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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가속화되는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및 기회요인
○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라 제조 기업에서 제품의 서비스화(Product
Servitization)가 가속화 되고 있음
○ 제조기업과 함께 서비스 기업인 구글, 아마존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와
제품을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 제조업의 성장한계 및 기술의 평준화 등으로 인해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요구됨

□ 제조 기업의 서비스화(Servitization) 국제비교
○ 한국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비율은 전체 제조기업의 18% 수준으로,
디자인과 개발 서비스, 시스템 및 솔루션 서비스, 소매 및 유통 서비스
비중이 높음
○ 한국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비율은 OECD 등 비교 대상 국가 29개국 중
25위 수준임

□ 선진국의 제품⋅서비스 융합을 위한 서비스 R&D 사업
○ 독일 정부는 연방교육과학기술부(BMBF)를 중심으로 “제품⋅서비스
융합(Integration of Product and Services)”을 이니셔티브로 설정 후
서비스 R&D 사업을 시행 중
○ 핀란드는 제품⋅서비스 융합 포럼을 중심으로 제품⋅서비스 융합 비즈니스
모델연구와 생애주기(Life Cycle) 비즈니스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제품⋅서비스 융합 촉진을 위한 서비스 R&D 정책 방향
○ 제품⋅서비스 융합을 위한 서비스 R&D 국가 연구개발 사업 시행
○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제품⋅서비스 융합 녹색 국가 연구개발 사업
시행
○ 제품⋅서비스 융합 기초·원천 서비스 R&D 사업 시행
○ 제품⋅서비스 융합 메타 연구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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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추세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라 제조 기업에서 제품의 서비스화(Product
Servitization)가 가속화 되고 있음
○ 세계적으로 ‘제품(기술)’과 ‘서비스’의 결합이 전자, 자동차, 기계, 엔진,
엘리베이터, 의료기기 등 제조업 전 영역에서 확산되고 있음
- 애플, GE/롤스로이스, GM, 현대자동차, 오티스 엘리베이터, 웅진코웨이 등

○ 제품의 서비스화란 제품에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제품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
하는 등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국내외의 선도 제조기업들은 전체 부가가치의 상당부분을 서비스에서 창출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제조 기업들은 ‘제품’을 제공한다기 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제조 기업들의 서비스화와 함께 서비스 기업에서 서비스의 제품화
(Service Productization)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 서비스 기업인 구글, 아마존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와 제품을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 서비스의 제품화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제품을 부가하거나, 서비스 제공
업체가 관련 제품을 출시하여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
○ 또한 서비스 표준화, 서비스 프로세스화, 서비스 자동화를 통해 서비스가
대량 생산되는 서비스 생산 공정의 제조업화가 이루어짐
○ IBM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를 무한 확대 재생산, 재사용하여 서비스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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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품 서비스 융합 사례
< GE >
○ 미국 GE社 원격 설비 진단관리 서비스모델
- 파워터빈 등 설비상태 및 고장 여부를 원격으로 진단, 사전 대처 서비스를 제공
- 인공위성을 이용해 항공기의 엔진 고장을 24시간 진단·예측할 수 있는 항공기
관제시스템을 개발하여 엔진 판매보다 고수익을 창출

< 애플 >
○ 미국 애플(Apple)社 제품·서비스 통합 모델
- mp3 제품인 iPod과 음악 및 동영상 서비스인 iTunes를 통합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신시장을 창출하여 세계시장을 석권

< 구글 >
○ 구글 안드로이드폰
- 구글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업이지만, 단순 검색 서비스를 넘어서
검색 서비스와 연동된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제조
- 구글 안드로이드폰은 구글이 개발한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탑재하고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하고 구글 맵, 구글 캘린더 등 구글의 서비스를 제공

< 삼성전자 >
○ 삼성전자 통합출력관리 서비스
- 삼성전자는 복사기 프린터 등의 단순 제품의 판매를 넘어서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
- 문서의 보안관리 서비스, 원격 토너 상태 진단 및 관리 서비스, 프린터 출력량에
따른 과금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

[그림 2]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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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삼성전자의 통합출력관리 서비스

