이 단순히 제품생산만을 추구하는 제조기업보다 더 높은
수익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
을 설정한다.
[연구가설 1] 서비스분야로 업무영역을 확대한 제조기업이 순
수 제조기업에 비해 더 높은 실적을 보인다.
2) 서비스화 제조기업의 안정적인 수익구조
서비스분야로 업무영역을 확장한 제조기업은 순수한 제품 중
심의 제조기업에 비해 보다 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는 추론도 가능하다. 이는 제조기업이 서비스로 사업을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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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특정 제품분야의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에 의해 증가된 복잡성과 무형성은
범위의 경제성과 고객의 공급자 전환비용을 높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여러 목적으로 다각화를 추진한다. 첫째는 성장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는 기업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외형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960~70년대 미국의 복합기업
(conglomerates)이나 과거 한국 재벌기업들의 이른바,‘문어
발식’확장이 그 예이다. 둘째는 위험분산인데, 이는 특정 사업
부문들의 경기순환에서 오는 위험을 분산시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는 범위의 경제성에서 오는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기 위해 사업다각화를 추진한다. 범위의 경제성
이란 생산자원의 중복 활용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뜻한
다. 넷째는 내부시장(internal market)을 활용하기 위한 것
으로서, 이는 다각화를 통해 필요한 자본이나 인력을 기업 내
부에서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에서 금융시장을 통한 자본
조달이 어려웠던 시기에 재벌기업들이 내부시장을 통해 필요한
자본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다각화
의 여러 목적 중 제조기업이 서비스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
장 큰 효과는 위험분산과 시너지효과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이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위험은 수익의 안정성이 훼손
되는 것인데, 이를 줄이기 위해 기업들은 보통 사업포트폴리오
를 구성한다(Hoskisson & Hitt, 1990). 제조기업이 제품과
서비스사업을 동시에 영위함으로써 제품시장만을 영위할 때 발
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그 핵심은 기업이 직면하는 고유한 위험(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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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s)과 시장위험(market risks) 중 사업다각화로 줄일 수
있는 위험은 고유한 위험이며, 베타계수(β-coefficient)로 측정
되는 시장위험, 즉 체계적인 위험(systematic risks)은 줄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Weston, Smith, & Shrieves, 1972).
사업다각화를 통해 시장위험을 줄일 수 없는 것은 다각화기업
의 베타계수는 개별사업들 베타계수의 가중평균이기 때문이다.
다각화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초기
연구에서는 다각화가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난다(예 : Arnould, 1969; Markham, 1973). 이에 대해
팔레푸(Palepu, 1985)는 관련다각화와 비관련다각화를 구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관
련다각화와 비관련다각화를 구분한 경우에도 다각화가 기업성
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관련다각화의
경우 기업성과가 높고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예 : Rumelt,
1974; Christensen & Montgomery, 1981; Palepu,
1985). 시장지배력 확보, 숨겨진 정보, 시너지 등이 주요 요인
으로 지적된다. 관련다각화는 상호보조, 약탈적 가격설정, 판
매와 구매의 상호성, 진입장벽 등을 통해 기업의 시장지배력
증대에 기여한다. 관련다각화 기업은 개별사업부문의 수익성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전체의 높은 수익성을 지속할 수 있
게 해 준다. 관련다각화는 또한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자원배분
의 효율성, 기술 및 관리기술의 제고 등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
이 같은 논의를 종합하면, 제조기업이 서비스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익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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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제조기업이 핵심제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서비스분야로 진출하는 경우 더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
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연구가설 2] 서비스분야로 업무영역을 확대한 제조기업은 순수
제조기업에 비해 더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한다.
3) 서비스화 정도에 따른 수익성 차이
지금까지의 논의는 서비스분야로 진출한 제조기업이 그렇지
않은 제조기업보다 더 수익성이 높고 수익이 더 안정적이라는
다소 이분법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논의를 좀
더 확대하면,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정도가 수익성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즉, 앞의 논의가 맞
는다면 제조기업들이 서비스화 정도가 클수록 더 높은 성과를
보여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제조기업이 서비스분야로 진출함으로써 제공하는 제품과 서
비스에 대한 높아진 무형성, 양 분야 간의 시너지효과, 위험분
산 등의 효과를 통해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런데 서비스
화 정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성과가 높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는 서비스화가 제조기업에게 반드
시 긍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비스화가
제조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전략적 초점의 상실과
조직의 갈등을 들 수 있다(Fang, Palmatier, & Steenk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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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핵심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하는 것은 경영자원을 분산
시켜 제품 또는 서비스 분야 각각의 성공에 필요한 자원투입이
임계치(critical mass)에 미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품
제조와 서비스는 각기 다른 조직프로세스, 조직문화, 리더십,
조직구조를 필요로 하므로(Vargo & Lusch, 2004) 동일기업
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동시에 생산하여 제공하게 되면 조직갈
등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렇듯 서비스화는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도 있는 것이다.
스케그즈·드로즈(Skaggs & Droege, 2004)의 실증분석에
서 서비스화 정도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 것도 서비스화의 이 같은 복합적
인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서비스화는 제조기업의
전략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재무성과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제조기업이 서비
스화를 추진할 때 어느 수준까지는 서비스화의 부정적인 영향
이 긍정적인 영향보다 크지만, 이 수준을 넘어서면 제품과 서
비스를 결합한 시너지효과가 발생하여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
인 효과를 능가하게 된다는 것이다(Fang, Palmatier, &
Steenkamp, 2008).
물론 제조기업 서비스화의 긍정적인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을
능가하는‘그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
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서비스화 정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성과가
높을 것이라는 추론은 가능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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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한다.
[연구가설 3] 제조기업이 서비스분야로 업무영역을 확장하는
경우 서비스화 정도가 높을수록 더 높은 성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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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다각화는 기업의 경영전략의 융합 및 업무확장과 연관이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의
사업다각화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그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관련영역으로 업무를 다각화하는 것인
데, 기업은 이를 통해 다양성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7) 다른 하나는 기업이 관련성이 없는 업무
영역으로 다각화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다. 아미트·워너펠트(Amit & Wernerfelt, 1990)는 가치최
적화(value maximization) 이론과 효율적 자본시장
(efficient capital market) 이론 체계를 가지고 시행한 실증
분석 결과, 비관련 사업으로의 다각화가 사업위험(business
risk)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톤(Barton, 1988)
도 시장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행태를 분석하면서 비관련다각
화가 체계적인 위험(systematic risk)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을 보인다.8)
7) Snow & Hrebiniak(1980), Pahalad & Hamel(1990), Robbins & Wiersema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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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조기업이 서비스분야로 업무영역을 확장했을 때 과
연 기업의 실적이 높아지는지가 본 연구 실증분석의 가장 중요
한 관심사이다. 스케그즈·드로즈(Skaggs & Droege, 2004),
루쉬·바르고·오브라이언(Lusch, Vargo, & O’Brien, 2007),
소우니(Sawhney, 2006)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제조기업이
기존의 제품에 추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고객친화적인
경영으로 인해 기업경쟁력과 실적을 모두 제고할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제조기업의 서비스화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Ⅱ장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을 계량경제학
적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해 본다.

분석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고시에 등록
된 연간 자료이며, 대상기간은 1999~2007년이다. 샘플기업
은 30대 기업집단에 소속된 상장기업 중 서비스업으로 진출한
제조기업 61개이다.9)
서비스업으로 진출한 제조기업들은 제조기업 내에서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조기업의 서비스
화는 다음 세 가지 경우를 포함한다. 즉, 이들은 제조기업이 서

8) 반면, Joehnk & Nielsen(1974)과 Montgomery & Singh(1984) 등은 연관성이 없
는 업무로의 다각화가 체계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9) 61개 샘플기업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제2장 제1절 제2항(제조업의 서비스화 현황)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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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자회사를 신설한 경우, 서비스기업을 인수·합병한 경우,
그리고 독립된 서비스기업에 지분투자를 한 경우이다. 제조업
과 서비스업의 구분은 통계청의 산업분류체계를 기초로 한 대
한상공회의소 코참비즈에 공시된 기업구분을 활용한다.10) 서비
스기업에 대한 지분참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2008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 정보를 통해 기업 간 지분참
여 정도를 파악한다. 서비스화의 심화는 총매출액 대비 서비스
사업매출 비중의 증대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 같은 접근은 두 가지를 기초로 한다. 첫째, 제조기업이 서
비스로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 방법인 서비스부서 신설 및 확
충, 서비스기업의 인수·합병, 그리고 지분참여에 대한 정보가
시계열 측면에서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 조사
한 제조기업 대부분은 내부에 서비스부서가 존재하지만, 이 경
우 특정 부서의 매출 및 당기순이익 데이터를 공표하지 않는다
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제조기업의 서비스기업에 대한 지분참여 여
부 및 비중, 제조기업의 자산규모, 제조기업 및 이 기업이 지분
참여한 서비스기업 각각의 당기순이익과 매출액이다. 분석대상
기업은 샘플기간 이전에 이미 서비스사업에 진출하였거나, 샘
플기간 중에 새로이 서비스사업에 진출한 제조기업들이다. 이
들의 서비스사업 진출 연도가 각각 상이하므로, 분석은 서비스
화 추진시점을 기준으로 서비스화 제조기업군과 단순 제조기업
군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샘플 기업군을 선정한 이유
10) http://www.korchambiz.net/company/company_groupCompList.jsp?grpcd=
37&grp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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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가지이다. 첫째, 고려하는 기간 중에 서비스화에 참여한
기업들이므로 전혀 서비스화를 경험하지 않은 기업군과 비교하
는 것보다 노이즈(noise)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실
제로 서비스화를 추진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서비스화
추진이 기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실적은 제조기업의 자산수익(ROA : return on asset)
지표를 사용한다.11), 12) 각 재무지표는 제조기업이 설립한 자회
사와 인수·합병한 서비스기업의 재무성과를 제조기업의 성과
로 측정한다. 또한 제조기업이 독립적인 서비스기업에 지분 투
자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기업의 재무성과 중 투자지분비율
만큼을 제조기업의 성과로 편입한다. 따라서 제조기업의 총매
출은 제조기업의 제품분야 매출, 자회사 및 인수·합병 서비스
기업의 매출, 그리고 지분투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기
업의 매출 중 지분투자 비율만큼을 포함하게 된다.

11) 기업의 세금차감 후 당기순이익을 자산총액으로 나누어 얻어지는 수치로 특정기업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는지를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이다. 총자산은 보통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치로 평가하여 기말자산과 기초자산의 평균을
사용한다.
12) Skaggs·Droege(2004)는 ROI(Return on Investment)와 ROA(Return on
Asset)으로 기업실적을 사용하였다. 이들이 정의한 두 변수는 각각 ROI=당기순이익/
투하자본(투자), ROA=당기순이익/총자산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둘은 같을 수도 있
고 다를 수도 있다. 투하자본(투자)이라는 것은 생산/판매/영업을 위해 투자한 자본
과 부채의 합계를 의미하므로, 다시 말해 자본과 부채로 땅을 사고 공장을 짓고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했다면 ROA와 ROI가 동일하다. 하지만, 기업의 자산 중에
는 생산/판매/영업에 쓰이지 않는 비영업용 토지나 매출채권 등이 있으므로 이런 경
우에는 ROA와 ROI가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정의를 분리하는 데에 따
르는 데이터 처리문제로 인하여, 두 가지 중 하나인 ROA만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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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스케그즈·드로즈(Skaggs & Droege, 2004)가 미국
의 경우 제조기업이 서비스화로부터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는지
를 세 가지 가설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본다. 이들이 테스
트한 세 가지 가설은 서비스 다각화를 추진한 이후 그 이전에
비해 기업실적이 높은지(<가설 1>), 그러한 기업의 실적이 그
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 안정적인지(<가설 2>), 그리고 서비스
다각화 정도가 높을수록 기업실적이 높게 나타나는지(<가설
3>)이다. 이들의 추정결과, 미국의 경우 서비스화 제조기업은
그렇지 않은 단순 제조기업에 비해 기업실적 평균이 유의적으
로 높으며, 기업실적의 분산이 낮게 나타나 보다 안정적인 기
업성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서비스화 정도가 증
가해도 기업실적이 높아진다는 가설에 대해서는 유의적인 결과
를 얻지 못했다.
본 절에서는 스케그즈·드로즈의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의 경
우에도 제조기업이 서비스화로부터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지를
먼저 분석한다. 이후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추정모형을 발전
시켜 서비스화의 효과 및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시사점을 제
시한다.

(1) 서비스화 제조기업의 높은 성과
스케그즈·드로즈(Skaggs·Droege, 2004)는 “서비스사업
에 참여한 제조기업이 순수 제조기업에 비해 더 좋은 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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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는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서비스화 제조기업군과
그렇지 않은 단순 제조기업군의 기업실적 평균들이 서로 동일
하다는 가설을 스네데코·코크란(Snedecor & Cochran,
1989)의 t-테스트를 통해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두
기업군의 기업실적 평균을 가지고 서비스화 제조기업군의 기업
실적 평균이 단순 제조기업군의 기업실적 평균보다 높은지를
확인한 후, 두 기업군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동일한지를 테스트
한다. 귀무가설은 <식 Ⅲ-1>과 같이 나타나며, 테스트 통계량
은 <식 Ⅲ-2>와 같다.

H0(귀무가설) : μ1=μ2

<식 Ⅲ-1>

H1(대립가설) : otherwise
테스트 통계량(Test statistic): T=

Y1-Y2
2
1

2
2

s /N1+s /N2

<식 Ⅲ-2>13)

─
단, μi, Y i, si2, Ni 는 각각 기업집단 i(1: 서비스화 제조기업,
2: 단순 제조기업)의 기업실적 모집단 평균, 샘플평균, 샘플
분산, 샘플 수이다. 이 테스트 통계량은 t 통계량을 따르며, 그
임계치(critical value)의 자유도(v: degree of freedom)는
<식 Ⅲ-3>과 같다. 서비스화 제조기업군의 기업실적이 단순 제
조기업군의 기업실적 평균보다 큰 경우, 테스트 통계량이 임계

Y1-Y2

13) 만약 두 집단 간 분산이 동일하다면, 테스트 통계량은 T=
2

sp2=

(N1-1)s12+(N2-1)s22

N1+N2-2

sp
이다.

1/N1+1/N2

이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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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보다 크다면(T > t(α/2,v), α는 유의수준)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어 통계적으로도 평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v=

(s12/N1+s22/N2)
2
1

2 2

2
2

2 2
2

(s /N1 ) /(N1-1)+(s /N ) /(N2-1)

<식 Ⅲ-3>14)

한국의 데이터를 적용한 두 제조기업 그룹 간 기업실적의 단
순평균을 볼 때, 서비스화 제조기업의 실적(ROA)은 4.36으로
단순제조업무만 수행한 그룹의 실적인 0.01에 비해 높다. 또한
두 그룹의 평균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은 스네데코·코크란의
t-테스트를 통해 5%의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었다(<표 Ⅲ-1>

<표 Ⅲ-1>

기업실적의 평균 테스트
관측치수

ROA 평균

서비스다각화 제조기업 평균

386

Y1=4.36

단순 제조기업 평균

128

Y2=0.01

귀무가설 검증결과
귀무가설

μ1=μ2

테스트 값(T)

1.71

임계치

1.64

자유도(tα)
유의수준(α)

132
5%

판정

기각

14) 만약 두 집단 간 분산이 동일하다면, V=N1+N2-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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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따라서 평균적으로 서비스화를 경험한 제조기업의 실적
이 그렇지 않은 제조기업에 비해 높다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다.

(2) 서비스화 제조기업의 안정적인 기업성과
스케그즈·드로즈의“서비스화를 추진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기업실적을 보인다.”라는
<가설 2>를 한국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를 검증해 본다. 이를
위해 서비스화 제조기업의 표준편차가 단순 제조기업의 표준편
차보다 작은 경우, 레빈(Levene, 1960)의 테스트를 이용하여
두 표준편차가 유의적으로 다른지를 테스트한다. 다음과 같이
귀무가설은 두 표준편차가 동일하다는 <식 Ⅲ-4>이며, 그 테스
트 통계량은 <식 Ⅲ-5>와 같다.

H0(귀무가설) : σ1=σ2

<식 Ⅲ-4>

H1(대립가설) : otherwise
k

테스트 통계량: W=

Ni(Zi-Z)2
(N-k)Σ
i=1
k Ni

(k-1)ΣΣ
(Zij-Zi)
i=1 j=1

<식 Ⅲ-5>

2

단, N, Ni 는 각각 전체 샘플 수와 기업군 i(1: 서비스다각화 제
─
조기업, 2: 단순 제조기업)의 샘플 수를 나타낸다. Zij(=|Yij-Yi|)
는 기업군 i 내 기업실적 평균과 동 기업군 내 기업 j 의 실적 간
의 편차(deviation)이고, Yij 는 기업군 i 내 기업 j 의 기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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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며, Y i 는 기업군 i 의 기업실적 평균이다. Z i 는 기업집단 i 의
─
Zij 평균이고, Z 는 고려하는 샘플 전체에서 기업실적 평균이다.

σ1, s1는 각각 모집단 표준편차와 샘플의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k는 비교하려는 집단의 수로서, 여기서는 두 집단 비교이므로
2이다. 이 테스트 통계량은 F분포를 따르며, 만약 테스트 통계
량이 임계치(F(α, k-1, N-K), 단, α는 유의수준, k-1과 N-k는 각각
분자와 분모의 자유도)보다 크다면, 두 표준편차가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서비스화를 추진한 제조기업 그룹과 단순 제조
업무만을 수행한 제조기업 그룹을 구분하여 각각의 표준편차를
계산한 결과, 서비스화를 추진한 그룹의 표준편차 6.93이 그렇
지 않은 기업군의 표준편차 28.47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또

<표 Ⅲ-2>

기업실적의 안정성 테스트 결과
관측치수

ROA 평균

서비스다각화 제조기업 평균

386

S1=6.93

단순 제조기업 평균

128

S2=28.47

귀무가설 검증결과
귀무가설

σ1=σ2

테스트 값(W)

22.72

임계치(Fn1,n2)

3.84

자유도(n1,n2), 유의수준(α)

1,512
5%

판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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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레빈의 유의성 테스트 결과, 서비스화 제조기업군과 단순
제조기업군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표
Ⅲ-2> 참조). 이상의 통계적 분석 결과를 통해, 기업실적은 단
순 제조사업만을 수행한 그룹에 비해 서비스화를 추진한 그룹
에서 유의적으로 안정적이었다.

