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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서비스 산업은 선진국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과 고용 창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학자들은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비스 혁신에 대해 이

론연구와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통해 서비스 혁신은 기존의 제조

업 혁신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였다. 그 중 두드러지는 것은 

먼저 새로운 서비스 상품을 출시 함에 있어서 기존 경쟁사들의 모방이 쉬우며

 신상품의 특허비율이나 보호 제도가 제조업에 비해 열악한 것과 서비스 산업

 별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기 힘들며 각 산업별로 혁신의 유형과 양상이 상이

하다는 것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지식기반경제(Knowled-based econom

y)가 도래함에 따라 서비스 혁신을 지식기반경제 관점에서 바라봐야할 필요

성이 증가하였다. OECD는 지식기반경제를 지식을 생산의 핵심요소로 삼고 

이러한 지식과 정보의 창출, 분배 및 활용에 기반을 둔 경제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높

은 고정비용과 낮은 한계 비용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산업이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이며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은 각 나라, 기관마다 다

양하나 OECD(2001) 기준에 따르면 크게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 및 방송

업, 전문 및 과학 서비스업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금융 

및 보험업에 맞추어서 혁신을 연구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금융 서비스는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실행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해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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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또한 촉진된 기술혁신을 금융 서비스 제공 주체가 다시 사용해 자원 

배분을 원활하게 하는 선 순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금융서비스는 이러한 지식

의 확대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므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해 본 연구에서 지식

기반서비스산업 중에서 선정하게 되었다. 

금융 및 보험업의 서비스 혁신을 분석하기 위하여 STEPI에서 2012년 수

행한 기술혁신조사(서비스업)을 사용하였다. 기술혁신조사는 혁신 유형을 서

비스 상품 혁신, 프로세스 혁신, 조직 혁신, 마케팅 혁신으로 나누어 설문조사

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연구에서도 이러한 유형을 사용하여 각 혁신이 혁신 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

우에 비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 비해 마케팅 혁신이 혁신 성과에 많은 영향을 

보였고 그 중에서도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가 다른 산업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금융 및 보험업이 규제 때문에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환경이

 제한되는 것과 고객접촉이 다른 산업에 비해 자주 일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 및 보험업의 서비스 상품 혁신에 있어서 새로운 상품 혁신보다는 

개선된 상품 혁신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금융 및

 보험업은 마케팅 혁신과 서비스 상품 혁신이 혁신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끼

쳤으며 이는 어느 한 혁신에 대한 집중 보다는 통합적인 혁신 전략이 필요함

을 나타내었다. 

 

주요어: 서비스 혁신, 지식기반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의 서비스 혁신 

학  번 : 2014-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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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서비스업은 각국 경제에서 고용과 성장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 선진 경제에서는 서비스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을

 보이고 있다(Ostrom et al., 2010).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업은 2012년 기

준 전체 GDP 대비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은 약 70%를 차지하고 있

다(OECD, 2014). 또한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가 확산

됨에 따라 서비스 부문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김기완, 2010). 하지

만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조업의 45%에 그치며 이는 OECD 평균

인 86% 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값이다(OECD, 2014). 이는 제조업 주도

로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고급 인력 및 자본이 제조업으로 몰렸으며(OEC

D, 2014) 제조업이 생산성을 높이며 발전해온 것과 달리 서비스업은 고용을 

늘림으로써 성장했기 때문으로(McKinsey, 2013) 보인다. 또한 기업의 R&D

 투자에 있어서도 서비스업의 비중은 OECD 평균인 38% 보다 훨씬 낮은 

9%(2011년 기준)을 보이고 있다(OECD, 2014). 선진국으로 갈수록 서비스 

부문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2000년대 후반부터 서비스업의

 육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혁신 연구도 같이 진행되었다(김기완, 2010; 강영모, 2013; 김주훈, 2007; 

이상규, 2008 등). 하지만 아직 서비스 생산성은 OECD 국가들 대비 저조한 

수준이며 서비스 혁신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서비스 혁신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 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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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먼저 서비스 혁신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서비스 혁신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서비스 혁신의 

특성(Love et al., 2011 ; Santamaria et al., 2012 ; Therrien et al., 201

1), 서비스 혁신에 대한 개념(Hertog and Bilderbeek, 1998 ; Johne and S

torey, 1998 ; Drejer, 2002 ; Nahlinder, 2002), 서비스 혁신 패턴(Trigo 

and Vence, 2012) 등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수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두드러진 서비스 혁신의 특징으로는 기존 제조업 혁신과 구분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다른 특성을 가짐을 통해 혁신 활동에 있어

서도 다른 모습을 보인다(Pilat, 2001). 다른 특성이란 서비스업은 모방이 쉽

고 서비스/제품 그 자체 보다는 인적 자원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며(Atuahene

-gima, 1996)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다르게 산업 간 구분이 불명확해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Chesbrough and Spoherer, 2006) 이야기한

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 회사들은 혁신에 적은 부분을 투자하고 많은 연구개

발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며(Brouwer, 1995; Ebling, 1997) 서비

스업과 제조업의 혁신은 보호하는 방법, 혁신의 주체, 혁신주기 등에 있어서

도 차이를 가진다(Howells, 2000). 그는 혁신 보호 정도가 제조업은 특허에 

의해 강하지만 서비스업은 저작권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하며 기술지향성이 

제조업은 과학 및 기술에서 나오지만 서비스업은 고객중심적이라는 것을 나타

내었다. 혁신 자본의 측면에서도 둘은 차이를 가지는데 서비스업은 고개의 데

이터를 관리하고 유지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 혁신 자본이 증가하는데 비하

여 제조업은 생산기계기술 혁신 자본이 증가하는 것을 보인다(Mile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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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의 경우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대기업 주도로 혁신이 

이루어지고 제조업의 경우에는 전문기술에만 집중하는 ‘hollow firm’와 같

은 기업 형태에 따라 혁신이 이루어진다는 차이점이 있다(Miles, 1995). 이

처럼 서비스 혁신은 제조업 혁신과 다른 특징들을 가지며 기존 혁신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 혁신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지식기반경제(K

nowledge-based economy)이다. 기존 산업혁명 시절에서 지식기반경제시대

가 다가옴에 따라 21세기 경제발전을 이끌 핵심산업으로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이 부각되고 있다(장선미, 2010).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은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생산성뿐 만이 아니라 혁신역량까지 높이는 특성을 나타낸다(김주훈, 

2007). 이처럼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먼저 지식기반경제라는 용어를 살펴보면 지

식이 경제성장에 있어서 핵심요소이며 기존에 중요한 자원이었던 자원, 토지,

 노동자의 역할에 더해 그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OE

CD, 1996). 이를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OECD는 지식기반경제는 지식과 정

보의 창출, 분배, 활용에 초점을 두고 이를 통해 첨단기술발전으로 경제성장

을 이끄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토지기반경제에서 출발하여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기계-자본기반경제를 거쳐 지식기반경제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

면서 발전한다고 하였다(Ketih Drake, 1997). 본격적으로 OECD는 2001년

에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범위로 우편·통신업,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부

동산업제외)를 ISIC Rev.3 기준 분류,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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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혁신 연구를 하기 위하여 ISIC Rev.3 분류 체계를 

이용하였으며 그 분류체계 중 금융, 보험업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그 이유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에서도 금융, 보험업에 관한 경계는 다른 서

비스업에 비해 명확하며 전문공급자형이기 때문이다(Pavitt, 1984). 또한 우

리나라의 서비스 산업 내에서 금융, 보험 서비스 산업의 성장률은 전체 서비

스 산업의 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전체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홍재근, 2010).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금융, 보험 분야 서비스업에 맞추어서 어떤 서비스 혁

신이 이 산업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지식기반서비스업 분류와 비교를 통해 금융, 보험 산업의 특성을 이론

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어떤 혁신이 성과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조업 혁신과의 비교는 논의의 범위가 너무 넓어질 

수가 있고 기존 연구가 충분하기 때문에(김기완, 2010 등) 논의 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하여 과학 기술정책 연구원(STEPI)의 기술혁신조사

(KIS) 서비스업 분야 2012년도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 보험업 기업들에 대

한 서비스 유형을 분석하였다. 전체 응답한 기업의 표본은 4018개이고 금융,

 보험사는 199개 이지만 종업원 수 응답에 모름, 무응답으로 대답한 몇 개 

회사를 제외하여 총 3806개 전체 회사와 184 개의 금융, 보험사들을 분석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앞서 조사한 논문들을 통해 신상품, 서비스 개발과 같은 

상품 혁신과 고객들을 관리하고 영업을 확장하는 마케팅 혁신을 비교하여 금

융, 보험사들이 어떠한 혁신 유형을 가지는지 분석하였고 이를 다시 OEC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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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기반서비스 분류에 따라 이 서비스업을 나누어 어떠한 혁신에 초점을 맞

추어야 되는지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기술혁신조사표를 이용

하여 이미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하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그 논의와 범

위가 다소 한정되어있고 변수들이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는 그 동안 실시 되었던 혁신조사들에 비해 가장 광범위하고 높은 참여도를 

보였기 때문에 신뢰도의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판단하여 활용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2장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를 다룬 논문들

과 지식기반서비스 및 금융, 보험업에서 서비스 혁신의 특성을 다룬 논문들을

 통해 연구 방향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후 3장에서 앞서 

논의한 개념을 이어서 본 연구의 연구 모형과 방향을 제시하고 제시한 연구 

모형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과 데이터 분석을 시행한다. 4장에서는 앞 장에서 

시행한 분석결과에 대하여 토의를 하며 마지막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과 

결론, 한계점에 대해 서술한다. 

