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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업의 운영전략블 고찰한 과거 연구플의 대부분은 제조업플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 영쟁 

으로 많은 거엽뜰은 서비스 기엽의 운영진약의 수립에 있어서도 제조엽의 전략을 그대로 가껴디 

쓰는 우플 빔해 왔다 그러나 서비스는 제품파 병벡히 다른 특성윤 가지고 있으므로 이틀 고러한 

전략 수립이 펼요하다 서비스는 무형적이고 이칠적이며， 생산과 소비가 분리띈 수 없고 생산과 동 

시에 소멸원다는 특성을 가지며 이로 인해 제조업괴는 다른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특성블로 인해 반생하는 운영잭 이슈플을 정려하고 이들이 서비스 운영 선 

략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해 보도꽉 한다 

I 서 론 

산업의 딴전단계에 관해서쓴 여러 견해사 있으나 Bell(1973)은 인류의 사회 받진 단계틀 전기 

산업 사회， 산업 사회， 및 후기산입 사회의 3단계로 분듀한 바 있다 여기서 그는 후가산업 사회의 

가장 큰 특정으로 3차 산업인 서씨스 산업의 말달을 플었다 이치럼 경제가 선진화함에 따파 서비 

스 산업이 정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 

아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75년의 GDP의 43.6%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i 사운대학 iι 경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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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현재 GDP의 57.6%에 이르고 있다(한국은행 국민계정， 2007) 이와 함께， 경제 자유화에 

따라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의 경쟁 역시 국경을 뛰어 넘은 글로별한 경쟁의 양상을 띠게 되었 

다 그 결과 서비스 기업의 경쟁이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해 지면서， 서비스 기업의 운영전략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서비스 기업들은 서비스 운영전략을 수럽함에 있어 제조업의 

운영 전략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혹은 반대로 서비스 기업의 프로세스는 각기 너무나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Schmenner 

1986 ‘ Si!vestro et. a l., 1992) 

그러나 제조업과 다른 서비스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고려한 운영전략을 수립한다면 

이는 서비스 기엽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본 연구 

는 서비스의 특성에 대해 정리하고， 이것들을 통해 운영 전략 상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 서비스의 정의와 특성 

2 , 1 서비스의 정의 

과거， 기업의 운영전략， 혹은 생산전략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서비스 산엽의 운영전략 수립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서비스 운 

영전략을 수럽함에 앞서 먼저 서비스란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제조업과 구별되는 서비스 산엽 

의 고유한 특성은 무엇인지플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는 그 다양성으로 인해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Kot!er( 1988)는 서비스를 일방이 타인 

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활똥이나 혜택으로서 무형적이고 소유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Quinn et al.(1 987)은 산출붙이 물적인 제품이나 구조물이 아니고 생산되는 시점에서 소멸되고 

구애자에게 무형적인 형태의 가치를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 서비스라고 정 

의하였다 Berry (1 98이는 제품은 유형물， 고안울. 객관적 실체인 반면 서비스는 무형의 활동이 

나 노력이라고 한 바 있으며， Bessom (1 973)은 “자신이 수행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활동， 만족， 

그리고 혜택으로서 판매될 수 있는 것”으로 서비스를 정의하였고 Rathme! (1 966)은 서비스를 

“시장에서 판매되는 무형의 제품”이라고 정의하였다 

국내에서도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 졌다 이유재(1 999)는 서비스 

를 무형적 성격을 띠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고객과 서비스 종업원의 상호관계에서 발생하며， 고객 

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차길수(1 997)는 사람， 제품， 정보를 주 변환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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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산 공정 그 자체를 상품화 한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김성혁(1 991)은 서비스는 2자간 

(dydic) 의 상황에서 육체연， 정신면의 통합으로서 발휘되는 인간적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크게 두 가지 접근법으로 서비스의 정의를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서비스는 제공 