(3) 서비스화 정도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
스케그즈·드로즈의“서비스 업무영역으로 진출 정도가 높아
질수록 비례적으로 기업실적이 더욱 좋아진다.”라는 <가설 3>
이 한국의 경우에도 성립하는지를 검증한다. 스케그즈·드로즈
의 방법론은 기업데이터를 모아서(stack) <식 Ⅲ-6>을 단순히
회귀분석한(pooled regression 또는 pooled OLS) 것이다.

Pfi,t=α0+α1(XRi,t)+εi,t

<식 Ⅲ-6>

단, Pfi,t는 i 기업의 t기 실적(ROA)이며, XRi,t는 i 기업의 t기
총매출액 대비 서비스매출액 비중(=(service salei,t / total

salei,t)×100)을 나타낸다. α0, α1은 계수값이며, εi,t는 잔차항
이다.
<식 Ⅲ-6>을 풀드(pooled) OLS로 추정한 결과는 <표 Ⅲ3>의 (1)에 나타나 있다. 이 추정결과에서 <가설 3>이 옳다면,
계수 α2 유의적인 정(+)의 값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비록 추
정결과에서 이러한 서비스매출 비중의 계수값이 정(+)의 값을
나타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기 때문에 귀무가설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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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서비스판매 비중의 기업실적에 대한 영향
(1)

(2)

(3)

Pooled
OLS

Panel

Panel

Pfi,t

Pfi,t

Pfi,t

상수

2.71
(3.45)***

XRi,t

0.05
(1.46)

2.31
(3.22)***

-11.03
(2.15)**

0.09
(1.33)

0.07
(1.07)
0.12
(2.89)***

Y7
R2

0.004

0.40

0.39

D-W

0.90

1.49

1.48

주 : a) *,**, 그리고 ***은 해당계수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적
임을 나타냄.
b) (2)와 (3)에서는 각 횡단면 방정식의 상관성과 이분산을 고려하기 위해
white 방식의 공분산을 사용하였음 - Wooldrige(2001).
c) (2)에서는 개별 및 시간측면에서 고정효과를 고려하였으며, (3)에서는 실
질실효환율(Y7)로 시간효과를 고려하였으므로 개별고정효과만을 가정함.

각된다. 즉, 서비스화 정도가 높을수록 제조기업의 성과가 높
아진다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스케그즈·드로즈(Skaggs & Droege, 2004)의
방식으로 추정한 한국의 실증분석의 결과는 미국의 결과와 동일
하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스케그즈·드로즈가 논의하듯
이 제조기업이 매출비중 측면에서 서비스화를 심화시키더라도
기존의 서비스시장 경쟁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 성패에 따
라 기업실적 증진효과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는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실증분석에서 토빈스 큐(To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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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q)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팽·팔마티어·스틴캠프(Fang,
Palmatier, & Steenkamp, 2008)의 연구결과가 더 설명력
이 있어 보인다. 즉, 이들은 서비스화 정도가 20~30%의 임계
치를 넘어야만 서비스화의 긍정적인 영향이 서비스화에 수반되
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 제
조기업의 서비스화 정도는 그 최고치가 10.5%로서 팽·팔마티
어·스틴캠프가 제시한 임계치에 훨씬 미달한다.

이번에는 이상의 분석을 패널분석으로 확장함과 동시에 서비
스화를 통한 기업실적 향상의 유효한 경로에 대한 분석을 추진
한다. 위의 스케그즈·드로즈 형식의 가설검증은 기업 간의 개
별특성이나 시간적인 효과15)를 배제한 단순 비교에 불과하므로
통계적인 한계를 지닐 수 있다. 즉, <가설 1>과 <가설 2>에 대
한 귀무가설검증은 제조기업을 서비스화 제조기업과 제조사업
만을 수행한 기업군으로 나누어 단순히 비교하였고, <가설 3>
의 경우에도 전체 샘플을 결합(stack)시켜 회귀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각 기업의 특성이나 시간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
이다. 따라서 분석을 이들 특성들을 고려할 수 있는 패널분석
추정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본 절에서는 <가설 1>과 <가설 3>을 패널분석으로 테스트하
15) 시간적 효과는 시간에 따른 거시경제변수 등 각 기업이 통제하지 못하지만 공통적으
로 영향을 받는 부분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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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나아가 스케그즈·드로즈가 제시한 <가설 3>의 기각 원인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업무로부터 비음
(non-zero)의 당기 순이익률을 보이는 경우에 서비스사업과
제조사업 간에 시너지효과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한다.
본 절에서 확장 시도한 고정효과 패널모형은 다음의 <식 Ⅲ7>과 <식 Ⅲ-8>이며, <식 Ⅲ-7>의 추정결과는 <표 Ⅲ-3>의
(2)에 해당하고 <식 Ⅲ-8>의 추정결과는 <표 Ⅲ-3>의 (3)에
해당한다.

Pfi,t=β0+β1(XRi,t)+TE+IE+εi,t

<식 Ⅲ-7>

Pfi,t=γ0+γ1(XRi,t)+Ytj+IE+εi,t

<식 Ⅲ-8>

단, TE는 시간더미, IE는 기업 개별더미, Yt j는 제어변수로서
경제성장률, 제조업성장률, 서비스업성장률, 전체 기업의 실적,
또는 기업군별 기업실적이다. 그리고 XRi,t는 i 기업의 t 기 총판
매 대비 서비스판매 비중(=(service salei,t /Total salei,t)×
100)이다
<식 Ⅲ-7>에서는 고정시간효과를 고려하였지만, 이것 대신에
<식 Ⅲ-8>에서는 실제 거시변수들을 사용하여 기업이 제어할
수 없는 경기변동의 요인이 기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
려고 시도하였다. 이때 사용한 거시변수는 총 7개(Y 1~Y 7)로
서 실질 GDP증가율, 실질 최종소비지출증가율, 실질 총자본형
성증가율, 실질 순수출증가율, 실질 제조업성장률, 실질 서비스
업성장률, 실질 실효환율을 포함하고, 이들을 각각 추정식에 대
입하여 고려하였다. 이 중 기업실적을 설명하는 데에 모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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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계수값을 나타낸 것은 실질 실효환율증가율(Y 7)이었다.
고정효과 패널추정에서 <가설 3>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식
Ⅲ-7>과 <식 Ⅲ-8>에서 계수값인, β1, γ1이 각각 유의적인 정
(+)의 값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패널실증분석 결과에서 서비스
매출 비중의 증가에 따라 기업의 실적이 증가한다는 가설은 대
부분 기각되었다. 즉, 서비스매출 비중의 계수값은 10% 유의수
준에서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다16)(<표 Ⅲ-3> 참조).
그러나 이러한 패널분석을 통해서도 제조기업이 서비스화를
추진함으로써 기업실적이 유의적으로 높다는 것은 재확인되었
다. 즉, 제조기업의 기업실적을 서비스화 참여 유무(더미변
수)17)로 패널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더미변수의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정(+)의 유의성을 보였다. 이는 앞서 두 집단에서
기업실적의 단순 평균을 비교한 <가설 1>의 검정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비록 서비스화 정도가 심화될수록 반드시 기업
실적이 높아지는 효과는 불분명하다 할지라도, 서비스를 추진
한 이후에는 기업실적이 향상되는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였다(<
표 Ⅲ-4> 참조).
서비스화를 추진한 제조기업이 그렇지 않은 제조기업보다 더
높은 기업실적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추가된 서비스사업이 이미 해당 서비스시장에 진

16) 이는 서비스다각화기업의 실적(ROA)을
당기순이익 비중

(

|서비스업무로부터의 당기순이익|
총당기순이익

과에서도 각 계수값이 유의적이지 않았다.
17) <표 Ⅲ-4>의 주 d) 참조

)

×100 으로 바꾸어 분석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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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서비스화 유무의 기업실적에 대한 영향

상수
서비스 다각화 유무

(1)

(2)

(3)

Pooled
OLS

Panel

Panel

Pfi,t

Pfi,t

Pfi,t

0.01
(0.01)

1.24
(1.17)

-9.83
(-2.03)**

4.35
(2.77)***

2.71
(1.92)*

2.89
(2.23)**
0.10
(2.42)**

Y7
R2

0.01

0.40

0.39

D-W

0.91

1.48

1.48

주 : a) *, **, ***은 해당계수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적임을 나
타냄.
b) (2)와 (3)에서는 각 횡단면 방정식의 상관성과 이분산을 고려하기 위해
white 방식의 공분산을 사용하였음 - Wooldrige(2001).
c) (2)에서는 개별 및 시간측면에서 고정효과를 고려하였으며, (3)에서는 실
질실효환율(Y 7)로 시간효과를 고려하였으므로 개별고정효과만을 가정함.
d) 더미변수인「서비스 다각화 유무」는 만약 제조기업이 해당 연도에 서비스다
각화에 참여한 경우“1”의 값을, 그리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0”의 값을
준 더미변수임.

출해 있는 서비스기업과 비교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해
당 서비스사업에서 자체적인 매출 또는 당기순이익을 높이는
것이다. 둘째, 서비스화에 따른 제조업과의 연계효과를 통해
제조 사업에서도 매출 또는 당기순이익을 높이는 동반상승효과
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서비스화를 추진한 제조기업이 더
높은 기업실적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두 가지 중 첫 번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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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검토해 본다. 즉, 실제 서비스화를 추진한 기간만을 고려하
여 서비스사업으로부터의 매출 또는 당기순이익의 증가가 제조
기업의 실적증가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는지를 검증한다. 서비
스화를 추진한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시행기간만을 대상으로 패
널분석을 시행한 결과, 제조기업이 진출한 서비스사업에서의 매
출 증가가 제조기업의 기업실적 증대에 대한 영향은 비유의적인
반면, 서비스사업으로부터의 당기순이익 증진은 기업실적 증진

<표 Ⅲ-5>

서비스사업을 통한 기업실적 증진
(1)

(2)

(3)

Pooled
OLS

Panel

Panel

Pfi,t

Pfi,t

기업 내 제조부문의
당기순이익률

상수

3.98
(16.20)***

서비스매출(십억 원)

0.88
(1.53)

서비스사업의 당기
순이익(십억 원)

4.30
(153.10)***

-17.42
(-18.12)***

5.48
(2.04)**

서비스사업 당기
순이익의 비중

0.34
(3.30)***

R2

0.47

0.47

0.49

D-W

1.67

1.65

1.32

주 : a) *,**, 그리고 ***은 해당계수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적
임을 나타냄.
b)‘서비스사업 당기순이익 비중’은 총이익 대비 서비스이익의 비중(=service
profiti,t/total profiti,t)임.
c) 각 횡단면 방정식의 상관성과 이분산을 고려하기 위해 white 방식의 공분
산을 사용하였음 - Wooldrige(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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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의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5>의 (1)과
(2) 참조). 이는 제조기업이 단순히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높이
기 위해 서비스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은 기업실적 향상에 영향이
없는 반면, 서비스사업으로부터의 당기순이익 증가는 기업실적
을 높이는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서비스화를 추진한 제조기업이 더 높은 기업실적
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의 두 번째에 대해 검증해 본다. 즉,
제조기업이 서비스화를 통해 서비스사업으로부터 기업의 직접
적인 실적증대뿐만 아니라, 제조사업과 서비스사업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 전
체 제조기업에서 서비스사업의 당기순이익이 비음(non-zero)
인 기간18)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서비스
화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제조사업 자체의 당기순이익률도 유
의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비스사업 당기
순이익이 부(-)가 아닌 경우, 즉 기존 서비스기업과의 경쟁에
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는 경우, 서비스화를 통해 제조 업무
에서의 당기순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정(+)의 교차효과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표 Ⅲ-5>의 (3) 참조).

이상을 종합하면 세 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18) 분석의 편의상 서비스업무로부터의 당기 순이익이 비음(nonzero)인 경우 적어도 기
업이 서비스업무로부터 음(-)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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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서비스화의 심화에 따라 비례적으로 기업실적이 개선
된다는 효과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부족하였지만, 서비스화는
제조기업의 기업실적 제고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즉, 단순히 서비스화 정도가 높다는 것이 높은 기업
실적을 보장하지는 않았지만, 서비스화를 추진한 경우 평균적
으로 기업실적이 높아지는 효과는 유의적이었다.
둘째, 서비스사업으로부터 당기순이익을 얻은 서비스화 제조
기업에서 서비스화의 심화는 사업 간 연계효과를 통해 제조사업
의 당기순이익률에 정(+)의 영향을 주는 동반상승효과가 있었
다. 이는 제조기업이 실제로 시장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분야로
진출한다면 제조사업과 서비스사업 간의 연계가 비록 서비스사
업에서의 실적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조사업 자체에서
의 당기순이익률도 높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셋째, 더욱이 서비스사업의 매출 증가보다는 당기순이익의
증가에 따라 제조기업의 기업실적이 높아지는 효과가 유의적이
었다. 따라서 서비스사업으로부터의 당기순이익 증가 역시 기
업실적을 높이는 효과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비스화
를 통한 기업실적 제고는 이 분야 서비스기업과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정도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 대
해서는 보충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이때 팽·팔마티어·스틴캠
프(Fang, Palmatier, & Steenkamp, 2008)의 연구결과가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들의 연구는 토빈스 큐(Tobin’s
q)로 측정한 기업의 시장가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본 연구
나 스케그즈·드로즈의 연구와는 체계가 다소 다르다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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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제조기업이 서비스화를 추진하는 데에
는 긍정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요인이 함께 수반되기
때문에 서비스화로 인한 성과는 서비스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서비스화 정도가 20~30%인 수준이 임계치(critical
mass)인데, 이 임계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부정적인 요인이
긍정적인 요인을 능가하기 때문에 서비스화 정도와 성과 간의
관계가 비유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화 정도가 임계
치를 넘게 되면 긍정적인 요인들이 부정적인 요인들의 효과를
상쇄하기 시작하여 서비스화 정도와 성과 간에 유의적인 관계
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를 보면, 서비스화 정도가 2000년 10.5%가 최고치로
서 팽·팔마티어·스틴캠프가 제시하는 임계치에 훨씬 미달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서비스화 정도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
가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국내 서비스화 제조기
업의 서비스화가 임계치에 미달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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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선진국 제조기업들의 서비스사업 진출은 국가의 기업문화와
경영전략상의 차이점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마케팅기
능을 중시하고 분사와 아웃소싱을 활발히 추진해 온 미국 기업
들은 새로운 서비스사업을 창출하거나 기존 서비스사업에 진출
하면서 서비스산업 육성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생산과 엔지니
어링을 중시해 온 유럽과 일본 기업의 서비스사업 진출은 상대
적으로 부진하였으며, 이는 이들 국가의 서비스산업이 미국에
비해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동안 미국의 제조기업들
은 고객 중심(customer-focus) 경영을 강화하면서 서비스업
진출을 확대해 왔다. 마케팅과 수익을 중시하는 미국 기업의
경영문화가 미국 제조업체의 서비스사업 진출을 촉진했기 때문
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 말까지 선진국 제조기업들은 비용절
감과 품질향상을 목표로 지속적인 효율개선을 추진한다. 서비
스기업들 역시 경쟁이 심화되면서 비용절감을 위해 제조기업들
이 추진해 온 재고관리와 자동화 등 비용절감 기법을 도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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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다. 또한 서비스업체들은 제조업체들이 운용해 온 전사
적 품질관리(TQM)와 같은 품질향상 기법도 도입한다. 1990
년대에 들어서서는 모든 산업분야의 기업들이 기획단계에서부
터 고객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서비스
업체들은 고객들과 직접 접촉해 왔으나,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
스 품질을 제고하면서 고객서비스를 다양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제조기업들은 예측생산(make-to-sell)에서
벗어나 고객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우선 파악하고 이를 가장 효
율적으로 생산하는 데 노력을 집중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조기업들은 고객들이 제품과 보완적인
서비스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며, 어떻게 하면
상품과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할 수 있는가를 주의 깊게 고려하
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고객지향적 경영을 강화
하기 시작하며, 그 과정에서 서비스기업들이 효율적으로 고객
을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이처럼 서비스기업들이 제
조기업들의 전유물로 인식되던 비용절감과 품질향상에 대해 지
속적으로 학습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조기업들 역시 서비스기
업의 고객관리에 대해 학습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사업
영역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
다. 실제로 IBM, GM, 나이키(Nike), 델(Dell)이 제조업체
인지 서비스업체인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 기업, 특히 IBM이나 델과 같은 전자업체들은 전자산업
구조에서 관련 서비스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제조
분야의 수익성이 낮아지자 서비스사업 진출을 확대하게 된다.
특히 대만 에이서그룹(Acer Group)의 회장인 스탠 쉬(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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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 쉬의 스마일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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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Made in Taiwan homepage(2007. 4. 16. 입력)

Shih)가 제시한 스마일 곡선(smile curve)은 제조기업의 서비
스사업 진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HBR(Harvard
Business Review)이나 AMR(Academy of Management
Review)과 같은 유명 경영학 저널에서 가치사슬의 전방부분
인 서비스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문들(예: Wise &
Baumgartner, 1999; Bowen, Siehl, & Schneider, 1989)
을 발표하게 된 것도 제조기업들의 서비스산업 진출을 촉진하
는 계기가 된다.
미국 기업들의 서비스 사업 진출 사례는 크게 두 가지 유형
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제조기업들이 서비스사업 진출을
통해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거나, 아니면 아예 서비스분야로 사
업을 전환하는 형태이다. 전자의 사례로 GE를 들 수 있고, 후
자의 사례로는 IBM을 들 수 있다. 아직까지 IBM과 같이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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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서비스분야로 사업을 완전히 전환한 사례는 많지 않고
대부분은 서비스분야로 업무영역을 확대한 경우이다. 일반적으
로 GE와 같은 복합기업들은 내부 구조조정과정(restructuring
process)과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을 전환하거나 다각화해 왔
다. 반면, IBM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성공적으로 제조업체에
서 서비스업체로 전환하였다.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성공한 경우도 많지만 실패한 경우도
적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화에 성공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는 GE와 IBM을 포함하고, 서비스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소니(Sony)를 포함하였다. 소니는 전자업체로서 꾸준
히 엔터테인먼트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일본 기업이
다. 제조기업이 서비스분야로 진출한 사례를 한국에서는 찾아
보기가 쉽지 않으나 렌탈 서비스를 통해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웅진코웨이를 사례에 포함한다.