 

 

 

 

 

 

 

 



6 

 

2. 기존연구 

 

2.1 서비스 혁신의 개념과 유형 

 

서비스 혁신은 기업에게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이다(Durst, 2015).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가 들과 정책 결정자들은 서비

스 혁신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Gronroos, 2007; Miles, 200

5; Tipu, 2011) 앞서 서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서비스는 무형이고 지식의 상

품이기 때문에 제품 기반의 혁신 정의와는 구분되어서 개념화되어야 한다(Du

rst, 2015).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이러한 서비스에 관한 선행 연구 및 서비

스 혁신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알아보고 구체적인 논의 방향을 정해보고자 

한다.  

 먼저 서비스는 무형의 상품과 프로세스 이 둘의 특징을 함께 고려해야 한

다(Gronroos, 2007). 서비스 개념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erry, 1980; Gronroos, 1990; Zeithaml and Bitner, 1996; Sasser et a

l., 1978) 서비스는 그 자체가 매우 애매모호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Hill, 1977) 많은 연구자들은 서비스를 유형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다. 

Thomas(1978)은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 주체에 따라 장비 기반 서비스와 사

람 기반 서비스로 분류하였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Lovelock(1983)은 

서비스의 대상, 활동 특성을 기준으로 서비스가 어떤 대상에 영향을 미치느냐

로 유형화하였다. 즉 서비스의 대상이 사람의 신체에 적용되는 경우,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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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인 감성에 적용되는 경우, 아니면 사람이 아닌 유형재에 적용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사람이 아닌 무형재에 적용되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또한 대표적

인 서비스 유형 분석으로 Riddle(1986)는 산업활동의 관점에서 비즈니스 서

비스, 교역 서비스, 하부구조 서비스, 개인 서비스, 공공 서비스로 분류하였다.

 특히 Chase(1977)의 경우 서비스를 고객의 접촉, 고객의 시스템 내 얼마나

 머무느냐에 따라 서비스를 순수 서비스, 혼합 서비스, 준제조업 서비스, 제조

업 서비스로 나누었다. 이러한 서비스 유형에 관한 연구는 서비스를 제조업과

 구분되어서 이해되기 위해서 계속 되어왔다. 표1에 그 사항을 나타내었다. 

 

[표 1] 기존` 서비스 유형 연구 논문 

서비스 유형 해당 산업군 

순수 서비스 

(PURE SERVICE) 

헬스 클럽, 대중 교통, 학교, 식당,  

개인적인 서비스들 

혼합 서비스 

(MIXED SERVICE) 

은행(지점), 컴퓨터 회사, 부동산, 우체국, 

장례지원회사 

준-제조업 

(QUASIMANUFACTURING) 
은행(본사), 정부 행정기관, 도매업 

제조업 

(MANUFACTURING) 
공장, 식품 생산, 화학 공장 등 

                                                       (Chase,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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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혁신의 경우Miles(2008)은 R&D와 관련된 기술적인 진보와 혁신의

 집중화 같은 기존의 제조업 혁신은 서비스 혁신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Hertog(2000)은 지식 기반 경제에서의 서비스 혁신에 

대해 4가지 유형으로 분석하였고 Toivonen and Tuominen(2009)는 서비스

 혁신을 협력도와 형식화 정도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연

구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아래의 서비스 혁신 연구들에 대해서 표2

에 저자, 년도, 연구 목적, 연구 결과를 정리하였다(Durst, 2015). 

 

[표 2] 기존 서비스 혁신 유형 연구 논문 

저자 년도 연구 목적 연구 결과 

SONG AND DI 

BENEDETTO 

2009 새로운 서비스 단계

의 혁신 모형에 대한 

실증 분석과 발전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자

가 전통적인 새 서비스 개

발 단계를 따르고 준비단계

에서 SERVQUAL을 따를 

때 성과가 극대화 

ABREU 

GRINEVICH, 

KITSON AND 

SAVONA 

2010 서비스 혁신 분석과 

그것의 측정 

지속성, 정확성, 비교성, 

집합의 편의성에 따라 혁신 

유형 구분 

KO AND LU 2010 통합된 서비스에서 

회사의 혁신 경쟁력을 

분석하고 중요 혁신 경

쟁력 요인 도출 

특정 산업적, 제품 관련

적, 시장 관련적, 기술 관

련적, 조직 관련적에 따라 

경쟁력 분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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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JEDDINI 2011 외식 산업에서 혁신

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영향 연구 

실행 효과와 비용 효율성

에서 혁신은 유의미한 영향

을 보임 

  

AAS AND 

 PEDERSEN 

2011 서비스 혁신에 집중

하는 회사와 그렇지 않

은 회사의 성과비교 

서비스 혁신에 집중한 회

사가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월등히 좋은 성과를 보임 

DEN HERTOG, 

 GALLOUJ AND 

 SEGERS 

2011 독일 병원 산업 분석

을 통해 기술과 조직적

인 측면에서 혁신분석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

은 조직화, 관리, 재정적인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모습

을 보이며 기업들이 서비스 

혁신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 

GOTSCH AND 

HIPP 

2012 서비스 혁신에 있어

서 상표가 추가적인 지

표가 되는지에 대한 연

구 

지식 집약서비스(KIBS)

는 상표가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서비스에 혁신도로 

유의미한 지표로 작용함 

STEINICKE, 

WALLENBURG 

AND SCHMOLTZI 

2012 협력의 성과를 높이

기 위한 수평적인 혁신

을 촉진에 미치는 거버

넌스의 작용기제 분석 

정규적인 거버넌스의 서

비스 협력에 대한 영향성을 

확인 

THAKUR AND 

HALE 

2013 미국과 인도 회사에

서 서비스 혁신 장벽에 

대한 관리 인식비교와 

이해 

서비스 혁신은 미국과 인

도 회사에서 모두 재정직인 

성과와 비재정적인 성과에 

영향을 미침 

COUTELLE-

BRILLET, 

RIVIERE AND DES 

2014 Holbrook의 프레임

을 이용한 B2B분야에

서 서비스 혁신 특성 

서비스 혁신 가치를 구성

하는 다양성 강조(경제적, 

기능적 구성뿐만 아닌 감정



10 

 

GARETS 분석 적, 상징적, 이타적, 상호 

교류적) 

WU 2014 Digiservice에서 고

객 충성도에 따른 서비

스 혁신의 영향력 연구  

기술 선도도, 서비스 선

도도, 브랜드 자산, 고객화

가 충성도에 중요 변수임을 

보임 

YANG, YANG 

AND CHEN 

2014 서비스 혁신이 타이

완 회계 감사 회사 성

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회계 감사 소유권의 권한

에 따라 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보임  

YANG, WENG 

AND HSIAO 

2014 블로그 서비스 혁신 

측정 연구 

블로그에서 서비스 혁신

은 새로운 컨텐츠, 정보 공

유성, 새로운 블로그 서비

스 개발의 방향성에 따라 

영향 받음을 보임 

(Durst, 2015) 

이렇듯 실증 분석을 통해 서비스 혁신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고 서

비스 혁신을 유형화 하였지만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므로 서비스 혁신을 전부 설명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이

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 절에서 앞서 논의한 내용과 함께 전체 산업에서 서

비스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논의해보

고 이를 통해 서비스 혁신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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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식기반경제 및 지식기반서비스 혁신특성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경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가야 한다. 지식기반경제란 좁게는 정보경제(information economy)에서 넓

게는 지식과 정보에 기반하여 이를 주요한 생산 요소로 활용하여 첨단기술산

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이야기한다(이상규, 2008). Keith Drake(1997)

는 지식기반경제는 서비스 중심의 경제이며 이는 경제주체 간에 상호 의존성

이 중요시 여겨지는 경제라고 하였다. 즉 앞으로의 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범

위의 경제에서 고객 별로 맞춰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심으로 이동해 나갈 것으

로 전망된다(이상규, 2008).  

