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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신서비스 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신서비스 개발

시에는 서비스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이에 맞는 개발계획이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여행업을 중심으로 신서비스 개발의 성공요인을 도출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수행

한다. 이를 위해 문헌을 통해 신서비스 개발(NSD)과 신제품 개발(NPD) 사이의 차이점을 살펴본

뒤, 성공적 신서비스 개발을 위한 요인들을 도출하여, 이와 개발성과와의 관계를 확인해본다. 실증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신서비스 개발의 성공가능성을 높

이기 위해 기업들은 종업원들의 전문지식을 신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들

은 다기능팀이나 부서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의해, 그리고 정보기술을 통해 신서비스 개발을 촉

진할 수 있다. 셋째, 기업들은 신서비스 개발 분위기를 신장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종업원들에 대

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I. 서 론

현대사회의 급변하는 환경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제조업에 비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중이 1990년 초

의 46.7%에서 2003년 12월 말 현재 73.5%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산업의

성장은 기업들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정보와 지식에 의해 환경들이 지배되는

것처럼 서비스 연구 분야도 서비스를 관리하고 개발하는데 정보와 지식의 관리가 중요

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증거이다(Behara, 2000). 이에 따라 서비스 기업들은 서비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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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정보와 지식을 이용하여 기존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신규고객의 확보를 위한 경쟁자와는 다른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에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기업에서의 신서비스 개발은 제조업에 비해서 쉽게 모방이 가능하고, 

고객과 함께 생산과 소비를 하는 동시성 때문에 고객의 역할이 제조업에 비해 중요한

특징이 있다(Fitzsimmons, et al., 2000). 또한 서비스의 무형성은 서비스 개발 시 개발

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생각이나 지식을 형상화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식적인 개발팀의 보유율조차 제조기업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또한 간혹 공식적 과정

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과 고객의 욕구를 철저히 파악하고 있는 인력들이 그 설계주체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원석희, 1999). 

급변하는 시장 환경의 변화 속에서 서비스 기업이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서

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 및 성과를 얻기 위한 정보와 지식집약적

서비스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서비스에 대한 연구들

은 서비스에 대한 인간의 기대와 인식에 대한 서비스 품질 측정과 같은 마케팅 중심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Behara, 2000). 

몇몇의 제조업 제품혁신 연구가 서비스에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눈에 띄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새로운 서비스 상품혁신들은 경쟁자들에게 쉽게 드러나고 모방이

된다. 이는 서비스 상품을 차별화하고 기술을 가두어 보관할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서비스업에서의 서비스 상품혁신의 확산은 제조업에서의 그것보다

더욱 빠르다. 이는 어떠한 기업이 혁신적인 서비스 상품을 통해 이익을 얻어내기가 더

욱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많은 서비스 기업이 공식적인 연구개발부서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서비스 상품혁신은 비구조적이고 비공식화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

성의 부족은 서비스 상품혁신에 대한 연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서비스 상품혁신

과정을 연구하는 숫자가 많아지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보통 구조화된 상품혁신 과정을

가정하고 있으되 어느 누구도 과정기술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Boone, 2000). 이러한 환경에서 신서비스 개발에 대한 연구는 더욱 더 미흡한

상태로, 대체로 제조업의 제품개발과 같은 방법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서

비스는 고유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제조업에서의 개발과는 달리 다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여행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신서비스 개발전략을 수립하는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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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실무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신서비스 개발(NSD)과

신제품 개발(NPD)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 신서비스 개발을 위한 성공요인들을 도출한

뒤, 124개의 여행사를 대상으로 이들 성공요인과 개발성과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서비스 경제와 신서비스 개발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서비스 부문이 경제활동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는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 8월 현재 63.4%, 2000

년 57.5%로, 1995년의 51.3%, 1990년의 48.4%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통계청 고용동향 각호). 또한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에서도 한국은 1990년 이후 급

성장을 하고 있다. 특히 2002년 12월말 현재 한국은 서비스 종사자가 71.5%로 일본의

65.7%보다 앞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1]은 한국, 일본, 미국의 연도별 서비스업

취업자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신서비스 개발에 있어 서비스의 근본적인 속성은 개발 방법에 있어서도 제조와는 다

른 점을 야기한다. 신서비스는 무형성 때문에 제조업의 제품보다는 개발속도가 빠르다

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개발을 할 때 개발 팀에 모여 있는 각 개인들이 가

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식을 형상화하는 데는 어려움을 준다. 또한 신서비스가 개발되었