126년의 역사를 가진 GE는 가정용 전구에서부터 발전설비,
건강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거대 복합기업
(conglomerate)이다. 1960년대 이후 GE는 강력한 리더십과
활발한 사내 대화(communication)를 바탕으로 상시적인 구
조개편(restructuring)을 통해 성장을 지속해 왔다. 이 과정
에서 GE는 점차 서비스사업 비중을 확대해 나간다.
1960대 초까지만 해도 GE 경영진은 서비스를 자체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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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상품이나 시스템을 판매하는 하나
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1963년 GE의 CEO로 취임한
보크(Fred J. Borch: 1963~1971)는 새로운 고이윤 서비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상품 판매보다 서비스업은
더 많은 이윤을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서비
스업은 외국 경쟁업체의 위협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경기부
침에 민감도가 낮은 사업이다. 그리고 기존의 제품사업과 연계
함으로써 고객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보크는 회사 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성장위원회(Growth
Council)를 발족시킨다. 성장위원회는 GNP 성장률 이상의
성장세가 기대되는 시장 기회와 GE의 능력을 발휘하여 경쟁력
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를 파악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보크는
서비스분야의 이윤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외국과의 가격경쟁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제조상품 개발뿐만
아니라 서비스개발에도 주력한다. 성장위원회는 9개의 새로운
사업분야를 제안한다(Ocasio & Joseph, 2008). 제품분야에
서는 상업용 제트엔진, 컴퓨터, 의약품, 원자력 에너지를, 서비
스분야에서는 지역사회 개발, 주택사업, 산업용 및 개인 서비
스, 교육서비스가 포함된다.
보크 이후 존스(Reginald H. Jones: 1972~1981)와 웰치
(John F. Welch: 1981~2001)를 거쳐 오늘의 이멜트(Jeffery
R. Immelt: 2001~present)에 이르기까지 GE의 사업구조
는 지속적으로 변화를 거듭하게 된다. 초기에는 수익성과 성장
성의 관점에서 서비스사업을 추진하게 되나, 점차 제품과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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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상호 시너지를 갖는 방향으로 사업구조가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GE는 초기에 주로 사내 벤처형 투자를 통해
서비스사업 진출을 모색하나, 경험 부족과 함께 서비스분야에
대한 역량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여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후 존스, 웰치, 이멜트 회장 시절을 거치면서 주로 인수·합
병을 통해 서비스사업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1) 벤처형 투자를 통한 서비스사업 진출
보크 회장 시절 성장위원회의 검토안에 따라 추진한 벤처형
서비스사업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은 엔터
테인먼트, 지역사회개발 및 주택사업, 개인서비스 및 금융서비
스,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를 포함한다. 이 중 금융서비스분
야만 성공하고 나머지 서비스분야는 대체로 실패로 끝난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GE는 1932년 RCA의 경영을 포기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각종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을 합병하
거나 운영한다. 또한 성장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존 영화채널
에 보급할 수 있는 영화배급 사업에도 주목하기 시작한다. 투
모로우 엔터테인먼트(Tomorrow Entertainment)라는 새로
운 회사를 설립하고, 영화를 포함해 특별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GE가 제작한 ‘마르코’(Marco)라는
첫 작품은 사실상 예술적인 면에서나 흥행면에서도 완전한 실
패작이라는 평가이다.
이는 안정성을 중시했던 GE의 경영진이 할리우드식 영화산
업 패턴에 완전히 무지했고 방송사업에 참여할 준비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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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영화산업이 당시 고도의 통제하에 있었고 새로운 제작업체가
영화관에서 상영 기회를 얻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이다. 더욱이 텔레비전방송 시장은 주요 스튜디오와
방송망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던 상태였다. 그 결과 당시 GE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 이윤은 고사하고 성장의 기회조차도 제
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철수하게 된다.
성장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추진한 지역사회개발과 주택사업
도 실패로 끝난 사업이다. GE는 지역사회의 경제기반 설비를
비롯하여 각종 시설, 학교, 상권, 주택지구 등을 포함한 완벽한
도시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수립한다. 전력공급 시설 및 송전시
스템 구축과 GE의 가정용품, 히트펌프, 통신기구, 전기장비를
적용한‘미래지향형 가정’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한
것이다. 그러나 GE의 이 같은 계획은 실패로 끝난다.
GE의 지역사회개발과 주택사업이 실패한 직접적인 요인은
계획의 사전 누출로 큰 폭의 지가상승이 이루어져 저가의 토지
를 확보하지 못한 데에 있다. 또한 GE는 지방정부나 주정부로
부터 대규모 건설사업 허가를 받는 일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아울러 투쟁적이며, 정치적으로 깊은 연계를 가지고
있었던 노동조합의 영향으로 일이 더 복잡해졌을 뿐만 아니라
비용까지도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각종 수작업 및 관련 서비스를 체계화하여 생산성과 효율성
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추진된 소비자 부가서비스 계획은 일부
만 상용화된다. 부가서비스는 기존의 소비자 서비스에 잔디 관
리, 페인트칠, 목공, 배관 등을 포함한 가정용 서비스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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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부품판매를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서이다. 이 계획이 대체
로 실패한 것은 지역 내 기존 서비스업체와 경쟁할 수 있을 정
도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성장위원회의 제안 중 가장 성공한 사업은 원스톱 금융서비
스 개발이다. 당시의 금융서비스는 지나칠 정도로 세분화되어
있었다. 은행은 보험이나 투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되
어 있었고, 투자업체들은 은행의 기본업무를 제공할 수 없었
다. 또한 각 분야별로 연방 정부나 주 정부 단위의 크고 작은
규제가 이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었다. 위원회는 GE의 독
자적인 능력을 활용하여 완전 통합형 소비자 중심 금융서비스
를 고안한다. 새로운 서비스의 핵심은 오늘날 일반화되어 있는
‘원스톱 금융서비스 패키지’라고 할 수 있다.
금융서비스의 핵심은 회사의 보험, 연금, 투자, 대출 기술을
활용하여 GE크레디트(GECC)를 통한 통합 패키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신용업무를 포함하여 건강, 생명보
험과 뮤추얼펀드, 그리고 GE만의 기술과 시스템에 기반을 둔
투자조언 서비스가 포함된다. GECC의 성공요인은 두 가지이
다. 하나는 당시 각종 제약을 받던 은행이나 보험사와 달리 서
비스형태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던 점이다. 다른 하나는
모회사가 신용등급 평가에서 AAA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아주
낮은 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었던 점이다. GE의 금융서비
스는 당시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고, 이후 GE의 주요 사업부
문으로 성장하게 된다.
GE가 의료서비스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X레이 튜브를
현대화함으로써 진단분야에 혁명을 일으킨 것이 계기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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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GE는 1930년대에 픽커링사(Pickering Co.)를 인
수하면서 X레이 분야에서 입지를 강화하게 된다. 성장위원회에
서도 의료진단을 포함한 의료시장이 확대될 것을 예상하고 의
료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
과 노력은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회를 성공으로 이어 줄 전문 인재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GE는 자신의 X레이 사업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CAT
기술과 같은 첨단기술에 의해 기존의 X레이 사업이 위축될 것
을 우려해 한때 X레이 사업을 처분할 것을 고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1981년 CEO로 취임한 잭 웰치는 자기공명영상장치
(MRI)와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혁신
적인 경영진을 배치하여 헬스케어(healthcare)를 회사의 주력
사업으로 키워 나가게 된다. 후임 CEO인 이멜트 역시 헬스케
어를 주요 사업부문으로 인식하고 있다.
초창기부터 종업원 교육과 훈련에 많은 투자를 해 온 GE는
성장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컴퓨터기술과 체계화된 학습시스템
을 통해 기존의 교육과정을 대폭 개편하려는 계획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제너럴 러닝(General Learning)이라는 새로운 자
회사를 설립하고, 몇몇 교과서 출판사와 보육원 운영회사도 인
수하게 된다. 특히 당시 유아교육 시장은 아직 태동단계에 있
었기 때문에 경쟁사의 제재 없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다. 그
러나 GE의 이 같은 교육서비스사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
주요 요인은 교육관련 노동조합의 영향력과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교육담당부서에서 새로운 교육방식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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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점이다. 또한 교육에 대한 표준화된 지
침이 없었고, 각 지역 학교운영위원회의 입장이 통일되지 않았
던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교사 노동조합과
각급 학교 행정가들이 교육에 대한 민간기업 주도의 개혁적 시
도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은 이들이 거부세력으로 등장
하게 된 것이다.

(2) 서비스 주도형 사업구조 개편
1981년 잭 웰치가 CEO에 취임했을 당시 GE는 에너지, 에
너지 응용 및 효율화, 통신·정보·센서사업, 원자재 및 자원, 운
송 및 발전기사업과 편재성서비스사업 등 6개의 사업분야로의
분할을 모색한다. 최근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및 ICT 산업
의 성장, 물류 등 서비스사업의 수익성 등을 고려해 보면 미래를
내다보는 사업구성임을 알 수 있다. 잭 웰치는 GE의 사업을 서
비스, 기술, 핵심 등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여타 사업은 구조조
정이나 매각을 고려한다(Nohria, Mayo, & Benson, 2007).
웰치는 핵심 서비스사업으로 금융 및 정보, 건설 및 엔지니어링,
원자력사업을 선정한다. 웰치에 이어 2001년 이멜트(Jeffery
R. Immelt)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제조업 부문이 크게
축소되고, 자원 및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포트폴리오가 구성된
다. GE의 2007년 연차보고서에 나타난 사업은 크게 인프라스
트럭처, 상업용 금융, GE머니, 헬스케어, NBC 유니버설, 산업
등 6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의
주요 사업은 항공, 에너지, 오일 및 가스, 수송으로 구성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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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의 사업구조와 사업부문별 성장률
단위 : %

연평균 성장률

2003

2004

2005

2006

2007

인프라스트럭처

36.7

31.4

31.4

31.7

34.6

12.2

10.1

상업금융

20.3

21.8

20.5

20.8

20.5

14.0

20.9

GE머니

11.2

11.5

12.9

13.4

14.9

22.5

24.6

헬스케어

10.2

11.2

11.3

11.2

10.2

13.7

16.0

6.9

10.8

11.1

10.9

9.2

22.4

11.7

14.7

13.3

12.8

12.0

10.6

4.9

19.7

100

100

100

100

100

13.8

15.2

NBC 유니버설
산업부문
총수익/이익

매출액 순이익

자료 : GE, Annual Report, 2007.

이 중 항공과 에너지에는 항공금융서비스와 에너지금융서비스
가 별도의 사업부문으로 분리되어 있다. 또한 산업부문
(Industrial)은 가정용 및 산업용 기기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서도 서비스인 기업솔루션(Enterprise Solution)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GE의 사업은 일부 제품분
야 및 에너지분야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서비스로 구성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Ⅳ-1> 참조). GE의 2007년 매출액
은 1,727억 달러이고, 순이익은 222억 달러를 보인다.
1) 인프라스트럭처
GE가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을 시작한 것은 이멜트 회장이
2005년 7월 기존의 11개 사업부문을 6개의 대형 사업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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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개편하면서이다. 인프라스트럭처는 항공기엔진, 철도제
품, 수력에너지, 오일 및 가스, 일부 금융서비스를 통합하면서
모든 인프라스트럭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원스톱 쇼핑이 가
능한 구조로 전환한 사업이다.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은 중국,
인도, 러시아, 동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등 개도국을 대
상으로 하며, 그 시장규모는 향후 10년간 약 3조 달러로 예측
한다(Bartlett, 2006).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은 궁극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초점이 초기의 기반시설에서
녹지화 사업으로 전환된다. 즉, 일반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제품
과 서비스는 위험요소로 간주하지만, 이멜트는 이를 성장의 기
회로 본 것이다. 이를 위해 이멜트는 2004년‘이코메지네이션’
(Ecomagination)이라고 불리는 다학제 캠페인을 펴게 되는
데, 이는 GE의 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효율을 추구하고 환경성
과를 제고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Ocasio & Joseph, 2008).
‘이코메지네이션’은 생태학(ecology)과 상상력(imagination)
의 합성어로서,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녹지화를 추진하는 것
을 의미한다. 이멜트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낮추고 에너지 효율
을 높인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중점을 둔 80여개의 이코메지네
이션 프로젝트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여 추진하고 있다.
2) 금융서비스
처음에 벤처사업으로 시작한 금융서비스는 이제 GE의 핵심
주력사업으로 성장하였다. 존스(Jones) 회장 시절인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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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초 잭 웰치는 GE크레디트(GE Credit Corp.)의 건설중장
비 대출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한다. 고위험 고
수익 전략을 택한 것이다. 그 결과 GE크레디트는 1970년대
말 GE의 사업부문 중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은 부문으로 부상
하게 된다.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어쨌든 웰치는 1977년 새로 조직된 가정용 제품 및 서비스부
서의 책임자가 된다. GE캐피털에 대한 웰치의 업적인 연평균
24% 성장은 곧바로 모든 GE 사업부의 성과기준이 된다
(Tichy & Sherman, 1994). 1981년 웰치가 CEO가 된 이
후에도 제조분야의 수익과 운영기법을 바탕으로 GE캐피털의
성장은 지속된다.
웰치에 이어 2001년 CEO에 취임한 이멜트는 과거 항공기
엔진 사업에 사용했던 전략을 다시 활용하여 GE캐피털의 금융
서비스를 의료시스템 사업에 접목시켰으며, 이로써 GE캐피털
은 설비자금 및 정보기술시스템, 부동산, 인수사업,‘자본 재편
성’, 결손으로부터의 흑자전환과 운전자금을 포함한 다양한 금
융상품과 서비스의 종합세트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멜트는 GE의 사업구조를 서비스업 주도형으로 바꾸고 금융업
의 비중을 조정한다. 이멜트는 재보험사업을 매각하고 젠워스
(Genwotth)의 지분을 분리한다. 아울러 2002년 이멜트는
GE캐피털을 상업금융, 소비자금융, 보험, 설비금융 등 4개의
사업단위로 분리한다(Bartlett, 2006). 최근 이멜트는 GE의
6개 사업부를 4개로 개편하면서 보험사업단위와 설비금융사업
단위의 일부를 매각하고 소비재 및 산업재 사업부를 분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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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헬스케어 서비스
GE는 이미 1920년대부터 헬스케어(healthcare) 분야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져 왔다. 1920년에 X레이 튜브를 발명
하면서 GE는 의료시스템 사업에 상당한 애착을 갖게 된다.
1960년대 GE의 CEO였던 보크는 헬스케어 분야를 자신의 벤
처사업 계획에 포함시켰으며, 보크로부터 CEO 자리를 승계한
존스 또한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981
년에 CEO로 취임한 웰치 역시 이러한 전통을 받아들여 엄청
난 자금과 기술을 헬스케어 분야에 투자했다. 사실 웰치는 유
럽의 톰슨으로부터 의료시스템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가전제품
회사를 매각처분하기까지 한다.
GE의 목표는 조기에 더 정확하게 질병을 진단하며 개인 환
자의 치료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차세대 설비를 개발하는
것, 즉 개별화된 건강관리였다. 따라서 GE는 건강관련 연구조
사 활동에 매년 10억 달러의 투자를 감행하며, 특정 질병의 발
달 과정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 해당 질병의 유전자‘지문’을
찾기 위한 유전자 기반기술을 연구한다. 이 전략의 주요 부문
중 하나는 바로 제약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새로운 약품이 두뇌
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수기자료와
의료기록을 전산화하려는 시도 또한 GE의 전략 중 중요한 요
소가 된다. 이를 통해 헬스케어 시스템은 비용을 크게 줄일 뿐
만 아니라 진단착오와 의료사고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웰치에 이어 CEO로 취임한 이멜트는 전문경영인을 영입하
기 위한 목적에서 헬스케어 분야 본사를 밀워키에서 영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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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한다. GE는 레이저빔 지형제작술, 초음파, 3차원 이미징
시스템, 정보기술, 진단용 이미지 제품 및 생명과학 분야의 주
요 기업을 인수한다. 또한 GE는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Glaxo
Smith Kline) 및 영국의 의료기업인 애머샴(Amersham
Health)과 협력 관계를 맺는다. GE의 의료시스템은 유럽과
아시아 등지에서 영향력 있는 기업으로 부상했으며, 특히 프랑
스에 있는 GE의료시스템 S.A., 일본의 GE 요코하마 의료시
스템, 그리고 인도의 위프로(WIPRO) GE의료시스템과 긴밀
한 제휴 관계를 유지한다.
4)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GE는 벤처사업으로 창업하여 1932년 매각했던 RCA를
1985년에 63억 달러를 투입하여 다시 인수한다. 관련사업을
통합하여 GE는 고가의 서비스사업을 창출함으로써 방송업계
에서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게 된다. 사실 RCA는 단순한 미디
어기업이 아니라 복합기업이다. GE처럼 RCA도 미 육군과 중
요한 계약관계를 맺고 여러 개의 해군무기 프로그램에 전자기
기를 납품하고 있었다. RCA가 GE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큰
규모의 가정용 전자사업을 보유하고 GE가 제조업체에서 서비
스업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사업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Nohria, Mayo, & Benson, 2007). RCA
가 보유한 대표적인 사업 중에는 매우 수익성이 높은 NBC를
포함한다. NBC는 1991년에 파이낸셜 네트워크(Financial
Network)를 인수한 다음‘CNBC’로 사명을 변경한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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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는 전 세계의 케이블 방송업계를 이끌고 있는 최대 기업
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CNBC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잠시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면서‘MSNBC’라는 기업도 만든다.
GE의 성공적인 RCA 인수는 자금원의 확대, 고수익 텔레비
전 네트워크사업 진출, 케이블사업 진출, 의료시스템 사업의
세계적 확장, 위성사업 분야에서의 주도권 확보 등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웰치는 1968년에 전 CEO 보크가 창안한 포트폴리
오 경영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현실화한 것이다. GE의 엔터테
인먼트 사업은 네트워크, 영화, 제작 설비, 엔터테인먼트, 케이
블방송, TVPD, 스포츠 및 올림픽과 테마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송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항상 GE의 벤처사업의 주
요 목록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이멜트는 미국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히스패닉계의
25퍼센트를 청취자로 확보하고 있는 텔레문도(Telemundo)라
는 히스패닉계 방송사를 인수한다. 곧 이어 NBC는 다우존스와
전략적인 제휴 관계를 맺었으며, 다우존스의 유럽 및 아시아 비
즈니스 뉴스 서비스와 CNBC와 같은 종류의 뉴스서비스를 합
병하여 CNBC 유럽 방송과 CNBC 아시아 방송을 각각 설립한
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NBC가 다우존스가 확보하고 있던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 매우 큰 소득이다. GE는 2003
년 NBC와 비벤디 유니버설 엔터테인먼트(Vivendi Universal
Entertainment)를 합병하여‘NBCU’를 발족시키고 그 지분
80%를 보유하게 된다. 이를 통해 GE는 케이블, 광대역 네트
워크나 통화존 네트워크 전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 현재 보
유하고 있는 막대한 양의 영화를 DVD 형태로 생산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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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유리한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침을 거듭해 온 IBM은 21세기에 들어서서 효과적인 제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서비스제공업체이자 소프트웨어업체로
사업전환을 하는 데에 성공하게 된다. GE가 지속적인 인수합
병을 통해 균형적인 서비스사업과 제품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구
축하였다면 IBM은 제휴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제공 및 소프
트웨어업체로 성장한 사례이다. 그동안 제휴네트워크, 특히 기
술제휴는 신제품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휴네트워크가 제조기업의 서
비스 신규개발과 서비스기업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라
는 사실이 IBM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IBM은 보유자
원의 활용(exploitation)뿐만 아니라 제휴네트워크를 통해 협
력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활용과 개발(exploration)을
통해 서비스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면서 핵심역량을 전환
하여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업체로 재탄생하였다. 즉, IBM은
전략적 변화와 네트워크 전략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변신에
성공한 것이다.
2007년 연차보고서를 보면, 현재 IBM의 사업은 글로벌 기
술서비스, 글로벌 비즈니스서비스, 시스템즈 및 기술, 소프트
웨어, 글로벌금융 등 크게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글
로벌 기술 및 비즈니스 서비스부문이 고객들에게 IT 인프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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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IBM의 사업구조와 사업부문별 마진율
단위 : %