지식은 또한 전통적인 생산 요소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전통

적인 생산 요소들은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decreasing return to scale)을 

나타내지만 지식은 규모에 의한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 to scale)을 나

타낸다는 것이다. 이는 지식기반산업은 지식과 기술을 통해 일정 수준에 도달

하면 그 이후의 가변 비용은 거의 들지 않는다는 특징을 말해준다(이상규, 20

08).  

지식기반경제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이 생기게 되는데 각 국가마다 산업에 대

한 규제가 다르고 종류가 다양하여 이에 관한 정의와 분류는 각 나라와 체계

에 따라 나뉘게 된다. 아래의 표는 OECD, 한국, 일본의 분류를 나타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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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나라, 기관 별 지식기반산업 분류 

구분 분류 

OECD 

<첨단제조업> 

항공기제조업, 사무계산 

및 회계용 기기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영상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통신서비스업> 

전신, 전화, 우편 및 방송 

<금융·보험 및 사업 서비

스업> 

금융·보험 및 사업 서비스

업 

한국 

<지식기반 1차 산업> 

첨단작물, 첨단축산, 첨단

영림, 첨단양식업 

<지식기반 제조업> 

정밀화학,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통신기기, 정밀

기기, 우주항공, 생물, 신

소재, 원자력, 환경 

<지식기반 서비스업> 

정보통신서비스, 금융·보

험, 소프트웨어, 데이터베

이스, 컨설팅, 의료방송, 

문화산업, 엔지니어링 및 

연구개발, 광고, 산업디자

인, 교육서비스 

일본 
생물산업, 환경산업, 의료관련산업, 정보통신 관련 비즈니스 지원, 신제조기술,  

항공우주, 인재관련, 생활문화(관광, 패션산업, 가정지원서비스업) 

자료: 지식기반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한국은행), 21세기를 대비한 산업구조 개편(산업연구

원), 삼성경제연구소(2002), 이상규(2008)에서 재인용 

 

이렇듯 다양하게 지식기반산업을 분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OECD 에서 분류한 지식기반산업 중 서비스 부분을 선택해서 지식기반서비스

업으로 간주하였다. 왜냐하면 STEPI 기술혁신조사 KIS 2010 자료가 OECD

메뉴얼을 기초로 만들어졌으며 OECD 분류 체계(OECD, 2001)가 많은 연구

에서 사용되기 때문이다. OECD 분류 체계를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타내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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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분류 

지식기반서비스 산업명 산업 코드 

금융 및 보험 서비스업 64 ~ 66 

통신 및 방송 서비스업 59 ~63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70 ~ 73 

                                             출처 : OECD, 2001 

 서비스부문 내 업종 간 혁신 차이를 설명한 논문으로는 Hipp and Grupp(2

005)와 Evangelista(2000)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Hipp and Grupp은 

독일의 서비스 기업들을 지식집약도, 네트워크 의존도, 규모의 경제, 공급자 

의존도에 따라 분석하였고 이 서비스 기업들을 지식집약 서비스, 네트워크 기

반 서비스, 규모 집약 서비스, 공급자 의존적 서비스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

하였다. 각각의 유형들은 R&D 투자, 특허 여부, 혁신 성과 및 기업 규모 면

에서 차별적인 속성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Evangelista는 이탈리아 서비스 

회사들을 조사하였는데 R&D 전략에 대한 의존성과 외부 사용자/제공자 간 

상호 의존성으로 서비스업종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것은 과학기술

기반 서비스, 기술 자문 서비스, 기술 이용자 서비스, 인터액티브·IT기반 서비

스이다. 

 

 



14 

 

 

자료: Evangelista(2000)  

[그림 1] Evangelista에 따른 서비스 분류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대표적으로 김기완(2

010)에서 서비스 혁신을 기술혁신(서비스 상품혁신, 프로세스 혁신)과 비기

술혁신(조직혁신, 마케팅혁신)으로 분류하여 각 서비스 산업별로 분석하였다.

 결과는 서비스업 혁신활동에 있어서 기술혁신과 비기술혁신이 상호 대체적이

기 보다는 상호 보완 관계에 있고 업종 별로 차이가 명확하기 보다는 과학기

술기반 서비스에 속한 기업들의 혁신활동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앞서 서비스 혁신 유형 그리고 지식기반서비스 혁신에 대해서 문헌 조사를 

수행하였다. 서비스 혁신 유형 연구와 지식기반서비스 혁신 연구 모두 각각의

 분야에서는 활발히 연구가 되었으나 세부적으로 어떤 혁신 요소가 서비스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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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서비스 산업마다 

비즈니스 모형, 원가, 영업 방식, 이윤 창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혁

신 요소가 모든 서비스 산업에서 효과를 본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서비스 산업 중 한 산업을 정하여 혁신 요소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

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중 금융, 보험회사들에서 혁신이 미치는 효과가 다

른 지식기반서비스업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왜냐하면 앞

서 언급했듯이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에서도 금융, 보험업은 다른 서비스업에 

비해 그 경계가 명확하며(Pavitt, 1984),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내에서 타 서

비스 산업에 비해 성장률이 높아 정책적 시사점을 가지기 때문이다(홍재근, 2

010). 금융, 보험 서비스 혁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2.3 금융, 보험 서비스 혁신의 특징 

 

자본 시장은 태생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을 가지고 있으며 금융, 보험 서비스

는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적절한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하여 생산시스템의 윤

활유 역할을 한다는(Mayer, 1987) 점에서 그 중요성을 나타낸다. 그렇기 때

문에 금융, 보험 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 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이는

 힉스 (Hicks, 1969)의 금융 산업의 발전이 산업혁명의 기폭제라는 주장과 

로빈슨(Robinson, 1952)의 경제시스템의 발전이 금융 산업의 발전을 유발한

다는 주장으로 뒷받침 되어진다. 또한 금융, 보험 서비스는 제조업의 기술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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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직간접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데(이공래 외, 2002) 투자서비스와 대출 

서비스를 통해 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그 예이다.

 Levine은 국가별로 금융구조 지수와 경제 성과를 비교하여 금융, 보험 산업

의 전체 발전 정도가 높을수록 경제 성장률이 높다는 것을 실증분석으로 보였

다(Levine, 2002). 반대로 금융, 보험 기업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프로세

스 혁신을 유발하고 금융, 보험 서비스 제공 과정 개선하는 등 후방연관효과

를 발생하기도 한다(Hauknes, 2000). 

이렇듯 금융, 보험 서비스 혁신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 기업에게 원활

한 자금을 공급해 기술 혁신이 일어나도록 도우며 이를 통해 발생한 기술 혁

신은 다시 금융, 보험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사용되는 순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이공래 외, 2002).  

이에 본 연구는 지식기반 서비스 혁신을 분석 하는데 있어서 경제 발전 및

기술혁신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는 금융, 보험 산업에 초점을 맞춰

서 혁신요소 별 혁신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각 서비스 산업 중에서 가장 경

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몇 개의 연구모형을 비교해보고 이 중 가장 적합도가 좋은 연구 모형을 선정 

한 다음 그 연구 모형을 이용하여 금융, 보험 서비스 혁신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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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형 

 

앞 장에서 서비스 혁신과 지식기반 서비스 및 혁신특성에 대해 문헌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헌들을 토대로 서비스 혁신의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지시기반 서비스의 특성에 맞춰서 시행하고자 한다. 그러한 

관점을 통해 이번 장에서 연구 모형을 제시하고 실증분석을 함께 서비스 혁신

을 설명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에 있어서 Cruz-Ros(2015)의 모형을 참조하

였으며 연구모형을 정하기 전에 서비스 혁신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하여 서비

스 혁신 유형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러한 혁신 유형에 의해 나타내어지는 혁신

 성과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3.1 개념정의 

 

3.1.1 서비스 상품 혁신 

서비스 상품 혁신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가 참조한 설문조사에서 내

린 정의를 참고하고자 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가 실시한 기술혁신

조사 (2012)에서 서비스 상품 혁신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이를 통해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는데 설문지에서는 서비스 상품 혁신을 « 새로운 서비스 및 비

즈니스 모형을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이용하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서비스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 기술적 성능, 소비자 친화성 및 여타 

기능적 용도 측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상품 또는 현저하게 개선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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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상품을 시장에 출시하여 회사의 매출에 영향을 준 경우를 의미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의를 살펴보면 서비스 상품 혁신을 실행한 것만이 아니라 

혁신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포함하는 과정을 전제하고 있다. 즉. 단순한 혁

신만이 아니라 혁신을 통해서 회사의 성과에 영향을 주어야 하므로 이는 혁신

 변수의 기존 능력 변수들, 특히 서비스 품질관련 변수에 대한 대체성을 가진

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서비스 상품 혁신의 의미가 단순히 혁신을 수행했

는지에 관한 척도라면 단순 연구작업으로 실질적인 사업화 활동이 포함되지 

않아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3.1.2 프로세스 혁신 

다음으로 프로세스 혁신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기술혁

신조사(2012)에서는 프로세스 혁신을 « 서비스 상품의 생산프로세스 또는 납

품 및 유통 등 전달시스템(Delivery system), 또는 지원활동 등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 혹은 현저하게 개선된 방식을 실제 운영에 적용하여 생산 및 유

통구조 개선, 전달비용의 절감, 품질향상 등에 영향을 준 경우 » 라고 정의하

고 있다. 서비스 상품 혁신의 정의와 같이 단순 혁신 활동에 초점을 맞춘 것

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사업화에 영향을 주었는지도 포함하고 있다. 서비스 

상품 혁신이 매출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고려했다면 프로세스 혁신은 이와 반

대로 비용의 절감이나 품질향상 등을 통해 성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를 고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프로세스 혁신이 단순 혁신 활동이 아니라 회

사의 성과를 나타내는 능력 변수로써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서비스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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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과는 다르게 성과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할지 직접적

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인지는 실증 분석을 통해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

다. 

