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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견지해 온 한국은 최근 제조업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됨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및 개발
이 매우 중요한 정책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
한 신흥공업국의 추격으로 전통적인 제조업 부문은 이미 그 주
도권을 상실한 상태이고, 신기술산업은 선진국의 견제가 심할
뿐더러 단기간에는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부가가치의 50%, 고용의 60% 이상을 점유
하는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산업은 본질적으로 생산성이 저
조하고, 노동집약적인 성향이 강하여 그 동안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기술진보와 이
를 통한 서비스혁신은 서비스산업에서도 큰 폭의 생산성향상
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경제에 대한 서비스산업의 역
할도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 연구는 서비스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의 전략분야, 수단, 차별화
요소, 실행속도 및 단계, 경제논리 등 전략을 구성하는 5대 요

소를 통해 서비스산업이 성장동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
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략이 실행에 옮겨져 기대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여건으로 서비스혁신환경 조성을 정
책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본 연구원 서비스산업실의 김휘석 실장과 이건
우, 이항구, 박진수 연구위원, 그리고 최영섭 부연구위원이 공
동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연구의 소심의위원
회 위원으로서 연구수행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하면서
유익한 제안과 의견을 제시해 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채명수
교수, 산업자원부의 강남훈 산업혁신과장, 그리고 본 연구원의
정진화 박사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 보고서에 담겨진 내용과 정책방안은 필자들의 개인적 견
해일 뿐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국내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 0 0 2년 1 2월
산 업 연 구원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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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Ⅰ. 서
○ 선진경제로 진입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은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이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되었고, 서비스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음.
- 중국과 같은 신흥공업국의 추격으로 제조업에서의 성
장잠재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신기술 분야에서는 선진
국의 견제가 심할 뿐더러 신기술을 산업화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됨.
○ 서비스산업은 생산성이 낮고 매우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
되어 있어 그 동안 성장동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려웠으나, 전략수립의 실효성 및 정책자원 배분의 효율
화가 전제된다면 성장동력으로서의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 총요소생산성을 비교해 보면,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
해 훨씬 저조한 생산성을 보여왔으나, 최근 기술의 발
전으로 서비스업의 생산성증가 잠재력이 크게 강화되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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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사업서비스, 성장잠재력과
수출가능성이 높은 문화·오락 부문, 외부충격에 대한
완충기능을 갖는 전통서비스 등 서비스부문의 다양한
기능이 안정적인 경제운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
한 전략에 초점을 두어 서비스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혁신패러다임의 모색,
서비스산업의 환경 및 내부역량 분석, 서비스전략 수
립, 서비스정책 등이 주요 연구내용임.

Ⅱ. 서비스산업과 성장패러다임

□ 생산성향상과 성장
○ 생산성향상과 이로 인한 경제성장에 관해서는 신고전파
이론과 신성장이론이 서로 다른 논리적 체계를 가짐.
- 신고전파이론에서는 광범위하게 정의된 자본축적이 단
기적으로 성장을 주도하게 되지만, 자본은 궁극적으로
수확체감의 법칙을 적용받음으로써 장기적인 생산성향
상은 전적으로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기술진보에 의존

요 약

한다는 논리체계를 지님.
- 반면 신성장이론 또는 내생적 성장이론에서는 자본의
수확체감을 부정하는 한편 내부적인 기술변화를 설명
함으로써 외부에서 주어지는 기술진보 없이도 지속적
인 생산성향상이 가능하다고 봄.
○ 생산성향상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총요소생산성
(TFP)의 증가임.
- 힉스중립적 기술진보율 또는 솔로우잔차로 잘 알려진
총요소생산성은 산출증가율과 기본적인 투입요소인 자
본과 노동의 상대적인 비중을 가중시킨 성장률간의 차
이로 정의됨.

□ 혁신과 총요소생산성
○ 경제가 점차 소프트화, 지식기반화, 또는 서비스화함에
따라 물적 자원의 투입만으로는 기대하는 성장을 달성하
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어, 혁신을 통한 생산성향상이
성장을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
- 같은 자본이라도 그 용도가 유형자산 형성보다는 기술
개발 또는 지식창출에 더 많이 투입되어야만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게 되었음.
○ 슘페터의 혁신이론은 혁신의 원천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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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보다는 기존의 자원을 참신한 방법으로 재결합하는 내
부적인 역량이라는 점을 강조함.
- 따라서 기술진보 등 혁신의 동인을 외부에 의존하는 신
고전파이론보다는 내부에서 찾는 신성장이론 또는 진
화론적 성장이론이 생산성향상과 그 결과로서 나타나
는 성장을 보다 더 잘 설명한다고 할 수 있음.
○ 총요소생산성은 요소투입의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산출보
다 더 큰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는 기술진보와 관련된 성장요인을 뜻함.
-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는 생산기술의 개선과 더불어 신
기술 및 새로운 조직프로세스를 도입한 결과로 나타나
며, 이는 곧 혁신활동을 바탕으로 함.
○ 혁신의 패턴과 총요소생산성의 국가간 차이는 여러 요인
에 의해 발생하지만, OECD에서는 대체로 정책환경이
성과 차이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으로 보고 있음.
-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생산 및 활용에 관련된 산업의 영
향이 큰 경우 국가간 산업구조의 차이가 혁신잠재력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영향을 미침.
- 또한 인적자원, 시장개방, 노사관계 제도, 금융구조,
지배구조 등이 혁신활동과 경제성장의 국가간 차이를
불러오는 중요한 구조적 결정요인이 되고 있음.

요 약

□ 혁신주도형 성장패러다임
○ 혁신을 기술적 혁신과 비기술적 혁신으로 구분할 때, 기
술적 혁신은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인 개념의 혁신인 데
반해 비기술적 혁신은 조직혁신이나 프로세스혁신과 같
은 다소 소프트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 기술혁신이 여전히 혁신의 근간인 것은 부인할 수 없으
나 전통적인 기술혁신만으로 추가적인 성장요인을 찾
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기술혁신, 즉 서비스혁신
의 중요성이 부각됨.
- 서비스혁신은 자원의 참신한 재조합에 의해 유발되지
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음.
○ 혁신에 있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
다는 점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찾아 볼 수 있음.
- 제조업의 서비스화, 서비스업의 제조업 주도,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인터페이스 증가가 중요한 제조업과 서
비스업간의 관계 변화임.
○ 이처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관계가 세 가지 형태로 발
전함에 따라 혁신모델도 새로운 개념으로 정립할 수 있
는데 이는 기술적 혁신을 핵으로 하여 비기술적 혁신이
이를 둘러싸는 형태로 정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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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념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구분하는 지금까지의
이분법적 체계가 아닌 혁신의 상호의존적 특성을 반영
하는 것임.
- 성공적인 제조기업은 비기술적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
하는 한편, 성공적인 서비스기업은 기술적 혁신의 중요
성을 인식함으로써 상호의존성이 강조됨.

Ⅲ.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환경 분석

□ 산업구조 면에서의 국내 서비스산업
○ 1995년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1980년에서 2001년까
지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52.6%에서 50.9%로
하락한 반면, 고용측면에서는 서비스경제화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37.0%에서 62.4%로 증가하였으나, 서비스
부문의 취업자 1인당 생산성은 저하되었음.
○ 1995년 가격을 기준으로 2001년의 서비스업종별 구조
를 보면, 도·소매부문이 18.8%로 가장 크고, 부동산
및 임대업 15.3%, 금융 및 보험 12.6%의 순으로 나타
나며, 1990년대 성장속도는 IT산업이 19.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문화산업 9.8%, 사업서비스업 9.1% 순

요 약

서임.
○ 서비스산업의 중간수요율은 전산업보다 현저하게 낮으
나, 금융보험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통신방송업 등 생
산자 서비스산업은 매우 높고, 교육보건이나 사회 및 기
타서비스, 도소매업 등 소비자 서비스산업은 낮음.
- 서비스업의 중간수요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그 동
안 음식숙박업, 운수보관,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교
육보건, 사회 및 기타서비스업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
고, 통신방송 및 금융보험은 하락하였음.
○ 전산업에 대한 서비스투입계수는 꾸준히 상승하여 전산
업의 중간투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중간투입의 비
중이 1985년 22.3%에서 1998년 28.2%로 상승함으로
써 중간투입의 서비스화 또는 생산과정의 서비스화가 지
속되고 있음을 보여줌.
- 제조업에 대한 서비스투입계수는 5% 상승한 데 비해,
서비스업에 대한 서비스투입계수는 51% 상승하여 서
비스 생산과정에서도 서비스화가 현저함.
- 특히 통신방송, 금융보험, 보육보건, 사회 및 기타서비
스의 서비스화는 크게 진전된 데 비해, 도소매와 운수
보관,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느린 편임.
○ 생산유발계수를 통해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연관관계를
보면, 서비스업 생산이 제조업 생산을 유발하는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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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반면, 제조업 생산이 서비스업 생산을 유발하는
관계는 약화됨.
- 서비스업종별로 제조업생산 유발관계는 교육보건, 음
식숙박, 사회 및 기타서비스에서 크게 강화된 반면, 통
신방송, 금융보험, 도소매의 경우에는 약화됨.

□ 서비스 국제교역 동향
○ 제품과 달리 서비스는 다양한 형태로 국제교역이 이루어
지는데, WTO에서는 국경간 공급(모드 1), 해외소비(모
드 2), 상업적 주재(모드 3), 자연인의 주재(모드 4) 등
네 가지로 구분함.
- 대체로 국제수지통계에서 <모드 1>과 <모드 2>를, 그
리고 해 외 직 접 투 자 에 서 <모드 3 >을 포 착 하 며 ,
<모드 4>는 별도의 통계로 작성됨.
○ 세계 서비스교역 규모는 2001년에 약 1조 4,600억 달
러 정도인데, 이는 세계 총 수출의 19.4% 수준임.
- OECD 국별 서비스교역은 수출에서 미국, 영국, 프랑
스, 독일, 일본의 순이며, 수입에서는 미국, 독일, 일
본, 영국, 프랑스의 순, 그리고 한국은 수출에서 14위,
수입에서는 13위를 기록함.
- 미국의 경우 여행수지와 특허권 사용료수지에서 큰 폭

요 약

의 흑자를 보이고, 영국은 여행수지에서는 적자이지만
금융 및 사업서비스에서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함.
○ 한국의 경우에는 2001년 현재 35억 달러의 서비스수지
적자를 보이는데, 운수 및 정부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여
행, 통신, 보험, 특허권, 사업서비스에서 적자를 기록함.
○ 최근 들어 OECD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서비스부문의 비
중이 매우 높아졌는데, 이는 특히 각국의 공기업 민영화
조류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자본집약적인 부문에서
M&A가 가속화되고 있음.
- 국별로는 미국은 금융부문에서, 영국은 통신과 금융부
문에서, 프랑스는 엔터테인먼트와 멀티미디어부문에서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였음.
○ 한국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도 숙박업, 금융업, 도소매
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제조
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감소한 데 기인함.

□ 국내외 서비스혁신 동향
○ 수요 및 기술의 변화, 정부규제 완화 등으로 서비스 시장
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혁신환경이
빠르게 조성되고 있음.
○ 미국 서비스업체의 혁신프로세스는 시장경쟁 환경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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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 서비스전략과 연구개발투자를 중심으로 신속한 대
응체제를 구축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음.
- 미국 정부는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며, 범세계적인 개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미국의 혁신은 1970년대에는 제조업이, 1980년대에
는 서비스와 상업부문이, 1990년대에는 서비스업이
주도하고 있음.
○ EU에서는 서비스혁신을 위해 SI4S 프로그램을 수립하
여 운영하는 한편, 규제완화와 서비스시장의 자유화를
촉진하였으며, 아일랜드의 국가실행학습계획은 서비스혁
신의 좋은 사례로 기록되고 있음.

□ 국내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평가
○ 한국의 2 0 0 0년 국민소득은 일본의 1 9 8 0년, 미국의
1977년, 영국의 1980년, 프랑스의 1978년과 비슷한
수준임.
- 이들의 당시 서비스산업 평균 산출액비중은 42.8%인
데 비해 한국은 38.1%로, 상대적으로 한국의 서비스
화가 늦게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줌.

요 약

○ 1 9 9 5～9 9년까지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한국을
1 0 0으로 보면, 미국이 221, 일본이 205, 프랑스가
203, 독일이 190, 영국이 176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선
진국과의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남.
○ 1995～99년 기간 중 한국의 서비스분야 평균 생산성증
가율은 연평균 1 . 3 %를 기록하여 미국 2.1%, 영국
1.4%보다 낮았으나, 일본 1.0%, 독일 1.1%, 프랑스
0.6%에 비해서는 높았음.
○ 또한 한국의 서비스부문은 생산성이 저조함에도, 제조업
과의 임금동조화 현상으로 단위노동비용이 상승하여 경
쟁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서비스업의 경쟁력 취약은 물류비용의 과중, 서
비스수지의 적자 등을 야기하고 있음.

Ⅳ.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서비스산업전략

○ 서비스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혁
신을 통해 서비스업의 생산성향상과 아울러 새로운 가치
창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때 서비스산업 전략이 핵심
적인 역할을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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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수립의 기초
○ 전략이란“조직이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
한 중심적이고도 통합된 외부지향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전략프로세스는 끊임없는 선택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음.
○ 전략의 과정은 조직의 미션에 의해 구체적인 목표가 설
정되고,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환경 및 내부역량 평가
를 통해 전략이 수립되고, 수립된 전략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자원을 확보하고 배치하는 전 과정을 포함함.
- 전략을 구성하는 이른바 5대 요소는 전략분야, 실행수
단, 차별화요소, 실행속도 및 단계, 경제논리를 포함하
며, 이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통합되어야만 실
효성이 있음.

□ 전략서비스 분야
○ 전략업종은 제조업과의 연관성, 수출잠재력 또는 수입대체
효과, 그리고 성장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택함.
- 그 결과 사업서비스, 운수 및 보관, 통신 및 방송, 금융
및 보험, 그리고 문화 및 오락부문을 한국의 전략 서비
스업종으로 선택할 수 있음.
-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제조업과 연관관

요 약

계가 높은 사업서비스 또는 비즈니스서비스, 다음으로
기간 서비스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 보험, 운수,
보관, 통신,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업종인 문화 및 오락
서비스 순서로 중요성을 부여할 수 있음.

□ 전략추진 수단
○ 전략수립의 두 번째 요소인 추진수단은 시장실패와 정부
실패의 최소화, 효과적 시장확대 방법의 모색, 직접·간
접 지원방식을 고려하여 선택함.
- 비교적 규제가 적은 사업서비스부문은 시장기반 확충,
중간 정도의 규제를 보이는 물류산업은 물류인프라 구
축, 규제산업에 속하는 통신, 금융 및 보험은 경쟁여건
조성, 문화 및 오락서비스는 종합지원의 형태로 정부
개입의 수준을 결정함.
- 시장확대 방법으로는 정부발주 프로젝트가 효과적이
며, 그 필요성이 가장 큰 부문은 사업서비스이고, 물류
인프라 구축을 필요로 하는 운수 및 보관에서도 정부프
로젝트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지원방식에 있어서 직접지원은 지원효과가 신속한 반
면 자원배분의 왜곡 가능성이 있으므로 간접지원이 바
람직하나,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모두 서비스산업에 대
한 WTO의 보조금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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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화요소
○ 서비스산업의 가격경쟁력과 더불어 비가격경쟁력에 의해
경쟁력이 결정되는데, 이 때 차별화요소는 새로운 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비가격경쟁력을 결정짓는 요
인으로 작용함.
- 차별화요소는 경쟁자에 비해 독창적인 방식으로 소비
자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수요자
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얼마나 빨리 제공하느
냐”와 관련됨.
○ 전략업종별로 차별화요소를 살펴보면, 사업서비스는 서
비스품질, 물류가 중심인 운수 및 보관의 경우 신속성,
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품질, 금융 및 보험에서는
가치창출, 마지막으로 문화 및 오락서비스에서는 컨텐츠
가 핵심적인 차별화요소임.

□ 실행속도 및 단계
○ 실행속도 및 단계는 행동의 속도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
는 전략의 네 번째 구성요소로서, 자원의 가용성과 제약
요인 및 추진방법의 난이도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를 결
정함.
○ 정책과제의 시급성 측면에서는 사업서비스의 정부수요

요 약

확대, 운수·보관부문의 물류시스템 구축과 문화·오락
부문의 유통시스템 구축, 통신 및 금융·보험서비스의
경쟁환경을 위한 제도개선의 순서로 정리할 수 있음.
- 한편, 성공적인 실행속도 및 단계는 전략 요소에 대한
내적·외적 이해관계자들의 신뢰 확보와 더불어 조기
성공가능성이 높은 개별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전략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실행속도 및 단계 논의를 종합하면, 사업서비스의 정부
수요 확대, 물류시스템 및 문화·오락상품의 유통시스템
구축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인 것으로 평
가됨.
- 두 번째로는 문화·오락서비스의 창작부문 자금지원이
고, 세 번째로는 통신서비스 및 금융·보험부문의 제도
개선과 문화·오락부문의 기획사 법인세 감면, 마지막
으로 저작권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과제의 순서임.

□ 경제논리
○ 경제논리는 어떻게 수익을 확보할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
서, 수익확보 방법은 규모와 범위의 경제 등을 실현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비용우위와 새로운 가치창출에 초점을
둔 차별화 우위로 구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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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보관의 경우 비용우위, 그 외 통신서비스, 금융
보험, 사업서비스, 문화오락의 경우에는 차별화 우위가
기본적인 경제논리인 것으로 판단됨.

Ⅴ. 서비스 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 서비스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전
략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환경을 조성하
는 것이 중요함.
- 정책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업이 시장의
힘에 의해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즉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임.
- 인적자원의 개발, 각종 규제의 완화 내지는 철폐, 불합
리한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서비스산업 정책 조정을 위
한 시스템 구축 등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됨.

□ 서비스산업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수립하여 인적
자원기반을 확충하고,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연계함

요 약

으로써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병행발전을 도모해야 함.
○ 서비스인적자원 정책은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직무별 교
육훈련 수요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훈련
및 자격기준 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또한 자영업자와 자유직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과
고학력 전문직을 위한 재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
써 서비스인력의 지식수준을 제고하여야 함.
- 아울러 근로자 주도의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교육훈련구좌제의 도입 등 자금지원제도를 개선하
는 것도 중요함.

□ 규제개혁 및 제도의 개선
○ 서비스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는 서
비스산업의 성장과 경쟁을 제한하는 국내 행정적·법적
규제를 들 수 있음.
- 최근의 기술 및 환경의 변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의
정당성을 퇴색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의 완화 및
철폐는 서비스사업의 활력을 증가시키고 신규기업의
진입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 분야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 기존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국내 서비스산업의 진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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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유통·물류부문의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
고, 일부 전통 서비스업에서는 제조업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가격규제 및 업무규제도 존속하고 있음.
- 각종 규제와 함께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명시적 차별 외
에도 서비스산업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결과적 차별이
제조업에 비해 다수 존재하고 있음.
- 이러한 차별적 제도는 중소기업 범위, 벤처기업 지정
및 평가 기준, 금융·정책자금 지원과 조세혜택 부문에
서 존속하고 있음.
○ 전통적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는 공익성을 전제로
이루어져 왔으나,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를 점진적으
로 완화 또는 철폐하여야 함.
- 특히 진입 및 퇴출 장벽의 제거는 시장원리에 따른 기
업의 생성·소멸을 유도하여 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고,
관련 비용을 낮추어 경제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요인임.

□ 정책체계 및 조직의 개선
○ 그 동안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선진국의 산업구조와 정책
을 벤치마킹한 결과 국내 모든 정책과 제도가 제조업 위
주로 형성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제조업과 서비스

요 약

업이 병행 발전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여야 함.
- 제조업과 서비스산업간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
는 가운데,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간의 교차 진출이 확
대되고 있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정책역량의 결집 차
원에서 통합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
○ 한편, 국내의 경우 서비스업종별 담당부서가 상이하여
관련정책을 조율하고 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
이는 결국 정책역량을 분산시키고, 서비스업체들에게 불
확실성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산업 전체적인 관점
에서 정책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기능이 필요하며, 이러
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의 개선을 검토하여야
함.

Ⅵ. 맺음말

○ 서비스산업에서 성장동인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비단 한
국에서만은 아니고 선진국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인
데, 이는 경제가 점차 지식집약화 또는 서비스화되고 있
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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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기능적으로 융합되
는 추세를 반영하여 제조업과의 차별적인 요소들을 제
거하는 방향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을 운용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종전 제조업에 의
존하던 성장동력의 기능까지도 서비스업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음.
○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성장동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은 여러 면에서 설명이 될 수 있지만, 특히
그 동안 제조업에 비해 총요소생산성이 월등히 낮았다는
점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제조업 위주로 형성된 경제구조에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비즈니스서비스 부문,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문화·엔터테인먼트 부문, 외부충격에
대한 완충기능을 가진 전통서비스 부문의 역할이 기대
됨.
○ 서비스산업 전략은 전략분야, 전략수단, 차별화요소, 실
행속도 및 단계, 경제논리 등 이른바 전략의 5대 요소가
독자적으로도 타당성을 지녀야 하지만, 이 요소들이 상
호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실효성이 있음.
- 제조업과의 연관성, 수출가능성, 성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서비스, 운수·보관, 통신, 금융·보험,
문화·오락서비스를 전략업종으로 선택하였고, 나머지

요 약

전략구성요소에 대해서도 필요한 기준들을 적용하여
서비스산업 전략을 도출하였음.
- 전략프로세스는 본질적으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
을 선택하는 프로세스로서, 전략집행 과정에서 나타나
는 문제를 피드백하여 전략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하는 메커니즘임.
○ 전략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 정
책적인 개입이 불가피한데, 이 연구에서는 서비스혁신환
경 조성에 초점을 두었음.
- 서비스인적자원의 확충, 규제와 제도의 개선, 정책체계
의 개선 등을 서비스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과
제로 제시하였음.
○ 아직까지 서비스산업 전체를 조망하는 연구가 국내에는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향후 서비스산업 정책수립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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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a c t

This study discusses a strategy for making service industries
a vehicle for economic growth. The structure of Korean
economy has long been constituted in such a way that it
concentrates on manufacturing industries. However, the
growth potential of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tends to
decline, as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like China take over
the controlling power in manufacturing side.
The plausible way to cope with this problem is, we think, to
concentrate on new－technology areas, such as bio－, nano－,
environmenta－,
l and space－technologies. New－technology
areas are not without problems, however. The key is that
advanced countries have already occupied these areas,
established entry barriers, and enjoyed first mover’s
advantages. In addition, it takes long time for us to make
profit from these new technology industries. Therefore, it
seems logical to seek alternative growth momentum in service
industries.
Several facts support this reasoning. First, the share of
service industries accounts for more than 50 percents in the
economy in real GDP of Korea. Second, the growth rate of total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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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productivity of service industries has been extremely low
compared with that of manufacturing industries, hence it
becomes an opportunity to raise the productivity of the
economy. Third, some areas of service industries, such as
cultural services, can be exportable. In addition, traditional
services, such as finance, insurance, communications, and real
estates, play an important role of buffer from the abrupt
foreign economic shocks.
A strategy is a central, integrated, externally oriented
concept of how the organization will achieve its objectives.
Even though a strategy consists of an integrated set of choices,
it isn’
t catchall for every important choice an executive faces.
A strategy development is not a simple, linear process.
Instead, it is to achieve a robust, reinforced consistency among
the elements of the strategy itself.
A strategy consists of five elements：Arenas, vehicles,
differentiators, staging, and economic logic. Arenas deal with
the areas of being active. Vehicles concern the methods of how
to get there. Differentiators concern with the way to win in the
marketplace. Finally, economic logic deals with the way to
obtain returns.
The synopsis of this strategy development process for a
business firm does not neatly fit into a wider national strategy
for making service industries as a growth vehicle. But the
elements of strategy and the process should not differ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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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wo. Applying criteria of the relationship with manufacturing, the export potential, and the growth potential, a few
sectors are selected as strategic service industries. They
include business services, transportation and storage,
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finance and insurance, and
culture and entertainment services. As such remainders of the
elements of strategy are explored in this study.
The strategy process does not complete by just making
strategy contents. It requires actions for resource allocation
and endowment for the strategy being operative. This action is
called in this study a policy for service industry, focusing on
the creation of the environment of service innovation. Major
elements of the environment include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for services, regulatory and institutional
reforms, and improvement in policy scheme.
In many respects, this study has limitations. The most
important is that the coverage of this study is too broad to
concentrate discussions on a single subject. Nonetheless, this
study is believed to be meaningful in that so far few studies
have looked out over service industries in a broader
perspective. We hope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the policy
making which encompasses both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within a single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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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그 동안 고도성장을 지속해오던 한국은 최근 성장세 둔화와
더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동안 경제정책의 목표로
삼았던 산업구조의 고도화, 지식기반경제의 구축 등 경제의 체
질을 강화하려는 노력들이 그다지 큰 결실을 거두지 못한 데에
서 비롯된 현상이다. 특히 최근에 목격되고 있는 글로벌 환경
의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성장정책을 근
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간의 성장추세와 확
대된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국내경제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적
어도 연 6% 수준의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성장 면에서만 본다면 기존과 같이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
이 최선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많다. 즉 과거와 같
은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에 의한 성장은 중국 등 개도국의 추
격과 더불어 증가된 노동비용으로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반면
BT, NT 등 신기술산업의 육성이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이 부문도 선진국의 견제가 심하고 또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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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고려에서 제외되었던 서비스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활용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선진경제로 진입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경제에서 서
비스산업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큰 부문이다. 우선 제조업 중
심으로 형성된 경제구조에서 제조업은 여전히 중요한 산업부문
이며, 이 때 서비스업의 발전은 제조업의 효율을 제고하는 수
단이 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기능적 융합현상이 가속화되
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의 인프라 없이는 제조업의 성장도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
스업의 높은 비중을 감안할 때, 서비스업 생산성의 추가적인
1단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조업보다 훨씬 더 클 것
으로 추정된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경상
가격을 기준으로 2000년 31.5%에서 2001년에는 29.8%로
줄어든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같은 기간 5 2 . 7 %에서
54.4%로 증가하였다.
다양한 업종을 포괄하는 서비스산업은 업종별로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에도 기여
할 것이다.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서비스, 즉 비즈니스
서비스는 제조업 성장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하는 소비자서비스는 수출산업화가
가능한 부문이다. 그리고 금융, 보험, 부동산, 의료, 교육 등
전통적인 서비스는 급격한 외부충격에 대한 완충기능을 수행한
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이 이처럼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
어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이 그만큼 어려웠고, 따라서 그 동안
정책적인 고려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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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잠재력
을 보유하고 있다. OECD에서는 서비스의 성장요인을 ① 품
질, 디자인, 편리성, 환경, 문화, 여가에 대한 수요, ② 비즈니
스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 ③ 일부 서비스의 낮은 생산성증가
가 기회가 된다는 점, 그리고 ④ 아웃소싱과 일부 제조활동의
서비스로의 재분류에 기인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 O E C D ,
2001).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물론 이러한 시도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 우선 서비스업이 안
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저조한 생산성의 문제를 해결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혁신을 통해 서비스업의 생산성
을 높임으로써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서
비스혁신은 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비가격경쟁력, 즉 새로운
가치창출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혁신환경의 조성이 중요
하다. 특히 서비스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이 핵심적인
투입요소가 되는 만큼 인적자원의 개발에 대한 정책도 중요하
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서비스산업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가지
고, 이를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
하다.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된 여러 동기 중 하나는 서비스산업 전
체적인 관점에서 전략과 정책을 논의한 연구가 국내에서는 아
직까지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서비스산업이 포괄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고, 또 서비스산업
에 대한 충분한 통계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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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구는 주로 특정 기능 또는 극히
제한적인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이처럼 서비스
산업 전체를 조망하는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에 대
한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수요에서의 이러
한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추진되었다.

2. 연구방법
서비스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입증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경제의 각 부분별로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TFP)의 움직임을
보면 어느 정도까지의 가능성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
제성장에 대한 서비스업 총요소생산성의 향후 기여도가 제조업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보다 높다면, 이는 서비스업이 성장동력
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1970년 이후 2001년까지 국내 전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의 증
가율은 0.42%이며, TFP가 1% 포인트 증가하면, 1차년도에
GDP가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김원규, 2002a). 지
난 30년 동안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3.19%였으나
(김원규, 2002b), 서비스업은 -0.22%를 보였다(<표 Ⅱ-1>
참조). 이는 곧 서비스업에서 훨씬 더 많은 성장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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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성적인 분석이 기본적인 접근방법이지만, 필요
한 경우에는 정량적인 분석도 병행한다. 기존연구에 대한 분석
을 통하여 새로운 시각의 논리체계를 정립하고, 선진국 서비스
산업의 움직임과 국내여건을 분석하여 새로운 서비스산업 발전
틀을 도출하게 된다. 아울러 서비스관련 정부관계자, 산업체
실무자, 학계 전문가의 의견도 일부 보고서에 반영한다.

3. 논리체계 및 보고서의 구성
본 연구는 서비스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전략수립을 위한 논의를 중심으로
보고서가 구성된다. 전략수립을 위한 흐름은 우선 국가의 미션
으로부터 시작된다. 경제 면에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여야 할
미션은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산업간 균형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션을 바탕으로 전략의 구체적인 목적이 설
정되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이를“서비스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 목적은 서비스산업 전략
수립의 기초가 된다.
전략수립에는 또 다른 투입이 필요한데, 이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국내외 환경에 대한 분석이다. 서비스산업 환경분석에는
산업구조, 시장 및 국제교역, 서비스혁신, 서비스정책, 경쟁력
등 다양한 주제가 포함된다. 전략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의
요소로 구성된다. 이에는 중점분야, 수단, 차별화요소, 속도 및
단계, 경제논리가 포함된다. 그러나 전략수립만으로는 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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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즉 전략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자
원의 배치와 같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에 따라 보고서가 구성된다. 아래의 <그림 Ⅰ1>에 논리의 흐름과 보고서의 체계가 나타나 있다.
제Ⅱ장에서는 성장패러다임을 이론적인 면에서 고찰한다. 구
체적으로 생산성과 성장의 관계, 혁신과 총요소생산성,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의 모색이 주요 내용이 된다. 제Ⅲ장에서는 서비
스산업의 글로벌 환경을 분석한다. 산업구조 면에서 본 국내

<그림 Ⅰ-1>

논리의 흐름과 보고서의 구성체계

새로운 성장패러다임
(제Ⅱ장)
·생산성과 성장
·혁신과 총요소생산성
·통합혁신모형

서비스산업 분석
(제Ⅲ장)
·산업구조
·시장 및 국제교역
·서비스혁신
·경쟁력

서비스전략

미션/목적
·안정적인 경제성장
·산업간 균형적인
발전
·서비스산업의 성장
동력화

(제Ⅳ장)
·중점분야

서비스정책
(제Ⅴ장)

·수단

·인적자원기반

·차별화요소

·규제개혁 및 제도

·속도 및 단계

·조직 및 정책체계

·경제논리

자료：산업연구원(KIET)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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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서비스의 국제교역 동향, 국내외 서비스혁신 동
향, 그리고 국내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평가가 그 주요 내용
이다. 제Ⅳ장에서는 서비스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전략분야, 전략추진수단, 차별화요소,
실행속도 및 단계, 경제논리 등 전략을 구성하는 5대 요소들이
논의의 대상이다. 제Ⅴ장에서는 서비스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한다. 서비스인적자원의 개발, 규제개혁 및 제
도의 개선, 정책체계 및 조직의 개선이 그 대상이다. 마지막으
로 제Ⅵ장에서 결론과 맺음말을 언급함으로써 보고서를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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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성장의 중요성과 성장패러다임에 대해 논의한
다. 성장이론으로는 신고전파이론과 내생적 성장이론을 대표적
으로 들 수 있다. 이 두 이론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성장의 기
본요건인 생산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서 혁신의 의미와 혁신
을 가늠하는 총요소생산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통합혁신모형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한국
경제의 성장방향을 모색해 본다.

1. 생산성향상과 성장1)
생산성향상과 이로 인한 경제성장에 관하여는 신고전파이론
과 신성장이론이 서로 다른 논리적 체계를 갖는다. 신고전파이
론(neoclassical view)에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정의된 자본축
적이 단기적으로 성장을 주도하게 되지만, 자본은 궁극적으로
1) 생산성향상과 성장과의 관계에 관하여는 그 상당부분이 Kevin J. Stiroh(2001)의 논
의를 요약·정리하였고, 논의에 포함된 인용문헌도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상당수 재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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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체감의 법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상정한다. 따라서 장
기적인 생산성향상은 전적으로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기술진보
에 의존하게 된다는 시각이다. 반면 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y) 또는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에서는 완전히 설명되지 못하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기
술진보 없이도 지속적인 생산성향상이 가능하다고 본다. 자본
의 수확체감을 부정하는 한편 내부적인 기술변화를 설명함으로
써 신성장이론은 생산성 및 산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설명하는
체계를 갖는다.
신고전파이론과 신성장이론은 서로 다른 논리체계를 갖지만
양쪽 다 경제성장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볼 수 있다
(Stiroh, 2001). 첨단기술산업에서 발생한 가속적인 기술진
보와 그 결과로 빚어진 정보기술(IT) 산업에의 투자가 지난
10년간 미국의 생산성향상을 주도한 것으로 볼 때 신고전파이
론이 설명력을 가진다(Jorgenson & Stiroh, 2000). 그러나
신고전파이론에서는“왜”첨단산업에서 기술진보가 가속적으
로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한다. 이 한
계는 신성장이론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신고전파이론
은 혁신적인 기술의 변화를 가늠하게 하고, 신성장이론은 기술
변화의 원천에 대해 내부적인 설명체계를 제공하는 것이다.

(1) 신고전파이론
신고전파 성장이론은 솔로우(Solow, 1956, 1957)의 생산
함수 모델을 원형으로 하여 그 동안 성장에 관한 수많은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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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기초가 되어 왔다. 기본적인 모델은 산출(Y)이 자본서
비스(K), 노동투입(L), 그리고 기술진보(T)의 함수가 된다. 신
고전파 생산함수는 전형적으로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 각 투입
요소에 대한 정(正)의 수확체감, 그리고 각 요소가 무한대로
투입될 경우 각 요소의 한계수확은 영(零)으로 접근한다는 가
정을 채택한다.
이 때 투자는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와 자본스톡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자본축적방정식(capital accumulation equation)
을 통해 모델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본축적방정식은 시차를 가
지는 반복적인 재고관계를 갖는다. 즉, 당기의 자본스톡은 감
가상각비를 차감한 전기의 자본스톡과 당기투자를 합한 것으로
결정된다. 당기투자는 이익극대화 기업의 전략에 의해 내부적
으로 결정되거나, 아니면 산출의 일정비율로 결정된다.
생산함수는 자본서비스(K)를 포함하지만, 반복적 재고방정
식은 자본스톡(S)을 정의한다. 이 두 자본의 개념은 상호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투자구성의 변화라는 점에서는 다른 개
념이 될 수 있다. 즉, 단 하나의 투자재가 있는 단순한 신고전
파 모형에서는 이 두 개념이 동일하지만, 이질적인 복수의 투
자재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개념이 되는 것이다. 예
를 들어, 한계생산이 높은 첨단자본재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는
경우에는 자본서비스의 증가속도가 자본스톡의 증가속도보다
빨라지게 된다.
신고전파 모형은 장기적으로 1인당 산출과 생산성향상이 전
적으로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기술진보에 의존할 뿐 저축률과
같은 구조적인 변수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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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축률과 투자비율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생산성은 올
라가지만 장기성장률은 궁극적으로 기술진보의 영향만 반영하
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성향상이 외생적이고, 완전히 설
명되지 않는 기술진보에 기인한다고 보는 신고전파 모형은 진
정한 의미에의 장기성장모형이 아니라고(Stiroh, 2001：39)
할 수 있다.
솔로우 ( S o l o w, 1957)는 기술이 힉스중립적 ( H i c k s neutral)일 때 경쟁적인 요소시장과 투입요소의 고갈(input
exhaustion)이라는 신고전파이론의 가정 하에서 Yt＝At·f(Kt,
Lt)의 모형으로 기술진보율 추정방법을 제시한다. 이 기술진보
율이 잘 알려진 솔로우잔차(Solow residual) 또는 총요소생
산성 ( T F P：total factor productivity; 또는 M F P：
multi－factor productivity) 증가율이다. 이는 산출증가율
과 기본적인 투입요소인 자본 및 노동의 상대적인 비중을 가중
시킨 성장률간의 차이로 정의된다. 동일한 가정으로 단위시간
당 산출로 정의되는 평균노동생산성(average labor productivity) 증가의 원천을 찾아낼 수 있다.
평균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
된다. 첫째, 자본심화(capital deepening)로서, 이는 자본서
비스의 증가율로 측정한다. 둘째, 노동의 질적 성장률로서, 이
는 노동투입 증가율과 투입시간 증가율간의 차이로 측정되며,
높은 한계생산능력을 가진 인력으로 대체하는 비율을 말한다.
셋째, 총요소생산성 증가로서, 이는 투입요소에 의해 유발된
산출증가 이상으로 높아진 산출을 불러온 기술변화 및 기타 요
소의 영향력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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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자체의 단순성과 직관력에 따라 신고전파 이론체계는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훌륭한 틀이 되어 왔다. 그러나
신고전파 모형은 몇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 초기의 연
구는 노동생산성 증가의 대부분을 외생적인 힘으로 돌렸고,
1970년대 및 1980년대에는 1973년 이후 미국의 중요한 노동
생산성 감소 현상을 설명하지 못했다. 둘째, 자본축적은 수확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므로 균형상태에서의 1인당 성장은 외생
적인 기술변화가 없으면 정지될 수밖에 없다. 셋째, 소득, 자본
비중과 수익률, 수렴정도 등에서 발견되는 격차 면에서 국제통
계는 기본적인 신고전파 모형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러
한 문제점은 결국 투자와 생산성향상 간의 관계에 관해 여러
갈래의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었다. 그 중 하나가“신성장
이론으로 불리는 내생적 성장이론”이다.