자가 상대방에 제공하는 행위 (act) 또는 수행 (performance) 이다 둘째， 서비스는 특정 장소와 

시간에 고객에게 일정한 가치 (value)를 창출하거나 편익 (benefit) 을 제공하는 경제적 활동이다 

(김연성 외 , 2002) 

2.2 서비스의 특성 

제품과 서비스의 주요한 차이는 제품은 “생산 되는” 반면， 서비스는 “수행된다’는 데 있다(이종 

관， 2000) 서비스 득성을 고찰한 과거 연구들은 서비스의 득성을 크게 무형성 (intangibility) , 

이질성 (heterogeneity) , 생산과 소비의 비분리성 (simultaneity ， inscparability) , 소멸성 

(perishability) 의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1) 무형 성 (intangibility) 

제품(goods)과 서비스를 구분 짓는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흔히 언급되는 것은 서비스 

가 무형이라는 것이다 모든 서비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서비스는 객관적인 형태를 띠거나 감지 

되지 못한다 서비스의 무형성 (intangibility)이란 서비스의 성체를 보거나 만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서비스는 유형적 요소(호텔의 방‘ 비행기 좌석， 주문한 음식)를 수반하지만， 

이는 서비스 프로세스플 구성하는 요소에 불과한 것으로 엄빌히 말해 서비스 그 자체는 아니다 

즉， 유형의 재화를 소유하고 이용함으로써 누라는 편익은 주로 물리적인 것인데 반해‘ 서비스의 편 

익은 수행 (performance) 의 성격에 따르게 된다 이처럼 서비스를 생산하고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유형적 요소가 사용되거나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서비스 그 자체는 형태가 없 

는 무형적인 것이다 

서비스의 이러한 무형적인 특성 때문에 재화(goods) 의 구입은 곧 그것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 

지만， 서비스를 구매한다고 해서 그것을 소유할 수는 없다 때문에 서비스 고객은 서비스에서 제공 

되는 유형적 요소를 소유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겨갈 수도 없다 

(2) 이질성 (heterogeneity)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이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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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terogenei ty) 을 띤다 서비스를 생산하고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변적인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뜰에 따라 서비스의 결과물이 다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같은 

서비스라도 그것을 제공하는 종업왼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아 

무리 같은 서비스륜 받아도 그것을 제공 받는 고객에 따라 저마다 서비스를 다르게 느낄 수도 있 

다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과 장소 등에 따라 서비스의 산출물이 영향을 받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질성으로 인해 서비스 경영은 제조엽의 경영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를 안게 

된다 즉， 서비스 퓨질에 대한 보증괴 판리， 서비스 생산과 전달의 표준화가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그 생산성이나 품질의 측정도 매우 까다롭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다 

(3)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비분리성 (simul tanei ty , inseparabili ty)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하는 동시성 (simultancity)을 가지고 있다 즉， 대부분 제 

품의 경우 일단 생산한 후 판매되고 나중에 소비되는 반면 서비스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동시에 고 

객에 의해 소비된다 예룹 들어， 자동차를 구입했다고 해서 이를 즉시 사용한 펼요는 없으나， 스포 

츠 관람이나 연극， 음악 공연 등은 서비스가 생산되는 그 장소 그 시점에서 즉시 소비된다 생산 

과 소비의 동시성은 생산과 소비의 비분리성 (inseparability)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는 고객 

이 없이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마하는 것으로， 고객이 서비스의 편익을 누 

리기 위해서는 서비스 현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은 서비스 품 

질 관리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특히 어립게 만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좀 더 깊이 논의 

하기로한다 

(4) 소별성 (pcrishability) 

판애되지 않은 세품은 재고로 보관해 둘 수 있는 반면， 서비스는 판얘되지 못한 경우 사라지고 

만다 또한 제품은 생산된 곳으로부터 다은 곳으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서비스는 다른 곳으로 이 