 

3.1.3  조직 혁신 

조직 혁신은 기술혁신조사(2012)에서 « 조직의 기업역량 향상 및 업무흐름

의 효율성 개선을 위하여 기존 방식에 비해 새로운 업무수행, 지식관리, 업무

유연성 강화, 그리고 외부 조직과의 관계개선 등 기업내부의 새로운 조직운영

방식을 도입한 경우 » 로 정의하고 있다. 앞의 두 정의에 비해서 실질적인 재

무 성과와 연결되지 않고 새로운 조직운영방식을 도입한 경우만을 다루고 있

다. 하지만 그 목적을 살피게 되면 직접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혁신은 아니지

만 간접적으로 이윤이 창출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혁신의 모

습을 가지고 있다. 이는 Bullinger et al.(2003)은 조직 능력은 서비스 전달 

방법, 프로세스, 마케팅 그리고 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 주 요소 중에 하나라

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조직 혁신은 혁신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

이 아닌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3.1.4 마케팅 혁신 

마지막으로 마케팅 혁신은 고객과의 접점에서 서비스 상품의 매력을 증대시

키고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기존 방식에 비해 새로운 디

자인이나 포장, 상품촉진, 상품배치, 상품가격 등 판매 및 마케팅 방식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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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커다란 변화란 도입한 경우라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기술혁신조사(201

2)에서 정의하고 있다. 모바일과 같은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하거나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은 포함되지만 기존 사용하던 매체(TV, 라디오 등)에

서 새로운 광고를 하는 것은 마케팅 혁신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케팅 혁신의 

목적도 직접적인 이윤을 창출하기 위함이고 이를 위해 고객의 접점을 늘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쉽게 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회사의 성과와 연결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는 마케팅 혁신이 마케팅 능력을 대변할 수 

있냐는 점인데 앞의 마케팅 혁신의 정의에서 ‘상품의 매력을 증대시키고 소

비자와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한다는 의미가 마케팅 혁신의 마케팅 능력을 내

포하고 있다고 보아도 이상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마케팅 혁신을 

마케팅 능력과 대응되는 변수로 보고자 한다. 

 

3.1.5 혁신 효과 

혁신 효과는 각 혁신을 수행함에 따라 나타난 효과를 이야기 하며 혁신에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앞의 혁신들과 구분된다. 피설문자들이 응답한 구체적

인 혁신 효과 항목으로 서비스상품 다양화, 기존 서비스 대체, 시장 점유율 

확대, 품질 개선, 서비스 생산 유연성 개선, 서비스 생산 능력 증대, 인건비 

절감, 기타 비용 절감, 환경 악영향 개선, 근로자 안전성 개선이 있으며 각 항

목에 미친 효과 정도에 대하여 높음, 보통, 낮음으로 표시하여 구분토록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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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모형 

 

 

위에서 논의한 개념정의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정의

를 살펴본 결과 서비스 상품 혁신, 마케팅 혁신은 혁신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

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프로세스 혁신과 조직 혁신은 성과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보다는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

로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므로 이를 종합하면 다음 페

이지에 나오는 그림과 같은 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 이 구조는 Cruz-Ros(20

15)의 모형을 참고하였으며 그는 능력기반 관점(competence based view)

에서 조직 능력과 관리 능력을 간접 변수로 놓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프로세스

 혁신과 조직 혁신으로 그를 대체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그는 스

페인 기업 116개를 통해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비슷한 모형을 사용해 더 많

은 표본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먼저 첫 번째 모형은 혁신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간접적으로

 미치는 것을 Cruz-Ros의 구조방정식(Structural eqation modeling)모형을

 따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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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은 서비스 혁신과 마케팅 혁신은 혁신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프로세스 혁신과 조직 혁신은 혁신 성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림 2] 연구모형 1 

 

네모들은 실제 설문지로 작성한 관측 변수(Observation variables, indicato

r)들이고 동그라미는 각각의 관측 변수들로 나타낸 잠재 변수(Latent variabl

es)이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 잠재변수 effect는 혁신 성과와 연결시켜서 종

속변수로 삼고 각 생성된 잠재변수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각 관측 변수들은 설문지에서 조사한 항목들로 넣었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과 부록에서 나타내었다. 

 



23 

 

두 번째 모형은 위 모형 1에서 프로세스 혁신이 혁신 성과에 직접으로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왜냐하면 프로세스 혁신의 정의가 실제 운용에

 사용하여 품질 향상 및 비용절감에 적용하였다고 했기 때문에 Cruz-Ros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변경하여 프로세스 혁신이 직접적으로 혁신 성과에 미친다

고 모형을 구성하였다. 

 

모형 2 – 서비스 혁신과 마케팅 혁신, 프로세스 혁신은 혁신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조직 혁신은 혁신 성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림 3] 연구모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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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변수설명 

3.3.1 독립변수(잠재변수) 

이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 변수는 설문 조사를 통한 관측 변수들로 생성하였다.

 우리가 독립변수로 삼고자 원하는 혁신들은 데이터로 관측이 되지 않기 때문

에 관측변수를 통해서 잠재 변수로 치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외생적 관

측 변수들을 통해서 내생적 독립 변수(잠재변수)를 생성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관측 변수의 설문 항목이 여러 개인데 이는 설문 항목에 따라서 각각

의 혁신 수행이 잠재 변수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독립변수(잠재 변수)는 다음

과 같다. 

 

[표 5] 독립 잠재 변수 설명 

잠재변수 이름 변수 설명 관측 변수 

서비스 상품혁신 

(SERVICE) 

서비스 상품 혁신 변수로써 시장에서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 또는 가치를 

제공하는 혁신을 의미 

S1, S2 

프로세스혁신 

(PROCESS)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 변수로써   

서비스의 전달을 개선시킨 혁신을 의미 

P1, P2, P3 

조직 혁신 

(ORGANIZATION) 

조직 혁신 변수로써 기업 구조의 

효율성을 높이는 운영 혁신을 의미 

O1, O2, O3 

마케팅 혁신 

(MARKETING) 

마케팅 혁신 변수로써 고객의 서비스 

접촉과 관련된 혁신을 의미 

M1, M2, M3, M4 

각각의 관측 변수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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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세부 관측 변수  

관측 변수 의미 

S1 
지난 3 년간 기존 서비스와 다른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S2 
지난 3 년간 기존 서비스에서 크게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P1 
지난 3 년간 완전히 새롭거나 크게 개선된 생산 방법을 

도입하였는지 여부 

P2 
지난 3 년간 완전히 새롭거나 크게 개선된 물류 배송 방법을 

도입하였는지 여부 

P3 
지난 3 년간 완전히 새롭거나 크게 개선된 지원활동을 

도입하였는지 여부 

O1 지난 3년간 업무수행방식의 변화 도입 여부 

O2 지난 3년간 업무수행조직 변화 도입 여부 

O3 지난 3년간 외부 조직과의 관계 변화 도입 여부 

M1 지난 3년간 디자인, 포장 등에 큰 변화 도입 여부 

M2 
지난 3 년간 신규 브랜드, 프로모션 새로운 홍보전략 사용 

여부 (광고관련) 

M3 
지난 3년간 새로운 판매전략 여부 

(ex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M4 지난 3년간 새로운 가격전략 여부 

이 관측 변수들을 통해서 잠재 변수를 반영하였으며 위 두 모형에 이 값들을 

대입하여 각 잠재변수들을 관측 변수들이 얼마나 잘 반영되었는지 와 잠재 변

수들로 이루어진 모형이 얼마나 신뢰성 있는지를 비교하여 모형을 선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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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종속변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종속 변수, 즉 혁신성

과에 대해서 어떤 변수가 영향을 미치느냐 인데 종속 변수도 마찬가지로 KIS

2012 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 항목을 가지고 선정하였다. 