(2) 내생적성장이론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 또는 신성
장이론(new growth theory)은 신고전파이론에서 자본의 수
확체감원칙을 제거하거나 특정 행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기술변
화를 설명함으로써 장기적인 생산성향상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이론이다. 내생적 성장이론은 각기 다른 생산구조, 경쟁의 역
동성, 혁신, 수확체증, 생산파급효과 등 다양한 요인에 초점을
둠으로써 매우 다양한 이론들로 구성된다. 여기에서는 대표적
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세거스트롬(Segastrom, 1998)의
모형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세거스트롬은“기술변화의 속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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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은 기업과 소비자의 최적행동에 기초하여 내생적으로
결정된다”(Segastrom, 1998：1292)라고 함으로써 내생적
성장모형을 정의한다. 비경쟁적 시장,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
외부성, 내생적 혁신 등이 신성장이론의 핵심요소가 된다
(Hulten, 2000).
내생적 성장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외생적 기술진보만이
장기 생산성향상을 이루게 된다는 신고전파 이론의 가정이 비
현실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른바“AK”모형이라고 하는 Yi ＝AKi 모델에서처럼 자본의
한계생산이 사실상 불변이라고 간주하게 되면 산출은 자본의
선형함수가 된다. 이 모형에서“A”는 기술이 일정한 수준을 유
지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가정을 받아들이게 되면 생산성
향상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기술수준이나 저축률의 어떤
변화도 생산성향상의 장기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자본이 수확체감의 법칙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통해 전개된다. 특히 로머(Romer, 1986)는 한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이 경제전체로 파급됨으로써 모든 기업의
지식축적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효과의 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기업들은 모든 개별적인 투입에 있어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에
직면하게 되지만, 기술수준(A)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입
의 총체적인 스톡에 따라 달라진다.
Yi＝A(R)·f(Ki, Li, Ri)
여기에서 i는 기업특유의 변수, R은 총체적인 지식스톡, K는
자본, L은 노동을 나타내고, 시간첨자는 생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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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모형은 파급효과( s p i l l o v e r
effect)의 정확한 성격은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고, 다만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이다. 애로우(Arrow,
1962)의“실행을 통한 학습”(learning－by－doing)을 예로
들면, 유형자산에의 투자는 총체적인 자본이 증가할수록 파급
효과가 커지며, 과거의 총투자는 경험을 나타내는 동시에 기술
수준(A)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본다. 반면 기술수준(A)에 대해
로머(Romer, 1986)는 R&D 스톡, 루카스(Lucas, 1988)는
축적된 인적자본, 코·헬프만(Coe & Helpman, 1995)은 국
제교역 파트너의 R&D 스톡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것으로 본
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결국 총체적인 수준에서 누적된 투
입에 대해서는 수확불변 또는 수확체증이 존재하며, 따라서 장
기적으로 내생적 성장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생산의 파급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
다. 유형자산, 인적자원, 또는 연구개발을 막론하고 경제적으
로 유용한 어떤 형태의 투자라도 개별기업에 의해 내부화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는 곧 장기적인 성장경로가 복수로 존재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 때에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투
자가 저조하기 때문에 투자세액공제 또는 연구개발보조금과 같
은 정부의 개입을 불러오게 된다. 신성장이론에서는 특히 연구
개발의 파급효과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초기의 내생적 성장모형에 공통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주제는
경제규모에 따라 생산성향상이 증가한다는 규모의 효과(scale
effect)이다. 경제규모가 클수록 연구개발이나 지식생산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게 되고, 그 결과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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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정부정책도 세금이나 보조금의 형태로 지식생산이
나 투자에 더 많은 자원을 배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성장을 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변수와 장기성장 간에는 상관
관계가 별로 없다는 규모의 효과를 부정하는 연구결과가 주목
을 끌게 된다. 존스(Jones)의 연구에 따르면,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과학자와 엔지니어의 수와 미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으며(Jones, 1995a), OECD
국가들에 있어서 투자의 비중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도 지속적
인 성장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한다(Jones, 1995b). 반면, 장
기적인 추세로 볼 때 규모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크레머(Kremer, 1993)는 규모의 효과가 시사하듯이 생산성
과 인구증가는 기초인구에 크게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반증들에 의해 내생적 성장이론은 규모와 성장간의
연계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된다. 존스(Jones,
1995a)의 경우, 장기성장은 여전히 기업의 R&D 선택에 의존
하나, 투자세액공제나 연구개발보조금과 같은 정부정책과는 무
관하다는 준 내생적(semi－endogenous) 성장모델을 동일한
연구에서 제시한다. 즉 규모 또는 정책변수가 산출과 생산성
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성장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는 것이다. 장기성장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은 여전히 R&D
프로세스에서 외생적 수확인데, 이는 내생적 성장을 유발하고,
이것이 곧 신고전파모델과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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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와생산성향상
신고전파이론과 신성장이론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본질적인 차
이점은 자본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본이 수확체감의
성격을 지니는지, 아니면 수확불변 내지는 수확체증이 가능한
속성을 지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신고전파이론에서
는 본질적으로 자본이 수확체감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이고, 신
성장이론은 자본이 수확불변 또는 수확체증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 보다 넓게 정의된 자본이 여전히 수확체감의 법칙을 따른
다면 투입요소에 단순히 인적자원이나 연구개발자본을 추가한
다고 해도 내생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1) 이질적인 유형자산
자본은 매우 복잡한 요소로 구성된다. 한 단위의 자본이 건
물에 투자될 때와 컴퓨터에 투자될 때 주어진 기간 내에 각각
의 자본이 유발하는 생산적 서비스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생산함수에서“자본서비
스흐름”의 추정을 가능하게 만든다. 총체적인 자본서비스흐름
은 각종 이질적인 자산의 상대적인 비중을 자산특유의 사용자
코스트 또는 임대가격으로 계산하고 이들간의 대체관계를 규명
함으로써 추정된다.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계생산 기기
에 투입함으로써 상대가격의 변화에 대응함에 따라 자본서비스
흐름은 상승하게 된다. 자본서비스흐름과 자본스톡간의 차이를
이른바“자본품질”이라고 하며, 이는 보다 높은 한계생산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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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는 자산 위주로 기업의 투자구조가 변화하는 것을 반영한
다.
자본스톡과 자본품질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
를 보면 자본스톡의 기여도가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조겐
슨·스터로(Jorgenson & Stiroh, 2000)의 실증분석에 따르
면, 1959～98년 기간 동안의 미국경제에서 전체 자본서비스
의 성장기여도가 1 . 7 7 %인데, 이 중 자본스톡의 기여도가
1.32%이고 자본품질의 기여도는 0.45%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추세는 자본품질의 성장기여도가 점차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난다. 즉 1995～98년 기간 중 자본서비스 전체의 성
장기여도가 2.17%인데, 이 중 자본스톡의 기여도 1.23%, 자
본품질의 기여도가 0.95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본축적의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술진보를 분리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지속적
으로 발생하는 이질적 자본간 대체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면 자
본축적의 성장기여를 과소 평가하게 되고, 총요소생산성을 과
대 평가하게 된다.
2) 인적자본
자본의 개념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노동의 질적 수준
변화이다. 교육, 직업훈련, 노동이동, 건강 등 인력에 관련된
모든 지출은 투자로 간주되며, 이는 노동의 질을 제고하며 생
산성을 높인다. 성장과 관련하여 노동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노동의 질적 요소를 감안하여 생산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42 서비스 산업의 성장동력화 전략

이질적인 투입노동력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생산함수 분석
에서 각종 투입노동 형태간 대체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단순
히 이질적인 노동의 투입시간을 합한 것을 사용하게 되면 노동
의 질적 구성을 감안하지 않게 된다.
조겐슨·스터로(Jorgenson & Stiroh, 2000)의 실증분석
은 1959～98년 기간 중 미국의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의 약
15%가 노동의 질에 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연구에서 노동
의 질은 노동투입증가율과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투입시간의
차이로 정의하였다. 미국 노동통계청(Bureau of Labor
Statistics, 1999, 2000)에서도 1990～97년 기간 중 비농
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약 1/3을 이질적인 노동투입구성으로
돌렸다. 성장모형에서 이러한 질적인 변화를 감안하지 않으면
역사적인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과대평가하는 결과가 빚어진다.
한편,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여 전통적인 모형과 다
소 다른 시각을 갖는 솔로우 성장모형을 확대한 모형도 찾아
볼 수 있다. 총체적 산출에 콥·더글러스 함수를 사용한 만
키·로머·웨일(Mankiw, Romer, & Weil, 1992)은 인적자
본을 산출의 직접적인 결정요소로 보았다. 이들은 교육달성도
를 인적자본 축적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들은 이 확장형
신고전파 모델이 성장수렴도 예측과 추정산출 탄력성 면에서
통계데이터와 잘 부합되고 국제경제와도 일관성을 갖는다고 주
장한다. 한편, 루카스(Lucas, 1988)는 인적자본을 성장모형
에 포함시키되 신성장이론의 체계에 외부파급효과를 명백하게
포함시킨다.
어쨌든 인적자본은 생산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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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간 소득격차를 예측하는 지표가 된다는 점을 이러한 연구들
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신고전파 모형은 성장프로세스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개발
생산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새로운 지식에 대한 투자로 다소
넓게 정의할 수 있는 연구개발은 신고전파이론과 신성장이론에
서 각기 다르게 취급한다. 즉 신고전파이론에서는 연구개발을
생산요소로 보는 반면 신성장이론에서는 파급효과의 원천으로
보는 것이다.
연구개발은 기업이 선택하는 또 다른 형태의 투자라는 점에
서 유형자산에의 투자와 본질적으로 다를 수가 없다. 신고전파
이론에서 연구개발투자의 효과를 중요하게 간주하는 것은 그
수확이 내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연구개발에 투
자하는 것은 자신의 생산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이익을 올리기
위한 것이고, 파급효과는 부차적일 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결과일 뿐이다.
연구개발투자를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는 신고전파 생산
요소로 처리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연
구개발의 성장기여 효과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
다. 이 점에 대해 홀(Hall, 1996)은 연구개발이 종종 제품개
선과 관련되어 측정된 연구개발의 효과는 가격 디플레이터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와 산출이 어떻게 할인되는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연구개발 자본스톡의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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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률을 추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이 연구개발의 직접
적인 효과를 측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중 신고전파 프
레임을 확장한 그릴리치즈(Griliches, 1995)의 연구개발 모
형이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1n Y＝a(t)＋β1n X＋γ1n R＋ε
여기에서 X는 자본이나 노동과 같은 표준투입의 벡터이고, R
은 누적적인 연구노력을 나타낸다.
이러한 연구들은 연구개발자본이 생산성에 실질적으로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그릴리치즈의 모형은 기업이
나 산업의 생산성이 자체의 연구개발 스톡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모형에서 연구개발은 내부보상을 갖는
전통적인 신고전파 자본투입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연구개발자본은 유형자본이나 인적자본과는 본질적
으로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지식자본은 많은 생산자가 동일한
아이디어를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비경쟁적이고, 또 잠재적
인 생산 파급효과 때문에 그 수확을 독점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이 바로 내생적 성장이론에서 연구개발
자본을 중요시하는 이유인 것이다. 내적 및 외적 이득의 구분
은 신고전파이론과 신성장이론에서 연구개발자본의 역할에 대
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임으로써 자본수익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진정한 생산 파급효과와 전통적인 측정문제를 구별
해 내기가 실제로는 쉽지 않다. 그릴리치즈는 생산 또는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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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파급효과를“산업 i의 연구팀이 산업 j의 연구결과로부터 차
입한 아이디어”(Griliches, 1995：66)라고 정의한다. 이는
거래가격이 혁신의 한계이익을 완전하게 반영하지 않는다는 시
각(예：Keller, 1998)과는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 점에서는
홀(Hall, 1996)도 비슷하게 어떻게 경쟁이 혁신적인 기업의
제품을 저가로 만드는가에 대한 논의를 한다. 그릴리치즈의 관
점으로 측정하는 파급효과와 달리 혁신의 이익은 품질 면에서
의 변화를 적절하게 포착하지 못한 가격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이다. 혁신의 모든 속성과 품질의 특성을 정확하
게 가격에 반영한다면 생산성 파급효과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는 주장이다.
4) 공공인프라
핵심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생산성향상의 중요한 원천이며,
1970년대 미국의 부진했던 생산성은 상당부분 공공인프라에
대한 투자부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Aschauer, 1990).
개념적으로 정부의 자본은 민간의 유형자본과 동일하다. 그
러나 전통적인 신고전파이론에서는 민간의 투입만을 전제로 하
기 때문에 정부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효과도 총요소생산
성 증가를 잘못 측정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정보자본은 종종 간
과되는 또 다른 축적된 투입이며, 따라서 진정한 기술변화를
과대 평가하는데 기여한다. 모든 자본에 대해 수확체감의 법칙
이 존재하는 한 신고전파이론이 시사하는 바가 타당하다.
한편, 정부서비스는 넓게 정의된 자본에 대해 수확불변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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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다는 주장(Barro, 1990)도 있다. 이 관점에서는 정부자
본은 민간자본과 다르며, 넓게 정의된 자본 전체로서 규모에
대해 장기적으로 수확불변이 존재하는지가 관심사가 된다. 이
문제에 대해 퍼낼드(Fernald, 1999)는 최근 도로에 대한 투
자가 1973년 이전까지는 생산성에 매우 큰 기여를 하였지만,
그 이후 도로에 대한 신규투자는 기껏해야 정상 또는 마이너스
수확까지도 불러온다고 주장한다. 즉, 애초의 고속도로 시스템
은 생산성을 향상시켰지만, 그 이후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주
장은 내생적 성장이론보다는 신고전파이론의 수확체감의 법칙
에 더 근접한다.

2. 혁신과 총요소생산성
앞 절에서 소개한 스터로(Stiroh, 2001)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생산성향상을 주도하는 요인이 전통적인 생산요소인 자
본이나 노동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본
이나 노동이 여전히 중요한 생산요소이지만, 그보다는 기술이
나 지식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생산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현
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신고전파이론 체계 하에서는 축적된 노동과 자본이 생산성향
상의 본질적인 원천이나, 그 외의 원천은 외부적인 기술변화나
총요소생산성 증가라고 본다. 신고전파이론은 노동이나 자본은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의 법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체계
하에서는 노동이나 자본의 한계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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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에 따라 신고전파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기술변화
또는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결국은 추가적인 생산성향상의 원천
이 되는 것이다. 신성장이론에서는 이 같은 신고전파이론의 한
계를 보완하기 위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신고전파이론
에서 블랙박스로 남겨놓은 기술진보 내지는 총요소생산성 증가
를 신성장이론이 설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신성장이론에
서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보는 기술 또는 지식도 궁극적으로 투
자를 통해 생성되기 때문에 결국 자본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쨌든 성장의 원동력이 점차 기술과 지식으로 이행되는 것
은 경제구조의 변화와도 맥을 같이 한다. 즉 종전의 제조업 중
심의 경제 구조에서는 성장이 물적 투입의 절대적인 양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경제가 점차 소프트화, 지식기반
화, 또는 서비스화함에 따라 물적 자원의 투입만으로는 기대하
는 성장을 이룩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같은 자본이라도 그
용도가 유형자산 형성보다는 기술개발 또는 지식창출에 더 많
이 투입되어야만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혁신을 통한 생산성향상이 성장을 위한 매우 중
요한 수단이 되는 셈이다. 본 절에서는 생산성향상의 원천이라
고 할 수 있는 혁신을 슘페터의 이론을 통해 조망한다.

(1) 슘페터의혁신
혁신을 통한 성장에 관하여는 슘페터의 혁신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슘페터(Joseph Schumpeter)는 자본주의 프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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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서 기업가정신이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며, 때로는 근본
적인 혁신을 유발함으로써 산업이나 경제가 운용되는 근본원리
를 바꿀 수도 있다고 본다. 슘페터가 의미하는 혁신은 본질적
으로 급진적이며, 파괴적이다. 슘페터가 보는 지대(rent)는 혁
신을 기반으로 생성되는 지대라고 볼 수 있다(Mahoney &
Pandian, 1992). 그러나 혁신의 결과 못지않게 혁신의 원천
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혁신이 경제적 이익을 가져
다준다면 어떻게 혁신을 유발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적 또
는 전략적 과제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혁신의 원천으로 슘페터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을 들고 있다. 즉 기업가의 역할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시스템
의 핵심 부문에서 가치를 인식하는 것과 이러한 부문들을 참신
한 방법으로 재조합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Galunic &
Rodan, 1998).
생산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물질과 노력을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고 ⋯. 다른 것을 생산한다는 것은 ⋯ 이러한 물질과 노
력을 다르게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Schumpeter, 1934：65)2) .

자원의 재조합을 통한 혁신에 관해서는 펜로스(Penrose)도
슘페터와 같은 시각이다.
자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이들이 사용되는 방법의 함수인데,
동일한 자원이라도 다른 목적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사용될 때와
다른 형태나 양의 다른 자원과 결합될 때 다른 형태와 성격의 서비

2) Galunic & Rodan(1998：1194)에서 재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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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제공한다(Penrose, 1959：25).

이처럼 혁신은 상당부분 이미 존재하고 있던 개념적 및 물리
적 자원을 재조합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Nelson & Winter,
1982). 따라서 슘페터가 의미하는 혁신은 기존의 시스템을 새
로운 개념으로 재정립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Galunic &
Rodan, 1998). 이렇게 볼 때 참신한 아이디어와 축적된 지식
이 결국은 혁신을 불러오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셈이
다. 특히 물적 자원의 유한성과 수확체감의 제약이 있는 경우
에는 슘페터 방식의 혁신이 더욱 중요해진다.

(2) 진화론적혁신
슘페터가 진정으로 의도한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나 자극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적인 역동성에 기초한 자기변형적(self－
transforming) 시스템이다(Witt, 2002). 이 같은 자기변형
을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시각은 진화론이나, 슘페터는“진화”
라는 용어 자체는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경제용어를 사용하
여 진화적 변화를 추구하였다.
진화론적 혁신은 다윈(Darwin)의 진화론적 생물이론을 바
탕으로 한다. 생물체의 자연적 선택(natural selection) 프로
세스를 경제나 기업의 조직에 적용하여 발전 프로세스를 규명
하는 것이다. 진화(evolution)는 본질적으로 시스템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기변형을 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자기변형
은 규칙성을 따르는데, 이 규칙성은 지나치게 느슨해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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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는 진화의 미래 예측이 곤란하다. 진화는 개방적인 프로
세스로서 참신성을 생성하는 시스템의 능력을 반영하게 되는
데, 참신성은 규칙성으로서 기대될 뿐 그 자체가 결과는 아니
다.
일반적으로 진화이론은 세 가지 속성을 지닌다 ( Wi t t ,
2 0 0 2：10). 첫째, 프로세스에 내재되어 있는 역동성
(dynamics)이다. 이는 시간이라는 변수를 적용하여 진화의
경로를 추적하는 것을 나타내며, 정태적 또는 비교정태적 접근
으로는 규명하기 어려운 경제현상을 설명한다. 둘째, 되부를
수 없고 또 경로의존적인 역사적 프로세스(historicity)이다.
이는 역동성의 또 다른 면으로서 역사적 프로세스가 반복해서
일어날 수는 있지만, 정확히 동일한 프로세스가 반복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되부를 수 없는(irrevocable) 프로세스라고 한다.
따라서 결정론적인 차이(deterministic difference)나 미
분방정식(differential equation)이 되부를 수 없는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반복성을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반드시 경
로의존성(path－dependency)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도 있
다. 진화이론에서 경로의존성은 모든 사례에 독특한 균형상태
가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 대신 경로의존성은 국소적으로 균형
에 수렴하는 상태가 복수로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제기되는 의문은 비록 진화프로세스가 균형상태를 지난다고 하
더라도 어떻게 균형상태에서 다양한 진로가 생성되느냐는 것이
다.
폐쇄시스템(closed system)을 상정하는 뉴턴(Newton)의
물리학이나 신고전파 경제이론에서는 다양성을 유발하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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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부에서 주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외부에서 주어지는 일련
의 충격이나 내부의 균형만으로는 진화가 개념화되지 않기 때
문에 변화의 내부요인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시스템의 자기
변형을 불러오는 원천과 동력에 관련된 가정이 진화이론의 세
번째 속성이다.
자기변형이 시사하듯이 변화가 내부적으로 발생한다면, 그
원천과 규칙성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천과 규칙은 진화
가 발생하는 영역에 따라 크게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물
학적 진화에서 유전자 재결합이나 돌연변이와 같은 규칙성은
경제발전에서 나타나는 신기술의 개발 및 적용과는 전혀 다른
패턴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모든 변화에 있어 공통적으로 발
견할 수 있는 현상은 바로 참신성(novelty)이다. 따라서 변화
의 원천은 시스템이 참신성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
다. 물론 참신성은 그 형체를 규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개념이
다.
슘페터의 혁신이론은 당시에 대종을 이루고 있던 균형이론의
체계 하에서 생성되었다. 균형이론과 비교할 때 슘페터는 두
가지의 중요한 변화를 시사한다. 첫째, 정태적인 접근보다는
동태적인 접근을 선호했다. 따라서 슘페터는 균형상태를 동태
적인 시각에서 재정립하였다. 충격이 경제 외부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균형상태는 좀처럼 도달하지 못한다고 본다. 따라서 웬
만한 외부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경제환경과 루
틴에서는“참신한”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슘페터가 제시하는 두 번째 변화는 내부에서 유발되는 변화
이다. 경제도 역사적 상태의 연속이기 때문에 각 상태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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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통해서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슘페터는 실제의
경제발전은 이러한 순환적 흐름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로부터의 일탈을 설명할 수 있는 경제이론이 필요하
다고 한다. 균형이론으로는 이러한 일탈을 설명할 수 없고, 변
화의 요인이 내재한다는 것이 슘페터의 시각이다.
슘페터의 이론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진화적 발전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슘페터의 혁신이론은 경제
적 자원의 혁신적인 재분배와 조직형태의 변화로 대변되는“새
로운 결합”이 핵심개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혁신은 기
존의 경제행위 또는 사업방식과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
가 된다. 따라서 슘페터는 기업가적 정신을 가진 경제주체에
의해서만 혁신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슘페터가 상정하는
기업가는 직업이나 전문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나
기능을 뜻한다. 이러한 기업가는 주도적이며 권위를 지니며,
통찰력과 리더십을 갖춘 혁신의 촉진자로서 일상적인 사업가와
는 대비된다. 혁신의 동기로는 변화 자체가 우선되며, 혁신으
로 인한 이익은 부차적이다. 혁신을 통해 발생하는 막대한 초
기 이익도 모방을 통해 루틴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점차 사라
지게 된다.
슘페터의 혁신이론에 따르면 혁신의 원천이 외부에서 주어지
는 힘보다는 기존의 자원을 참신한 방법으로 재결합하는 내부
적인 역량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기술진보 등 혁신의
동인을 외부에 의존하는 신고전파이론보다는 내부에서 찾는 신
성장이론 또는 진화론적 성장이론이 생산성향상과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성장을 보다 더 잘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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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요소생산성
성장프로세스에서 총요소생산성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총요소생산성은 요소투입의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산출보다 더
큰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는 기
술진보와 관련된 성장요인을 뜻한다.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는
생산기술의 개선과 더불어 신기술과 새로운 조직프로세스를 도
입한 결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보면 혁신활동
이 기술진보의 핵심요인 중의 하나이며, 궁극적으로 경제성장
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OECD, 2002).
혁신활동에 대한 측정은 매우 어려운데, 그 이유 중 큰 부분
은 데이터의 미비로 인한 것이다. 예를 들어 혁신활동을 가늠
하는 지표 중 대표적인 것이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출인
데, 이는 연구개발의 결과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설명할 수 없
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지표이다. 즉 혁신의 질적인 면이 반영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혁신활동의 대부
분은 기업 내 조직혁신으로부터 발생하나, 이러한 노력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활동들이다.
산출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비의 비중으로 측정하는 연구개
발집약도가 연구개발활동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로 활용된다.
연구개발집약도(business R&D intensity)는 국가별로 편차
가 심하며, 이 지표가 높은 국가는 스웨덴, 미국, 일본이며, 낮
은 국가는 포르투갈, 그리스, 폴란드로 나타난다(Nicoletti et
al., 2001).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별 산업의 상대적으로 낮은
연구개발집약도로 인해 국가 전체적인 연구개발집약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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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과의 편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호주, 오
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한국, 노르웨이에서 그 정도가 심
한 것으로 나타난다.
혁신의 패턴과 총요소생산성의 국가간 차이는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OECD에서는 대체로 정책환경이 성과차이
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으로 보고 있다. 다른 요인 중 특히 정보
통신기술의 생산 및 활용에 관련된 산업의 영향이 큰 경우에
국가간 산업구조의 차이가 혁신잠재력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인적자원, 시장개방, 노사관계 제도, 금융
구조, 지배구조 등이 혁신활동과 경제성장의 국가간 차이를 불
러오는 중요한 구조적 결정요인이 되고 있다(OECD, 2002).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이다.
자원의 사용에 있어 잉여자원(slack)의 제거, 보다 효율적인
기술의 채택, 혁신노력의 배가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
법들은 모두가 경쟁이 활발한 환경에서 적용이 된다. 경쟁이
느슨한 환경에서는 기업들간 성과비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비효
율적인 경영도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
요소투입의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잉여자원이 발생하여 존
속된다. 아울러 기업간 코스트절감 경쟁이 없어 기술활용의 최
적화와 선진기업의 성공사례 도입이 활성화되지 않음으로써 총
요소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편, 과도한 규제는 진입제한 또는 영업제한을 통해 경쟁을
억제하고, 노동의 유연성을 제한하기 때문에 혁신과 이로 인한
효율성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규제는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에 영향을 미쳐 기술확산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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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궁극적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
다. OECD(2002a)는 국별 비교자료를 통해 제품시장 규제
및 노동자 보호 규제는 각각 총요소생산성과 반비례 관계에 있
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국의 경우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는 혁신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이다. 이를 혁신주도형 산업발전이라고 한다면, 이는 기술혁신
과 생산성향상에 기본바탕을 두면서 BT나 NT와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이러한 기술의 산업화를 이룩하
는 것이다(김원규, 2002a). 그런데 제조업 혁신만으로는 기대
하는 성장을 이룩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즉 제
조업은 그 동안 큰 폭으로 성장해왔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는
추가적인 성장이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추이를 비
교해 보면 이러한 추론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서비스업
<표 Ⅱ-1>

기간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
단위：%

1971～1980 1981～1990 1991～2001
GDP
총요소
생산성

전기간

7.42

8.64

6.10

7.38

전산업

-1.82

2.34

0.56

0.42

제조업

0.88

3.79

4.56

3.19

서비스업

-2.45

1.65

0.15

-0.22

자료：산업연구원; 김원규, 2002a, p. 6; 김원규, 2002b, p. 3.
주：1) 총요소생산성은 중립적 기술진보와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을 가정한 콥·
더글러스 생산함수와 솔로우잔차로서 측정하였음.
2) 서비스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최종 연도가 2000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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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생각만큼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표 Ⅱ-1>을 보면, 지난 30년간 제조
업은 연평균 3.2%의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보였고, 특히 1990
년대에는 무려 4 . 6 %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김원규,
2002b). 이에 비해 서비스업은 1971년 이후 2000년까지
-0.22%, 1990년대에는 0.15%의 증가율을 보였을 따름이다.
이를 볼 때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훨씬 더 높은 성장기회
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성장을 위해서는 제조업뿐
만 아니라 서비스업 혁신도 함께 추구하자는 것을 의미할 뿐
제조업 혁신을 포기하자는 말은 결코 아니다.

3. 혁신주도형 성장패러다임
(1) 통합혁신모형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혁신이 성장을 위한 필요 불가
결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슘페터의 혁신이론을 따르면, 기존
자원의 참신한 재조합으로 혁신이 가능하다고 한다. 혁신을 기
술적 혁신과 비기술적 혁신으로 구분할 때, 기술적 혁신은 제
조업 중심의 전통적인 개념의 혁신이다. 반면 비기술적 혁신은
조직혁신이나 프로세스혁신과 같은 다소 소프트한 개념으로서,
이를 이 보고서에서는“서비스혁신”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혁신의 성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 하나는 제품혁
신으로서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제품이나 서비스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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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때 기술혁신이 제품혁신을 불러오는
원동력인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서비스혁신을 통해서도 제품
혁신이 발생한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개
념의 제품이나 서비스상품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기업
의 비가격경쟁력을 불러오는 원천이 된다.
혁신의 또 다른 성과는 혁신으로 인해 프로세스가 변화하는
경우이다. 프로세스혁신은 본질적으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다. 그러나 변화된 환경 하에서는 기술혁신이 직접적으로 프로
세스혁신을 불러오기보다는 서비스혁신을 매개로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현상과 제품의 서비
스캡슐화3) 현상을 감안할 때 서비스혁신이 프로세스혁신을 야
기하는 중요한 원천이 된다. 프로세스혁신은 본질적으로 생산
성향상을 불러오며, 가격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이처럼 혁신을 통해 가격경쟁력과 비가격경쟁력을 제고하는
프로세스는 대체로 지금까지의 여러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개
념화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하
는 기존의 제조업 혁신시스템에 서비스혁신을 포함하여 포괄적
인 혁신시스템을 개념화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
나 전통적인 기술혁신만으로 추가적인 성장요인을 찾기에는 한
계가 있다는 점을 여러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
혁신이 여전히 혁신의 근간인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추가적
인 성장요인은 비기술혁신, 즉 서비스혁신에서 찾을 수밖에 없
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3) 다음의 제(2)항(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호의존성)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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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리체계 하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자원을“참신한
방식으로 재조합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이다. 슘페터의 혁신
개념을 따르면 기업가정신이“참신성”(novelty)을 불러오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기업가정신 외에도 무수히 많은 변수에
의해 자원의 참신한 재조합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전통적인
생산요소인 자본이나 노동이 단순한 형태로 생산프로세스에 투
입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참신한 방식으로 재투입되기 위한 방
법은 많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본이 생산설비나 건물 등 유형
자산에 투자되는 것 외에도 연구개발, 조직프로세스, 인적자원
에 투자되는 경우 생산요소의 가치창출 잠재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노동의 경우에도 혁신을 위해서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
니라 능력과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의 개념으로 승화
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원의 재조합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수행하는 것이
나,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영
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도
사업성이 없으면 추진하지 않는다. 제한된 경영자원의 범주 안
에서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으
로 필요한 근본적인 혁신은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기업
과 달리 정부는 보다 국민경제적인 시각에서 혁신을 추구하게
되며, 동원할 수 있는 가용자원도 기업보다는 훨씬 더 많다. 정
부의 역할은 기업이 사업성 결여로 추진하지 않는 필요한 혁신
을 추구하는 한편, 기업이나 민간에 의해 활발하게 혁신이 일
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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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체계 하에서 다음으로는 서비스혁신이 궁극적으로 기
업 및 국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살펴본다. 서비스
혁신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서비스혁신만으로도 필요
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서비스혁신
은 한편으로는 자원의 참신한 재조합에 의해 유발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곤란
하다. 즉 혁신체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체계로는 극히 제한된 설명밖에는 할 수가 없는 총체적인 개념
으로 이해해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 혁신이 제조업 중심의 기
술혁신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서비스혁신까지 포괄해야 한
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비스혁신의 중요성 논의에 이어 혁신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의“참신한”재조합의 방법을 개념적인 수준에서
논의한다. 자원의 재조합은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접근을 요구
한다. 이는 곧 종전의 제조업 혁신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
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자원의 재조합에 대해 슘페터는
기업가정신을 그 핵심으로 보고 있다. 슘페터의 기업가정신은
단순히 기업가의 모험적인 철학이라기보다는 창의적이고도 참
신한 아이디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
서 이러한 창의성과 참신성을 유발하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가 논의의 초점이 된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제Ⅴ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룬다.
<그림 Ⅱ-1>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통합된 혁신모형
을 나타낸다. 혁신의 출발은 자원의 참신한 재조합이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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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조합은 참신성을 부여하는 기업가정신, 그리고 선택을 필
요로 하는 전략경영의 개념이 뒷받침한다. 아울러 전통적인 생
산요소인 자본과 노동으로부터의 투자도 필요하다. 자원 재조
합의 결과는 기술혁신과 서비스혁신으로 나타난다. 기술혁신은
제품혁신과 더불어 서비스혁신에도 영향을 미친다. 서비스혁신
은 제품혁신과 프로세스혁신에 영향을 미친다. 제품혁신은 가
치창출을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비가격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한편, 프로세스혁신은 다시 가치창출로 이어져 비가격경쟁력에
기여하는 한편, 생산성향상으로 이어져 가격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이처럼 혁신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지닌다.

<그림 Ⅱ-1>

통합혁신모형

자본·노동
기술혁신

<투자>

가치창출

비가격
경쟁력

서비스

프로세스

생산성

가 격

혁 신

혁신

향상

경쟁력

자원의
재조합
<선택>
<참신성>
기업가정신

제품혁신

전략경영

자료 : 산업연구원(KIET)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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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업과서비스업의상호의존성
혁신에 있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은 최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움직임을 통해 파악할 수 있
다. 아래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호 통합적 혁신모형을
추구한 호웰스(Howells, 2001)의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호웰스는 세 가지 형태의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통해 혁신모형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괄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첫째는 최근 들어 제조업이 서비스업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조기능이 서비스기능으로 변모함에 따라 혁신프로
세스 자체가 종전과는 다르게 개념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조기업들이 서비스 판매로부터 매우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
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IBM과 지멘스의 경우 수익의
50% 이상을 서비스부문에서 얻고 있고, 후지쓰가 소유한 영국
의 컴퓨터기업 ICL은 제조기능을 완전히 폐기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제조업의“서비스화”(servicization)라고 하며, 상당
수의 제조업부문의 가치는 서비스활동에 의해 창출된다고 한다
(Quinn, Dooley, & Paquette, 1990).
제조기업들이 자신의 제품과 관련한 서비스상품을 제공하는
이른바“서비스화”프로세스는 이제 일부 제조업에서는 관행으
로 정착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 제조업체인데, 이들
은 자동차 판매를 위해 금융, 리스를 제공하고, 유지와 정비,
보험, 중고차 시장에의 참여로 자기제품의 재매입 등 자동차에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합작투자나 제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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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자동항법시스템,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서비스까지도 제
공한다. 항공기엔진 제작산업에서도 마찬가지의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금융이나 리스는 기본이고, 수리와 정규적인 정비까
지도 항공기 제조업체가 수행하고 있다. GE는 금융 및 리스회
사인 지이파이낸스(GE Finance)를 보유하고, 롤스로이스
(Rolls Royce)는 세계적인 엔진수리업체인 내셔널에어모티브
(National Airmotive)를 인수하였다. 따라서 항공기엔진 제
작업체들은 제품(즉, 엔진)으로서가 아니라 서비스(즉, 운행시
간)로서 엔진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처럼 제품이 아니라 서비스기능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
시키는 현상을 호웰스는 제조업 제품의 “서비스캡슐화”
(service encapsulation)라고 하였다(Howells, 2001). 이
를 통해 기업은 소비자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솔루션을 제공하
고, 자신은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조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아웃소싱이나 수직적 통합을 넘어서는 개념이고, 또한 고객의
현실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공급체인을 통합함으로써 경제
적 또는 경쟁우위를 도모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
한 현상은 소비와 혁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개
념을 시사한다.
종전에는 소비가 단일 제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제품의 구입으로부터 사용 도중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와 마지막으로는 그 제품을 다시 제조업자가 회수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제조업체와
소비자간에는 장기적 동반자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소비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혁신에 대한 인식을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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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바꾸어 놓게 된다. 제품의 판매가 고객과의 장기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함에 따라 기업으로서는 신뢰성과 서비스의
용이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곧 코스트 부담을 가
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항공기엔진의 예를 들면, 항공사와의
관계에서 사후 수리보다는 사전 정비가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
시키는 조건이 된다. 따라서 고객의 제품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과 진단에 대한 시스템 설치와 운용이 기업의 혁신과 전략에
있어서 핵심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처럼 기업의 혁신전략은 종
전의 제조로부터 서비스형태의 계약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이
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관계에서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현
상은 서비스업이 제조업을 주도하는 경우이다. 이 때에도 혁신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친다. 서비스기업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패키지의 구성요소로서 제조업 제품이 활용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시스템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업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컴퓨터 또는 IT관련 기기를 선택하는 경우
장비공급업체는 서비스업체의 요구를 충족시켜야만 한다. 이
때 서비스기업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체를 통제
하게 된다. 이러한 통제가 여의치 않을 때에는 서비스기업이
직접 제조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최근 컴퓨터 칩 디
자인 회사가 품질관리, 공급물량확보, 또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반도체 제조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현상
은 둘 간의 인터페이스로서 혁신과 새로운 사업방식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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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중요하다.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등장은 여러 기능분야
에서 매개기능을 축소시켰으며, 공급체인에서 중개자 없이 직
접 수요자와 연결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항공산업에서 롤스
로이스, 보잉, 에어버스는 대체로 부품의 60% 정도를 온라인
으로 판매한다고 한다. 대기업의 경우 매개자가 없는 이 같은
B2B 형태의 거래가 문제로 대두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소기
업이나, 또는 보다 혁신적이고도 전문성의 투입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는 다르다. 즉 인터넷과 웹을 기반으로 하는 전혀 다
른 매개자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처럼 전혀 다른 형태의 경제주체가 생성된 것은, 비록 기
술혁신과 정보통신 하드웨어 및 통신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였지
만, 비기술적이고도 서비스지향적인 혁신의 결과인 것이다. 이
들은 주로 새로운 형태의 접근 루틴, 통신에 있어서의 안전성,
웹사이트와 포탈의 디자인 및 운영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제
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에 전통적인 개념의 매개자는 사라졌지
만, 참신하고도 전문성을 지닌 새로운 형태의 매개기능이 생성
된 것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관계가 이처럼 여러 형태로 발전함에
따라 혁신모델도 새로운 개념으로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술적 혁신을 핵으로 하여 비기술적 혁신이 이를 둘러싸는 형
태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제조업-서비스업이라는
이분법적 체계는 아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서비스업도 큰 폭으로 기술적 혁신으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
다. 대신,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혁신의 포괄적인
(holistic)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공적인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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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비기술적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반면 성공적인 서
비스기업은 기술적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해야만 경쟁력을 갖추
게 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제조업의 강점은 기술적 혁신에 의
존하고, 서비스업은 비기술적 혁신에 안주하는 것이 현실이다.

(3) 서비스혁신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서비스는 경제성장에 큰 기여
를 하고 있고, 현재 OECD 국가 경제에서 60～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점에서 서비스의 성장과 혁신이 경제의 성
과에 기여하는 바가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책에 있어 서
비스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서비스부문의 성과는 제대로 이
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요인 중 하나는 통계의 미비
로 서비스 생산성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대부분의 분석이 제조업의 경험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서비스성과의 많은 원동력이 제조업의 그것과 비슷하나 역할
은 전혀 다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에 있어서 혁신과 기
술변화는 연구개발에 기인하는 부분이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
은 획득된 기술, 조직변화, 그리고 인적자본에 기인한다. 따라
서 서비스혁신은 기술변화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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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혁신의 성격
대부분의 서비스 가치는 물리적인 제품보다는 무형의 자산에
내재된다. 이는 서비스를 정의한 호주정부의 최근 보고서에서
도 찾아볼 수 있다. 즉, 서비스는“도움, 효용, 또는 보호, 그리
고 경험, 정보 또는 다른 지적 내용물을 제공하는 것 ”
(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 and Resources,
1999)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볼 때 서비스혁신은 제조업과 달
리 비가시적인 형태와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측정이
매우 어려워진다. 그러나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차이가 지나
치게 강조되어서는 곤란하다.
제조업 내부도 업종간 다양한 차이가 있듯이 서비스업 내부
도 컴퓨터서비스와 개인서비스간의 차이와 같이 업종간에 다양
한 차이가 있다. 전반적으로 서비스와 제품이 결합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서비스는 보다 표준화되고 대량
생산에 적합하게 되어 제조업처럼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
라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분이 점차 무의미해지며, 제조업
과 연계시키지 않고 서비스의 역할을 분석하기가 매우 어려워
지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분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정책수립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면에서 서비스는 현재의 경제적, 기술적 환경에서 중심
에 서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아직까지도 서비스는 경제에서 보
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식집약 비즈니스서비스와 같은 핵심서비스부문은 새
로운 시각과 재해석된 지식기반경제에서 역동적이고도 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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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역 할 을 수 행 하 고 있 다 고 보 는 시 각 (Rooney &
Mandeville, 1998)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
다. 인터넷과 웹기반 서비스, 그리고 첨단기술환경 서비스와
같은 지식집약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매우 강하게 연
계되어 있고, 전자상거래와 같은 유통서비스는 거래형태 자체
를 변모시키고 있다. 혁신프로세스와 이 프로세스에서 서비스
의 역할에 대한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와 기술혁
신에 있어서 보다 서비스중심적인 관점이 기업이나 국가 경쟁
우위의 핵심이 되고 있다(Howells, 2001).
혁신에 대한 개념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Gallouj & Weinstein, 1997). 그 예로는 혁신의 측정지표
가 체화된 기술과 물리적인 형체에 기초한 기술혁신, 공식적인
연구개발 또는 특허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무형의 새로운 방법과 관련된 비기술적 혁신이나 조직구조의
참신한 변화 등 서비스에 전형적인 혁신은 미개척 상태이다.
혁신에 있어 서비스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었으며, 기껏해야 능
동적인 주체인 제조업의 혁신을 지원하거나 또는 촉진하는 기
능을 수행해 온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혁신의 성격을 보
면 그 실체가 서비스활동임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서비스산
업과 서비스활동은 구분되어야 한다.
서비스산업은 국제표준산업분류 ( I S I C：I n t e r n a t i o n a 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와 각 국별 표준산업
분류(한국은 KSIC：Korea Standard Industrial Classi－
fication)상 서비스로 분류된 산업부문을 말한다. 이에 반해
서비스 활동과 기능은 서비스기업과 제조기업이 수행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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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활동으로서, 마케팅, 연구개발, 회계, 운송에 관련된 활동
들을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란 말은 서비스산업과 서
비스기능을 모두 포함할 수 있지만, 혁신논의에 있어서 그 구
분은 중요하다.
2) 제조업혁신과 서비스혁신의 차이
최근 많은 변화가 있긴 하지만, 혁신프레임은 여전히 제조기
능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혁신프로세스가 제조기능
에 적용되는 속성에 의해 규정지어짐으로써 서비스에 독특한
특성을 간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표 Ⅱ-2>에 제조기능과
서비스기능의 혁신시스템상 속성의 차이가 나타나 있다. 혁신
에 관련된 서비스의 많은 속성들은 예외적인 경우로 간주되어
왔는데, 이는 서비스가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
에도 혁신패러다임이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비스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제조업과는 크게 다르
다. 서비스의 지적재산은 저작권과 상표권뿐만 아니라 단기적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반면, 제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특허로
보호된다(Anderson & Howells, 2000).
이 밖에도 많은 속성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의 혁신시스템이
차이가 나지만, 특히 서비스부문은 매우 다양한 속성을 지닌다
는 점이 중요하다. 일부 기술지향적 지식집약서비스 부문은 연
구개발노력이나 기술집약도 면에서 첨단기술 제조부문과 매우
흡사하다(Tether & Hipp, 2000). 다른 서비스부문은 자체
연구개발은 거의 없이 경제의 다른 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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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과 활용에 의존하는 공급자주도형(supplier-dominated)
속성을 보인다. 공급자주도형 분류는 일부 전통적인 제조업에
도 적용되지만, 주로 서비스부문에 적용된다(Pavitt, 1984).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서비스부문의 혁신은 제조업에 비해 저조
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소테·미오조(Soete & Miozzo, 1989)의 연구에 따르면,
공공, 개인, 유통서비스부문은 전형적으로 공급자주도형 분류
에 속하고, 일부 새로운 서비스는 자체 연구개발형 범주에 속
한다고 한다. 공급자주도형 서비스는 대체로 생산집약적 또는
<표 Ⅱ-2>

혁신에 있어 제조 및 서비스 시스템 속성

시스템속성
1. 지적재산권

제 조
강함; 특허

서비스
약함; 저작권

상태/중요성
현행, 강함

(IPR)
2. 기술지향성
3. 연구/혁신의
생성 및 공급

기술개발; 과학 및 기술활용; 소비자
기술주도

및 고객주도

내부조달(in-

주로 외부조달

house)

역사적, 쇠퇴
중요성 감소; 제조
및 서비스기능의
수렴

4. 노동생산성

강한 영향

낮은 영향(1980년 현행; 중요성 감소
대까지?)

5. 혁신주기

단기

가능성

장기(컴퓨터서비스 쇠퇴; 미약
는 예외)

6. 제품특성

유형; 보관 용이

무형; 보관 곤란

중요성 감소; 중간

7. 국제교역형태

수출 후 해외직접

해외직접투자 후

현행; 중간

투자

수출

8. 시스템의 공간 내수→글로벌
범위 및 접근성
자료：Howells(2001), p. 57.

지역적→내수, 글

중요성 감소; 서비

로벌

스의 국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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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집약적 서비스들로서 이들은 활동이 은행이나 보험업무와
같이 대규모 자료처리를 필요로 하거나, 운송이나 정보통신과
같이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이다. 반면 연
구개발형 서비스들은 전문기술공급자와 과학기반 활동들로서
자체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서비스들이다.
이처럼 서비스부문에서는 혁신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인식
이 보편화된 가운데에서도 실제로는 제조업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서비스
부문에서 혁신이 부진하다는 것은 R&D에 초점을 둔 제조업의
시각에서 비롯된 것일 뿐 연구개발 이외의 분야에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서비스혁신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을 입증해 줄 만한 데이터가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Sirilli
& Evangelista, 1998).
더욱이 R&D 부문에서도 서비스혁신을 위한 투자가 최근에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국
가 기업들의 연구개발지출 중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1980년
5% 미만에서 1997년에는 15% 수준으로 높아졌다(Howells,
2001). 또한 서비스산업은 특히 IT 관련 R&D집약 자본재의
최대 사용자라는 사실이 서비스산업에서 혁신활동이 활발하다
는 점을 시사한다.
비기술적 혁신에 있어서는 측정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
해 기술 이외에 대한 지출과 산출로 혁신활동의 범위를 확대하
는 등 많은 노력이 있어 왔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한 결과,
1998년 독일의 서비스기업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전년에 비
해 15% 증가한 사실을 찾아냈다(ZEW, 1999). R&D 지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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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 중요한 것은 서비스 기업들의 혁신에 대한 인식이다. 덴
마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서비스기업들의 76.1%
가 혁신을 하지 않고서는 경쟁력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DTI, 1997).
3) 서비스품질과 서비스브랜드
이처럼 서비스혁신이 중요하다면, 서비스혁신의 결과에 대해
서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 서비스혁신의 궁극적인 결과는 비가
격 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력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수단 중 특히 서비스산업에서
<그림 Ⅱ-2>

서비스 품질과 생산성의 관계
기업 투입자원의
배분

기업관점

고객관점

투입 요소
(노동, 장비, 기술 등)

생산성

산출
(매출, 순익, 시장점유율등)

자료：Parasurama, 2002.