어도 제품처럼 실험을 해보기가 힘들다(de Brentani, 1989). 따라서 신서비스 개발 시에

단위: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

71.7 68.5 68.9 67.7 71.1 70.9 71.5 73.7

<표 1> 주요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 비중(2000년기준)

자료: OECD(2002),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조강래(2002), “서비스산업의 확대가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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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가별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비율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야하고 이점이 바로 신제품 개발과는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

다. 서비스 자체는 형상화할 수 없지만 개발팀의 구성원들이 개발을 위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개발을 진행함으로써 무형성이 가지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실험하

기가 힘들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팀의 구성원들은 공식적인 프로세스가 필

요하고, 또한 고객을 개념화하고 평가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Avlonitis, Papastaopoulou & Gounaris, 2001).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상품개발 시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요소이다

(Fitzsimmons, et al., 2000).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은 고객이 의사결정을 할 때 고객과

가장 근접해 있는 전방종업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따라서 신서비스

개발에 있어 전방종업원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Edgett & Parkinson, 1994; 

Vermeulen, 2001). 이러한 특성이 개발프로세스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서비스 품질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아이

디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신서비스 개발 시 고객은 서비스 전달시스템과 서비스

그 자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Avlonitis et al., 2001).

이질성은 상품개발 측면에서는 제조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조업에서도 신제품을

개발할 때 고려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제품의 전달과정에 따라 고객이 갖는 제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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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각은 다를 것이다(Johne et al., 1998). 특히 서비스의 경우는 사람을 기반으로 하

기 때문에 서비스가 전달될 때마다 고객들이 느끼는 정도가 제조업의 경우보다 더 크게

작용을 할 것이다. 따라서 신서비스 개발 시 다양한 전달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개념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Larsen, 2001). 

위의 내용들은 분명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있어 상품 개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모든 개발 상황에서 서비스와 제조가 다르다는 것은 아니다. 유사한

점도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Vermeulen et al., 2002). 물리적 상품과 비물리적

상품에 대해 외형은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신서비스와 신제품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비슷할 수도 있다(Meyer et al., 2001). 

2. 신서비스 개발(NSD)과 신제품 개발(NPD)의 차이

1) Griffin(1997)의 차이분석

공식적인 개발프로세스는 신상품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60% 

이상의 서비스 기업들이 신서비스 개발 중에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고, 아주 소수의 기업들만이 기능적이고 순차적인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신서비스 개발의 경우 제조업의 신제품 개발과정에서보다 단계의 수가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신서비스 개발과정의 단계는 3.8단계인데 비해 제조업

은 5.4단계로 나타났다.

[그림 2]는 서비스와 제조업간의 개발단계별 중요도의 차이를 나타난 것이다. 제조업

은 개발단계 중에서 상품개발단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시험단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나는데 비해, 서비스업에서는 상품개발단계가 가장 높고 다음 단계로 아이디어(개념) 

창출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 동안 대부분 연구가 제조업의 제품개발 연구에 치중한 것은 서비스 기업들이 제

조기업들에 비해 개발에 대한 프로세스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비스 기

업에 대한 개발프로세스 연구가 더 많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프로세스와 조직구조 등을 더 많이 분석

함으로써 신서비스 개발역량을 신장시켜줄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것이 그 시작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음의 <표 2>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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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서비스와 제조간의 개발단계별 비교

NSD NPD

개발단계 3.8단계 5.4단계

비중이 높은 단계순서 개발-개념창출-사업성분석 개발-시험 및 타당성분석-상품화

중점단계 전략과 개발초기 부문 상품개발과 상품화 부문

다기능팀 1.7개 2개
실적부서 마케팅이 대부분을 차지 마케팅, R&D가 비슷한 비중을 차지

개발주기 NPD보다는 절반정도로 짧다 NSD보다는 주기가 길다.
개발성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개발시간 NPD보다는 짧다 NSD보다는 길다.

<표 2> Griffin(1997)의 신서비스 개발과 신제품 개발과의 차이

자료: Griffin(1997)의 논문을 재구성한 것임.

2) de Brentani(2001)의 차이분석

de Brentani(2001)는 신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요인을 상품관련요인, 시장관련요인, 기

업관련요인, 신상품개발 프로세스 요인 등으로 구분하였다. <표 3>에 각 요인들에 대하

여 신서비스 개발과 신제품 개발 사이의 차이점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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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SD NPD

상품요인

상품우수성과 특이성
동시성으로 인해 고객이 위험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중요

상품의 복잡성/비용 학습비용과 고객위험이 추가됨 고객의 요구사항을 해결해줌

시장요인

시장경쟁력
개발기간은 짧지만 모방으로 인

한 진입장벽이 낮다(me-too). 
진입장벽이 보다 높다.