2. 제품과 서비스 융합의 필요성 및 기회요인
 제조업의 성장한계 및 기술의 평준화 등으로 인해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요구됨
○ 우리나라의 주력 제조업인 자동차, 휴대폰, LCD, 반도체, 조선 등은 산업의
성숙화에 따른 기존 시장의 포화와 기존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차세대
성장 모멘텀 확보가 요구되고 있음
○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무형적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는 무형성, 소멸성으로 제품에 비해 모방이 어려워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제공할 수 있음
○ 제품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제품에 의한 환경오염 감소, 제품
이용 효율성을 향상시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음
○ 제품의 서비스화와 서비스의 제품화를 위한 서비스 R&D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서비스 R&D 정책은
미흡한 상황임

- 4 -

STEPI ISSUES & POLICY 2011

[그림 4] 제품 서비스 융합의 필요성

[그림 5] 제품 서비스 융합의 기회요인

3. 제조 기업의 서비스화(Servitization) 국제비교
 제조 기업의 서비스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글로벌 상장
기업 및 비상장 기업 DB인 OSIRIS 데이터베이스1)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함
○ 2010년 12월 28일 현재 기준 OSIRIS 데이터베이스 전체 기업은 46,274개
였으며, 미국 표준 산업 코드(10-39)에 해당하는 제조 기업의 수는 22,950
개임
○ 이중 한국 기업의 수는 1,083개, 이 기업 중 종업원 100인 이상인 기업은
305개 였으며, 이 기업이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기업으로 선정
1) OSIRIS는 세계 각국의 상장기업과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재무정보, 신용등급, 이익추정치, 주가자료, 소유구조 및 기업관련
뉴스를 제공하는 포괄적 데이터베이스로 2007년 12월 현재, 191 개국 46,000개 이상의 상장기업과 13,000여 개 주요 비상
장기업 및 상장폐지기업의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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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 기업 데이터 샘플 요약
(단위: 개)

한국 기업 데이터 셋
(Korean dataset)

분류
데이터 소스
(Source of data)

OSIRIS 데이터베이스

OSIRIS 데이터 셋 기업 수1)(상장기업)
(Nos. companies in OSIRIS dataset @6/11/10)

46,274

제조기업 수(미국 표준산업코드 10-39)
(Nos. manufacturing firms(US SIC codes 10-39))

22,950

한국 제조기업 수
(Nos. manufacturing firms based in Korea)

1,083

한국 제조기업 중 100인 이상 기업 수
(Nos. manufacturing firms based in Korea with over 100 employees)

305

비즈니스 설명이 없는 기업 수
(Nos. firms with no business description)

0

파산 기업 수
(Nos. firms declaring bankruptcy)

0

분석 대상 기업 수
(Useable sample)

305

자료: 2010년 12월 28일 현재

 한국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비율은 전체 제조기업의 18% 수준으로,
디자인과 개발 서비스, 시스템 및 솔루션 서비스, 소매 및 유통 서비스
비중이 높음
○ 개별 기업의 비즈니스 설명을 분석하여, 해당 기업이 어떠한 비즈니스와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1)

순수

제조

기업(Pure

manufacturing), 2) 서비스화(Servitized) 기업, 3) 순수 서비스 기업 등 3
가지 유형의 기업으로 분류
○ 한국 제조기업은 순수 제조 기업이 82%(252개), 서비스화 기업이 17.70%(54개),
순수 서비스 기업이 0.3%(1개)로 분류
○ 가장 많은 한국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디자인과 개발 서비스가
9.51%(29개), 다음으로는 시스템 및 솔루션 서비스가 6.56%(20개), 소매
및 유통 서비스 2.95%(9개), 유지보수 및 지원 서비스 2.62%(8개) 등의
순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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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현황
(단위: %, 개수)

제조 기업 분류

기업 비율

기업 수

순수 제조 기업(Pure manufacturing firm)

81.96

250

서비스화 기업(Servitized firm)

17.70

54

0.3

1

100

305

순수 서비스 기업(Pure service firm)
계

<표 3> 한국 제조기업의 제공 서비스 분류 및 비율
(단위: %, 개수)

제공 서비스 분류
(Which services are offered?)