투입 요소
(시간, 노력, 감성적에너지등)

서비스 품질

생산성

산출
(서비스성과, 만족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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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서비스품질과 서비스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업에서는 서비스품질이 가치창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비스업에서 품질은 생산성과 상호 연계되어 있다.
기업의 관점에서는 노동, 장비, 기술 등 투입요소와 매출, 이익
등 산출간의 상호작용으로 생산성이 결정되며, 이는 또한 품질
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고객관점에서도 시간, 노력 등 투입
요소와 서비스성과, 만족도와 같은 산출간의 상호작용으로 품
질과 생산성을 결정하게 된다. <그림 Ⅱ-2>에 지식서비스업의
품질과 생산성간의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 있다.
한편, 서비스의 품질은 신뢰성, 공감성, 반응성, 보증성, 유
형성으로 평가가 가능하며, 이 밖에도 역량, 접근성, 정중함,
대화, 이해도 등도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표 Ⅱ-3>
에 서비스품질의 특성이 정리되어 있다. 서비스품질은 소비자
가 제공받는 서비스인 기술적 품질(technical service)과 소
비자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인 기능적 품질(functional
service)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적 품질은 서비스를 구성하는
컨텐츠로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도에 따라 기술적

<표 Ⅱ-3>

서비스품질의 특성
특 성

유형성

시설, 대화, 소재, 장비, 인력

신뢰성

양질의 서비스를 믿을 수 있고, 정확히 제공할 수 있는 능력

반응성

고객 지원 및 신속한 서비스의 제공 의지

역 량

근로자의 지식과 재능 및 신뢰와 확신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공감성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관심과 개인별 배려

자료：Aaker, 1998, p.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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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의 핵심역량 강화 관계

내부 협력

외부 파트너십

고 객

기 술

지식 자원
정보/지식 관계
혁 신
자료：산업연구원(KIET) 작성.

품질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기능적 품질은 서비스가
어떤 방식, 이를테면 직접대면이나 온라인 등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느냐에 관한 것으로서 소비자의 선호를 충족시키는 정도
에 따라 품질수준이 결정된다. 기술적 또는 기능적 품질은 다
분히 소비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서비스의 품질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종업원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결국 조직의 역량에 의존한다. 서비스업체는
외부와의 파트너십은 물론 내부협력을 통해 기술과 지식자원을
축적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혁신활동을 하게 된다(<그림
Ⅱ-3> 참조). 그 과정에서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종업원
은 서비스 품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이를 제고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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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서비스의 품질은 종업원 개인의 창
의성을 바탕으로 조직의 혁신역량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종
업원의 교육 및 훈련과 더불어 조직의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투자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수준을 충족
시킬 수가 있다.
이처럼 서비스의 품질은 고객에 우선하여 조직 내 종업원의
인식과 만족이 먼저 이루어져야 높아진다. <그림 Ⅱ-4>에 나타
난 서비스의 이윤사슬을 보면 종업원만족이 서비스업체의 성과
를 결정하는 밑바탕임을 알 수 있다. 즉, 서비스업체는 조직 내
부의 품질을 바탕으로 종업원이 만족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통
해 생산성과 서비스가치를 제고하게 되고, 이는 고객만족과 더
불어 장기고객 확보로 이어져 매출과 순이익을 증가시키게 되
는 것이다.
품질과 더불어 지식서비스업의 가치창출에서 또 하나 중요하
게 다루어야 할 사항은 서비스기업 또는 서비스의 브랜드 경쟁
력이다. 모두가 인식하는 바와 같이 세계시장에서 국내 기업,
특히 서비스업체의 브랜드 인지도는 매우 낮다. 따라서 서비스
산업의 브랜딩전략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서비스의 브랜
드 자산은 <그림 Ⅱ-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의미로 구성된다. 브랜드 인지도는 기업의 브랜드 제안
과 외부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브랜드 의미는 이들과 함께
고객의 서비스경험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기업의 브랜드 제안이란 광고, 서비스시설 및 서비스요원의
모습 등을 통해 기업이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을 일반에게 알리
는 것이다. 광고 카피에 들어있는 기업의 이름과 로고, 시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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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서비스의 이윤사슬

근로자
근속
내부
서비스
품질

매출
증가
외부
서비스
가치

근로자
만족

고객
만족

근로자
생산성

고객
충성도

순익

자료 : Cook et al., 2002.

<그림 Ⅱ-5>

서비스 브랜딩 모델

기업의 브랜드
제안

브랜드 인지도

외부 브랜드
평가

브랜드 자산

고객의 서비스
경험

브랜드 의미

1차 영향
2차 영향
자료 : Berry,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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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형상물들이 브랜드 제안의 핵심이다. 브랜드 제안은 기업이
전파하고자 하는 브랜드 메시지이며, 기업이 제안하는 브랜드
의 효율성은 브랜드 인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브랜드 인지도란 고객이 필요할 때 혹은 어떤 단서가 주어
졌을 때 특정 브랜드를 얼마나 잘 기억해 낼 수 있는가와 관련
된 것이다. 반면, 브랜드 의미란 고객이 브랜드에 대해 갖는
지배적인 인식을 말한다. 즉, 고객들이 한 브랜드에 대해 즉각
적으로 떠올리는 인상이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기업들일지
라도 브랜드 의미가 다를 수 있으며, 기업의 이미지에서도 차
이가 날 수 있다.
한편, 기업의 브랜드 제안은 브랜드 의미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고객이 그 기업에서 얻는 실질적인 경험만큼 강력한 영
향을 주지는 않는다. 브랜드 제안은 기업의 서비스에 대한 경
험이 없거나 부족해서 어떠한 기업에 대한 인상도 아직 만들지
못한 고객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브랜드
제안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을 끌어들이며, 기존 고
객의 브랜드 의미를 강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브랜드 구축은
서비스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기업경쟁력
을 좌우할 수 있다.
4) 지식인프라
위에서 살펴본 서비스업의 생산성, 서비스품질, 서비스브랜
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다. 이러한 경쟁력 요소들이 개발되고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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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지식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식인프라는 국가
차원에서 구축해야 하는 과제이지만, 기업 차원에서도 지식경
영의 다양한 틀을 활용하여 지식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국내 서비스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지만, 역
설적으로 이러한 낙후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과 기업의 노력이 조화를 이룰
경우 서비스 분야에서의 성장기회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지식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쟁
의 주체인 기업이 지식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할 경우 서
비스산업의 발전은 가속화될 수 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지
식경영시스템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산업에서 더 활발한 것으
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성공한 선진국 서비스업체들은 지식경
영시스템을 경쟁력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지식인프라는 특히 지식집약서비스업의 경쟁력에 크
게 기여한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제조업 경쟁력에 결정적인 역
할을 하는 비즈니스서비스, 즉 사업서비스는 대표적인 지식집
약서비스이다. 비즈니스서비스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
스, 연구, 개발 등을 비롯하여 법무, 회계관련, 경영컨설팅, 엔
지니어링, 광고, 디자인 등 제조업 또는 다른 서비스업을 지원
하는 모든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비즈니스서비스업이 전체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 20.4%에 이르고 있지만, 한국의 경
우 4.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업은 제외)에 불과하
다. 이를 경제전체로 확대해 보면 한국의 비즈니스서비스는 큰
의미 없이 단순히 존재할 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식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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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 낙후는 우
리 경제 전체의 고부가가치화 및 선진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 육성이 서비스산업뿐만 아니라 제
조업의 경쟁력강화에도 필요 불가결하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비즈니스서비스와 더불어 물류, 통신, 금융, 보험, 부동산 등
외부경제효과(externality)가 높은 공공재적인 성격의 네트워
크 서비스산업들도 지식집약화가 중요하고, 최근 지식집약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경제를 떠받치는 매우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개입과 육성을 필요로
한다. 국가 기간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들 네트워크 서비
스산업은 재화와 서비스, 자금, 정보 등 모든 경제적 산물들의
흐름을 담당함으로써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에 결정적인 역할
을 한다.
이처럼 비즈니스서비스와 네트워크형 서비스산업의 육성 필
요성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 기업들은 경영자원을 핵
심사업 부문에 집중하고, 비용절감과 조직의 간소화 등 경영효
율성 제고를 위해 비주력 서비스기능의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경영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나 프로세스를
보유하기보다는 핵심부문만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나머지는 외
부조달에 의존하는 조직만이 시장에서 생존·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ASP(App－
lication Service Provider), 정보시스템 등은 물론 디자인,
컨설팅, 법률 서비스, 기획지원 서비스, 연구개발 등 고부가가
치 영역으로까지 아웃소싱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아웃소싱 사업
의 외형과 수익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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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프라의 확산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이 근간이
된다. 상대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는 ICT 하부구조를 최대한 활
용하여 지식서비스의 경쟁력 기반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ICT
기반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부문은 전자상거래이다. 전자상거
래는 정보통신기술로 인해 전통적인 유통업을 새로운 형태로
변모시켰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서비스산업에서도 인
터넷을 활용한 e-서비스(electronic service)가 증가하고 있
으며, 효율성, 신뢰성, 실행성과 비밀보장을 중심으로 한 전자

<그림 Ⅱ-6>

e－서비스 품질의 이해 및 개선 모델

인지된 e-SQ 요구
명세 ↔ 요약

인지된
e-SQ

실 행
격 차

웹사이트의
마케팅

인지된
가 치

정 보
격 차

웹사이트의
디자인과 운영

대 화
격 차
자료：Zeithaml, 2002.

구매/재구매

기업의 e-SQ에
대한 확신

디자인
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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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품질(e-service quality)도 중시되고 있다. <그림
Ⅱ-6>에 전자서비스의 품질개선 프로세스가 도식화되어 있다.

(4) 전략적기업가정신
서비스의 품질, 서비스브랜드 등 경쟁요인을 통해 서비스업
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식인프라의 구축과 확산이 중요
함을 앞에서 논의하였다. 이러한 지식인프라는 결국 서비스혁
신을 통해 기대하는 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의하면, 노동과 자본과 같은 전통적인 생
산요소의 양적 투입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결
론지을 수 있다. 기존의 자원을 참신한 방식으로 재결합하여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곧
슘페터나 펜로스(Penrose)가 주장하는 혁신의 개념을 뜻하고,
신성장이론의 내생적 요인에 의한 기술진보와도 맥을 같이 한
다.
슘페터는 혁신의 원천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한다. 새로운 상
품의 개발이나 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 새로운 시장의 창출,
새로운 공급원천의 개발, 산업의 참신한 재편 등이 그것이다.
슘페터가 언급한“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도 시
사하는 바가 크다(Schumpeter, 1942). 기술변화로 인해 기
업가에게 주어지는 이른바“슘페터 지대”는 나중에 이를 불러
온 혁신이 보편화되면 소멸된다. 슘페터 지대는 불확실하고 복
잡한 환경에서 위험감수와 기업가적 혜안에 의해 창출되는 지
대로서, 이 지대는 지식의 확산과 더불어 스스로 소멸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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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Amit & Zott, 2001).
혁신을 불러오는 가장 중요한 원천은 기업가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은“예전에 발굴하지 못했던 기회를 식별
하고 이를 개척하는 것”(Hitt, Ireland, Camp, & Sexton,
2001：480)으로 정의할 수가 있다. 이처럼 기업가적 행동은
새로운 자원을 창조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상업화하기
위해 기존의 자원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해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거나 또는 새로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
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가정신 또는 기업가적인 행동을 통
해 혁신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전략경영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는 기회 자체가 복수로 존재
하며, 기대하는 혁신이 한 가지 방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략경영이란 몰입, 의사결정, 행동의 복합체이며, 이들은
경쟁우위를 창출하고 평균을 상회하는 수익을 얻기 위해 디자
인되고 실행된다(Hitt, Ireland, & Hoskisson, 2001). 전
략경영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러 대안들 중에서 최선을 선택하
는 프로세스이며, 이 점에서 여러 개의 기업가적인 기회도 본
질적으로 선택의 대상이다. 이처럼 전략경영은 기업가적 행동
이 실행을 통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는 기능
을 한다. 따라서 기업가정신이 창조에 관한 것이라면, 전략경
영은 창조된 것으로부터 경쟁우위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데에
관련한 것이다(Venkatraman & Sarasvathy, 2001).
기업가정신에 의한 창조의 결과와 전략경영에 의해 현재의
우위를 활용하는 동시에 새로운 우위를 개척하는 행위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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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과 또는 무형의 성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유형의 성과는
기업의 이익이나 국부를 증대시키는 것이고, 무형의 성과는 지
적 자본이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형태가 된다. 따라서 기
업가적 관점과 전략적 관점은 통합되어야만 실효성이 있게 된
다. 이를 전략적 기업가정신(strategic entrepreneurship)이
라고 하며,“전략적 시각을 가진 기업가적 행동”으로 정의한다
(Hitt, Ireland, Camp, & Sexton, 2001：480).
전략적 기업가정신을 통해 부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여섯 가
지의 영역 ( d o m a i n )이 중요하다고 한다(Ireland, Hitt,
Camp, & Sexton, 2001). 이들은 혁신, 네트워크, 국제화,
조직학습, 지배구조, 그리고 성장이다. 이 영역은 기업은 물론
이고 국민경제에서도 적용된다. 기업가정신은 본질적으로 성장
과 혁신에 초점을 둔다. 성장은 성공과 변화를 촉진하고, 혁신
은 기업과 시장에 참신성(novelty)을 부여한다. 한편, 전략경
영은 경쟁우위 창출에 초점을 두는데,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
크, 국제화, 조직학습, 그리고 지배구조를 주요 수단으로 한다.
네트워크는 기업과 사람들을 묶는 역할을 한다. 국제화는 기업
의 접근범위와 잠재력을 확장한다. 조직학습은 지식의 급속한
이전을 통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최고경영자팀과 지배구조
메커니즘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전략적 기업가정신의 가설이 타당하다면, 이는 혁신
을 통한 성장프로세스가 자연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을 뜻한다. 즉 성장을 위해서는 자연적인 프로세스에 인위적이
고도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입은 기
업가적인 도전과 추진력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이 도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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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력은 다분히 전략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본 연구와
관련하여 보면, 제조업 중심으로 진행되는 혁신프로세스에 기
업가적인 사고와 전략적인 사고를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이를
서비스혁신까지 포괄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대하는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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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환경 분석

제Ⅱ장에서는 서비스혁신 패러다임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장에서는 서비스산업이 처하고 있는 글로벌환경에 대해 논의한
다. 아직까지 서비스산업은 내수산업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점차 글로벌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국내외
서비스산업의 움직임을 살펴봄으로써 서비스전략을 위한 토대
를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서비스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
는 위치를 살펴본다. 이어서 서비스의 국제교역에 대해 논의하
고, 서비스혁신에 대한 움직임을 조망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에 대해 살펴본다.

1. 산업구조 면에서의 국내 서비스산업
(1) 서비스산업의국민경제적위치
먼저 서비스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떻게 변
화하여 왔는지를 보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및 고용의 산업
별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Ⅲ-1>과 <그림 Ⅲ-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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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 변화가 나타나 있다.
1995년 가격으로 평가된 국민계정에 기초하여 GDP의 산업
별 구성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전산업의 부가가치에서 차지하
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1980년 52.6%에서 2001년 현재
50.9%로 1980년과 비교하여 오히려 약 1.7%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기간 중 국내 서비스산업이 연평균
7.1%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업 및 SOC 부문의 높은 성장으로 인해 서비스부문의 GDP 비
중은 오히려 줄어든 데 기인한 것이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같
은 기간 중 연평균 9.3%의 높은 실질성장을 유지함으로써
GDP 비중이 22.3%에서 33.2%로 현저하게 확대되었다.
지난 20여년 동안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
중에 큰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약간 축소하였다는 사
실은, 경제의 발전에 따라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게
되는 현상, 즉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이 우리 경제의 경우에는
잘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고용구조의 변화를 보면 이상에서 살펴본 GDP 구성
의 변화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즉, 취업자수(무급종
사자 포함)를 기준으로 할 경우 서비스산업의 고용은 연평균
4.7%씩 증가하여 제조업의 고용증가율 1.7%뿐 아니라 전산
업의 평균 고용증가율 2.1%를 크게 상회하였다. 이로 인해 전
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제조업의 경우에는 1 9 8 0년
21.6%에서 1990년 27.2%로 높아졌다가 2001년 19.7%로
다시 축소되고 있는 반면,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은 같은 기간
37.0%에서 62.4%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처럼 고용구조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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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서비스화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는 사실은 산업구조면에
서 볼 때 서비스화라고 할 만한 구조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
는 사실과 대조를 이룬다. 다시 말해 고용측면만을 본다면 우
리 경제의 고용구조도 소위 선진국형 고용구조로 점차 바뀌어
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은 약간 축소된 대신 고용비
중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는 사실은, 1인당 생산성 증가율 면
에서 볼 때 서비스산업이 제조업이나 전체 산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표 Ⅲ-2>를 보면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1995년 가격

<표 Ⅲ-1>

부문별 부가가치 및 고용 구성비 변화
단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농림·어업·광업 14.2
부 제조업
가 전기·가스·수도
가 건설업
치 서비스업
전산업(GDP)

고
용

12.8

8.3

22.3

24.8

28.0

1.0

1.5

1.8

6.6

연 증가율
(1980～2001)

5.5

5.4

2.5

29.2 33.8

33.2

9.3

2.6

12.3

2.1

2.5

9.9

9.9

11.4

11.2

7.7

7.8

6.1

52.6

51.0

50.4

51.0

50.5

50.9

7.1

100.0 100.0 100.3 100.0 100.0 100.0

7.3

농림·어업·광업 34.9

26.0

18.3

12.5

10.9

10.4

-3.6

제조업

23.5 20.2

21.6

23.4

27.2

19.7

1.7

전기·가스·수도

0.3

0.3

0.4

0.3

0.3

0.3

1.2

건설업

6.2

6.1

7.4

9.3

7.5

7.4

3.0

37.0

44.3

46.7

54.3

61.1

62.4

4.7

전산업(취업자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1

서비스업

자료：한국은행 및 통계청 DB자료.
주：부가가치 구성은 1995년 불변가격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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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부문별 부가가치 및 고용 구성비 변화(2001년, %)

농림·어업·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서비스업

을 기준으로 할 때 2001년 1,915만원으로 1980년 이후 연평
균 2.3%의 증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에는 취업
자 1인당 부가가치가 서비스산업의 2배 이상인 3,965만원으
로 나타났으며, 증가율에 있어서도 연평균 7.5%의 높은 수준
을 유지하였다.
다음으로 <표 Ⅲ-3>은 서비스산업의 세부 업종별로 부가가치
생산액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우 도·

<표 Ⅲ-2>

부문별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 변화
단위：천원(1995년 가격), %

1980
농림·어업·광업 3,383
제조업

1985

1990

5,532 6,616

1995

2000

2001

9,813 11,405 12,259

연 증가율
(1980～2001)
6.3

8,624 11,872 15,065 23,103 38,411 39,654

7.5

전기·가스·수도 26,114 59,356 69,039112,235 194,685 234,442

11.0

건설업

13,351 18,165 22,398 22,343 23,299 24,902

3.0

서비스업

11,858 12,905 15,780 17,447 18,902 19,147

2.3

8,339 11,196 14,604 18,599 22,870 23,453

5.0

전산업 평균

자료：산업연구원(KIET)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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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 음식 및 숙박, 운수 및 보관,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임
대업 등 전통적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반면, 이들
부문의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다
만 전통적 서비스 중에서도 통신서비스부문은 최근의 정보통신
<표 Ⅲ-3>

서비스 업종별 부가가치 생산액 변화
단위：10억원(1995년 가격), %

연평균

증가율

1980

1990

2000

2001

도소매

9,953

26,951

46,563

48,019

10.5

5.4

음식 및 숙박

3,098

6,626

11,907

12,981

7.9

6.3

운수 및 보관

6,694

13,435

21,927

22,871

7.2

5.0

863

3,190

19,349

21,882

14.0

19.1

3,012

12,512

30,924

32,244

15.3

9.0

10,055

21,770

37,664

38,984

8.0

5.4

1,803

6,604

15,272

16,685

13.9

8.8

93

558

918

876

19.6

4.2

1,710

6,047

14,354

15,809

13.5

9.1

통신서비스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
·광고
·비즈니스서비스
공공행정

1980～1990 1990～2001

10,946

13,956

16,574

16,473

2.5

1.5

교육서비스

9,334

15,454

19,700

20,074

5.2

2.4

보건 및 복지

1,105

5,030

7,594

7,838

16.4

4.1

문화 및 오락

928

3,280

8,358

9,186

13.5

9.8

·영화 및 연예

142

207

455

520

3.8

8.7

·방송

364

714

2,093

2,069

7.0

10.2

·오락 및 스포츠

310

1,933

5,218

6,017

20.1

10.9

기타 공공서비스

1,927

3,995

6,502

6,915

7.6

5.1

·대개인서비스

1,179

2,420

3,991

4,276

7.5

5.3

326

409

840

860

2.3

7.0

60,047 133,213 243,174 255,014

8.3

6.1

114,978 263,430 476,269 500,985

8.6

6.0

가사서비스
서비스 합계
GDP

자료：한국은행,「국민계정」, 각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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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전에 따라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성장
세 또한 매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부가가치 규모 면에서 보면 도·소매부문이 2001년 현재
1995년 가격으로 약 48조원에 이르러 서비스부문 전체 부가
가치 생산액의 18.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부동산 및
임대업이 약 3 9조원(15.3%), 금융 및 보험이 약 3 2조원
(12.6%)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문화산업은 9조 2,000억원(3.6%) 정도에 불과하며, 제조업
을 지원하는 사업서비스부문 또한 16조 7,000억원(6.5%)에
불과한 실정이다.
부가가치 성장률에 있어서는 IT기술 발전의 영향을 가장 크
게 받고 있는 통신서비스부문이 1990년 이후 연평균 19.1%
의 실질성장을 이룩하여 가장 높은 성장세를 시현한 것으로 나
타났다. 문화산업부문도 비록 그 규모는 작으나 1990년 이후
연 9.8%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제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서비스부문도 연 8.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
국내 서비스산업의 통계분류체계는 애니메이션, 게임, 레
저·스포츠,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개별 서비스업종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비즈니스서비스와 문화·오락관련 서비스는 다
양한 개별업종의 동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통혁명으
로 일컫는 전자상거래부문 또한 도매 및 소매부문에 묻혀 구체
적인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위 지식기반서비스
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서비스들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과
높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전체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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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국내 서비스업체의 일반현황(2000)
사업체수 종업원수 매출액 업체당 매출액1인당 매출액
(천개)
(천명) (10억원) (백만원)
(백만원)

도소매

917

2,493 407,185

163

44,107

1,315

273

·자동차관련 소매

34

·도매·상품중개

189

798 210,055

1,109

263

·소매업

694

1,533 153,023

221

100

숙박·음식점업

608

1,556

41,090

68

26

37

126

5,297

143

42

·숙박업
·음식점업

162

444

571

1,430 35,793

63

25

부동산·임대업

95

330 20,186

212

61

·부동산업

61

264

17,021

278

65

·장비임대업

34

66

3,165

93

48

사업서비스업

68

564

29,379

431

52

·정보서비스

8

125

11,436

1,404

92

·기술서비스

47

275

13,580

288

49

·사업지원서비스

13

164

4,362

338

27

보건·사회복지

66

488

20,491

311

42

·보건업

44

370

18,889

426

51

·사회복지사업

22

117

1,602

74

14

엔터테인먼트

121

318

26,004

216

82

·영화·방송·공연

6

53

5,798

989

109

·기타 오락·운동

115

265

20,206

176

76

기타서비스

255

534

15,977

63

30

2

28

1,588

673

56

85

208

7,119

84

34

168

297

7,270

43

24

5,953 540,126

265

91

·폐기물처리
·수리업
·기타서비스
합계

2,035

자료：통계청,「2000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2002.
------,-「2000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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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Ⅲ-4>는 국내 서비스업체의 일반현황을 나타낸다. 이를
보면 2000년 기준으로 사업체수 204만개, 종업원수 595만
명, 매출액 540조원의 규모로 나타난다. 또한 업체당 평균 매
출액은 2억 6 , 5 0 0만원이고, 종업원 1인당 평균 매출액은
9,1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단, 사업체수는 지점 및 분점을 모
두 포함하기 때문에 기업체수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현황에는 통계가 별도로 작성되는 운수 및 보관, 통
신, 금융 및 보험, 공공행정, 교육 등의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
았다.
도소매업의 경우 사업체수, 종업원수, 매출액, 업체당 매출
액, 1인당 매출액 등 모든 항목에서 가장 큰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숙박·음식점업은 사업체수와 종업원수, 매출액
에서는 도소매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보이고 있는 반
면, 업체당 매출액과 1인당 매출액에서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음도 확인된다.
그리고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업서비스업 및 엔터테인먼트산
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절대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음에도 불
구하고 업체당 매출액과 1인당 매출액 면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사업서비스 중 정보서비스의 경우
업체당 매출액 14억원, 1인당 매출액 9,200만원을 나타내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산업 중 영화·방송·공연 등 문화관련
산업은 업체당 매출과 1인당 매출액이 각각 9억 8,900만원, 1
억 900만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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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과정의서비스화
다음으로는 서비스산업의 산업구조적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
로 살펴보기 위해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서비스산업의 수요구
성과 투입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산업연관표는
한국은행이 공표한 1985년, 1990년, 1995년, 1998년의 생
산자가격평가표4)이며, 부문간 상대가격 변화의 영향을 배제하
기 위해 이들 산업연관표를 1995년 가격으로 실질화하였다.
그리고 실제 분석에 있어서는 각각의 산업연관표를 필요에 따
라 내생 28부문(통합대분류) 또는 3부문(제조업, 서비스, 기
타산업)으로 통합하여 이용하였다.
1) 중간수요율의 변화
먼저 서비스산업의 생산물이 다른 산업의 생산과정에 있어서
중간투입재로 투입되고 있는 정도를 보기 위해 중간수요율을
살펴보기로 한다. 중간수요율은 총산출 중에서 전체 산업에 중
간수요로 배분되는 생산액의 비율로서 정의된다.
<표 Ⅲ-5> 및 <그림 Ⅲ-2>에서 알 수 있듯이 서비스산업의
평균 중간수요율은 전산업 평균보다 뚜렷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제조업의 평균 중간수요율은 전산업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즉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서 중간수
4)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제조업과의 연관관계의 정도와 방향을 파
악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서비스부문에서의 수입의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 등
을 감안하여 국산거래표 대신 생산자가격평가표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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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이 현저하게 낮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서비스산업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종수요의존형, 즉 소비자지향형
산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을 세부 업종별로 나누어 중간수요율을 비
교해 보면 각 업종간에 중간수요율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난
다. 예를 들어 금융보험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통신방송업
의 경우에는 매우 높은 중간수요율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교
육보건이나 사회 및 기타서비스, 도소매업은 현저하게 낮은 중
간수요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중간수요율이 높은 서비스를
생산자서비스, 그리고 낮은 서비스를 소비자서비스로 구분하기
도 한다.
한편, 서비스산업의 평균 중간수요율은 1995년까지는 지속
적으로 상승하여 서비스산업이 전체 산업의 생산활동에서 중간
재로서 사용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
나, 1998년에는 외환위기에 따른 생산활동 위축 등의 영향으
로 중간수요율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별 서비스업종별로 중간수요율 변화의 방향을 보면,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을 예외로 할 경우, 음식숙박, 운수보관,

<표 Ⅲ-5>

부문별 중간수요율 변화
단위：%

1985

1990

1995

1998

제조업

63.2

68.9

67.2

61.3

서비스

36.8

43.6

46.4

45.6

기

타

48.9

42.4

41.9

46.6

전산업

51.1

54.6

55.3

53.2

자료：한국은행의「산업연관표」
에 의거 산업연구원(KIET)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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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부문별 중간수요율의 추이

%
80
70
60

제조업
서비스
기 타
전산업

50
40
30
20

1985

<표 Ⅲ-6>

1990

1995

1998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중간수요율 변화
단위：%

1985

1990

1995

1998

도소매

42.0

43.3

29.9

33.3

음식숙박

41.7

57.0

69.9

47.2

운수보관

33.8

40.3

46.0

43.1

통신방송

75.5

72.9

66.3

57.3

금융보험

76.7

78.1

69.2

65.3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48.9

54.3

62.9

60.2

교육보건

7.6

12.6

20.5

18.6

사회 및 기타서비스

9.2

11.4

14.5

15.4

36.8

43.6

46.4

45.6

서비스산업 전체

자료 : 한국은행의「산업연관표」
에 의거 산업연구원 작성.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교육보건, 사회 및 기타서비스는 중간
수요율이 상승함으로써 이들 서비스가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비율이 높아져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사회 및 기타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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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중간수요율은 전기간 중 일관되게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반대로 통신방송 및 금융보험은 전 기간 중 거의 일관되게 하
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소득 증가와 정보화의
진전 등으로 통신서비스나 금융보험서비스에 대한 개인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2) 서비스 투입구조의 변화
다음으로는 각 산업의 생산이 서비스산업으로부터의 중간투
입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서비스 투입계수
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서비스 투입계수는 각 산업에 대
한 서비스산업으로부터의 중간투입이 각 산업의 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정의된다.
먼저 <표 Ⅲ-7>에서 알 수 있듯이, 전산업에 대한 서비스 투
입계수는 1985년의 0.114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1998년에는
1985년 대비 32% 증가한 0.150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전
산업의 중간투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중간투입의 비중
(S/T)도 1985년의 22.3%에서 1998년 28.2%로 약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전산업에 대한 제조업 투
입계수는 같은 기간 중 10%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이러한 결
과는 분석기간 중 한국경제 전체로 볼 때 중간투입의 서비스화
또는 생산과정에서의 서비스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과정에서의 서비스화
의 절대수준은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아직 낮은 수준
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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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정의 서비스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제조업
과 서비스산업을 구분하여 서비스 투입계수의 변화를 보면, 제
조업에 대한 서비스 투입계수는 분석기간 중 5% 증가한 데 비
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서비스 투입계수는 이보다 훨씬 높은
51%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또 전체 중간투입에서 차지하는
서비스투입 비중(S/T)의 변화를 보더라도 서비스산업의 증가
율이 제조업보다 약 6% 포인트 높게 나타남으로써 생산과정의
서비스화 또는 생산기술의 서비스화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산
업에서 두드러졌음을 보여준다. 한편, 서비스산업의 생산이 제
조업 생산을 직접 유발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서비스 생산에서
의 제조업 투입계수는 199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
세를 보였으나 1998년에 들어와 다시 감소로 반전되어 기간
전체로는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Ⅲ-8>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전체에 투입된
서비스 항목별 서비스 투입계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제
조업에 대한 서비스 항목별 투입계수를 보면 통신방송, 금융보
험, 교육보건, 사회 및 기타서비스의 투입계수 증가율이 현저하
게 높아졌는데, 이들 4개 서비스항목의 증가율은 각각 69～
150%를 기록하였다. 반면 도소매와 운수보관 등 전통적 서비
스의 투입계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에 대한 서비스 투입계수 합계도 1985년 0.098에서
5) 일본의 경우 전산업의 중간투입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중간투입의 비율이 1995년 현재
48.9%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우리 나라의 26.0%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
국은행경제통계국투입산출통계팀(2001), p. 25. 또한 1970～90년 기간을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 독일, 미국의 서비스중간투입계수를 비교한 민경휘(1998)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확인된다. 민경휘(1998), pp. 80～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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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투입계수의 변화
단위：%

배 율

1985

1990

1995

1998

제조업

0.263

0.308

0.320

0.289

1.10

전

서비스(S)

0.114

0.130

0.144

0.150

1.32

산

기 타

0.134

0.108

0.089

0.093

0.69

업

중간투입계(T)

0.511

0.546

0.553

0.532

1.04

S/T(%)

22.31

23.81

26.04

28.20

1.26

제조업

0.437

0.484

0.479

0.454

1.04

서비스(S)

0.098

0.115

0.102

0.103

1.05

제

(1998/85)

조

기 타

0.222

0.152

0.110

0.117

0.53

업

중간투입계(T)

0.757

0.751

0.690

0.674

0.89

S/T(%)

12.95

15.31

14.78

15.28

1.18

0.068

0.078

0.079

0.061

0.90

제조업
서

서비스(S)

0.140

0.157

0.197

0.212

1.51

비

기 타

0.064

0.073

0.067

0.061

0.95

스

중간투입계(T)

0.273

0.308

0.343

0.334

1.22

S/T(%)

51.28

50.97

57.43

63.47

1.24

자료：한국은행의「산업연관표」
에 의거 산업연구원 작성.

1998년 0.103으로 5.1% 증가한 데 머물렀다. 이는 1998년
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나라 제조업 생산의 서비스화가 아직
은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6)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서
비스화의 진전이 상대적으로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 서비스산
6) 한국과 일본의 국민계정 통계를 이용하여 양국의 제조업 중간투입에서 차지하는 서비
스 비중(명목기준)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1990년 15.4%에서 2000년에
16.1%로 증가한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1990년 23.1%에서 2000년 26.9%로 증가
하여 절대수준 및 증가율 양면에서 일본의 경우가 한국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
다. 이원기(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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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

업종별 서비스 투입계수 변화
단위：%

1985

1990

1995

1998

0.036

0.037

0.023

0.020

음식숙박

0.000

0.000

0.000

0.000

운수보관

0.015

0.016

0.013

0.010

통신방송

0.002

0.002

0.003

0.005

금융보험

0.016

0.025

0.024

0.027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21

0.025

0.025

0.026

교육보건

0.007

0.010

0.013

0.013

제조업
도소매
1)

사회 및 기타서비스

0.001

0.001

0.001

0.002

서비스투입계

0.098

0.115

0.102

0.103

도소매

0.013

0.014

0.006

0.006

음식숙박

0.000

0.000

0.000

0.000

운수보관

0.025

0.025

0.027

0.028

통신방송

0.016

0.020

0.022

0.025

금융보험

0.020

0.028

0.034

0.03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59

0.063

0.098

0.108

교육보건

0.003

0.003

0.006

0.005

사회 및 기타서비스

0.004

0.004

0.004

0.005

서비스투입계

0.140

0.157

0.197

0.212

서비스
1)

자료：한국은행의「산업연관표」
에 의거 산업연구원 작성.
주：1) 음식숙박서비스의 투입계수가 0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의 경
우 기업의 소비적 지출인 접대비, 숙박비 등이 별도의 내생항목인 가계외
소비지출로 배분되고 나머지는 민간소비지출과 수출에 배분되기 때문임.

업에 대한 항목별 서비스투입계수를 보면 부동산 및 사업서비
스, 금융보험, 교육보건, 통신방송의 투입계수 증가율이 각각
56～83%로, 이들이 서비스 생산의 서비스화를 주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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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반면 전통적 서비스업종인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제
조업에 대한 투입계수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
인다.

(3) 서비스·제조업간생산유발관계의변화
여기서는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간 연관의 정도와 그 변화방향
을 살펴보기로 한다.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간 연관관계의 변화
를 보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 본 중간투입계수의 변화를 보는
방법 이외에도 생산유발계수의 변화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중간투입계수는 각 산업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정도
(직접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낸다. 이에 비해 생산유발계수는 직
접투입물 외에도 다른 연관산업으로부터 생산에 투입되는 간접
적 중간투입(간접생산유발효과)까지를 모두 고려한다는 점에
서 보다 현실성 있는 지표이다.
1) 생산유발계수의 변화
먼저 부문 차원에서의 생산유발관계를 보기 위해 산업연관표
상의 산업을 제조업, 서비스산업, 기타산업의 3개 부문으로 통
합한 다음 이들 통합 3부문의 투입계수를 이용하여 생산유발계
수를 계산하였다. <표 Ⅲ-9>는 이와 같이 하여 계산된 부문별
생산유발계수의 시간적 변화를 보여준다.
이를 보면 서비스부문의 생산 한 단위가 유발하는 제조업 생
산은 1985년의 0.197에서 1995년 0.275로 크게 상승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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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98년에는 0.205로 다시 하락함으로써 기간전체로는 약
4%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이에 비해 제조업부문의 생산 한 단
위가 유발하는 서비스부문의 생산은 1 9 8 5년의 0 . 2 9 3에서
1990년 0.356으로 상승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8년에
는 1985년 대비 9% 증가한 0.318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유
발계수의 변화만을 볼 때 기간 전체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생산유발의 연관관계의 변화방향을 단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을 예외로 인정한다면,
1995년까지 제조업·서비스산업간의 생산유발의 연관관계는
서비스 생산이 제조업 생산을 유발하는 관계는 강화된 반면,
<표 Ⅲ-9>

부문간 생산유발계수 변화
단위：%

1985

1990

1995

1998

1998/85

제조업
제조업

2.007

2.194

2.136

2.007

1.00

서비스

0.293

0.356

0.326

0.318

1.09

기 타

0.503

0.388

0.277

0.279

0.55

전산업

2.803

2.938

2.740

2.604

0.93

제조업

0.197

0.260

0.275

0.205

1.04

서비스

1.202

1.243

1.306

1.319

1.10

기 타

0.131

0.140

0.127

0.115

0.88

전산업

1.530

1.643

1.707

1.639

1.07

제조업

0.502

0.667

0.781

0.641

1.28

서비스

0.212

0.269

0.340

0.323

1.52

기 타

1.220

1.210

1.200

1.202

0.99

전산업

1.934

2.146

2.321

2.166

1.12

서비스

기타

자료：한국은행의「산업연관표」
에 의거 산업연구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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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생산이 서비스 생산을 유발하는 관계는 약화되어 왔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민경휘(1998)에서도 지적하였
듯이 경제가 성숙하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서비스 생산의
탈공업화’내지는‘서비스의 외부화·외주화’현상이 우리 경
제의 경우 아직 그다지 진전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
다.
생산유발계수의 절대수준을 보면 1985년에는 서비스에 의
한 제조업 생산유발의 크기가 제조업에 의한 서비스 생산유발
크기의 67.2%에 달하였으나 1995년에 그 비율이 84.4%까
지 상승한 후 1998년에는 다시 64.5%로 하락하였다.
한편, 생산유발의 대상을 전산업으로 확대하여 보면 제조업
의 생산유발계수는 1990년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
면, 서비스부문의 생산유발계수는 1995년까지 완만하게 상승
하다가 1998년에는 다시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절대 크기면에서는 1998년 현재 서비스에 의한 전산업
생산유발의 크기(1.639)가 제조업에 의한 전산업 생산유발의
크기(2.604)의 약 63% 수준에 머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전체 산업에 대한 생산유발효과라는 관점에서 보
면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여전히 큰 유발효과를 가지고 있음
을 말해주는 것이다.
2) 업종별 생산유발의 연관구조
지금까지는 통합 3부문 수준(제조업, 서비스, 기타산업)에서
부문간 생산유발의 정도와 변화방향을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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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0>

제조업의 서비스생산 유발계수 변화
단위：%

음식료품

1985

1990

1995

1998

증가율(%)

0.180

0.258

0.260

0.304

69.0

섬유 및 가죽

0.282

0.375

0.346

0.321

14.1

목재 및 종이제품

0.274

0.327

0.340

0.422

54.1

인쇄출판 및 복제

0.312

0.328

0.352

0.432

38.7

석유 및 석탄제품

0.226

0.201

0.202

0.321

41.6

화학제품

0.375

0.408

0.338

0.336

-10.5

비금속광물제품

0.294

0.321

0.312

0.344

16.9

1차금속

0.292

0.329

0.314

0.301

3.2

금속제품

0.309

0.334

0.310

0.302

-2.3

일반기계

0.351

0.366

0.323

0.313

-10.7

전기전자

0.544

0.514

0.333

0.276

-49.2

정밀기기

0.453

0.514

0.483

0.427

-5.7

수송장비

0.359

0.390

0.328

0.297

-17.2

가구 및 기타제조업

0.361

0.381

0.365

0.346

-4.3

평 균

0.293

0.356

0.326

0.318

8.5

자료：한국은행의「산업연관표」
에 의거 산업연구원 작성.
주：평균은 가중평균임.

<그림 Ⅲ-3>

제조업의 서비스생산 유발계수 비교

음식료품
가구 및 기타제조업

섬유 및 가죽
목재 및 종이제품

수송장비
정밀기기

인쇄출판 및 복제

전기전자

석유 및 석탄제품
화학제품

일반기계
금속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금속

1985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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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의 제조업생산 유발계수 변화
단위：%

1985

1990

1995

1998

증가율(%)

도소매

0.207

0.225

0.183

0.138

-33.4

음식숙박

0.176

0.245

0.332

0.269

53.2

운수보관

0.327

0.400

0.436

0.341

4.5

통신방송

0.207

0.180

0.145

0.112

-46.0

금융보험

0.137

0.168

0.141

0.081

-40.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166

0.232

0.230

0.165

-0.7

교육보건

0.160

0.235

0.324

0.300

88.0

사회 및 기타서비스

0.234

0.290

0.335

0.272

16.6

평 균

0.197

0.260

0.275

0.205

4.1

자료：한국은행의「산업연관표」
에 의거 산업연구원 작성.
주：평균은 가중평균임.