동할 수도 없다 이러한 서비스의 소별성 (perishability) 역시 서비스산업의 운영적 이슈룹 야기 

한다 

m 서비스 운영전략 

앞장에서 고창한 서비스의 주요한 특성들로 인해 1 재조업파 다른 서비스 산업의 운영적 이슈뜰 

이 발생한다 서비스 기업들은 운영진략플 수립함에 있어 다용과 같은 사항플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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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비스 재고의 불가능 

서비스 운영상에서 가장 큰 이슈는 서비스를 재고로 쌓아 두기 어렵다는 점이다 서비스는 무형 

이며 (intangible) , 생산과 동시에 소멸되어 버리기 (perishable) 때문에 재고로 처장하는 것이 불 

가능하다(Sasser ， 1976: Bateson , 1977: Berry , 1980: Langeard et a l. 1981: Karmarkar 

and Pitbladdo , 1995) 게다가，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simul taneous) , 

고객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생산해 두논 것이 불가능하다(Sampson ， 2001) 고객이 없이 셔비스 

가 제공된다는 것은 완전한 낭비일 뿐이다 

스키복과 같이 계젤에 따라 수요의 변동이 매우 큰 제품이 있는 것과 같이， 서비스 중에도 계절 

이나 요일 시간에 따라 수요가 급변하는 서비스가 있다 스키장이나 해수욕장은 계정에 따라 수요 

가 급변하는 서비스의 대표적인 예이며， 종교단체나 놈이동산 등은 요일에 큰 영향을 받는 서비스 

이다 식당과 같은 서비스업은 식사시간에 수요가 몰리는 서비스의 예라 한 수 있다 제조업의 경 

우， 적철한 재고를 비죽해 둠으로써 계절 등의 요소애 따라 수요가 폭발직으로 증가하더라도 이에 

대응할 수 있고， 반대로 수요가 생산능력 (capacity)보다 낮은 경우 미래 수요틀 대비해 미 <'.1 생산 

해 두어 바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제조업에서는 어느 정도의 재고 비용만 감수한다면 재고뜰 

통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반띤， 서비스논 재고로 시장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윤 달성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어엽다 서비스의 재고 불 

가능 때분에 과잉 생산능력으로 인한 손실과 생산능역 부족으로 인한 판깨기회의 상실이라는 문제 

가 발생한다 서비스 수요보다 서비스 공급능력(대부분의 경우 인력)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 

초과되는 서비스 공급능력은 고스란히 과잉 생산능역 보유로 인한 손실이 된다 왜냐하면 냥는 서 

비스 인력이나 생산능력을 추후 수요가 증가할 때플 대비하여 재고로 비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서비스 공급능력보다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룹 제공반기 위한 고객 

의 대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고객이 대기가 지나지게 섣다고 판단한 경우 서비스판 받는 깃윤 

포기히거나 다른 대얀윤 선택하게 되고， 시비스 기업은 판매기회틀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 

서 고객의 대기 혹은 대기 시간이 aiting time) 을 고객재고(Cllstomcr inventory)"라 표현하기 

도 하며， 이러한 고객재고는 유지비용(holding cos t)이 매우 높고， 전동적인 제조업의 재고보다 

훤씬 더 시간에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Garnett et. a l., 2002) 재조업의 재고유지비용은 원 단 

위로 계산되지만， 서비스 고객재고는 분 또는 시간 단위로 측정된다(Sampson and Froehlc , 

2006) 이처럼， 서비스에서는 시간이 증요한 요소이고 상당수 서비스에서는 대기시간이 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 핵섞요소가 되기 때문에 (Lovelock and L. Wright , 2002) 서비스를 재고로 보 

관할 수 없는 것은 기업틀에게 매우 중대한 제약이 원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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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재고 불가능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수요 측연에서의 수요 

와 공급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기업은 예약과 같은 방법으로 수 

요를 관리할 수 있다 “고객재고”를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의 대기의 형태뿐 아니라 예약 

