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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서비스 경쟁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의 비

중은 GDP의 50% 내외, 고용의 경우 60% 이상을 차지한다. 나아가 제조업 위주

의 성장이 한계를 보이면서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서비스업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제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이 확산되

면서 제조업에서도 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서비스 경쟁력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인식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기업이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각 회사의 현

재의 서비스 경쟁력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며, 서비스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가 프

로세스이므로,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프로세스 혁신을 제안한다.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은 업종(제조업과 서비스업)과 혁신의 대상(新 프로세스 설

계와 기존 프로세스 개선)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Type Ｉ은 제조업체가 제품과 관련된 서비스를 사업화하는 전략이다. 한국타

이어의 자동차 종합관리서비스 프랜차이즈인 ‘T-station’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Type Ⅱ는 제조업체가 제품 관련 서비스 프로세스의 개선을 통해 제품의 경쟁

력 제고를 도모하는 전략이다. 삼성전자의 ‘원격 PC A/S’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Type Ⅲ는 서비스업체가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것이며, 이

에 해당하는 사례로 이마트의 ‘온라인 할인점’을 꼽을 수 있다. Type Ⅳ는 서비

스업체가 기존 서비스 프로세스의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며, 병원의 응급실 대기

시간 단축 등이 이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눈에 보이는 않는 서비스는

관리나 개선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체계적인 혁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프로세스 혁신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를 제공하는 6시그마는 생산 프로세스

뿐 아니라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새로운 개념의 서비

스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경우(Type Ｉ, Ⅲ)에는 DFSS(Design for Six Sigma)

를, 기존 서비스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경우(Type Ⅱ, Ⅳ)에는 DMAIC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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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비스 경쟁력의 현황

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

□ 서비스 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서비스 산업은 GDP의 5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취업자의

60% 이상을 고용

- 경제가 성숙되면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음

ㆍ선진국의 경우 서비스산업이 GDP의 70% 이상을 차지1)

한국의 서비스 산업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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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제조업에서도 서비스 부문의 중요성이 증대

- 제품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이 확산되는 추세2)

ㆍ물건의 제조ㆍ판매에 그치던 사업전략에 서비스를 더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0.5차 전략'이 부각

1) OECD 서비스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한 2003년 GDP 중 서비스산업의 명목 부가가치 비중은 미국

(75.6%), 영국(73.2%), 일본(69.6%), 독일(70.1%)임.(OECD Structural Analysis Database)
2) Fitzsimmons, J.A. and M.J. Fitzsimmons, Service Management, McGraw-Hill, 2004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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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자체를 사업화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등장3)

제조업체의 서비스 부문 사업화

▷ Honeywell(항공우주장비), ABB(발전장비), Siemens(의료장비), GE(제트엔진

및 기관차) 등의 기업들은 서비스 부문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

- 이들은 해당 제품의 高價 부품을 생산, 공급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 유지

에 각별한 신경을 썼음

- 이를 계기로 고객이 직면하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런 문제

를 해결해 주는 서비스를 새로운 사업기회로 삼음

자료: Allmendinger, G. and R. Lombreglia, "Four Strategies for the Age of

Smart Services," Harvard Business Review, 2005. 9-10.

□ 가전제품, 자동차와 같은 내구 소비재와 기계, 설비 등의 경우 이미 판

매된 제품에 대한 서비스 시장이 확대4)

- 제품의 기능이 다양해지고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사용 도중 문제가 발

생할 경우 사용자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어려움

- 자동차의 경우 신규 판매 대수보다 서비스가 필요한 운행 차량 대수

가 10배 이상 많은 상황

한국과 미국의 자동차 판매 및 보유 대수 현황

(만대)

판매 대수(A) 보유 대수(B) A : B

한국 114 1,183 1 : 10.4

미국 1,744 23,139 1 : 13.1

주: 판매 대수는 2005년, 보유 대수는 2004년 기준

자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의 자동차 산업," 2006

3) 1994년 잭 웰치 전 회장은 "2000년대 GE는 100% 서비스 회사로 전환될 것"이라고 선언.
4) Wise, R. and P. Baumgartner, "Go Downstream: The New Profit Imperative in Manufacturing,"
Harvard Business Review, 1999. 9-10.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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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중요성에 비해 국내 기업의 대응은 미흡