한국 기업 비율 한국 기업 수

디자인과 개발 서비스(Design and Development Services)

9.51

29

시스템 및 솔루션 서비스(Systems and Solutions)

6.56

20

유지보수 및 지원 서비스(Maintenance and Support Services)

2.62

8

소매 및 유통 서비스(Retail and Distribution Services)

2.95

9

설치 및 이행 서비스(Installation and Implementation Services)

0.98

3

자산 및 부동산 서비스(Property and Real Estate)

0.33

1

금융 서비스(Financial Services)

0.66

2

컨설팅 서비스(Consulting Services)

0.00

0

리스 서비스(Leasing Services)

0.00

0

아웃소싱 및 운영 서비스(Outsourcing and Operating Services)

0.33

1

구매 서비스(Procurement Services)

0.66

2

수송 및 운송 서비스(Transportation and Trucking Services)

0.00

0

24.6

75

계

 한국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비율은 OECD 등 비교 대상 국가 29개국 중
25위 수준으로 낮음
○ 전체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등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산업 국가를 포함해, 한국을 제외하고 28개 국가임
○ 글로벌 28개 국가를 분석한 결과 글로벌 서비스화 기업비율은 32.82%로
한국 기업의 17.7%와 비교했을 때 약 2배 정도 비율이 높았음
○ 가장 높은 서비스화 비율을 보인 국가는 미국, 핀란드, 네덜란드 등이며,
제조업 경쟁력이 높은 일본과 독일은 30% 내외로 한국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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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국제비교

4. 선진국의 제품⋅서비스 융합을 위한 서비스 R&D 사업
 독일 정부는 연방교육과학기술부(BMBF)를 중심으로 제품⋅서비스
융합을 위한 서비스 R&D 사업을 시행 중
○ 독일은 서비스 R&D 관련해 주요 “이니셔티브(주제: Initiative)”를 설정하고
해당 주제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를 시행
○ 특히, 2006년 “제품 서비스 융합(Integration of Product and Services)”을
이니셔티브로 설정 후 집중적인 투자를 시행
○ 2010년까지 2754만 유로(약 423억 원, 환율기준 1539원/유로)를 투자

 독일의 제품⋅서비스 융합 서비스 R&D 사업은 4개 포커스 그룹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과제를 지원 중임
○ 본 사업에서는 상품과 서비스의 결합에 따른 하이브리드 상품 모델 발굴
및 혁신 프로세스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
○ 주요 연구주제는 1) 가격과 수익모델, 2) 프로세스와 수단, 3) 변화프로세스
및 조직 4) 의료서비스산업 수출 등 4개의 포커스 그룹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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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독일의 제품⋅서비스 융합 서비스 R&D 지원 사례
<

차세대 자동차 서비스 결합 연구 >

○ 독일 MACS 연구 (뮌헨 공과 대학 등)
- 아우디(Audi)社의 차세대 자동차와 서비스를 결합하는 MACS (Mobile Automative
Cooperative Services) 연구
- TU 뮌헨대학(Technische Universitat Munchen)을 중심으로 자동차 제조기업인
아우디, 자동차 연구소인 IFA(Institute for Automobile) 등이 파트너로 참가
- 자동차에서의 모바일 서비스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정보와 통신 기술, 계정 보안에
대한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프로토 타입의 개발 및 구현을 진행
- 서비스 시나리오, 서비스 네트워크, 기술, 프로토 타입 플랫폼, 안전 측면, 라이브
서비스 등 6개의 계층으로 나누어 연구

 핀란드는 제품⋅서비스 융합 포럼을 중심으로 서비스 R&D 프로그램을
지원 중임
○ 핀란드는 2004년 핀란드 30개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제품⋅서비스 융합
포럼을 발족하여 운영 중임
○ 본 포럼은 2005년부터 베스트서브 포럼 연구 프로그램(BestServ Forum
Research Programme)이라는 4개년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서는 현재 비즈니스 모델 연구 프로젝트(Business Models
Research