(reservation)의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서비스 사이트에서의 대기는 시간에 매우 민감하지만， 

예약을 미리 받아두면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에서 고객이 직접 대기하지 않고도 재고의 형태로 고 

객을 보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요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 져 수요의 변동에 대응할 수 있게 된 

다 식당이나 항공 등 많은 서비스업에서는 이러한 예약제를 활용하여 그 수요를 예측하여 수요 불 

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둘째， 적절한 가격정책을 

통해 비수기와 성수기 간의 수요 변동성을 줄이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항공업계나 호 

텔업계의 경우 수요가 적은 비수기나 주중에는 요금 할인을 통해 판매를 촉진하고， 성수기나 주말 

에는 더 높은 할증 요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많은 식당에서는 점심시간에 미리 정해진 메뉴로 구성 

된 정심세트를 판매하는데， 이것도 가격정책을 통한 수요 관리의 하나이다. 한정된 메뉴， 혹은 미 

리 정해진 메뉴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수요가 몰리는 점심시간의 고객이 정심세트를 선택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불확실한 수요에 대비해 모든 종류의 식재료를 대량으로 구 

비해 둘 필요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적은 종류의 메뉴를 대량으로 조리하기 때문에 서비스 효율성 

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공급측면에서 서비스 기업은 공급능력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조화를 꾀할 수 

았다 구체적으로 수요에 따라 생산계획을 변동하고 입시 직왼 등의 채용을 통해 평소의 공급능력 

을 초과하는 수요에 대비할 수 있다 또한， 유휴시설이나 장비의 새로운 용도를 개척하며， 종업원 

교육을 통하여 여러 가지 직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도 방안이 띨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스키장들은 여름에 슬로프를 골프장으로 활용하여 고객을 유치함으로써 비수기에도 일 

정 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서비스의 재고 불가능성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서비스 재고 (service 

inventory)"의 개엽이 연구되기도 하였다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페티를 미리 구워 둔다거나， 

햄버거 완제품을 미리 만들어 둠으로써 고객의 주문이 들어옹과 동시에 전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과 같이 보조 재화를 재고화 함으로써 서비스 주문 전에 미리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하고 

있다 이처럼 보조 재화의 재고화에 대한 서비스 재고 이론은 서비스 재고 관리와 제조업의 재고 

관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견해이다(Metter et. a! .. 2003) 

서비스 재고에 대한 또 다른 연구로. Chopra (2005)는 위와 같은 보조재화의 재고화안을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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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재고로 보는 견해는 “재고는 고객을 기다리는 완제품”이라고 보는 매우 좁은 의미의 정의라고 

비판하면서 서비스 재고는 이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작업( work)을 저장하는 방법”을 포함하며. 

“고객의 도착 이전에 완료되는 모든 프로세스 단계”를 서비스 재고로 정의하였다 Marriott 호텔 

은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해 두었다가 고객이 예약을 하면 이진 기록을 확인하 

여 고객이 선호하는 서비스(예를 들연 침구의 종류)를 객실에 마리 배치해 두는 “At your 

service 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장된 고객 정보가 서비스 재고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컨설팅 업체의 경우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구성원 및 프로젝트 proposal을 작성하 

고 있는 컨설턴트를 세외한 잉여 인력은 industry study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proposal의 작성 

및 프로젝트 수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 재고 구축을 통해 서비스 품질 

과 스피드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Chopra. 2005) 

서비스 기업은 서비스의 무형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운영 전략을 수립할 때에 위와 같은 전략으 

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낭비와 판매기회 상실에 대비할 수 있다 

3.2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에 고객이 잠여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의 비분리성(inseparability. simultaneity)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 

만 대부분의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에는 고객이 참여하게 된다 이는 서비스 조직에 의해 조성된 무 

대에서 고객과 종업왼이 상호작용을 통해 역할 수행을 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왼석희， 