변수 명은 effect이고 이는 지난 3년간(2009~2011) 서비스 혁신 및 프로

세스 혁신으로 인해 나타난 효과를 10개 항목에서 평가한 점수를 가지고 합

산을 하였다. 점수는 각 항목에 대해서 높음 3점, 보통 2점, 낮음 1점으로 각

각 배정하였다.   

 

 

3.4 분석방법론 

 

기술조사혁신 표의 설문 항목들을 통해 나타난 혁신의 추상적인 개념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구조방정식(SEM) 모형을 사용하였다. 앞의 3장에서 제

시한 모형들이 그것이며 이 모형들을 추정하기 위하여 PLS(Partial least sq

uares) 방법을 선택하였다(Chin 1998). 

PLS 추정은 측정 변수의 크기, 샘플 사이즈, 잔차의 분포와 상관없이 구조방

정식을 최적의 형태로 평가할 수 있는 통계적 분석 방법이다(Wold, 1982). 

기존의 공분산에 기반한 분석(covariance-based)이 아닌 구성요소에 기반하

여(component-based) 분석을 수행하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2가지 문제- 

요소 불확실성과 구조의 적합성을 피할 수 있게 된다(Fornell&Bookstei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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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왜냐하면 PLS는 반복적으로 OLS 분석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반복적인

 분석에서는 통계적인 검증이나 측정되는 변수에 대해 분포를 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Chin, 1998). 그리고 가정된 모형이 측정 변수(관측 변수)들로 잘 

설명되고 모형의 설명도가 높다면 Covariance-based 분석이 적합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Covariance-based 분석은 측정 변수들을 설명하고 상관관계

를 나타나는데 있어서 부적합한 모습을 보인다(Chin, 1998)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는 두 가지 모형을 비교해 적합한 모형을 선정해야 하므로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모형 사용에 적합한 PLS 분석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PLS는

 추가적인 분포 가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1000개

의 resampling으로 측정의 안정성을 같이 나타내 보았다. 

 

3.5 데이터 

 

이 논문에서는 과학기술 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2 기술혁신조사(서비스

업) 자료를 활용하였다. 기술혁신조사는 OECD의 기술혁신 활동 조사 매뉴얼

(Oslo Manual, 3차 개정판)을 토대로 작성하였다(과학기술 정책 연구원, 20

12). 이 조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종사자 10인 이상의 업체들 

중에서 표준산업분류(KSIC)표에 45~96 해당하는 전체 서비스 업체들을 대

상으로 시행하였다. 전체 모집단 규모는 54,831개의 업체이며 다단계 층화계

통추출법을 사용하여 최종 표본 기업으로 선정하였고 이에 최종적으로 4,063

개 업체가 유효한 응답을 하였고 300인 이상의 사업체는 전수 조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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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서 본 연구에 사용한 표본은 총 3807개로 전체 응답 업체들 중에서 

종사자 수를 모른다고 응답한 업체들은 신뢰성 문제로 제외하였다. 3807개 

업체들의 세부 업종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7] 2012 기술혁신조사(서비스) 업종별 업체 수 

서비스 업종 업체 수(개) 

교육 207 

금융 184 

도매 616 

보건 456 

부동산 124 

수리 및 기타 129 

숙박/음식 117 

시설관리 533 

예술 70 

운수업 539 

전문/과학 411 

출판/영상 421 

합계 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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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체들을 OECD 분류법에 따라 지식기반서비스업과 비지식기반 서비스업

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OECD 지식기반서비스 분류에 따른 업체 수 

구분 세부업종 업체 수(개) 

지식기반서비스업 

통신 및 방송 179 

금융 및 보험 184 

전문. 과학 411 

합계 774 

비지식기반서비스업 위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3033 

전체합계 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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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모형 선정 

 

이번 장에서는 구체적인 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모

형 1은 서비스 혁신 성과에 서비스 상품 혁신, 마케팅 혁신이 직접 효과를 미

치며 프로세스 혁신과 조직 혁신은 간접 효과를 미친다고 보았으며 모형 2는

 같은 상황에서 프로세스 혁신이 직접 효과를 미친다고 보았다. 이 둘을 구분

한 이유는 Cruz-Ros(2015) 모형을 참고하는 과정에서 능력 변수들을 혁신 

변수들로 대체하는데 있어서 프로세스 혁신을 간접적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직

접적으로 다루어야 하는지를 비교해볼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둘 중 

어느 것이 더 적절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전체 서비스 산업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R square 값을 비교해 보았다. PLS에서 R sqrare는 각각의 변수들

이 얼마나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항으로(Chin, 1998) 이 값이 

클수록 설명력이 더 좋은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 12개 산업 중에서 혁신 활동이 충분하지 않아 분석이 수행되지 않은 

4개 산업을 제외하고 각 산업별, 전체 서비스 기업에 대한 혁신 성과의 R sq

uare 값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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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모형 별 R square 값 

구분 모형1 모형2 

전체 0.4241 0.543 

교육 0.4076 0.4409 

금융 0.5646 0.5933 

도매 0.3756 0.4403 

보건 0.4237 0.5708 

숙박/음식 0.471 0.6403 

운수업 0.554 0.6614 

전문과학 0.5215 0.5885 

출판영상 0.3883 0.4412 

 

먼저 effective 변수에 대한 R square 값들은 전체적으로 0.4 이상으로 두

 모형 모두 잠재 변수들이 종속 변수를 잘 설명해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형1의 경우보다는 모형 2의 경우가 모든 산업에 있어서 더 설명력 있는 R 

square 값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모형 2

을 주 모형으로 설정하여 각 산업별로 혁신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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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인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4] 최종모형 

최초 모형2와의 차이점은 process변수에 있어서 부하 값(Loadings)이 신

뢰성을 가지지 못하는 PI2 값을 제거한 것이다. 이 모형을 가지고 각 산업 별

로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2 잠재 변수의 신뢰성 및 변수 간 독립성 검증 

PLS측정에 있어서 구조방정식(SEM)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관측변수가 독

립 잠재 변수를 충분히 잘 설명하는지 와 독립 잠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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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성(discriminant validity)을 가져서 서로 구별되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표 10] 각 관측변수 별 부하 값(Loadings) – 전체 산업에 대해 

잠재변수 관측 변수 LOADINGS 

서비스 상품혁신 
SI1 0.8253 

SI2 0.7848 

프로세스혁신 

PI1 0.7861 

PI2 0.4911 

PI3 0.7297 

조직혁신 

OI1 0.7499 

OI2 0.8035 

OI3 0.7071 

마케팅 혁신 

MI1 0.7073 

MI2 0.7085 

MI3 0.7475 

MI4 0.7469 

먼저 각 관측 변수들이 얼마나 잠재 변수를 반영하였는지는 알기 위해서 외

부 부하(Outer Loadings) 값을 활용하였다. 여기서 외부(outer)는 잠재 변수

로 구성된 inner model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였으며 부하(Loadings)는 각

각의 잠재변수를 나타내는 관측 변수들이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측정 값이다. 본 연구에서 만들어낸 잠재 변수들을 각 관측 변수가 얼마나 부

하(Loadings)를 미치고 있는지를 최소 부하(Loadings)값과의 비교를 통해서

 잠재 변수의 신뢰성을 알 수 있게 된다(Keil et al., 2000). 통상적으로 부

하(Loadings) 값이 0.707이상이면 잠재 변수와 관측 변수간의 관계를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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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고 본다. 위 표는 전체 산업 데이터를 가지고 실시한 부하(Loadin

gs) 값으로 써 현재 각 값들을 살펴보면 process 잠재 변수의 PI2값만 제외

하고는 모두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I2 변수는 전체 데이

터에서는 신뢰성을 얻지 못하였지만 물류 배송과 관련된 혁신 변수로 도매, 

소매 업종에서는 0.767의 값을 가져 유의미성을 보였다. 도매, 소매 업종은 

본 연구의 주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PI2는 최종 모형에서 그 값을 제외하

였다. 

다음으로 구한 잠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AVE(average varaince extr

acted) 값을 구해보고자 한다. AVE는 Fornell & Larcker(1981)이 제안한 

방법으로 잠재 변수를 설명하는 각 관측 변수들의 부하(loadings)를 사용하여

 잠재 변수 간 독립성을 나타내는 측정값이다. 통상 0.5 이상이고 AVE의 제

곱근이 각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보다 높으면 변수 들간의 차별성이 인정

된다고 보는 검증 방법이다. 위와 마찬가지로 전체 산업 데이터를 가지고 분

석을 시행하였다. 우리가 위에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았던 PI2를 제외하고

 변수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 잠재변수 별 AVE 

구분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프로세스혁신 0.6551 

서비스상품혁신 0.6485 

혁신효과 1 

마케팅혁신 0.5296 

조직혁신 0.5691 



35 

 

이 표는 각 잠재 변수 별 AVE를 나타내고 있고 모두 0.5보다 큰 값을 보

여 각 잠재 변수들이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으

로 독립성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AVE의 제곱근과 잠재 변수 간의 상관

관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2] 잠재변수의 discriminant validity 검증 

구분 프로세스 서비스상품 혁신효과 마케팅 조직혁신 

프로세스혁신 0.809     

서비스상품혁신 0.365 0.805    

혁신효과 0.570 0.629 1   

마케팅혁신 0.219 0.282 0.335 0.728  

조직혁신 0.184 0.232 0.295 0.375 0.754 

 

위 표에서 대각선은 각 잠재 변수들의 제곱근 AVE를, 대각선 아래의 값들

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effect의 제곱근 AVE 값은 1이 나왔는

데 이는 effect의 잠재변수로 1개의 관측변수만 삼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이다.