<그림 Ⅲ-4>

서비스업의 제조업생산 유발계수 비교

도소매
사회 및 기타서비스

음식숙박

교육보건

운수보관

1985
1998

통신방송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금융보험

제조업과 서비스부문간 생산유발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
하기 위해 양 부문을 구성하는 개별 업종 수준으로 내려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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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유발의 연관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통합 3부문 수준의 분석에서 제조업 평균으로 본 서비
스생산 유발계수는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제조업 업종별로 보면 전 기간 중 전기전자
(-49.2%), 수송장비(-17.2%), 일반기계(-10.7%), 화학제
품(-10.5%)의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분석기간 중 서비스산업에 대한 유발관계가 대폭 강화된 제조
업종들도 있는데, 이러한 업종으로서는 음식료품(69.0%), 목
재 및 종이제품(54.1%), 석유 및 석탄제품(41.6%), 인쇄출
판 및 복제(38.7%) 등을 들 수 있다(<표 Ⅲ-10> 및 <그림
Ⅲ-3> 참조).
그리고 서비스업종별로 본 제조업생산 유발관계는 교육보건
(88.0%), 음식숙박(53.2%), 사회 및 기타서비스(16.6%)에
서 크게 강화된 반면, 통신방송(-46.0%), 금융보험(-40.5%),
도소매(-33.4%)의 경우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Ⅲ11> 및 <그림 Ⅲ-4> 참조).

(4) 지식집약서비스산업의육성
앞에서 논의한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연관관계를 고려할
때, 서비스산업이 성장동력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자체는 물론 다른 산업에 대한 서비스의 기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는 지식집약서비스 위주로 서비스산업의 구조가 형성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뜻한다. 그러나“지식집약”서비스 또
는 그 산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된 정의를 찾아보기가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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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이는“지식집약”또는“지식기반”이라는 용어가 상당
히 관념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생산요소로서 지식의 비중이 높
은 경우, 즉 서비스가“특정 기술적 또는 기능적 영역에서 전문
가적 지식이나 전문성에 의존하는”(Windrum & Tomlison,
1999：392) 형태의 서비스를 지식집약서비스라고 하는 정도
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비즈니스서비스와 금융, IT관련서비스,
통신, 언론 등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종들이 지식집약서비
스산업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볼 때 서비스생산에서 지식 투입
의 비중이 높다는 조건만 충족되면, 거의 모든 서비스가 지식
집약서비스에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다른 면에서 보
면, 예를 들어 같은 음식서비스라도 노동력에 의존하는 경우와
지식에 의존하는 경우 각기 달리 분류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어쨌든 서비스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또 경제에 기여하기 위
해서는 지식지향적일 필요가 있다. 단순한 노동력에 의존하는
서비스는 가치창출에 한계가 있고, 그 결과 경쟁력이 없을 뿐
만 아니라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서비스업은 대체로 저임노동력 위주로 운영되어 왔
으나, 향후에는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적자원에 의해 그 성패가
결정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서비스산업이 경제의 60～80%를 점유
하고, 서비스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서비스산
업의 경쟁력이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임은 대체로
분명하다(OECD, 2000).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견지해
오는 과정에서 한국은 고용의 60% 이상을 점유하는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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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의 방치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져 가는 상황
에서 서비스업이 종전과 같이 낮은 부가가치산업으로 존속하는
한 서비스산업은 경제의 부담으로만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점
에서 생산성이 높고, 가치창출 잠재력이 높은 지식집약서비스
부문의 육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서비스업 중에서 특히 제조업과 관련성이 높은 유통, 물류,
비즈니스서비스 부문의 영세성과 낙후성은 경제의 부담으로 작
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서비스들은 기술의 활용으로 지
식집약화가 가능하고, 또 지식집약화가 요구되는 산업들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들의 지식집약화를 촉진시키고,
이로 인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장기적 대책 마련이
긴요하다. 아울러 최근 WTO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도하개발
아젠다(DDA)에서는 서비스시장의 실질적인 개방을 추구하고
있어, 서비스산업의 지식집약화와 경쟁력 제고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었다.

2. 서비스국제교역 동향
(1) 서비스국제교역의특성
1) 서비스 교역모드
일반적으로 서비스가 재화와 다른 점으로 무형성(inta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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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 비가시성(invisible), 비저장성(unstorable), 운송불가
능성(untransportable)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소비와 생산
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동시성(simultaneity)의 특징도 강
조된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은 이러한 서비스의
특성을 크게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필름, 소프트웨
어, 레코드 음악 등은 서비스이지만 형태가 있고, 가시적이고,
저장이 가능하며, 운송이 가능하다. 은행, 보험, 관광과 같은
서비스가 통신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와 생산이 동
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비
약적인 발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앞으로도 가속화될 전망
이다.
공산품과 달리 서비스는 다양한 형태로 국제교역이 이루어진
다. 따라서 WTO의「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GATS)에서는 서비스
교역을 네 가지 형태(modes)로 구분하여, 이에 의해 서비스교
역통계를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7)
첫째는 국경간 공급(Mode 1, cross border supply)인데,
이는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방식이다. 서
비스의 인도는 전화, 팩스, 인터넷 또는 우편 등과 같은 각종
통신수단이나 선박이나 항공기와 같은 운송수단을 통해 이루어
7) 지난 수십년간 이루어진 교통 및 통신분야의 급격한 기술진보와 각국의 자유화 정책 및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장벽 철폐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교역을 꾸준히 증가시켰다. 서
비스 분야의 이러한 범세계화 경향에 대응하여 WTO는 국가간 교역분쟁에 대한 긍정적
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서비스교역관련 행위에 대해 회원국 공통의 제도적 틀을 확립
하기 위하여 서비스교역에 대한 규범화 논의를 꾸준히 진행하였고, 1995년 서비스교
역에 대한 국제적인 규율과 규칙인「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을 발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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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2>
공급자의
주재여부

서비스교역의 네 가지 형태

공급형태

정 의
인력이나 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이 수반되

서비스공급자가
서비스수입국

국경간 공급

지 않고 서비스 자체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

(Mode 1)

는 경우(서비스 자체의 이동)
(예：상품교역과 유사)

영역 내에 주재
하지 않는 경우

해외소비
(Mode 2)

서비스공급자가
서비스수입국
영역 내에 주재
하는 경우

상업적 주재
(Mode 3)
자연인의 이동
(Mode 4)

서비스소비자의 본국 이외의 영역에서 소비
행위가 완결되는 경우(소비자의 이동)
(예：관광)
서비스수입국 내에 서비스공급 주체를 설립
하여 생산 판매하는 경우(자본의 이동)
(예：은행)
서비스수입국 내에 서비스 공급인력이 주재
하는 경우(노동의 이동; 상업적 주재와의 관
련여부는 불문) (예：건설 또는 컨설팅)

자료：OECD, 2000, pp. 24~25; 한국무역협회, 2002, p. 6

진다. 소비자와 제공자가 생산물이 전달되는 시점에서 각자의
경제권에 머물러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품 교역의 형태와
유사하다. 상품교역에 따른 화물운송 서비스는 국경을 넘어 제
공되는 서비스의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는 해외소비(Mode 2, consumption abroad)로서, 이
는 소비자가 자국의 경제권을 벗어나 다른 국가에서 서비스를
소비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인 해외여행이나, 다른 국가에서의
치료와 어학연수 등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셋째는 상업적 주재(Mode 3, commercial presence)로
서, 이는 서비스공급자가 소비자가 거주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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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주로 해외직
접투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리적 다각화를 통한 이익의 획
득, 무역장벽의 회피, 시장에 대한 접근성의 증대, 노동·운송
등의 투입비용 절감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점점 더 많은 수의
다국적기업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넷째는 자연인의 주재(Mode 4, presence of natural
persons)로서, 이는 서비스공급자 개인이 개인적으로 또는 피
고용자로서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이동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건축가 혹은 회계사 등이 다른 국가
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개인들이 다른 국가 서비스 제
공기업에 고용되어 현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2) 서비스교역모드와 국제수지통계
서비스교역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통계는
국제수지통계이다. 공산품과 달리 서비스는 국경에서 등록되지
않아 수출과 수입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 많고, 대부분 국가의 서비스교역통계는 IMF 등에서 발간되
는 국제수지통계라고 할 수 있다.
국제수지와 각 교역모드를 비교하면(WTO, 2002b；한국은
행, 2002b), 국제수지는 서비스교역의 일부분을 나타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운수, 통신, 보험, 금융, 그리고 특허권 등 사
용료에 기록되는 대부분의 국제수지 거래가 <모드 1>에 해당된
다.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기타 사업서비스, 그리고 개인, 문
화 및 오락 서비스 중 일부는 <모드 1>에 해당되지만,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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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이 소비자의 거주국에서 공급하는 경우 <모드 4>에도
해당된다. 국제수지상 여행의 경우 대체로 <모드 2>와 일치하
지만, 여행자에 의해 구입된 상품은 제외된다. 외국 항구에서
이루어지는 선박의 수리, 지원 및 보조 서비스 역시 <모드 2>
에 포함되는데, 선박수리의 경우 국제수지분류에서는 상품에
포함된다.
대체로 국제수지 거래는 <모드 1>, <모드 2>, 그리고 <모드
4>에 해당되며, <모드 3>의 경우, 외국인회사의 국내활동과 관
련된다. 그러나 단기 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비법인 지역사
무소의 경우 그 지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수
지계정의 건설서비스에 기록된다. 국제수지의 일부 서비스항목
은 <모드 4>에 해당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제수지통계의 급
료 및 임금이 보충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서비스교역통계 매뉴얼
국가간 서비스교역의 확대로 이에 대한 심층분석 및 서비스
교역 관련 다자간 협상(GATS)을 위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
화된 서비스교역통계의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이에 따라 UN과
O E C D는 새로운 서비스교역통계 매뉴얼을 제정키로 하고
OECD, IMF, WTO, UN 등 국제기구의 전문가들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였다. 수년간의 실무작업과 세계 각국의 의견조
회 등을 거쳐 최근에「서비스교역통계 매뉴얼」(Manual on
Statistics of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이 매뉴얼은 UN통계위원회(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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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 Commission：UNSC)로부터 국제통계 매뉴얼로
승인받았으며, 최종적인 마무리작업을 거쳐 금년 중 각국에 배
포될 예정이다(한국은행, 2002b).
새로 만들어진「서비스교역통계 매뉴얼」에서 거주자와 비거
주자의 서비스교역에 대한 각종 정의, 가치평가, 분류 및 기록
방식은 대부분 IMF 국제수지 매뉴얼 제5판(BPM5)을 따르고
있으며, 외국인 계열사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여러
기준들은 1993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에 바
탕을 두고 있다. 다만, 이 매뉴얼에서는「IMF 국제수지통계
매뉴얼」(BPM5)의 서비스거래 분류체계를 세분화하고, 외국
인 계열사가 제공한 서비스거래통계(Foreign Affiliates
Trade in Services Statistics：FATS)의 작성, 서비스거래
의 공급모드별 구분 등을 구체화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거래를 세분화하였다. 대외 서비스거래를 운수,
여행, 통신, 건설, 보험, 금융,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특허권
등 사용료, 기타 사업서비스, 개인·문화 및 오락서비스, 정부
서비스 등 기존의 11개 대항목을 따르고 있으나, 중·소항목은
74개로 구분하여 크게 세분하였다.
둘째, 교역상대국별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다. 거주자와 비거
주자간의 서비스거래에 대한 교역상대국별 통계는 국가별 서비
스교역의 패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서비스 무역협상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한 국가의 데이터를 교역상대국의 통계와
비교하는 것은“거울통계량”(mirror statistics)을 이용하는
것으로 통계의 질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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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외국인 계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거래통계를 작성하는
것이다. 증대되는 서비스거래의 통합화 및 세계화를 이해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상업적 주재 기업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개인이 외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통계작성을 권고한
다.

(2) 서비스교역현황
서비스교역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GATS가 권고
한 모드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교역모드별로 정확한 통계가 작성되지 않고 있어
서, 대신 국제수지 통계, 해외직접투자 통계 등으로 이를 추정하
는 실정이다.8)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서비스 교역인 국경간
공급(모드 1), 관광 등 외국인 소비(모드 2), 해외직접투자로
나타나는 기업의 상업적 주재(모드 3)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세계 서비스 교역동향
세계 서비스교역 규모는 2001년에 1조 4,600억 달러(수출
기준)를 기록하였으며, 1990년 이후 연평균 약 6%의 성장률
8) 1997년 통계로 보면, 모드 1~4까지 고려한 서비스 교역 통계는 2조 1,700억 달러
수준으로 당시 상품 교역 5조 5,000억 달러의 39.4%에 해당되었다. 국경간 공급이
41.0%, 해외소비 19.8%, 상업적 주재가 37.8%, 자연인 이동이 1.4%로 나타나,
<모드 1>과 <모드 3>이 전체 서비스 통계의 8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외경
제정책연구원(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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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왔다(<표 Ⅲ-13> 참조). 지역별 수출액을 보면 서유럽
이 6,790억 달러, 아시아가 3,030억 달러, 북미가 2,990억
달러, 남미가 580억 달러, 아프리카가 310억 달러를 기록하였
다. 서비스 수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은 아시아였으며 남
미, 북미, 유럽과 아프리카는 비슷한 성장세를 보였다. 수입은
유럽이 6,470억 달러, 아시아가 3,550억 달러, 북미가 2,290
억 달러, 남미가 710억 달러, 아프리카가 370억 달러를 기록
하였다. 수입증가율은 남미,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의 순으로
높으나, 이들은 3~7%의 비슷한 수준이다. 서비스수지 흑자지
역은 북미, 유럽 등 선진국이며,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는 적
자지역이다.
세계 총 수출액에서 서비스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현재 19.4%로 아직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표 Ⅲ-14>
참조). 이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총수출에 대한 서비스수출 비
<표 Ⅲ-13>

권역별 세계 서비스교역 규모 및 성장률(2001)
단위：10억 달러, %

수 출

권역별

수 입

수출액

연평균성장률

구 분

수입액

연평균성장률

2001

1990
~ 1999 20002001
2000

연 도

2001

1990
~ 1999 2000 2001
2000

1,460

6

3

6

0

세계전체

1,445

5

3

7

-1

299

6

5

9

-3

북미

229

6

4

14

-6

58

6

1

11

-3

남미

71

7

-4

12

0

679

5

2

2

1

서유럽

647

5

3

2

1

31

5

10

0

0

아프리카

37

3

-2

7

-3

303

8

4

12

-1

아시아

355

6

5

8

-3

자료：www.wto.org

114 서비스 산업의 성장동력화 전략

<표 Ⅲ-14>

권역별 상품교역 및 서비스교역 비중(2001)
단위：10억 달러, %

수 출
금 액
전 체

수 입

비 중
상 품

금 액

서비스

전 체

비 중
상 품

서비스

세계전체

7,520

80.6

19.4

7,500

80.7

19.3

북 미

1,291

76.8

23.2

1,603

85.7

14.3

남 미

413

85.9

14.1

436

83.7

16.3

서유럽

3,106

78.2

21.8

2,983

78.3

21.7

179

82.7

17.3

160

76.6

23.4

1,947

84.5

15.5

1,813

80.4

19.6

아프리카
아시아

자료：www.wto.org
주 : 1) 상품교역금액에는 주요 재수출 또는 재수출을 위한 수입액 포함.
2) BOP 기준임.

중은 북미가 23.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유럽이 21.8%
를 기록하였다. 규모는 작지만 아프리카는 17.3% 수준을 기록
하였으며, 아시아는 15.5%, 중남미는 14.1%를 기록하였다.
수입도 대체로 수출의 경우와 비슷하나, 미국이 중심이 되는 북
미의 총수입에 대한 서비스수입 비중이 수출보다 크게 낮은
14.3%를 기록한 반면, 아시아는 수출보다 높은 19.6%를 차
지하였다.
2) 국가간 서비스교역규모 비교
서비스교역을 국가별로 비교하여 보면 <표 Ⅲ-15>와 같다.
미국은 2001년에 2,634억 달러의 서비스수출을 기록하여 세
계 전체 서비스수출의 1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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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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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40대 서비스수출입국 현황(2001)
단위：10억 달러, %

수출국
연평균
수입국
순위 (Exporters) 수출액 비중 성장률 순위 (Importers) 수입액
1 United States 263.4 18.1
-3 1 United States
187.7
2 United Kingdom 108.4 7.4
-6 2 Germany
132.6
3 France
79.8 5.5
-2 3 Japan
107.0
4 Germany
79.7 5.5
-1 4 United Kingdom 91.6
5 Japan
63.7 4.4
-7 5 France
61.6
6 Spain
57.4 3.9
8 6 Italy
55.7
7 Italy
57.0 3.9
2 7 Netherlands
52.9
8 Netherlands
51.7 3.5
0 8 Canada
41.5
9 Belgium42.6 2.9
-1 9 Belgium39.3
Luxembourg
Luxembourg
10 Hong Kong,
42.4 2.9
2 10 China
39.0
China
11 Ireland
34.8
11 Canada
35.6 2.4
-5 12 Spain
33.2
12 China
32.9 2.3
9 13 Korea, Rep .of
33.1
13 Austria
32.5 2.2
5 14 Austria
31.5
14 Korea, Rep. of
29.6 2.0
0 15 HongKong,
25.1
15 Denmark
26.9 1.8 10
China
16 Singapore
26.4 1.8
-2 16 Taipei,Chinese
23.7
17 Switzerland
25.2 1.7
-4 17 Denmark
23.5
18 Sweden
21.8 1.5
9 18 India
23.4
19 India
20.4 1.4 15 19 Sweden
22.9
20 Taipei, Chinese 20.3 1.4
2 20 RussianFed.
21.1
21 Ireland
20.0 1.4 20 21 Singapore
20.0
22 Greece
19.4 1.3
1 22 Malaysia
16.5
23 Norway
16.7 1.1 12 23 Mexico
16.5
24 Turkey
15.9 1.1 -17 24 Australia
16.4
25 Australia
15.7 1.1 -12 25 Brazil
15.8
26 Malaysia
14.0 1.0
3 26 Norway
15.3
27 Thailand
12.9 0.9
-6 27 Switzerland
14.9
28 Mexico
12.5 0.9
-7 28 Thailand
14.5
29 Poland
11.9 0.8 14 29 Indonesia1)
14.5
30 Israel
11.3 0.8 -21 30 Israel
12.3
31 Russian Fed.
10.9 0.7
9 31 Greece
11.2
32 Egypt
8.8 0.6
-9 32 United Arab Emiratesa1) 10.5
33 Brazil
8.7 0.6
-1 33 Poland
8.7
34 Portugal
8.7 0.6
4 34 Finland
8.1
35 Hungary
7.6 0.5 23 35 Argentina
7.9
36 CzechRep.
6.9 0.5
4 36 SaudiArabia
7.2
37 Finland
5.7 0.4
-6 37 Egypt
6.5
38 Saudi Arabia
5.2 0.4
8 38 Turkey
6.4
39 Indonesia1)
5.2 0.4
... 39 Portugal
6.0
40 Croatia
4.8 0.3 18 40 CzechRep.
5.5
40개국計
1,340.0 91.9
-1
40개국計
1,315.0
세계전체
1,460.0 100.0
0
세계전체
1,445.0
자료：www.wto.org
주：1) WTO 사무국 추정치임.

연평균
비중 성장률
13.0
-7
9.2
0
7.4
-7
6.3
-4
4.3
0
3.9
2
3.7
2
2.9
-3
2.7
2
2.7
2.4
2.3
2.3
2.2
1.7

9
21
7
0
6
-2

1.6
1.6
1.6
1.6
1.5
1.4
1.1
1.1
1.1
1.1
1.1
1.0
1.0
1.0
0.9
0.8
0.7
0.6
0.6
0.5
0.5
0.4
0.4
0.4
0.4
91.1
100.0

-8
6
19
-2
20
-6
0
-1
-8
0
6
-3
-6
...
1
2
...
-2
-3
-8
-35
-10
-16
-5
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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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다음으로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서비스수출 규
모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수입에서도 미국이 1,877억
달러로 가장 많아 세계 수입총액의 13.0%를 점유하였다. 다음
으로는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
였다.
국가별로 상품교역 대비 서비스교역의 비중을 비교하면, 미
국이 29.2%, 일본이 25.8%, 프랑스가 23.6%, 독일이
21.4%로 나타났다(<표 Ⅲ-16> 참조). 한국은 18.9%로 선진
국보다는 낮으나, 말레이시아나 중국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 비교에서 미국, 프랑스, 한국은 2000년 기준이고, 다
른 국가들은 1999년 기준이다.
상품수지 및 서비스수지를 보면, 미국은 상품수지에서는
4,471억 달러의 적자를 보였지만, 서비스수지에서는 78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에는 상품수지
는 흑자를 나타내나, 서비스 부문에서 500억 달러 이상의 적자
를 기록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상품과 서비스수지 모두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 독일, 중국, 말레이시아와 같이
상품수지에서 흑자, 서비스수지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국별 서비스수지에서 두드러진 부문은 대체로 여행수지와 지
적재산권 사용료수지라고 할 수 있다(<표 Ⅲ-17> 참조). 여행
수지에서 미국, 스페인, 프랑스 등은 상당히 큰 규모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적자를 기록하였
다. 프랑스는 2000년 여행수지 흑자가 서비스수지와 경상수지
흑자의 68%와 62%를 각각 차지하여 경상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영국은 여행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반면 금융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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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6> 주요국의 서비스교역 비중 및 수지(1999 및 2000년)
미국 일본
상품무역 대비 서비스
무역의 비중(%)

독일 프랑스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29.2 25.8 21.4 23.6 15.6 19.4

상품수지(10억 달러) -447.1 123.3 72.0
서비스수지(10억 달러)

3.7 36.2 11.3

78.6 -54.2 -51.3 20.1 -7.5

18.3

18.9

22.6

16.6

-2.8

-4.0

4.8

자료：IFS, 2001. 5；재정경제부,“우리나라의 최근 서비스수지 동향 및 시사점”,
2001. 6에서 재인용
주：미국, 프랑스, 한국은 2000년, 기타 국가는 1999년. BOP 기준임.

<표 Ⅲ-17>

주요국의 여행수지 및 특허권사용료 수지추이
단위：백만 달러

여행수지

1998

1999

미 국

26,730

28,090

2000

스페인

24,850

26,960

25,560

프랑스

12,140

12,880

12,970

-

영 국

-97,700

-13,500

-16,560

독 일

-32,130

-31,740

-29,480

일 본

-25,010

-29,220

-28,510

한 국

3,440

1,960

-300

미 국

24,480

23,190

21,920

특허권사용료

영 국

580

890

1,260

수지

일 본

-1,560

-1,670

-780

독 일

-1,670

-1,380

-

한 국

-2,110

-2,210

-2,530

자료：한국은행, 경제통계 DB.

스, 사업서비스 등에서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서비스수
지 전체로는 흑자를 기록하였다.
특허권 사용료의 경우, 미국은 특허권사용료 수지가 큰 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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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아직 적자 상태이다. 미국
은 특허권사용료 수지가 2000년에 219억 달러 흑자로서 전체
서비스수지 흑자의 약 30%를 기록하였다. 일본은 특허권사용
료 수지가 2000년에 약 8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냈으나 적자규
모는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3) 한국의 서비스무역 현황
한국의 서비스수출은 2001년 세계 총 서비스수출의 2%에
해당하는 296억 달러로 세계 14위를 차지하였다(<표 Ⅲ-15>
참조). 이는 동남아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편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한
국의 서비스수지는 1998년 일시적으로 흑자를 기록하였지만,
1999년에 다시 적자로 돌아선 후 적자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Ⅲ-18> 참조). 2000년 한국의
서비스수지 적자는 29억 달러, 2001년에는 35억 달러로 적자
규모가 최근 크게 확대되었다.
부문별 교역실적을 보면, 2000년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운
수(44.8%), 사업서비스(23.6%), 여행 (22.4%)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표 Ⅲ-19> 참조). 서비스수입의 경우에는
운수수지(32.5%), 사업서비스(31.5%), 여행(21.3%)의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수지를 살펴보면, 운수수지(28억
800달러), 정부서비스(3억 6,300만 달러), 기타서비스(4억
2,200만 달러)에서 흑자를, 여행수지(2억 9,760만 달러), 통
신서비스(2억 3,520만 달러), 보험서비스(7,780만 달러),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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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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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서비스 무역동향
단위：10억 달러

1997

1998

1999

2000

2001

서비스 수출

26.2

25.6

26.5

30.5

29.6

서비스 수입

29.5

24.5

27.2

33.4

33.1

서비스 수지

-3.2

1.0

-0.7

-2.9

-3.5

자료：산업자원부,「지식서비스수출현황 및 활성화방안」, 2002.

허권(25억 3,300만 달러), 사업서비스(33억 3,880만 달러)
에서는 적자를 기록하였다. 대체로 한국의 서비스수지는 사업
서비스, 특허권에서의 적자를 운수수지 흑자가 메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9>

한국의 항목별 서비스 수지(2000)
단위：백만 달러, %

수 출
금 액

수 입
비중

금 액

비중

수 지

서비스수지

30,534

100

33,423

100

-2,889

운수수지

13,687

44.8

10,880

32.5

2,808

여행수지

6,834

22.4

7,132

21.3

-298

387

1.3

623

1.9

-235

보험서비스

68

0.2

146

0.4

-79

특허권

688

2.3

3,221

1.0

-2,533

7,200

23.6

10,539

31.5

-3,338

정부서비스수지

787

2.6

425

1.3

363

기타서비스수지

881

2.8

459

1.4

422

통신서비스수지

사업서비스

자료：한국은행, 경제통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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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부문의해외직접투자동향
1) 세계현황
해외직접투자에 관하여는 자료의 제약으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간략히 살펴본다. <표 Ⅲ-20>에서 보듯이 해외직접
투자를 통한 OECD 국가들의 자본유입은 2 0 0 0년에 1조
2,740억 달러였으나, 2001년에는 5,660억 달러로 감소하였
다. OECD 국가들의 자본유출도 자본유입과 비슷한 규모와 추
세를 보이고 있다.
OECD의 경우, 해외투자에 있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
상은 제조업부문에 비해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
난다는 것이다. OECD 국가의 2000년 서비스부문의 해외직
접투자는 유입이 6,500억 달러였고, 유출이 7,200억 달러로
역사상 가장 높았다. 전체 해외투자에 대한 서비스부문의 비율
은 약 65%로 1990년대 중반의 50% 수준에서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다.
이처럼 서비스부문의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민영
<표 Ⅲ-20>

OECD의 해외직접투자와 M&A 동향
단위：10억 달러

해외직접투자
M&A

1998

1999

2000

2001

유입

523

776

1,274

566

유출

667

927

1,286

593

유입

617

880

1,272

636

유출

546

832

1,116

573

자료：OECD, Trends and Recent Development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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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흐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비거주자에 대해 자본 유입이
허용됨에 따라 통신회사, 공익사업체,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많
은 자본이 해외직접투자 형태로 이동하였다. 이는 거래건수와
거래규모를 크게 변동시켰고, 자본집약적인 부문에서 M&A를
증대시켰다. <표 Ⅲ-21>에서 나타난 OECD 국가간 M&A 현
황을 보면, 2000년의 경우 전체 M&A 1조 1,440억 달러 중
72.7%인 8,320억 달러가 서비스부문인 것을 알 수 있다.
서비스부문의 해외직접투자에서 미국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91～2000년 사이에 유입의 30%, 유출의
20% 이상을 미국이 차지하였다(<표 Ⅲ-22> 참조). 미국으로
의 유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보인 것은 금융부문으로 전체의
40% 정도를 차지하였다. 영국은 같은 기간동안 유입의 15%,
유출의 18%를 점유하였다. 영국의 서비스관련 투자는 주로 통
신과 금융에 집중하고 있다. 과거에 해외직접투자에서 중요하
지 않았던 독일이 유입부문에서 세계 3위로 부상하였다. 한편,
유출에서는 프랑스가 엔터테인먼트와 멀티미디어 기업들의 공
격적인 확장전략에 따라서 3위로 부상하였다. 이 밖에도 직접
<표 Ⅲ-21>

OECD 국경간 M&A(구매자 기준)
단위：10억 달러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운수, 보관, 통신

5

6

11

15

30

164

369

금융서비스

44

45

61

83

142

174

241

비즈니스서비스

6

5

17

15

23

36

83

서비스업계

68

85

135

164

268

472

832

전 체

151

187

227

305

532

766

1,144

자료：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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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2>

주요 OECD 국가들의 자본유출입 비중(1991～2000년)
단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기타

자본유입

31

15

15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
7

7

5

n.a.

20

자본유출

22

18

9

12

7

n.a.

11

21

자료：OECD, Trends and Recent Development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2002.

투자가 활발한 국가는 일본(투자국), 캐나다(유치국), 네덜란
드(투자 및 유치국) 등이다.
2)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2001년 119억 달러로 전년의
157억 달러에 비해 24.4% 감소하였다(<표 Ⅲ-23> 참조). 이
처럼 외국인투자가 감소한 것은 세계적 경기침체와 더불어 예
상치 못했던 미국 테러사태로 세계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
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테러로 인해 당시 추진 중이던 대형
프로젝트가 무산 또는 연기됨으로써,9) 40억～50억 달러 규모
의 투자유치에서 차질이 발생하였다(산업자원부, 2002).
외국인투자 중 제조업과 서비스부문의 구성비는 2001년 31
대 69로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제조업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00년의 45 대 55의 비율에 비추어 보면, 서
비스는 소폭 감소하였는데 반해 제조업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
한 것이다. 부문별로는 숙박업, 금융업, 도소매업 등에서 외국
9) 무산된 건은 SK 텔레콤(29억 6,000만 달러), 외환카드(4억 5,000만 달러) 지분매각
건 등이며 연기된 건은 현대증권(8억 달러), 국민은행(3억 달러) 지분매각건 등이다.

제 Ⅲ 장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환경 분석

<표 Ⅲ-23>

123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단위：백만 달러, 건

2000
건 수
농·축·수산

8

광 업

6

제조업

누 계

2001

금 액
2
-

건 수

(1962～2001)

금 액

10
2

9
-

건 수

금 액

153

286

84

75

823

7,129

697

3,643

9,027

36,600

3,304

8,565

2,632

8,218

12,012

39,646

전기 및 가스

10

218

11

432

39

1,467

건설업

23

10

18

325

137

528

서비스업

도·소매업

275

1,063

257

388

1,085

4,278

1,802

280

1,342

167

5,677

2,066

음식점업

95

27

79

14

393

195

숙박업

22

1,151

28

2,436

302

9,912

무역업

41

544

30

12

311

1,073

금융업

운수 및 창고

118

1,612

161

1,650

612

7,959

보험업

22

455

8

156

109

1,481

부동산업

33

355

40

242

123

661

기타서비스업
합 계

863

2,850

658

2,397

3,224

10,026

4,141

15,697

3,341

11,870

21,276

76,606

자료：산업자원부.

인직접투자가 높은 수준을 보여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최근에
도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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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서비스혁신 동향
최근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제조업 공
동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제조업만으로는 추가적인 부
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요 및 기술의
변화, 정부 규제 완화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시장 조류가 형성
됨으로써 서비스 분야에서 신규 사업기회가 다양하게 주어지고
있다. 주요 기업들은 서비스 분야로의 신규진출 또는 서비스와
결합된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수익 창출기반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도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
원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긍정적인 변화를 성장으
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서비스혁신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필요
가 있다. 다만 서비스혁신은 제조업혁신과 연계되어 진전된다
는 점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본 절에서는 정책적인 면과 더
불어 혁신의 기본주체인 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혁신의 움직임
을 살펴본다.

(1) 서비스산업환경의변화
최근 선진국들은 지속적인 성장이 적절한 가격에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탈
공업화와 중국 등 개도국의 제품 생산능력이 비약적으로 증가
하면서 21세기 성장동력을 서비스산업에서 찾기 위한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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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국들은
범세계적인 서비스교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한편, 서
비스관련 제도의 개선과 규제를 완화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
라 서비스산업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경
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선진국 서비스업체들 역시 시장개방과 규제완화라는 환경변
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과 서비스생산방식의 개선
등 서비스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혁신은 서
비스업체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제조업체들은 제조업환경이 종전의 대량생산 체제에서 대량맞
춤화(mass customization) 체제로 전환되고 제품판매 경쟁
의 과열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고객서비스를 강화하여 경쟁력
을 유지해 나간다는 전략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서비스혁신이 중요하게 된 것은 전통적으로 서비스업의 생산
성이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수요에 있어
소비자의 기호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즉 소비자들이 종전의 표
준화된 제품 구매에 만족하지 않고 맞춤화된 제품 또는 맞춤서
비스를 선호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있어서
브랜드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 변화이다.
이러한 수요자 기호변화에 대응하여 선진국 서비스업체들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 후, 효율적인 자원투입과 서비스제공 시
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성과측정을 통해 고객만족을 달성함
으로써 장기고객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그림 Ⅲ-5> 참조). 서
비스업체들은 고객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장참여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쟁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이러한 관계구조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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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선진 서비스업체의 서비스전략

서비스 개념 정립

피드백

투입

서비스
전략

측정

산출

·인력
·기술
·프로세스
·설비
·장비

·서비스
산출

서비스 전달
시스템

·서비스
기대치

성과

자료：산업연구원(KIET) 작성.

<그림 Ⅲ-6>

서비스산업의 관계 구조
서비스 업체

고 객

공급업체

근로자/소매업자

주주

자료：Kandampully, 2002.

Ⅲ-6>에 나타나 있다.
서비스혁신의 바탕은 무엇보다도 기술혁신이다. 제Ⅱ장에서
도 논의하였지만, 기술개발 자체보다는 개발된 기술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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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느냐에 초점이 주어진다. 따라서 기술진보로 인해 서비
스혁신을 어떤 방향으로 진전시키고 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고
자 한다.
최근 디지털기술의 진전과 함께 광통신, 방송위성 등 정보통
신기술과 컴퓨터 네트워크 등 시스템기술의 발전으로 정보화
및 네트워크화가 가속화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점
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미디어의 통합과 정보네트워크의
발달로 정보활용이 용이해지고, 정보탐색비용이 지속적으로 감
소하여 정보의 범용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보전달의
쌍방향성 진전, 개인 정보미디어의 보급 확대 등으로 개인과
가정의 정보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으며, 정보의 대중화
로 정보접근, 전달, 분석 등 부가적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
가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칩간, 기기간 융합 및 방송·통신의 융합 등 기술 융
합화의 가속으로 통신, 정보, 위치추적 등을 함께 제공하는 텔
리매틱스 등 다양한 복합형 서비스가 등장했다. 또한 기업간
네트워크화의 진전으로 기업간 거래비용을 절감시키는 사이버
시장(e-marketplace)의 빠른 성장도 예상된다. 더욱이 무선
네트워킹 기술의 진전 및 이동단말기의 보편화로 언제, 어디서
나 상품거래 및 정보이용이 가능해지는 이동상거래 ( m commerce)가 확산될 전망이다.
이러한 다양한 디지털기반 서비스와 함께 이를 활성화시켜
주는 촉매자(enabler) 관련사업 또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 솔루션·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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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결제도구인 전자 화폐, 초고속통신망을 통해 제공
되는 브로드밴드 컨텐츠 등의 개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2) 서비스혁신의최근 동향
그 동안 국내기업들은 신제품개발은 강화해 온 반면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반면 선진국 제조
업체와 서비스업체들은 전세계 소비자들이 판매후서비스
(after-sales service)를 중시하고 저렴한 가격보다는 차별화
된 서비스를 상품이나 브랜드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인식함에
따라 새로운 고객서비스의 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다. 특히 인
터넷의 보급·확산에 따라 고객서비스의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들은 서비스혁신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
다. 이러한 가운데 범세계적인 인수합병을 통한 서비스업체의
거대화와 서비스시장 개방의 가속화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구조
개편과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혁신은 기업이 제
공하는 서비스의 양과 질은 대동소이하나, 가격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이른바“서비스패러독스”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서비스산업에서의 혁신은 상품, 프로세스, 조직, 시장 등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나며, 대부분의 경우 몇 가지 형태의 혁신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경쟁력 있는 선진국 서비스업체들
은 양질의 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혁신(strategic
innovation)과 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운영상의 혁신
(operational innovation)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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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서비스혁신을 통해 본질적으로 저조한 서비스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서비스혁신의 핵심인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은 조직내 인력,
기술, 시스템을 바탕으로 팀중심의 조직환경을 조성한 후 효율
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다(<그림 Ⅲ-7> 참조). 선
진국 서비스업체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 후 성과측정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고객의 욕구와 기호
를 충족시키고 있다.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은 신기술, 프로세
스의 특화, 인적자본의 증대, 인력자원관리 및 사회적 자본에
의해 일어날 수 있으며, 서비스 프로세스의 점진적인 혁신은
서비스 품질의 변화를 유발한다.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산업과 기업의 조직구조부터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 선진국 대기업들은 핵심역량을
<그림 Ⅲ-7>

새로운 서비스개발 사이클

출 시

디자인
구동력
조직
환경

인력
기술

서비스개념
요소

팀
시스템

수단
개 발

자료 : Meno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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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기 위해 단순 제조기능은 외부의 전문업체로부터 아웃소
싱하는 대신 연구개발, 마케팅과 고객서비스 기능에 역량을 집
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 서비스업체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등장하고 있다. 이
러한 서비스 아웃소싱의 증가는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으
로도 작용하고 있다.
국내 서비스업체들은 소비패턴의 지속적인 변화, 신기술 개
발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사업 기회의 창출, 정부의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이 가속화될 전망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변화를 주시하
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적극 개발해 나가야 한다. GE, IBM,
소니 등과 같은 선진 기업들은 경쟁력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
서비스분야에서 새로운 성장기회를 찾고 있다. 즉 선진국 기업
들은 IT, BT, NT 등의 기술 발전에 따라 제조업 분야에서의
신규사업과 함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사업에 적극 진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비추어 볼 때, 국내기업도 시장규모, 성장
성 등의 시장매력도 분석과 함께 자사와의 적합도 평가 등을
바탕으로 기존 핵심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사업을 개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규모가 크고 성장성이 높다고 반드
시 유리한 사업이 아니며, 투자 여력에 대한 고려를 기본으로
하여 자사 역량과 관련사업에의 파급 효과 등을 신중하게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특성, 경쟁구도, 보유역량 등을 감안
해 자사의 핵심역량 확보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 아울러 연
관사업, 지원사업의 유무와 기업의 향후 사업전개 방향 등을
고려해 사업진출시 기업에 미치는 유무형의 파급효과를 감안해

제 Ⅲ 장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환경 분석

131

야 한다. “Document Solution”을 제창하던 제록스와 같이
자사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서비스 분야로의 진출은 기업에 어
려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주요 선진국의서비스혁신동향
최근까지 선진국에서도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을 보완하는 단
순기능을 가진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생산성, 자본집약
도, 품질, 혁신활동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서비
스산업에서도 혁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만 혁
신프로세스의 성격이 제조업과는 다소 다를 뿐이다.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비스생산의
특징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서비스는 일정한 형태로 제공
되거나 기호화(codified)하기 어려우며, 생산과정에 고객이 참
여하고, 각기 다른 환경 하에서 맞춤형태로 제공되며, 표준화
가 어려운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특히 지식집약서비스는
서비스생산에 고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세계 최고의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서
비스산업의 혁신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미국의 신규
고용창출은 1970년대까지는 제조업이 주도하였으나, 1980년
대에는 서비스업과 상업이, 신경제로 대변되는 1990년대에는
서비스업이 주도하였다. <표 Ⅲ-24>를 보면, 미국 경제에서 서
비스산업은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질
가격 기준으로 서비스업은 1996년 63.0%를 점유한 이후 조
금씩 그 비중이 높아져 2000년에는 65.7%로 증가하였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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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이 같은 기간 17%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에 비하면 서비
스업의 발전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생
산 측면에 있어서 서비스업은 고용창출 이상의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서비스산업은 노동집약도가 높아
생산성향상이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
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서비스업체들은 인력, 기술, 프로세스,
설비, 서비스인도시스템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
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노력은
정부 및 기업의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부 및 기업 예산의 약 30%를 서비스혁신에 투
자하고 있다(<부록> 참조).
한편, 경쟁의 주체인 미국의 서비스 대기업들은 인수합병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소 서비스업체들은 전문화를
통해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차별화전략을 운용하고 있다. 이러
한 서비스업체들의 전략 차별화는 선진국 소비자들의 소득수준
이 향상됨에 따라 대중 소비시대에서 고급 소비시대로 변화하

<표 Ⅲ-24>

미국의 산업별 실질 GDP 비중 추이
단위：%

제조업

광업

건설업

1996

1.7

1.4

4.0

16.8

9.6

7.3

63.0

13.1

1997

1.8

1.4

4.0

17.0

10.0

7.0

63.1

12.7

1998

1.7

1.5

4.1

17.0

10.5

6.6

63.4

12.3

1999

1.7

1.4

4.1

17.2

10.9

6.4

63.5

12.1

2000

1.8

1.0

4.1

17.3

11.2

6.1

65.7

11.8

전체

내구재 비내구재

자료：미 상무부, Survey of Current Business. 2001. 11.

서비스업

정부

농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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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선진국 서비스업체들은 소비자
들이 대량 생산방식에 의한 규격화되고 획일적인 제품보다는
개성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선호하고, 소득 탄력성이 높으
며,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고, 브랜드 이미지가 높은 제품과 서
비스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차별화와 혁신전략에 반영하고 있
다.
서비스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서비스업체의 혁신 프로
세스는 <그림 Ⅲ-8>에서 보듯이 시장경쟁 환경을 고려한 서비
스전략과 연구개발 투자를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
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서비스기업들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항
공, 통신, 금융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
해 나가고 있으며, 범세계적인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위해 쌍무
<그림 Ⅲ-8>

미국의 혁신 프로세스

기업의 전략 방향
기업가적 대응

혁신

부가가치 창출

시장 경쟁 현황
사회적 Spillover
내부 R&D
외부요인

공동 연구
하부 기술
자료：산업연구원(KIET) 작성.