시장잠재력

점진적 혁신에서 고객요구를 파

악할 통찰력과 고객 적응기회가

더 부여된다.

혁신성이 높을수록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기업내

요인

전략 및 자원적합도

기존 플랫폼을 기초로 한 전략

을 사용함으로써 높은 자원적합

도를 이용하는 것이 경쟁우위를

가짐

장기적인 전략차원에서의 제

품개발을 함으로서 연속적 경

쟁우위를 가질 수 있다.

혁신문화 및 관리

전방직원의 역할이 크게 작용을

하고 관료주의적인 관리체제가

문제

전방직원과 후방직원의 관계

가 비교적 원활

NSD 프로

세스요인

공식적 평가 및 설계
명백한 목적과 설계시 고객의

참여가 필요

NSD보다는 공식적 평가와 설

계를 사용

공식적 시험 및 출시 무형성으로 유형성으로

<표 3> de Brentani(2001)의 신서비스 개발과 신제품 개발과의 차이점

자료: de Brentani(2001)의 논문을 재구성한 것임

3. 신서비스 성공요인

Johne(1998) 등은 신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성공요인으로 ① 개발스탭 ② 고객접점스

탭 ③ 고객 등을 말하고, 개발스탭의 경험부족이나 기술의 부족이 서비스 개발에서 중

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팀제와 권한이양은 빠른 서비스 개발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Lovelock(1984)도 테스크포스팀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그러

나 종업원들은 실무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서 실제 상품 개발과정에 참여하지 못하

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직무설계, 팀제, 스탭의 선택, 훈련, 보상시스템 등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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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제품개발에 있어 고객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고객의 참여 여부

가 신상품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Johne et al., 1998).

Johne(1998) 등은 서비스 개발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야 하는

업무를 기회분석, 프로젝트 개발, 서비스 제공(offer) 공식화의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① 기회분석(opportunity analysis)

기회분석이란 신서비스와 조직 사이의 시너지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신서비

스가 기존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나 이미지 그리고 기업의 전반적인 전략과 어느

정도 적합성이 있어야 개발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의 속성 중

에 고객과의 상호 활동이 많이 있는 특성 때문에 서비스 전달과정은 특히 중요하며, 이

를 위해 고객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성공을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기업

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방직원에 의해 신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는 시장중심적인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객의 요구와 경쟁자를 잘 파악함으로써 경쟁력을

신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Johne et al., 1998).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

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에 맞는 신서비스와 기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능력사이에 시너지

를 얼마나 낼 수 있는가의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서비스 개발역량은 시

장민감성, 개발전략, 개발부합성, 정보기술경험 등으로 대변될 수 있다.

② 프로젝트 개발

신서비스 개발에서 서비스 개발과정의 품질은 매우 중요하다.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의 부서간의 조정은 중요한 성공요인이 된다. 다기능팀이나 내부 의사소통을 위한 개발

팀은 이런 측면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개발 시에 고객과의 접촉이 많은 전방직

원을 같이 참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아이디어 창출과정에서 고객의 참여는 시장지향

성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개발속도 역시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단계를 생략하거나

앞 단계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개발 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성공적인 출시를 위

한 전제조건은 바로 전방직원의 사전준비이다. 그들은 신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서비스 개발역량으로 정형화된 개발프로세스, 개발문화

등이 거론될 수 있다.

③ 서비스 제공(offer)1)의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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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속성상 고객들은 복잡하고 혁신적인 것을 원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우수한

상품에서보다는 고객의 성향에 따라 매우 다른 요소에서 만족/불만족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방직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전방직원이 가지는 전문성이란

서비스에 대한 기술뿐만 아니라 고객서비스 기술을 포함한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위해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고객이 참여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offering)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이상에서 신서비스 개발에 따른 성공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여러 요인들 중에서 신제

품과 신서비스와의 주요 차이점은 서비스 제공의 공식화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서비스

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서

비스 제공의 공식화를 통한 성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종업원 특히 전방종업원의 역할

과 이들을 통합하는 중요성이 크다고 본다. 특히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이

와 같은 일련의 연구들은 성공적인 신제품 개발에 대한 조직구성원 개인간, 부서간 커

뮤니케이션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신서비

스 개발을 위한 역량으로 정형화된 개발프로세스, 시장민감성, 개발전략, 개발부합성, 

개발문화, 정보기술경험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모형과 가설

1. 연구모형

기존의 서비스 개발들은 고객에 의해서보다는 경쟁자에 대한 모방에 의해 이루어지

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리고 성공적인 기업의 대부분은 신서비스 개발 시 공식적인