 이외에 다른 변수들을 살펴보면 모두 제곱근 AVE 값이 모든 상관관계 값보

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Fornell & Larcker(1981)의 AVE 에

 의해서 연구에 사용된 잠재 변수의 독립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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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추정결과 및 분석 

 

금융, 보험 산업의 혁신 특성을 보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산업별 

결과 값을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전체 산업의 추정계수결과를 산출하여 전체

 서비스 혁신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확인한다. 두 번째로 지식기반서비스를

 산출하여 지식기반서비스 혁신이 전체 산업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를 알아본다. 그 다음으로 각 지식기반서비스(금융/보험, 정보통신, 전문서비

스) 별로 추정계수결과를 분석해 비교해본다. 마지막으로 금융/보험과 지식기

반서비스 산업 중에서 금융/보험을 제외한 그룹 간에 각 혁신 요소 별 추정계

수 값을 비교해 금융/보험 산업이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특

징이 무엇인지 확인해 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금융/보험 산업의 서비스 혁

신 특징을 알아보고 논의해보고자 한다. 

 

먼저 전체 산업의 추정계수결과는 다음과 같다. 잠재 변수간의 연결선 안의

 값들은 경로 계수를 이야기하며 괄호 안은 p값을 나타낸다. 잠재 변수와 관

측 변수 사이의 값들은 부하 값(Loadings)를 각 값들의 표준편차로 나눈 값

인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값이 0.707 이상이면 유의 하다는 것인데 모

두 0.707 이상이므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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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전체 산업에 대한 추정계수 값 

위 값들을 살펴보면 서비스 상품 혁신이 가장 큰 효과를 보였으며 그 다음

으로 프로세스 혁신, 마케팅 혁신이 그 뒤를 이었다. 선의 굵기는 경로 계수

의 크기를 이야기 한다. P-value는 모두 유의미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조직 혁신이 각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서비스 상품 혁신 경로계수는 0.2

32를 나타내고 프로세스 혁신에는 0.184 그리고 마케팅 혁신에는 0.375로 

마케팅 혁신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의 화살표는 잠재변수가 관측 변수를 얼마나 잘 나

타내는지 부하 값(Loadings)을 나타내고 있다. 경로계수와 마찬가지로 이 값

도 클수록 굵은 선을 나타내고 있다. 서비스상품 혁신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 상품이 나오는 것(SI1, 0.825)이 크게 개선된 서비스상품이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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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SI2, 0.785)보다 서비스 혁신을 잘 나타내었고 프로세스 혁신은 공정 혁

신(PI1, 0.833)이 지원 혁신(PI2, 0.785)보다 더 잘 나타내고 있었다. 다음

으로 조직혁신의 경우에는 업무수행방식이 개선된 경우(OI1,0.744)와 외부와

의 관계 변화 도입(OI3, 0.706)보다 업무수행조직이 변한 경우(OI2, 0.809)

가 더 큰 값을 보이고 있다. 마케팅 혁신의 경우에는 새로운 판매전략을 사용

한 경우(MI3, 0.747), 새로운 가격전략을 사용한 경우(MI4, 0.746)이 새로

운 디자인 변화(MI1, 0.707), 새로운 홍보 전략 및 신규 브랜드 출시(MI2, 

0.709)보다 더 큰 영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에 대한 추정계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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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지식기반서비스업 결과값을 보면 서비스 상품 혁신이 0.440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프로세스 혁신(0.291),

 마케팅 혁신(0.275) 순이다. 조직혁신은 마케팅 혁신에 미치는 영향(0.407)

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하 값(Loadings)를 보면 서비스 상품 혁

신과 조직 혁신의 경우 관측 변수들이 비슷한 값을 보였으며 프로세스혁신의 

경우에도 공정 혁신(PI1)과 지원 혁신(PI3)이 비슷한 값을 보였다. 다만 마

케팅혁신의 경우에는 새로운 브랜드 출시 및 신규 홍보 수단(MI2)의 경우 0.

690으로 다른 관측 변수들에 비하여 낮은 부하 값을 보였다.  

 

[그림 7] 비지식기반서비스업의 추정계수 결과 값 

비지식기반서비스업의 혁신활동을 보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마케팅 혁신

에서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것(0.082)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상품 혁신은 



40 

 

높은 경로 계수(0.453)을 나타냈으며 조직혁신도 마케팅 혁신(0.369), 서비

스 상품 혁신(0.212), 프로세스혁신(0.169)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부하 값을 확인해보면 서비스 상품 혁신에서는 새로운 신상

품이 더 큰 값(S1, 0.823)을 나타냈으며 프로세스혁신에서는 공정혁신(PI1)

이(0.844), 조직혁신에서는 업무수행조직변화가(O2, 0.820) 높은 값을 나타

내었다. 추가적으로 마케팅 혁신에서는 새로운 디자인 도입(MI1, 0.687)이 

다른 관측 변수들에 비해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림 8] 금융 및 보험 산업의 추정계수결과 값 

세부 산업별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 및 보험산업의 혁신 

결과 값을 보면 마케팅 혁신이 0.465로 가장 큰 값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서비스 상품 혁신이 0.341, 공정혁신이 0.195의 값을 나타냈다. 조직 혁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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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도 마케팅 혁신이 0.437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각 부하 

값을 살펴보면 마케팅 혁신의 경우엔 판매 채널(MI3, 0.804)와 가격전략(MI

4, 0.823)이 높은 값을 보였다. 특히 프로세스혁신의 경우에 지원혁신이(PI2,

 0.928)로 매우 높은 값을 보였다. 조직혁신의 경우에도 외부 조직과의 관계

변화(OI3)가 0.814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서비스 상품 혁신의 경우에는 

새로운 신상품(SI1) 보다는 기존보다 개선된 상품(SI2)이 더 높은 값(0.89

4)을나타내었다.  

 

[그림 9] 통신 및 방송 서비스업의 추정계수결과 값 

통신 및 방송 서비스업의 결과를 보면 서비스 상품 혁신이 0.588로 가장 

큰 경로계수 값을 보였고 마케팅 혁신의 경우에는 p-value가 높아 유의미한 

값이 나오지 못했다. 프로세스 혁신의 경우엔 0.418로 서비스 상품 혁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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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낮지만 높은 경로계수 값을 나타내었다. 조직 혁신의 영향을 살펴보면 

마케팅 혁신에(0.392) 가장 큰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각 부하 값을 살펴보면 서비스 상품 혁신과 조직혁신의 경우엔 관측 변수들이

 대체적으로 고른 값들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마케팅 혁신의 경우에는 새

로운 판매 채널 변수(MI3)가 0.605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프로세스 혁신

의 경우에는 공정혁신(PI1)이 0.912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마지막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전문, 과학 서비스업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0] 전문, 과학 서비스업의 추정계수결과 값 

전문, 과학 서비스업을 살펴보면 혁신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마케팅 혁신(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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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프로세스혁신(0.300), 서비스 상품 혁신(0.389)가 대체로 고르게 분포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직혁신이 각 혁신에 미치는 영향도 서비스 상품

 혁신이 0.436으로 조금 높지만 대체적으로 평이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부하 값을 비교해보면 조금 차이가 생기는데 프로세스 혁신에서 공정 혁

신(PI1)과 지원 혁신(PI3)의 경우에 공정 혁신이 0.843으로 더 큰 값을 나

타내었다. 마케팅 혁신의 경우에도 새로운 디자인(MI1, 0.802)과 새로운 판

매 전략(MI3, 0.898)이 특히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새로운 브랜드 및 홍보 

전략(MI2)는 0.463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위 값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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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산업별 경로 계수 값 

구분 
서비스 
상품혁신 

→ 혁신효과 

프로세스 
혁신 

→ 혁신효과 
조직혁신 
→혁신효과 

마케팅혁신 
→혁신효과 

조직혁신 
→ 서비스 
상품혁신 

조직혁신 
→프로세
스혁신 

조직혁신 
→ 마케팅
혁신 

전체 0.3891
***

 0.2996
***

 0.3709
***

 0.2979
*
 0.4356

***
 0.3153

***
 0.3591

***
 

지

식

기

반 

전체 0.4401
***

 0.2907
***

 0.3188
***

 0.2754
***

 0.2663
***

 0.308
***

 0.4068
***

 