과학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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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ateral), 소다자(minilateral) 및 다자(multilateral)간
협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의 완화
또는 철폐와 함께 미국 정부는 자국 서비스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범세계적인 서비스교역
과 투자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 정부에 대해 서비
스관련 제도를 자국 수준에 맞추어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정책운용 결과 미국 서비스업체의 해외진
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제조업체의 서비스업 진출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 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점증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의 고용도 증가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인 EU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말 기준으로 총생산의 70%와 총고용의 69%
에 달하였다. 이러한 비중은 1990년의 64%와 63%에 비해
각각 6% 포인트가 증가한 수준이다. 1990년대 중 EU 서비스
산업의 고용은 연평균 2%씩 증가하여 제조업의 고용 증가율을
상회하였으나, 생산성 증가율은 제조업의 연평균 1.8%에 못
미치는 1.0%에 그쳤다. 이처럼 EU에서도 서비스산업이 경제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서비스 혁신
은 미국에 비해 부진한 실정이다. <표 Ⅲ-25>에 유럽의 각 국
가별로 업종별 혁신순위가 나타나 있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혁신이 불
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한 EU는 SI4S(Innovation in Service
and Service in Innovation)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용하는
한편, 규제완화 등 서비스시장의 자유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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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 국가별·업종별 혁신성 순위(1995～99)
우편 통신

유틸리티

금융중개

운송·보관

도소매

독 일

1

4

2

5

3

프랑스

1

3

2

4

영 국

2

1

3

4

5

오스트리아

1

5

3

3

2

덴마크

1

2

4

3

핀란드

1

2

2

5

4

네덜란드

1

2

3

5

4

자료：EU 집행위, European Competitiveness Report 2002.
주：유틸리티는 전기, 가스, 수도업임.

특히 EU는 비즈니스서비스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
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생산성향상과 품질개선을 적극 추
진하고 있다.
또한 EU는 지식주도경제(knowledge-driven economy)라
는 목표를 설정하여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그 핵심은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단합을 바탕으로 지속
적인 경제성장,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경제환경을 서비스산업에서 찾자는 것이다. EU는 이러한 목표
가 유럽기업들이 더욱 기업가적이고 혁신적이어야만 달성 가능
하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촉구하고 있
다.
이처럼 EU가 서비스혁신을 위해 생산성과 품질향상에 주력
하고 있는 가운데 강소국으로 평가받으면서 세계화 수준이 높
은 아일랜드는 서비스업체를 학습조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
고 있다. 아일랜드는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산업 내 기업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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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효율성 제고와 성과향상, 베스트 프랙티스의 확산을 위해
국가실행학습계획(National Action Learning Program －
me)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시장개방과 규제
완화 등으로 변화된 경쟁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제조업체들을
서비스업체로 전환시키는 한편,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개발을
지원하여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1인당 소득수준이 1만 달러가 된 1980년 이후
1990년까지 서비스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기여도가 극히 미미
한 수준에 그쳤다. 일본의 총산출액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산출
액 비중은 1980년 41.8%에서 1990년에는 45.7%로 3.9%
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 반면에 1970년대 말과 1980년 일
본과 같이 1인당 소득 1만 달러를 돌파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1 9 9 0년까지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57.0%, 53.3%,
53.0%로 각각 9.9%, 13.0%, 11.0% 포인트씩 증가하였다.
결국 일본은 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에도 서비스산업의
육성에 소홀한 결과 장기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
적이 일본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비스산업의
<그림 Ⅲ-9>

일본 서비스산업의 발전 전략

서비스 경쟁사
다양한 인력자원의
결합 및 조정

IT 활용의 확대
다양한 지식, 아이디어의
연결, 결합, 네트워킹
상호 연계를 통한 진보

자료：Sato, 2002.

광범위하고 양질의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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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기업의 지속성장 가능 요인

관대함

브랜드
구축
작은
기업처럼
행동하기

전략적
집중

가치지향적
리더십

종업원의
성공을 위한
투자

탁월한
실행
운영의
통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자료：Berry, 1999.

성장이 부진하자 일본은 <그림 Ⅲ-9>에서 보듯이 서비스기업의
주도하에 IT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업체간 경쟁을
조장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이룬다는 전략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최근 선진국 서비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
드는 요인은 대체로 <그림 Ⅲ-10>에 나타난 바와 같다. 선진국
서비스업체들은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집중과 효
율적인 서비스 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기고객의 확보에 노력
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스피드를
강조하면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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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평가
최근 서비스산업이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 정부는 탈공업화에 대응하여 서비스산업을 육
성하고 있다. 그 결과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서비스기업들은 고객의 기대
에 앞서 혁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개발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노
동생산성을 중심으로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간략히 조망한
다.

(1) 서비스경쟁력의국제 비교
최근 수출비중이 높은 제조업의 성장은 둔화되고 있으나, 상
대적으로 내수비중이 높은 서비스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
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과거 제조업의 생산·
조립 부문에서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 분야로 이전되면서 제
조업의 서비스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경제에 있어
서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성장전략을 서
비스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든 선진국들은 이미 금융, 정보통신, 물류 등 서
비스기능의 강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
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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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의 서비스화 수준 비교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 수준을 소득수준이 비슷한 상황에서
선진국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우리 경제의 1인당 소득수준은
산업 연관표 기준으로 2000년 현재 9,706달러로 1만 달러 수
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전체 산출액 대비 서비스산업 산출액은
1998년 38.1%를 기록하였다.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이 1980년 1인당 국민소득 9,165달
러에서 서비스산업 산출액 비중은 41.8%, 미국이 1977년
9 , 2 1 8달러에 47.1%, 영국이 1 9 8 0년 9 , 4 8 1달러에
4 0 . 3 % ( 1 9 7 9년 ), 프 랑 스 는 1 9 7 8년 9 , 3 1 7달 러 에
42.0%(1977년)를 기록하였다. 즉 소득 1만 달러 시점에서
선진국의 서비스산업 산출액비중이 평균 42.8%로 나타나, 한
국이 선진국의 산업발전 경로에 비하여 서비스산업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내 서비스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2000년 현재 52.7%로 미
국 70.7%, 프랑스 69.2%, 일본 58.5% 등 선진국 수준에 크
게 못 미치고 있다.10)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한국
은 2000년 61%로 1998년 일본의 61%와 같으나 미국의
75%, 프랑스의 72%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한국생산성본
부 자료). 이는 한국의 서비스산업이 미국 등의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즉, 한국이 그 동안
10) 총 부가가치에 대한 서비스업의 기여도는 1999년 한국이 49.9%로 OECD국가 가운
데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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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중심으로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서비스산업의 육성
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을 나타낸다.
2) 서비스산업 생산성의 국제 비교
1990년대 하반기 한국의 서비스 업종별 노동생산성 증가율
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연평균 1.6%, 운수창고 및 통신업
이 연평균 6.1%가 증가한 반면,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은 약간
하락하였다. 동 기간 중 주요 선진국의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미국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이탈리아는 생산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1) 비교 대상 국가별·업종별로는 도
소매업의 경우 미국, 호텔·레스토랑은 네덜란드, 운송·보관
과 우편통신은 독일, 금융중개는 핀란드, 임대 및 기타는 영국
의 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표 Ⅲ-26>, <표 Ⅲ-27> 참
조). 유럽의 경우 민영화와 인수합병이 활발히 추진된 우편·
통신업에서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1990년대 하반기에 가장
높았으며, 이외 업종에서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였다.
서비스산업 전체로 볼 때 한국의 서비스생산성 증가율은
1995～99년 기간 중 연평균 1.3%를 기록하여 미국 2.1%와
영국 1.4%에 비해서는 낮았으나, 일본 1.0%, 독일 1.1%, 프
랑스 0.6%에 비해서는 높았다. 그러나 이 기간 중 구매력평가
지수를 적용한 한국 서비스산업의 평균 노동생산성 수준은 미
국의 45.2%에 불과하였으며,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표
11) 미국의 서비스생산성은 1990년대 하반기에 ICT 투자가 급증하면서 증가율이 높아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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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6> 선진국의 서비스분야 노동생산성 증가율 비교(1995～99)

도소매
호 텔/
레스토랑

독 일

프랑스

핀란드

영 국

미 국

-0.3

0.1

이탈리아 네덜란드
-1.0

1.5

1.8

0.9

5.9

-5.9

-1.2

-0.9

1.3

0.5

-0.1

-0.7

운송보관

3.7

2.9

-2.6

1.5

1.7

1.8

1.7

우편통신

16.4

9.9

8.9

8.9

14.1

8.5

3.8

금융중개

6.8

-1.4

1.4

-1.2

12.6

1.9

4.5

임대기타

-1.6

-0.5

-0.4

0.0

-0.9

2.9

0.6

전 체

1.3

0.2

-0.8

0.5

2.1

2.0

3.1

자료：EU 집행위, European Competitiveness Report 2002.

<표 Ⅲ-27> 유럽 주요 국가별·업종별 노동생산성 증가율 순위(1995～99)
우편 통신

유틸리티

금융중개

운송·보관

도소매

독 일

1

3

2

4

5

프랑스

1

2

4

3

영 국

1

2

3

4

오스트리아

1

2

덴마크

1

핀란드

1

네덜란드

1

5

5

3

4

2

3

4

3

2

5

4

2

5

3

4

자료：EU 집행위, European Competitiveness Report 2002.
주：유틸리티는 전기, 가스, 수도업임.

Ⅲ-28> 참조). 업종별로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의 노동생산성
이 미국의 30.1%, 운수·창고·통신업은 52.1%, 금융·보
험·부동산은 84.3%에 달하였다. 전통서비스업에 속하는 한
국의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의 노동생산성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아 대외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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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8>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 비교(PPP적용)
지수：한국＝100.0

1995

1996

1997

1998

1999

평 균

한 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일 본

204.9

204.5

203.8

209.3

202.7

205.0

미 국

216.3

217.0

219.6

230.1

223.1

221.2

영 국

174.2

174.1

174.7

182.5

175.2

176.1

프랑스

205.2

202.3

200.8

208.3

199.9

203.2

독 일

188.9

187.9

187.8

195.6

187.4

189.5

자료：한국생산성본부.

<표 Ⅲ-29>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수준 비교
지수：제조업＝100.0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부가가치(a)

취업자수(b)

프랑스

379.1

435.9

86.9

독 일

308.3

302.1

102.0

일 본

300.1

312.4

96.0

한 국

172.1

270.2

63.0

대 만

224.3

191.2

117.2

미 국

423.6

572.7

73.9

영 국

388.2

384.1

101.0

(a/b×100)

자료：한국생산성본부
주：1995～99년 평균 수치임.

한편, <표 Ⅲ-29>를 보면 선진국의 경우 서비스산업의 부가
가치가 제조업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172%에 그치고 있다. 취업자수 역시 한국은 선진국 수준
에 못 미치고 있으며, 노동생산성 수준도 낮은 실정이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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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비교
단위：%

제조업(A)

서비스업(B)

차이(B-A)

프랑스

3.5

0.6

-2.8

독 일

1.7

1.1

0.6

일 본

2.6

1.0

-1.6

한 국

11.2

1.3

-9.9

대 만

3.8

4.0

0.2

미 국

4.5

2.1

-2.4

영 국

0.7

1.4

0.7

자료：한국생산성본부.
주：1995～99년 평균 수치임.

생산성본부 자료에 의하면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격차는 한국이 63%인데 반해, 일본은 96%, 미국 74%, 독일
102%, 대만은 117%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표 Ⅲ-30>에
서 보듯이 제조업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1995～99년 기간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생산성본부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9.9%,
프랑스는 2.8%, 미국은 2.4% 포인트씩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서비스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1998년 경제위기로 제조업의 대규모 고용감소 영향이 큰 것으
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는 ICT 투자에 따라 제조업의 노동생산
성 증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부
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외적으로 독일은 0.6%, 대만은
0.2%, 영국은 0.7% 포인트씩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이 제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노동생산성 수준을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제조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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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서비스업에서 생산성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서
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의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통
신분야와 일부 소매분야를 제외하고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
력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다. 특히 운송, 물류, 금
융, 비즈니스서비스 등의 핵심 서비스업종의 국제경쟁력 수준
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2) 취약한서비스경쟁력의영향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취약으로 인한 문제점들은 우리
경제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여러 면에서 영향을 받고 있지
만, 가시적으로는 물류비용 과다로 인한 기업의 가격경쟁력 약
화, 서비스물가의 지속적 상승, 서비스 국제수지의 악화 등을
들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물류비용
은 매출액 대비 1 2 . 5 %에 달하지만 미국은 7.3%, 일본은
6.1%, 유럽국가의 평균은 4.7%에 불과하다고 한다. 인구
1,000명당 소매점의 수는 18.6개로 OECD국가 중에서 폴란
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반면, 소매점당 피고용인의 수는 영
세규모인 2.3명으로 최하위 그룹에 속하고 있다.
한편, 서비스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세도 문제점으로 대두된
다. 1986～2000년까지 공산품과 서비스 물가의 상승률을 비
교하여 보면 각각 3.9%와 6.9%를 보인다. 이는 서비스에 대
한 수요가 증대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낮은데도 제
조업과의 임금동조화 현상으로 단위노동비용이 크게 상승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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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1인당 실질부가가치 기
준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제조업의 경우 1986～2000년 중 연
평균 8.1%를 기록한 반면 서비스업은 평균 3.7%의 낮은 성장
세를 보였다. 반면 임금상승률의 경우 동 기간 동안 제조업은
12.5%, 서비스업은 9.9%를 기록해 생산성향상에 비해 서비
스업의 임금상승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생산성 향상 없이 서비스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서비스산업의 국제수지 역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
다. 서비스 수지는 외환위기의 환율효과로 인한 관광수지가 개
선된 1998년을 제외하고는 1990년대 전반에 걸쳐 적자를 기
록하였다. 특히 특허권사용료,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 통신, 보
험, 정부서비스 등의 서비스수지는 적자폭이 1990년대 전반에
<그림 Ⅲ-11>

한국의 대미 서비스교역 추이

백만 달러
8,000
7,000
6,000
5,000
수출
수입

4,000
3,000
2,000
1,000
0

1992

1995

1997

1998

1999

2000

자료：미 상무부.
주：그림에서 수출과 수입은 미국 입장에서 본 것으로,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서비스에 대한 지급이고, 수입은 서비스 판매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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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수지는 1996년에 61억
8,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02년에는 70억 달
러를 상회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한국의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상당액이 발생한다. 2000년 한국의 서비스 수출입에서 차지하
는 미국의 비중은 각각 29%와 36%를 차지하였다. 같은 해 한
국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상품무역수지는 12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서비스무역수지는 2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
였다. 이러한 대미 서비스 무역수지적자는 교육, 금융서비스,
특허권 사용료, 보험, 통신부문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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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Ⅳ장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서비스산업전략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논의한 제Ⅱ장에서 자원의 참신한 재
조합이 혁신을 위한 가장 본질적인 행동임을 지적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자원의 재조합은 전략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
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였다. 본 장에서는 제Ⅲ장의 서비스산
업의 글로벌환경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서비스혁신이 제조업
혁신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되
기 위한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1. 전략수립의 기초
(1) 전략의개념
최근의 각종 보고서에서“전략”
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전략이라고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
다. 이는 전략이 쉽게 개념화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전략을 구성하는 수많은 파편들을“전략”이라는 이
름으로 잘못 사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기업의 경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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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객서비스, 합작투자, 브랜딩, 전자상거래 등 특별한 이슈
를 다룰 때마다“서비스전략”,“합작투자전략”,“브랜딩전략”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이처럼 최고경영자가 모든 것을
전략이라고 함으로써 조직이 전략더미에 묻히게 되면, 혼란을
야기하고 스스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는 곧 최고경
영자가 사업에 대한 통합된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전략이라는 말은 “장군의 능력”을 뜻하는 그리스어의
“strategos”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장군의 직무와 대대장
또는 중간지휘관 직무의 차이가 바로 전략과 전략구성요소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장군은 일정기간 다수의 전선과 다수의
전투에서 다수의 부대를 책임진다. 이때 장군에게 요구되는 자
질은 조화와 포괄성으로서, 유능한 장군은 전체를 생각한다.
이 경우 그 장군에게는 전략이 있는 것이다. 즉, 단편들 또는
구성요소들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응집된 하나를
이루게 될 때 전략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략이란
“조직이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중심적이고도
통합된 외부지향적인 개념”(Hambrick & Fredrickson,
2001：49)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전략은 선택의 통합된 묶음으로 구성되지만, 최고경영자가
직면하는 중요한 모든 선택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조직의
미션이나 구체목인 목표는 전략을 유도하는 요인이 되지만, 그
자체로는 전략이 아니다. 이는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의 비중을 현재의 50% 수준에서 10년 내에 선진국 수준
인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가 곧 전략이 아닌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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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마찬가지로 전략이 외부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에 관한 것
이라고 해서 조직의 내적 배치에 대한 선택이 전략의 일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상정책이나 정보시스템, 훈련프로
그램과 같은 것은 전략이 아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매우 중요
한 결정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들은 전략을 강화하고 지원할

<그림 Ⅳ-1>

전략수립의 흐름도

전략적 분석
·산업분석
·고객/시장 동향
·환경 예측
·경쟁자 분석
·강점, 약점, 자원
평가

미 션

목 적

전 략

지원을 위한

·근본목적

·구체적

목적달성을 위한

조직적 배치

목표

중심적이고도 통

·조직구조

합된, 외부지향적

·프로세스

개념

·심벌

·가치관

·기능별 정책 및
프로파일
·보상
·인적자원
·활동
자료 : Hambrick & Frederickson, 2001,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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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전략 그 자체는 아니다. 이 점에서 보면, 제Ⅴ장에서 논의하
는 서비스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는 본 장에서 논의하
는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전략수립의 흐름에 대한 개념도가 <그림 Ⅳ-1>에 나타나 있
다. 전략수립의 기초는 조직의 미션으로서, 이는 최고의 가치
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뜻한다. 이러한 미션에 의해 구체적인
목표를 나타내는 목적이 설정된다. 전략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기본개념을 뜻한다. 그러나 성공적인 전략수립을 위
해서는 환경이나 내부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이는 그림에서“전략적 분석”이라는 용어로 표기되어 있다. 마
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수립된 전략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원의 확보와 조직적 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략의 개발은 그림에서 보듯이 단순하고 선형적인
프로세스는 아니다. 비록 그림에서는 피드백 화살표가 빠져 있
지만, 전략수립프로세스는 반복적인 루프를 형성한다. 즉 전략
수립프로세스의 핵심은 순차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라, 전략 자
체의 구성요소들간 강력하고 강화된 일관성을 달성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대한 결과뿐만 아
니라 기대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피드백이 필요
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햄브릭·프레드릭슨(Hambrick &
Frederickson, 2001)의 논의를 통해 전략을 구성하는 요소
들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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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의구성요소
전략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의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분야, 수단, 차별화요소, 실행속도 및 단계, 경제논리를 포함한
다. 이들은 각각 다음의 물음에 대한 답이 된다.
·분야(arenas)：어느 분야에서 경쟁을 할 것인가?
·수단(vehicle)：어떻게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가?
·차별화요소(differentiators)：시장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실행속도 및 단계(staging)：행동의 속도와 순서는 어떻
게 할 것인가?
·경제논리(economic logic)：수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
가?
<표 Ⅳ-1>

전략분야
개요

전략의 대상 및
강조의 정도

전략의 5대 요소

수 단

차별화요소

추진방법

경쟁요인

실행속도 및
단 계
행동의 속도
및 우선순위

경제논리
수익창출방법

·제품계열

·자체개발? ·이미지?

·확장의 속도 ·규모의 경제

·세부시장

·합작투자? ·맞춤화?

·추진순서

세부 ·지리적 범위 ·라이선스/
내용 ·핵심기술

·가격?

프랜차이즈?·스타일?

·가치사슬단계·인수합병? ·제품신뢰성?

·범위의 경제
및 복제이득
·독창적 서비
스
·독특한 제품
사양

자료 : Hambrick & Fredrickson, 2001, p. 51, <그림 2>를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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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략의 구성요소들은 그 자체가 관리자적 선택을 필
요로 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전략의 5대 구성요소는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이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통일된 하
나의 로직을 형성할 때 전략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1) 전략분야
경영자가 직면하는 가장 본질적인 선택은 어떤 분야에서 사
업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이에 대한 답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는 곤란하다. 예를 들어“정보기술 컨설팅에 있어
서 리더”를 표방한다면, 이는 비전이나 목표이지 이것이 전략
은 아니다. 따라서 분야의 선택에 있어서는 제품영역, 시장분
야, 지리적 범위, 핵심기술, 가치사슬단계 등에서 가급적이면
구체적이어야 한다. 가치사슬은 제품디자인, 생산, 판매, 서비
스, 유통 등 가치부가 단계를 말한다.
생물기술업체의 예를 들어 선택분야의 구체성을 살펴본다.
이 회사는 T-세포수체(T－cell receptor) 기술을 이용하여 특
정 형태의 암을 위한 진단 및 치료장비를 개발하고자 한다. 모
든 연구 및 제품개발은 이 회사가 통제하지만, 생산활동과 규
제당국의 승인을 위한 핵심적인 임상실험 프로세스는 아웃소싱
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 회사는 미국 및 주요 유럽시장을
지리적 범위로 선정하였다. 이 회사의 예를 보면 선택한 분야
가 매우 구체적으로서, 목표로 하는 제품과 시장이 이름을 통
해 확실하게 제시되어 있다.
위의 예는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지만, 제품영역, 시장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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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지리적 범위 등이 넓은 경우에도 선택한 분야에 대해 계층
과 기준은 비교적 구체적이어야 한다. 여성의 고급 패션액세서
리 또는 1인당 GDP가 5,000달러 이상인 국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분야를 선택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사업분야뿐만 아니
라 각 개별사업에 대한 비중도 제시하여야 한다. 시장의 경우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장도 있다. 제
품의 경우에도 핵심범주에 속하는 제품이 있는가 하면, 고객에
게 전 제품라인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제품도 있다.
2) 수 단
수단(vehicle)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특정
제품범주, 시장영역, 지리적 범위, 또는 가치사슬단계에 도달
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전략적 선택을 필요로 한다. 선택의 대
상은 자체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합작이나 인수합병을 할
것인지가 된다. 또한 국제적인 사업인 경우 신설투자, 현지인
수, 라이선싱, 또는 합작투자가 대상이 될 것이다. 앞의 생물기
술업체의 경우에는 유럽의 신규진입을 위해서는 합작투자를 선
택하였고, 기존의 진단장비를 보완하는 치료장비는 인수를 통
해 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선택한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수단을 추후결정사항으로 또는 단순히 실행계획의 일종
으로 간주하여서는 곤란하다. 특히 신제품에 도전하는 경우에
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러나 과거 경험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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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경험이 없는 것에 비해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는 완화할
수 있다. 이처럼 수단을 선택하는 데에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
다. 따라서 과거 인수나 합작의 경험을 잘 활용하면 수단선택
에 있어 유리한 점이 많다(Haleblian & Finkelstein,
1999). 각종 수단을 편의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선택하는 경
우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3) 차별화요소
차별화요소는 시장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
으로서, 고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경쟁상황에
서 승리는 결국 차별화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차별화요소를 통
해 승리하기 위해서는 경쟁자와 고객, 수익, 이익을 놓고 어떤
무기를 갈고 닦아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 사전적이고도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독특하고도 공격적으로 광고한 브랜드이미지
를 통해 더욱 차별화한 질레트(Gillette)의 경우, 우수한 면도
기를 개발하기 위해 독점적인 제품 및 프로세스기술을 사용한
다.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고객기업의
임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각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
스의 종류를 조정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독창적인 서비스를 제공
한다.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한다는 것이 반드시 각 차별화요소에서
첨단을 걷는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차별화요소
의 최적결합을 이룰 때 오히려 더 강력한 우위가 창출되는 경
우가 많다. 이것은 혼다자동차의 철학이기도 하다. 혼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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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자동차도 많고, 혼다보다 저렴한 자동차도 많다. 그러나
많은 소비자는 가치, 즉 가격 대비 품질에 있어서는 혼다만 한
자동차가 없다고 믿고 있는데, 이는 오랫동안 혼다가 노력한
결과인 것이다.
이미지, 맞춤화, 가격, 제품스타일, 애프터서비스 등 무기로
삼고자 하는 차별화요소에 대해 사전적이고도 신중한 선택이
중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은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독창적인 차별화를 시도하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발생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차별화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사
전적이고도 신중한 선택이 없을 경우 발생하는 두 번째 위험은
차별화요소가 전혀 차별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즉
저가, 양질의 서비스, 우수한 스타일과 같이 이미 보편화된 우
수성을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경쟁자와의 차별화가 전혀 이
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일관성
부재와 추가적인 자원소요로 고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차별화
요소를 선택할 때에는 요소간 상호 시너지를 갖는 몇몇 형태의
우수성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데, 이들은 조직의 자원과 능력에
부합되어야 하며, 목표로 하는 분야에서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4) 실행속도 및 단계
지금까지 논의한 분야, 수단, 차별화요소의 선택은 전략의
실체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략의 실체에 네 번째 요소인 실행속도 및 단계, 즉 주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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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속도 및 우선 순위가 더해져야 한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
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속도조절(time pacing)이 필요한 것
이다(Eisenhardt & Brown, 1998). 대부분의 전략은 모든
면에서 항상 동등하고 균형된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다.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이 있고 그 다음으로 해야 할 행동이 있는
것이다. 건물을 신축할 때 기초부터 다져야 하는 것과 같은 이
치이다.
주의를 요하는 것은 행동의 중요성과 우선순위는 다른 개념
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을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개
발하자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진화된 물류시스템 구축
과 인천공항과 부산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이라는 두 가
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볼 때 사업의
중요성은 단연 물류시스템 구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물류시스템은 운송인프라 구축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
업의 우선순위는 고속도로 건설에 주어진다. 그러나 두 사업이
상호 독립적인 경우에는 중요성에 의하거나, 아니면 자원확보
가능성에 의해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될 것이다.
물론 사업전략에서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의 경우 판단을 필요로 한다. 제품계열과 지리적 범위를 모두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제품계열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
구하는 경우도 있고, 지리적 범위를 먼저 확대하는 경우도 있
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종종“닭과 달걀”의 함정에 빠지는
수가 있다. 예를 들어 한 지역 보험회사가 인수합병을 통해 국
가적으로 사업범위를 넓히고, 우수한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자. 이때 조건 좋은 인수가 높은 브랜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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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제로 할 때, 현재의 지리적으로 제한된 사업영역으로는
브랜드이미지 제고에 필요한 충분한 양과 질의 광고를 할 수
없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계별 확장, 즉 실행속도 및 단계 전략
이 필요하다. 먼저 지리적 사업 범위를 소폭으로 확대하여 지
역적인 한계를 완화한다. 그 후 광고에 중규모 투자를 집중적
으로 함으로써 브랜드파워를 중간정도로 높인다. 이러한 단계
를 거치면 지리적으로는 지역적 기업과 국가적 기업의 중간정
도의 수준에 도달하고, 브랜드이미지도 한층 제고된 상태에 도
달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발전된 상태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국가적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동시에 대대적
인 광고를 통해 브랜드이미지를 목표수준까지 끌어올린다.
실행속도 및 단계를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이다. 그 첫
째는 자원(resources)이다. 전략의 시행초기에는 목표달성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이 불충분한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는 시급
성(urgency)이다. 전략의 요소 중에는 긴급하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만 전략 자체가 가능해지는 요소가 있다. 셋째는 신뢰
성(credibility)이다. 전략실행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이
해관계자들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전략내용에 대한 신뢰성
기반이 중요하다. 넷째는 조기성공(early wins)이다. 도전적
이고 방대한 전략을 시도하기 전에 상대적으로 손쉬운 전략의
일부를 먼저 성공시키는 것이 현명하다. 이 밖에도 전략의 속
도와 강도, 순서를 결정하는 요인은 많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실행속도 및 단계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으나, 전략의 실행
에 있어 실행속도 및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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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논리
사업전략의 핵심은 어떻게 이익을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명
확한 아이디어이다. 이때 이익은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기업의
자본비용을 초과하는 이익을 뜻한다. 성공적인 대부분의 전략
은 이익창출에 대한 분명한 경제논리가 있다. 때로는 고객에게
경쟁자가 모방하기 어려운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프리미엄 가격
을 받기도 한다.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는 질적 수준
이 매우 높은 기사를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높은 가격을 부과하
고, 많은 발행부수를 기반으로 광고주들에게도 높은 광고료를
받는다. 이처럼 새로운 가치창출에 의해 프리미엄 가격을 부과
하는 것을 차별화 우위라고 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경제논리가 이익방정식의 코스트 부문에
내재하기도 한다. 국제적인 음식제공업체인 ARAMARK는 여
러 개의 시장분야를 대상으로 경쟁사들이 모방할 수 없을 정도
로 방대한 규모를 보유함으로써 규모의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처럼 코스트 면에서의 우위를 비용우위라고 한다.
이러한 예에서 나타나는 경제논리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
상은 아니다. 기업의 본질적이고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하는
능력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고객들이 이들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할 의사
가 있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경쟁사들이 단기간에 모방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무한정으
로 지속되는 것은 물론 아니며, 모방이 전혀 불가능한 것 또한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에 이익창출의 경제논리를 확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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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경제논리를 개발해야 경쟁력의 유지
가 가능해진다.

(3) 전략적통합
전략이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분야, 수단, 차별화요소, 실
행속도 및 단계, 경제논리 등 다섯 가지의 전략요소를 모두 포
괄해야 하고, 통합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
섯 가지 요소 모두가 의도성(intentionality)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대부분의 전략계획은 두세 가지의 요소만 강
조하고 나머지는 간과함으로써 미완의 전략으로 남게 된다. 둘
째, 다섯 가지의 요소는 선택뿐만 아니라 준비와 투자를 필요
로 한다. 모든 요소들은 즉각적으로 생성되지 않는 어떤 능력
을 요구한다. 셋째, 다섯 요소들은 모두 정렬되어야 하고 상호
지원해야 한다.“정렬”(alignment)이라고 하면 흔히 내부 조
직적 배치가 전략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만 한다. 그러나 전략
자체의 요소들간 요구되는 일관성(consistencies)에 대해서는
간과한다. 마지막으로 다른 어떤 지원활동도 다섯 가지의 전략
요소가 구체화된 다음에 디자인되어야 한다.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활동들로는 기능별 정책, 조직적 배치, 운영
프로그램, 프로세스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전략의 5대 요소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국내 서비스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각 요
소별로 논의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전략의 분석단위는 기업이
지만, 본질적으로 국가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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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인 관점에서 서비스 및 서비스산업을 위한 전략은 그 대
상이 매우 넓다는 점에서 기업전략만큼 정교하지는 않을 것이
다. 또한 선택한 업종에 따라 추진방법, 경쟁요인, 행동의 속
도, 수익창출방법 등이 각기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서
비스산업전략은 대체로 전략분야의 선정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논의한다.

2. 전략서비스분야
전략분야(arenas)의 선택은 전략의 대상 및 강조의 정도를
정하는 것이다. 기업차원에서는 구체적인 제품 및 제품계열을
선정하고, 목표시장, 지리적 범위, 핵심기술, 가치사슬단계 등
을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차원에서 서비스
전략분야는 구체적인 제품도 물론 그 대상이 되겠지만, 그보다
는 전략적인 서비스업종을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1) 전략업종의선택
정부에서 전략업종을 선택할 때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왜
냐하면 선택 그 자체가 궁극적으로 그 업종에 자원이 배분된다
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업종선택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자원배분상의 왜곡이 발생하여 자원의 낭비는 물론 중요한 시
간을 허비함으로써 경쟁국에 뒤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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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가 이른바“승자를 선택”하는 형태의 정책은 굳이
WTO의 규범을 들지 않더라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게 완화된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바람직한 산업구조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성장에 긴요한 업종을 전
략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어쨌
든 유망업종의 선택은 산업정책의 유효성 논쟁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이슈로서 본 연구의 범주를 벗어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정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자원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전략업종의 선택이 불가피
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논의를 전개한다.
서비스산업 전략업종의 선택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경제구조
하에서 성장동력으로 활용이 긴요한 업종을 선택하는 것 등 고
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아래에서는 그 중 중요한 세 가지 요소
를 제시한다. 그 첫째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제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업종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
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각 산업부문의 비중은
1995년 가격기준으로 2001년 현재 제조업이 33.2%, 서비스
업은 5 0 . 9 %이다. 한국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선진국의
20%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그만큼 한
국이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가 운용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다.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이 좋은지, 아니면 서비스업의 비중
이 높은 것이 좋은지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그 이유 중 하
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대적인 비중은 통계분류상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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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OECD, 2000). 과거
제조업 내부에서 수행하던 서비스기능이 분리·독립함으로써
서비스부문이 확대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다. 그러
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분 자체가 무의
미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기능적으로 통합됨에 따라 어느 부문에서 가치가 창출되는지를
구분해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시각이다(Edwards
& Croker, 2002). 따라서 제조업 중심으로 형성된 한국의 경
제구조하에서는 제조업이 현재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업종의 발전이 중요해진다. 이러한 시
각에서 보면 제조업생산유발계수, 서비스투입계수, 중간수요율
등이 전략서비스업종 선택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전략업종 선택에 있어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제조업
과의 연관효과가 낮더라도 수출잠재력 또는 수입대체효과가 커
야 한다는 점이다. 시장이 협소하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실정에서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수출효과가 있어야만
성장동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다. 서비스산업은 그 특성
상 공산품만큼의 수출을 기대할 수는 없다. 현재 한국의 서비
스교역은 상품교역의 18.8%에 불과하여 OECD 회원국 평균
인 24.8%에 크게 못 미친다(산업자원부, 2002). 특히 서비스
수출비중은 16.9%로서 OECD 회원국 평균인 26.2%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이로써 2001년 현재 서비스수지는 35억
달러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134억 달러 흑자인 상품수지
를 100억 달러 이하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서비스
업에서 적어도 수지균형을 이루어야만 서비스산업이 성장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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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교역에 있어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요소는 상품교역과
달리 서비스교역은 다소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제Ⅲ장의 <표 Ⅲ-12>에서 보듯이 서비스교역은 네 가지 형태
로 이루어진다. 이 중 해외소비(Mode 2)는 관광이나 의료서
비스처럼 소비자가 직접 서비스공급 지역 또는 국가를 방문하
는 형태이고, 상업적 주재(Mode 3)는 해외직접투자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해외소비의 경우 국내 서비스업이 발전하게 되면,
필요한 서비스를 획득하기 위해 내국인이 행하는 해외여행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또한 상업적 주재인 경우에도 국내 서
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만큼 외국인에게 돌아가
는 과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수입을 얼마
만큼 국내공급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는지도 전략업종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전략업종 선택에 있어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업종의
성장가능성이다. 특히 신생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현재에는 그
시장규모가 미미하지만 성장잠재력이 높고 산업연관효과도 높
아 향후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업종은 기존의
산업통계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업종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
한 업종은 서비스 업종별 중장기 전망을 통해 구분해 낼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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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전략 서비스업종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전략업종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한국
의 전략 서비스업종을 선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서
비스산업 통계가 아직은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정도로 정
교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의 신빙성을 확신하기가 어
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업종선택에 대한 접근법
에 초점을 두고, 그 결과는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향후 서비스통계의 품질이 향상되어 제조업통
계 수준까지 향상되면, 선택업종에 대한 신뢰성이 더욱 제고될
것이다.
1)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은 서비스업종
제조업의 서비스화 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현상을 가
장 잘 반영하는 서비스는 제조업과 연관관계가 높은 서비스업
종이 될 것이다. 제조업과의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중
간수요율, 투입계수, 생산유발계수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중간수요율을 살펴본다. 중간수요율은 총산출 중에서
전체 산업에 중간수요로 배분되는 생산액의 비율을 말한다. 서
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중간수요율이 크게 낮은 편인데, 이는
서비스업이 최종수요의존형, 즉 소비자 지향형 산업의 특성이
강하다는 점을 반영한다. 서비스업종 중 중간수요율이 서비스
산업 평균을 상회하는 업종은 음식숙박, 통신방송, 금융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이다(<표 Ⅳ-2> 참조). 이 중 부동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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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서비스는 중간수요율이 증가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체로
감소하는 편이다.
다음으로 서비스투입계수를 살펴본다(<표 Ⅳ-3> 참조). 서비
스투입계수는 각 산업에 대한 서비스산업의 중간투입이 각 산
<표 Ⅳ-2>

중간수요율이 서비스업 평균을 상회하는 서비스업종
단위：%

1985

1990

1995

1998

음식숙박

41.7

57.0

69.9

47.2

통신방송

75.5

72.9

66.3

57.3

금융보험

76.7

78.1

69.2

65.3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48.9

54.3

62.9

60.2

서비스산업 전체

36.8

43.6

46.4

45.6

자료：<표 Ⅲ-6>에서 발췌.

<표 Ⅳ-3>

중간투입계수가 높은 서비스업종
단위：%

1985

1990

1995

1998

도소매

0.036

0.037

0.023

0.020

운수보관

0.015

0.016

0.013

0.010

제조업

금융보험

0.016

0.025

0.024

0.027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21

0.025

0.025

0.026

서비스투입계

0.098

0.115

0.102

0.103

운수보관

0.025

0.025

0.027

0.028

통신방송

0.016

0.020

0.022

0.025

금융보험

0.020

0.028

0.034

0.03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59

0.063

0.098

0.108

서비스 투입계

0.140

0.157

0.197

0.212

서비스

자료：<표 Ⅲ-8>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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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제조업생산 유발계수가 높은 서비스업종
단위：%

1985

1990

1995

1998

증가율(%)

음식숙박

0.176

0.245

0.332

0.269

53.2

운수보관

0.327

0.400

0.436

0.341

4.5

교육보건

0.160

0.235

0.324

0.300

88.0

사회 및 기타서비스

0.234

0.290

0.335

0.272

16.6

평 균

0.197

0.260

0.275

0.205

4.1

자료：<표 Ⅲ-11>에서 발췌.
주：평균은 가중평균임.

업의 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해
당 산업의 서비스화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서비스 중간투입
은 제조업에 대한 중간투입과 서비스업 자체에 대한 중간투입
으로 나눌 수 있다. 제조업에 대한 중간투입이 높은 서비스업
종은 도소매, 운수보관, 금융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이다.
반면 서비스업에 대한 중간투입이 높은 서비스업종은 운수보
<표 Ⅳ-5>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은 서비스업종
중 간
수요율

도소매
음식숙박

중간투입계수
제조업

서비스업

생산유발
계 수

비 고

◎
◎

운수보관

◎
◎

◎

◎

√

통신방송

◎

◎

금융보험

◎

◎

◎

√

부동산·사업서비스

◎

◎

◎

√

교육보건

◎

사회·기타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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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통신방송, 금융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이다.
다음으로는 생산유발계수에 대해 살펴본다. 생산유발계수는
중간투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나, 보다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중간투입계수는 각 산업의 생산에 직접
적으로 투입되는 정도, 즉 직접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낸다. 이에
비해 생산유발계수는 직접생산유발효과뿐만 아니라 간접생산
유발효과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제조업 생산유발계수가 높
은 서비스업종은 음식숙박, 운수보관, 교육보건, 사회 및 기타
서비스이다(<표 Ⅳ-4> 참조).
<표 Ⅳ-5>는 제조업과의 연관관계가 높은 서비스업종을 중간
수요율,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한 중간투입계수, 생산유
발계수 등 네 가지 지표를 통해 추출한 결과이다. 표에서 보듯
이 네 가지 지표를 모두 충족하는 서비스업종은 없다. 다만, 네
가지 중 세 가지를 충족하는 업종은 몇 개 찾아볼 수 있다. 이
에는 운수보관, 금융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등 세 가지 업
종이 포함된다. 이 중 부동산은 제조업과 연관은 있으나 간접
적인 관계이므로 제외하기로 한다.
2)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큰 서비스업종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비교할 때 수출가능성이 크지 않다.
<표 Ⅳ-6>을 보면 2001년도 상품수출은 1,510억 달러, 상품
수입은 1,380억 달러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서비스수출은
296억 달러이고, 서비스수입(지급)은 331억 달러에 불과하
다. 서비스수출은 상품수출의 19.6%, 서비스수입은 상품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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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2001년도 무역수지 현황
단위：백만 달러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상 품(A)

15,371

137,979

13,392

서비스(B)

29,602

33,128

-3,526

B/A (%)

19.6

24.0

-26.3

자료：한국은행, 경제통계DB.

<표 Ⅳ-7>

국내 서비스업의 무역수지 현황(2000)
단위：백만 달러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비 고

서비스 합계

29,697

33,423

-3,726

운 수

12,851

10,879

1,972

√

여 행

6,834

7,132

-298

√

통 신

387

623

-235

√

건 설

29

16

13

보 험

68

146

-78

금 융

705

191

514

컴퓨터 및 정보

11

191

-180

√

특허권 등 사용료

688

3,221

-2,533

√

기타 사업서비스

7,200

10,539

-3,339

√

개인, 문화, 오락서비스

137

160

-23

정 부

787

425

363

자료：산업자원부,「지식서비스수출현황 및 활성화방안」, 2002, pp. 8~9 내용을
재정리.