개발절차를 통해(de Brentani, 2001) 개발을 하고,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부서간의 조정

 1) 본 논문에서는 offer를 서비스 제공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서비스 제공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제공을 하는 공간, 서비스 제공시의 물리적 장비 등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서비스 제공에 있어 그 질에 대한 평가를 결정짓는 요소는 인적요소인 종업원과 음악, 시설, 진열
상황, 색 등과 같은 물적요소를 포함한다(이유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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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Johne et al., 1998). 전문적인 기술지식이란 서비스

자체에 대한 기술뿐만 아니라 고객서비스 기술도 포함하는 의미이다. 신상품 개발과정

또는 신상품 성과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개발과정에서의 실행품질 즉, 개발과정에서의

효과성․효율성(Cooper & Kleinschmidt, 1994)과 기능간 통합문제(Griffin & Hauser, 

1993; Song & Parry, 1997)가 신상품 성공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본 논문의 연구모형을 [그림 3]과 같이 구성하였다.

2. 연구가설

1) 시장요인과 신서비스 개발성과와의 관계

de Brentani(1989)는 “혁신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노력은 고객과 경쟁자 그리고 시장

잠재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신제품 개발은 소비자 욕구를 파악하고 기술적인 가능

성을 타진하여 사업의 기회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제품 개발은 시장에

대한 지식과 기술적인 지식을 사용함으로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두 지식의

통합에 의한 제품으로의 체화과정을 신제품 개발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Mahadvan et al.,1998). 시장지식은 다시 고객에 대한 지식과 경쟁자에 대한 지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Li et al., 1998).

시장민감성에 대한 내용은 마케팅 분야뿐만 아니라 운영관리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

이다. 서비스마케팅 차원에서의 연구인 Jaworski와 Kohli(1993)의 연구는 조직의 시장

지향성이 소비자와 경쟁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역

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잘 설계된 시장지향적 시스템은 신제품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운영관리의 차원에서 시장민감성은 기업에게 그

들의 경쟁적 환경을 볼 수 있게 해주고,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 지를 예측할 수 있는 능

력을 제공해 준다고 말하고 있다. Cooper(1999) 등의 연구에서도 신서비스에 성공한 기

업들은 시장지향적인 기업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요약하면 시장민감성은 경쟁적 환경과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파악

할 수 있는 서비스 조직의 능력에 대한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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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모형

가설 1: 시장요인은 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고객 지식은 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경쟁자 지식은 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전문지식은 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시장요인은 비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고객 지식은 비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경쟁자 지식은 비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전문지식은 비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프로세스요인과 신서비스 개발성과와의 관계

정보기술은 경쟁우위를 창조하고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Froehle(2000)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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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은 신서비스 개발 속도와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사용은 부서 간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서, 또는 고객의 요구를 획득할 수 있는 도구로

서 신서비스를 창출하는 촉진제가 된다. 정보기술의 경험은 신서비스 개발과정에서 정

보처리 과정과 활동들의 내외부 조직적 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개선해주기 위한 정보기

술의 사용과 관련된 것들이다. 즉, 고객의 욕구에 더욱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창

출에 대한 동인인 것이다.

Martin과 Horne(1993)의 연구에서 16개 서비스 기업에서 80명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공식적인 개발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유도한 기업들의 경우 공식적 개발과정을 더 잘 갖추고 있고, 구

성원이 잘 협조하는 기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과정 중에

서 초기단계는 급진적인 혁신서비스인 경우에는 효과가 있지만 점진적인 혁신서비스인

경우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데 비해 계획된 출시단계에서는 급진적인 경우나 점진적

인 경우 모두에 개발성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Avlonotis et al., 2001). 그러나 어떤 경

우에도 공식적인 개발과정들을 실행하는 것이 개발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은 자명한 일이다(Rochford et al., 1997). 