금융 및 보험 0.3415
***

 0.1953
**

 0.402
***

 0.4649
***

 0.3599
***

 0.3896
***

 0.4367
***

 

통신 및 방송 0.588
***

 0.4176
***

 0.1067 -0.013 0.0331 0.2212
*
 0.3925

***
 

전문 및 과학 0.3891
***

 0.2996
***

 0.3709
***

 0.2979* 0.4356
***

 0.3153
***

 0.3591
***

 

비지식기반 0.4532*** 0.3986*** 0.1937*** 0.082*** 0.2116*** 0.1693*** 0.3693*** 

(* :p-value < 0.1, ** :p-value < 0.05, *** :p-value < 0.01) 

[표 14] 산업별 부하 값(Loadings) 

구분 전체산업 

지식기반서비스 

전체 금융/보험 방송/통신 전문서비스 

SI1 0.8253 0.8384 0.7038 0.8429 0.8429 

SI2 0.7848 0.8430 0.8900 0.8276 0.8276 

PI1 0.7861 0.7794 0.4202 0.9115 0.9115 

PI3 0.7297 0.7739 0.9475 0.7355 0.7355 

OI1 0.7499 0.7800 0.8000 0.7691 0.7691 

OI2 0.8035 0.7853 0.7577 0.7908 0.7908 

OI3 0.7071 0.7800 0.8116 0.7845 0.7845 

MI1 0.7073 0.7439 0.7311 0.7919 0.7919 

MI2 0.7085 0.6896 0.7501 0.7329 0.7329 

MI3 0.7475 0.7917 0.8042 0.6048 0.6048 

MI4 0.7469 0.7903 0.8228 0.7392 0.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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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비금융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추정계수결과 값 

다음으로 금융 분야를 조금 더 명확히 알아보기 위하여 지식기반서비스업에

 금융 및 보험사를 제외한 금융 분야를 제외한 비금융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데

이터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값은 위의 그림과 같고 살펴보면 조직혁신이 

미치는 영향이 금융 및 보험 회사들 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금

융 및 보험 사업에서 인력 구조와 조직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기존의 논

문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보인다(Atuahene-gima, 1996). 또한 마케

팅 혁신 경로 계수에 있어서도 모두 금융 및 보험사보다 적은 경로 계수 값을

 보이는데 이는 금융 및 보험 서비스업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상호작용이

 중요하기 때문에(Evangelista, 2000) 고객과 접촉하는 것과 관련된 혁신인 

마케팅 혁신의 영향에 있어서 차이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프로세스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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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있어서 위의 경우에는 공정혁신(PI1)이 지원혁신(PI3)에 비해서 더 큰 

부하 값(0.869, 0.683)을 가지고 있다. 금융 및 보험업은 공정혁신(PI1)보다

 지원혁신(PI3)이 훨씬 높기 때문에(0.584, 0.928) 이와 비교하면 확실히 다

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명확한 비교를 위해 비금융 지식기반

 서비스업과 금융 및 보험 서비스업 간 Multi-group analysis를 실시해보았

다(Keil et al, 2000; Chin, 2000). Multi-group analysis는 각 잠재변수들

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경로 계수의 차이가 유의미한지에 대해서는 나타내주지

만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관측변수의 부하 값(Loadings)의 차이에 대해서는 

비교하지 못한다(Keil et al, 2000; Chin, 2000). 

 

 

[표 15] 금융 및 보험업과 비금융 지식기반서비스업 간 계수 차이 

구분 계수 차이 p-value 

서비스상품혁신→혁신효과 0.1558 0.8638 

프로세스혁신→혁신효과 0.1475 0.8981 

조직혁신→혁신효과 0.1276
* 

0.0660 

마케팅혁신→혁신효과 0.3281
**
 0.0281 

조직혁신→서비스상품혁신 0.1357 0.1674 

조직혁신→프로세스혁신 0.2116 0.1821 

조직혁신→마케팅혁신 0.0728 0.2924 

(* :p-value < 0.1, ** :p-value < 0.05, *** :p-value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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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비금융 전체 서비스업 비교와 마찬가지로 조직혁신과 마케팅 혁신이 

혁신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금융 및 보험업에서 더 크고 차이가 났지만 여전

히 유효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금융 및 보

험업이 고객과의 접점이 크고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자이기 때문에 비기술 R&

D가 타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비해서 더 효과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조직혁신이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같은 지식기반서비스업 내

에서는 인력에 대한 중요성이 동시에 강조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지식기반서비스업 내에서 금융 및 보험업과 통신 및 방송업 그리고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비교해 보았다. 

 

[표 16] 금융 및 보험업과 타 지식기반서비스업 간 계수 차이 

구  분 

통신 및 방송 전문, 과학기술 

계수 차이 p-value 계수 차이 p-value 

서비스상품혁신→혁신효과 0.2465 0.1087 0.0477 0.8046 

프로세스혁신→혁신효과 0.2224 0.1245 0.1043 0.5533 

조직혁신→혁신효과 0.2953
*** 

0.0053 0.0311
 

0.7746 

마케팅혁신→혁신효과 0.478
***

 0.003 0.1671 0.4905 

조직혁신→서비스상품혁신 0.3268
***

 0.0078 0.0757 0.5668 

조직혁신→프로세스혁신 0.1684 0.2976 0.0743 0.6093 

조직혁신→마케팅혁신 0.0442 0.7487 0.0776 0.5422 

(* :p-value < 0.1, ** :p-value < 0.05, *** :p-value < 0.01) 



48 

 

위 계수 차이 중에서 유의미한 값은 통신 및 방송에서 조직혁신 → 혁신효과,

 마케팅혁신 → 혁신효과, 조직혁신 → 서비스상품혁신이 나왔다. 이는 앞서 

분석했었던 금융 분야와 비금융 지식기반서비스업 간 계수 차이가 난 이유처

럼 전문, 과학 분야는 기술이용자가 아닌 기술 개발 분야이고 기술자문형 이

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가장 비슷한 모습의 혁

신 양상을 나타내었다. 상대적으로 서비스 상품 혁신은 전문, 과학 서비스업

이 더 높은 경로 계수 값을 나타내었고 마케팅 혁신은 금융 및 보험업이 더 

큰 값을 나타내었지만 이 차이가 유의미하게 큰 값을 가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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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혁신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혁신의 네가지 

유형(서비스 상품 혁신, 프로세스 혁신, 조직 혁신, 마케팅 혁신)을 이용하여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모형은 Cruz-Ros(2015) 모형

을 일부 변형하였으며 구체적인 서비스 혁신의 특성을 보이기 위하여 지식기

반서비스업과 비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들을 살펴보았고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에서 경제 전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며 기술혁신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금융, 보험 서비스업으로 그 논의를 좁혀 분석하였다. 

 전체 서비스업 혁신의 특징을 살펴보면 조직혁신이 각 혁신에 미치는 영향

은 마케팅 혁신에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서비스 상품 혁신, 프로

세스 혁신이 따라왔다. 혁신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서비스 

상품 혁신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프로세스 혁신, 마케팅 혁신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전반

에 대한 R&D 투자와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존의 견지를 뒷받침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관측 변수 중에서는 공정 혁신과 새로운 서비스

 상품 혁신이 두드러지게 높은 부하 값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혁신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전체 서

비스업 혁신의 양상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며 조직 혁신과 마케팅 혁신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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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소 증가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는 기존 연구(김기완, 2010)에서 나타

내었듯이 서비스 상품 혁신, 프로세스 혁신으로 나타나는 기술 혁신과 조직 

혁신, 마케팅 혁신으로 나타나는 비기술 혁신은 각기 상호 보완적이며 지식기

반서비스업에 속한 기업들이 전체적인 혁신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비기술 

혁신들의 영향이 전체 서비스 산업보다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각 부

하 값들은 전체 서비스업에 비해 평이한 값들을 보이고 있다.  

 금융, 보험 서비스업의 혁신활동을 살펴보면 서비스 상품 혁신에 있어서 새

로운 서비스 상품 혁신보다는 기존의 것을 개선한 서비스 상품의 혁신이 더 

혁신 효과가 높은 모습을 보인다. 이는 금융, 보험 서비스 상품의 혁신 보호

방법이 특허 등록이 힘들고 배타적 사용기한이 3~6개월 정도로 제조업에 비

해 취약하며(김기완, 2010) 새로운 서비스 상품을 출시할 경우에 시장을 새

로 개척해야 하는 저해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프로세스 혁신의 경우에 특히, 지원 혁신의 영향이 다

른 산업에 비해서 두드러지는 것을 보인다. 지원 혁신은 전체 서비스 상품의 

생산부터 전달, 관리까지의 시스템의 혁신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금

융, 보험업이 정보통신IT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기존 연구나(Evange

lista, 2000)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시스템 같은 IT기술이 보

험회사의 리스크관리에 정의(+)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박종현, 2012)와

 방향을 같이한다.  