의 24.0%를 점유한다. 그러나 상품수지가 134억 달러임에 비
해 서비스수지는 3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서
비스부문의 무역적자가 제조업부문의 무역흑자를 상당부분 갉
아먹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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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의 경우 그 특성상 수출의 가능성은 낮지만, 적어도
수지균형은 이루어야만 경제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서비스산업의 전략업종을 선택할 때에도 수출잠재력이
큰 업종은 물론이고,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Ⅳ-7>은 한국의 서비스
무역 현황을 산업중분류 수준에서 정리한 것이다.
<표 Ⅳ-7>에서 무역규모가 큰 서비스부문은 운수, 여행, 기
타사업서비스이고, 중간규모는 통신, 금융,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이다.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가장 큰 부문은 운수로서 약
20억 달러에 이르고, 다음은 금융부문으로서 5억 달러를 약간
상회한다. 또한 무역수지 적자가 큰 업종은 기타 사업서비스로
서 33억 달러가 넘고, 다음으로는 특허권 등 사용료가 25억 달
러를 상회한다. 통신부문도 약 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
다.
이러한 서비스 무역통계를 바탕으로 하면, 전략업종은 운수,
여행, 통신, 금융, 특허권 등 사용료, 기타사업서비스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표의 비고란에 체크된 항목). 운수업은 표
준산업분류상 대분류 I(KSIC 60～63)에 해당되며, 육상, 해
운, 항공 등을 포함한다. 여행업은 업무여행이나 관광이 대표
적인 활동으로서 운수업의 한 분야(KSIC 633)이다. 특허권
등 사용료는 로열티나 라이선스 대가 등으로서, 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분 없이 발생하며, 표준산업분류에서는 각 해당 업
종에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료는 전략서비스 업종선정에
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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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장잠재력이 큰 서비스업종
전략업종 선정에 있어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각 업
종의 성장잠재력이다. 즉, 현재에는 시장규모가 작지만, 향후
수요환경 변화에 따라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을 위해서는 업종별 특성과 전망
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아직 서비스업종
에 대해 체계적으로 중장기전망을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산업연구원에서 수행한 서비스부문별 중장
기전망(김휘석, 2001)을 토대로 미래 성장업종을 찾아보고자
한다.
<표 Ⅳ-8>에는 부가가치 기준으로 향후 성장잠재력이 클 것
으로 기대되는 서비스업종이 나타나 있다. 이에는 통신서비스,
사업서비스, 문화 및 오락이 포함된다. 이들은 향후 2010년까
지 연평균 10% 이상의 실질성장이 예상되는 업종들이다. 통신
서비스가 지난 10여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하는 것은 인터넷, 이동통신 등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과 더
불어 정보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업서비스는 좁
은 의미에서의 비즈니스서비스를 뜻하며12), 제조업과의 연관관
계가 가속화됨에 따라 큰 폭으로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
편 문화 및 오락부문은 최근에 들어서야 산업으로 인식되었으
며, 소득과 여가시간의 확대에 따라 매우 큰 폭으로 성장하는
12) 협의의 비즈니스서비스는 디자인, 연구개발 등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불문하고 다른
기업의 서비스기능을 직접적으로 지원 또는 대행하는 기능을 말하며, 광의의 비즈니
스서비스는 협의의 비즈니스서비스뿐만 아니라 금융, 보험, 물류 등 다른 기업의 경영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기능까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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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부문이다.
4) 전략업종 선택 종합
제조업과의 연관성, 수출가능성, 성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다섯 가지 부문을 전략서비스업종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에는 운수 및 보관, 통신 및 방송, 금융 및 보험, 사업서비
스, 그리고 문화 및 오락이 포함된다(<표 Ⅳ-9>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전략업종의 선택은 많은 문제를 내포한다. 가
장 중요한 문제점은 업종구분이 명쾌하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운수 및 보관업에는 운수업뿐만 아니라 물류업, 창고업,
관광업, 개인의 여행지출 등 이질적인 서비스활동들이 혼재되
어 있다. 통신 및 방송업의 경우에도 최근 방송과 통신이 융합
<표 Ⅳ-8>

성장잠재력이 큰 서비스업종
단위：10억원, % (1995년 불변가격 기준)

연평균 증가율

2000

2005

2010

통신서비스

19,349

34,868

55,142

12.5

9.6

사업서비스

15,272

28,548

48,126

13.3

11.0

·광고
·비즈니스서비스
문화 및 오락
·영화 및 연예

2001～20052006～2010

918

1,393

1,954

8.7

7.0

14,354

27,155

46,172

13.6

11.2

8,358

15,951

26,879

13.8

11.0

455

892

1,537

14.4

11.5

·방송

2,093

3,943

6,235

13.5

9.6

·오락 및 스포츠

5,218

10,270

17,937

14.5

11.8

243,174 322,779 415,995

5.8

5.2

서비스산업 전체

자료：김휘석, 2001, p. 30 자료를 재정리.
주：부가가치생산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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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무리는 없겠으나,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방송업과 통신업이 분리되어 있다. 또한 통신업에는
전기통신이나 우편업과 같은 전통적인 통신업이 포함되어 있으
나, 이들은 전략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금융, 보험, 사업서비스, 문화, 오락 등에도 공통적으
로 적용된다. 따라서 넓은 범위에서 전략업종을 선택하는 결과
가 빚어졌다.
둘째, 선택에 사용된 통계의 신빙성이다. 서비스업 통계가
정교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
는 아니고,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도 지적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핵심 통계생산 기관인 한국은행
과 통계청의 업종분류 체계가 다르고, 통계수집 절차 및 내용
이 상이하여 일관성이 결여된다. 이 밖에도 업종별 심층연구의
미비로 업종에 독특한 성향의 반영이 어려운 점, 자의성의 개
입여지 등이 문제가 된다.
어쨌든 본 연구에서는 전략업종 선정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
이 아니라, 전략업종의 선택방법과 기준에 초점을 둔 것으로
<표 Ⅳ-9>

전략 서비스업종 선택 결과
제조업과의
연관성

수출 및
수입대체

◉

◉

운수·보관
통신서비스

◉

금융·보험

◉

◉

사업서비스

◉

◉

문화·오락
자료：산업연구원 작성.

성장성

정책적 비중
2

◉

2

◉

1

◉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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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 보다 세분화된 업종을 대
상으로 하여 보다 정교하고 풍부한 통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략업종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전략업종들이 선택되고 나면 중요성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
책적 비중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가용할 수 있는 인
적·물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기업, 국가를
막론하고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데 소요되는 모든 자원을 보유
하는 경우는 없다. 특히 국가차원에서는 예산제약이 민간기업
보다 더 경직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견지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제조업과 연관관계가 높은 사업서비스 또는 비즈니스서비스의
육성이 가장 시급하다. 서비스업 자체보다는 서비스업 육성을
바탕으로 제조업을 통해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논리
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OECD에서 비즈니스서비스
를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 점 때문이다. 과거에는 서비스업
이 제조업을 따라다녔지만, 앞으로는 서비스업 기반이 갖추어
진 국가나 지역에 제조업이 위치하게 된다는 논리(OECD,
2000)도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사업서비스부문에 가장 높
은 정책적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현실에서 두 번째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서비스업
종들은 금융, 보험, 운수, 보관, 통신 등이다. 이들은 광의의
사업서비스에 해당되며, 그 자체가 시장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기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금융
과 보험은 기업의 자금조달과 위험분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금융과 보험은 기술을 매개로 하여 업무영역이 통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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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은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새
로운 업무방식을 모색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지속적으로 개
발하고 있는 업종이다.
통신서비스도 인터넷이나 이동통신 등 새로운 통신매체의 등
장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부문이다. 한편, 운수보관은
물류서비스와 관광을 포괄하는 서비스부문이다. 특히 물류서비
스는 동남아의 허브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의지가
담긴 부문으로, 물류기반의 취약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
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또한 관광부문도 수지적자가 큰 폭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관광을 확대시켜야 할 중요한 서비스
부문이다.
세 번째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업종군은 문화 및 오락서비
스이다. 이들은 영화, 연예, 방송, 오락, 스포츠 등을 포함하
며, 앞으로 주5일 근무제의 정착과 더불어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부문이다. 이 업종들은 대체로 소비자
서비스로서 소득증대, 여가확대, 개인화의 진전이 주요 발전요
인이다. 소비자서비스(consumer service)란 서비스가 다른
생산활동의 중간재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개인소비
로 이어지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목표시장및 지리적범위의선택
일단 어떤 형태로든 전략업종이 선정되면, 다음으로는 시장
을 선택해야 한다. 서비스는 그 특성상 대면을 필요로 하는 경
우가 많고,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교역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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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다. 따라서 서비스의 사업영역은 국내시장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대면의 필요성은 크게
줄어든 반면, 보관의 가능성은 크게 높아졌다(OECD, 2000).
예를 들어 은행업무는 과거 서비스이용자가 은행을 방문해야만
했었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서비
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음악회나 연극과 같은 공연도
과거와 달리 비디오테이프나 다른 디지털매체에 기록하여 관객
으로서 공연장을 찾지 않아도 동일한 감상이 가능해졌다. 물론
실제로 공연에 참석하는 것과 기록매체를 이용하는 것 사이에
는 효용상 차이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은 그 사업영역이 크게 제약
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하에서는 정책적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사업서비스 위주로
논의를 전개한다. 선택된 전략업종부문 모두를 논의에 포함시
키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럴 경우 지나치게 범위가 넓어져 초
점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선택한 전략업종의 장기
목표시장은 세계시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단기적으로는
내수시장 또는 동남아시장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업종들이
있다.
사업서비스는 컴퓨터소프트웨어, 정보처리, 연구개발, 기술
서비스, 마케팅, 조직서비스, 인적자원개발서비스, 디자인, 광
고 등을 포함한다. 최근에는 생물산업을 중심으로 계약생산서
비스(contract manufacturing service)도 등장하고 있다.
이들 중 국내에서는 소프트웨어, 정보처리, 광고 등 몇몇 업종
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산업으로서의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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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정보처리를 제외한 나머지 목
표시장은 단기적으로 국내시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서비스
의 경우 내수시장에서의 경쟁력 뒷받침 없이는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산업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긴 소프트웨어와 정보처리
는 세계시장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제는 충분히 세계시
장을 공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인도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International Trade Forum, 2000). 인도는 주문형 소프
트웨어 세계시장의 12%를 점유하고 있다. 인도의 소프트웨어
수출액은 1980년 500만 달러에서 1998년에는 10억 달러로
확대되어 지난 10년간 연평균 54%의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
였다. 아울러 내수시장 증가율도 연 33%로 매우 높다. 현재
600개 이상의 소프트웨어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인도
의 소프트웨어산업이 이처럼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대학
에서 훈련받은 기술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래머와 시스템분석가
의 대규모 풀이 있고, 국제품질표준에 대한 성실한 준수가 요
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의 <표 Ⅳ-10>은 선택한 전략서비스업종의 목표시장을
나타낸다. 금융·보험의 경우 아직까지는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동남아시장까지 그 사업영
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시장에 이미 HSBC 등 동남아
금융업체들이 진출해 있음을 볼 때 향후 동남아시장으로의 진
출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국내 금융부문은 현재 인
수합병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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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규모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문화·오락부문은 문화적인 제약을 크게 받는 부문이기 때문
에 세계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중단기적으로는 불
가능하다. 특히 한국은 언어가 영어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권 문화에의 접근이 쉽지 않다. 소니사가 엔터테인먼트부
문의 세계적 총괄본부를 미국에 설치한 것도 이러한 문화적 제
약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동남아시아는 한국과 문
화적 배경을 공유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략하기가 쉬운 편
이다. 드라마, 대중음악에서 한류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도 이
러한 사실을 반영한다. 문화·오락 중에서도 게임과 같이 언어
나 문화적인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디지털컨텐츠 부문은 세
계시장을 목표로 설정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풍부한 컨텐츠 기반이 요구되며, 이 역시 문화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컨텐츠의
양적, 질적 기반확충이 과제로 대두된다.

<표 Ⅳ-10>

전략서비스업종의 중단기 목표시장
국내시장

동남아시장

세계시장

운

수

·

보

관

◎

통

신

서

비

스

◎

금

융

·

보

험

사업서비스

◎
◎

·소프트웨어, 정보처리
문화·오락
·일부 디지털컨텐츠
자료：산업연구원 작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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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심기술및 가치사슬단계
목표시장이 선정되고 나면 다음으로는 활용하여야 할 핵심기
술과 초점을 두어야 할 가치사슬단계를 결정해야 한다. 핵심기
술은 업종별, 업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경쟁자보다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를 이른바 핵
심역량(Prahalad & Hamel, 1990)이라고 한다. 핵심역량은
반드시 기술일 필요는 없다. 경쟁자가 모방하기 어려운 독특한
프로세스나 조직의 능력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업에서는 이러한 프로세스 또는
조직상의 능력이 매우 중요한 경쟁요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서
비스업은 기술개발보다는 외부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
는 경향이 크다(Pilat, 2002).
그러나 연구개발업이나 기술서비스업과 같은 비즈니스서비
스 업종은 기술개발 및 활용 자체가 사업분야이기 때문에 새로
운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해야만 경쟁력을 가진다. 기술개발
능력이 부족하면 연구개발업이나 기술서비스업은 영위될 수가
없다. 이때 기술개발방향의 정확한 예측과 그 개발능력이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이다. 국내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업체는 2000년 현재 1,900개에 이르고 있으나, 이
들의 매출액은 1조 6 , 0 0 0억원으로 업체당 매출액은 8억
5,000만원에 불과하다(산업발전전략기획단, 2002). 이는 국
내 R&D 업체의 영세성을 나타내고, 많은 R&D 업체들의 보
유기술이 경쟁우위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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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수준의 풍부한 기술인력 공급이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
한 과제가 된다.
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R&D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기술개
발 자체가 중요하지만, 이미 개발된 기술의 새로운 활용도 경
쟁우위 창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밖에 운수, 보관, 금
융, 보험 등의 서비스부문에서는 직접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기술의 새로운 활용으로 독특한 서비스생산프로세스나 조
직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경쟁우위를 갖게 된다. 마찬가지로
문화 및 오락 부문에서도 기존의 기술과 컨텐츠를 어떻게 접목
시키느냐에 따라 경쟁우위가 결정된다.
서비스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단계는 제조업에 비해
크게 단순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조업의 경우 원료구입,
생산, 입고 및 물류, 판매 및 마케팅, 고객서비스 등이 주요 가
치사슬단계이다. 그러나 서비스업에서는 주문, 생산, 인도가
기본적인 가치사슬단계이다. 물론 서비스업종별로 각기 다른
가치사슬단계를 형성하고, 각 단계별로 복잡한 세부단계가 존
재한다. 이때 서비스제공업체가 모든 활동을 전부 수행하는 경
우도 있지만, 일부 활동은 전문화되어 있는 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전문화의 이점을 살려 품질제고는 물론 코스
트를 절감하기 위함이다.
정책에서는 각 업종별 가치사슬단계의 병목현상 ( b o t－
tleneck)을 찾아내어 이를 완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
요하다. 예를 들어 영화제작의 경우 자금조달이 문제가 되는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영화의 자금조달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에는 스튜디오 자금조달, 대출 자금조달,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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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해외 자금조달 등이 포함되며, 실무적으로는 무수히
많은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구문모, 2001). 선진국과 달리 한
국에서는 투자기법이 발달되지 않아 영화제작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각종 투자방법을 개발하여 자금조
달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영화제작이 위축되지 않도록 만들 필
요가 있는 것이다.

3. 전략추진수단
전략수립의 두 번째 요소는 추진수단(vehicle)을 결정하는
것이다. 기업의 경우에는 선택한 제품과 시장을 놓고 자체개
발, 합작투자,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인수합병 등의 방법 중에
서 선택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국가차원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의미가 없다. 대신 선택한 사업을 국가주도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주도로 추진할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된
다.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민간주도로 모든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시장실패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
회적으로 긴요한 사업이 수익성 결여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낙후된 국내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사업인 경
우에도 이러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정부주도로 추진
되는 경우에도 정부실패라는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시장실
패와 정부실패를 최소화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모색해
야 한다.
추진수단의 선택에 있어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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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방법이다. 서비스업 발전의 장애요인 중 하나는 시장이 형
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연발생적으로 시장이 형성되기를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전략업종인 경우에는 인위적인 시장조성
도 필요하다. 특히 정책수요를 확대함으로써 시장형성을 촉진
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추진수단의 선택에 있어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요소
는 지원방식의 선택이다. 전략사업부문을 지원하는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직접지원방식과 간접지원방식이 있다.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방식은 각각 장단점을 내포하기 때문에 효율을 희생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방법
의 모색이 필요하다.

(1) 정부개입의정도
선택한 사업을 시장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정부주도로 추진
할 것인지는 경제학계의 해묵은 논쟁거리이다. 시장에 의존할
경우 목표달성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종종 의도하지 않
는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될 수도 있다. 반면 정부주도로 추진
할 경우에는 신속한 효과는 얻을 수 있으나, 시장을 왜곡하고
업계의 자생력을 희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이 자유화될수
록 더 많은 시장규율이 필요하다는 주장(Vogel, 1996)이 타당
하다면, 시장과 정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추진방식, 즉 정부의 개입정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서
비스업종별 특성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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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규제가 중요한데, 규제의 타당성이 높은 업종은 그만
큼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 높아진다. 규제의 수위가 높을수록
사업체의 자율성은 제약을 받지만, 그만큼의 반대급부가 정부
로부터 주어진다. 반면 시장자유화 업종인 경우에는 정부개입
의 여지가 그만큼 적고, 사업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앞에서 선택한 전략업종을 대상으로 규제의 정도를 살
펴보기로 한다.
시장이 대체로 자유화되어 있는 업종은 사업서비스부문이다.
따라서 사업서비스, 즉 비즈니스서비스 부문에는 현재 정부의
개입이 없는 상태이며, 따라서 기업들도 정부로부터 별다른 지
원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서비스부문의 성장이
더디게 진행되어 성장동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미흡
하다는 데에 있다. 이때 정부의 개입으로 사업서비스부문의 성
장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에서는 비즈니스서비스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이 산업을 육성
시키기 위해 2001년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수행하고 있
다(산업자원부, 2001).
규제수위가 중간정도인 업종은 운수 및 물류업이다. 운수부
문은 육상, 해상, 항공 등 인적·물적 운송수단을 망라하는 산
업이다. 운수부문은 국내의 규범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규범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제약을 받는다.
인적 수송부문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물적 수송 즉
물류부문은 상당부분 정책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부문이다. 한
국을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로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목표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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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기 위해서도 정책적인 개입과 지원이 불가피한 것이다.
물류서비스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GDP대비
물류비용이 활용된다. 1999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지표는 한
국이 16.3%로서 미국의 10.5%, 일본의 9.5%보다 월등히 높
다. 또 기업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용도 한국이 12.5%로 미국
이나 일본에 비해 2배 정도로 높다(<표 Ⅳ-11> 참조).
물류부문 효율화를 위해 정부가 개입 또는 지원한 사실은 여
러 국가에서 발견된다. 1980년대 초부터 미국은 E D I EXPRESS 등 공공물류정보 기반을 구축하여 물류산업을 지
원함으로써 월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의 성장토대를 마련하였다.
일본에서도 종합물류시책을 수립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전자문서 표준안인 JTRN을 제정하여 업종간, 수송수단간 원
활한 정보처리를 지원함으로써 물류효율화를 추구하였다. 네덜
란드에서는 항만정보시스템(INTIS)을 구축하여 터미널의 모
든 정보를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을 통해 처리하며, 세관
망, 기업망, 공공망과 유럽의 관문화(Gateway to Europe)를
추진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담당부처인 산업자원부에서 선진국 수준의
기업물류비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정책을 추
<표 Ⅳ-11>

주요국의 물류비용 비교(1999)
단위：%

한 국

미 국

일 본

GDP 대비 국가물류비

16.3

10.5

9.5

매출액 대비 기업물류비

12.5

7.3

6.1

자료：산업발전전략기획단, 2002, p.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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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고 있다. 현재 12.5%인 매출액대비 기업물류비 비중을
2010년에는 8% 수준으로 낮추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류표준화, 정보화, 공동화사업을 추진하고, 종합물류전문업
중심의 물류산업으로 구조를 고도화시킬 예정이다. 또한 물류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외국인투자도 촉진할 방침이다.
규제의 수위가 대체로 높은 업종은 통신서비스, 금융 및 보
험, 문화 및 오락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통신서비스는 전통적
인 규제산업이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이동통
신, 인터넷 등 통신매체가 고급화되고 다양해짐에 따라 과거와
는 다른 내용의 규제가 필요해졌다. 규제가 엄격한 만큼 통신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이익은 크다. 가장 큰 이익은 진입장벽으
로 인한 독과점이익이다. 현재 한국의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막
대한 이익을 얻는 것도 이러한 요인에 기인한다. 그러나 2001
년도 통신서비스의 무역수지가 2억 3,500만 달러 적자인 것을
보면 통신서비스의 대외경쟁력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금융 및 보험도 전통적인 규제산업이다. 가격규제, 업무규제
등이 중요한 규제이다. 그런데, 금융이나 보험은 규제의 정도
에 비해 사업자들이 얻는 이익은 크지 않은 것 같다. 그 이유는
그 동안 정부의 시장보호막 아래에서 현실에 안주하던 경영이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기존의 질서가 와해되었기 때문이다. 정
부주도하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더불어 외국계 금융 및 보험
업계의 국내 진출로 경쟁이 격화되었다. 그러나 국내 금융업계
의 경험에 따르면, 시장개방과 경쟁격화가 오히려 금융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비스혁신의 도입, 새
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새로운 사업모델의 도입, 업무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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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김휘석·최경규, 2001).
문화 및 오락서비스도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 유지 및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규제의 수위가 높은 부문이다. 문화 및 오락부
문은 경제적인 면과 문화적인 면을 동시에 수용해야 한다는 점
에서 정책결정이 매우 어려운 부문이다. 그런데, 문화 및 오락
서비스부문은 통신이나 금융과 달리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업체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향후 주력 수출산업화가 가능한 부문이므로 지원을 확
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할 때, 시장자유화 업종에 속하는 사업
서비스부문은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
다. 규제의 수위가 중간정도인 물류산업은 동북아 물류기지라
는 정책목표 충족을 위해 정책적인 개입으로 물류인프라 구축
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규제산업에 속하는 통신서비스, 금
융 및 보험은 정부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업계의 자율성을 통
한 경쟁력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에는 정책개입으
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문화 및
<표 Ⅳ-12>

정부개입의 정도에 의한 사업추진방식
단위：%

시장자유화
운수·보관

중 간

규제산업

√

정책적 개입 방향
물류인프라 구축

통신서비스

√

경쟁환경 조성

금융·보험

√

경쟁환경 조성

사업서비스

√

문화·오락
자료：산업연구원 작성.

시장기반 확충
√

업계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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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서비스는 컨텐츠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정부개입은 확
대하되, 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문이다. <표 Ⅳ-12>에 정부개입 정도에 의한 사업추진방식
이 정리되어 있다.

(2) 시장확대방법
추진수단, 즉 추진방법의 선택에 있어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정책적인 개입으로 어떻게 시장을 확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개입을 통해 인위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방법이다. 물론 시장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수요가
창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전략업종
을 선정한 경우에는 인위적인 수요창출을 통해 시장기반을 확
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위적인 수요창출을 위한 수단 중에서 비교적 많이 사용되
는 것은 정부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다. 서비스산업에서도
이러한 정부발주 프로젝트가 제한적으로나마 시장확대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발생 당시 정부가 각종 현안에 대
한 해법을 국내외 컨설팅업체들에게 의뢰함으로써 컨설팅산업
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실을 예로 들 수 있다.
앞의 전략업종에 대한 정부개입의 수준에 대한 논의에서 시
장확대의 필요성이 가장 큰 부문은 사업서비스로 나타난다. 사
업서비스의 시장이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다
양하다. 그러나 그 본질은 단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제조업
이나 다른 서비스업종에서 사업서비스의 외부조달 필요성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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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사업서비스 기능을 자
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관행에 기인한다. 그러나 문제는 외부조
달의 필요성을 절감하더라도 아웃소싱을 의뢰할 만한 적절한
업체를 찾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 즉, 사업서비스부문이 취약하여 사업서비스
에 대한 국내외 수요가 없고, 수요가 없기 때문에 사업서비스
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깰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정부주도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프로젝트의 추진
으로 사업서비스 부문의 시장확대를 꾀하고, 이 부문이 경쟁력
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가 선택한 특정 기술프로젝
트를 연구개발업체들에게 의뢰함으로써 연구개발 시장기반을
확대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물론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서비스 업종에서 동일한
수준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파급효과
가 크고, 지렛대 역할을 하는 업종의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물류인프라 구축이 정책적 개입방향으로 설정된 운수
및 보관에서도 정부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물류
인프라의 구축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추
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정책과제로
채택하고 있는 물류표준화, 물류정보화, 물류공동화 사업들은
시간도 많이 들지만 업계주도로 추진하기에는 힘겨운 과제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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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방식의선택
추진방법에 있어 마지막으로 고려할 요소는 지원방식을 선택
하는 것이다. 지원방식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가 넓은 범위에서 WTO의 서비스산업
에 대한 보조금유형에 해당된다. 직접지원은 무상지원, 대출,
지분참여 등과 같이 직접적인 자금이전을 뜻한다. 반면, 간접
지원은 대출보증과 같은 잠재적인 자금 또는 채무부담의 직접
이전, 조세지원, 사회간접자본 이외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
공, 자금공여기관에 대한 지불, 소득 또는 가격지원 등을 포함
한다. 그러나 공산품과 달리 서비스산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
서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WTO에서도 아직까지 국제적인 규
범이 없는 실정이다. 다만, WTO의“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에서는 회원국 정부에 의한 보조금지급에 대해
원칙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다.
첫째, 보조금이 서비스교역을 왜곡시킬 가능성을 인정하고,
향후 필요한 협상을 개시하여야 한다(GATS 제15조
1항).
둘째,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
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경우 호의
적으로 고려해야 한다(GATS 제15조 2항).
셋째, 모든 회원국들은 서비스 보조금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
여야 한다(GATS 제15조 1항 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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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볼 때 아직까지 WTO에서는 서비스산업 보조금에 대
해서는 강제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서비스협상 과정에서
향후 보조금지급에 관한 규정이 어느 정도는 윤곽이 잡힐 것으
로 보인다. 어쨌든 제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비스업에서도
보조금은 앞으로“원칙적인 금지”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지원은 자금이 직접 사업체에게 이전되기 때
문에 그 효과가 신속히 나타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금전적인 지원은 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이나 운영자금을 증가시
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업경영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 지원
이 자칫 잘못 이루어지면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 외환위
기 당시 금융기관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한 결과 금융구조
조정에는 기여를 하였지만, 공적자금의 낭비를 경험하였다. 그
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자금지원이 기업의 경쟁력에 기
여하는 정도가 매우 미약하다는 점이다. 자금이 기업의 경쟁력
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은 가급적이면 삼가고, 대신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
정부개입의 정도에 의한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앞의 논의에서
전략업종 중 문화 및 오락서비스 부문을 업계지원 확대가 필요
한 부문으로 선정하였다. 실제로 문화 및 오락서비스는 서비스
업종 중 가장 최근에 생성된 산업들이다. 문화적인 특성상 정
부의 규제가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규제로 인한 것보다는 업
계의 영세성과 경쟁력의 취약으로 인해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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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인 지
원이 필요하다.
영화, 음반, 게임, 애니메이션, 공연예술 등 문화컨텐츠 제작
업인 경우 저작권에 대한 가치평가시스템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체들의 자금조달이 크게 제약을 받는다. 이는 자본조
달시장이 발달되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투자조합 등의
투자여건의 조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문화 및
오락서비스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자금지원은 지양하는 것이 장
기적으로는 바람직하나, 예외적인 분야가 있다. 바로 창작부문
인데, 창작부문은 대부분이 개인수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자금조달 능력이 전혀 없지만, 문화산업의 인프라로서 매우 중
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창작부문은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
문화 및 오락서비스에서 중요한 것은 기획사인데, 기획사는
그야말로 전문적인 인적회사이다. 선진국의 경우 기획사에 대
<표 Ⅳ-13>

추진방법 요약
정책적 개입방법

운수·보관

시장확대방법

전략과제

물류인프라 구축 정부프로젝트 추진 시스템 구축

통신서비스

경쟁환경 조성

제도개선

금융·보험

경쟁환경 조성

제도개선

사업서비스

시장기반 확충

정부프로젝트 추진 정부수요 확대
종합지원
·기획사：법인세 감면

문화·오락

업계지원 확대

·창작부문：자금지원
·저작권：평가시스템 구축
·유통：유통시스템 구축

자료：산업연구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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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의 경우에
도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
및 오락부문은 유통시스템이 중요하나, 한국에서는 이 부문이
매우 취약하다. 대기업인 경우에는 자체적인 유통망을 활용하
고 있으나, 영세업체인 대부분의 컨텐츠제작업체들은 유통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경우 제조업에서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문화부문은 사
업자단체들이 미약하여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
서 문화상품의 유통시스템을 정부주도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전략업종에 대한 추진방법은 <표 Ⅳ-13>에 정리되어
있다.

4. 차별화요소
차별화요소(differentiator)는 가치창출의 원천, 즉 경쟁우
위를 결정짓는 요소를 말한다. 기업의 경우에는 전략제품의 이
미지, 맞춤화, 가격, 스타일, 제품의 신뢰성 등 경쟁기업에 비
해 뚜렷하게 차이를 낼 수 있는 요소를 선택하여 개발하게 된
다. 그러나 분석단위가 국가인 경우에는 이러한 미시적인 차별
화요소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산업이나 업종
전체적인 관점에서 경쟁요인을 발굴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에서 차별화요소를 개발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중
요한 것은 서비스혁신이다.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혁신은 새로
운 기술개발보다는 기존기술의 응용에 있다는 점은 앞에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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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바와 같다. 서비스혁신은 두 가지 형태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 그 하나는 프로세스혁신과 이로 인한 생산성 향상으
로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제품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창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비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서비스업에서는 가격경쟁력과 비가격경쟁력 모두가 중
요하다.
경제적인 면에서 서비스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저조
한 서비스생산성이다. 이를“코스트질병”(cost disease)이라
고 하는데,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과 질은 크게 변하지 않았음
에도 코스트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다 ( B a u m o l ,
2001). 이를 서비스패러독스(service paradox)라고도 하는
데, 이는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지속되
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 문화활동, 건강서비스
등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서비스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생산프로
세스에서의 혁신을 필요로 한다. 서비스는 생산과 인도가 구분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산방식이 고객의 만족에 미치
는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서비스를 생산하는 방식은 다양하
다. 이 중 가장 많이 채택되는 방식은 제조업의 대량생산체제
를 따르는 생산라인 방식과 한 사람이 모든 공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케이스매니저 방식이다(김휘석·최경규, 2001). 소
프트웨어패키지 생산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표준화된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생산라인 방식이 매우 높은 효과
를 얻을 수 있으나, 맞춤형 서비스와 같이 소비자기호가 각기
다른 경우에는 효과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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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비스에 정보기술이 도입되면서 종업원 한 사람이 축
적된 정보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생산에서부터 인도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형태가 경제적으로 타당해졌다. 케이스매니저
방식은 보험회사의 보험청구처리, 정부기관의 복지업무처리 등
에서 많이 활용된다. 생산라인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케이스매니저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는 서비스의 성격과 기업의
능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서비스생산 프로세스혁신을 통해
생산성향상과 동시에 고객만족의 수준을 높이는 경우 생산방식
이 일종의 차별화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생산성 문제와 더불어 서비스업에서는 비가격경쟁력을 제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비가격경쟁력의 원천이 바로 차별화
요소이다. 차별화요소는 기업별로,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다르
며, 다분히 상대적인 개념이다. 즉, 경쟁자에 비해 우수한 능력
이 차별화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차원에서
는 차별화를 결정짓는 일반적인 지표를 제시할 수 있을 뿐이
다. 이러한 지표는 기본적으로“수요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얼마나 빨리 제공하느냐”와 관련된다.
소비자의 기대는 다양하다. 신속한 서비스를 기대하는 경우
도 있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기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
부분의 소비자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신속하고도 저렴하게 제공
받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소비자가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새
로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가치를 크게 증대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소비자는
그 서비스를 수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때의 가격을 프리미엄
가격이라고 한다. 프리미엄가격을 부과할 수 있는 수준이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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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업은 새로운
가치창출을 통해 프리미엄가격을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
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업에서는 고객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대부
분의 서비스는 지속적인 서비스대면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Bitner, Brown, & Meuter, 2000). 서비스대면(service
encounter)이란 고객과 서비스제공 기업이 상호 접촉하고 교
류하는 순간을 의미한다(Winstead, 1997). 서비스업에서는
신규고객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고객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기존고객을 지속적인 고객으로 만들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선 서비스컨텐츠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술적·기능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서비스라 할지라도 수요자
가 바라지 않는 내용이면 환영받지 못한다. 두 번째로는 서비
스의 품질이 서비스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품질 수준
이 낮으면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수
요자가 필요한 시점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
한 세 가지 요소는 서비스의 신뢰수준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이러한 차별화요소들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 서비스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
서 선택한 서비스업종에 이러한 차별화요소들을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것은 동일한 서비스업에서도 기업별로 각기 다른
차별화요소들로 경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종별 특성에 따
라 강조가 되어야 할 차별화요소를 지적할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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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서비스는 이를 구성하는 개별업종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
에 일률적으로 차별화요소를 논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서비스품질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개발이
나 컨설팅, 법률서비스, 위탁생산 등의 비즈니스서비스의 경우
품질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수요자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사업서비스의 경우 또 다른 차별화요소는 가치창출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사업서비스를 외부 전문기업에 의존하는 것은 자체
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
적으로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함이다. 특히 디자인이나 광고와 같은 비즈니스서비스의 경우
가치창출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운수 및 보관의 경우 물류에 초점을 맞춘다면 신속성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류의 기본은 필요한 물품을 정확히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장소에 전달하는 것이다. 이처럼 시의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잘 갖추어진 물류시스템이 뒷받침되어
야 한다. 이 점에서 보면 생산방식도 매우 중요한 차별화요소
로 작용하게 된다.
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품질이 가장 중요하다. 인터넷
이나 이동통신 등에서 흔히 경험하는 것은 시스템장애로 인해
메시지나 컨텐츠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통신서비스
품질의 다른 속성은 보안이다. 최근 통신보안에 대한 우려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통신에서 보안이 확보되지 않으면, 서비
스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이다. 아울러 통신서비스에서는 많은
양의 컨텐츠가 신속하게 목적지에 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최
근에는 영화와 같은 대용량 컨텐츠가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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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4>

전략서비스의 업종별 차별화요소
생산방식

운수·보관

가치창출

컨텐츠

√
√
√

사업서비스

신속성
√

통신서비스
금융·보험

품 질

√

√
√

문화·오락

√
√

√

자료：산업연구원 작성.

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 점에서 보면 통신서비스에서는 신속성
도 중요한 차별화요소로 작용한다.
금융 및 보험에서는 가치창출이 중요한 차별화요소이다. 이
는 수요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수요자에게 가장 유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
별로 전담요원을 두는 이른바 케이스매니저 방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금융 및 보험에서는 생산방식도 중요한 차별화요소가
된다.
마지막으로 문화 및 오락서비스에서는 컨텐츠가 가장 중요한
차별화요소이다. 컨텐츠에서의 독창성과 참신성이 없을 경우
전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영화나 게임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컨텐츠와 더불어 문화 및 오락에서는 품질도 매우 중
요한 차별화요소이다. 영화를 예로 들면 컨텐츠가 아무리 좋아
도 색상이나 배경, 배역, 음향 등과 같은 질적인 요소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 <표 Ⅳ-14>에서는 선택한 업종
별로 강조되어야 할 차별화요소들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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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행속도 및 단계
실행속도 및 단계(staging)는 행동의 속도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전략의 네 번째 구성요소이다. 앞에서 논의한 전략분
야, 추진수단, 차별화요소는 전략을 구성하는 실체, 즉 내용이
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의 실체들은 추진속도 및 추진단계, 즉
프로세스와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최근까지 전략에 관한 연구는 전략의 내용(contents)
과 프로세스가 상호 연계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분
법적 체계를 가졌다. 그러나 전략의 내용과 프로세스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상호의존성을 간과할 경우 한
쪽 면만을 고려하는 불완전한 전략이 된다 ( P e t t i g r e w,
1992).
행동의 속도와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은 전략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자원을 처음부터 보유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한정
된 자원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과제에 먼저 배분하는 것은 지극
히 당연하다. 또한 전략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과제가 단계별
추진을 요하는 경우도 많다. 이때에는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
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밖에 없다.
전략의 개요에 대한 앞의 논의에서 자원의 가용성, 과제의
시급성, 전략내용에 대한 신뢰성, 조기성공을 실행속도 및 단
계를 결정하는 요소로 지적하였다. 또한 과제추진에 대한 접근
방법도 실행속도 및 단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접근
방법에 관하여는 총체적인(holistic) 접근 또는 점진적인
(incremental) 접근으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총체적인 접근

198 서비스 산업의 성장동력화 전략

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고, 점진적인 접
근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지표들을 전제로 지금까지 논의한 전략업
종, 추진방법, 그리고 차별화요소들에 대한 추진 우선순위를
검토한다.

(1) 자원의가용성
어떤 전략이나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처음부터 필요한 모든
자원을 보 유 하 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Hambrick &
Frederickson, 2001).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자들로부터 전략의 타당성을 인정받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가
용자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정책의 실행
과정을 보더라도 각 업종별 해당부처가 수립한 정책대안 모두
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예산을 배정하는 기획예산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전략실행을 위한 가용자원은 상당히 제한적
이라는 전제가 불가피하다. 자원의 제약이 전제될 때에는 사업
의 우선순위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앞의 전략 서비스업종
선택의 논의 과정에서 제조업과의 연관성, 수출 및 수입대체
가능성, 성장성을 감안하여 이미 업종별 정책적 비중이 도출되
었다. 그 결과는 사업서비스부문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 다
음으로 전통서비스인 운수·보관, 통신서비스, 금융·보험부
문, 마지막으로 문화·오락부문 순서로 되어 있다(<표 Ⅳ-9>
참조). 따라서 업종별로는 이러한 비중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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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추진방법에 대한 우선순위이다. 전략과제로 지금
까지 제시된 것은 통신 및 금융·보험부문의 제도개선, 운수·
보관부문의 물류시스템 구축과 문화·오락부문의 유통시스템
구축, 그리고 사업서비스부문의 정부수요 확대이다. 이 밖에도
문화·오락부문에서는 기획사에 대한 법인세 감면, 창작부문의
자금지원, 저작권부문의 평가시스템 구축이 추진방법에 포함되
어 있다(<표 Ⅳ-13> 참조).
추진방법에서는 자원의 제약요인과 추진방법의 난이도에 따
라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선 금융자원이 집
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과제는 운수·보관부문의 물류시스템
과 문화·오락부문의 유통시스템 구축이다. 다음으로는 사업서
비스부문의 정부수요 확대, 문화·오락부문의 창작부문의 자금
지원, 기획사에 대한 세금감면 순서로 금융자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통신과 금융·보험부문에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므
로 금융자원의 투입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저작권에 대한
평가시스템의 구축에도 연구과정에서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겠
지만, 과제 자체로는 자원의 제약은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난이도에 의한 추진방법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은 사
실상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이는 각 전략과제에 내재되어 있
는 문제의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문화·오락부
문의 기획사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세수감소 문제와 더불어 업
종간의 형평성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전통서비스인 통
신과 금융·보험부문의 경쟁환경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서도
시장참여자들간에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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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쉽지 않다. 저작권에 대한 평가시스템의 구축도 장기간의
깊이 있는 연구를 요하는 과제이다. 물류시스템이나 문화·오
락부문의 유통시스템은 자금만 확보된다면 다른 과제에 비해서
는 상대적으로 쉽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물류시스템 및 문화컨텐츠 유
통시스템 구축이 자금확보를 전제로 할 때 가장 쉬운 전략과제
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문화·오락부문의 창작부문 자금
지원, 기획사의 법인세 감면, 사업서비스부문의 정부수요 확대
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 및 금융·보험과
같은 전통서비스부문의 제도개선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과제에
속한다. 가장 어려운 과제는 저작권의 평가시스템 구축이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조율이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
이다.
마지막으로 전략서비스의 업종별 차별화요소에 대해서는 우
선순위를 정하기가 곤란하다. 차별화요소로는 생산방식의 개
선, 가치창출, 컨텐츠, 서비스품질, 신속성 등이 제시되었다
(<표 Ⅳ-14> 참조). 이러한 차별화요소들은 각 전략업종별로
역량을 집중하여 개발해야 할 과제로서 행동의 우선순위가 있
는 것은 아니다.

(2) 과제의시급성
실행속도 및 단계의 두 번째 고려요소는 정책과제의 시급성
이다. 시급성(urgency)을 고려하는 이유는 전략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는 즉각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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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소는 가장 먼저,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추진방법 중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가장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는 사업서비스의 정부
수요 확대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업서비스의 기반은 사업서
비스부문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추가적
인 성장기회를 사업서비스부문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시급을 요하는 과제는 운수·보관부문의 물류시스
템 구축과 문화·오락부문의 유통시스템 구축인 것으로 판단된
다.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의 구축으로 물류비 절감은 물론 동북
아의 물류기지로서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 및 오락상품을 위한 유통시스템의 구축은 영세사업
자로 구성된 문화·오락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수출
산업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 및 오락의
창작부문에 대한 자금지원도 시급을 요하는 과제이다. 문화 및
오락부문의 차별화요소는 양질의 컨텐츠에 있음을 앞에서 논의
하였다. 컨텐츠가 부실하면 문화 및 오락부문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다. 컨텐츠는 창작부문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다.
세 번째로 시급을 요하는 과제들은 통신 및 금융·보험서비
스의 경쟁환경을 위한 제도개선이다. 경쟁환경 조성은 국내 업
체들이 더 이상 제도적인 보호에 안주하지 않고 대내 및 대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시간을 두고 검토
해도 늦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작권에 대한 평가시
스템 구축도 장기간을 요하는 과제이므로 차근차근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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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3) 전략내용에대한 신뢰성
특정분야, 차별화요소, 또는 추진수단에서 신빙성과 타당성
이 인정되면, 자원조달의 용이성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능성
을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자원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는 전략수행에 있어 필요 불가결한 요건이다. 따라서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전략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명확한 목적
과 비전, 실천 가능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로 하
여금 수립된 전략을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야 한다.
이 믿음은 비단 외부의 이해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조직내부의
구성원들로부터도 얻어야 한다. 실제로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주체는 내부 구성원들이기 때문이다.
먼저 전략업종의 선택에서는 사업서비스부문에 가장 정책적
비중을 높게 두었고, 다음으로 운수·보관, 통신, 금융·보험
등 전통서비스부문, 마지막으로 문화·오락부문 순서이다. 이
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하에서 제조업과의 연관성, 수출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수출 및 수입대체 가능성, 그리고 향후의
성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한국의 현실에서 서비
스가 성장동력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가치창
출이 가능해야 하고, 어떤 형태로든 수출산업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업종별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
다. 사업서비스는 시장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프로젝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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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정부수요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물론 정부수요
만으로 시장기반이 확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시
장기반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 운수·보관에서
는 물류시스템 구축을 정부프로젝트를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물류시스템은 국가적인 시각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통신 및 금융·보험부문은 제도개선을 통해 경쟁환경을 조성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통신이나 금융·보험은 긴 역사만큼
이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문이다. 이러한 전통서비
스는 제도개선이 생각만큼 쉽지 않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린다.
신생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오락부문은 각 기능별 종합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서 향후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부문으로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차별화요소에 대한 신뢰성이다. 생산방식의 개선
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가치창출 기능을 통해 수요자에게 새
로운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프리미엄가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수요자와 서비스제공자간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야 한다. 신뢰관계 형성 및 유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컨텐츠 수
준, 서비스품질,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 등이다. 이러한 차별화
요소들은 업종별로, 또 기업별로 다르게 선택되고 개발된다.
어쨌든 분야, 수단, 차별화요소 등 전략의 컨텐츠를 구성하
는 요소들은 구체적이고도 실천 가능해야만 내적·외적 이해관
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전

204 서비스 산업의 성장동력화 전략

략은 성공할 수 없다.