□ 서비스 경쟁력의 중요성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인식 및 대응에 관한 설

문조사를 실시5)

- 설문 응답 기업 및 응답자 개요

ㆍ업종: 제조업 240개(32%), 비제조업 517개(68%)

ㆍ회사 규모: 대기업 137개(18%), 중견기업 121개(16%), 중소기업

499개(66%)

ㆍ직급: CEO 및 경영진 471명(62%), 부장급 이하 286명(38%)

□ 서비스 경쟁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공감

- 기업에서 서비스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98%에 달함

ㆍ매우 중요하다: 86%, 중요하다: 12%

- 서비스 경쟁력이 제품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도 높다고 인식

ㆍ매우 높다: 73%, 높다: 25%

- '향후 서비스 경쟁력의 중요성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

에 대해 99%가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

기업에서 서비스 경쟁력의 중요도 향후 서비스 경쟁력 중요성 변화

매우 중요하다: 86%

중요하다: 12%

보통 이하: 2%

100%50%0%

매우 높아진다: 87%

높아진다: 12%

변화 없거나 낮아진다: 1%

100%50%0%

5) seri.org 회원을 대상으로 2006년 8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757명이

설문에 응답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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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경쟁력의 중요성에 비해 현재의 경쟁력 수준은 높지 않다고 인식

- 자사의 서비스 경쟁력 수준에 대해 과반수가 보통으로 평가

ㆍ매우 높다: 6%, 높다: 27%, 보통: 56%

- 응답자의 89%가 서비스부문의 경쟁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하

여 현재의 서비스 경쟁력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님을 시사

自社의 서비스 부문 경쟁력 평가 서비스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매우 높다: 6%

높다: 27%

보통이다: 56%

100%50%0%

낮다: 8%

매우 낮다: 3%

아니다
1%

보통
9%

그렇다
38%

매우그렇다
51%

전혀아니다
1%

□ 구체적인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법론의 부재가 문제가 되고 있음

- 전체 응답자의 33%가 '서비스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변

ㆍ이외에 경영상 우선 순위가 뒤 처짐(26%), 과거의 실패 경험(14%), 혁

신에 대한 저항(13%) 등을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의 장애요인으로 지적

프로세스 혁신이 서비스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서비스의 경우 프로세스6) 혁신이 곧 서비스 경쟁력의 제고로 연결

6) 프로세스란 특정 산출물(output)을 생산하기 위해 설계된 활동(activities)의 절차를 의미(Davenport,

T. H., Process Innovati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3)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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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 자

체가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음

ㆍ有形 상품의 경우 고객이 생산 프로세스와 분리되어 있지만, 서비스는

고객이 생산 프로세스에 참여7)

- 프로세스 혁신의 관점에서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

ㆍ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프로세스는 관리하기 어렵다는 통념을 극복

프로세스 혁신

▷ 프로세스 혁신이란 성과 향상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

는 것

- 마이클 해머와 제임스 챔피가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을 통

해 프로세스 혁신의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1990)

-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고객 만족도 제고를 추구

▷ 최근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 6시그마를 적용하는 기업이 증가

- Fortune誌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의 40%가 공식적으로 6시그마를 도입

- GE는 6시그마를 통해 2003~2004년간 27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신제품 개발시간 50%, 프로세스 사이클타임 70% 단축 등의 성과를 창출

▷ 한국의 경우에도 6시그마 도입 10년차를 맞이하면서, 경영혁신을 대표할 정

도로 보편화 되고 있는 추세

- 삼성, LG, 포스코 등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공공기관까지 6시그마 도입

이 확산 중

7) 예를 들어 백화점에 옷을 사러 온 고객은 매장 직원이 제공(생산)하는 안내와 조언 등의 서비스를

받아 물건을 구매함.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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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 전략

1.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의 유형

□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속성이 다르므로 이를

프로세스 혁신 유형 분류에 반영

- 제조업체는 제품 판매가 중심이 되며 관련 서비스는 제품 판매를 위

해 부가적으로 제공

- 서비스업체는 무형의 서비스 자체가 상품이므로 부가서비스와의 경계

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움

□ 프로세스 혁신의 대상은 새로운 프로세스를 설계(design)하는 경우와

기존 프로세스를 개선(improve)하는 경우로 구분

- 프로세스 혁신은 기존 프로세스의 개선 뿐 아니라 새로운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것도 포함