2006

2007

사업구조

마진율

사업구조

글로벌기술서비스

35.4

29.8

36.5

29.9

글로벌비즈니스서비스

17.5

23.1

18.3

23.5

시스템즈 및 기술

24.0

37.7

21.6

39.7

소프트웨어

19.9

85.2

20.2

85.2

글로벌금융

2.6

50.3

2.5

46.7

기 타

0.7

5.7

0.9

4.4

100.0

41.9

100.0

42.2

총수익

마진율

자료 : IBM, Annual Report, 2007.

사업 통찰력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
문이다. 전통적인 개념의 하드웨어는 시스템즈부문에 포함된
서버, 저장장치 등 제한된 일부 분야에 한정된다. 이렇게 볼 때
IBM의 사업은 서비스와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표 Ⅳ-2> 참조). IBM의 2007년 매출액은 988억
달러이고, 순이익은 104억 달러로 나타난다.

(1) 사업전환의 배경
1980년대까지만 해도 IBM은 선도적인 컴퓨터 제조업체였
다. IBM은 디자인, 제조, 판매 등 가치사슬상의 모든 기능을
수직적으로 통합하였으며, 이것이 자사의 경쟁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만큼 컴퓨터 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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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대해 자신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자신감으로 인해
IBM은 향후 닥쳐올 환경변화에 대한 세밀한 대응전략 수립에
소홀하게 된다. IBM의 조직문화도 문제였는데, 시장환경 변화
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내부절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
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큰 위협은 UNIX와 같은 신제품의 예
상치 못했던 도전이었다. UNIX는 선마이크로 시스템즈(Sun
Micrsystems)와 휼렛 패커드(Hewlett Packard)가 공동으
로 개발한 개방형 운영체제인데, IBM의 메인프레임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IMB은 PC의 잠재력에
대해서도 과소평가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운영체제는 마이크로
소프트에게,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인텔에게 선두 자리를 넘겨준
상태에서 IBM은 PC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결국 IBM은
1990년대 초에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IBM의 경쟁사는 갈수
록 늘어만 갔다. 하드웨어 부품사업에서는 후지츠, 디지털 이
큅먼트(Digital Equipment), 컴팩(Compaq)이, 정보서비스
사업에서는 EDS(Electronic Data Systems)와 앤더슨컨설
팅이 경쟁업체로 부상하였으며, PC시장에서는 인텔과 마이크
로소프트의 수익성이 IBM을 능가하였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자 IBM의 이사회는 1993년 거스너
(Louis Gerstner)를 새로운 최고경영자로 임명하였고, 거스
너 회장은 경쟁력 회복을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당시 세계 컴퓨터산업은 고객 수요에 따른 시스템 통합, 즉 소
비자들이 이른바‘통합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관련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추세였다. 이와 같은 고객지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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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 필요성에 따라 IBM은 ICT산업은 기술주도보다는 서비
스주도형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IBM은 네트워크 컴퓨팅 모델이 1990년대 초부터 시장을 지
배해 왔던 단일 PC를 대체하기 시작하였다고 판단한다. IBM
은 PC를 네트워킹 장비의 하나로 보고, 대량의 디지털정보 관
리는 PC보다는 대규모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IBM은 컴퓨팅 하부구조와 소프트웨어
를 미래의 유망 사업분야로 인식하고, 서비스와 소프트웨어사
업에 비중을 두기 시작한다.
거스너의 후임으로 IBM의 최고경영자에 취임한 팔미사노
(Palmisano)는 상이한 전략을 바탕으로 e-비즈니스사업을 강
화하였다. 즉, 팔미사노는 IBM의 조직구조를 수평적이고 유연
하게 변경하게 되는데,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경쟁환경에 IBM
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는 계기가
된다. 팔미사노의 전략은 범용하드웨어 사업에서 벗어나 고수
익의 서비스와 소프트웨어사업, 특히 통합솔루션(e-비즈니스)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거스너 회장 이전까지 IBM은 보유자원을 활용(exploitation)
하는 전략을 운용하였다. 이는 기존의 메인프레임 컴퓨터와 파
워 PC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부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
어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당시 IBM의 내부지향적 조직문화는
급변하고 있는 시장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거스
너가 IBM의 전략을 변경한 후 외부자원의 활용과 개발
(exploration)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며,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개발 분야에서의 노하우 습득의 대가로는 자사의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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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하거나 공유하는 형태를 주로 활용하게 된다.

(2) 제휴네트워크의 확장
1990년대에 들어서서 IBM은 제휴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시
작한다. IBM은 1991~1992년 기간 중에 55개사와 제휴하였
는데, 이 중 42건이 공동개발과 공동연구협약이며, 9건은 합작
투자와 연구컨소시엄구성 협약, 2건은 교차 라이선싱 협약이다
(Dittrich, Duysters, & de Man, 2007). 전체 제휴 중에
23건은 컴퓨터제조 분야로서 특히 마이크로프로세서개발 분야
에서 이루어졌으며, 23건은 소프트웨어로서 그 대부분이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개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IBM은 협력업체를 위한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게 되는데, 그 예
로 아메리칸 에어라인(American Airline)이 사용할 좌석예약
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또한 IBM은 근거리통신
망(LAN)을 포함한 통신네트워크와 공장자동화용 CAD/CAM
응용 소프트웨어도 개발한다. IBM은 경쟁업체인 애플사와 이
기간 중에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개발 분야
에서 10건의 제휴를 체결하게 된다. 이처럼 IBM이 비출자 연
구개발 제휴를 체결한 것은 새로운 능력개발을 위한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거스너 회장이 IBM을 운영한 1996~1997년
기간 중에 IBM은 32건의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다. 이 중 27
건은 공동개발 제휴이고, 2건은 합작투자, 또 다른 2건은 교차
라이선싱 협정이며, 나머지 1건은 표준화를 위한 협력이다. 이
기간 중의 특징은 네트워크의 구성원과 형태가 복잡 다기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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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다. 1990년대 초기 IBM의 제휴는 주로 쌍무간에 이
루어지나, 1990년대 중반의 제휴는 다수의 협력업체가 참여하
는 대형 컨소시엄이 주를 이룬다. IBM은 1990년대 중반에 멀
티미디어와 브라우저 소프트웨어 등 새로운 전문분야에서 제휴
를 확대한다. 이처럼 IBM은 제휴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개발해 나간다.
1996년 이후 IBM의 인터넷 사업부는 네트워킹 전략을 바탕
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 IBM의 핵심역량은 컴퓨터 하드
웨어와 소프트웨어이나, 점차 인터넷 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개
발에 중점을 두면서 인터넷과 e-비즈니스 분야의 역량이 강화
된다. IBM은 통신업체와 ICT 컨설팅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2000년경에 e-비즈니스솔루션 분야에서 강력한 시장지위를 확
보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IBM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하드웨
어 제조업체에서 글로벌 서비스 제공업체로 변신할 수 있게 된
다. 이러한 변신이 가능했던 것은 내부조직의 전환과 네트워킹
전략의 새로운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2001~2002년 기간 중에 IBM은 컴퓨터 하드웨어사업에서
의 제휴를 거의 추진하지 않는다. 반면, 소프트웨어와 통신분
야에서의 제휴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1990년대 중반에
확대된 IBM의 통신 및 인터넷 분야에서의 제휴는 1996~2002
년 기간 중 글로벌 서비스분야의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 IBM
은 다양한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소프트웨어개발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특히 통신업체와의 제휴를 확대하여 통
신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IBM은 변신을 위해 제휴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인수·합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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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과 5대 경쟁업체의 기간별 혁신네트워크 비교
IBM
파트너 수 신규파트너 수

IBM의 5대 경쟁업체
신규파트너
비율(%)

파트너 수 신규파트너 수
(평균)
(평균)

신규파트너
비율(%)

1991~1992

44

28

63.6

19.8

7.8

39.4

1996~1997

44

30

68.2

17.2

9.6

55.8

2001~2002

59

46

78.0

35.5

23.0

64.8

자료 : Dittrich, Duysters, & de Man, 2007, p. 1505 <표>

함께 활용한다. IBM은 미국경제의 성장이 부진했거나 침체에
빠졌던 1996~1997년 기간과 2001~2002년 기간 중 기업
을 적극 인수하여 서비스주도형의 기업으로 변신해 나간다. 인
터넷그룹(Internet Group)이 개발한 제품이 IBM의 e-비즈
니스사업을 강화하게 된 것이 IBM이 글로벌 서비스제공업체
로 변신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2001년에는 IBM의
서비스사업 매출이 하드웨어사업 매출을 상회한다. 서비스사업
의 매출 신장은 통신, 소프트웨어, 인터넷사업에서의 제휴가
기반이 되었다. 2004년에 IBM은 대부분의 PC사업을 중국의
레노보(Lenovo)에게 매각하는 한편, 회계법인인 PWC(Price
WaterhouseCoopers)의 컨설팅사업부를 인수하여 서비스사
업 성장기반을 강화하게 된다.
한편, IBM은 2005년 1/4분기에 서비스사업의 수익이 미국
기업들의 인도로부터의 저가 서비스 조달로 기대에 못 미치자
전략을 수정하게 된다. IBM은 고부가가치 기업 연구, 소프트
웨어 및 서비스 패키지 사업을 강화한다. 이 분야는 가격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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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문지식이 중요하며 고수익을 창출하는 분야이다. 또한
IBM은 고객을 위한 운영데이터센터와 고객 소프트웨어의 개
선과 보수와 같은 전통기술서비스분야에서 저비용국가의 경쟁
사들과의 가격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인도 지사를 확충한다.
IBM은 국가별 독립경영 방식의 전통적 다국적 기업에서 산업
이나 기능분야에서 특정 국가를 특화센터로 육성하고 이를 네
트워크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변신한다. 이
처럼 IBM은 비교적 단기간에 세계화와 빠른 기술변화 속도에
부응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변신하게 된 것이다.

세계 굴지의 전자업체인 소니(Sony)는 제품의 제조만으로는
미래 성장이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하고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부문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한다. 소니는 1988년
미국의 CBS 레코드를 인수하여 음반산업에 진출하고, 1989
년에는 컬럼비아(Columbia Pictures)를 인수해 영화산업에
진출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서비스화 전략을 추진한다. 이처
럼 소니가 일본이 아닌 미국에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시작한
것은 이 분야에 축적된 역량이 없었고, 또 엔터테인먼트 분야
는 전자사업과는 전혀 다른 조직문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시장을 대상으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추진한 것은
창업 당시부터 글로벌전략을 추구했던 창업자 모리타 아키오
(盛田昭夫)19) 회장의 경영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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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듯 소니는 2005년 6월 소니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인 하워
드 스트링거(Howerd Stinger)를 회장으로 영입한다. 비록
소니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대한 경험과 축적된 역량이 부족
하여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나, 제품 생산에
머물지 않고 서비스분야로 사업 지평을 넓히고 있다는 점은 높
이 평가할 만하다.
소니의 2008년 연차보고서를 보면, 소니의 사업은 전자, 게
임, 영화, 금융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전자부문이
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게임·영화·금융서비
스 등 엔터테인먼트 및 서비스 부문이 28%를 차지한다(<표
Ⅳ-4> 참조). 이렇게 볼 때 소니가 그동안 서비스사업 진출에

<표 Ⅳ-4>

소니의 사업구조와 사업부문별 성장률
단위 : %

2006

2007

2008

연평균 성장률
매출액

영업이익

전자

64.5

67.8

68.0

12.9

536.0

게임

11.9

11.3

13.2

15.7

-

영화

9.3

10.8

8.8

7.2

40.4

금융서비스

9.2

7.2

6.0

-11.6

-65.4

기타

5.1

2.8

3.9

-3.6

63.4

합계

100.0

100.0

100.0

8.7

28.6

자료 : Sony, Annual Report, 2008.
주 : 결산일이 3월 31일로서, 2008년은 2007.4.1.~2008.3.31. 기간을 의미

19) 소니는 1946년 (주)도쿄통신공업으로 출발했으며, 모리타 아키오(盛田昭夫)와 이부
카 마사루(井深大)가 공동으로 창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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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노력과 자원을 투입하였음에도 아직까지는 전자제품이 사
업의 중심이 되고 있다. 게임부문의 매출액 증가율은 높게 나
타나지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를 기록한다. 금융서비스부문도
2007년 이후 매출액은 물론 영업이익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
다. 2008년 연결 총매출액은 8조 8,700억 엔이며, 연결 영업
이익은 3,750억 엔으로 나타난다.20)

(1) 엔터테인먼트 사업 진출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소니는 멀티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네트워크 솔루션 기업을 지향하게 된다. 소니는 전자·
가전제품을 넘어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솔루션
기업을‘21세기 자화상’으로 정하고 혁신을 준비해 왔다. 소니
는 자사의 미래가 영화·음악·게임을 전자·가전과 결합시키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화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적극
적으로 추진하게 된다(Beamish, 1999). 즉, 소니는 AV
(audio-video)와 IT 간의 융합, 유비퀴터스 네트워크 등 수평
분업형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한 것이다. 이러한 변신의 기저에
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전자제품과 ‘소니뮤직’,
‘소니픽처스’, ‘플레이스테이션2’ 등으로 대변되는 음반·영
화·게임 분야의 콘텐츠창조 능력이 자리를 잡고 있다. 소니의
변화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를 통합하고 연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20) 일본은 회계 연도가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이며, 따라서 2008년 실적은
2007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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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과 연계를 언제 어디서
든 네트워크에 연결한다는 뜻에서‘UVN’(ubiquitous value
network)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고객은 소니의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소니가 개발한 저장장치인 메모리스틱에
담아‘바이오’컴퓨터로 옮긴 후 그 사진을 편집하고, 이를 다
시 휴대전화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다. 또한 고객은
인터넷을 통해 소니뮤직의 디지털음악을 다운로드한 뒤 미니디
스크(minidisc) 플레이어나 미니컴포넌트인‘큐브릭’으로 재
생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소니의 이러한 전략은
기존의 가전시장에서 경쟁하기보다는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수
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수립
된 것이다.
소니는 초고속 인터넷시대의 수요에 부응하여 광대역 초고속
통신망인 브로드밴드(broad band) 분야의 연구를 강화하였으
며, 인터넷 동영상 회의와 인터넷방송 등의 분야에 진출할 계
획을 수립한다. 이와 같이 소니는 전통적으로 유지해 왔던 하
드웨어 중심의 사업에서 네트워크 및 콘텐츠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 결과 2001 회계 연도 소니의 매출은 전년대
비 3.6% 증가한 7조 5,780억 엔을 기록하나, 가전이 중심인
전자부문은 전년대비 3% 감소한 5조 3,100억 엔의 매출과
82억 엔의 적자를 기록한다. 반면, 2000년에 510억 엔의 적
자를 보인 비디오게임 사업부문은 829억 엔의 흑자로 돌아서
고, 영화·음반 등의 사업도 호조를 보인다. 소니는 세계 가전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자사의 위상이 약화되자 사업영역
을 AVIT(오디오비디오+IT기술), 엔터테인먼트(영화·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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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게임, 금융, 인터넷 등 5대 사업군으로 재편한 결과 소기
의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과거 VCR 시장에
서 베타맥스(β-Max)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콘텐
츠 등 엔터테인먼트사업을 강화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추진한 것이다.
이처럼 소니는 1980년대 말부터 음반, 게임, 영화 등 엔터
테인먼트사업에 뛰어들었다. 소니는 1988년 CBS 음반사를
20억 달러에 인수한 후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Sony Music
Entertainment)로 개명하고, 1989년에는 컬럼비아사
(Columbia Pictures)를 인수하여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사를 설립한다. 이와 같이 소니는 음악과 영상사업을 시작하
고, 플레이스테이션을 개발하여 게임사업에도 진출한다. 소니
는 미니디스크 출시와 더불어 CBS 음반사를 인수함으로써 중
요한 음원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한다. 미니디스크
설계자들은 음질보다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재생음
충실도를 포기하는 대신 정교한 기술을 도입하여 디스크와 플
레이어를 작으면서도 충격에 잘 견디도록 디자인하였다.
그러나 소니의 미니디스크사업은 실패하게 된다. 출시 후 10
년이 지난 2000년까지 누적 판매량은 1,400만대에 그쳤으며,
800만대는 일본 내에서 판매되었다. 이와 같이 판매가 부진했
던 이유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구미에서 PC와 광대역 인터넷
이 연결되면서 인터넷에서 음악을 교환하는 능력이 배가되었기
때문이다. 소니는 콘텐츠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자사의 미니
디스크가 음악계의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 기기
로 정착될 수 있는 기회를 막은 것이다. 소니는 주요 음반회사