1997) 고객은 서비스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받고 있는 서비스에 영향을 띠친다 즉， 고객은 물 

리적. 정신적 투입을 통하여 서비스 생산에 참여한다(Cermark et. a l.. 1994; Silpakit and 

Fisk. 1985) 이런 점에서 고객은 공동생산자이며 부분 종업원 (partial employee)이라 할 수 

있다(Lovelock and Young 1979; yen 2004) 

고객참여는 고객접촉(customer contact)과 혼동되기 쉬운데， 고객 접촉은 단순히 서비스 접점 

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이 접촉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반연， 고객참여는 서비스 프로세스에서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서비스에 영향을 마치는 것 까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고객접촉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고객 참여가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다 예를 들어， 버스 운행이나 호텔 숙박과 같은 서비스는 고객 접촉시간은 매우 긴 반면， 고객참 

여도는낮은편에 속한다 

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고객 참여 (customer involvement. customer participation) 문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서비스 프로세스에서의 고객 참여도 정도와 서비스 

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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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고객 참여도 수준과 서비스 

고객참여도 

낮음 중간 높음 

특정 
서비스 전달에 고객의 서비스 생산에 적절한 고객 고객은 서비스의 공동 

존재가필요 투입이 필요(정보， 물질) 생산자 

서비스종류 표준화된 서비스 표준서비스를 고객화 고객화된 서비스 

특정 고객의 구입과 
고객의 구입 

고객의 구입 및 

무관 적극적 참여 
서비스 제공의 조건 

버스 운행 이발 
결혼상담 

호텔숙박 정기 신체검사 

영화상영 고급 레스토랑 
개인 교습 

전염병 관리 외주 광고제작 
경영 컨설팅 

사례 

(출처 Lovelock and Wright. 2002) 

서비스에 고객이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운영적 이슈로는 세가지가 있는데 첫째， 고객과의 상호 

작용 (i nteraction) 관리와 둘째， 시간 차원 경쟁의 중요성과 셋째， 불리적 설비 디자인의 중요성 

을들수있다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고객이 참여함으로써 서비스 기엽에게는 고객과의 상호작용 관랴가 매우 

중요하다 고객은 서비스 프로세스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받고 있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데 만약 서비스 제공자가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용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서비스 생산에 대한 고객의 잠여와， 그 고객 참여에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 

고객 참여에 대한 종업원의 효과적인 대응은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른 모두 포함한다 

즉， 고객의 요구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반응뿐 아니라 얻마나 친철하게 대응 하였는가 등의 주 

관적인 요소도 포항하고 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을 때에， 미용사에게 왼하는 헤어스타일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왼하던 머리 모양이 나오지 않는 경험을 누구나 한번쯤은 해 보았 

을 것이다 반대로‘ 왼하는 머리 모양이 나왔다 하더라도 미용사의 응대가 퉁병스러운 경우도 있을 

것이다 두 경우 모두1 고객은 서비스 품질이 낮다고 인식하게 된다 이처럼 서비스 생산에서의 고 

객과 종엽왼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의사소통 

(communication)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서비스에 고객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시간차원의 경쟁이 중요한 전략적 선택의 요소가 된 

다 암서 재고 불가능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받생했을 때 고객은 대기를 하게 된다고 

섣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아니어도 즉 수요와 공급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 고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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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위해 대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서비스의 비분리성 때문에 고객은 서비스플 

제공받기 위해 적어도 고객 참여가 필요한 시간만큼은 서비스에 투입해야 한다 제조엽의 경우 언 

세든 질 좋은 제품을 바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서비스는 생산되는 시간만큼 기다려야 질 좋 

은 서비스플 받을 수 있다 고객은 때에 따라 오래 걸리더라도 품칠이 높고 고객화된 서비스룹 받 

기를 왼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품질은 조금 낮더라도‘ 혹은 덜 고객화된 서비스라도 빨바 제공받기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혹은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연 빠른 시간에 즉， 고객 자신의 투 