- 新 프로세스의 설계는 고객의 요구사항(VOC)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에

서 출발

ㆍ신 프로세스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고객 요구사항의 잘못된 파악

- 기존 프로세스의 개선은 현재 업무의 측정과 분석을 기반으로 수행

ㆍ현 프로세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효과적인 개선안을 도출할

수 없음

□ 업종과 프로세스 혁신의 대상을 기준으로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을 4개

유형으로 구분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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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프로세스 혁신의 유형

제조

업체

Type Ⅰ

제품관련 서비스의 사업화

예) 한국타이어 신개념 프렌차이즈

Type Ⅱ

제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 도입

예) 삼성전자의 PC 원격 A/S

서비스

업체

Type Ⅲ

新 사업기회 창출

예) 이마트의 인터넷 주문/배송

Type Ⅳ

서비스 상품의 경쟁력 강화

예) 병원 응급실 대기시간 단축

新 프로세스 설계 (Design) 프로세스 개선 (Improve)

2.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 유형별 전략

[Type Ⅰ] 제조업체 & 新 프로세스 설계: 제품 관련 서비스의 사업화

□ 비즈니스 시각을 유형의 제품만을 판매한다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서비

스를 사업화 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전환

- 고객의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수요가 점

점 늘어나는 경우 관련 서비스를 사업화하여 수익을 창출

- 관련 서비스의 사업화는 고객의 요구 정도와 시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서비스 부문의 비중에 따라 서비스의 사업화 정도는 3가지로 구분됨

① 제품과 관련된 부가 서비스를 사업화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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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 수익은 제품의 판매를 통해 얻어지며, 서비스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은 보조적인 수준

한국타이어의 T-station

▷ 타이어 제조업체인 한국타이어는 타이어의 유지, 관리를 위주로 하는 자동차

종합관리서비스 프랜차이즈인 'T-station'을 2006년 5월 개설

- 고객이 타이어 구매뿐 아니라 타이어를 유지, 관리해 주는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 서비스를 사업화

ㆍ관련 서비스: 타이어 진단, 위치교환, 밸런스 조정, 휠 얼라인먼트 등

- 부품 공급업체에서 한 단계 나아가 고객과 직접 만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을 창출

② 기존 제품은 부가적인 역할을 하며, 서비스에서 주 수익이 발생

ㆍGE의 MRI 사업부는 MRI 장비를 병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유

지와 사용에 따른 요금만을 청구

ㆍ국내의 정수기, 비데, 복사기 등도 유사한 개념의 사업을 진행

③ 극단적인 경우 사업 영역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

ㆍ과거 전형적인 제조업체였던 IBM은 현재 완전한 서비스 업체로 변신

IBM의 사업영역 전환

▷ IBM은 1990년대 수십억 달러의 적자를 내는 위기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 서

비스 및 토탈 솔루션 제공 업체로의 전환을 시작

- PwC 컨설팅, Lotus, Rational Software 등의 서비스 업체를 지속적으로

인수하였으며, 2006년에는 BPM(Business Process Management) 전문업체

인 FileNet을 추가로 인수하여 서비스 회사로서의 입지를 강화

- 2005년에는 PC 사업부문을 중국 Lenovo(联想 : 렌샹)에게 매각

- 1993년 총 매출의 27%에 불과하던 서비스 사업은 2002년 45%, 2006년에

는 54%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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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서비스의 사업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서비스에 대한 요

구 수준과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함께 고려해야 함

- 제품 라이프 사이클을 분석하여 소비자의 행태 및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

ㆍHP의 프린터 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이익을 토너 카트리지 등의 소모

품에서 창출

-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비스의 비중 및 사업화 정도를 고려하고 추진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Type Ⅱ] 제조업체 & 프로세스 개선: 제품 경쟁력 제고

□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서비스를 개선

- 제품과 관련한 기존 서비스 프로세스를 고객 관점에서 혁신

- 서비스를 별도로 사업화하기 보다는 기존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로 활용

□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를 추구

- 경쟁사에서는 시행하지 않거나 프리미엄 서비스로써 한정하였던 서비

스를 제공하여 고객이 기대하지 못했던 감동을 제공

□ 서비스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여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