가설 3: 프로세스 요인은 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개발과정 공식화는 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다기능팀은 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정보기술경험은 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프로세스 요인은 비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개발과정 공식화는 비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다기능팀은 비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3: 정보기술경험은 비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기업내요인과 신서비스 개발성과와의 관계

기존 서비스시스템 공정과의 부합 정도(현행시스템의 유지와 활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부합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즉 신서비스 개발부합성이란 기업이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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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운영 능력과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와의 부합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Martin과 Horne(1993)의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부합성이 근접하

면 할수록 개발성과에 성공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부합성이란 신서비스 개

발에서 시장의 요구와 서비스 운영능력과 프로세스 그리고 절차 사이의 적합성을 나타

내는 것이다. 즉 성공적 신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현 서비스시스템과 능력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ooper(1995) 등은 신상품 개발에 긍정적인 문화와 분위기는 상품개발을 성공적으로

유도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문화는 혁신을 하고자 하는 의지

를 나타내는 서비스 조직에 의해 조성되는 가치와 신념을 포함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신서비스 개발문화는 신서비스 개발 분위기를 신장시켜주고 성공적 신서비스 개발을

유도할 것이다. 

신서비스 개발과정에 기업의 전략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때 성공가능성이 높다

(Moore, 1987). Crawford는 ‘제품혁신서’라는 신제품 개발전략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서

개발성과를 올리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문서 내에는 첫째, 전략의 영역이

나 혁신활동의 요인들을 정의하고, 둘째, 신제품 활동의 목표를 세우고, 셋째, 목표 달

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기록하도록 하였다(Martin & Horne, 1993). 

기업 전반의 전략이 신서비스나 제품의 전략에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성

공요인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Johnson et al., 2000; Cooper & 

Kleinschmidt, 1995). 명백한 개발전략은 ‘전략적 비전(strategic vision)’을 통해 신서비

스 개발 시에 기준점을 제시해 주게 된다. 이는 전략을 통해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청사진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Fitzsimmons et al., 2000).

가설 5: 기업내 환경요인은 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1: 개발전략은 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2: 개발문화는 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3: 개발부합도는 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기업내 환경요인은 비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1: 개발전략은 비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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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6-2: 개발문화는 비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3: 개발부합도는 비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V. 실증분석

1. 연구방법

1)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실증연구의 대상으로 서비스업종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적절하게

부합되리라 판단되는 여행업을 선택하였다. 관광산업은 제조업이나 다른 서비스산업에

비하여 인력과 물적 설비와의 대체탄력성이 낮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적자원 의

존도가 매우 높으며,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도 고객과의 접촉빈도가 높은 서비스산업에

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가장 중요한 전략변수임이 확인된 바 있다(김민규, 2001; Heskett 

et al., 1990).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2003년 9월 5일과 6일 여행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과의 인터

뷰를 통해 설문지를 수정 보완한 후, 2003년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직접방문, 우

편발송 등을 통한 오프라인 설문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설문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배포된 설문 중에서 우편에 의한 회수는 54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회수는 36부, 직

접방문에 의한 회수는 38부 등으로 총 128부를 회수하였다. 이중에 자료의 왜곡이 심한

4부를 제외한 총 124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2) 변수의 측정방법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수를 구성하는 모든 개념에 대해 복

수 항목의 설문을 개발하였고, 측정도구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미비할 경

우 관련 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자가 설문항목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측정항목들의 척

도는 Likert 7점(1: 전혀 아니다 ～ 7: 매우 그렇다)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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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시장요인, 프로세스요인, 기업내요인, 개발성과 등에 관한 총 42

개 문항과 인구통계학적 항목 5개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모형에서 도출된 요인을 차원

별로 정리한 후 조작적 정의를 내리면 <표 5>와 같다.

조작화 관련 문헌

고객 지식

고객 정보의 충분성
Giffin & Hauser(1993)
Li & Calantine(1998)

고객정보 조사방법(도구) 사용

고객 정보의 체계적인 분석

경쟁자

지식

경쟁회사의 상품이나 전략에 대한 정보 수집

Day & Wensley(1992)
Li & Calantine(1998)

경쟁회사의 전반적인 관리체계 분석

경쟁회사 정보의 보유

상품설계시 경쟁회사의 상품에 대한 정보 반영

전문 지식

전문지식 보유

Zeithaml(1998)
Sujan, Weitz, & Kumar(1994)

업무경험 보유

고객과 공급업자들에 따른 보유지식의 유연성

고객을 대하는 상호작용기술의 지속적인 교육

<표 5〉 시장환경요인 변수 조작과 관련문헌

〈표 6〉 프로세스 환경요인 변수 조작과 관련문헌

변수 조작화 관련 문헌

개발과정공식화

정형화된 개발단계

Griffin(1997)
Cooper & Kleinschmidt(1995)

개발단계의 정해진 순서

모든 신상품 개발시 동일한 공정

표준화된 자원과 루틴

다기능팀

참여성 Cohen &
Levinthalvl(1990)
Lievens & Moenaert(2001)

전문기술 공유

최신 정보의 공유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정보기술

경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촉진

Noori, Munro, Deszca, Cohen(1997)
de Brentani(1995)