세 번째는 전체 산업 중에서 금융, 보험업이 마케팅 혁신이 혁신 성과에 미

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며 심지어 지식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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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과 비교하였을 때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이유로는 두 가

지가 있다. 첫 째는 금융, 보험업은 서민 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정부는 과도하고 엄격한 규제에 의해서 금융, 보험 산업을 통제하였다(기획재

정부, 2009) 이에 따라 새로운 상품에 대한 투자나 경쟁이 위축되어 서비스

로서의 경쟁력은 차별성을 가지기 힘든 상황이 되어서 각 기업들은 가격 경쟁

이나 판매채널 확장과 같은 마케팅 혁신을 꾀하였기 때문이다. 둘 째는 금융,

 보험업은 고객과의 접촉이 서비스 상품 거래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Cruz-ros(2015)는 이러한 고

객접촉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마케팅 능력이 회사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나타내었는데 마케팅 혁신은 마케팅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

치므로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마케팅 혁신에서 특히 많은 영향을 끼친 관측변수를 보면 MI4(가격 방식의

 변화)과 MI3(판매채널 변화)가 있다. 둘 다 타 산업에 비해서 높은 값을 나

타내었으며 이러한 값이 나오게 된 이유로 MI4의 경우에는 비슷한 금융 상품

들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가격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가격에서 기업이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오늘과 

같은 지식기반경제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IT시스템에 대한 시설투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식기반경제에서는 규모에 의한 수확체증

(increasing return to scale)이 적용되는 사회로 고정비용은 상당히 크나 부

수적으로 발생하는 가변 비용은 굉장히 작기 때문이다(이상규, 2008). MI3의

 값이 큰 이유도 MI4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금융 상품들 속에서 판매 채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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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하는 것이 고객에게 상품이 최대한 많이 노출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

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조직 혁신의 경우에 OI3(외부조직과의 관계변화)가 다른 산업들

에 비해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

로는 금융, 보험업은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서비스 상품 혁신에 대한 보호가

 다른 산업에 비하여 매우 약해 회사, 기관 별로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일어나

는 환경이고 이러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 회사가 경쟁력을 가지기 때문으로 보

인다.  

앞에서 우리는 금융 및 보험업의 서비스 혁신은 서비스 상품 혁신, 프로세

스 혁신과 같은 기술 R&D에 국한되지 않고 조직 혁신, 마케팅 혁신과 같은 

비기술 R&D 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보였다. 이처럼 혁신에 대한 성

과가 어느 한 혁신 분야에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가 상호보완 관계에 

있으며 각 혁신들이 통합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혁신 전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금융 및 보험회

사 안에서도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

을 통해 혁신의 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5.2 한계 

 

기존의 서비스업 혁신에 대해서 기술 R&D와 비기술 R&D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었지만 비기술 R&D에서 세부적으로 조직 혁신과 마케팅 혁신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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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서 분석을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세가지 

한계점을 가지는데 그 중 하나는 조직 혁신과 마케팅 혁신이 서비스 산업별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지만 서비스 상품 혁신에 

대한 서비스 산업 별 차이는 나타내지 못하였다. 두 번째로 조직 혁신의 관측

 변수 들 중에서 외부 조직과의 관계가 미치는 영향이 서비스 산업 별로 상이

하였는데 이에 관해 세부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계점은 혁신 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설문 응답자들의 정성적인 평가만 반

영이 되고 재무적인 성과들은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점이다. 많은 데이터

를 얻기 위해 기술혁신조사 자료를 이용해야 하는 제약에 따라 각각의 혁신들

이 재무적인 결과로 어떻게 전유되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 차후 연구에

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지식기반서비스 혁신 및 금융, 보험업 

혁신에 있어서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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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STEPI 2012 기술혁신 설문조사지 

 

1. 서비스 상품 혁신  

지난 3 년간(2009~2011 년) 귀사는 다음의 서비스 상품을 시장에 

출시하였습니까? 

 

구분 질의 
응답 

예 아니오 

S1 
기존 서비스상품과 완전히 다른 신(新) 서비스 

상품 출시 

  

S2 
기존 서비스 상품에 비해 크게 개선된 서비스 

상품 출시 

  

 

2. 프로세스 혁신 

지난 3 년간(2009~2011 년) 귀사는 다음의 프로세스 혁신을 기업의 

실제 운영에 도입하였습니까? 

 

구분 질의 
응답 

예 아니오 

P1 완전히 새롭거나 크게 개선된 생산방법   

P2 
완전히 새롭거나 크게 개선된 물류, 배송, 분배 

방법(원재료/최종상품) 

  

P3 
완전히 새롭거나 크게 개선된 지원활동 

(구매, 회계 시스템 유지/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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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혁신 

지난 3 년간(2009~2011 년) 귀사는 다음의 조직 혁신을 기업의 운영상 

도입하였습니까? 

 

구분 질의 
응답 

예 아니오 

O1 
업무수행방식의 변화도입 

(공급사실관리, 6시그마, 지식관리 등)  

  

O2 
업무유연성 및 부서간 통합성 등의 업무수행조직 

변화 도입 

  

O3 외부조직과의 관계 변화 도입(제휴, 아웃소싱)   

 

4. 마케팅 혁신 

지난 3 년간(2009~2011 년) 귀사는 다음의 마케팅 혁신을 기업의 

운영상 도입하였습니까? 

구분 질의 
응답 

예 아니오 

M1 
서비스상품 심미적 디자인, 포장 등에 커다란 

변화 

  

M2 
서비스상품 촉진을 위한 신규 브랜드 출시, 

신개념 광고매체 및 홍보전략 사용 

  

M3 
서비스상품 진열방식 및 신규 판매채널 등 새로운 

판매전략 활용 

  

M4 
서비스상품 가격 할인 및 차별화 등 새로운 

가격방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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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효과 

지난 3 년간(2009~2011 년) 귀사에서 수행한 서비스 상품혁신 및 

프로세스혁신으로 인해 나타난 효과는 어느 정도 입니까? (혁신을 위해 

여러 건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평가함) 

 

구분 관련 효과정도 

서비스상품 다양화 없음 있음 높음 보통 낮음 

진부해진 기존 서비스상품/프로세스 대체      

신규시장 개척 또는 시장점유율 확대      

서비스상품의 품질 개선      

서비스상품 생산 유연성 확대      

서비스상품 생산능력 증대      

인건비 절감      

원재료 및 에너지비용 절감      

환경 악영향 개선      

근로자의 작업환경 또는 안전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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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enter into developed country, service industry has an 

important role in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creation of 

employment. So many researchers studied theory of service industry 

and analyzed empirical study about actual service sector, from these 

process they showed innovation of service industry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at of manufacture industry. The most 

noticeable things are that service product is easier to be imitated by 

competitor and has a weaker patent protection system than 

manufacture product. And service industry has ambiguous border 

between the industry and each industry has different types and 

aspects of innov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dvent of Knowledge-

based economy, the need for analyzing service innovation aspect of 

knowledge-based economy has increased. OECD defined that 

Knowledge-based economy make knowledge key factor in production 

and economy which is based to creation, distribution and application of 

such knowledge and information. This knowledge-based economy has 

a characteristic of high fixed cost and low variable cost owing to high 

flexibility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The industry which show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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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is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and criteria of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vary from countries. From criteria 

of OECD(2001),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divided into 

finance and insurance industry,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industry, professional and science service industry. In this paper, we 

focused on finance and insurance service industry. Because finance 

and insurance service promote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by 

allocating resources efficiently to supply finance to firm. Also, they 

re-apply that promoted technological innovation to allocate resources 

to aid other technological innovation. This process compose virtuous 

circle and can make possible to expansive reproduction. In those 

reasons, we selected finance and insurance service industry for our 

principal industry field which is the most important service industry in 

the knowledge-based economy. 

 To analyze finance and insurance service innovation, we used data 

from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STEPI, 2012), 

“Korean Innovation Survey in Service sector 2012”. The innovation 

survey have questions about innovations being divided into service 

product innovation, process innovation, organization innovation and 

marketing innovation. We focused on those type of innovation and 

analyzed which innovation most influenced to effect of innovati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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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is that, in case of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marketing 

innovation more influence to effect of innovation than non knowledge-

based service industry. Especially, finance and insurance industry 

have outstanding figure in marketing innovation effect. We concluded 

this result have stemed from regulation of finance and insurance 

sector which is higher than other industry and high degree of 

customer contact. Also, improved service product is more efficient 

than completely new service product. Therefore, we show both 

marketing innovation and service product innovation greatly influence 

to effect of innovation, it says that finance and insurance firm need to 

focus on integrated innovation strategy, not specific innovation. 

 

Keywords: Service innovation,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Innovation of finance and insurance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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