Project)와

라이프

사이클

비즈니스

프로젝트(Life-cycle

Business Research Project)를 추진 중

 핀란드는 제품⋅서비스 융합 비즈니스 모델연구와 생애주기(Life
Cycle) 비즈니스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비즈니스 모델 연구 프로젝트에서는, 제품⋅서비스 융합 관련 비즈니스 잠재력과
드라이버 식별과 이해, 제품⋅서비스 융합 관련 고객을 위한 가치창출, 수익
논리, 가격결정 이해, 신서비스 비즈니스 컨셉 협성 방법 이해, 제품⋅서비스
융합 비즈니스 잠재력 실현을 위한 새로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경영
컨셉 창출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
○ 생애주기(Life Cycle) 비즈니스 연구에서는 비즈니스 컨셉(LCB) 창출, 생애
주기 환경에서의 제품/서비스 모쥴화와 구성 등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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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핀란드 제품⋅서비스 융합 포럼 및 서비스 R&D 프로그램

5. 제품⋅서비스 융합 촉진을 위한 서비스 R&D 정책 방향
 제품⋅서비스 융합을 위한 서비스 R&D 국가 연구개발 사업 시행
○ 독일 및 핀란드 정부와 같이 제품⋅서비스 융합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R&D 국가연구개발 사업 신설과 시행이 필요함
○ 제품⋅서비스 융합은 주체에 따라 제품의 서비스화와 서비스의 제품화로
나눌 수 있음
○ 제품⋅서비스 융합을 위한 서비스 R&D 사업은 특정 개별 기업의 제품⋅
서비스 융합을 지원하기 보다는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단위 또는 세부
산업단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품⋅서비스 융합 대상 업종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함
- 제조 업종으로는 자동차, 전기전자, 조선, 기계, 섬유, 생활용품 등이, 서비스
업종으로는 IT 서비스, 의료, 공공 서비스, 교육, 유통,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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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제품⋅서비스 융합 녹색 국가 연구개발 사업 시행
○ 제품⋅서비스 융합은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 서비스, 친환경 및 재생
서비스 영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역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부분과 일치
○ 하지만 현재 주요 녹색성장관련 연구 개발 사업은 녹색 기술 자체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관점에서 새로운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과 산업의 창출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임
○ 저탄소 녹색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신설과 시행을 통해 제품 자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제품을 서비스와 융합한 형태로 제공해, 제품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환경오염 감소를 통한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

 제품⋅서비스 융합 기초·원천 서비스 R&D 사업 시행
○ 제품⋅서비스 융합을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공통으로 당면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개별업과 서비스 업종에 접목하기 위한 제품⋅서비스 융합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원천 서비스 R&D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기업의 89%는 “서비스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33%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등2) 국내 기업들이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 특히 국내 제조 기업과 서비스 기업들은 자체 연구역량이 부족하므로 서비스 R&D
사업의 본격적인 지원에 앞서 제품⋅서비스 융합 서비스 개발 방법론 등이 필요

 제품⋅서비스 융합 메타 연구 사업 시행
○ 제품⋅서비스 융합 연구의 연구, 즉 메타(Meta) 성격을 가진 연구 사업이
필요함
○ 개별 기업 또는 개별 산업 측면의 개별 제품⋅서비스 융합 과제들은 전체
제품⋅서비스 융합의 틀과 흐름을 볼 수 없고, 향후 추진해야할 과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임
○ 독일의 경우 제품⋅서비스 융합에 대한 메타 프로젝트를 (Meta Projects) 통해
제품⋅서비스 융합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2) 삼성경제연구소(2006.8), “프로세스혁신과 서비스 경쟁력”

- 11 -

STEPI ISSUES & POLICY 2011

<참고문헌>
장병열 외(2010), “제품⋅서비스 융합을 위한 서비스 R&D 전략”,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장병열 외(2008),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서비스 R&D 방향과 기술혁신지원
제도 개선방안 연구”, 지식경제부.

<필자>
장병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혁신정책단 지식서비스팀 팀장, 부연구위원,
jangpy@stepi.re.kr, 02-3284-1785)

- 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