출시속도를 신장

정보 흐름을 원활하게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고객의 요구를 정의하고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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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조작화 관련문헌

 
개발전략

회사 전체 사업전략

Noori, Munro, Deszca, Cohen(1997)
Cooper & Kleinschmidt(1995)

현 서비스능력

전반적인 전략에서 아이디어 도출

관리자 지원

개발부합

기존상품에서 사용한 자원

Martin & Horne(1993)기존상품을 믹스

사용가능한 자원

아이디어의 실현은 현재의 관점에서 평가

기업문화

위험관리 능력

Cooper & Kleinschmidt(1995)
Page(1993)

인적자원의 중요성

신상품 혁신 개발을 위한 모임

금전적 보상이외의 방법도 사용

〈표 7〉 기업내 환경요인 변수 조작과 관련문헌

변수 측정항목 관련문헌

재무적

성과

경쟁기업 대비 상대적 수익률 Griffin(1997)
Griffin & Page(1996)
Cooper & Kleinschmidt(1995)

경쟁기업 대비 상대적 투자수익률

목표 대비 달성률

비재무적

성과

지난 3년 동안 출시속도(속도) Cooper(1999)
Brown & Eisenhardt(1995)
Cooper & Kleinschmidt(1995)

고객만족(품질)

지난 3년 동안 전반적 성공(효율성)

〈표 8〉 신서비스 개발성과에 대한 변수 조작과 관련문헌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단일차원성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

정된 변수가 구성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구

모형에 포함된 요인들을 구성하는 항목들의 내적일관성은 크론바하 알파값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확인요인분석을 통해 척도를 한 번 더 정제하였다. 도출된 구성개념들 간의

영향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SPSS ver. 11.0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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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본의 특성

설문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61.29%)가 여자(38.71%)보다 많았고, 응답기업의 규모는

10명이하인 기업이 56.45%이고, 50명을 넘는 대규모의 여행사가 20.16%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9>와 같다.

구분 구성 항목
응답기업의

구성
구성비(%) 구분 구성 항목

응답기업의

구성
구성비(%)

응답자의

성별

남 76 61.29

응답자의

직위

사원 23 18.55
여 48 38.71 대리급 25 20.16

기업규모

5명 이하 40 32.26 과․차장급 29 23.39
6-10명 30 24.19 부장급 4 3.23
11-20명 7 5.65 임원 17 13.71
21-30명 13 10.48 경영주 26 20.97
31-40명 6 4.84

응답자의

연령

20대 37 29.84
41-50명 3 2.42 30대 43 34.68
50명 이상 25 20.16 40대 29 23.39

개발팀
있다 49 39.52 50대 14 11.30
없다 75 60.49 60대 이상 1 0.81

〈표 9〉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자료에 대한 표본적합도를 검정하는

KMO(Kaiser Meyer Olkin) 값에 대해 일반적으로 그 값이 0.60 이상이면 표본은 요인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릴 수 있다. Bartlett의 단위행렬검정 값은 모집단 상관행

렬이 단위행렬이라는 귀무가설의 채택여부를 검정하는 기준이다. 이는 변수들은 서로

높고 낮은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수의 주성분을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

고 있다(박정민 & 나상균, 2003). 따라서 KMO 값이 0.60 이상이고, Bartlett의 단위행

렬 검정통계량의 값이 0.05 이하면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시장

환경요인에 대하여 이용된 표본은 KMO 측도가 0.849이고 단위행렬 검정통계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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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tlett 값이 유의수준 0.000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이

다. 프로세스 환경요인에 대하여 이용된 표본은 KMO 측도가 0.788이고 Bartlett 값이

유의수준 0.000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기업내 환경요인에 대하여 이용된 표본은 KMO 측도가 0.739이고 Bartlett 값이 유의수

준 0.000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이다. 요인분석을 실시하

여 요인적재값이 0.5 이상이 안 되는 측정변수와 신뢰도 값을 떨어뜨리는 측정변수들을

제거한 후 다시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항목으로 고객지식에서 ‘고객정보의 충분성’ 

측정항목과 다기능팀의 ‘회사 전체 사업전략’의 측정항목이 제외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10>에서 <표 13>과 같다.

본 설문은 다항목 측정변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측정변수들이 해당 구성개념

들을 반영하는 내적일관성에 의하여 신뢰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신뢰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구성개념들에 대한 신뢰도 값은 0.7 이상이 되면 신뢰도가 높다

고 볼 수 있다(강병서, 1999). 이들 구성개념들의 신뢰도 계수는 일반적 기준인 0.60을

상회하여 대부분 0.8 이상의 계수로서 대체로 만족스러운 내적적합도를 나타낸다.