- 인터넷 및 정보기술을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에 응용

ㆍ삼성전자는 자사의 개인용 컴퓨터에 대해 원격 A/S를 실시하여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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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원격 PC A/S

▷ 컴퓨터 구매 고객이 A/S를 요청할 경우 제품 판매 시 제공한 '매직닥터' 프로

그램을 통해서 A/S 센터의 전문 요원이 원격으로 문제를 해결

- 기계적 결함이 아닌 대부분의 문제를 집에서 해결이 가능

- 기업은 비용 절감 효과를, 고객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절

약하게 되어 기업과 고객이 Win-Win 관계를 구축

□ 고객보다 먼저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

- 고객이 서비스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서비스의 필요성을 먼저 감지하

여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ㆍ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

OTIS의 자가 진단 서비스

▷ 엘리베이터 내에 스스로 고장을 감지할 수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내장

- 내장한 칩을 통해 지속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진단하고 이상 상황 발생시 이

를 서비스 센터에 스스로 통보

- 고객이 수리를 요청하기 전에 미리 A/S요원을 보내 엘리베이터를 수리

□ 처음부터 끝까지(End-to-End) 서비스

- 제품 구입 시점부터 폐기 때까지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대

서비스를 제공

ㆍ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기 시점에서도 고객 편의 서비스

를 실시하여 고객 감동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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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스 측정 및 분석을 통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끊임 없

이 개선 노력을 집중

- GE는 신제품 개발부터 고객 인도까지의 시간 단축을 전략 목표로 선

정하고 6시그마를 통해 이를 전사적으로 추진

- 개선안 도출 시 정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

[Type Ⅲ] 서비스업체 & 新 프로세스 설계: 新 사업기회 창출

□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부가가치 서비스를 발굴하고 사업화

- 잠재적인 고객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개념 서비스를 상품화하여

경쟁사보다 앞서 제공하는 것이 중요

- 구글은 구글 맵, 구글 어스, 구글 데스크탑 등 사용자들이 미처 생각

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

ㆍ최근에도 구글 캘린더, 전자 도서관 등 새로운 분야를 개척 중

□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프로세스를 창출

- 현재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 상품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이용 고객의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

ㆍ인터넷을 통한 방송 컨텐츠 판매는 방송사들의 새로운 수익사업이 됨

- 국내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하여 국내 할인점 업계 1위로 성장한 이마

트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할인점을 개설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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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의 온라인 할인점

▷ 이마트는 온라인 할인점을 개설하여 신사업 기회 창출

- 인터넷을 통해 쇼핑을 하고, 이를 신속한 배송 서비스로 연계하는 새로운 수

익 사업을 시행

ㆍ편안하게 전화로 주문할 수 있는 동네 슈퍼의 개념을 할인점으로 확대

- 매장을 직접 방문하기 힘든 맞벌이 부부, 몸이 불편한 고객들도 할인점을 쉽

게 이용

- 2006년 7월 현재 온라인 할인점의 매출은 전년 대비 66%의 고성장을 기록

□ 시장 선도자로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

-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창출

ㆍ소비자 니즈의 흐름을 읽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최신 기술을 활용

- 고객 요구사항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

하여 사업화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

ㆍ서비스 상품은 모방이 용이하므로 경쟁우위 유지 기간이 길지 않음

[Type Ⅳ] 서비스업체 & 프로세스 개선: 서비스 상품 경쟁력 강화

□ 서비스 상품 자체의 프로세스 혁신으로 서비스 품질 경쟁력을 제고

- 서비스 품질은 고객의 경험에 의해 결정8)

ㆍ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 항목은 서비스의 신속·정확성과 서비스

를 받는 분위기, 서비스 요원의 태도 및 전문성 등9)

- 서비스 수준에 대한 고객의 기대는 계속 높아지므로 지속적인 프로세

스 혁신이 필요

8) 서비스 품질 수준 = 고객의 기대 - 서비스에 대한 실제 경험
9) Parasuraman A., V. A. Zeithaml and L. L. Berry의 서비스 품질 모형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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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객은 이전에 제공 받았던 서비스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기대