제Ⅳ장 제조업의 서비스사업 진출 사례

125

의 지위를 이용하여 유용한 콘텐츠로 네트워크 효과를 일으켜
새로운 포맷을 지원하도록 업계를 자극하였다. 그러나 소니는
저작권에 대한 우려, 콘텐츠와 기기 사이의 상승효과를 고수하
려는 회사의 방침으로 인해 당시의 변화에 너무 늦게 대응하였
다. 소니는 베타맥스에서의 실패를 경험한 후 의사결정에 매우
신중하게 되었고, 그 결과 대응이 늦어진 것이다. 소니는 엔터
테인먼트사업으로 진출을 확대하면서 막대한 부채를 안게 된
다. 1991년에 8,000억 엔에 달하였던 이익잉여금은 1994년
말에는 2,700억 엔으로 감소하였으며, 무채무기업을 자랑하던
소니는 1995년에는 1조 5,000억 엔의 부채를 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니는 최고경영자를 교체하고, 전자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보다는 현금흐름(cash flow)을 개선하여 부
채를 축소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한편, 소니는 1999년 3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야심찬 계
획을 발표한다. 즉, 전자사업부문을 홈네트워킹, 개인 IT네트
워킹,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및 게임, 핵심네트워킹 기술 등 4
개의 자율적인 사업단위로 재조직하는 것이다(Triendle,
1999). 이를 반영하듯 소니는 1990년대 말부터 인터넷 음악
다운로드사업이 번창하자 인터넷 음악사업에 진출한다. 당시
소니는 슈퍼오디오 CD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인터넷을 통한 음
악다운로드 사업을 전개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또한 소니는
인터넷에서 압축된 형태로 음악이 제공되어 음질에 문제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곡당 300엔이라는 높은 가격에 다운로드 서
비스를 제공하여 99센트에 제공하는 애플에게 가격면에서 경
쟁력을 상실한다. 소니는 무료로 입수할 수 있는 음악과 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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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이가 나지 않는 음악을 CD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함으로
써 사업에 실패한 것이다.

(2) 제품부문의 경쟁력 저하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의도와는 달리 부진하고 많은 자금이
소요되면서 소니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1989년
미국 영화사인 컬럼비아사(Columbia Pictures)를 인수한 것
도 소니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한 요인이 된다. 소니는 할리우
드(Hollywood)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영화사
업에 뛰어든 것이다. 소니는 컬럼비아사를 34억 달러에 인수하
면서 5,000억 엔의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급한다. 그러나 컬럼
비아사가 1994년에 제작한 24개 영화 중 17개가 실패함으로
써 32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한다. 소니는 영화사업에 대한 전
문성은 물론 통제시스템도 갖추지 못하고 컬럼비아사를 인수하
여 막대한 통합비용을 지불하게 된 것이다.
소니는 영화와 같은 엔터테인먼트사업에서 주도권을 장악한
다면 HDTV 등 하드웨어 소매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소니는 사내에 엔터테인먼트 전문
가가 없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데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
다. 인수한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서도 막대한 투자가 필요했으
며, 경영진의 편의를 위해 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전용 제
트기의 구매 등에 비용을 지출한다. 그 결과 소니는 기대했던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 간의 상승효과를 창출하지 못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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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충격은 가전부문에서 세계 최고를 자
랑하던 소니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뛰어들면서 가전부문의 경
쟁력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소니가 주력사업인 TV부문의 기
술 예측에 실패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1994년 소니는 미국
에 브라운관 공장을 설립한다고 발표하였고, 코닝 및 아사히글
라스와 함께 미국 내에 TV 브라운관용 대형 유리공장을 건설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미 TV업계에서는 LCD와 PDP 등 평면
브라운관시대의 도래를 예측하고 있었으며, 경쟁업체들이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었으나 소니는 이를 내다보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 200억 엔 이상이 투자된 브라운관 공장
은 2003년에 폐쇄된다.
2000년대 초반 소니의 최고경영자로 취임한 이데이 노부유
키(出井伸之)는‘TV 한 대 가격이 10엔이 되는 시대가 온다.’
라고 주장하면서 제품보다는 콘텐츠와 네트워크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경영진들도 자사 제조상품에 대해 높은 관심을 기울이
지 않았다. 그 결과 제품부문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것이다.
이데이를 이어 스트링거(Howard Stringer)가 후임 회장으로
취임한 후 2006년 초 소니는 애플의 아이팟(iPot)에 도전하기
위해 오디오사업본부의 코넥트 사업부를 코넥트 컴퍼니로 개편
한다. 소니는 각 부서의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하여 코넥트 컴
퍼니에 배치하게 된다. 그러나 제품개발 과정에서 조직원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PC 바이오(Vaio) 개발 당시의 충돌과는 다
르게 긍정적인 결과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코넥트
컴퍼니의 조직원들은 새로운 제품의 개념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게 된다. 그 결과 소니는 오디오사업에서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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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2005년 연차보고서에 나타난 소니의 사업구조는 전자사업
이 66.5%, 엔터테인먼트 및 서비스사업이 30.1%였다. 이 구
조는 2008년에도 그다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전자부문이
68.0%로 증가하고, 엔터테인먼트 및 서비스부문은 28.0%로
감소한다(<표 Ⅳ-4> 참조). 즉, 서비스사업을 강화하였음에도
주수입원은 제품부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문제는 서비
스사업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면서 주력사업인 전자사업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 결과 전자사업의 경쟁력이 저하된 것이다.
최근 소니가 제품부문을 강화하면서 실적이 일부 호전되고 있
으나,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조직 내 지식의 교
환과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가 다시 조성되기 전까지
소니의 성과는 큰 폭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웅진코웨이(주)는 1989년 설립한 한국코웨이(주)를 1992
년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정수기 제조업체이다. 웅진코웨이는
32개에 이르는 매우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중 중
요한 사업은 정수기 렌탈 임대, 방문판매, 정수기 제조 및 판
매, 가정용기기 제조 및 도소매, 환경기술연구 및 수질분석 용
역, 시스템 키친사업, 수출입 등 7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웅진
코웨이, 2008b). 웅진코웨이의 사업은 약 90%가 렌탈을 통해
이루어진다(<표 Ⅳ-5> 참조). <표 Ⅳ-5>의 사업구조에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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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코웨이의 사업구조와 사업부문별 성장률
단위 : %

2004

2005

2006

2007

렌탈

86.5

89.6

91.2

상품

2.9

4.0

제품

2.2

기타
합계

성장률
매출액

매출총이익

90.9

15.5

20.0

4.1

3.2

17.1

7.2

3.6

2.9

4.3

42.0

41.9

8.3

2.8

1.8

1.6

-34.1

-36.8

100.0

100.0

100.0

100.0

13.6

16.5

자료 : 웅진코웨이,「연차보고서」, 각 연도

품’은 수입 등 타사 제품을 재판매하는 것을 나타내고,‘제품’
은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나타낸다. 웅진코웨이의 매출액
은 2004~2007년 기간 중 연평균 13.6% 증가하고, 매출총
이익은 연평균 16.5%, 당기순이익은 연평균 1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웅진코웨이가 이처럼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1998년 도입한‘렌탈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 환경가전제품 시장과 웅진코웨이
웅진코웨이의 주력제품은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가 대표
적인데, 이 중 정수기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이들 제품은 광의의
환경산업에 해당된다. 환경산업은 1960년대 등장한 새로운 산
업분야로서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웅진코웨이의 주력제품들은
환경오염에 대한 사후적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과 건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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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수기·공기청정기·비데 등 환경가전제품에 대한 인식이 높아
지고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이들 환경가전제품들은 환경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정
부의 정책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제품들이다. 정수기는 환경
부 고시(1998-7호)와 먹는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정
수기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유통 등에 관한 기준, 성분에 관
한 규격과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먹는물관리법 시행
규칙 제31조를 통해 정수기품질검사 기관을 정하고 있다.
정수기는 원래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지표수나
지하수를 정수할 목적으로 개발되었고, 1970년대에는 일부 소
수층에서 사용하던 제품이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는 역삼
투압과 한외여과막을 이용한 정수방식 도입과 생활수준의 향상
으로 정수기 사용이 점차 증가하게 된다. 국내 물 관련 시장은
2004년을 기준으로 정수기, 먹는 샘물, 이온수기, 연수기를 포
함하여 1조 6,000억 원의 시장을 형성하며, 이 중 정수기는
전체 물 시장의 69%를 점유한다(웅진코웨이, 2008a). 현재
정수기 업체는 200여 개이고, 주요 업체는 웅진코웨이를 비롯
하여 청호나이스, 교원, 동양매직 등이다. 최근에는 린나이코
리아, 노비타 등이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였다. 과거 IMF로 인
해 정수기 시장이 일시적으로 축소된 적도 있으나 그 이후 크
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파이낸셜 뉴스(2007. 2. 26.)에
따르면 국내 정수기 판매 대수는 2005년 약 91만대였으나,
2006년에는 약 110만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황사가 빈번하게 날아들고 대기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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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대기오염의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들이 공기청정기의 수요를 촉진하는 데에
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 경기개발연구원(2003)이 서울대학
교에 의뢰하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
로 수도권에서만 연간 1만여 명이 조기 사망하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도 10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세계일보(2007.
2. 15.)에 의하면 공기청정기의 내수가 2005년 40만대, 2006
년 45만대였고, 2007년에는 약 65만대로 예상된다고 한다.
아울러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웰빙트렌드에 따라
비데시장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매경이코노미(2007. 2. 28.)
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비데 내수판매는 2005년 75만
대, 2006년 90만대에서 2007년에는 약 110만대로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웅진코웨이가 2007년 하반기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웅진코웨이는 정수기 시장의 약 56%, 공기청정
기 시장의 약 52%, 비데 시장의 약 48%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수기에서 청호나이스 약 9%, 공기청정기에서 삼
성전자 약 8%, 비데에서 노비타 약 24% 등 품목별 2위 업체
의 시장점유율과 비교할 때 환경가전제품에 있어 웅진코웨이의
시장지배력은 매우 높다.
환경가전산업은 고가의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어 소비자의
소득수준 등 내수경기와 연관된다. 그러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가전제품의 내수경기에 대
한 민감도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환경가전제품은 그
특성상 품목에 따라 계절적 변동성도 보인다. 즉, 정수기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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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기에 소비가 집중되는 경향이고, 공기청정기는 반대로 동절
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것이다. 한편, 비데는 계절적 변동성은
없으나 40대 중산층 가구의 수요가 많으며, 기업체와 건설사의
특판수요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정수기·공기청정기·비데 등 환경가전제품은 다른 제품과 마
찬가지로 가격과 품질이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이다. 그러나
가격과 품질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효율적 영업망 구축과 유지
관리서비스 조직의 경쟁력이 궁극적인 경쟁요소가 된다. 제품
군의 특성상 필터교환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
문에 전국적인 서비스망 구축 여부와 브랜드인지도가 수요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다.
정수기의 경우 웅진코웨이와 청호나이스 등 일부 기업이 고
급제품으로 고가시장을 창출하고 군소업체들은 보급형 제품으
로 경쟁한다. 고급제품은 방문을 통한 렌탈 판매가 중심이고,
보급형 제품은 시판이 중심이 된다. 기술면에서는 고급제품 업
체들은 역삼투압 방식을 채택하는 반면 군소업체들은 중공사막
방식을 적용한다. 공기청정기는 웅진코웨이가 렌탈시장을 점유
하고, 청풍·삼성전자 등 경쟁사가 시판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최근 시판시장의 침체와 함께 판매방식이 렌탈로 전환되고 있
는 추세이다. 비데의 경우에도 웅진코웨이의 렌탈 방식과 경쟁
사인 노비타·대림 등의 시판시장으로 양분되어 있다.

(2) 웅진코웨이의 렌탈 판매방식
웅진코웨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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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중 하나는 독특한 사업방식인 렌탈 판매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웅진코웨이는 1998년 환경가전업계 최초로 렌탈 마케팅
개념을 도입하여 마케팅방식에서 블루오션을 창출했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웅진코웨이, 2008a). 웅진코웨이는 2007년 12
월 말 기준으로 약 432만 렌탈 및 멤버십 회원을 확보하고 있
다. 웅진코웨이가 과감하게 임대제도인‘렌탈 시스템’을 도입
하게 된 것은 경제불황으로 어려웠던 IMF 시기에 고가의 정수
기를 선뜻 구매할 소비자가 거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렌탈 시스템은 소비자 조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가격 부담감
을 해소하고, 정기적인 사후관리서비스가 생명인 정수기 등 환
경가전제품 수요자에게 지속적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
한 수단이 되고 있다.
웅진코웨이가 제공하는 두 가지 중요한 고객서비스는 렌탈
서비스와 멤버십 서비스이다. 렌탈 서비스는 값비싼 정수기의
소비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제품을 보통 5년간 빌려 주는
제도이다. 반면, 멤버십 서비스는 제품을 구입하거나 5년의 렌
탈 기간이 끝나 소유권을 이전한 후의 제품 관리를 위한 서비
스이다. 렌탈 서비스와 멤버십 서비스는 주로‘코디’에 의해
제공된다. 코디(CODY: Coway-Lady의 약자)는 주부사원을
주축으로 웅진코웨이가 전략적으로 양성한 10,300여 명의 서
비스전문가들이다.
이 코디 서비스는 사전서비스(before service)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사후서비스(after sales service)와는
개념이 다르다. 코디는 보통 2개월에 한 번 고객을 방문해 렌
탈 제품의 정기점검과 일반제품 멤버십 회원관리, 필터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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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교환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계열사인 웅진해피올
과의 협력을 통해 제품 설치 후 3일, 서비스 실시 후 24시간
내에 고객만족도를 체크한다. 아울러 고객의 불만사항을 원스
톱 서비스로 처리할 수 있는‘해피콜’(Happy Call) 제도를
운영하는 등 고객만족 경영을 한다. 한편, 2005년에는 렌탈 마
케팅의 활성화를 위해‘렌탈 하우스’(Rental House)라는 새
로운 개념의 유통경로를 개척하게 된다. 렌탈 하우스는 고객이
웅진코웨이가 판매하는 렌탈 제품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
면서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렌탈 체험관이라고 할 수 있다.
웅진코웨이의 사업은 정수기·공기청정기·비데 등 기존 주력
제품에만 머물지 않고 새로운 제품 출시, 브랜드 런칭 등 지속
적으로 사업구조를 확충한다. 제품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 확충
노력은 1999년 9월 연수기 출시, 2006년 12월 초음파세척기
출시, 2008년 3월 음식물처리기‘클리베’출시 등을 들 수 있
다. 브랜드 확장을 위한 노력은 2002년 5월 욕실전문 브랜드
‘웅진룰루’런칭, 2004년 10월 주방가구 전문 브랜드‘뷔셀’
‥
ssel) 런칭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뷔셀은 새로운 주거환경
(Bu