구성개념 측정항목 요인 1 요인 2 요인 3
커뮤

날리티
설명분산

크론바하

알파

고객지식
조사도구 사용 .876 .821

10.742 .8180
체계적 분석 .894 .865

경쟁자

지식

경쟁자 정보수집 .669 .634

15.821 .8209
체계적 분석 .630 .648
대량보유 .849 .769
상품개발시 반영 .815 .788

전문지식

전문지식 보유 .862 .802

49.816 .8885
업무경험 보유 .887 .878
보유지식의유연성 .820 .791
지속적 교육 .640 .641

〈표 10〉 시장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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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개념 측정항목 요인1 요인2 요인3
커뮤

날리티
설명분산

크론바하

알파

개발과정

공식화

정형화된 개발 .741 .666

22.197 .8615
개발순서 .866 .820
동일한 공정 .860 .783
표준화 .750 .593

다기능팀

참여성 .886 .798

22.880 .8724
전문기술 공유 .883 .837
최신정보 공유 .929 .872
의사소통 .859 .785

정보기술

경험

의사소통 촉진 .793 .686

30.394 .9238
출시속도 신장 .813 .734
정보흐름원할 .928 .859
정보공유원할 .928 .903
고객정보진단 .859 .743

<표 11> 프로세스요인분석

구성개념 측정항목 요인 1 요인 2 요인 3
커뮤

날리티
설명분산

크론바하

알파

개발 전략

기업전략 .766 .790

11.953 .7976
현서비스 능력 .781 .691
사업전략 .824 .741
경영자 자원 .604 .674

개발 문화

인적자원 중요성 .813 .752
24.378 .7668개발팀 형성 .774 .683

비금전적 보상 .814 .676

개발

부합도

기존자원 .755 .666

34.447 .8522
기존상품믹스 .903 .821
이용가능 자원 .828 .704
현 시점 평가 .804 .663

<표 12> 기업내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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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개념 측정항목 요인 1 요인 2 커뮤날러티 설명분산
크론바하

알파

재무적 성과

상대적 수익률 .884 .805

21.756 .8648상대적 투자수익률 .899 .830

목표대비 달성율 .792 .773

비재무적

성과

출시(속도) .913 .877
58.859 .8822고객만족(품질) .917 .890

전반적성공(효율성) .792 .661

<표 13> 신서비스 개발성과 요인분석

4. 가설검정

1) 시장요인과 개발성과

신서비스 개발성과에 영향력을 미치는 시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여 관계와 관계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성과를 종속변수로 고려한 다

중회귀분석의 실시 결과는 <표 15>와 같다. 다중공선성의 검토를 위해 <표 15>의 VIF 

값을 보면 최대 2.007의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재무적 개발성과에 시장요인 중에서 기술지식만 t값이 5.224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재무적 개발성과에서도 기술지식만 t값이 5.119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시장요인 중에서 기술지식만이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시장요인에 따른 개발성과와의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화β t 통계량 R2 F값 VIF

재무적

성과

고객지식 .139 1.647
0.259 13.95**

1.270
경쟁자지식 -.171 -1.681 1.791
기술지식 .537    5.224** 2.007

비재무적

성과

고객지식 .093 1.105
0.266 14.49**

1.270
경쟁자지식 -.079 -.784 1.794
기술지식 .524    5.119** 2.007

*  : p＜0.10
**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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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세스 환경요인과 개발성과

신서비스 개발성과에 영향력을 미치는 프로세스 환경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관계와 관계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성과를 종속변수로

고려한 다중회귀분석의 실시결과는 <표 16>과 같다. 다중공선성의 검토를 위해 <표

16>의 VIF 값을 보면 최대 0.821의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해결되었

다고 할 수 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재무적 개발성과에 프로세스 환경요인 모두가 유

의한 것으로 정보기술의 경험 t값이 2.743, 다기능팀의 t값이 2.230, 개발과정 공식화의

t값이 1.715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비재무적 개발성과에서

도 프로세스 환경요인 모두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향을 미치는 순서가

재무적 성과와는 달리 정보기술의 경험의 t값이 4.187, 개발과정 공식화의 t값이 2.728, 

다기능팀의 t값이 1.974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프로세스 환경

요인의 경우 모든 요인들이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16> 프로세스요인에 따른 개발성과와의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화β t 통계량 R2 F값 VIF