(4) 조기성공가능성
전략은 조직의 미래를 현재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로 전환
시키기 위한 원대한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러한 구상은 매우 복잡한 체계를 갖게 되며, 수많은 작은 단위
과제들로 구성된다. 이 모든 단위과제들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경우는 없다. 인적·물적 자원의 제약과 동시에 환경적인 제약
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제들 중에는 순서에 따라 추진
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가 하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
저 추진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그러나 수많은 개별 단위과제
들 중 손쉽게 추진하여 조기에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제를
먼저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실행 가능한
과제의 조기성공으로 전략과제 전체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호응을 얻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문화·오락서비스의 창작부문 자금지원은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과제이다. 그러나 창작부문의 자금지원이 문화·오락부문
의 컨텐츠로 승화되어 이 부문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창작
에서부터 문화상품에 이르는 가치사슬이 매우 복잡하고 각 단
계별로 별도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문
화·오락서비스의 저작권 평가시스템 구축도 마찬가지로 장기
간을 요하는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장기과제로 분류하여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신과 금융·보험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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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도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시장참여
자간의 이해조정, 규제의 방향설정과 수위조절, 제도개선의 결
과 예상되는 효과에 대한 분석 등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들도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여 지속
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반면, 정부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시장기반을 확충하는 과제
는 손쉬운 착수가 가능한 과제이다. 이 과제는 경우에 따라 즉
각적인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또한 물류시스템 구축이나 문
화·오락부문의 유통시스템 구축은 투입자원만 확보되면 상대
적으로 쉽게 추진이 가능하며, 그 효과도 비교적 빨리 나타날
수 있는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조기성공 가능성 과제로
분류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오락서비
스 기획사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세법개정만 해결되면 쉽게 추
진할 수 있고, 또 그 효과도 빨리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업태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같은 제도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추진 과제로 설정하기에는 약간의 제
약이 있다.

(5) 전략과제에대한 접근방법
전략과제에 대한 접근방법은 사실상 앞에서 논의한 우선순위
를 결정하는 요소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접근방법
은 과제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상황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관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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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스템 구축과 문화·오락서비스의 유통시스템 구축은
총체적인 접근이 효과적이다. 이는 표준화, 정보화, 공동화 등
이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이
다. 반면, 문화·오락부문의 창작부문 자금지원, 기획사의 법
인세 감면, 사업서비스부문의 정부수요 확대, 통신 및 금융·
보험 부문의 제도개선, 저작권의 평가시스템 구축과 같은 과제
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이는
시장참여자들간의 이해조정, 예상효과에 대한 평가, 기술상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접근을 시도
할 경우 기대에 반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 Ⅳ-15>는 각 업종별 정책과제에 대한 실행속도
및 단계 논의를 종합한 것이다. 이 표에 제시한 숫자는 과제추
진의 우선순위를 나타낸다. 즉, 숫자가 작을수록 우선순위가
높다고 본 것이다. 다만, 추진속도에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
<표 Ⅳ-15>

전략과제별 추진 우선순위 및 접근방법

전략과제

추진방법
소요자원 난이도

시급성

조기성공
종합추진
접근방법
가능성
우선순위

운수·보관 물류시스템 구축

3

1

2

1

1

1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1

3

3

2

2

3

금융·보험 제도개선

1

3

3

2

2

3

사업서비스 정부수요 확대

2

2

1

1

2

1

2

2

4

1

2

3

기획사 법인세 감면
문화·오락

창작부문 자금지원

2

2

2

2

2

2

저작권 평가시스템

1

3

4

2

2

4

유통시스템 구축

3

1

2

1

1

1

자료：산업연구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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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1로,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한 과제는 2로 표시하였다.
종합추진 우선순위는 추진방법, 시급성 등 적용한 각 지표에
부여한 점수를 합하여 순위를 매긴 것으로서, 숫자가 낮을수록
우선순위가 높다. 종합적인 추진 우선순위를 보면 사업서비스
의 정부수요 확대, 물류시스템 구축, 그리고 문화·오락상품의
유통시스템 구축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문화·오락서비스의 창작부문 자금지원을 추진할
과제이다. 세 번째로는 통신서비스 및 금융·보험부문의 제도
개선과 문화·오락부문의 기획사 법인세 감면이고, 마지막으로
는 저작권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과제이다.

6. 경제논리
전략을 구성하는 마지막 요소는 경제논리(economic logic)
로서 어떻게 수익을 확보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경제논리는
최근 인터넷기반서비스가 중심이 된 이른바“.com”기업들의
사업모델과 유사한 개념이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또 분
야, 수단, 차별화요소, 실행속도 및 단계가 잘 짜여 있어도 실
제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그 전략은 실효성을 상실하게 되
는 것이다.
경제논리의 기본적인 패턴은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규모와
범위의 경제 등을 실현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이를 비
용우위라고 하는데, 비용우위를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하다. 규
모의 경제 외에도 학습효과, 투입요소비용, 생산설비 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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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술, 제품설계, 관리 및 조직의 효율성 등이 비용우위의
원천이다. 서비스업에서의 비용절감은 본질적으로 이 같은 요
인들을 결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비용우위를 추구하
는 것이다.
경제논리의 다른 하나는 경쟁자와 뚜렷하게 구별될 수 있는
차별화요소를 개발하여 프리미엄가격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를
차별화우위라고 한다.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에는 제한이 없으며, 차별화의 기회는
모든 기업들에게 각각 다를 수가 있다. 차별화우위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요자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관건이
다.
서비스산업에서 비용우위와 차별화우위를 가능하게 하는 궁
극적인 원천은 서비스혁신이다. 제Ⅱ장에서 논의하였듯이 혁신
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분이 무의미하다. 그만큼 제조업
과 서비스업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서비스혁신을 강조하는 것은 제조업혁신에서 간과하기
쉬운 혁신의 소프트한 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하나
는 지식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가치창출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본질적으로 저조한 서비스업의 생산성제고 능력이
다. 인적자본이 핵심생산요소인 서비스산업에서는 인적자원개
발 중심의 혁신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서비스혁신의 본질이다.
이러한 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은 제Ⅴ장에서 논의한다.
구체적인 경제논리를 개발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므로 여기에
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다만, 이 보고서에서는 전략업종으로
선택한 업종에 대해 비용우위와 차별화우위의 적용가능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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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만 간략히 다루고자 한다. 논의는 제4절에서 다룬 업종별
차별화요소를 바탕으로 한다(<표 Ⅳ-14> 참조).
사업서비스는 가치창출과 서비스품질이 차별화요소임을 앞
에서 논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업서비스부문은 차
별화우위를 개발하는 것이 경제논리의 대강이 될 것이다. 운
수·보관의 경우에는 서비스생산방식과 신속성이 차별화요소
이다. 따라서 운수·보관부문은 생산성향상을 통한 비용우위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통신서비스의 차별화요소는
품질과 신속성이다. 통신에서는 품질과 더불어 향후에는 보안
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간통신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에서도 도청이 문제가 된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따라
서 통신서비스의 경제논리는 차별화우위에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험에서는 서비스 생산방식과 소비자 가치창출이 차
별화요소로 제시되었다. 이는 곧 차별화우위가 경제논리가 됨
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오락서비스는 컨텐츠와 서비스
품질이 차별화요소이다. 즉, 우수한 컨텐츠와 서비스품질이 이
<표 Ⅳ-16>

전략업종별 경제논리
경제논리

차별화요소
운수·보관

생산방식

비용우위

신속성

차별화우위

◉

통신서비스

품질

신속성

◉

금융·보험

생산방식

가치창출

◉

사업서비스

가치창출

품질

◉

문화·오락

컨텐츠

품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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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오락부
문은 차별화요소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표 Ⅳ-16>에 전략업종별로 중점을 두어야 할 경제논리를
정리하였다. 이 표를 보면 대부분의 전략업종이 차별화우위에
초점이 주어진다. 이는 서비스업에서는 생산성향상보다는 소비
자 가치창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렇다고 이 결
과를 서비스업에서는 생산성향상을 통한 비용절감이 중요하지
않다고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코스트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
비스업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경쟁요인이다. 다만, 제조업 제품
은 혁신으로 인해 기능과 품질이 향상되어도 가격은 지속적으
로 낮아지지만, 서비스상품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서비스상품은 비록 서비스 기능과 품질이 고정되더라도 수요가
확대되고, 가격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이른바“코스트질병”
현상(Baumol, 2001)이 적용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적인 관점에서 서비스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활
용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략을 구성하는 5대 요
소, 즉 분야, 수단, 차별화요소, 실행속도 및 단계, 그리고 경
제논리를 한국 서비스업의 현실에 비추어 논의하였다. 다음 제
Ⅴ장에서는 이러한 전략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한 여건조
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러한 여건의 핵심은 서비스혁신환경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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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제Ⅳ장에서는 서비스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
한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실행에 옮겨 효과
를 얻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그 본질적인
것이 서비스 혁신환경 조성이며, 이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본
장에서 논의한다. 이상적으로는 선택한 전략업종에 대한 구체
적인 정책방안도 논의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이를 모두 수용하
게 되면 연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 되어 초점이 흐려지
게 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전략업종을 포함하여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만 다루고자 한다. 인적자
원의 개발, 경쟁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의 완화 내지는 철폐, 불
합리한 제도의 개선, 서비스산업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국가시스템의 구축 등을 중요한 정책과제들로 상정하였
다. 먼저 서비스혁신을 촉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책과제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 중 몇 가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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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자원의 참신한 재조합을 통해 기술혁신과 더불어 서비스혁신
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포괄적인 개념
의 기업가정신이 제대로 발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OECD에서는 지식기반경제와 서비스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이 중요하고, 서비스산업
과 제조업을 통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OECD, 2000). OECD에서 제시한 정책이슈로는 시장자유
화, 규제개혁, 정부정책, 중소기업, 인력개발, 정부서비스, 서
비스통계 등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고 있다. 그 중 한국의 현실
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은 사항으로는 서비스 및 서비스산업
의 정의와 통계체계, 규제개혁, 인적자원개발 및 교육, 혁신촉
진정책, 포괄적인 정책체계 등을 들 수 있다.
1) 서비스통계
서비스혁신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서비스활동
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통계, 그리고 측정기법의 개선이 이루
어져야 한다. 제조업이나 기타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서비스
산업에 대한 데이터는 형편없이 열악하다. 서비스활동이 정확
히 통계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산업의 추세를 제대로 이
해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올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없다.
서비스통계의 경우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세부적
인 업종별 통계로는 기능별·업종별 융합현상을 반영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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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통합정도와 서비
스캡슐화 정도를 인식하는 새로운 통계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혁신의 경우에도 종종 비기술적 혁신의 특성으로 인해 서비스
산업은 측정의 문제가 대두된다. 특허활동이나 공식적인 R&D
및 물리적 실체에 대한 측정은 비기술혁신에는 극히 제한적으
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또한 서비스산업에서 중요한 지적자본
과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측정도 큰 폭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
제이다.
2) 규제개혁
비즈니스서비스, 엔터테인먼트, 또는 개입서비스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서비스는 전통적으로 규제산업이 되어 왔
다. 규제의 논지는 경제적인 이유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사
회·문화적인 이유인 공익성을 바탕으로 한다. 서비스에서의
규제는 사회·문화적인 이슈와 경제적인 이슈간에 균형을 이루
어야 하나,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 규제는 해당업종에는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업종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
며, 서비스교역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영향을 미친다. 규제개혁
을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정보, 분석 및 의사소통을 필요로
한다.
효과적인 국내규제는 서비스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규제개혁이 제대로 되면 시장규율과 경쟁환경의 조성으로 투자
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성장을 견인하게 된다. 진입규제와 행
정규제 등이 중요하며,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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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급속한 기술변화에 시의적절
하게 규제가 대응하지 못하는 이른바 규제지연(regulatory
lags)도 혁신을 저해하는 일종의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한다. 특
히 새로운 산업이 생성되면 규제가 필요한지, 또는 무엇을 규
제해야 할지에 대해 신속하고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한편 시장접근, 즉 진입규제는 서비스부문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투자에 매우 중요하다. 시장접근이 원활할 경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업간 경쟁을 유발하게 된다. 국제
경쟁이 없을 경우 시장압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혁신유인이 소
실된다. 또한 외국인투자가 제한될 경우에는 생산성이 최적 이
하로 떨어지고, 코스트와 가격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
이 잘못되고, 혁신에 대한 투자가 감소한다. 시장접근은 또한
지식, 신기술, 혁신적 사고의 국경간 확산을 촉진한다. 현재
WTO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서비스의 다자간 협상은 서비스산
업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정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3) 인적자원 개발 및 교육
서비스혁신은 기량을 갖춘 인력에 크게 의존한다. 고수준의
인적자원은 제조업을 포함한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서비스업에
서 더 중요하다. 서비스활동이 낮은 기술의 직종에서 점차 지
식집약적 전문직으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급
인력의 부족은 서비스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
비스부문의 인력부족 현상에 대해 국경간 인력이동의 자유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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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Edwards &
C r o k e r, 2002). WTO의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이 그 수단의 일부를 제공하고 있다.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환경에서는 평생교육과 교과
간 상호교류를 확대하는 방향의 폭넓은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와 산업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환경도
중요하다. 이것은 교육·훈련 인프라를 새로운 기량의 개발과
잠재되어 있는 새로운 서비스활동 및 혁신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4) 혁신환경의 조성
전통적으로 정부정책은 제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R&D와
기술확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혁신프로세스에
있어서 서비스기능과 제조기능간의 중요한 차이점을 정책에 반
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장실패와 같이 극히 제한적인 경우
에만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 혁신정책에 있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조업
중심의 현행 혁신체제를 옹호하는 학자들은 서비스가 본질적으
로 경제의 다른 부문에서 발생하는“진정한”혁신에 대해 피동
적이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촉진자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
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적 R&D에만
의존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특히 지식집약 비즈니스서비스 부문에서의 비기술적 혁신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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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역동적이며, 모든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
네트워킹과 집적화가 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현행 정책의 실효성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특허는 그 속성상 기술제품에 주로 활용이 되기 때
문에 서비스에서는 실효성이 작다. 대신 서비스에서는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보호, 또는 최초 시장진입자를 보호하는 방
식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현행 지적재산권보호 제도가
서비스혁신을 촉진하는지, 아니면 저해하는지를 판단하기가 현
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5) 서비스정책체계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서비스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일
이 정부로서는 중요하다. 현재의 서비스정책은 단편적인 방식
으로 개발되고 집행되는 실정으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
하다. 보다 통합된 정책프레임은 정책수립에 있어서 일관성과
신뢰성을 크게 얻을 것이며, 보다 정확한 데이터수집과 올바른
규제개혁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정부는 시장실패 또는 시
스템실패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시장실
패나 시스템실패는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가 불충분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때에는 정부개입을 필요로 한다.
서비스정책의 개발과 집행에 있어 포괄적인 정책(generic
policy)인지, 아니면 부문별 정책(sectoral policy)인지도 중
요한 이슈가 된다. 포괄적인 정책의 이점은 비전을 제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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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과 사업환경, 기량 개발과 훈련, 효율적인 자본시장,
경쟁정책 등의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에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포괄한다는 점이다. 또한 포괄적인 정책은 투
자, 네트워킹, 산학협동, 지적재산권제도 개선, 국가간 창의성
및 기술교류 등을 촉진하는 넓은 범위의 산업정책을 다루게 된
다. 반면 부문별 정책도 실질적인 해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서비스혁신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정책체계는
정치체제와 관료체제의 영향도 받게 된다. 중요한 정부지원은
정치적 이해에 따라, 또는 부처간 이해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
이 있다. 부처간 이해의 상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전담부서를 독립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
나 각종 이질적인 서비스부문을 총괄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효
율이 야기될 수도 있다. 다른 대안으로는 고위급 서비스위원회
나 서비스자문기구를 설립하여 부처간의 이해조정은 물론 정부
와 산업간의 조정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서비스산업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1) 서비스산업인적자원개발의중요성
현재까지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과거 우리 경제의 성
장을 주도했던 제조업을 중심으로 입안, 추진되어 왔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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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제조업에서의 교육훈련 정책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정비되
어 있으나, 서비스산업에서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사실상 전
무한 형편이다. 그 원인으로는 서비스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비
교적 최근에야 주목받기 시작했고, 서비스산업 기업과 근로자
들도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지금까지 크게 관심
을 갖지 않았던 점을 들 수 있다.
서비스산업에서 인적자원이 중요한 것은 산업의 특성상 기계
설비의 기술적 우위보다는 인적자원의 우위가 서비스산업의 경
쟁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서비스 인적
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제조업과 구별되는 서비스산업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서비스산업에서의 인적자원
개발 정책을 입안, 추진해야 하며, 그에 적합한 제도적 틀도 함
께 모색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은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가 중
심이 되는 체제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정규교육을 중심으로,
노동부는 정규교육 이외의 직업교육훈련과 재직자훈련을 각각
주관하고 있다. 그 외 정부 부처별로 정보통신산업, 문화산업
등에 대한 별도의 인력양성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다
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lifelong learning) 또는
계속훈련(continuous training)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이 원활
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서비
스산업의 인적자원개발은, 제조업에 적합한 인적자원개발 정책
이 서비스산업으로 단순히 확대되거나, 서비스산업 업종별로
실시되는 정책이 상호연관성과 정합성을 갖추지 못한 채 단편
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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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은 정규교육 이후의 교
육훈련이 중요한데, 서비스산업에서는 이러한 지속적인 교육훈
련의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현재 정규교육 이후의 교육
훈련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교육 정책과 노동부의 재직자 교
육훈련 정책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노동부의 재직자
교육훈련 정책은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기반으로 운
용되면서 서비스산업 교육훈련 활성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교육 정책도 일반국민들의 시간제
약 및 금융제약을 효과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면서 뚜렷한 성과
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교육 정책보다 노
동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산업계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를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인적자원개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
다. 특히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정책적 전제, 즉 노동시장의 여
건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이를 바
탕으로 서비스산업에서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정책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우선 서비스산업 노동시장의 특징
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현재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관련 정책에
서의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2) 서비스산업노동시장의특징
서비스산업 노동시장은 산출물시장 자체가 각각의 업종별로
크게 다르며, 이에 따라 노동시장도 각기 독특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공통된 특징을 추출해 내기란 사실상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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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서비스산업의 개별 업종들이 대인서비스를 주로 하는
음식숙박업으로부터 운수통신, 금융과 같이 자본집약적 서비스
까지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고용형태나 근로자구
성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서비스산업 취업자를 제조업과 비교하여 보면, 특징적으
로 드러나는 점은 업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임금근
로자보다 자영업 및 소기업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표Ⅴ-1>에서 보듯이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경우
비임금 취업자가 전체의 50% 안팎에 이르며, 운수통신업, 공
공·개인·사회서비스업, 부동산임대사의 경우에도 20～30%
에 이르고 있다. 비임금근로자들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체를 가
진 자영업자 혹은 자유·계약직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고,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들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
능력개발사업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서비스산업 취업자의 상당
수가 현재 노동부의 교육훈련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비임금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인적자원개발을 순수히
비임금근로자 개인의 자발적 의사결정에 맡겨버릴 수도 있으
나, 이 경우 서비스산업 비임금근로자의 개인적·자발적 의사
결정을 제약하는 조건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 서
비스산업 비임금근로자가 교육훈련에서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시간제약 및 금융제약을 겪고 있다면, 서비스산업 비임금근로
자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임금근로자에 준하는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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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특히 일부 서비스업종의 경우, 소규모 사업체의 창업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임금근로자로 종사하다가 비임금
근로자로 전환하기 쉽다. 이때 서비스산업 비임금근로자의 경
제적 처지가 임금근로자의 그것과 뚜렷이 구분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경우 임금근로자와 비임
금근로자를 구분하는 교육훈련 정책보다는, 임금근로자와 비임
금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정책이 필요하다.
서비스산업의 또 다른 특징은 고학력을 요구하는 업종과, 고
학력이 요구되지 않는 업종으로 구분되며, 고학력이 요구되는
<표 Ⅴ-1>

산업별 종사자 지위별 구성비

임 금

비임금

총 계

10.5

37.6

100.0

1.6

5.5

92.2

100.0

68.4

15.8

5.3

10.5

100.0

비정규

근로자

상 용

임 시

일 용

합계

62.4

30.4

21.5

농·림·어업

7.8

0.7

광업

89.5

제조업

82.4

49.5

23.5

9.4

17.6

100.0

100.0

83.9

10.7

5.4

0.0

100.0

건설업

76.1

20.6

12.8

42.7

23.9

100.0

도매 및 소매업

44.5

14.1

24.5

5.9

55.5

100.0

음식·숙박업

52.5

4.3

31.5

16.8

47.5

100.0

운수·통신업

67.2

50.2

13.2

3.8

32.8

100.0

금융·보험업

91.7

53.1

35.5

3.1

8.3

100.0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78.9

43.7

29.3

5.9

21.1

100.0

공공·개인·사회서비스업 74.7

42.6

23.7

8.4

25.3

100.0

전기·가스·수도사업

자료：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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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의 경우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대졸 이상이라는 점이다(<표
Ⅴ-2> 참조). 즉, 음식숙박업의 경우 대졸 이상이 9% 가량에
불과한 반면, 공공개인사회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전체 취업자의 40% 이상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대졸 이상 학력이 전체
의 20% 정도에 불과하여 이들 업종과 대조된다. 이러한 학력
별 구성의 차이에 따라 서비스산업에 독특한 인적자원개발 정
책의 필요성을 지적할 수 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은 특
정 기업이나 특정 직무에 국한되는 교육훈련이 아니라 노동시
장 전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일반적 숙련을 그 내용으로 하는
<표 Ⅴ-2>

산업별 학력수준별 구성비
중졸 이하

고 졸

대 졸

계

24.9

100.0

산업전체

31.6

43.5

농림·어업

81.5

16.0

2.6

100.0

광업

52.6

36.8

15.8

100.0

제조업

30.0

49.7

20.3

100.0

5.4

44.6

50.0

100.0

건설업

32.7

46.9

20.4

100.0

도매및소매업

24.6

52.1

23.3

100.0

음식·숙박업

41.3

49.9

8.8

100.0

운수·통신업

24.4

55.3

20.3

100.0

전기·가스·수도사업

금융·보험업

8.3

48.5

43.2

100.0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21.0

37.0

41.9

100.0

공공·개인·사회서비스업

18.4

36.8

44.8

100.0

비서비스업

44.7

39.9

15.4

100.0

서비스업

23.8

45.6

30.5

100.0

자료：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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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다. 이 경우 고학력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일반
적 숙련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기업에서는 투자비용 회수 불가
능성 때문에 투자를 기피하며 그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그러나 고학력 근로자가 자신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별
도의 시간을 내기 어려운 시간적 제약과, 교육훈련비용을 개인
이 부담하는 데 따르는 재정적 제약을 고려할 때 근로자 개인
의 의사결정에만 의존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숙련에 대한 과소
투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고학력 근로자가 다수를
이루는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고학력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또는 비용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산업 취업자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기업에 취업하
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서비스산업이 본질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시장이 아니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불
완전경쟁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
에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고,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100인 미만의 소기업 취업자가 제조업의 경우
62.0%인 데 반해, 도소매 93.6%, 음식숙박은 98.0%에 이르
며, 금융보험과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도 각각 8 0 . 7 %와
80.0%로 소기업 취업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표Ⅴ-3> 참
조).
일반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기업 내에서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데 따르는 고정비용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교육훈련이
어려워진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비교적 대규모 기업의 비중이
크고, 취업자 비중도 높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의 교육훈련 미
실시에 따른 문제점이 크지 않으나, 서비스산업은 다르다. 또

224 서비스 산업의 성장동력화 전략

<표 Ⅴ-3>

산업별 사업체규모별 취업자 구성비
단위：명

1~4인5~9인
산업전체
농림어업

10~ 20~ 50~ 100~300~500~1000인
19인 49인 99인 299인499인999인 이상

34.2 11.4 10.5 13.3
4.3

8.9

9.7

3.3

3.5

5.2

8.3 11.2 30.2 37.2

8.9

0.0

0.0

0.0

4.5

2.1 14.1

6.0

광업

16.7

7.6 17.8 23.3

제조업

13.6

9.3 11.3 16.7 11.1 14.2

4.8

3.2

3.8 12.4

9.2

전기가스수도

2.1

8.0

4.0 14.8 18.4 32.1

4.8 14.2

건설

12.8 16.0 18.8 21.8

9.0

9.5

3.2

3.8

5.3

도소매

59.7 13.9

9.1

7.7

3.2

3.8

1.2

0.5

0.9

음식숙박

72.2 15.3

5.7

3.4

1.4

1.0

0.3

0.4

0.3

운수통신

32.3

6.5

8.9

9.7 25.3

6.1

3.1

1.5

금융보험

3.6

8.3

3.8

4.2

3.0

9.6 11.7

3.8

2.6

2.0

3.9

6.3

3.9

6.6

8.0 20.4 36.8 11.9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24.1 15.3 14.2 16.8

기타서비스

32.0

9.9

9.6 12.4 13.4

8.6

자료：통계청,「사업체기초통계조사」, 2001.

한 서비스산업의 경우 소규모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경제 전반
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
의 인적자원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의 중요성이 서비
스산업에서 더욱 커지게 된다.

(3) 서비스산업인적자원개발의문제점
현재 정규교육 이외의 교육훈련은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사
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업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지원
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강순희 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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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사업은 크게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로자에 대한
지원, 실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된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
은 재직근로자훈련 지원, 유급훈련휴가 지원, 직업능력개발 훈
련시설장비자금 대부 등이며,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수강장려
금 지원과 근로자학자금 대부, 실업자훈련은 실업자 재취직훈
련, 정부위탁훈련, 취업훈련, 고용촉진훈련 등이다. 재원은 고
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장규모별로 임금의 0.1～0.7%인
직업능력개발보험료(전액 사업주 부담)에서 조달된다. 따라서
현재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은 크게 고용보험 가입
사업자의 근로자와 실업자, 미취업청소년 등이 되며, 자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실시비율은 사업체규모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Ⅴ-4>를 보면, 수혜근로자와
지원금액이 가장 많은 재직자 훈련의 경우 2001년을 기준으로
150인 미만의 경우 적용대상 근로자의 4.1%만이 지원을 받은
반면, 1,0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적용대상 근로자의 85%
가량이 지원을 받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사업체 소속 근로자
의 교육훈련에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사업체
규모가 영세할수록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관리, 혹은 위
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정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교육훈련
을 기피하게 된다.
또한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교육훈련에 따른 조업차질을 대체
인력으로 보충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러한 점은
소규모 사업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에서 사업체
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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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

사업체규모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인원 및 지원금

계

150인 미만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근로자

6,908,888

4,381,773

1,403,076

1,124,039

인 원

1,555,402

181,509

419,028

954,865

지원금액

170,414

26,961

44,832

98,621

실시비율

22.5

4.1

29.9

84.9

109.6

148.5

107.0

103.3

1인당지원금

자료：노동부,「직업능력개발현황」, 2002. 7.
주：2001년말 기준.

다. 물론 업종별로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13) 서비스산업의 교육훈련 부진을 사업체의
영세성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이것이 중요한 한
원인이 되는 것만은 사실이다.
업종별로 교육훈련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현재 적용
대상 근로자 대비 지원인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전기·
가스·수도업종으로 약 50% 가량의 실시비율을 보인다. 서비
스산업에서도 운수·창고·통신과 금융·보험·부동산이 각각
31.8%와 28.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반면 도소매, 음식
숙박, 교육서비스기타는 모두 8% 수준의 실시비율로 사업체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이들 업종에서 대단히 부진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표 Ⅴ-5>를 기준으로 할 때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제조
13) 강순희 외(2001)에 따르면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운송통신업, 금융보험업, 보건사회
복지업의 경우 50～60%의 기업이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에는 37.0%, 부동산사업서비스업 37.7%이며, 기타공공/
개인서비스업은 16.7%의 기업이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서비스산
업의 업종별로 교육훈련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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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인원 및 지원금
근로자

계
농수임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공사
건설업

인 원

지원금액 실시비율 1인당지원금

6,908,888 1,555,402 170,413
216

22.5

109.6

14.8

71.2

20,567

3,044

16,703

273

42

1.6

154.4

2,616,162 748,259

78,580

28.6

105

56,545

29,222

4,453

51.7

152.4

529,913

57,524

10,095

10.9

175.5

도소매음식숙박

953,568

82,259

10,965

8.6

133.3

운수창고통신업

578,825 184,215

16,071

31.8

87.2

금융보험부동산

1,354,346 386,814

40,426

28.6

104.5

9,565

8.2

149.9

교육서비스기타

782,259

63,792

자료：노동부,「직업능력개발현황」, 2002. 7.
주：2001년말 기준.

<표 Ⅴ-6>

업종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인원 추이

실시인원
1998
계
농수임어업

1999

실시비율

업종별
실시인원구성비

2000 1998 1999 2000 1998 1999 2000

315,379 781,408 1,220,344

2.5

6.0

9.0100.0100.0100.0

204 1,158 3,746 0.2

1.4

4.8 0.1

0.1

0.3

제조업

62,802 376,463 619,223 2.1 11.9 18.6 19.9 48.2 50.7

전기가스수도공사

1,967 14,827 33,289 3.7 25.9 58.8 0.6

1.9

2.7

건설업

4,089 34,058 66,429 0.6

5.2 10.4 1.3

4.4

5.4

1.5

1.7 9.0

7.1

5.7

7.2 10.7 2.3

7.9

7.8

도소매음식숙박

28,266 55,100 69,948 0.8

운수창고통신업

7,242 61,765 95,610 0.9

금융보험기타서비스

211,409 238,037 332,089 5.1

5.5

7.3 67.0 30.5 27.2

자료：노동부,「직업능력개발현황」, 2002. 7.

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에서도 일부 업종에서는 비교적 활발
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경우 문제는 위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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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직업능력개발보험료를 지불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는 점이다.
즉 <표 Ⅴ-6>에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비율을 산정
하면 전기·가스·수도의 경우 1 9 9 9년 25.9%, 2000년
58.8%로 가장 높고, 제조업도 각각 11.9%와 18.6%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서비스산업은 2000년 현재 운수·창고·통신
업 10.7%, 금융·보험·기타서비스 7.3%, 도소매·음식숙박
1.5%로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표 Ⅴ-5>와는 달리
<표 Ⅴ-6>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서비스산업의 직업능력개발훈
련 실시가 저조하게 나타나는 것은 서비스산업의 사업체들이
영세사업체들이 많고, 이들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도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영세사업체의 고용보험 미가입은 앞
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지만, 생산물시장 자
체의 특성상 영세사업체의 부침과 교체가 빈번하기 때문에 <표
Ⅴ-6>에 나타난 상황이 짧은 기간 내에 변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는 기존의 고용보험기금에 의존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이외
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기업 및 근로자의 인적자
원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앞서 지적한 것처럼 영세 서비스산업 기업들이 현재 교육
훈련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도 <표
Ⅴ-6>과 같은 상황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기업들에서도 인적자원개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점
에서 현재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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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서비스산업에서 인적자원개발이 부진한 것은 기업과 근로자
의 금융제약 이외에도 마땅한 교육훈련 기준과 프로그램이 없
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14) 즉 과거 한국의 산업인력
양성 정책은 제조업의 기술기능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진
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조업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이나 훈련
기준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으나, 서비스산업의 경
우에는 국가기술자격이나 훈련기준 등이 거의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자격(qualification)은 학력 이외에 노동시장에서 근로
자의 지식과 기술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며, 자격취
득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각 자격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 개인의 교육훈련 계획 설정에도 유
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한국의 자격제도는 현재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과 공인민간자격, 사내자격 등으로 구분되는
데,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매년 200만명 이상이 응시하는 등 노
동시장에서의 핵심 신호기제로 활용되고 있다. 물론 현재 자격
제도의 현장 적합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으며(조정윤,
1999; 신명훈, 2000; 강경종, 2002), 그 개선 노력도 진행
되고 있다. 현행 자격제도의 문제점을 둘러싼 논란 및 보완 노
력은 동시에 자격제도가 노동시장에서 갖는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으로, 서비스산업에서도 자격제도의 적절한 정비 및 이를 통

14) 강순희 외(2001)에서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의 애로사항으로 도소매업, 보건사
회복지업, 기타공공개인서비스의 경우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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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7>

기술분야별 자격종목 현황

총 계
총 계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132

기능사

590

97

33

100

204

1. 기 계

118

10

10

15

31

52

2. 금 속

48

6

6

7

10

19

3. 화공 및 세라믹

20

5

1

4

5

5

4. 전 기

19

5

2

4

4

4

5. 전 자

13

3

1

3

3

3

6. 통 신

20

1

1

4

7

7

7. 조 선

9

3

-

1

1

4

8. 항 공

9

2

1

1

1

4

9. 토 목

29

11

-

4

4

10

10. 건 축

33

4

2

3

7

17

11. 섬 유

30

6

2

4

9

9

12. 광업자원

16

4

-

3

4

5

13. 정보처리

8

2

-

2

3

1

14. 국토개발

11

3

-

3

3

2

15. 농 림

39

6

1

9

9

14

16. 해 양

20

4

-

8

5

3

17. 산업디자인

6

1

-

2

2

1

18. 에 너 지

6

3

-

2

1

-

19. 안전관리

19

7

1

5

5

1

20. 환 경

13

4

-

4

4

1

21. 산업응용

39

6

-

11

8

14

22. 교 통

3

1

-

1

1

-

23. 공 예

22

-

1

-

4

17

24. 음·식료품

11

-

2

-

1

8

5

-

2

-

-

3

25. 위 생
26. 기초사무

18

27. 전문사무

6

워드프로세서, 한글속기, 영문속기, 비서,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사
직업상담사, 사회조사분석사, 전자상거래관리사

자료：노동부,「직업능력개발현황」, 2002. 7을 재구성.

1～3급
1～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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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효과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서비스산업 분야 직종에 대해서는 각종 자격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 <표 Ⅴ-7>의 기술분야별 국가
기술자격 현황에 따르면 2001년말 현재 590개 분야 중 서비
스산업 분야는 기초사무, 전문사무, 위생, 음식료품, 산업디자
인, 일부 산업응용 등으로 70～80여 종목이며, 대부분 제조업
분야의 종목들로 이루어져 있다. 민간공인자격의 경우에는 <표
Ⅴ-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비스산업 분야의 자격이 신용분석
사, 회계정보처리사, 전산세무회계 등 약 20여 종목에 이르러
대체로 서비스업 자격이 많은 편이다.
훈련기준의 경우에도 <표 Ⅴ-9>에서 보듯이 제조업 관련 직
<표 Ⅴ-8>

민간자격 현황

재정경제부

신용분석사, 대출심사역, 국제금융역

교육부

한자능력급수, 실용영어

자격 종목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기계정비사, 사출금형제작사, 프레스금형제작사, 전기계측제
어사, 무역영어
E-Test(E-Professionals), 정보시스템감리사, PC활용능력평가
시험, 인터넷정보검색사, 네트워크관리사, 정보기술자격시험
점역·교정사, 병원행정사
치공구제작사, CNC기계절삭가공사, 기계설계제도사, 기계및시스

노동부

템제어사, 공작기계절삭가공사, 자동화설비제어사, 산업전자기기
제작사, 컴퓨터운용사, 가구설계제도사, 회계정보(처리)사, 문서
실무사, 펜글씨검정, 전산세무회계

산림청

수목보호기술자격, 분재관리사

조달청

구매·자재관리사

8부처

35종목

자료：노동부,「직업능력개발현황」, 2002. 7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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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9>

직업훈련 기준 현황
계 (204)
기 계

64

금 속

16

화공 및 요업

11

전 기

14

전 자

15

통 신

9

조 선

7

항 공

2

토목 및 환경

6

건 축

18

섬 유

11

광 업

2

국토개발

3

농 림

3

수 산

2

공 예

14

산업응용

7

자료：노동부,「직업능력개발현황」, 2002. 7.

<표 Ⅴ-10>

직무분석개발 현황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20

20

12

80

100

비서비스업분야

18

9

4

38

55

서비스관련분야

2

11

8

42

45

자료：노동부,「직업능력개발현황」, 2002. 7을 재구성.

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산업응용의 일부를 제외한 대
부분의 훈련기준이 기계, 금속, 전자, 건축 등 비서비스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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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표 Ⅴ-10>을 보면 훈련기준과 국가
기술자격개발을 위한 직무분석의 경우 최근 서비스분야가 확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42분야,
45분야로 서비스부문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의 민간공인자격과 직무분석 등에서 나타나듯이 최근 서비스업
자격 등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조업에 비
해 국가기술자격 종목수가 적다는 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
제이다.