문화 창출을 통해 세계적인 토털 리빙서비스 및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를 지향한 것이다. 이 같은 주방가구 시장에서의 사업방
식은 이사계획, 결혼 여부 등 고객정보 파악과 전문 인테리어
기술자인 리빙디자이너(LD)를 통해 직접방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웅진코웨이의 사업은 제품생산보다는 제품을 기반으로 한 서
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웅진코웨이는 기존 서비스업체와의 다양한 제휴도 추진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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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8년 11월에 손해보험회사인 교보AXA와‘페이프리’
(Pay-Free) 제휴서비스를 실시한 것, 12월에는 SK텔레콤과
제휴사업을 시행하고‘통신-생활환경가전 결합상품’을 출시한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향후에도 웅진코웨이의 사업은 더욱
서비스지향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GE, IBM, 소니, 웅진코웨이의 서비스화 추진사례
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 사례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제조기업이 서비스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이다. 이는 제조부문의 효율에 핵심
역량을 보유한 제조기업이 다른 성격의 역량을 요구하는 서비
스업에서도 경쟁우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사
점을 몇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제조기업의 입장에서는 제품사업만으로는 지속적인 성
장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실천에
옮기는 힘은 결국 최고경영자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리더
십으로부터 나온다. 둘째, 사업구조를 지속적으로 서비스지향
적으로 개편한다는 점이다. 개편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
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셋째, 진출하는 서
비스는 대부분이 제조기업의 핵심제품과 연관되어 있다. 핵심
제품과 관련되지 않은 서비스분야는 그만큼 실패의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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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는 말이다. 넷째, 제품사업과 서비스사업의 차이를 흡수할
수 있도록 조직구조를 디자인해야 한다.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
른 두 사업을 동일조직 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갈등이 빚어지
고, 그 결과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 제품사업 미래에 대한 인식
제조기업들이 서비스분야로 업무영역을 확장하는 가장 근본
적인 요인은 제품만으로는 기대하는 성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만큼 핵심제품 분야의 경쟁이 치열한 것이다. 또한 제품분야
에서 경쟁우위를 지속하기 위해 혁신과 효율개선에 투입하는
자원과 노력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성과는 한계가 있다. 성과를
얻더라도 이러한 형태의 경쟁우위는 경쟁자에 의해 쉽게 모방
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에 비해 인과관계의 모호성
이 높은 서비스분야에서 얻는 경쟁우위는 상대적으로 오래 지
속될 수 있고, 공급자 전환이 어렵다는 서비스 특성에 비추어
높은 마진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제조기업이 핵심제품과 관
련된 서비스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룬 네 가지 사례에서도 기업들이 제품만으로
는 성장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서비스로 진출하는 것
을 찾아볼 수 있다. GE의 경우 1963년 회장으로 취임한 보크
(Fred J. Boch)는 서비스분야가 제품에 비해 더 높은 마진을
얻을 수 있고,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경기부침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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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을 추진한다. IBM의 경우에도 1993년 취임한 거스너
(Louis Gerstner) 회장이 컴퓨터 하드웨어보다는 통합솔루션
을 원하는 고객의 취향을 읽고 서비스주도형 사업으로 기업의
목표 자체를 변경하게 된다. 가전산업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
는 소니도 1980년대 말 새로운 성장동력을 게임·음반·영화
등 엔터테인먼트에서 찾게 되며, 이를 위해 1988년 CBS 음반
사와 1989년 컬럼비아 영화사를 인수하게 된다. 국내 정수기
시장에서 선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웅진코웨이도 제품보다는
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렌탈 및‘코디’서비스를 통해 성장
하고 있다.
이처럼 제조기업들이 자사의 핵심제품 관련 서비스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최고경영자의 혜안이 있기 때
문에 가능해진다. 또한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리더십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서비스사업 진출이 현실화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제품에 핵심역량을 보유한 제조기업이 아무리 제품과 관련된
서비스라도 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
이다. 이는 제품과 서비스의 사업방식 차이에서 비롯된다. 또
한 제품에 익숙해진 기업문화가 서비스사업의 다른 문화를 수
용하지 못해 조직구성원 간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중요하다.
GE의 경우 보크 회장 이후 존스(Jones), 웰치(Welch), 이
멜트(Immelt)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
여 순조롭게 서비스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왔다. IBM도 거
스너 회장에 이어 취임한 팔미사노(Palmisano) 회장도 리더
십을 발휘하여 성공적으로 통합솔루션 사업을 추진한다. 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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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이데이 노부유키(出井伸之) 회장처럼 최고경영자가 지
나치게 서비스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제품분야의 경쟁
력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 조직 내 갈등이 발생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결국 제조기업이 서비스분야로 진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리
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2) 사업구조의 지속적인 개편
제조기업이 서비스사업으로 진출한 것만으로 기대했던 성장
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진출한 서비스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와 함께 새로운 기회를 계속 탐색하
고 발굴하여 육성해야 한다. 제품과 달리 서비스부문에서의 사
업은 매우 복잡하고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성
장잠재력은 매우 높지만 기업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경
우도 있고, 유망하다고 판단했던 서비스가 환경변화와 함께 급
격하게 쇠락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서비스화를 추구하는 제
조기업은 핵심제품과 관련된 서비스분야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수행하고, 필요시 기민하게 사업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사업구조의 개편을 뒷받침하는 조직혁신도 매우 중요한
성공요인이다. 조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필요한 자원배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적합한 인력이 없어 사업을 추진할 동
력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업구조를 지속적으로 개편한 사례로는 GE가 대표적이다.
보크 회장 당시 엔터테인먼트, 지역사회개발, 금융, 의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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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섯 가지 서비스분야에 벤처사업을 추진한 이후 웰치가 회
장으로 취임하면서는 사업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편한다. 기존의
사업구조로는 21세기에 우량기업으로 존속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세계 시장점유율 1~2위 사업만을 대상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한다. 즉, 140개에 달하던 단위사업들을 핵심제조사업
(core business), 첨단기술사업(hightech business), 서비
스사업(service business)을 중심으로 43개 전략사업단위로
재조정한 것이다.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직원들의
사기저하 방지와 창의력 배양을 위해 보상체계를 개편하고, 사
업부 매각에 따른 기존 근로자의 일자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
써 무난히 사업구조를 재편할 수 있게 된다.21)
GE의 사업구조 개편은 웰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임 회
장인 이멜트(Immelt) 취임 이후에도 계속된다. 이멜트는 취임
하자마자 혁신, 친환경기술 개발, 세계화를 강조하면서 구조개편
에 착수한다. 기존의 11개 사업부를 6개로 축소한다.22) 이멜트는
기업의 성장은 단절적인 현상이 아니라 연속적인 프로세스로 간
주하며, 상호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갖는 6개의 프로세스 구성요
소를 제시한다(Stewart, 2006). 이에는 고객(customers), 혁
신(innovation), 우수한 기술(great technology), 상업적 우수
성(commercial excellence), 글로벌화(globalization), 성
장 리더(growth leaders)가 포함된다.
지속적인 사업구조 개편 노력은 IBM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21) 이 사업구조개편으로 기존 인력 40만 명이 22만 명으로 축소되었다.
22) 6개의 사업부는 인프라스트럭처, 상업금융, GE 머니, 헬스케어, NBC 유니버설, 산
업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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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하드웨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던 IBM이 사
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은 하드웨어만으로는 생존자
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개방형 운영체계
(operating systems)인 UNIX가 IBM의 메인프레임을 대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다.
PC의 경 우 에 도 처 음 부 터 운 영 체 계 는 마 이 크 로 소 프 트
(MicroSoft)에게, 프로세서는 인텔(Intel)에게 주도권을 넘겨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IBM이 설 자리가 없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거스너(Gerstner) 회장은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사업으
로 돌파구를 모색하게 된다. 거스너에 이어 회장에 취임한 팔
미사노(Palmisano)도 e-비즈니스 사업을 강화하면서 기존의
서비스와 소프트웨어에 더하여 e-비즈니스를 통한 통합솔루션
사업에 중점을 두게 된다. GE와 비교할 때 IBM은 비교적 단
기간에 사업구조를 획기적으로 재편하게 되는데, 이는 IBM의
전통적인 사업구조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
적인 처방이 필요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의 소니(Sony)도 GE나 IBM과 비슷한 동기에서 엔터
테인먼트사업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한다. 즉, 전자제품을 통해
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고, 창업자
모리타 아키오(盛田昭夫) 회장의 글로벌전략의 이념을 바탕으
로 일찍부터 세계시장으로 뛰어든 것이다. 그 대상을 게임, 음
반,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로 정한 것은 이 분야가 성장성과 수
익성이 높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엔터테인먼
트 분야는 향후 디지털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이때 자사
가 보유한 고도의 전자기술 역량이 경쟁우위의 원천이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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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1980년대 말 세계적으로 크게 호
평을 받았던 게임기 닌텐도(Nintendo)에 대항하기 위해 출시
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Playstation)은 이러한 전자기술을
응용한 것이다. 이어 1990년대 말에 들어서는 홈네트워킹, 개
인 IT네트워킹,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및 게임, 핵심네트워킹
등 네트워킹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어
쨌든 소니의 사업구조도 전자에서 엔터테인먼트, 네트워킹 등
으로 영역을 계속 확장·수정·보완하고 있다.
한국의 웅진코웨이도 지속적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한 기업이
라고 할 수 있다. 웅진코웨이는 1990년 4월‘라이프스프링’
정수기 판매를 개시한 이후 1991년 5월에는 자체 정수기 생
산, 1999년 6월 공기청정기 출시, 1999년 9월 연수기 출시,
2002년 5월 욕실 전문브랜드‘웅진룰루’런칭, 2004년 10월
‥
ssel) 런칭, 2006년 12월 초
주방가구 전문브랜드‘뷔셀’(Bu

음파세척기 출시, 2008년 3월 음식물처리기 ‘클리베’ 출시
등 지속적으로 신제품 출시와 브랜드 런칭을 통해 사업구조를
개편한다. 사업방식에 있어서는 1998년 4월 렌탈 사업을 개
시함으로써 환경가전제품 마케팅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다. 정수기에서 시작된 렌탈사업은 2002년 5월 연수기 등 관
련 제품으로 확대하고, 2005년 10월에는 렌탈하우스 1호점을
오픈한다.

(3) 고객지향과 핵심제품 관련 서비스분야로 진출
제조기업들이 서비스분야로 진출하는 것은 제품분야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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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객의
욕구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고객의 욕구 중에는 제품만으
로는 충족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매
하는 고객은 자동차 금융, 등록, 운행, 수리 등 자동차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행정보, 텔레매틱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한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욕구
를 개별적으로 충족시키는 것보다는 제품공급자를 통해 패키지
로 충족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 같은 관점에
서 보면 제조기업은 핵심제품과 관련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
공하는 것이 축적된 역량의 활용이라는 면에서 비용-효과적이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실제로 서비스화에 성공한 제조기업
들은 핵심제품과 관련된 서비스분야로 사업을 확대한다.
GE가 헬스케어(healthcare) 분야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1920년 X-레이 튜브 발명이라는 제품기반이 있었기 때문이고,
최근 이멜트 회장이 추진하는 ‘이코메지네이션’(Ecomagination)이라는 녹지화사업도 이 사업의 기반이 되는 기술과
설비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IBM이 기
술 및 비즈니스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통합솔루션 서비스 추구
가 가능한 것도 메인프레임과 PC 부문에서 축적된 제품지식과
경험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소니의 엔터테인먼트 분야 진출
도 디지털화가 예상되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이미 축적된 마
이크로 전자기술을 응용한다는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웅진
코웨이는 고객지향을 바탕으로 핵심제품 관련서비스에 진출한
전형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렌탈 사업은 본질적으로 고객
의 욕구를 반영하여 이를 사업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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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웅진코웨이는 환경가전산업의 주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4) 서비스화에 적합한 조직구조
서비스사업은 제품사업과는 다른 면이 많다. 즉, 서비스사업
은 제품사업과는 다른 조직프로세스, 문화, 리더십, 조직구조
를 요구하는 것이다(Vargo & Lusch, 2004). 이 중에서 조
직문화가 서비스사업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비
스사업에서는 사람을 중요시하는 조직문화가 중요한 반면, 제
품사업에서는 기술혁신과 제품가치를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필
요하다. 서비스화 초기단계에서는 많은 제조기업들이 코스트
면을 고려해서 제품사업과 서비스사업을 통합하는 형태로 조직
을 구성한다. 그러나 제조기업이 서비스사업으로 진출하면서
내부 혼란이나 긴장, 또는 심한 경우 조직구성원 간에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갈등이 심화되면 종업원의 동기부여나 노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자원활용이나 생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과 자원배치에 대한 의사결정이 왜곡된다(Fang,
Palmatier, & Steenkamp, 2008).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제품사업과 서비스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완전히 분리하
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제품사업과 서비스사
업 간에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제조기업이
핵심제품을 매개로 서비스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제품과 서비스
간에 시너지효과 창출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GE나 IBM과 같은 미국 기업들에게서는 제품사업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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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혼재로 인해 조직 내 갈등을 겪는 일이 거의 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GE는 1991년 파이낸셜 네트워크(Financial
Network)를 인수하여 NBC를 CNBC로 개명하고, 2003년에
는 NBC와 비벤디 유니버설 엔터테인먼트(Vivendi Universal
Entertainment)를 합병하여 NBCU를 출범시킨다. 이를 보
면 서비스사업을 별도의 독립된 조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조
직 내 마찰과 갈등의 소지가 아예 없는 것이다. 이는 국가별로
관행화되어 있는 기업의 조직구조와도 관련이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복합기업 형태가 많은데, 이는 주로 기업 내에 다
양한 독립적인 사업부를 두는 구조이다. 이처럼 사업부가 독립
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문화적 차이로 인해 야기되는 갈등과 긴
장은 없으나, 대신 제품사업과 서비스사업 간에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소니의 경우에도 엔터테인먼트사업의 총괄본부가 미국에 있
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제품사업본부와 마찰의 여지가 거의 없
다. 그러나 소니의 경우 그룹 전체의 전략방향에 따라 사업부
간의 갈등은 있을 수 있다. 이데이 노부유키(出井伸之) 회장이
엔터테인먼트 부문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제품사업부의 사
기가 저하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한국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내에 서비스사업부를 두는 형태는 거의 없고 자회사를 신
설하거나 인수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한국이나 일본의 기업
들도 사업부제를 채택하고는 있지만, 서구 기업들과 달리 개별
사업부의 독립성은 상당히 미약하다. GE의 경우처럼 제품사업
으로부터 서비스사업을 독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이긴 하
나, 완전히 독립될 경우 치르는 비용도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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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따라서 제품사업과 서비스사업 간의 연계관계를 극
대화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조직구조를 모색하는 것이 서
비스화를 추구하는 제조기업의 과제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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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1) 실증분석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제조기업의 서비스화를 분석하기 위해
미국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한 스케그즈·드로즈(Skaggs
& Droege, 2004)의 분석방법을 원용하여 세 가지의 연구가
설을 검증하였다. 그 첫째는 서비스화를 추진한 제조기업의 재
무적 성과가 그렇지 않은 제조기업보다 높다는 것으로서, 미국
과 한국 공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둘째는 서비
스화를 추진한 제조기업의 재무적 성과가 그렇지 않은 제조기
업보다 더 안정적이라는 것으로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셋째는 서비스화 정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적 성과가 높다는 가설이다. 이 가설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경우 모두가 통계적으로 뒷받침이 되
지 않았다.
이처럼 서비스화를 추진한 제조기업이 서비스화를 추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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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제조기업에 비해 수익성이 높고 수익이 더 안정적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비스화 정도가 기업의 재무
적 성과에는 미국과 한국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스케그즈·드
로즈의 연구에서는 전체 샘플을 결합시킨 상태(stacked)로 회
기분석하였기 때문에 기업의 특성이나 시간적인 특성이 반영되
지 않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간더미변수와 기업특성더미
변수의 추가와 함께 경기변동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질GDP
증가율, 실질최종소비증가율, 실질총자본형성증가율, 실질순수
출증가율, 실질제조업성장률, 실질서비스업성장률, 실질실효환
율 등 7개의 제어변수를 모델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는 앞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정도가 기업의 재
무적 성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좀 더 구체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먼저 제조기업이 실제로
서비스사업에 참여한 기간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매출액 증가와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증가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서비스매출액 증가는 성과
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서비스로부터의 이익 증가는 제조기
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결과는 제조
기업이 단순히 매출액, 즉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서비스화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서비스로부터 이익을 높일 수 있을
때 기업의 성과가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제약으로 국내 제조기업의 서비스화가 얼마만큼 핵심
제품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어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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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제조기업의 제품부문과 서비스부문의 연계성이 기
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
부문의 이익이 플러스인 기간을 대상으로 제조기업 전체 이익
중 서비스부문의 비중과 제품부문의 당기순이익률을 분석한 결
과 서비스화 수준이 높을수록 제조기업 전체의 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곧 제조기업의 서비스화는 핵심제품과
연관된 서비스분야일 때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팽·팔마티어·스틴캠프(Fang, Palmatier, &
Steenkamp, 2008)의 논의에서도 확인이 된다. 즉,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핵심제품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었을 때에
는 제품부문에서 개발된 지식과 사용된 자원이 쉽게 서비스분
야에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식과 자원의 파급효과가 커진다
는 것이다. 아울러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연관성이 높을
때에는 전략의 초점이 분산되는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고객의 입장에서도 서비스가 핵심제품과 밀접하게 연관되면 기
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성과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아짐으
로써 더 높은 수준의 고객충성도가 생성될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의 성과변수를 재무지표가 아닌 기업가치로 설정
한 연구에서는 본 연구나 스케그즈·드로즈의 연구와는 다른 결
과가 나온다. 본 연구나 스케그즈·드로즈의 연구에서 제조기업
의 서비스화 정도와 성과 간에 연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 유 를 팽·팔 마 티 어·스 틴 캠 프 (Fang, Palmatier, &
Steenkamp, 2008)는 이렇게 설명한다. 즉, 서비스화 정도와
매출액, 이익, 현금흐름과 같은 연간 기업성과의 단일 측정지
표를 결부시키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서비스화의 실제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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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토빈스 큐(Tobin’s q)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한다. 그 이유는 토빈스 큐가 기업의 미래성과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전략변경에 즉각 반응하
고 수년에 걸친 영향을 포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토빈스
큐는 기업자산의 대체코스트(replacement costs)에 대한 기
업의 시장가치 비율로 측정한다. 기업의 장기균형 시장가치는
자산의 대체코스트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의 연구결과를 보면, 제조기업의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서비스매출액 비중으로 측정한 서비스화 정도가 20~30% 수
준이 될 때까지는 토빈스 큐로 측정한 기업가치가 떨어지고,
이 수준을 넘어서면 비교적 가파르게 높아진다고 한다. 본 연
구에서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정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서비스화 정도가 임계치
인 20~30%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1999년부터 2007년 기간 중 61개 대
상기업의 평균 서비스매출액 비중이 2000년 10.5%를 정점으
로 점차 하락하여 2007년에는 6.2%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표 Ⅱ-3> 각 부문별 매출액 참조).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
확한 통계를 가지고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정도가 기업의 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사례분석
제조기업이 서비스화를 추진한 사례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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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와 IBM, 일본의 소니(Sony), 한국의 웅진코웨이를 살펴봤
다. GE는 지속적인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사업포트폴리오를
서비스업 중심으로 개편했고, IBM은 전략적 제휴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기업으로 변신하였다. 일본의 소니는 가전사업에서
의 축적된 역량을 활용하여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지향하
는 기업이다. 한국의 웅진코웨이는 렌탈 사업이라는 마케팅 혁
신을 통해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제조기업이다. 선진국 3개 기
업과 한국 기업의 사례를 통해 얻은 시사점을 네 가지로 정리
한다.
첫째, 제품사업의 미래에 대한 인식이다. 서비스화를 통해
성공한 제조기업들은 모두가 제품사업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인식한다. 그 이유는 대체로 분명하다. 우선 제품시장
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여 정상이윤 이상은 얻기가 매우 어렵다
는 점이다. 프리미엄가격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를 추구
해야 하는데, 차별화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차별화에 성공
하더라도 차별화에 기초한 경쟁우위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경쟁자에 의해 쉽게 모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서비스사
업은 상품의 무형성, 생산에 고객의 직접 참여, 생산과 수요의
동시성 등 서비스사업이 갖는 특성으로 인해 제품사업에 비해
훨씬 더 시장비효율이 크다(Skaggs & Droege, 2004). 시장
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투명하지 않고 따라서 수익성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의 제조기업들은 핵심 제품과
관련된 서비스분야로 진출함으로써 약화된 제품사업에서의 수
익성을 보완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조기업이 서비스분야로 진출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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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익숙해진 조직문화에서는 전혀 새로
운 역량을 요구하는 서비스사업에의 진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미래를 내다보는 최고경영자의 혜안과 강력한 리
더십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조기업이 서비스사업으로 진출하
기 어렵다. GE의 경우 보크(Boch), 존스(Jones), 웰치
(Welch), 이멜트(Immelt)로 이어지는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성공적으로 사업구조를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시킨
다. 이러한 사업구조의 개편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고, 미래
에도 지속될 것이다. IBM도 거스너(Gerstner) 회장과 팔미
사노(Palmisano) 회장의 강한 리더십으로 하드웨어 제조업체
에서 서비스업체로 기업의 변신에 성공한다. 창업 때부터 글로
벌기업을 지향한 소니는 전자분야 역량을 활용하는 방향에서
엔터테인먼트부문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데에는 모리
타(盛田昭夫) 회장의 리더십이 매우 컸다.
둘째, 서비스화에 성공한 제조기업들은 사업구조를 지속적으
로 개편한다는 점이다. 제조기업이 서비스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는 많은 위험이 수반된다. 기업의 경영자원과 능력이 서비스사업
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채택하
지 않는 경우, 수익은 창출되지만 이익은 창출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Sawney, Balasubramanian, &
Krisnan, 2004). 이러한 위험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 서
비스화는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제조기업은 핵심제품과 관련
되는 서비스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야 한다.
또한 시장요인이나 기업 내부요인에 의해 서비스사업의 성공가
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기민하게 철수하는 것이 필요하고,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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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시장을 꾸준하게 탐색·개발할 필요가 있다.
사업구조의 지속적 개편은 GE가 가장 대표적이다. 보크 회
장 당시에는 다섯 가지 벤처사업을 통해 서비스업에 진출한다.
웰치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는 140여 개에 달하던 사업단위를
43개 전략사업단위로 획기적으로 재편하게 된다. 사업구조 개
편은 웰치에서 끝나지 않고 현재의 회장인 이멜트에 와서도 강
도 높게 추진된다. 즉, 11개 사업부를 6개로 축소하는 개편을
단행한 것이다. IBM의 경우에도 거스너 회장의 리더십을 바탕
으로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부문으로 사업영역을 재편한다. 거
스너의 후임인 팔미사노는 e-비즈니스 사업을 강화하면서 서비
스, 소프트웨어, 통합솔루션 중심으로 회사의 사업을 정착시키
게 된다. 소니의 경우에도 전자에서 엔터테인먼트, 네트워킹
등으로 사업구조를 계속 개편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웅진코
웨이도 계품계열 확장, 브랜드 런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
업구조를 서비스지향적으로 개편한다.
셋째, 서비스화에 성공한 제조기업들은 고객지향적이고 핵심
제품 관련 서비스분야로 진출한다는 점이다. 고객의 다양한 욕
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서비스사업은 물론 제품사업도 생존이
불가능하다. 서비스는 제품에 비해 고객의 욕구가 훨씬 까다롭
다. 제품부문에 역량을 가진 제조기업이 까다로운 고객의 욕구
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핵심제품과 관련된 서비스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비스사업과 제품사업은 이질성이 높기 때
문에 제조기업이 서비스에서 역량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따라
서 핵심제품과 무관한 서비스로 진출할 경우 실패할 위험이 매
우 높다. GE의 경우 X-레이 튜브에 기초하여 헬스케어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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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하고, IBM은 하드웨어 역량에 기초하여 소프트웨어나 통
합솔루션 사업에 진출한다. 웅진코웨이는 정수기 등 고가의 환
경가전제품을 고객이 일시불로 구매하기 어렵다는 점을 파악하
고 이를 기업의 전략에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적합한 조직구조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
조기업이 서비스사업으로 진출하게 되면 조직면에서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제품과 서비스 간
에 시너지효과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시너지효과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제품부문과 서비스부문이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제품사업과 서비스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
나 동일조직 내에 제품사업과 서비스사업이 병존하게 되면 조
직구성원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사업과 서비스사업
을 완전히 분리하게 되면 기대하는 시너지효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
GE와 IBM과 같은 미국기업들은 기업 내에 독립적인 사업
부를 두는 복합기업(conglomerate)의 형태이기 때문에 분리
된 조직으로 서비스사업을 수행한다. 따라서 제품사업과 서비
스사업 간의 갈등이 거의 없다. 소니와 같은 일본기업과 한국
기업들도 사업부제를 채택하고는 있지만 사업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제품사업과 서비스사업이 비록 형
식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연계되어 있어 제품사업
과 서비스사업 간에 갈등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서비스화를
추구하는 제조기업들은 제품사업과 서비스사업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도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모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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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는 것이다.