입을 최소화하고도 전달받을 수 있는 서비스플 선택한 것이다 이처럼， 서비스업에서는 “시간”의 

요소가 고객의 주문을 획득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셋째， 고객이 서비스 프로세스의 일부분으로 잠여하여 서비스 프로세스 내에 ”존재” 내지는 “머둡 

기” 때문에 외형적인 설비 디자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것 역시 전통적인 제조업에서는 나타 

나지 않는 특정이다 예른 틀어 덤고 지저분하며， 시끄러운 공장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랴 하더바도 

고객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고객은 결파불인 자동차의 품질과 외형에만 관심음 갓는다 반대 

로 고객이 생산현장에 참여하띤 공장에서는 거의 편요 없었던 서비스 시섣의 불리적 환경이 매우 

중요해 진다 고객은 서비스 현장에서 서비스를 경험하게 된다 실내장식이나 배치， 소음 등의 단 

랴직 설비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인식에 영향을 준다 또한 서비스 설비 내에 존재하는 고객이 

생산 프로세스의 왼환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고객의 존재플 고려하여 방해가 최소 

화되도폭 생산과정을 디자인 하여야 한다 

3.3 품질 측정의 어려움 

서비스의 무형성과 이질싱으로 인해 서비스의 품질음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자 

동자나 세탁기 같은 재화는 빙한하고 객관직인 품질병서1를 수언하고 이에 따라 품진플 측정하고 

평사 관려하는 것이 가능한 반띤， 무형인 서비스 제품은 품질 측정과 평가가 매우 어렵다 렌\:! 

아니라， 서비스의 이진성으로 인해 똑 같은 서비스릎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제공받는 소비자에 따 

라 주관적으보 느끼는 품칠의 수준이 다판 수 있고， 반대료 갇온 고객이파 해도 서비스찬 제공하는 

종업원에 따라， 또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품칠 수준블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서비스의 

품짐을 정의하고 평가 하는데 어버움이 된다 

이러한 서비스 품침의 정의와 평가의 어려움 때문에， 서비스 품짙어) 대한 연구가 할발히 이푸어 

셨으며， 그에 따른 서비스 품짚의 정의도 다양하게 촌재한다 Gronroos (1982) 에 의하면 서비스 

품질은 기술적 품질 (technical quality) 과 과정적 품질 (functional quality) 의 합이라고 하였 

다 1984년 연구에서 그는 서비스 품칠윤 소비자에 의해서 F관적으모 인식되는 품질이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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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인식된 서비스 품질이라고 정의하였다. Smith와 Houston (982)에 의하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여부는 소비자의 기대 정도에 달려 있으며. 또한 만족은 제공된 서비스를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좌우된다고 주장하였다 서비스 품질에 대한 다양한 정의 중 가장 폭넓게 지지를 얻고 

있는 Parasuraman외 (985)는 서비스 품질을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와 지각사이의 볼일 

치 정도와 그 방향으로 정의함으로써， 서비스를 받기 전에 소비자의 기대치보다 설제적으로 서비 

스를 받은 후에 소비자가 느끼는 지각치가 높으연 서비스 품질은 높게 평가된다고 보았다 또 지각 

된 서비스 품질을 ‘특정 서비스의 전반적 탁월성이나 우월성에 관한 소비자의 판단으로 객관적 품 

질과는 다른 태도의 한 형태’로 정의하였다 종합하연， 서비스 품질은 서비스의 결과뿐 아니라 서 

비스가 제공되는 과정까지 모두 고려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이유재와 라선아. 2006) 

이처럼， 서비스는 결과와 과정을 오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품질 측정에 있어서 고객 

의 주관적인 평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또한 주관적 평가의 객관화에도 한계가 있다 이는 서비 

스의 개선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제조업에서는 통계적 공정관리를 기반으로 하여 프로 