(4) 서비스산업인적자원개발활성화를위한 정책과제
1) 서비스산업 업종별, 직무별 교육훈련 수요분석 및 전략개발
서비스산업의 인적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
비스산업 분야의 다양한 직업이 요구하는 교육훈련 수요를 분
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서비스산업 관련 직업에 대한 체계적인 직무분석 등이 태부족
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서비스산업 자체의 다양성과
서비스산업 분야 직업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접근하되, 수요분
석 및 전략수립에서의 형식보다는 산업현장에서의 적합성을 더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자격 개발을 전제로 하는, 특정직업에 대한 직무분
석보다는, 서비스업종별로, 해당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식·기술·기능 등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목표로 추
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정직업 혹은 직무에 대한 자격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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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당 업종의 다른 직업, 직무와 유기적인 연계를 갖지 않고
추진될 경우 해당 자격의 시장 적합성 자체가 저하될 수 있고,
나아가 해당 업종의 장기적인 인적자원개발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 사업자단체, 근로자단체와 연구기관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산업 인적자원개발기구를 구성하고,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로 수행하는 직무분석사업을 동 기구가
주로 전담하도록 한다. 이 경우 단순히 직무분석사업의 이관
차원이 아니라, 해당 업종의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는,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
한 분석 결과는 교육훈련 기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서
비스산업 취업자의 자기개발 계획 수립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서비스산업에서의 훈련 및 자격기준 마련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등이 교
육훈련 수요 분석을 통해 정리되면, 이를 체계적인 교육훈련으
로 연결시킬 수 있는 훈련 및 자격기준을 정비한다. 훈련 및 자
격기준은 일부 업종이나 일부 직무분야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
고, 서비스산업 전반에서 각각의 업종과 직무분야의 상호연관
성을 고려하여 개발하도록 한다. 이 경우 현재 노동부와 교육
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제도 등의 개선 노
력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중복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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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영업자와 자유직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자영업자와 자유직 근로자를 위한 별도
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서비스산업에
서는 특정 사업체와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특정 업무
를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프리랜서 근로자와, 자신이 소유한
소규모 사업체를 피용자 1～2인 미만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
은데, 이들은 현재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범위에 포
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 직업능력개발사업과 별도로, 자영
업자와 자유직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
발하도록 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영기법,
회계 및 세무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자유직 근로자의
경우 자기관리기법, 분야별 경력개발 기법 등도 개발한다. 또
한 이들을 위해 현재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계정에서의 지원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교육훈련 자금지원 대책을 마련
한다. 이 경우 영국의 개인학습계좌(ILA) 운영경험 등을 검토
하여 개인별 교육훈련 자금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별도의 교육
훈련 자금지원의 경우 정부 지원을 토대로 개인의 대응투자를
유도하도록 한다.
4) 고학력 전문직을 위한 재훈련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산업의 경우 일부 업종에서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대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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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고학력 근로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근
로자의 경우 해당 직무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을 채용 이전에 갖추지만, 채용 이후에는 체계적인 재교육·재
훈련 프로그램의 부족에 따라 재교육훈련 기회를 거의 갖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고학력 전문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
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
러한 재정지원은 수강장려금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실시한다.
5) 근로자 주도의 교육훈련비용 지원 확대
현재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는 사업주가 주도하는
사업내 교육훈련 이외에 근로자 개인의 교육훈련에 대해서도
수강장려금과 학자금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적은 여전히
저조하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수강장려금의 경우 비자
발적 이직을 전제로 하는 경우나 정보화교육에만 지원하고 있
으며, 학자금지원도 최근까지 대학원 이하의 2년제 이상 대학
에 국한되었던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최근 학자금지원의 경우 대학원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
므로 서비스산업 근로자의 경우에도 이용가능성이 넓어진 것으
로 보이나, 거치 및 상환기간의 연장 등을 통해 근로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수강장려금의 경우에는 비자
발적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에게도 정보화교육뿐만 아니라 다양
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서비
스산업의 경우 사업체가 소규모인 관계로 사업주 주도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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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교육훈련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
주도의 교육훈련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수강
장려금 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
6) 개인교육훈련 구좌제의 도입
서비스산업 근로자가 자영업자 및 자유직 근로자, 소기업 종
사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 주도의 인
적자원개발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금융제약을 해소하
기 위해서는 개인교육훈련 구좌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개인교
육훈련 구좌제는 영국의 ILA 운영경험 및 개선시도 등을 참고
하여 추진한다.15) 개인교육훈련 구좌제도는 개인교육훈련 경력
관리 시스템의 도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부정이용을 방지
하기 위한 대책 등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이러한 개인교육훈련
구좌제는 현행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사업주의 전액 부담에 기초
하여 이루어지는 것과 무관하게 정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되,
개인의 대응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15) 영국의 ILA(Individual Learning Accounts)는 영국 국민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영국 정부가 개인별 교육훈련계좌를 개설한 개인에 대해 일정액을 보조해 주는 제
도로, 2000년 9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시행되었다. ILA는 2001년 9월까지 250만
명의 개설 실적을 올렸으나, 교육훈련제공기관의 부정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2001년
12월 중지되었으며, 2002년 현재 영국 정부는 ILA가 부정이용 등의 문제점에도 불구
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에 따라 그 제도적 개선 작업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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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개혁 및 제도의 개선
(1) 서비스산업규제개혁의필요성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대부분은 국가간의 문제보다는 국내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 다시 말해 국내의 행정적·법적 규제가 서비스산업
의 성장과 경쟁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된다. 전통적
으로 서비스산업의 규제는 시장의 실패, 즉 네트워크나 사회적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외부성(externality)이나 생산자와 소
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에서 고
안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때때로 기업이나 산업, 그
리고 전체경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당한 비용과 비효율성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첫째, 국내 규제는 경쟁을 제한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
한다. 경쟁의 부족은 자본이나 노동에 초과지대를 안겨주게 되
고, 이에 따라 이윤이나 임금은 경쟁적 조건에서보다 높아지게
된다.
둘째, 규제는 기업들로 하여금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
용하려는 유인을 감소시킨다. 그 결과 과잉투자와 초과고용,
비효율적 사업경영 등이 나타나게 된다.
셋째, 사업 범위나 공급 상품의 형태를 제약하는 규제는 기
업들로 하여금 규모의 경제나 관련분야에서의 중요한 시너지효
과를 활용하기 어렵게 한다.
넷째, 부적절한 규제는 기업의 혁신노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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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변화하는 소비자 니즈에 부응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질과 조
합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약화시킨다.
다시 말해 어느 특정부문에 있어서 부적절한 규제가 존재할
경우, 그 직접적인 결과는 낮은 생산성과 고비용, 높은 가격,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혁신의 결여, 열악한 서비스의 질로
연결되는 것이다.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규제가 시장에 가져다주는 이러한 부
정적 효과를 인식하고 규제개혁을 촉진시키기 위한 계획을 추
진하여 왔다. 여기에는 시장실패와 관련하여 규제되고 있는 분
야의 재검토와 함께 규제를 통해 그러한 시장실패를 교정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다.
이러한 검토과정에서 최근의 진보된 기술과 경험은 많은 분
야에서 규제의 정당성을 퇴색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주어진 주파수대역을 다
수의 운영자가 활용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고정 네트워크를
우회하는 기술은 고정통신분야에서 경쟁을 촉진시키는 압력으
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발전기술은 규모의 경제를
상당부분 축소시키면서 전력공급에 있어서 경쟁적인 진입을 가
능하게 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는 유통시스템에서의
진입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정부의 실패가 시장실패 이상으로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인식 또한 커지고 있다. 다년간에 걸쳐 공공부문이
주된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였던 건강이나 교육분야에서조차도
최근 민간부문의 참여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시장 메커니즘
의 보다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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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규제개혁의 진전에 따라 도로, 철도, 항공운송, 유통서
비스, 통신, 전문직서비스, 금융서비스 등 대부분의 주요 서비
스분야에서 이익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통신분야에서의 규제
개혁은 대용량 광대역통신 등과 같이 다수 서비스분야와 밀접
한 관련이 있는 정보통신기술(ICT)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창업과 관련된 행정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은
사업의 활력을 증가시키고 신규기업의 진입을 촉진한다는 점에
서 규제개혁이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규제
개혁은 환경관련서비스나 새로운 미디어시장 등과 같은 새로운
성장분야의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OEC D의 사례
OECD 국가들에 있어서 대부분의 서비스부문은 전통적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어 왔다. 기술진보 등 여러 요인에 따라
OECD 국가들은 지난 20년간 경쟁적 서비스산업과 네트워크
서비스산업의 양 분야에서 광범위한 규제개혁을 실시하여 왔
다. 그러나 국가별로 초기 여건이 서로 다르고 규제개혁의 속
도 및 정도에 차이가 있어 국가별·부문별 서비스시장의 자유
화 정도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향후 계속해서 규
제개혁이 추진되어야 할 분야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OECD 국가들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의 경쟁에 영향을 주는
각종 규제들은 크게 나누어 경제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적
규제와 특정산업에 대한 규제, 즉 법적·행정적 진입장벽,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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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활동에의 개입, (특히 철도수송이나 전력공급에서의) 수직적
통합의 정도 등으로 구분된다.
1) 경제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
경제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적 규제는 사업활동에 있어서
고정비용을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고정비용은 특히 도로운송
이나 소매유통, 통신서비스 등과 같은 경쟁적 서비스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들 산업에는 전형적으로 부침이
잦은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복잡한 인허가시스
템 등에서 나타나는 높은 행정적 비용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
여 기업의 창업과 생존율에 영향을 주게 되고 기존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규제에 따른 고정비용
으로 생겨난 진입장벽은 궁극적으로 지대의 창출에 의해 소비
자후생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OECD 국가들의 행정적 규제는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
진다. 그 첫째는 기업활동의 개시와 관련된 규제들(필요한 허
가의 수, 소관 정부부서의 수, 지체일수, 직·간접의 비용 등)
이다. 그 둘째는 인허가 시스템의 특징(예를 들면‘무응답은
승낙의 표시’로 해석하는 경우 등)에 의한 규제이다. 셋째는
규칙과 규정의 불투명성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가장 규제가 많
은 국가에 있어서의 행정적 부담은 가장 적은 국가의 6배 이상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이러한 행정적
규제가 종종 기업에 대한 국가 통제와 경쟁에 대한 법적 장벽
등과 같은 경제적 규제와 동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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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양자간의 이러한 상관관계는, 경쟁을 저해하는 전반적인
규제환경이 시장메커니즘에 영향을 주는 각종 제한과 함께 심
각한 행정적 부담을 동반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적 조합은 경쟁적 서비스 시장에 악영향을 주기 쉬울 뿐
아니라 새로운 진입과 혁신을 방해하게 된다(OECD, 2001).
2) 특정산업에 대한 규제
서비스분야에 있어서 시장메커니즘을 제한하는 대부분의 규
제는 특정산업에 대한 규제로서, 진입장벽이나 가격통제, 제공
서비스 제한 등이 포함된다. 이들 규제의 일부분은 시장실패의
존재나 비경제적 목표달성의 요구 등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지
만 규제의 많은 부분이 기존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도로운송과 항공여객수송, 그리고 통신분
야에서 폭넓은 규제개혁을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개혁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송 및 전력공급분야 등은 비교적 제
한된 규제개혁에 머물고 있는데, 이들 네트워크 산업의 시장은
종종 기존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쟁압력 또한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년간 OECD 국가들은 서비스규제에 대해 보다 시장
지향적인 조치를 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산업에 대한 규
제는 국가간, 또는 동일국가내 산업간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
다. OECD(2001)는 1998년 기준으로 소매유통, 도로화물운
송, 이동전화, 항공여객운송의 4개 경쟁적 서비스분야와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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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전력, 철도의 3개 네트워크 서비스 분야별로 OECD 국
가들간의 상대적인 규제정도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규제정
도에 따라 국가를 네 가지 부류로 구분하였다. 첫째, 규제로부
터 매우 자유로운 국가는 호주, 미국, 스웨덴, 영국이다. 둘째,
대부분 자유로운 국가는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핀란드, 노
르웨이, 한국, 캐나다, 아일랜드, 멕시코이다. 셋째, 자유와 규
제가 적절히 혼재된 국가에는 아이슬란드, 덴마크, 벨기에, 일
본이 포함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규제가 심한 국가는 폴
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터키, 그리스 등 나머지 국가들이다.
규제개혁의 국가간 격차는 경쟁적 서비스산업과 네트워크 서
비스산업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후자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네트워크 서비스산업에서
규제완화가 진전된 국가들의 경우 경쟁적 서비스산업에서는 자
유화가 더욱 진전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관계가 항상 성립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영국과 독일은 소매유통과 도로운송에서 각각 상대적으로 규제
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여타 산업에서는 매우 자유로운 정
책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일부 경쟁적 산업에서 규제적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산업에서는 상당
한 수준의 자유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음도 확인되고 있다.
한편, OECD(2001)는 향후 OECD 국가내에서 규제개혁이
기대되는 분야로서 다음과 같은 분야를 들고 있다.
·기업, 특히 활동적인 중소기업에게 요구되는 행정적 의무
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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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1>

OECD의 주요 서비스분야 규제개혁

사업서비스：사업서비스는 여타 서비스에 비해 그다지 규제가 심하지는
않으나 엔지니어링서비스, 인력 리쿠르트, 교육서비스 등에서 규제가
일부 잔존하고 있다. 또 일부 국가들 중에는 광고부문에서 건강이나
품위유지,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위해 판촉활동이나 광고의 종류를 제
한하는 규제가 실시되고 있다.
유통서비스：대형상점이나 영업시간, 구획설정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규
제가 유통부문에서의 구조변화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종종
유통시스템의 효율성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에
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를 제한시키게 된다.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의 발전과 관련된 이슈 중에는 소비자보호와 프라
이버시 문제, 인증, 인프라에의 접근, 과세 등과 관련된 규칙과 규제
가 있다. 이들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은 전자상거래의 전반적인 성
격과 경제에 대한 영향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금융서비스：경쟁의 확대 등을 포함한 금융서비스 부문에서의 규제개혁이
실시된 곳에서는 금융수단의 질과 다양성, 유연성이 개선됨으로써 생
산성 증가와 비용 및 가격의 저하, 이익 증대 등이 나타나고 있다. 전
반적인 자원배분의 개선과 함께 거시경제적 여건의 급변에 따른 자금
흐름의 차단 위험이 줄어들고 각국은 국가간 자본이동성의 증가에 따
라 이익을 얻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컨텐츠서비스：세 가지 상호관련된 분야에서 디지털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새로운 서비스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
개혁이 요청되고 있다. 첫째 분야는 시장구조, 소유권, 접근성과 관련
된 규칙의 자유화와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정책체계,
둘째 분야는 인허가정책과 상거래규약을 포함하는 규제제도 및 절차,
셋째 분야는 국산 컨텐츠 개발 촉진이 포함된 공공보조프로그램이다.
전문직 사업서비스：전문직 영업의 상업적 측면에서의 제약이 완화된 곳
에서는 진입조절, 인허가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과 수준, 소비자 보호
를 꾀하려는 노력과는 별도로 가격이 하락하고 소비자 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시장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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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고객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제
공자의 능력을 제한하기도 한다.
통신：통신분야에서의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규제개혁은 가격의 인하, 제
품 및 서비스의 다양화, 소비자선택권의 확대, 질의 제고, 비용 삭감,
생산성의 향상, 네트워크 발전 및 현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이 범세계적 서비스의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
격을 상승시키며 기존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가설
은 아직 현실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자료 : OECD, The Service Economy, 2000, p.33.

·소매유통이나 도로운송 등 경쟁적 서비스산업에 있어서의
진입이나 투자를 제한하는 조항의 제거. 예를 들면 특정
부류의 서비스 제공자나 투자자(대형 판매처, 외국기업
등)에 차별적인 조항의 제거
·국제항공노선의 개방 및 항공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의 제거
·철도화물서비스에서의 경쟁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건의
조성
·자유화된 통신서비스에 있어서의 (적절한 네트워크 상호연
결 및 접근정책을 통한) 경쟁의 촉진, 특히 경쟁적인 서비
스 제공자에 대한 로컬 루프(local loop)의 개방을 위한
여건 조성
·전력공급산업에 있어서의 개혁의 가속화(발전 및 송전분야
에서의 수직적 관계의 해체, 전선망에 대한 제3자 접근 허
용, 소매소비자를 위한 공급자의 자유로운 선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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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서비스산업의규제 및 차별적제도
1) 서비스부문의 규제
국내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는 정확한 현황 파악이 사실상
어렵다.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표 Ⅴ-12> 국내 서비스산업의 진입규제 현황(2001년 말 기준)
단위：개, %

농림어업·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세세분류

진입규제

산업수(A)

산업수(B)

비율(B/A)

55

29

52.7

473

95

20.1

7

6

85.7

43

42

97.7

543

255

47.0

162

35

21.6

숙박 및 음식점업

22

18

81.8

운수업

48

29

60.4

통신업

9

9

100.0

금융 및 보험업

34

26

76.5

부동산 및 임대업

21

6

28.6

사업서비스업

70

24

34.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25

25

100.0

교육서비스업

23

21

91.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2

19

86.4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55

25

45.5

기타 공공, 수리, 개인서비스업

49

16

32.7

가사서비스업

1

국제 및 외국기관

2

2

100.0

1,121

427

38.1

계

0.0

자료：김재홍,「진입규제의 이론과 실제」, 한국경제연구원, 200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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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준으로 할 때 제조업은 473개 산업 중 20.1%인 95개 산
업에서 진입규제가 존재하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543개 산
업 중 47.0%인 255개 산업이 진입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산업 중에서는 도소매업과 운수
업의 규제산업수가 각각 35개와 29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나, 유통·물류부문이 상대적으로 높은 진입장벽을 보인다
(김재홍, 2002). 또한 제조업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가격규
제 및 업무규제도 금융, 보험, 운수, 통신, 교육, 보건 등 일부
전통적인 서비스업에서는 존속하고 있다.
먼저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공공부문의 관행 가운데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그 몇 가지 주요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마케팅·리서치업의 경우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조사업체 선정시 최저가격입찰제를 빈번히 적용함
으로써 조사품질 및 비용대비 효과를 저하시키고 업체간 과당
경쟁을 유발하여 장기적 성장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컨설팅업의 경우에는 공공부문의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시 중
소컨설팅업체들은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것
이 일반적이나, 컨소시엄 참여업체는 실적이 인정되지 않아 향
후 공공부문 컨설팅시장에 참여하는 데 있어 진입장벽으로 작
용하고 있다. 컨벤션·이벤트업의 경우에는 대행업체 선정시
작성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제안서를 참여업
체 모두에게 요구함으로써 선정되지 못한 업체들에 대해 제안
서 기획에 대한 보상 없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아웃소싱업에 있어서는 현행「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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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에서 제한되고 있는 파견대상업종(포지티브 방식 26개 업
종) 및 기간(최장 2년)이 사업확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금융기관이 고객센터를 아웃소싱하는 경우에는 현행「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웃소싱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인사·노무 아웃소싱업체의 경우 관련업무 대행시
국세청 등 관련기관이 정보공개를 꺼리고 있는 점도 이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금융업의 경우 이미 겸업주의로 전환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달리 각종 규제로 인해 금융기관간 겸업화가 미진
하여 금융기관간 경쟁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보통
신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겸업승인제도가 모든 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진입제한과 함께 인가제나 가격상
한제 등의 사전적 요금규제제도가 존속하고 있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에도 교육기관 설치와 관련하여 수도권
인구억제책이나 인력양성정책 등 교육정책의 적용으로 여전히
많은 규제가 실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립 및 국공립교육기관
에 있어서의 자율성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도·
소매업 등 유통산업의 경우에도 과거부터 정부의 정책적 지원
이 주로 제조업에 집중되고 유통산업은 소비성 서비스업 정도
로 인식됨으로써 규제의 대상이 되어 왔다. 또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중소기업지원정책도 중소제조업체에 국
한되고 중소유통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6년 유통시장의 전면개방 이후 외국 유통기업의 국내진
입에 대한 차별적 규제는 거의 없어진 상태이나, 국내법에 의
한 일부 잔존규제 및 제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적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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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등이 남아 있다. 몇 가지 주요 예를 들면 유통점 부지
확보와 관련된 각종 법정준조세(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과밀부담
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 및 할인점 인허가과정에서의 대규모
토지 기부채납 요구, 도로개설 또는 확장, 지역발전기금 요구
등이 있다. 또한 인허가의 중복 및 번복(교통영향심의, 건축심
의, 건축허가 등) 외에 각종 법정준조세 및 인허가상의 각종 부
담(통산건축비의 7～8%)도 여기에 포함된다.
물류산업의 경우에는 일반화물운송업의 최저등록대수 기준
을 5대로 한정함으로써 5대 미만의 차량 소유자들에게는 시장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는 다단
계 중개·대리로 인한 물류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재계약 및
재중계, 대리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의 추세인 제3자물
류 활성화와 물류업체간 제휴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
성이 있다. 그리고 국내항공운수사업의 경우 복수항공사의 취
항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담합이 가능하고 경쟁
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항공노선 배분에 있어
서도 정부의 노선배분원칙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2) 차별적 제도
이상과 같은 각종 규제와 함께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제조업
에 비해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한 제도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서비스분야에 대한 제도적 차별에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명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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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외에도 서비스산업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결과적 차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먼저 자금, 기술, 정보화 지원 등 각종 중소기업 시책의 기준
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차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현행 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
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원(매출액 환
산시 약 600억원) 이하이며,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
300인 이하, 매출액 50억～300억원 이하로 정의된다. 이 경
우 상시근로자수를 분류기준으로 하면 인적자본 집약적인 서비
스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적용을 받기가 힘들어지
고, 근로자수 외를 기준으로 하면 제조업은 자본금, 서비스업
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채택함으로써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대부분 기술이나 무형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서비스
기업은 자산의 담보가치가 없어 금융자원을 활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금융 및 정책자금 지원 및 조세체계 또한 제조업 편
향적으로 되어 있다. 먼저 금융자금의 경우를 보면, 여신금지
업종 등 서비스산업 대출에 대한 과거의 제한은 폐지(1998.
4)되었으나 신용평가 기법의 미발달과 담보위주의 대출로 인해
아직도 금융자금이 제조업 위주로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자금의 경우에는 <표Ⅴ-13>에서 보듯이 2001년 정책자
금 중 제조업만 지원하는 정책자금은 17종 1조 1,470억원에
달한 반면, 서비스업만 지원하는 정책자금은 11종 6,060억원
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리고 양쪽 다 지원이 가능한 정책자금
은 6종 1조 3,790억원이지만 실제로는 그 대부분이 제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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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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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지원 현황(2001)
단위：10억원

제조업 지원
종 류

금 액

양쪽 모두 지원
종 류

금 액

서비스업 지원
종 류

금 액

경영안정 지원

3

5

4

509

1

66

설비투자 및 입지지원

8

661

1

750

6

301

신기술개발 및 사업화

5

436

-

-

-

-

정보화 지원
계

1

45

1

120

4

239

17

1,147

6

1,379

11

606

자료：김휘석,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통합정책 체계의 모색」, KIET정책자료,
2001. 10.

지원되었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 모두를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제조업 위주로 이루어진 것은 자금의 대출구조가 기업의 상환
능력보다는 담보능력에 의해 실질적인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조세감면제도상 서비스업종에 대한 차별적 제도의 예로서는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첨단기술설비, 중소기업
공장개선, 자동화·정보화시설)가 현재 제조업체에만 인정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제조
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도매업, 소매업 등 18개 업종)에는
상당수 서비스업종이 제외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한 정책목
적으로 설치된 세제지원항목간에도 적용업종이 상이하게 나타
난다. 또한 접대비, 광고선전비 등 처리시 불이익을 받는 소비
성 서비스업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도 문
제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자재 등 매입이 거의 없고
인건비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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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4>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단위：%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서비스업

운수 및 통신업

2001

20

22.5

25

2002

20

22.5

30

2003

20

27.5

35

2004 이후

20

30.0

40

자료：국세청.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에 대
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업종별 평균부가가치율의
경우에도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평균부가가치율이 높게 설
정되어 있다(<표Ⅴ-14> 참조). 제조업의 경우 기술집약산업
또는 노동집약산업에 따라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다름에도 불
구하고 일률적으로 20%의 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고 있는
데 반해,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업종별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불
합리를 노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금융 및 조세제도상 차별 외에도 벤처기업 지정
및 평가시 지식서비스 분야의 반영이 미흡할 뿐 아니라 연구전
담부서 설립 및 병역특례의 경우에도 서비스분야에 대한 차별
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지식 및 인적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과도한 설립자본금과 등록세가 창업활
동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서비스 업종 가운데 경영컨설팅 등 사업서비스의 경우
에는 일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제상 우대조치 중 많은 부분
이 제외되고 있다. 제외되는 우대조치의 예로서는 중소기업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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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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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업에 있어서의 차별적 제도 현황
제 목

내 용
주로 제조·기술 중심으로 벤처기업

지식 서비스분야 벤처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어 상대적으로 서비

지정범위 제외

스분야에 대한 벤처기업 진출은 불
가능

벤처기업 평가기관에 지식
서비스관련 단체 제외
명시적 차별

현행법상 벤처기업평가기관이 주로
제조업 및 기술중심으로 이루어져 지
식가치를 올바로 평가할 기관 부재
주로 제조·기술 중심으로 벤처기업

지식 서비스분야 벤처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어 상대적으로 서비

지정범위 제외

스분야에 대한 벤처기업 진출은 불
가능

벤처기업 평가기관에 지식
서비스관련 단체 제외

현행법상 벤처기업평가기관이 주로
제조업 및 기술중심으로 이루어져 지
식가치를 올바로 평가할 기관 부재
갑사가 장애인고용을 회피할 경우
장애인 고용분담금을 을사에게 전가

장애인 의무고용 및

되고, 이것이 다시 아웃소싱직원에

고용부담금

게 전가되는 점을 감안, 장애인고용
분담금에 대한 갑사와 을사사이의
분담에 대한 표준계약서 필요
국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300인 이상의 생산 아웃소싱업체들

결과적

300인 이상 사업장 외국인

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차별

근로자 고용제한

방안 강구 필요(중소기업으로 분류
하거나, 보다 많은 인력기준을
1,000인 정도로 확대)
부가가치세 세액결정에 있어 매출

인력파견업체의

중 인건비 비중이 95% 이상이고,

부가가치세 부담과중

매입부분이 거의 없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므로 조세경감조치 필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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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 용
지식 및 사람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

법인설립 인허가 및

스산업에 과도한 자본금과 등록세로

각종 세금

활발한 창업을 통한 동 산업의 발전
에 애로

결과적

지식 서비스의 경우 보증요청 기업

차별

의 평소신용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보증기관의 보증업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
하는 경우 제2의 보증인 요구를 하
지 말아야 할 것임.
동법이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구조와

근로자 파견대상 업종제한

사용회사의 수요에 대응하고 있지
못한 점을 감안 직종제한 완화(기능
업종 확대) 필요
파견기간 제한은 갑사, 을사, 파견

근로자 파견기간 제한

거나 제한 철폐 필요

아웃소싱
활성화 저해

근로자 모두에게 불리하므로 연장하
아웃소싱업체가 금융실명제 및 비밀

금융기관고객센터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약으로

정보제공제한

금융기관 콜센터 운영이 불가능하므
로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 강구
급여, 4대 보험 등 업무대행시 국세

인사·노무 아웃소싱시

청, 4대 보험관리공단에서 세무사,

담당자 정보의 미공개

노무사의 회사직원이 아니면 정보
미공개

자료：산업자원부,「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2001. 9.

자 준비금 손금산입,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세
액감면,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임시투자세액 공
제,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업전환 중소기
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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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파견업의 경우에는 인건비(가액의 80～90%)를 포함한
전체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부담이 그대로
파견근로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생산 아웃소싱(EMS)의 경
우에도 외국인 고용의 제한과 함께 파견근로 사용 및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물류산업의 경우에도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공장설립 유도지역내 물류시설 건립시 공장
이 받는 세제혜택이 배제되고 있고 물류업 종사자의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서는 생산직과는 달리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고 있
다.

(4) 향후의정책과제
서비스업은 그 특성상 공익성이 강조되는 부분이 많아 전통
적으로 규제산업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기술의 발달과 더
불어 규제의 타당성이 크게 퇴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 운수, 통신 등 공익과 관련된 상당수의
서비스가 관행적으로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
서비스산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진입 및 퇴출 장벽이 산
업의 활성화에 매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진입 및 퇴출
장벽의 제거는 기업의 생성으로부터 소멸에 이르는 라이프사이
클을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강
화할 뿐 아니라 진입 및 퇴출 비용을 낮추어 경제의 효율을 제
고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에 있어서의 이러한
진입 및 퇴출관련 규제의 지속적인 제거를 통하여 시장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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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제조업에서는 찾아보
기 어려운 가격규제나 업무규제에 대해서도 점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서비스업에 대해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
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금융 및 조세제
도의 형평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서비스업은 자
산의 담보가치가 없어 금융자원에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 있
다. 물적 담보가치가 적은 서비스기업은 금융자원을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보증기관의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서비스업종의 특
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증심사 기준을 재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종 투자기법 개발과 창업투자조합 결성 등을
통해 서비스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야 할 것이다.
정책자금 및 조세제도의 경우에도 최근 많이 개선되긴 하였
으나 여전히 제조업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비스산
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산업기반기금 등에서의 서비스산업 융자규모를
확대하고 융자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조업 중심의
조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
함되는 서비스업종을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자동화·
정보화 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포함
되는 서비스관련업종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성 서
비스업의 범위도 국민정서상 문제가 되는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는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범위는 각종 정책지원 및 시책에 기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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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조업에 비해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분야의 중소기업 범위를 각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되, 사업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서비스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벤처기업 지정 가능성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4. 정책체계 및 조직의 개선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
책과제로 앞에서는 서비스인적자원의 개발, 규제개혁 및 제도
개선을 논의하였다. 물론 이 외에도 서비스산업을 성장동력으
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많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현실
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서비
스산업 정책체계를 개선하고, 부처별 정책을 조정하고 조율하
는 기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정책체
계 개선 및 정책조정기능의 필요성과 대책에 관해 간략하게 논
의한다.

(1) 정책체계개선 및 정책조정기능의필요성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하였지만, 한국의 경제구조는 제조
업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다. 짧은 기간에 압축적인 성장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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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여 온 경제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산업정
책도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는 공산품수출 위주로 이루어져
온 것이다. 따라서 거의 모든 정책과 제도가 제조업 위주로 형
성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정책의 제조업 편중은 정책자금이
나 조세·금융 등이 제조업 위주로 배분되는 결과를 낳았다.
산업의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의 조직을 보더라도 모든 국·과
가 제조업을 전제로 하고 있고,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하는 과
는 산업정책국의 유통서비스정보과, 전자상거래총괄과, 전자상
거래지원과, 그리고 산업기술국의 디자인브랜드과 등 불과 몇
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체계로는 더 이상 지식기반
경제 또는 서비스경제체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산업정책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제조업 위주로 운영되어 온
것은 비단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70%
수준에 이르는 선진국에서도 그 동안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이
렇다 할 정책이 사실은 없었다(OECD, 2000). 그러나 최근
제조업의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부터 서
비스업으로 관심을 돌리게 된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서비스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의 정책기조는 대체로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에 존재하는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형
성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산업자원부나 재정경제부에서는
각종 지원제도에 있어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에 존재하는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편하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편, 한국의 경우에는 서비스업종별로 담당하는 부처가 다
르기 때문에 서비스산업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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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율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한국무역협회(2002)에서
WTO 서비스협상 분야별로 담당 부처를 조사한 결과, <표Ⅴ16>에서 보듯이 22개 서비스분야에 9개 정부부처가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은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서
비스협상에 관련된 서비스에 한정된 것이고, 서비스 전체를 보
면 실제로는 거의 모든 정부부처가 서비스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담당서비스가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것은 제조
업과 달리 서비스의 범위가 매우 넓은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므
로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각 부처별로
각기 다른 정책방향에서 각기 다른 정책수단을 적용하기 때문
에 서비스산업 전체로서 일관된 정책을 개발하기 어려운 점이

<표 Ⅴ-16>

정부부처별 담당서비스
담당 서비스

재정경제부

회계서비스, 기타 전문직 서비스, 광고 및 관련서비스,
금융서비스

산업자원부

사업서비스, 유통서비스, 에너지서비스

정보통신부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 우편 및 특송서비스, 통신서비스

건설교통부

건축서비스, 건설 및 엔지니어링서비스, 택배서비스,
물류 및 관련서비스, 운송서비스

문화관광부

영상음향 및 관련서비스, 스포츠서비스, 관광서비스

환경부

환경서비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서비스

법무부

법률서비스, 자연인의 이동

자료：한국무역협회,「지식서비스 수출활성화 방안」, 2002. 8, p. 3의 <표 Ⅰ-1>
의 내용을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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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대두된다. 이는 결국 정책역량을 분산시키고, 서비스업
에 종사하는 업체들에게 불확실성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각 부처별로 개발된 정책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기능이 요구되는 것이다.

(2) 서비스정책체계 개선을위한 과제
1) 통합정책체계의 모색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산업
정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자는 주장도 심심찮게 제
기되고 있다. 제조업은 생산프로세스가 업종별로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동질성이 있다. 반면 이질적인 업종들로 구성된 서비스
업에서는 이러한 동질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정책의
분리에는 문제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의 기능적 융합이다. 제조업은 한계에 이른 가치창출 여력을
서비스기능에서 찾고 있고, 서비스업은 제조업과의 기능적 결
합을 통해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비스업 중에서는 제조업과의 결합 없이도 독자적
인 생존이 가능한 업종도 많다.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문화
서비스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독립적인 서비
스도 그 내용을 보면 제조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첨단의료기기의 개발이 의료서비
스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 되고, 의료서비스는 첨단의료기기의
개발을 촉진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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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화서비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어쨌든 제조업과 서비스
업은 분리하여 고려할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
조업과 서비스업의 정책분리 시도는 자칫 현실을 왜곡하는 오
류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정책체계는
궁극적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당장 통합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단계를 밟아야 할 것
으로 보인다. 우선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에 존재하는 차별적 요
소를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재정경제부나 산업자원
부에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
다면, 특성상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서로 다른 점에 대한 대책
이 요망된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업은 물적 자산에 제약이 있기 때문
에 담보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서비스업은 자금조
달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으로 담보보다는 사업성 평가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방안
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투자조합을 활성화하여 서비스업체들
이 직접금융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요망된다. 이러한 방안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기법이 개
발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무형자산의 가치평가기법
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차이가 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혁신
의 성격이다. 제조업은 직접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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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어지고, 서비스업은 외부에서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는 형
태이다. 물론 제조업도 조직이나 프로세스혁신을 하고 있고,
서비스업에서도 기술개발을 하기도 한다. 혁신에서의 이러한
차이점을 제대로 반영하여야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개발될 수
있다. 그 핵심은 혁신노력에 대한 보상이다. 제조업의 경우 연
구개발에 대한 각종 혜택이 주어지지만, 제조업 시각에서 보면
서비스업은 전혀 연구개발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제도는 서비스업이 직접적으
로 받는 불리함이다. 어쨌든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에 존재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보완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정책적인
차별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정책은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구분하지 않고 보편
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다. 제조업이 점차 서비스업을 닮아
가고 있고, 서비스업도 제조업의 생산기법을 원용하는 등 둘간
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제조기업
이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진출하고, 서비스업이 제조업
사업에 진출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조
업이냐 서비스업이냐의 구분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이 통합되면, 여러 모로 이득
이 많다. 우선 기업들은 실제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도 굳이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은 오로지 가치창출을 통해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만 주력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정책역량을 분산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중한 정책자원의 낭비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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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조정기능의 강화
현재 한국의 산업정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분리되어 있
고, 서비스업은 또 다시 업종별 해당부처로 분산되어 있다. 이
렇듯 업종별로 정책담당부처가 다를 경우 정책의 일관성을 추
구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앞에서 제조업 정책과 서비스업
정책이 궁극적으로 통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 맥락에서
보면 서비스업을 관장하는 부처가 일원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
직하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책의
일관성이 가능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책기능이 업종별 담당부처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현재 진행중인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서비스협상
에 대한 준비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서비스협상은 다른 국
가가 요청한 시장개방안을 검토하여 우리의 양허안을 작성하
고, 우리가 다른 국가에 요청한 안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프로
세스이다. 이 프로세스는 업종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종별
로 담당부처가 달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국가간의 협상에서는 이른바“주고받기”(give and
take)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업종에만 국한해서 다룰
수가 없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스크린쿼터 철폐를
요구하는 국가와의 협상에서 우리의 스크린쿼터를 철폐하는 대
신 상대방의 금융서비스 시장개방을 대가로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때 담당부처인 문화관광부와 재정경제부가 담당업종
에 국한해서 각각 협상을 진행하게 되면, 스크린쿼터도 철폐되
고, 상대방의 금융서비스 시장도 개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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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산업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조정하고 조율
하는 기능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에는 재정경제부가 잠정적으
로 서비스산업 내의 정책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이기주의 등의 요인에 의해 현실적으로는 정책조정에 어려
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부처를 초월하는 독립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이 기구는 방송위원회나 통신위원회와 같은 규
제기관은 아니어야 한다. 대신 이 기구는 정책기관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정책기능 통합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제조업 정책은 모두가 산업담당부서인 산업
자원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므로 산업자원부에 서비스정책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가장 중요
한 논리는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기능적
으로 통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안을 채택하더라도 정책조정과 조율이 실질적으로 작
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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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인 경제학에서는 서비스업을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간
주하여 서비스업은 가치창출 기능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벨(Daniel Bell)을 필두로 후기산업사회에 대한 논의
가 이루어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비스산업도 가치생산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Delaunay &
Gadrey, 1992). 그 후 현대에 이르러서는 서비스업이 가치생
산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서비
스업이 제조업보다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다.
이렇듯 서비스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는 과정에서 서비스산업은 정책적인 고려에서 소외되어 왔
다. 이에는 물론 서비스의 본질적인 특성도 영향을 미쳤겠지
만, 다른 면에서는 매우 복잡하고 이질적인 활동들을 대상으로
통합된 정책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은 점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제조업에서 추가적인 성장동인을 찾기가 매우 어
려워짐에 따라 선진국들은 물론 한국에서도 서비스산업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은 아직까지는 제조업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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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조업을 리드하고 경제를 주도한다는 시각에서 서비스산업을
조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산
업이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산업
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비스산업이 성장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를 객관
적으로 평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
의 총요소생산성이 제조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는
점에서 잠재력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서비스혁신을 통해 본
질적으로 낮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한 단위만 높여도 제조
업보다는 훨씬 높은 성장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기도 하지만, 제조업을 통해서
는 추가적인 생산성향상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서비스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
근이 필요하다. 전략은 목표달성을 위한 통합된 개념이다. 통
합이란 전략을 구성하는 5대 요소, 즉 분야, 수단, 차별화요소,
실행속도 및 단계, 경제논리가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뜻한다. 각 요소들은 나름대로 충분히 논리적이
고, 실현이 가능한 대안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전체로서도 일
관되고 통일된 로직을 형성해야 한다는 말이다. 아울러 전략수
립의 프로세스는 본질적으로 선택이다.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
선을 선택하는 프로세스가 바로 전략수립 프로세스인 것이다.
제조업과의 연관성, 수출가능성, 그리고 성장성을 종합적으

제Ⅵ장 맺음말

267

로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업서비스, 운수·보관, 통신, 금
융·보험, 문화·오락을 전략업종으로 선택하였다. 이러한 전
략업종의 궁극적인 목표시장은 글로벌시장이 되어야 한다. 그
만큼 서비스산업의 개방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종별로 처해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는
목표시장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운수·보관
및 통신은 글로벌시장을, 금융·보험 및 문화·오락은 동남아
시장을, 그리고 사업서비스는 국내시장을 중단기적 목표시장으
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세부업종별로는 다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업서비스 중 소프트웨어나 정보처리, 또
문화·오락 중 일부 디지털컨텐츠는 중단기적으로도 글로벌시
장을 목표로 설정해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체계를 가지고 전략수단, 차별화요소, 실행속도 및
단계, 경제논리 등 전략을 구성하는 나머지 요소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선택하였다. 물론 주어진 정보와 통계수치의
신뢰성을 완전히 확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들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제한적으로나마 주어
진 정보내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믿는다.
전략은 수립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집행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피드백해서 내용을 보완해야 한
다. 또한 전략을 실행에 옮겨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그
러기 위해서는 전략이 작동하여 기대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
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서비스산업 전략에서는 이러한 여건
의 핵심이 바로 서비스혁신 환경이다. 서비스산업을 성장동력
으로 활용하는 것은 서비스혁신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불가

268 서비스 산업의 성장동력화 전략

능하기 때문이다. 서비스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정책적으
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무수히 많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만 다루었다.
우선 서비스 인적자원의 확충이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성에서 비롯되는데, 이 아이디어와 창
의성은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지식은 결국 인간을 매
체(medium)로 존재하고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수한 인적
자원의 개발과 공급이 중요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규제와 제도의 개선을 들 수 있다. 특히 공익성
을 강조하는 서비스는 규제가 불가피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
러나 기술발전과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는 이러한 규제에도
변화를 요구한다. 규제의 내용이 변화된 환경을 수용해야 한다
는 시각이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서비스업에 불리하게 작용하
는 요소들을 시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하겠지
만, 중장기적으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정책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서비스산업 전체
를 포괄하는 정책이 그 동안 없었던 것은 서비스산업이 포괄하
는 업종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이질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비스정책은 업종별로 담당하는 정부부처에
의해 개별적으로 수립·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
한 정책을 통합하는 체계적인 종합서비스정책이 개발되어야 한
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분산된 서비스정책기능을 조
정하고 조율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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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연구의 범
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어느 한 곳으로 연구의 초점을 모으
기가 쉽지 않았던 점이다. 그 결과 논의가 논리의 중심에서 벗
어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이는 곧 본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가급적이면 모든 논의를 논리의
중심으로 결집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미진한 점이 많은
것 같다. 이러한 점은 모두가 연구진의 부족한 역량에서 비롯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서비스산업에 대한 이 같은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연구가 서비스산업
정책수립에 기여하는 바도 없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가 일관되고 체계적인 서비스산업 정책수립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하며 연구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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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실적
1. 미국의 R&D 지출과 R&D 수행기관 및 R&D 프로그램 현황(1998)
합 계

제조업
산업 R&D(백만 달러)

서비스업

합 계
근로자수

169,180

120,401
기업규모

48,780

500 미만

30,175

9,404

20,771

500~999
1,000~4,999

5,495
21,525

2,916
15,636

2,580
5,889

5,000~9,999
10,000~24,999

14,053
24,876

11,398
18,729

2,654
6,147

25,000 이상

73,055

62,317

10,738

R&D 규모
100만 달러 미만
100만~990만

R&D 프로그램 규모
5,994
17,334

2,723
6,990

3,271
10,343

1,000만~9,900만

33,110

19,059

14,051

1억 이상

112,742

91,628

21,115

합 계

41,923

R&D 수행기업수
20,808

21,115

근로자수
500 미만

38,921

기업규모
18,731

20,191

1,158
1,244

731
918

428
327

5,000~9,999

288

227

61

10,000~24,999
25,000 이상

183
128

132
71

52
57

500~999
1,000~4,999

R&D 규모

R&D 프로그램 규모

100만 달러 미만

34,525

17,548

16,978

100만~990만
1,000만~9,900만

5,908
1,283

2,418
688

3,490
594

207

154

53

1억 이상

Source：National Science Foundatio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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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산업 R&D 예산 및 지원 분야(1998)
단위：백만 달러
총예산
산 업

기업및기타비정부예산

합 계

정 부

기 업

169,180

24,164

145,016

120,401

18,189

48,780

5,975

운송/유틸리티

D

통신

D

전화
기타

전산업
제조업
비제조업

전기·가스·
위생서비스
기타운송

기초연구

응용연구

11,701

27,808

105,506

개 발

102,211

7,641

21,600

72,970

42,805

4,060

6,208

32,536

D

2,219

79

413

1,727

D

1,768

56

293

1,419

D

D

1,665

D

D

D

D

D

103

D

D

D

D

D

182

13

44

125

D

D

269

D

77

D

11,336

64

11,273

620

1,528

9,125

D

D

1,623

137

33

1,453

서비스

29,281

4,889

24,392

2,777

3,513

18,102

비즈니스서비스

15,222

540

14,682

659

1,425

12,598

D

D

14,297

599

1,397

12,301

D

D

385

61

27

297

1,096

21

1,074

986

48

41

111

12

99

6

53

39

11,835

3,652

8,182

1,048

D

D

2,025

1,190

835

52

D

D

9,169

2,388

6,780

804

1,667

4,309

641

74

567

193

D

D

상업
금융/부동산

컴퓨터,데이터
서비스
기타비즈니스서비스
보건서비스
병원서비스
기타보건서비스
엔지니어링·
경영서비스
엔지니어링, 건축,
조사
연구개발, 시험
기타엔지니어링,
경영서비스
기타서비스

1,017

663

354

D

D

229

기타비제조업

3,830

532

3,298

447

721

2,131

자료：National Science Foundation (2000).
주：D＝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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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제조업 R&D 투자 현황(1996～98)
단위：백만 달러
산업분류

합 계

기 업

1996

1997

전산업

144,667

157,539

제조

111,864
32,803
44

비제조
농업서비스
광업
건설업
철도
지방운송
육상운송및보관업

1998

1996

1997

169,180

121,015

133,611

145,016

1998

121,025

120,401

91,845

101,202

102,211

36,514

48,780

29,170

32,409

42,805

7

D

44

7

D

77

D

D

68

97

73

283

261

D

283

260

443

34

D

9

34

5

9

0

0

0

0

0

0

39

600

D

39

600

D

해상운송업

0

D

4

0

D

4

항공운송업

32

D

75

20

55

75

천연가스제외배송업

0

0

0

0

0

0

118

9

D

118

9

D

4,103

D

D

3,970

1,884

1,768

352

D

D

311

258

182

4,961

D

10,422

4,925

6,006

10,388

비내구재

901

D

D

901

1,712

893

건축자재

4

5

9

4

5

9

일반상업

0

0

0

0

0

0

24

66

D

24

66

D

운송서비스
통신
전기, 가스,
위생서비스
내구재

식료품
차량딜러·주유업

0

0

0

0

0

0

의류판매업

10

D

0

10

D

0

가구,가정용품소매업

78

94

D

78

94

13

음식업

141

139

35

141

139

35

기타소매업

386

83

D

386

83

611

예금업

378

450

401

378

450

401

88

D

D

88

D

D

321

442

699

321

442

699

445

210

D

445

210

359

비예금신용업
1차산업딜러,
브로커서비스
보험딜러,
브로커서비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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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호텔, 개인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컴퓨터,
자료처리서비스

65

D

89

62

325

89

131

16

D

130

16

78

10,685

12,321

16,065

10,325

11,921

15,763

D

11,706

D

10,025

11,318

14,297

기타비즈니스서비스

D

254

D

255

242

385

자동차수리및서비스

47

258

114

47

252

114

영화

70

99

D

70

99

D

위락서비스

42

57

D

42

57

D

보건서비스

845

D

1,212

841

829

1,178

법률서비스

2

0

0

2

0

0

사회서비스

5

D

D

5

D

D

자료：National Science Foundation (2000).
주：D＝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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