핵심제품에 치중하던 제조기업들이 서비스로 업무영역을 확
대하는 경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의
상당부분은 전략기조의 변화로부터 발생하고, 새로운 전략은
서비스의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변화
한다. 서비스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 직접대면을 예로 들면,
제조기업이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만 전념할 경우에는 그 제품
을 수요하는 고객들과 직접 대면할 필요가 별로 없지만, 서비
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대면의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 그러
나 제조기업의 경영자원과 역량은 이러한 직접대면에 취약한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서비스화를 추구하는 제조기업은 무
엇보다도 먼저 서비스사업에 대한 전략적 포지션을 명확히 설
정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제조기업이 서비스화를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직적 대응과 서비스화에 수반되는 위험과 그 관
리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1) 서비스사업에 대한 전략 포지션
서비스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제조기업들이 종종 겪는 혼
란은 서비스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데서 비
롯된다. 제조기업들은 보통 핵심제품 사업에 서비스사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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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함으로써 서비스화를 추진하게 되는데, 이때 서비스사업의
성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요구되
는 것은 서비스사업단위를 핵심제품 사업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롭고 독립적인 플랫폼으로 성장시킬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제조기업들의 사업모델은 보통 핵심제품 포지션을 보호하거
나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모델을 가지
고 서비스에서의 성장을 추구하게 되면 제품사업과 서비스사업
간에 갈등을 야기한다. 서비스사업 확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품만을 제공할 때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묶게 되고 수익성이 없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약속하게 된
다. 이렇게 되면 제품의 차별적 특성은 소실되고 은연중에 서
비스가격은 낮아지게 된다. 즉, 성장지향의 서비스사업을 무리
하게 추구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제품사업의 건강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핵심제품 관련 서비스의 경쟁우위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원천을 가진다. 그 하나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이고, 다른 하나는 기량의 경제(economies of skill)이다
(Auguste, Harmon, & Pandit, 2006). 제조기업이 종종
실수를 범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경쟁우위 원천을 혼동하는 데
에서 비롯된다.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들을 대
상으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게 되면 서비스의 저가격과 부족
공급, 고객 불만족, 임기응변적 맞춤화, 높은 코스트, 지속적
영업손실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반면, 규모의 경제가 필요
한 사업을 전문기량에 의존하면 필요 이상의 제품기능과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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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수준을 제공하게 되어 표준화된 경쟁제품과 대규모 고객기반
을 가진 저가전략의 경쟁자들에게 패하게 된다.
이러한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사업이 제품을 보호하
거나 강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서비스로 발전시킬 것
인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적 포지션을 정해야 된다. 또한 서비
스사업이 규모가 필요한지 아니면 기량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
확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 오거스테·하몬·팬딧(Auguste,
Harmon, & Pandit, 2006)은 이러한 두 가지 축을 설정하
고 이 구분에 해당되는 제조기업의 사례를 들고 있다(<그림

<그림 Ⅴ-1>

서비스사업의 전략포지션과 경쟁우위 원천 기업사례

·애플의 iPod 및 거래관리 서비
스(iTunes)
·Otis 엘리베이터의 원격 모니터
규모의 링 및 진단 서비스
경제 ·GM의 OnStar 자동차 원격 진
경
단 서비스
쟁
·Symatec의 바이러스 방어 및
우
데이터안전 서비스
위

·Cardinal Healthcare의 병원
재고관리 서비스
·Cincinnati Bell의 요금청구
서비스(현 Convergys 업무)
·IBM의 데이터센터 아웃소싱 서
비스
·Johnson Control의 설비관리
서비스

원
천

·Cincinnati Bell의 콜센터 관리
서비스(현 Convergys 업무)
·GE의 항공기엔진 유지보수 서
비스
·GE Healthcare의 병원장비 지
원 및 진단 서비스
·IBM의 시스템통합 서비스

·Cisco의 네트워크 통합 및 유지
보수 서비스
·EMC의 저장관리 및 유지보수
기량의
서비스
경제
·SAP System의 통합서비스
·UTC의 유틸리티 분야 지원 서
비스

제품 보호 또는 강화

독립적 서비스 확장

전략적 포지션
자료 : Auguste, Harmon, & Pandit, 2006, p. 44 <그림 2>를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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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1> 참조).
서비스사업에 대한 명확한 전략적 포지션을 정해야 된다는
것은 곧 포터(Porter, 1980)가 주장하는 포커싱(focusing)
전략과 맥을 같이한다. 즉, 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서는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비용우위(cost advantage)를 추
구할 것인지, 아니면 성능과 서비스를 활용한 차별화우위
(differentiation advantage)를 추구할 것인지 전략의 포지
션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비용우위와 차별
화우위 중간에 어정쩡하게 걸친(stuck in the middle) 상태
가 되면 경쟁우위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략경
영분야의 연구결과를 보면, 제조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우위를
추구하는 것이 차별화우위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쉬
운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차별화전략이 코스트전략에 비
해 훨씬 더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고(White, 1986), 또한 대
부분의 제조기업들은 그동안 생산의 유연성(flexibility)이나
수요자선택(consumer choice)보다는 내부효율을 중시해 왔
기 때문에 차별화전략 수행에는 익숙하지 않은 점도 작용한다
(Buzzell & Gale, 1987).
규모의 경제는 많은 양, 낮은 변동비, 높은 고정자산 활용도
를 요구하는 접근이다. 예를 들어 거래처리 자동화를 표준화하
는 경우 규모는 거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낮은 단위당 코스트와
높은 마진을 얻어 서비스사업에서 성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규
모의 경제를 활용한 서비스사업은 네트워크 효과도 얻을 수 있
어 유통센터, 데이터센터, 결제플랫폼 또는 프로토콜과 같이
세계적으로 분산된 자산운용이 가능하다. 반면, 기량의 경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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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는 서비스사업은 주로 희소한 능력을 식별·배치·복제하
거나 프로세스혁신을 개발함으로써 창출된다. 이 기량은 반드
시 핵심제품 관련이 아니더라도 응용이 가능하며, 문제 해결이
나 고객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경험이나 수단일 수 있다. IBM
은 기량과 규모를 성공적으로 결합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IBM이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데이터센터 아웃
소싱 시장에 진입하였을 때 메인컴퓨터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
을 기량으로 활용하였다. 동시에 IBM은 규모에도 많은 투자를
하였는데, 당시 시장주도자였던 EDS(Electronic Data
Services)와 경쟁하기 위해 판매인력 보강, 글로벌 사업 확대,
대형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규모를 확대하였다.

(2) 서비스사업에 대한 조직적 대응
제품사업과 달리 서비스사업에는 맞춤형 상품이나 고객접촉
과 같은 서비스의 특성이 내재되기 때문에 제품사업에서와는
다른 조직구조와 조직프로세스가 필요하다(Bowen, Siehl, &
Schneider, 1989). 따라서 제조기업이 서비스화를 성공적으
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조직적 대응에 대해 살펴본
다. 이는 상당부분 서비스기업의 성공요인과 관련되나, 서비스
화의 주체가 제조기업이라는 점에서 서비스기업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지닌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 특성에 맞는 분위기와 조직문화를
창조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서비스기업은 공유된 서비스 규범과
가치를 통해 서비스를 개발하고 품질을 유지한다(Schnei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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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tsch, 1988). 아울러 경영자는 기업의 목표와 우선순위에
서비스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반영한다. 즉, 서비스가 조직의
문화를 주도하게 만드는 것이다. 제조업의 전형적인 가치는 효
율, 규모의 경제, 그리고 다양성과 유연성은 고비용 선택이라
는 믿음에 초점을 둔 반면, 서비스업은 혁신, 맞춤화, 그리고
다양성과 유연성은 이익을 창조하는 선택이라는 믿음에 가치를
둔다(Jelinek & Goldhar, 1983). 서비스화를 추구하는 제
조기업은 이처럼 상충되는 가치를 함께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수반된다. 이 경우 경영자는 어느 한쪽 가치를
선택하기보다는 효율과 유연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통합된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서비스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고객의 욕구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고객의 욕구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것은 제품사업과 달리 서비
스사업은 무형적인 산출을 대상으로 하고 고객의 이익에 보다
초점을 두는 등 고객지향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Chase &
Erickson, 1987). 한국의 웅진코웨이가 렌탈 서비스를 도입
한 것은 고가의 제품을 일시불로 구매하기 어렵다는 고객의 욕
구를 전략에 반영한 결과이다. 보다 효과적으로 고객의 욕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제품사업에서처럼 기업이 고객을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이 기업을 평가하는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쌍방향의 평가채널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정확히
고객이 원하는 바를 서비스상품의 개발과 제공에 반영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제품의 물리적 시장과 서비스의 관계적 시장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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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맥을 같이한다. 즉,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조직과 고객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리적 시장(impersonal
market)은 교 환 거 래 에 서 성 과 모 호 성 (performance
ambiguity)과 목표 일치성(goal congruence)이 낮을 때 효
과적인 반면, 관계적 시장(relational market)은 성과 모호성
이 낮더라고 목표 일치성이 높을 때 효과적이다(Bowen,
Siehl, & Schneider, 1989). 성과 모호성이 낮다는 것은 제
품과 같이 분명한 교환단위가 존재하는 것을 뜻하고, 목표 일
치성이란 거래당사자의 상호 이익이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한
다. 기업과 고객의 목표가 일치하게 되면 고객이 기업의 준종
업원으로서 역할을 하며, 이때 기업은 고객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형자산과 지식자산의 중요
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서비스에 내재된 무형성과
경험적인 면이 서비스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고
객의 입장에서 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 신뢰성, 반응성, 역량,
접근, 배려, 의사소통, 정직성, 안전성, 고객에 대한 이해, 물
리적 장치 등 10가지 요소(Parasuraman, Zeithaml, &
Berry, 1985) 중 물리적 장치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무형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무형적 요소들은 고객과의 접촉을 요구
하는 서비스의 특성에서 비롯되며, 이들은 또한 지식자원이 뒷
받침되지 않으면 충족시키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 오늘날 가
장 성공적인 기업들은 지능화된 기업들로서 이들은 지식자원을
일련의 서비스로 전환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고객의 욕구와 일
치시킨다(Quinn, 2005). 따라서, 서비스화를 추구하는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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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에 있어서 성공의 열쇠는 결국 지식자원을 어떻게 효율
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서비스의 품질에 있어 고객과의 접촉이 중요하고,
고객과의 접촉은 결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력이라는 점
에서 서비스인력의 고객과의 상호교류 역량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룰과 절차, 행동통제, 공식화된 목표 설정 등 전통적
인 통제 메커니즘은 서비스인력의 교육과 훈련에는 부적합하
다. 그 주된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서비스의
생산과 인도에 있어 목표와 수단의 관계를 규정하기 어렵다.
둘째, 고객의 참여는 투입 불확실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므
로 고객의 행동을 통제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셋째, 고객
과 접촉하는 서비스인력이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에 대한 행
동지침을 사전에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식
화된 통제 메커니즘보다는 내부화된 목표나 의사결정 기준과
같은 공유된 가치를 통해 서비스인력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3) 서비스업 진출에 수반되는 위험관리
핵심제품사업에 치중하던 제조기업이 서비스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고 많은 위험이 수반된
다. 따라서 서비스화를 추구하는 제조기업들은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조기업의 서비스
화에 수반되는 위험은 다양하지만, 세 가지가 기본이다. 첫째
는 기업내부의 경영자원 관점에서 본 능력상의 위험이고,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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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객의 관점에서 본 시장위험, 셋째는 사업모델 관점에서
본 재무위험이다(Sawney, Balasubramanian, & Krisnan,
2004).
제조기업이 핵심제품관련 서비스분야로 진출함에 있어 제공
하는 서비스가 조직의 능력과 조직문화의 범주를 벗어나게 되
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능력상의 위험(capability risk)이
라고 한다. 예를 들어 카메라와 필름의 양적 생산과 유통에 길
들여진 전통적 조직문화와 역량을 가진 코닥이 온라인 사진인
화 등 새로운 서비스사업의 개념에 적응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
을 수반한다. 이 같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서비
스사업이 기반을 갖출 때까지 서비스부문을 제품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GM의 자회사 온스타
(OnStar)는 GM의 고객기반과 제조부문 전문성을 활용하지
만 조직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종업원의 80% 정도는 외부
에서 채용하여 GM과는 상당히 다른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있
다. 이때 주의를 요하는 것은 초기단계에서는 이 접근법이 필
요하나, 궁극적으로는 제조부문과 서비스부문이 상호 연계되어
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제조부문과 서비스부문의
상호 지렛대 효과가 상실되어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해진다.
서비스제공 능력이 부족할 때에는 파트너의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필요한 역량을 보유한 다른 기
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거나 기업을 인수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새로운 서비스개발을 아웃소싱하는 것도 능력상의 위험을 경감
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IBM의 예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직상의 대응 외에도 능력상의 위험을 보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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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제품과 프로세스 디자인을 새로운 사업환경에 적
합하게 재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제조기
업이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용이하게 만드는 제품 아키텍처와
조직프로세스를 채택할 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개발 프
로세스를 구조화하고 모듈화함으로써 미래에 다른 서비스 개발
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조기업의 서비스화에 수반되는 두 번째 위험은 시장위험이
다. 시장위험(market risk)이란, 제안된 서비스를 고객들이
채택하지 않거나 채택을 하더라도 최소효율규모에 도달하는 데
에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는 경
우를 뜻한다. 서비스화를 조직의 관점에서 보면 제품판매보다
서비스판매가 훨씬 더 어려운데, 이는 서비스에 내재된 기능과
효익이 제품보다 명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보면 서비
스판매를 전담하는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시장위험은 특히 검증된 추적자료 또는 브랜드이미지가 없는
서비스사업으로 확장할 때 높아진다.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는 이미 이미지기반이 구축된 서비스기업을 파트너로 삼거나
인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분야에서 명성이
부족한 경우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시험기간(test period)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 개발면에서 새로운 서비스는 미래 주도
적인 고객과 공동으로 디자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채택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서비스화에 수반되는 세 번째 위험은 재무위험이다. 재무위
험(financial risk)이란, 제공하는 서비스가 수익창출에는 기
여하지만 이익창출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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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부문의 마진이 종종 제품보다 박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노동
집약적인 서비스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때 기업들은 서비스를 비용-효과적으로 재생산하고 규모화하
기 위해 표준화된 규격으로 서비스를‘제품화’(productizing)
함으로써 재무위험을 경감하게 된다. 정보기술 컨설팅업체인