재무적

성과

개발과정공식화 .159  1.715*
0.223 11.50**

.756
다기능팀 .198 2.230** .821
정보기술경험 .254 2.743** .755

비재무적

성과

개발과정공식화 .231 2.728**
0.347 21.21**

.756
다기능팀 .161 1.974** .821
정보기술경험 .355 4.187** .755

*  : p＜0.10; ** : p＜0.05

2) 기업내요인과 개발성과

신서비스 개발성과에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내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관계와 관계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성과를 종속변수로 고려한

다중회귀분석의 실시결과는 <표 17>과 같다. 다중공선성의 검토를 위해 <표 17>의

VIF 값을 보면 최대 1.5의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재무적 개발성과에 기업내 환경요인 중에서 개발전략과

개발문화가 유의한 것으로 개발문화의 t값이 4.815, 개발전략의 t값이 1.821 순으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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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비재무적 개발성과에서는 개발부합도가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문화는 t값이 5.327로 나타났고 개발부합도는 t값이

3.099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기업내 요인 중에서 개발문화는 재무적인

경우나 비재무적인 경우 모두에 유의하게 나타났고, 개발전략은 재무적인 개발성과에, 

개발부합도는 비재무적인 개발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기업내 요인에 따른 개발성과와의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화β t 통계량 R2 F값 VIF

재무적

성과

개발전략 .171 1.821*
.296 16.780**

1.500
개발문화 .437 4.815** 1.080
개발부합도 -.038 -.480 1.405

비재무적

성과

개발전략 .106 1.185 
.365 22.966**

1.500
개발문화 .462 5.357** 1.080
개발부합도 .234 3.099** 1.405

*  : p＜0.10; ** : p＜0.05

V.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여행업의 신서비스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려고

시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표 20>과 같

다. 

첫째, 시장요인 중에서는 전문지식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서

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종업원의 전문기술과 상호작용기술이 필요하다. 이는 신서비

스 개발에 있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종업원 역할이 증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기

술의 발전으로 기능과 속도에 있어 고객의 새로운 요구가 발생하여 이에 입각한 신서비

스 개념이 창출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기업들은 종업원들의 전문지식을 신

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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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연구가설의 검정 결과

가설번호 가설내용
검정결과

(유의수준5%)
가설1 시장요인은 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1-1 고객지식은 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1-2 경쟁자지식은 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1-3 전문지식은 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 시장요인은 비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1 고객지식은 비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2-2 경쟁자지식은 비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2-3 전문지식은 비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 프로세스요인은 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1 개발과정공식화는 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3-2 다기능팀은 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3 정보기술경험은 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4 프로세스요인은 비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4-1 개발과정공식화는 비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4-2 다기능팀은 재무적 비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4-3 정보기술경험은 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5 기업내요인은 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5-1 개발전략은 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5-2 개발문화는 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5-3 개발부합도는 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6 기업내요인은 비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6-1 개발전략은 비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6-2 개발문화는 비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6-3 개발부합도는 비재무적 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둘째, 프로세스 요인 중에서는 다기능팀의 역할과 정보기술 경험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하나의 신서비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팀 구성원들

에게 내재된 지식이 있어야 하고, 이들 지식을 하나로 만들 있는 공식적인 조직이 필요

한데 이 조직이 바로 다기능팀이다. 따라서 부서간 통합된 형태의 다기능팀의 역할은

신서비스 개발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정보기술 경험의 정도는 신서비스의 개

발속도와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부서간의 의사소통의 도구로 신서비스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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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촉진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기업들은 신서비스 개발 시

다기능팀이나 부서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의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개발하고, 정보기

술을 통해 신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셋째, 기업내 요인 중에서는 개발문화가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업원들이 혁신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욕망을 나타내는 개발문화가 중요한 역할

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기업들은 신서비스 개발의 분위기 신장 및 이를

위한 종업원들에의 동기부여의 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연구의 초점이 신서비스 개발과정에만 맞추어져 있어 신서비스가 개발된

이후의 과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신서비스 개발성과는 서비

스가 출시된 후 여러가지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

서비스 개발과정에만 연구를 제한한 것은 실무적 유용성의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의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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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critical factors for successful new service 

development, an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NSD success factors and 

performances in domestic travel industry. In the results, we confirmed the following 

consequences. First, the study presented the theoretical basis for setting the new 

service concept and the business strategy for a firm to develop new service by 

providing relationships of NSD factors and NSD performance. Second, we find that 

success factors for NSD are market-related, company-related and development 

process-related. Third, Relations between success factors for New Service Development 

and performances are cla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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