세스를 관리하고 개선 전후의 성과 측정 지표 등이 정형화 되어 있으나， 서비스 조직에서는 통계적 

인 관리를 위한 데이터 측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어렵다 예를 들어 제품의 품질이 규격에 

맞는지의 여부는 치수나 중량. 강도 등을 테스트하여 분석할 수 있지만 서비스 직원의 친절도， 컨 

설팅 결과에 대한 품질 등은 객관적인 지표를 갖고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다 정량화하 

기 어려운 것은 품질관리가 어렵고 혁신방법론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비스업의 특성에 알맞은 개선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는데， 제조엽의 품질 

개선은 품질 특성치의 변동 결점， 품칠 실패비용을 줄이는 것을 주요 개선 목표로 삼지만(안병진 

등， 2004) , 서비스 산업의 품질 개선 활동은 비제조 부문의 핵심적인 지표인 정확도와 사이클타 

임， 비용 그리고 고객만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박성현 등， 2005) 

3.4 서비스의 customlzatlon 요구가 높음 

고객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윈하는 때에， 그리고 원하는 장소에서 받기를 원한다 유 

형별로 차이는 있으나， 고객이 서비스 생산에 관여함으로써 개별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 

지게 된다 앞서 논한 상호작용의 중요성과는 별개로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의 요구를 완전히 이해 

하였고， 또 그것을 제공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객의 요구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은 때때로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서비스는 대체로 제조업에 비해 인적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과정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플 고객화 

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높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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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정보기술(lT)의 발달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업에서의 정보기술 활용을 

예로 틀연， 과거 은행의 ATM기는 단순한 입출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창구직원을 완 

전히 대채하지는 못 하였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보험 상품을 직접 설계하 

고 가입함으로써 보험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도 보험 가입을 하는 것까지 가능해지고 있다 즉， 과 

거에는 정보기술이 단순한 작업만을 대체하였으나， 이재는 고객화 작업까지 서비스 제공자를 통하 

지 않고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 진 것이다 서비스의 성격상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이 분리되어서 

도 서비스 생산이 가능한 mental stimulus processing 유형 (Lovelock and Wright. 2002) 의 

경우에 IT의 발달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다수를 대상으로 한 교육(예 교육방송， 

학원 강의)의 경우.lT를 활용하여 고객은 자신이 왼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 

에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서비스 특성과 이로 인한 서비스 운영상의 이슈틀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 서비스 특성과 운영상 시사점 

내용 운영적 이슈 

무형성 
객관적인 형태를 띠거나 감지 서비스 재고의 불가능 

되지 못합 •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달성하기 어려움 

이질성 
서비스 제공자나 고객 등의 요 품질측정의 어려움 

소에 따라 서비스가 달라짐 • 개선활동이 어려움 

비분리성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남 
제공 프로세스에 고객 참여→ 고객과의 ínteractíon 
관리가 중요， 시간 차왼의 경쟁이 중요 

소멸성 생산과 동시에 사라짐 서비스 재고의 불가능 

N. 결 론 

지금까지 서비스의 특성인 무형성과 이칠성 1 비분리성 소멸성을 살펴보고 이것들이 서비스 운 

영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서비스는 무형성과 소열성， 그리고 비분리성의 특성을 가지 

기 때문에 제품과 달리 미리 생산하여 재고로 쌓아두기 어렵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을 조화하는 데 

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서비스의 비분리성으로 인해 서비스 생산에 고객이 참여하게 되며 이는 고 

객과의 lnteraction과 시간 차원의 경쟁을 중요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는 제품에 비해 풍 

질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 특성에 알맞은 개선 활동이 필요하다 마 

지막으로， 서비스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고객화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IT를 활용하여 큰 비용증가 없이 고객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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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갇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서비스 기업의 운영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서비스 기업의 효과적인 

생산력과 고객만족 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한 경쟁력의 제고가 가능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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