<표 Ⅴ-1>

서비스위험 경감 매트릭스
조직상의 전략 :
‘종사인력’

디자인 전략 :
‘서비스상품’

개발 전략 :
‘프로세스’

·개별로 양육
·서비스 디자인을 기 ·역량 부족을 채우기
능력상의
·서비스문화를 지닌 존의 제품플랫폼 위 위해 파트너를 활용
위험
기업들을 설립, 인 에 구축
·새로운 역량을 축적
(수행
수, 또는 파트너로 ·서비스 지원용 제품
능력
영입
아키텍처 디자인
점검)
·선도적 이용자 포함
·기존 고객에 초점
·명성 부족을 메우기 ·원 형 개 발 및 반 복
·판매인력훈련(서비 위해 파트너를 활용
개선
스 조기채택 성공스 ·시험기간을 설정
·고객특성에 따라 신
시장위험
토리)
·고객 채택위험을 축 중하게 청사진 마련
(발생
·판매인력훈련(투자 소(예: 절약에 보상)
가능성)
수익에 대한 개념)
·판매인력훈련(고객
의 기대 관리)
·파트너의 자산 이용 ·소규모 고객들을 위 ·고객의 경제적 가치
재무위험 ·기술 및 인터넷 이 해 서비스의 제품화 를 계량화하고 서비
용(고객 셀프서비스 도모
스 인도 비용과 비교
(이익
및 서비스자동화 장 ·안정적 수익을 얻기 ·엄격하고, 조기에 주
창출
려, 노동비용과 불 위해 연금지급모델 기적으로 경제적 가
방법)
편함 저감)
사용
치 분석을 수행
자료 : Sawhney, Balasubramanian, & Krisnan, 2004, p. 40 <표>를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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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트너(Gartner Inc.)가 컨설팅업무에서 획득한 지식을 산업
보고서로 발간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컨설팅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잠재고객들을 위한 것이
다. 지식이 제품형태로 체화되면 추가적인 숙련노동의 투입 없
이도 재생산이 가능해진다.
제조기업이 서비스화에 수반되는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소우
니·발라수브라마니안·크리스난(Sawney, Balasubramanian,
& Krisnan, 2004)은 세 가지 형태의 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
가 있다고 한다. 그 첫째는 조직 전략으로서 조직문화, 인적자
원, 조직디자인과 관련된 것이고, 둘째는 디자인 전략으로서
제공 서비스의 디자인 및 아키텍처에 관련된 것이며, 셋째는
개발 전략으로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개발 및 테스팅 프로세
스에 관한 것이다. 이들은 세 가지 위험과 세 가지 대응방안을
종합하여 서비스위험 경감 매트릭스를 제시한다(<표 Ⅴ-1> 참
조).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사실상 정부의 정책영역이라고 보기 어
려운 점이 많다. 이는 정책적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고 제조
기업이 기업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비스화가 새로운 수익
의 원천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서비스화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
서는 제조기업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제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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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줄 필요는 있다.

(1) 제조업의 사업영역에 대한 인식 전환
한국의 주력산업은 대부분이 제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제조업은 GDP의 28.0%, 종사자의
18.9% 점유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92.1%를 점유하고 성장기
여율은 48.5%에 달한다.23) 제조업 중 특히 자동차, 조선, 일
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정밀화학,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산업연구원이 설정한 11개 주력업종은
GDP 21.6%, 종사자 11.4%, 수출, 76.7%, 성장기여율
49.3%로서 제조업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을 주도한다.
이처럼 경제에서 차지하는 주력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에도 이러한 중요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품부문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물론
일부 업종에서 예외는 있지만 대체로 2004년을 기점으로 매출
액경상이익률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Ⅱ-2> 참조). 선
진국 제조기업들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현상을 경
험하고 제조기업의 수익기반 확충과 이익창출능력 제고에 힘쓰

23) 성장기여율은 전체 경제성장에 대한 각 경제활동별 기여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2006년의 경우 GDP 5.0% 성장을 100으로 보면 제조업이 48.5%만큼 기여했다는
뜻이다. 이를 성장기여도로 환산하여 보면, 전체 경제성장률 5.0% 중에서 제조업이
2.4% 포인트만큼 기여한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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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 대표적인 노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제조기업의 서
비스화이다. 즉, 핵심제품과 관련된 서비스시장으로 업무영역
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처럼 선진국 제조기업들은 서비스분야
로 진출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한국의 제조기업들은 서비스화에 대한 개
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한국의 제조기업들이 제조업의 본
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제조기업들은 아직까지 생산이 제조기업 활동의 전부
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제조업연구소(IfM, 2006)에서 주장하듯이 제조업의 업무영역
은 제품의 생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조활동에 관련된 가
치사슬의 모든 단계를 포괄하는 것이다. 즉, 연구개발, 디자인,
생산, 물류, 마케팅, 판매, 판매 후 서비스 등 제품의 생산과
사후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이 제조업의 사업영역에 해
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은 제조기업의 수많은 활동 중 하
나일 뿐 이것이 제조기업의 활동을 정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다. 생산이 제조기업의 주된 활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은 생
산활동을 전적으로 외주에 의존하는 나이키(Nike)를 보면 분
명해진다.
제조기업들이 성장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제품 생산프로세스의 효율을 높이는 것
과 IT·BT·NT 등 신기술개발과 기술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효율을 높이는 방식은 제조기업으로
서는 기본적인 과제이나, 그 효과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즉, 첨단제품 분야에서는 글로벌기업들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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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쟁이 치열하고, 중·저급제품 분야에서는 중국 등 후발국
들의 추격이 거세 우리에게 적합한 포지션을 정하기가 쉽지 않
다. 신기술의 개발 및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방
법은 성공 시 효과는 매우 크지만 추진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
다. 신기술개발에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사업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본 연구의 주제인 제조
업의 서비스화이다.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단순히 제조기업이 서비스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형태는
핵심 제품과 관련된 서비스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지만, 그 개
념은 제조업의 본질과 관계된다. 즉, 제조업의 영역은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활동을 포함하여 가
치사슬상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점차 기능적으로 통합되고 있고, 본질적
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다분히 인위적
이라는 점이다(Howells, 2001; IfM, 2006). 연구개발, 디자
인, 마케팅, 사후서비스 등 제조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의 상당
부분은 서비스기능이며, 그 과정에서 제조기능과 서비스기능이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한다. 제조업의 이러한 본질을 이해하면
제조기업이 핵심제품과 관련된 서비스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제조기업은 대체로 제품의 생산과 판매
에 국한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서 탈피하여 제조기업이 제품과 관련된 서비스시장으로 활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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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확대함으로써 수익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조
기업들이 인식을 전환하는 데에는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 무
엇보다도 제조기업들이 그들의 사업영역이 제품생산과 판매에
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서비스 활동까지 포괄한다는 점
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관한 연구
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조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제조기업들에게 제공
함으로써 제조기업들이 새로운 수익기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도 필요하다. 유감스럽게도 국내에서는 제
조업의 서비스화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는 없었다. 이러한 연
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어 제조기업들이 제조업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통계체계 정비
제조업의 서비스화 연구에서 가장 큰 애로는 필요한 통계가
없다는 점이다.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
은 상태에서 사실상 기업들이 서비스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별
도로 작성할 유인이 별로 없는 것이다.
서비스화에 대한 데이터는 기업회계기준과도 관련이 있다.
재무제표 작성 시 사업부문별 재무공시가 제도화되어 있는 경
우 손쉽게 서비스화 통계를 작성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
우에는 공식적인 통계작성이 불가능하다. 아직까지 사업부문별
재무공시를 강제하는 국가는 없고, 국제회계기준에서도 부문별
재무공시를 권고하는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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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부문별 재
무정보를 주석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5년 3월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법인은 2008년 3월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작성토록 하고, 사업부문별 재무정보를 공시할 것
을 규정하고 있다. 2006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자산 2조 원
이상인 법인은 약 100개 사인데, 이는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2,010사의 5%에 불과하다. 이러한 조치가 향후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추세를 파악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이를
통해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제조기업의 서비스화를 파악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기업의 조직구조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기
업들은 복합기업들로서 동일 기업 내에 여러 개의 사업부문을
두는 이른바 M-폼 구조(multi-divisional form structure)
가 일반적이지만(Williamson, 1981), 한국은 동일 기업 내에
독립된 사업부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사업부가 여러
개 있더라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이다. 특
히 제조기업이 서비스사업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거
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조기업이 서비스로 사업영역을 확
장하는 경우 대부분이 자회사를 설립 또는 인수하거나 서비스
기업에 지분투자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를 파악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 같은 현실에서 제조기업의 서비스화에 대한 통계를 작성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된다. 한 가지는 증권거래법에
서 규정하는 사업부문별 재무정보 공시대상 법인의 범위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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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회계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쨌든 장
기적으로는 사업부문별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제도화할 필요
는 있다.
다른 한 가지는 정부의 행정력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
하는 방안이다. 지식경제부 지식서비스과 또는 기획재정부 서
비스경제과에서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 계획에 따라 관련기업들로부터 매년 직접 서비스화 데이터
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이 방안은 제조기업의 서비스화에 관한
데이터를 단기간에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러나 이 방법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
업의 행정업무 부담을 높인다는 점이다. 또한 다양한 이유에서
기업이 서비스화 정보를 밝히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
다. 이럴 경우 기업을 도와줘야 할 정부가 기업을 오히려 부담
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통계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단순한 연구목
적에서뿐만 아니라 정책적 목적에서도 필요하다.

(3) 규제 및 제도 보완
제조기업이 서비스화를 추진하는 것은 제도적인 면에서도 어
려움이 많다. 이는 상당부분 서비스업이 규제산업이라는 특성
에서 비롯된다. 즉, 서비스업에는 진입규제가 많고 영업규제가

172 서비스화를 통한 국내 주력산업의 신성장전략

많다는 뜻이다. 특히 공공성을 강조하는 교육, 의료, 방송·통
신 등에서는 규제의 수위가 매우 높다. 한국의 경우 비즈니스
서비스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서비스분야에서 어
떤 형태로든 규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제조기업이 핵심제품과 연관된 서비스분야로 진출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국가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교육분야
는 경쟁제한과 폐쇄성으로 교육의 질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
이는 비단 초등·중등·고등학교나 대학을 포함하는 정규교육
분야뿐만이 아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보육에
도 문제가 많다. 민간부문이 94% 이상을 점하는 보육시장은
개인사업자만이 사업을 할 수 있고, 보육료도 지역별로 월 20
만~30만 원 수준에서 정해져 있다. 즉, 지나친 규제로 민간
보육시장은 대체로 시설이 영세하고 보육서비스의 질도 확보할
수 없다(김영평·최병선·신도철, 2006).
이 같은 문제는 의료서비스에서도 나타난다. 의료서비스에서
는 공공성이 필요 이상으로 강조되고 있고, 본질적으로 진입이
제한되고 있다. 의료서비스에서는 진입제한 외에 광고도 최근
일부 완화된 면이 있으나 여전히 규제되고 있고, 요양기관의
당연지정제도도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억제하는 요인
이다. 의료서비스에서의 이러한 진입제한 및 각종 규제들을 완
화하는 것이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안이
다(이주선, 2008). 의료시장 진입이 제한되면 예를 들어 의료
기기를 생산하는 제조기업이 의료서비스시장으로 진출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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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의 경우에는 규제와 제도가 서비스시장뿐만 아니
라 제품시장의 성장도 억제하는 요인이다. 정부가 발표한「2단
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의하면 방송·통신·콘텐츠 분야
의 추진과제로 세 가지를 들고 있다(기획재정부 외, 2008). 이
들은 방송소유규제 완화, 케이블TV 시장점유규제 완화, 유료
방송 규제 합리화 및 IPTV 활성화 추진이다. 방송·통신분야는
신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상용화되는 부문이기 때문에 규
제완화는 물론 시의적절하게 규제를 재정립해야 하는 분야이
다. 예를 들어 IPTV와 같은 신규서비스가 개발되었음에도 제
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는 상용화 지연은 물론 국제경쟁
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방송·통신 관련 서비스는
대부분이 IT 등 신기술의 응용 및 융합으로 창출되고, 이는 또
한 신제품의 개발과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제품과 서비
스 간에 원활한 교류가 중요한데, 제조기업의 서비스부문 진입
이 제한되면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는 이 외에도 많지만 그 핵심은 결국
진입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진입제한이 존재하는 한 제조기업
의 서비스업 진출은 활성화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진입제한
외에도 제조기업의 서비스화에 따른 리스, 렌탈 관련 법률, 소
비자 법률 등 보완해야 할 법과 제도도 많다. 또한 방송·통신
분야에서 보듯이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기존의 규제 및 제도가
재정립되어야 함에도 제도보완이 늦어져 오히려 사업 주도권을
외국으로 넘기는 경우도 많다. 정책적인 면에서 제조업과 서비
스업 간에 존재하는 차별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차별적 대우는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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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24)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되
었으나, 아직도 보완될 여지는 많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차
별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구분하는 정책
적 관행에도 기인한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 논의하였듯이 제
조업의 본질을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식하게 되면
이러한 관행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며, 이는 또한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활성화하는 요인이 되기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섬유,
전자 등 국내 주력산업의 수익성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자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주력제
조업이 향후에도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
요하다. 그러나 그 핵심은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성장능력
을 배양하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수단을 통해 주력
제조업을 고도화시킬 것인가이다. 2008년 3월 지식경제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의 정책수단으로 주
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신산업의 주력산업화, 서비스산업의 성
장동력화 등 세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한다(지식경제부, 2008).

24) 정부의‘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은 참여정부 시절 세 차례에 걸쳐 발표되었
으며(2006.12.12, 2007.7.30, 2007.12.10),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도‘서비스산
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세 차례 발표되었다(2008.4.28, 2008.9.18,
20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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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지원하는 인프라성 과제로는 R&D시스템 혁신과 중소기
업의 생산성 혁신을 제시한다. 이들 모두가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중요한 정책과제들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체계는 여전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별개
의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제조업
과 서비스업은 기능적으로 통합되어 있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분은 다분히 인위적이다(예 : OECD, 2000; IfM, 2006).
더욱이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제조기능과 서비스기능 간의 명
확한 구분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제조기업의 업무영역을 제품
의 생산과 판매에 한정시키는 것은 제조업의 본질을 정확히 이
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조기업이 서비스
분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물론
제품사업과 서비스사업은 사업방식이 크게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방식의 차이를 본질의 차이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본 연구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국내 주력제조업의
수익성을 보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서비스화를 모색한
것이다. 기업의 전략이나 정부의 정책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
도 많지만,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국내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성
장을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인 것만은 분명하다.
본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다. 이러한 어려
움은 본 연구의 한계로 드러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연구가설의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서비스화 정도가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다는 가설
은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지만 데이터로는 입증할
수가 없었다. 서비스화 정도가 임계치인 20~30% 수준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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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 성과로 이어진다는 최근의 연구(Fang, Palmatier, &
Steenkamp, 2008)에서 다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서비스화 정도가 평균 20% 미만이
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서비스화 전략이나 정부의 정책체계
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아쉽
다. 다만, 본 연구가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된 것으로서 제조업
의 서비스화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스스로 위안하고자 한다. 어쨌든 본 연구를 통해 주
력 제조기업 경영자들은 물론 정부 정책담당자들의 제조업에
대한 인식과 사고가 좀 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방향
으로 정립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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