□ 서비스 프로세스를 고객 중심으로 전환

- 병무청은 징병검사 프로세스를 징병 대상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정부

기관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징병 검사 소요 시간을 단축

ㆍ100% 예약 검사제를 도입하여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정밀검사를 자

체 시행하여 신체검사 시 제출해야 하는 진단서를 30% 이상 감축

ㆍCT, MRI 등 징병 검사 결과를 검사자에게 무료로 제공

□ Lead Time 감축으로 서비스의 Speed를 제고

- 신속한 서비스가 중요한 경우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업무 중에 발생

하는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

6시그마를 활용한 병원 응급실 프로세스 개선

▷ Scottdale Healthcare's Osborn Hospital(美, 아리조나주 소재)은 응급

실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향상

- 환절기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수가 평소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

ㆍ평상시 대비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가는 비율이 74%, 진료를 받지 못하고

응급실을 나가는 경우는 272%까지 증가

- 응급실 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6시그마를 도입

ㆍ프로세스 중 접수, 방사선 촬영, 입원 수속에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ㆍ특히, 환자가 응급실 도착부터 입원실에 이송 되기까지 소요되는 80분 중

40분은 낭비

- 침상이동 및 환자 이송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여 적용

ㆍ고객 만족도가 50% 이상 향상되고, 분기별 50만 달러의 재무 성과를 달성

자료: Lazarus, Ian R. and Keith Butler, "The Promise of Six Sigma," Managed

Healthcare Executive, 20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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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스의 표준화를 통해 균질한 서비스를 제공

- 고객이 예측하고 기대 한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함

ㆍ스타벅스, 맥도날드는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고객에

게 제공하기 위해 표준화를 추구

□ 서비스를 전달하는 내부 종업원의 선발 및 교육 훈련에 집중

- 종업원의 채용, 교육 및 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하여 종업원의 자질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

ㆍ종업원에 따라 고객이 느끼는 서비스의 품질이 다르게 나타남

Ⅲ. 제언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

□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서비스 경쟁력 강화는 불

가피한 대세

- 서비스 경쟁력 강화는 비단 서비스 기업만의 문제가 아님

ㆍ업종(제조, 비제조), 부문(공공, 민간)을 불문하고 모든 조직에서 서비

스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자리매김

□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

- 기업들은 지금까지의 서비스 개념과는 다른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

해야 할 것임

ㆍ단순히 고객지원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함

- 고객의 기대를 능가하는 감동(delight)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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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객 요구를 반영한 신 개념 서비스의 사업화(비즈니스 모델)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

□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프로세스 혁신이 필요

- 프로세스 혁신 없이 서비스 경쟁력을 향상 시키려면 비용 증가가 수

반됨

ㆍ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과 비용 감소라는 두 가지 목

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가능

- 발전하는 정보기술을 프로세스 혁신에 적극적으로 활용

ㆍ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새로운 개

념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

6시그마는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해법을 제시

□ 제조 프로세스에 비해 서비스 프로세스의 혁신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에

서 탈피

-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관리 및 개선이 어렵다는 인식이 널

리 퍼져 있음

ㆍ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도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체계적

으로 분석함으로써 서비스 혁신이 가능

- 서비스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려는 노력이 필요

ㆍ6시그마를 창안한 마이클 해리는 "측정 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으

며,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음"을 강조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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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그마는 체계적이고 정량적인 프로세스 혁신 방법을 제시

- 모토로라에서 탄생한 6시그마는 기업 전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총체적인 경영혁신 활동으로 발전

ㆍ초기의 6시그마는 제조 프로세스의 개선이 주된 목표였으나, 점차 기

업의 모든 프로세스로 적용범위가 확대

- 6시그마는 프로세스 개선 및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로드맵

과 도구를 제공

ㆍ문제 해결 로드맵을 '사고의 틀'로 하여 다양한 혁신 도구를 지속적으

로 추가

6시그마 문제해결 로드맵

▷ 6시그마는 단계별로 구성된 로드맵을 활용하여 프로세스 혁신을 체계화

- 통일된 로드맵을 적용하여 프로젝트 수행 방법을 표준화

- 단계별로 프로젝트 진행 상황 및 성과를 측정하여 체계적인 프로세스 혁신을

가능케 함

▷ 6시그마 로드맵은 적용대상에 따라 DMAIC와 DFSS(Design for Six Sigma)로

구분

구분 적용대상 로드맵

DMAIC
- 이미 존재하는

프로세스의 개선
정의→측정→분석→개선→관리

DFSS - 새로운 프로세스 설계
정의→측정→분석→설계→

최적화→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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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그마를 적용하여 서비스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가능

- 새로운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Type Ⅰ, Ⅲ)를 위해 DFSS를 적용

ㆍ고객 요구사항(VOC)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 성공 요인

DFSS를 활용한 프로세스 혁신사례

▷ 삼성화재는 새로운 영업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보험상품 판매를 위한 신 채

널을 개척

- PL(Product Liability: 제조물 책임) 보험 판매를 위해 DFSS를 적용하여

기존 프로세스와 차별화된 새로운 영업프로세스 구축

- 350여 개의 미갱신, 미체결 업체의 VOC를 직접 수집하고 이를 통해 갱신

계약과 신규계약 영업 프로세스를 새롭게 설계

ㆍ고객이 요구하는 계약만기 안내, 충분한 상품설명, 가입 유도 등을 반영

- 새로운 채널을 통해 영업을 실시한 결과 단기간에 갱신율을 개선

- 기존 프로세스의 개선(Type Ⅱ, Ⅳ)을 위해 DMAIC를 적용

ㆍ現 프로세스의 면밀한 파악 및 데이터에 기반하여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

DMAIC를 활용한 프로세스 혁신 사례

▷ BOA(Bank of America)는 대출 프로세스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 6시그마를 적용

-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각 프로세스에 걸리는 시간과 문서의 총 이

동 경로 및 거리를 직접 측정

- 대출 신청부터 승인까지 총 46단계의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

중 꼭 필요한 프로세스는 단지 9개에 불과

- 문서의 총 이동 거리는 연간 624마일로 조사

- 문제 해결을 위해 부서를 재배치하고 승인 단계를 축소

ㆍ대출 승인까지의 시간을 70% 줄이고 이동 거리는 연간 91마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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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금융동향 >

8. 22. 8. 23. 8. 24. 8. 25. 8. 28.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엔/달러(뉴욕시장)

956.3

115.96

955.7

116.44

959.2

116.34

961.9

116.46

964.0

117.27

금리
회사채(3년AA-, %)

국고채(3년, %)

5.09

4.77

5.07

4.74

5.09

4.76

5.08

4.75

5.08

4.75

주가지수(KOSPI, 종가) 1,335.0 1,325.0 1,315.7 1,329.4 1,327.9

< 실물동향 >
(전년동기(월)비, %)

2004년 2005년 2006. 3월 4월 5월 6월 7월

GDP성장률1)

민간소비

설비투자

4.7

-0.3

3.8

4.0

3.2

5.1

..

..

..

..

..

..

5.3

4.4

7.7

..

..

..

..

..

..

산업생산 증가율

평균가동률

10.2

80.4

6.3

79.8

10.0

81.5

9.9

79.0

12.1

80.6

10.9

81.9

..

..

실업률

실업자(만명)

전국 어음부도율

3.7

86.0

0.06

3.7

88.7

0.04

3.9

92.1

0.02

3.5

84.6

0.02

3.2

78.3

0.02

3.4

81.9

0.02

3.4

82.3

0.02

소비자물가 상승률 3.6 2.7 2.0 2.0 2.4 2.6 2.3

수출(억달러, FOB)2)

(증감률)

수입(억달러, CIF)

(증감률)

2,538.5

(31.0)

2,244.6

(25.5)

2,844.2

(12.0)

2,612.4

(16.4)

268.6

(12.1)

257.6

(13.1)

255.5

(11.7)

243.1

(14.4)

279.4

(20.8)

260.6

(23.1)

281.1

(18.6)

259.5

(21.9)

261.3

(12.4)

254.6

(18.4)

경상수지(억달러) 281.7 165.6 -4.3 -16.1 13.6 11.0 ..

외환보유액(억달러) 1,990.7 2,103.9 2,173.4 2,228.9 2,246.9 2,243.6 2,257.2

총대외지불부담3)

(억달러)
1,723 1,900 .. .. .. .. ..

1) 한국은행 2006년 7월 25일자 ‘2006년 2/4분기 실질국내총생산(속보)’ 보도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2) 산업자원부 수출입 동향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3)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기준, 분기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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